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인도 - 한국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한국

2009-08-07

2010-01-01

SAPTA(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1993-04-11

1993-04-11

인도 - 스리랑카 FTA(Free
Trade Agreement)

스리랑카

1998-12-28

1999-01-01

인도 - 아프가니스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아프가니스탄

2003-03-06

2003-03-06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04-01-04

2006-01-01

인도-MERCOSUR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05-03-19

2009-01-01

인도 - 칠레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칠레

2006-03-08

2009-01-13

인도 - 부탄 FTA(Free Trade
Agreement)

부탄

2006-07-28

2006-07-29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대한민
국, 라오스, 스리랑카

2007-10-26

2008-01-01

인도 - 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싱가포르

2007-12-20

2007-12-20

인도 - 아세안 FTA

아세안

2009-08-13

2010-01-01

인도-네팔 무역협조협정
(COOPERATION TO
CONTROL UNAUTHORIZED
TRADE)

네팔

2009-10-27

2009-10-27

인도-핀란드 AEC(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핀란드

2010-03-26

2010-03-26

SAARC(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
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
탄, 스리랑카

2010-04-29

2010-04-29

비고

인도 - 말레이시아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말레이시아

2010-10-27

2012-01-01

인도 - 일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일본

2011-02-16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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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

한국, 인도

개정 협상중

8차 개선협상 진행중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FTA(Free T

방글라데시, 부탄, 인
도, 네팔, 스리랑카, 미
얀마, 태국

논의중

19차 협상 진행중

인도 - 페르시아 GCC
(Cooperation Council),
FTA(Free Trade Agreement)

쿠웨이트, 아랍에미리
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논의중

2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남아프리카, 레소토,
스위스, 보츠와나, 나
미비아

논의중

7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유럽 BTIA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 유럽

논의중

15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BTIA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스위스, 노르웨이, 아
이슬란드, 리히텐슈타
인

논의중

17차 협상 진행중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알제리 멕시코, 앙골
라 모로코, 아르헨티
나, 모잠비크, 방글라
데시, 니카라과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뉴질랜드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뉴질랜드

논의중

11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캐나다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 캐나다

논의중

11차 협상 진행중

인도 - 호주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호주

논의중

10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인도네시아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인도네시아

논의중

인도-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FTA(Free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부룬디, 코모로, 콩고,
지부티, 이집트,
Eritrea,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
스카르, 말라위, 모리
셔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이스라엘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이스라엘

논의중

9차 협상 진행중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
국, 베트남, 호주, 중국
, 인도, 일본, 대한민국
, 뉴질랜드

논의중

27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미국 Trade Policy Forum
Joint Statement

인도, 미국

논의중

12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방글라데시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방글라데시

논의중

인도 - 스리랑카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스리랑카

논의중

인도 - 몰디브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몰디브

논의중

인도 - 몽골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몽골

논의중

제 2차 인도 - 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싱가포르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 - 태국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태국

논의중

30차 협상 진행중

9차 협상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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