
9) 인도의 FTA 확대 전략이 한 인도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이웅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한 인도 CEPA Upgrade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해 인도의 기체결 FTA 양허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하는 연구가 
필요함. 또한 향후 인도 외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해 
인도의 기체결 FTA 양허내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인도시장 추가개방 관련, 전략수립을 위한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인도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해 인도의 기체결 

FTA 양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각 FTA에서 인도의 시장개방 내용,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

ㆍ전략으로 CEPA 재협상을 추진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음.

- 특히 일 인도 CEPA가 한 인도 CEPA이후에 체결되었고 한 일간 교역 및 투자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일 인도 CEPA를 집중 분석을 통한 한 인도 CEPA 업그

레이드 전략이 요구됨.

▣ 연구목적

□ 인도는 현재 한국, ASEAN, MERCOSUR, 네팔,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

가니스탄, 일본, 칠레와 FTA(CEPA)를 체결했으며 이밖에 EU를 비롯한 상당수

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임.

□ 본 연구는 인도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FTA의 주요 양허내용을 분석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경제통합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인도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근거로서 활용이 

가능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한국의 주요국

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

전략

-연구자(연도): 이순철, 

최윤정(2007)

-연구목적: 인도경제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통상전략 제

시 

-문헌연구

-통계분석

- 한인도 경제협력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전략을 분석함. - 이

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인

도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 및 시사점 제시.

- 인도의 FTA 추진동향 

및 전망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2

-과제명: 아시아 주요국

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

황과 시사점

-연구자: 조충제 외

-연구목적: 경제협력 측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있

는 일본, 싱가포르,  중

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정책, 전략,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한 시사점 제시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연구

-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

고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ODA 등으로 분류하

여 분석함.

- 각국 대인도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한인도 경제협력과 비교

함. 

-일-인도, 싱가포르-인도 

CEPA에 대한 현황 및 분석

이 있음.

3

-과제명: India-Korea 

CEPA: Potentials and 

Realities 

-연구자(연도): Shahid 

and Islamia(2010)

-연구목적: 한-인도 

CEPA의 효과 분석 

-통계분석

-시뮬레이션

- 한-인도 CEPA의 잠재

적 효과를 SMART와 

GTAP 등으로 추정함.

본 연구

-과제명: 인도의 FTA 확대 

전략이 한‧인도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연구

-인도의 기체결 FTA 협정문의 

양허내용을 부문별로 비교분석

하고 이를 한인도 CEPA와 

비교 

- 향후 인도외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협상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인도의 기체결 FTA가 한국에 미

치는 영향 분석 

-인도의 협상 또는 검토 중인 

FTA가 인도경제 및 한국경제

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주요 연구내용

□ 기 체결된 FTA에 대해서는 협상분야별로 양허내용을 분석하고, 한인도 CEPA와 

비교함.

□ 협상 또는 검토 중인 FTA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주요 합의사항 및 협상타결의 

예상 등을 분석

- 협상 또는 검토 중인 FTA에 대해서는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예측함.

□ 상기의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실시함.

□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인도 기체결 FTA가 한국 및 한인도간 교역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무역창출, 무역전환효과)

□ 목차 (잠정)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연구의 방법과 구성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2. 인도의 FTA 전략 및 동향

가. 경제 및 교역구조와 FTA 정책 변화 

나. FTA 추진 동향 

다. 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 동향

3. FTA의 주요 양허내용

가. 한-인도 CEPA

나. 일-인도 CEPA

다. 싱가포르-인도 CECA

라. 아세안-인도 FTA



마. 기타(태국, 말레이시아, MERCOSUR, 칠레, 스리랑카 FTA, SAFTA 등)

바. 협상중인 FTA 추진 동향(EU, EFTA, SACU-인도 FTA)

4. 인도의 FTA 분야별 양허내용 비교분석

가. 상품(우리의 수출입 대상품목을 위주로)

나. 서비스

다. 투자, 인력이동 및 기타 부문 

5. 인도의 FTA가 한국의 교역과 한 인도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인도의 기체결 FTA가 미치는 영향

1) 중력모형

2) 데이터 및 기초통계 분석

3) 결과

4) 소결

나. 인도의 체결예정 FTA가 미치는 영향

1) 시뮬레이션

2) 결과

3) 소결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 기존 문헌, FTA 협정문,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활용

- 인도의 기체결 FTA의 협정문 주요 양허내용을 부문별(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등)로 정리, 분석, 비교함.

- 인도의 협상중인 FTA 주요내용 분석: 한국에 민감한 부문 또는 품목 위주로

- 기체결 FTA의 경우 체결 후 교역량 추이를 산업별 또는 부문별로 분석(한국의 

주요 수출입품 중심으로)

- 특히 우리와의 경쟁관계 및 중요성을 고려 일 인도 CEPA에 중점을 두고 분석

함.

□ 중력모형을 이용 인도의 기체결 FTA가 한국 인도 교역량에 미친 영향 추정   

(전체, 주요 부문별).

□ SMART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 인도의 체결예정 FTA가 인도 및 한

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전체, 산업별)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3 신뢰외교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
자원 협력강화

2 13 신뢰외교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 개최

□ 현지 정부 관계자 및 연구자 인터뷰

- 인도 정부관계자 및 FTA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한 인도의 FTA 기

조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 취득

□ 연구 결과 공유 및 관련 타 연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월 

- 연구중간심의회: 6월 

- 연구결과심의회: 9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ㅇ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산업자원통상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ㅇ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본 연구는 인도의 기체결 FTA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실증분석 연

구 발전에 기여함.

ㅇ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인도 외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 시 활용가능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4.01.01. 종료일 201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