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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통상정책 및 농산물무역 동향

강 혜 정*

인도 정부는 1991년 이후 꾸준한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상품수

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고 최근 들어 

인접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협력 체결을 추진

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까지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인

도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대두 오일케이크 및 유박, 탈각 캐슈넛, (메슬

린), 냉동쇠고기, 사탕수수, 홍차기타와 부분발효차 등이며 주요 수입 농산물

은 식용유지류와 콩류 등이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과 인도의 전체 교역액 

(55억 달러)에서 농산물 비중은 7.3%으로 현재까지 양국 농산물 교역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나 시간에 따라 인도 농산물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1. 인도의 최근 통상정책

인도는 1991년부터 개방경제정책을 도입한 이래 각종 수출진흥정책도입, 

수입허가제 철폐, 수입수량제한 해제, 수입관세인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통

상진흥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무역적자 축소

를 위해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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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관세 등 수입규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02년 1월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2-2007)의 추진과 

연계하여 2007년까지 세계교역량의 1%, 연간 수출액 800억불, 이를 위해 향

우 5년간 매년 12%의 수출증가율 달성 목표를 제시한 ‘중기수출전략’ 발표에 

이어 동년 3월에 ‘2002∼07 5개년 신수출입정책’(New Exim Policy)를 발표하

다. 2002년에 발표된 신수출입정책의 초점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

한 수출촉진에 관한 것으로 농업분야 및 서비스분야 수출증대, 특별경제구역

(SEZ), 수출촉진구역(EOU), 중소기업 수출전문단지, 전자하드웨어 기술단지 

등 수출촉진 단지의 개발육성 지원강화, 8단위 ITC(HS) 코드 사용 및 제도 간

소화에 따른 수출입 거래시 비용과 시간의 절감,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인하 및 실제 루피 환전 환율 인정,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및 세

이프가드 관세부과 계속, 세산업(SSI) 수출능력 증대, 시장개발 프로그램,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 8월31일 최근의 급변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온 ‘수출입정책 5개년계획’(Exim Policy, 2002∼07)을 

보완하여 향후의 무역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국가대외무역정책 5

개년계획’(N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4∼09)을 발표하 다. 농업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유망분야가 핵심 분

야로 발굴되어 농업, 수공예, 수공의류, 보석류, 가죽, 신발류 등 6개 분야가 

중점육성 대상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분야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

상 분야에 추가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우대도시’(TEE: Towns of Export Excellence)로 지정될 수 있는 기

본요건은 현행 100억 루피(약 2.2억불) 생산액에서 25억 루피(약 5,500만 불) 

생산액으로 축소되었다.

셋째, 과일, 채소, 화훼, 소규모 육림 및 이들 분야의 부가산품의 수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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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특별농업생산제도’(Special Agricultural Produce Scheme)를 도입하여 

농업분야에 필요한 자본제 수입시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에 의한 수입관

세를 완전 면제하고, ‘농촌수출구역’(AEZ: Agricultural Export Zone)내 자유설

치를 허용하 다.

넷째, 농촌수출지역(AEZ)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개발 특별자금

(ASIDE)의 이용이 가능하며, 농업용 종자, 구근(bulbs), 괴경(tubers) 및 경작용 

재료에 대한 완전 수입자유화와 함께 의료식물 및 약초류의 수출증대를 위한 

시재(plant portions), 유도체(derivatives) 및 추출물의 수출이 자유화 된다.

2. 지역경제협력 현황

인도는 그동안의 개방화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역외국으로서

의 불이익을 극복하고자 최근 들어 인접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적

극적으로 지역경제협력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지역경제협력은 특혜

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arde Agreement)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그리고 기타 지역협력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는 FTA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특혜무역협정(PTA)*을 FTA와 병행하

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와 P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1980년 방

라데시를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칠레와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까지 10개국이다. 현재 이집트와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와 PTA를 위해 협상 중에 있다. 2005년까지 인도가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군은 5개국으로 스리랑카 FTA가 2000년에 태국,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가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발효되었다. ASEAN과는 상품에 관한 

FTA가 2006년에 발효할 예정이고 현재 투자, 서비스분야에 대해 협상중이다.

*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는 회원국간 특정거래부문에 한

하여 특정한 형태의 혜택제공을 취지로 맺는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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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도의 지역무역협정과 경제협력 현황

특혜무역협정(PTA) 자유무역협정(FTA)
기타 

지역협력연합

주요
내용

특정국가 또는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 우대

역내 무역자유화, 역외 독자적 
관세주권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경제협력

기체결

방 라데시(1980)
네팔(1991)
부탄(1995)
미얀마(1995)
SAPTA(1995)
아프카니스탄(2003)
GCC(2004)
MERCOSUR(2004)
칠레(2005)
SACU(2005)

스리랑카(서명:1998/발효:2000)
태국(서명:2003/발효:2004)
싱가포르(서명:2003/발효:2005)
SAFTA(서명:2004/발효:2006)
ASEAN(서명:2005/발효(상품):2006)

방콕협정(1975)
SAARC(1985)
BIMST-EC(1997)
IORARC(1997)
BOBCOM(1999)
IBSA(2004)

협상중
이집트,
GSTP

BIMSTEC(합의:2004/종결:2017)
방 라데시(합의:2002/종결:미정)

검토중
(공동
연구)

이란 중국, 한국, 일본, GCC, 모리셔스, 
이집트, SACU

주：⑴ SAPTA(South Asia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⑵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⑶ GCC(The Gulf Cooperation Council)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

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 구성됨.
    ⑷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은 스리랑카, 방 라데시, 페루, 가나,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쿠바, 볼리비아, 가이아나, 멕시코, 니카라과, 북한, 이라
크, 짐바브웨, 베트남, 싱가포르,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파키스탄, 베닌, 아이티, 모잠비크, 수단으로 구성됨.

    ⑸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방 라데시, 부탄, 인
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로 구성됨.

    ⑹ BINST-EC(Bangladesh-India-Myanmar-Sri Lanka-Thailand-Economic Cooperation)은 
2004년 7월 정상회의에서 BIMSTEC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⑺.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s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⑻ IORARC(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호주, 방
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마다가스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모잠
비크, 오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탄자니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예멘으로 구성됨.

    ⑼ IBSA(Inida, Brazil, South Africa)
    ⑽ BOBCOM(Bay of Bengal community)은 방 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

국, 네팔, 부탄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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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인도는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국의 특수사정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는 경제적 판단에 따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

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한 지역

통합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인도정부 또한 고립을 탈피하고 자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확보 등 측면에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1.1. 기체결된 국가 또는 국가군(5개국)

⑴ 스리랑카

1998년 12월20일 체결하여 2000년 3월 1일 발효하 다. 상품교역에 한해 단

계적인 관세철폐협약으로 인도는 3년, 스리랑카는 8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

한다. 투자 및 서비스확대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⑵ 태국

2003년 10월 9일 기본협정에 서명을 하 고 2010년까지 양국간 상품교역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하 다. 이에 앞서 84개 품목에 대해서 2004년 

MFN 실행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기이행계획(Early Harvest Scheme)

을 실시하기로 하 다. 즉,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28일까지 50%,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75%, 2006년 3월 1일부터 100% (관

세율 0%) 감축하기로 하 다. 현재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부문에 관한 협상

이 진행 중이다.

⑶ 싱가포르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체결(CECA)에 관한 협상으로 2005년 7월

에 서명하 고, 2005년 8월에 발효한다. 인도는 협정 체결 후 싱가포르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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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 품목을 우선 관세 면제하고, 양국간 13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6

년부터 시작하여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⑷ ASEAN

2003년 10월8일 발리 제2차 인도-ASEAN 정상회의에서 기본협정에 서명하

다. 조기이행계획(Early Harvest Programme:EHP) 품목과 관련하여 ASEAN 6

개국(브루나이, 인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004년 11월1일

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7년 10월31일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반

면 신규가입 ASEAN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04년 11월

1일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 10월31일까지 관세철폐를 추진

한다.

⑸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서남아 7개국으로 구성된 SAFTA는 2004년 1월6일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2006년 1월1일 발효한다. 동 협정 발효 후 인도, 파키스탄은 관세를 7년내 

0-5%로 삭감하고, 방 라데시 등 여타 국가들은 10년 내 동 수준으로 인하한

다.

2.1.2.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2개국)

⑴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s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뱅골만 주변에 위치한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간 포괄적 분야에서의 경제협

력을 목표로 1994년 태국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 12월 제1차 방콕 각료

회의에서 구체화 되었다. 2004년 2월 태국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FTA 기

본협정 서명 및 네팔 및 부탄의 회원가입이 결정되어 회원국수가 총 7개국으

로 되었으며 2004년 7월말 태국개최 회원국간 정상회의에서 FTA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 다. 2017년까지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한 FTA 협상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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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방 라데시

2003년 7월에 다카에서 개최된 인도-방 라데시 공동경제협의회에서 FTA 

추진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협의하 다. 인도는 방 라데시와 2003년 10

월 및 2004년 1월에 2차에 걸친 협상을 갖고 FTA를 조기 체결 추진해 나가기

로 합의하 다.

2.1.3.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

중국과 2003년 6월 공동연구그룹(JSG) 구성에 합의한 후 JSG 회의를 통해 

FTA 추진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토의하고 있다. 2004년 10월 한

국과 인도의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체결을 위한 공

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 결성에 합의하 고, 2006년 2월 6일 공식적인 

양국의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하 다.* 그 밖에 일본, GCC, 이집트, SACU, 

모리셔스 등과 FT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무역확대 및 자유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3. 인도의 농산물 무역

3.1. 인도의 농산물 수출입 규모 및 변화

인도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003년 6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608억 달러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1991∼2003년 기간에 농산물 수출은 2.3배 증가하

으나 전체 수출 증가가 3.4배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

* 우리나라가 인도와 추진하는 CEPA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

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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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국가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5.6%에서 2003년 10.7%로 감소하 다.

표 2  인도의 교역지표 비교

단위 : 억 달러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총수출액 178.7 209.9 305.4 346.2 359.2 452.5 607.9 

농업수출액
비중(%)

28.0 
(15.6) 

33.6 
(16.0) 

54.9 
(18.0) 

56.6 
(16.3) 

46.4 
(12.9) 

52.3 
(11.6) 

65.0 
(10.7) 

총수입액 195.1 212.7 344.8 409.0 479.0 589.6 698.3 

농업수입액
비중(%)

7.4 
(3.8) 

10.4 
(4.9) 

22.2 
(6.4) 

25.8 
(6.3) 

39.7 
(8.3) 

39.2 
(6.7) 

49.0 
(7.0) 

GDP대비 농산물 
교역액

1.3 1.6 2.2 2.0 1.9 1.9 1.9 

    주: GDP대비농산물 교역액 : (농업수출액+농업수입액)/GDP * 100
 자료 : 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인도의 농산물 수입 규모는 2003년 49억 달러로 1991년에 비해 6.4배 증가

하 다. 농산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아 같은 기간에 농업부문 무역수지 

는 흑자 다. 1991∼95년 기간에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26억 달러

에 달하 으나 1997년부터 흑자정도는 감소하여 최근 3년간(2001∼03) 연평

균 12억 달러로 감소하 다. 인도는 농산물 무역 구조를 볼 때 최근까지는 수

출초과(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은 1.9%이다.

3.2. 인도의 주요 수출 농산물

<표 3>에서 나타난 2001∼03년 동안 인도 농산물의 대세계 최대 수출실적

을 살펴보면,  쌀(8억 7,775만 불), 대두 오일케이크 및 유박(3억 8927만 불), 

탈각 캐슈넛(3억 8779만 불), (메슬린)(3억5821만 불), 냉동쇠고기(2억 5369

만 불), 사탕수수(2억 5018만 불), 홍차기타와 부분발효차(2억 2923만 불) 등은 

2억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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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도의 대세계 농산물 수출현황 

(2001∼03년간 5천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 천 불

HS(6단위) 한 품명
인도의 대세계 수출액

최대
수출액

2001년 2002년 2003년

100630 쌀(정미) 877,752 604,242 877,476 877,752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389,273 384,063 363,186 389,273

080132 캐슈넛(탈각) 387,789 361,759 387,789 346,607

100190 (메슬린) 358,213 253,259 358,213 351,460

020230 쇠고기(버팔로)(냉동/뼈없는 것) 253,685 228,356 253,494 253,685

170199 사탕수수, 무당 250,182 217,391 250,182 241,494

090240 홍차기타(발효차)와 부분발효차 229,234 192,759 229,234 211,982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3kg
이하포장)

182,562 182,562 92,870 91,276

090111 커피(볶지않은 것/카페인미제거) 173,951 173,951 138,583 152,444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41,385 141,385 104,774 105,877

120740 참깨 129,541 128,725 72,808 129,541

130232
로우커스트두/루우커스트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
질물 및 디크너

116,830 90,163 91,660 116,830

240120 잎담배(주맥제거) 109,923 37,376 61,752 109,923

070310 양파, 쪽파(신선/냉장) 108,045 65,951 73,808 108,045

170111
사탕수수당(향미, 착색제가 첨가
되지 않은 것)

102,857 102,857 28,056 75,006

240110 잎담배(주맥제거 않은 것) 91,419 87,013 91,419 45,913

210111 커피엑스 및 에센스와 농축물 87,463 87,463 60,742 67,789

100110 (듀우럼종) 84,209 17,970 3,258 84,209

130190 천연검 80,879 80,879 68,935 53,642

121190 향료, 의료용 식물 75,601 75,601 68,840 63,993

110100  또는 메슬린 가루 70,865 40,360 54,024 70,865

080450 과아버, 맹고, 맹고스틴 69,721 18,470 18,576 69,721

081290 과일 및 견과류(일시저장처리) 65,235 55,841 65,235 20,676

120220 낙화생(탈각) 64,433 40,239 23,570 64,433

09042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 57,583 42,356 51,375 57,583

071340 렌즈콩(건조) 51,424 51,424 42,543 31,727

170191
사탕수수, 무당(향미 또는 착색
제가 첨가된 것)

50,796 1,245 3,435 50,796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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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최대수출액이 1억 이상 2억 이하인 품목은 3kg이하포장 홍차, 커피, 

피마자유, 참깨, 로우커스트두, 잎담배(주맥제거), 양파(쪽파), 사탕수수당 이

다. 5천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나타낸 품목은 잎담배(주맥제거 않은 것), 커

피엑스 및 에센스, (듀우럼종), 천연검, 향료 및 의료용 식물,  또는 메슬

린 가루, 과아버 및 맹고, 일시저장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 낙화생, 건조 파쇄 

고추류, 렌즈콩,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사탕수수 등이다.

쌀은 제일의 수출농산물로 3개년 동안(2001∼03년) 그 수출액은 꾸준히 증

가하 고, 2001년 대비 2003년 쌀 수출액은 약 45% 증가하 다. 2001∼03년 

동안 홍차, 잎담배, 천연검, 렌즈콩 등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들의 수출액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촌수출구역’(AEZ: Agricultural Export 

Zone)의 설립에 힘입어 맹고와 맹고스틴의 수출액은 2001년에 비해 2003년에 

약 277%로 크게 증가하 다.

3.3. 인도의 주요 수입 농산물

2001∼2003년 동안 인도의 대세계 최대 수입실적이 5천만 불 이상인 농산

물은 <표 4>과 같다. 인도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식용유지류와 콩류이다. 팜

유(조유)의 경우 최대 수입액이 12억 4,429만 불에 달하고 그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 다. 그 다음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대두유(조유)로 3개년 최대 수입

액은 5억 389만 불이다.

정제팜유, 면(카드 또는 코움하지 않은 것), 캐슈넛, 건채두류 등은 최대 2

억 불 이상을 수입하 다. 인도인의 주요 단백질의 원료인 콩류와 식용 유지

류는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매우 높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한편 식용 유지류의 관세율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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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도의 대세계 농산물 수입현황 

(2001∼03년간 5천만불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 천 불

HS(6단위) 한 품명
인도의 대세계 수입액

최대 
수입액

2001년 2002년 2003년

151110 팜유(조유) 1,244,289 395,145 881,509 1,244,289

150710 대두유(조유) 503,892 368,645 364,887 503,892

151190 팜유(정제유) 374,131 374,131 87,253 356,458

520100 면(카드 또는 코움하지 않은 것) 366,522 366,522 271,474 350,739

080131 캐슈넛(미탈각)l 284,780 99,409 226,560 284,780

071390 건채두류 251,849 194,371 251,849 154,262

071310 완두(종자용 포함) 196,643 151,508 196,643 185,764

071320 이집트콩(종자용 포함) 151,945 151,945 105,872 83,032

500200 생사 149,596 113,263 149,596 132,395

150790 대두유(정제유) 122,978 75,835 122,978 105,000

510119
양모(그리지, 카드 또는 코움하
지 않은 것)

83,705 60,206 81,220 83,705

510129
양모(카드, 코움, 탄화처리하지 
않은 것)

78,298 58,966 74,195 78,298

071339 기타콩(종자용 포함) 66,572 20,305 46,403 66,572

071331 녹두(건조) 58,535 9,841 12,169 58,535

151800 동식물유지 57,401 57,401 20,758 7,814

151219 해바라기씨유, 잇꽃유(정제유) 56,508 56,508 21 1,226

080211 아몬드(미탈각) 55,145 40,394 40,476 55,145

151211 해바라기씨유, 잇꽃유(조유) 55,067 46,265 1,822 55,067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4. 한․인도 농산물 교역 현황

4.1. 한․인도 농산물 교역규모 및 변화

한국과 인도의 교역량은 인도의 수출 지향적 무역정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전체 교역액은 199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4년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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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인도 전체 수출은 2000년 13억 3천만 달러에서 2004년 36억 3천

만 달러로 5년간 174%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대인도 전체 수입은 

2000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04년 18억 5천만 달러로 88%가 성장하 다. 따

라서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5년간 3억 4천만 달러에서 17억 8천만 달러로 

422%의 증가를 보 다 <표 5>.

표 5  한국의 대인도 교역현황

단위: 만 달러

구분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00-'04)

수출 46,867 112,581 132,617 140,773 138,414 285,295 363,198 174 

수입 48,485 79,830 98,471 110,563 124,891 123,275 184,998 88 

무역수지 -1,618 32,752 34,146 30,210 13,523 162,021 178,200 422 

  자료：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과 인도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200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한국의 대인

도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 수출은 2000년 424만 달러에서 2004년 528만 

달러로 5년간 25%의 증가를 보 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00년 1억 3,500

만 달러에서 2004년 3억 9,600만 달러로 약 193% 증가하 다. 따라서 한국의 

대인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5년간 1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증가하

다 <표 6>.

2004년 기준으로 양국 전체 교역액 (55억 달러)에서 농산물 비중은 7.3%이

고 한국의 농산물 전체 교역액 (172억 달러)에서 양국 비중은 2.3%로 현재까

지 양국 농산물 교역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다.

2000∼04년 기간에 한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전체 상품 규모는 크게 증가함

에 따라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0.32%에

서 0.15%로 오히려 감소하 다. 반면, 한국의 대인도 농산물 수입이 전체 대

인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04년 기간에 13.7%에서21.4%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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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의 농산물 교역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상태이나 

한국의 인도 농산물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한국의 대인도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만 달러

구분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00-'04)

수출

농산물 96 163 414 426 527 583 501 2 

축산물 - - 9 15 10 17 4 -6 

임산물 64 79 2 2 6 6 24 149 

총 계
160
(0.34)

242
(0.21)

424
(0.32)

443
(0.31)

542
(0.39)

606
(0.21)

528
(0.15)

3 

수입

농산물 4,249 10,765 12,485 16,693 19,049 14,471 38,519 21 

축산물 - 10 114 260 324 165 272 14 

임산물 555 1,156 890 769 939 964 776 -1 

총 계
4,804
(9.9)

11,932
(14.9)

13,490
(13.7)

17,722
(16.0)

20,312
(16.3)

15,600
(12.7)

39,567
(21.4)

19
 

무역
수지

농산물 -4,153 -10,603 -12,072 -16,267 -18,523 -13,887 -38,018 22 

축산물 - - -105 -245 -315 -148 -268 16 

임산물 -492 -1,077 -889 -767 -933 -958 -753 -2 

총 계 -4,644 -11,680 -13,066 -17,280 -19,770 -14,994 -39,039 20 

    주：(  )는 농산물수출과 수입이 전체 상품 수출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농수산물 무역정보,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ti.net).

4.2. 한․인도 농산물 교역 현황

<표 7>는 2001∼04년 한국의 대인도 농산물 수출현황과 해당품목의 인도 

실행세율을 나타낸다. 4개년 동안 최고 수출실적이 4만 불 이상인 농산물은 

채소종자(2003년 264만 불), 추잉껌(2003년 93만 불), 기타씨(2004년 64만 불) 

등이다. 그 밖에 캔디류, 파이와 케이크, 무종자, 신선마늘, 인삼엑스 또는 분, 

과즙음료, 조제식품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종자류와 식품가공품이다. 신선마늘이 2001년에 17만 불 수출된 적

이 있으나 그 후에는 실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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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출하는 농산물 중 채소종자의 인도 실행관세율은 10.20%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인삼엑스(분), 된장, 전분 등의 인

도 실행세율은 52.2%이고, 케이크, 과즙음료, 난황, 조란, 배합사료 등의 실행

세율은 30.6%이다. 그러나 신선마늘과 조제식료품기타의 실행세율은 각각 

100%와 206.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이 인도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과 해당 품목의 한국 실행세율은 

<표 8>과 같다. 2004년에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은 가장 높은 수입실적

인 2억 1,947만 불을 나타내었다. 2004년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의 대세

계로부터 수입액이 4억 1,920만 불이므로, 이 품목에 대한 전체 우리나라의 

수입의 절반정도가 인도로부터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용 옥수수(2004년), 유채 오일 케잌 및 유박(2004년), 사료용 (2001년), 

참깨(2004년), 조주정(2001년) 등은 천만 불 이상 5천만 불 미만의 수입액을 

보이고 있다. 백만 불 이상 천만불이하의 수입실적을 가진 품목은 사탕수수

당 , 기타 오일 케잌 및 유박, 유채씨 오일 케잌 및 유박, 면, 추출올레오레

진,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수수, 잎담배, 로우커스트두, 캐슈넛 조제저장처리 

견과과실, 조제저장처리 견과 및 씨류이다. 이들 품목 중 유채씨 오일 케잌 

및 유박,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캐슈넛 등은 거의 전량이 인도로부터 수입되

고 있다. 커피, 조제저장처리 과실견과, 향료 또는 의료용 식물, 탈지분유, 일

시저장처리 오이류, 변성유장, 난황, 홍차 등은 수입액은 크지 않으나 지난 4

년 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있는 품목들이다. 참깨를 제외한 이런 사료

용 농산물의 한국 실행세율과 시장접근세율은 5%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표 7  한국의 대인도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

(2001∼04년간 4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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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한 품명
인도
실행세율
(‘05/’06)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 
(2001-2004년)

최고
수출
액

2001 2002 2003 2004

1209919000 채소종자(기타) 10.20 2,643 2,643 1801

170410000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
는지의 여부불문)

52.24 925 389 521 925 792

1207999000 기타씨 30.6 637 113 512 637

1704902090 캔디류기타 412 370 412 380 311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30.6 388 223 181 365 388

1302191120 인삼엑스분(백삼) 52.24032 205 68 125 67

1209912000 무 종자 10.20 204 182 204

0703209000 마늘(신선/냉장/기타) 100 168 168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기타) 30.6 152 90 152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52.24032 147 147 57 83

1904101000 콘플레이크 52.24032 142 1 8

2103901010 된장 52.24032 128 128 56

2309901099 배합사료기타 30.6 127 55 127 3

2202902000 과즙음료 30.6 92 83 73 86 92

2106909099 조제식료품기타 206.48064 91 91 4 24 18

2103909030 혼합조미료 52.24032 88 59 88

2101201000 
차,마태조제품(설탕 대용
물함유)

52.24032 78 48 78

0404900000 유장기타 30.6 77 77

0408110000 난황(건조한 것) 30.6 75 75

1704902010 드롭프스 67 14 67 37 17

0408910000 조란(건조한 것) 30.6 54 54

1209911090 파속종자(기타) 10.20 53 53

3501100000 카세인 40.37568 50 50

1108110000 전분( 의것) 52.24032 45 45 16 8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8  한국의 대인도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2001∼04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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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 불

HSK 한 품명
한국 
실행세율
(‘04,%)

한국수입

대세계 대인도(2001-2004)

2004
수입액
최고치

2001 2002 2003 2004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1.8 419,197 219,473 83,511 111,038 65,035 219,473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328(2)
1,064,9
34

42,713 0 42,713

2306490000
유채씨의것(기타/오일케익 및 
유박)

0 47,106 41,120 20,251 26,576 41,120

1001909020 (사료용) 1.8 164,733 34,478 34,478 26,887 16,581 28,655

1207400000 참깨 630(40) 80,593 14,407 7,930 2,301 6,544 14,407

2207101000 조주정 10 38,787 11,846 11,846 3,130 0 0

1703109000 사탕수수당 (기타) 3 45,579 8,358 5,296 3,503 3,532 0

230690900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5 9,224 7,557 2,197 2,899 3,099 7,557

2306410000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저에루크산/오일케익및유박)

0 5,784 7,110 7,110 5,355 5,066

5201009050
기타면(섬유길이 28.5mm이상 
34.9mm미만의 것)

1 336,049 6,677 1,587 6,677

3301904800 추출올레오레진(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1302320000
로우커스트두/루우커스트의 
씨또는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0801320000 캐슈넛(탈각)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견과. 땅콩외 기타의 
씨류(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함유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
및유박)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1302192000 캐슈넛쉘액 8 392 738 455 738 384 391

표 8  한국의 대인도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계속>

(2001∼04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 17 -

단위 : 천 불

HSK 한 품명
한국 
실행세율
(‘04,%)

한국수입

대세계 대인도(2001-2004)

2004
수입액
최고치

2001 2002 2003 2004

0402101010
탈지분유(지방분이 전중량의 
1.5%이하)

176(20) 8,714 685 685 0 0

0711400000 오이류(일시저장처리) 30 3,007 630 572 630 355 381

1404909000 기타 식물성생산품 3 11,745 592 8 14 86 592

2106909099 조제식료품기타 8 187,180 581 401 562 274 581

050100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 세정 여부 
불문)와 그 웨이스트

3 446 486 115 263 486 404

1302390000 식물성점질물기타 8 4,418 478 228 308 341 358

0404102130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49.5(20) 3,757 407 407 238 158 391

1516202090 기타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 8 8,827 387 49 41 88 193

1302199099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8 32,245 383 67 63 110 383

0408110000 난황(건조한 것) 27 834 371 162 367 83 203

5201009030
기타면(섬유길이 25.4mm이상 
28.5mm미만의 것)

1 76663 323 0 323

1520000000 리세롤(조상의것) 8 2665 307 307 299 0 0

1518001000 탈수 피마자유 8 298 264 14 29 167 264

1515909090 기타비휘발성 식물성유지 8 6885 262 30 64 119 262

2306300000 해바라기의것(오일케익및유박) 5 328 259 0 259

0910300000 심황(강황) 8 296 249 124 146 194 249

0408910000 조란(건조한 것) 27 257 232 125 191 0 232

5203000000 면(카드또는코움한것) 1 940 229 54 150 229 22

3501100000 카세인 20 10727 214 16 95 0 0

1301101000 쉘락 3 338 204 186 128 149 183

2001100000 오이류(조제저장처리) 30 5491 192 192 165 173 102

2309902099 보조사료(기타) 50.6 7404 191 18 43 191

0910990000 향신료 기타 8 528 175 175 133 169 136

0602909090 산식물(기타) 8 14091 174 174 10 0

2302300000 박류( 의것) 5 53815 171 0 171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 8 10447 159 23 159

0408190000 난황(기타) 27 3149 156 0 156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부분발효차(3kg
이하포장)

40 1046 141 72 4 83 141

     주：(  )는 시장접근세율을 나타냄.
   자료：한국무역협회(www.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