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73-12-18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경제협력협정

1973-07-01

경제협력협정

항공협정

1979-02-01

항공협정

문화협정

1979-06-01

문화협정

사증면제협정

1983-02-01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1983-05-01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1986-06-01

투자보장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1993-12-01

경제기술협력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1995-05-01

과학기술협력협정

1995-97년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1995-05-01

1995-97년간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2003-07년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2003-04-01

2003-07년간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군수·방산협력 MOU

2004-01-01

군수·방산협력 MOU

에너지협력 MOU

2007-11-01

에너지협력 MOU

무상원조 기본협정

2014-03-01

무상원조 기본협정

비고

<자료원 :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한국교민 수
1,000 명 (자료원 :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ㅇ 중국과 일본이 남아시아 거점확보와 인도 견제를 위해 방글라데시를 전략국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외교를 펼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상
대적으로 관심이 늦었으나 2019년 7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일본은 2014년 아베 총

리 방문, 중국은 2016년 시진핑 주석 방문)
ㅇ 2019년 7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글라데시 공식 방문을 통해 투자, 개발, 교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방안 논의
ㅇ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수출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및 WTO 최빈개도국 대상 무관세·무쿼터 제도를 통해 무관세
범위를 지속 확대 중. 특히 2018년 7월 1일부로 APTA 회원국 대상 602개의 품목에 대하여 10~70%의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함
ㅇ 방글라데시에 간호 및 IT 교육시설과 직업훈련소 설립을 포함한 인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KOICA의 원조자금과 수출입은행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도 지속 확대 중(방글라데시는 베트남에 이어 EDCF 2위 수원국)

경제
◦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수출은 2011년 1,628백만 달러 수출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1,276백만 달러로 10.2% 폭발적
증가하였고 2018년에도 1,238백만 달러 수출로 수출 확대 추세에 있음
- 방글라데시의 제조업 신규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품목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對방글라데시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음
* 단, 對 방글라데시 수출의 경우 관세 절감을 목적으로 큰 폭의 언더밸류잉(under valuing)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반
대로 방글라데시 바이어의 요구에 따른 오버밸류잉(over valuing)도 빈번하여 공식 통계와 실제 수출 규모 간에 격차가 있음
- 對방글라데시 수입은 2013년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2015년 이전의 對방글라데시 수
입 증가세는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캠핑용품 등) 수입 증가가 견인해왔음

문화
◦ 문화교류는 많지 않지만 대사관에서 매년 한국영화제 및 K-pop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K-pop 동호회 생겨나는 등 한류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게)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