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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후 1년의성과

CEPA 발효 후 교역변화

◇ 발효 1년만에 수출 114억불, 수입 57억불, 무역수지 58억불 달성
(단위 : 억불, %)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9 (CEPA발효前) 80 41 39

2010 (CEPA발효後) 114
(42.7)

57
(37.0)

58
(48.8)

* ( )는 발효전 대비 증가율(%)

CEPA 발효 후 교역 증가폭 확대

◇ CEPA 발효 후, 對인도 수출입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 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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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별 무역 변화

◇ (소비재) : 수출입 증가율 5~6%수준, 무역수지 큰 폭(21%) 증가

◇ (원자재) : 수출(40%),수입(42%) 큰폭증가한가운데, 무역수지 10% 증가

◇ (자본재) : 수출급증(49%)이 무역수지의 큰 폭(51%) 확대 견인

상위 10대 교역 품목 (HS 4단위)

◇ (수출) : 자동차부속품(12%),전화기(6%), 선박(6%) 등

◇ (수입) : 석유 및 역청유(54%), 면사(6%), 페로얼로이(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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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10년간 교역추이

□ [총괄] 최근 10년간 수출 8배․수입 5배․무역수지 19배 증가

<표> 최근 10년간 한-인도 교역 추이
(단위: 억$, %) 

전체(對세계) 對인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9 3,635 3,231 404 80 41 39
(CEPA발효前) (2.2) (1.3)
2010 4,664 4,252 412 114 57 58
(CEPA발효後) (2.5) (1.3)
*(   )는 전체(對세계) 內 인도 비중(%)

◦ (수출) 최근 10년간 100억불 증가, 전체수출 신장률 보다
빠른 성장세

- 對인도 수출은 ‘01년 14억불 규모에서 ’10년 114억불을 기록,
100억불 증가 (712%↑)

- 동기간 전체수출은 ‘01년 1,504억불에서 ’10년 4,664억불로 3,159
억불 증가 (210%↑)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변화>

◦ (수입) 수입 46억불 증가, 전체수입 증가율보다 빠름 (2.1배)

- 對인도 수입은 ‘01년 11억불 규모에서 ’10년 57억불 규모로 약

46억불 증가 (413%↑)

- 동기간 전체수입은 ‘01년 1,411억불에서 ’10년 4,252억불로 2,841

억불 증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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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비중 및 증가율 변화>

◦ (무역수지) 10년전 보다 55억불 증가, 19배 규모로 확대

- ‘01년 3억불 규모에서 ’10년 58억불 규모로 약55억불(1,807%)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전체 무역수지는 ‘01년 93억불에서 ’10

년 412억불로 약 318억불 증가 (341%↑)

Ⅱ CEPA 발효('10.1.1) 후 교역변화

□〔수출〕CEPA발효 후 수출 43%증가, 114억불 달성

◦ ’09년 80억불 수출에서 ’10년 34억불 증가한 114억불 기록

- ‘09년 80억불에서 발효 후 114억불로 대폭(42.7%) 증가하였으

며, 동기간 전체수출은 3,635억불에서 4,664억불로 28.3% 증가

율을 나타냄

- 전체수출에 비해 對인도 수출신장률이 14.4%p 상회, CEPA를

통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전체수출 내에서의 對인도 수출비중은 CEPA 발효전 2.2%에서

발효 후 2.5%로 0.3%p 증가

□〔수입〕CEPA 발효전 대비 37%증가, 57억불 기록

◦ ’09년 41억불 수준에서 ’10년 57억불로 큰 폭(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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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41억불에서 CEPA 발효 후 57억불로 대폭(37%) 증가하

였으며, 전체수입은 3,231억불에서 4,252억불로 31.6% 증가

- 전체수입에 비해 對인도 수입신장률이 5.4%p 상회

- 전체수입 내에서의 비중은 CEPA 발효 전․후 1.3% 수준 유지

<한-인도 CEPA 발효 전․후 교역 비교>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무역 증가율

(%)

對인도 (A) 42.7 37.0 48.8

전체(對세계) (B) 28.3 31.6 1.8

차이 (A-B) 14.4 5.4 47.0

전체수출 內 차지비중

(%)

CEPA 발효 후(C) 2.5 1.3 14.0

CEPA 발효 전(D) 2.2 1.3 9.6

차이 (C-D) 0.3 0.0 4.4

□〔성질별교역〕자본재수출급증(49%↑)으로무역수지급상승(51%↑)

◦ 소비재 : 수출액(6.3%↑), 수입액 (5.2%↑), 무역수지(21.4%↑)

◦ 원자재 : 수출액(40.3%↑), 수입액 (41.8%↑), 무역수지(9.9%↑)

◦ 자본재 : 수출액(48.6%↑), 수입액 (9.1%↑), 무역수지(50.8%↑)

<양국간 성질별 수출입 구조 (대분류 기준)>
CEPA 발효 前 CEPA 발효 後

수출 수입 교역 수지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지
소비재 381 353 734 28 405 371 776 34 

(6.3) (5.2) (5.7) (20.0)

원자재 3,750 3,580 7,330 171 5,263 5,075 10,338 188 
(40.3) (41.8) (41.0) (9.9)

자본재 3,882 209 4,091 3,672 5,767 228 5,995 5,538 
(48.6) (9.1) (46.5)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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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HS 4단위)

□〔수출〕자동차 부속품․전화기․선박․철강・석유제품 등

강세

◦ 최대수출품목은 자동차부속품으로서 전체 수출의 약 12% 차지

- 10대 상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속품(11.5%), 전화기(6.2%), 선박

(6.1%), 철강제품(5.1%), 석유 및 역청유(5.1%) 등

- CEPA 발효전 대비 수출증가폭이 큰 품목은 증기발생보일러

(357%↑), 폴리카르복시산(156%↑), 선박(147%↑) 등으로 나타남

<표> 수출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CEPA 발효 前 (2009) CEPA 발효 後 (2010)
순위　 세번 품목명 수출액* 세번 품목명 수출액 증감액***

(비중%)** (비중%) (비율%)
1 8708 자동차 부속품 1,020

(12.7)
8708 자동차 부속품 1,310

(11.5)
290

(28.4)
2 8517 전화기 684

(8.5)
8517 전화기 706

(6.2)
22

(3.2)
3 7208 철 또는 비합금강

의 평판압연제품

446
(5.6)

8901 선박 693
(6.1) 

412
(146.6)

4 2710 석유와 역청유 444
(5.5)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586
(5.1)

140
(31.4)

5 8901 선박 281
(3.5)

2710 석유제품 583
(5.1)

139
(31.3)

6 7209 철 또는 비합금강

의 평판압연제품

247
(3.1)

2917 폴리카르복시산 등 394
(3.4)

240
(155.8)

7 7308 철강제의 구조물 212
(2.6)

720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306
(2.7)

59
(23.9)

8 8479 기계류 186
(2.3)

8402 증기발생 보일러 294
(2.6)

229
(357.1)

9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161
(2.0)

4002 합성고무 281
(2.5)

146
(109.7)

10 2917 폴리카르복시산 등 154
(1.9)

8479 기계류 240
(2.1)

54
(29.0)

소계 3,835
(47.9)

소계 5,393
(47.2)

* 금액단위 : 백만 $
** (  ) : 전체수출 대비 비중(%)
*** 증감액 : 발효 전(2009) 대비 수출 증가액 또는 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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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입의 과반수는 석유제품, 광물 등 원자재 비중이 높아

◦ 최대수입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로서 전체 수입의 과반수인

54%를 차지

- 10대 상위 수입품목은 면사(5.8%), 페로얼로이(4.2%), 알루미늄의 괴

(3.3%), 아연의 괴(1.8%) 등임

- CEPA 발효전 대비 수입증가폭이 큰 품목은 알루미늄의 괴

(414%↑), 연의 괴(406%↑), 아연의 괴(264%↑), 페로얼로이

(155%↑) 등으로 나타남

<표> 수입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
CEPA 발효 前 (2009) CEPA 발효 後 (2010)

순위　 세번 품목명 수입액* 세번 품목명 수입액 증감액***
(비중%)** (비중%) (비율%)

1 2710 석유와 역청유 2,282
(72.5)

2710 석유제품 3,063
(54.0)

781
(34.2)

2 5205 면사 197
(6.3) 

5205 면사 327
(5.8)

130
(66.0)

3 7112 귀금속 189
(6.0) 

7202 페로얼로이 237
(4.2)

144
(154.8)

4 2306 오일 케이크 94
(3.0) 

7601 알루미늄의 괴 190
(3.3)

153
(413.5)

5 7202 페로얼로이 93
(3.0) 

7901 아연의 괴 102
(1.8)

74
(264.3)

6 2304 대두유 추출물 90
(2.9) 

7112 귀금속 86
(1.5)

△103
(-54.4)

7 2601 철광과 그 정광 84
(2.7) 

2306 오일 케이크 85
(1.5)

△9
(-9.6)

8 3204 합성유기착색제 43
(1.4) 

2601 철광과 그 정광 80
(1.4)

△4
(-4.8)

9 1207 기타 채유용에 적

합한 종자와 과실

39
(1.2)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73
(1.3)

73

10 2901 비환식탄화수소 38
(1.2) 

7801 연의 괴 66
(1.2)

53
(406.2)

소계 3,149
(76.0)

소계 4,309
(75.9)

* 금액단위 : 백만 $
** (  ) : 전체수입 대비 비중(%)
*** 증감액 : 발효 전(2009) 대비 수입 증가액 또는 감소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