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의 국기

○ 방글라데시 국기는 1971. 3월 독립전쟁시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의

당기를 모체로 한다.

○ 적색의 원은 독립전쟁이라는 암흑의 시기를 거치고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방글라데시(벵갈의 나라)의 독립, 저항의 정신을 상징하며, 바탕의
녹색은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방글라데시의 국토를 상징한다.

방글라데시의 국화(國花)

○ 방글라데시 국화인 수련(Water Lily)은 연못, 강 등 방글라데시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문장(紋章)

○ 방글라데시 국가 문장(紋章)은 국화(國花)인 수련(Water Lily)을 두 개의 벼

묶음과 별이 감싸고 있고, 수련 위에는 황마 잎이 형상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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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현황

1

일반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 1971. 12. 16.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국명

다카(Dhaka), 인구 1,958만명(2018, UN)

방글라데시 개황

수도

147,570㎢(2018, 방글라데시 통계청)

면적

국토의 3면이 인도와 접경(동남부 일부는 미얀마와 접경), 남부는 벵갈만에
임해
(북위 20- 26°, 동경 88- 92°)

위치

1억 6,270만 명(2017, 방글라데시 통계청)
· 인구밀도 : 1,103 명/㎢
· 인구증가율 : 1.37%
· 성비 : 여성 100명 당 남성 100.2명

인구

벵갈인(98%), 소수민족(비하리, 챠크마 등)

인종

벵갈어(98.8%, 공용어), 기타(1.2%)(2019, CIA Fact Book)

언어

-3시간 (우리나라보다 세 시간 느림)

시차

2

정치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행정부
주요인사

대통령 : Abdul Hamid (2018.4.24. 연임)
총 리 : Sheikh Hasina (2019.1.30. 3연임)

의회

8

단원제(의석수 350석, 임기 5년)

3

경제
GDP

실질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환율

경상수지
외채
무역

외환보유고

4

1,744불(2018, IMF)

일반현황

1인당 GDP

I

2,876억불(2018, IMF)
7.7%(2018, IMF)
5.4%(2018, IMF)

US $1 = BDT 84.5(2019.5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80억불(2018, IMF)

350억불(2017, IMF)

수출 362억불 / 수입 545억불(2017/18,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313억불(2019. 5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기타

국경일
기후

종교

3월 26일 (독립기념일)

고온다습한 아열대 몬순기후(sub-tropical monsoon)
· 겨울(11월-2월), 여름(3월-6월), 우기(7월-10월)로 구분, 7-9월 홍수다발
시기로 연강우량의 75%가 집중
· 연평균 강우량(다카 : 2,186㎜)
· 연평균기온: 겨울 20℃(11-29℃), 여름 36.7℃(21-38℃)
이슬람교(88.4%, 국교), 힌두교 등 기타(11.6%)(2017, 방글라데시 통계청)
· 1988.6월 이슬람교를 국교로 선언(8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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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역 사

1

근대 이전

○ B.C 6세기경 아리안족이 현재 방글라데시가 위치한 갠지스강 하류 벵갈

지방으로 진출하여 선주민 드라비다족과 함께 벵갈인 형성

방글라데시 개황

○ B.C 5세기 중엽 이후 인도대륙왕조 지배를 받았고, 8세기 중엽 팔라 왕조

이후 불교문화 융성

○ 13세기 이후 벵갈지방이 이슬람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이슬람문화 발전

○ 1576년 무굴제국이 벵갈지방을 정복하고 통치를 시작하면서 교역의 중심

지로 번영을 구가

2

영국 식민지 시대

○ 1757년 영국이 벵갈지방을 포함한 인도 전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함에 따라 영국 식민지로 편입

○ 1905년 영국은 반영세력의 분열을 위해 힌두교가 다수인 서벵갈지방과

이슬람교가 다수인 동벵갈지방(현 방글라데시)으로 분리 통치하려 하였

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1911년 동 분할령을 철회

3

동파키스탄 시대

○ 1947. 8. 14. 동벵갈지방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시 파키스탄과의 상이한 종족과

언어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공통점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파키스탄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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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차별정책, 이질적 요소 존재 등으로 동파키

스탄 분리 운동이 지속되었으며, 1952. 2. 21. 벵갈어 운동을 효시로 반정부
시위 전개

II

○ 1970. 12월 동파키스탄 독립을 주창해 온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이

○ 1971. 3. 26. 동파키스탄주의 독립선언을 파키스탄이 진압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1971. 12. 16. 동파키스탄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방글
라데시라는 국명으로 독립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 3월 26일 Sheikh Mujibur Rahman(아와미 연맹 당수) 방글라데시 독립 선언

○ 파키스탄 군의 서치라이트 작전 등으로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방글라데시 추산
약 300만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약 30만 명의 국내 피난민 발생, 약 10만 명의
난민이 인도로 유입

○ 4월 방글라데시 임시정부 수립, 인도의 원조를 받는 방글라데시 독립군과 파키
스탄 점령군 간의 내전 전개
○ 6월 이후 방글라데시 독립군은 인도와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전 전개

○ 12월 3일 인도 참전 결정에 따라 군대를 투입하여 방글라데시를 지원하기 시작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 서파키스탄은 인도와 약 2주간 전쟁을 치른 끝에 대패

○ 12월 16일 파키스탄이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방글라데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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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파키스탄 정부는 국회 개회를 무기한 연기

역

파키스탄 국민회의 300석 중 160석을 차지하며 총선에서 압승하였으나,

4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가. 독립 이후 초기 정부
방글라데시 개황

○ 1972. 1. 12. 아와미 연맹의 당수인 Sheikh Mujibur Rahman이 초대

총리로 취임하여 사회주의경제, 비동맹중립노선을 선언

○ 1975. 1월 대통령중심제 개헌 및 노동자·농민 아와미 연맹(BAKSAL)

일당 독재를 실시하였으나, 8. 15. 군부 쿠데타로 Rahman 대통령 피살

○ Ziaur Rahman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하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1977. 4월

대통령으로 취임

○ 1978. 9월 Rahman 대통령은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 Bangla

desh Nationalist Party)을 창당하고 1979. 2월 총선에서 승리

○ 1981. 3월 Sheikh Mujibur Rahman의 장녀 Sheikh Hasina가 해외

망명에서 귀국, 아와미 연맹 당수로 취임하여 대정부 투쟁 강화

나. 쿠데타 및 군부정권

○ 1981. 5. 30. 군부 쿠데타로 Ziaur Rahman 대통령 피살, 이후 11. 15.

대선에서 Abdus Sattar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당선

○ 1982. 3. 24. Husaain Muhammed Ershad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계엄사령관으로 정권 장악 및 의회 해산

○ 1983. 12. 11. Ershad 계엄사령관 대통령 취임, 1986. 1월 국민당(Jatiya

Party)을 창당하고 같은 해 10월 대선에서 재선, 11. 10. 계엄령 해제

○ 1987. 12월 아와미 연맹,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등의 Ershad 정권

퇴진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국에 비상사태 선포 및 의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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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전국 단위 정권퇴진운동 확산에 따라 12. 6. Ershad 대통령 사임,

제1차 과도정부 수립

II

다. 의회민주주의로의 복귀

역

(1) Kaleda Zia 총리 1기 집권기(1991~96년)
(Ziaur Rahman 전 대통령의 부인) 신정부 출범, 이후 9월 내각책임제
개헌 및 10월 Abdour Rahman Biswas 대통령 취임

○ 1994. 12월 여당측 보궐선거 조작 의혹에 아와미 연맹, 국민당 등 야당

의원 147명 의원직 사퇴, 선거 보이콧 및 정권 퇴진 총파업 실시

○ 1996. 2. 15. 아와미 연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총선이 실시되어 방글라

데시 민족주의당 승리 및 Zia 총리 재선

○ 1996. 3. 26. 의회가 중립 과도정부하 총선실시를 내용으로 한 개헌을

단행함에 따라 Zia 정부 퇴진 및 제2차 과도정부 구성

(2) Sheikh Hasina 1기 집권기(1996~2001년)
○ 1996. 6. 12. 총선 결과 아와미 연맹이 과반의석을 획득함에 따라 21년

만에 재집권, Sheikh Hasina 아와미 연맹 당수가 총리로 취임

(3) Kaleda Zia 2기 집권기(2001~06년)
○ 2001. 7월 총선 실시를 위해 Hasina 정부 퇴진 및 제3차 과도정부 구성,

같은 해 10월 총선 결과 민족주의당 과반의석 획득으로 정권 교체,
Zia 총리(민족주의당 당수) 재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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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1991. 2월 총선에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승리하여 Khaleda Zia

○ 2006. 10. 29. Zia 정부 퇴진 및 제4차 과도정부 구성 Iajuddin Ahmed

대통령이 과도정부 수반 겸직

○ 2007. 1. 11. 군 비상사태 선포 및 Fakhruddin Ahmed 과도정부 수반

취임

방글라데시 개황

(4) Sheikh Hasina 총리 2기 집권기 이후(2008년~)
○ 2008. 12. 29. 총선 실시 및 아와미 연맹 압승, 이듬해 1월 Hasina 총리

재집권

○ 2011. 6. 30. Hasina 정부는 총선기간동안의 중립 과도정부 폐지,

Sheikh Mujibur Rahman 초대 대통령을 국부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헌 단행

○ 2013. 10~12월 총선반대 야당연합의 선거 보이콧, 도로, 철로, 수로

(상업로) 봉쇄 및 총파업 실시

○ 2014. 1. 5.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및 야당연합이 불참한 가운데 총선

실시, Hasina 총리 재선

○ 2015. 1~4월 총선 보이콧 1주년을 맞아 야당의 논스톱 ‘봉쇄’

(blockade, 도로·철로·수로 봉쇄) 개시 후 정세불안 수개월간 지속

○ 2018. 12. 30. 야당연합의 참여 속에 총선이 실시되어, 아와미 연맹이

압승하고, Hasina 총리 총 4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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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 치

1

정치 체제 : 입헌공화제

○ 1971. 12월 독립 전쟁 승리 후 파키스탄 의회의 동파키스탄측 의원 404명이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Kamal Hossain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 제정

방글라데시 개황

위원회(34인)를 설치

○ 1972. 11. 4. 3차례의 독회를 거쳐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1972. 12. 26.

의원내각제 헌법을 공포

-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를 공화국의 기본 원리로 선언

- 언론, 종교, 집회, 이동의 자유 등 기본 인권과 함께 교육, 의료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

-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 필요

○ 2019. 5월 현재까지 16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방글라데시가 실제로

자유시장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기본원리 중 하나로 규정한

점, △세속주의와 배치되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한 점(1988년 8차

개헌),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불가능한 점(제70조), △선거
기간 중에도 의회가 해산되지 않도록 허용한 점 등이 흠결로 지적

2

정 부

가. 형태 : 내각책임제
나. 내각

○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하는 정부 전체의 최종 의사 결정 기구
○ 현(제20대) 내각 구성

- 총리, 장관(24명), 장관급 보좌관(7명), 국무장관(19명), 부장관(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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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와 내각 구성원 90% 이상이 의원직을 보유 필요

○ 임명

III

- 의회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며, 형식상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
- 여타 내각 구성원들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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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형식적·의전적인 역할을 수행

○ 의회에서 공개 투표 방식으로 선출되므로, 여당만 후보자를 지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 다수

○ 임기 5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가능

라. 행정부 요인

○ 대통령 : Md. Abdul Hamid(2013. 3. 24. 취임, 2018. 4. 24. 연임)

○ 총리 : Sheikh Hasina(1996년, 2009년, 2014년, 2019년 네번째 총리

수임중)

○ 외교장관 : AK Abdul Momen(2019. 1. 30.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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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회

가. 단원제 의회
방글라데시 개황

○ 명칭 : Jatiya Sangsad(벵갈어로 국가 의회(National Parliament)를

의미)

○ 의석수 및 임기 : 총 350석, 임기 5년(연임 제한 없음)

- 소선거구제(전국 지역구 300개)이며,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로 선출

- 정당별 지역구 당선비율에 따라 여성 할당 비례대표 50석을 배분

○ 국회의장 및 부의장

- 국회의장 : Shirin Sharmin Chaudhury (2013. 4. 30. 취임, 2014. 1. 29.
재임, 2019. 1. 30. 3연임)

- 부의장 : Fazle Rabbi Miah(2014. 1. 29. 취임, 2019. 1. 30. 재임)

○ 피선거권

- 헌법 제66조에 따라 25세 이상의 시민권자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

-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이중국적
불인정

-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복역한 자는 국회의원으로 선출
불가

- 헌법 제71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다수 선거구에서 당선될 경우 하나의 선거구를 선택

○ 의원직 상실

- 헌법 제67조에 따라 90일 이상 연속으로 회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 헌법 제70조에 따라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의 당론에
20

반하는 투표를 하거나, 소속 정당의 지시에 반하여 기권 또는 불참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III

○ 특권 및 면제

- 헌법 제78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행한 발언, 행위 및 표결
있으며, 이에 따라 제2대 의회는 초대 대통령 Sheikh Mujibur
Rahman의 암살범들에게 부여된 면책령(indemnity Ordinance)을
승인

나. 입법 절차

○ 방글라데시의 법률 제정은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로 가능
○ 법안 입법 과정

- 국회의원 또는 정부 부처에서 법률안 입안 → 의회에서 1차 독회 실시
(법률안 소개) → 관보에 법률안 게재 → 의회 내에서 2차 독회 실시

(상임위원회 혹은 특별 위원회 검토, 여론 수렴 여부 결정) → 법률안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일반 토의 → 위원회 검토 후 결과를 전체 회의에
보고 → 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해 토의 후 조항별 검토(3차 독회)

- 일반 법률안의 경우 출석 의원 과반수로 법률안 통과(헌법 개정안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 찬성 필요) →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

- (15일 이내 대통령 동의) 관보에 게재 후 법률로 공포(15일 이내 동의/
재검토를 결정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 (15일 이내 대통령 재검토 지시) 의회 재검토 후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수정안 제출 → 대통령은 7일 이내 동의 여부 결정
→ 관보 게재 후 법률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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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자에게 사면을 부여할 수

정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향유

4

정 당

가. 개 요
방글라데시 개황

○ 1975. 1월 제4차 개헌을 통해 단일정당제를 채택하고, S. Mujibur

Rahman 대통령이 조직한 ‘노동자·농민 아와미 연맹’(BAKSAL) 1당 만이

존재하였으나, 1983. 11월 정치 활동 자유화 후 수많은 정당이 이합집산

거듭

○ 수십 개의 정당이 있으나, 실제로는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족

주의당이라는 두 개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지형 형성

○ 아와미 연맹 및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과의 연합을 통해 총선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에는 일부 의석 할당

- 대연합(Grand Alliance) : 아와미 연맹을 중심으로 2008년에 형성된
14개 정당 연합으로 2018년 제11대 총선에는 8개 정당 참여

- 전국통합전선(Jatiya Oikya Front) : 제11대 총선을 앞두고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야당 연합으로 제11대 총선에는 13개
정당 참여

- 좌파 민주 연합(Left Democratic Alliance) : 방글라데시 공산당, 혁명
노동자당 등 진보 계열 정당 연합으로 제11대 총선에는 7개 정당 참여
2018년 총선 결과

여당 연합

Tarikat
Awami Jatiya Workers
BikalpaJSD
Federatdhra
League Party
Party
ion
258

22

22

3

2

2

1

야당 연합
JP

BNP

Gono
Forum

1

6

2

무
소
속

합
계

3

300

나. 주요 정당

○ 방글라데시 아와미 연맹(AL : Awami League)

III

- 창 당 : 1949. 6. 23.

- 당 수 : Sheikh Hasina 현 총리

- 원래 세속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표방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슬람
강경주의 세력에 대해 유화적 입장 견지

- 당헌은 정당의 기본 원칙으로 민주주의, 사회주의, 세속주의, 민족
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총선 시 2021년까지 중소득국에 진입

한다는 비전2021(Vision 2021),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Bangladesh) 정강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

- 1973. 3월 총선 승리로 1975. 1월까지 집권하였으며, 1990년 민주화
이후 네 차례(1996, 2008, 2014,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

○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 창 당 : 1978. 9. 1.(Ziaur Rahman 대통령이 창당)

- 당 수 : Begum Khaleda Zia(Ziaur Rahman 대통령의 부인)

-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이슬람 보수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아와미 연맹과 함께 방글라데시 정치를 양분

- 1990년 민주화 이후 두 차례(1991, 2001년) 총선에 승리하여 집권

하였으나, 선거 기간 중 과도 정부(Caretaker Government) 미 구성에
대한 불만으로 2014년 총선에 불참한 이후 세력 약화 추세

- 2018. 2월 Zia 고아원 신탁금 횡령 사건(Zia Orphanage Trust Graft
Case)으로 Zia 총재가 5년 형을 선고받고 구금된 이후 Zia 총재의 석방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성과 별무

※ 18. 2월 Zia 총재는 Zia 고아원 신탁금 횡령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18. 10월 Zia 자선 신탁금 횡령 사건으로 7년형을 추가 선고 받음. 같은 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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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독립 운동을 주도

정

-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동파키스탄 시절 창립되어

고아원 신탁금 횡령에 대하여 방글라데시 반부패 위원회(The AntiCorruption Commission)의 제소로 법원이 5년형을 10년형으로 연장 판결

○ 국민당(Jatiya Party)

- 창 당 : 1986년(H.M. Ershad 대통령이 창당)
- 당 수 : 전직 대통령 H.M. Ershad

방글라데시 개황

- 1990년 Ershad 독재 정권 몰락 및 민주화 이후, 1991. 2월, 1996. 6월,
2001. 10월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전락

- 아와미 연맹과 같은 연합에 속해있지만 2014. 1. 5. 총선에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불참하면서, 원내 야당 역할을 수행

- 2018. 12. 30. 총선에서 아와미 연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
하였으며 원내 야당 역할 수행 중

5

지방정부

가. 지방 행정 조직

○ 방글라데시의 지방 행정 구역은 우리의 도(道)에 해당하는 Division,

시(市) 또는 군(郡)에 해당하는 District, 읍(邑)에 해당하는 Upazila,
리(里)에 해당하는 Union으로 분류

○ 현재 8개의 Division (Dhaka / Rajshahi / Rangpur / Barisal /

Chattogram(Chittagong) / Sylhet / Khulna / Mymensingh) 과 64개
District로 구성

○ Division, District, Upazila의 행정 최고 책임자

- Division은 Division Commissioner(차관급), District는 Deputy

Commissioner(차관보급), Upazila는 UNO(Upazila Nirbahi

Officer, 과장급)가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임명직 공무원
24

나. 지방 선거

○ Dhaka(남/북), Chattogram(Chittagong), Khulna, Sylhet, Rajshai,

Barisal, Rangpur, Comila, Mymensingh, Gazipur 등 대도시에서는 5년

III

임기의 시장 선거를 실시

○ 2019.3.10~6.18일간 Upazila 지방 선거 실시

- 선거 일자 : 3월 10일, 3월 18일, 3월 24일, 3월 31일, 6월 18일

- 선출 인원 : 각 Upazila 당 의장 1명, 부의장 1명, 여성 부의장 1명 선출

- 특이 사항 : 지방선거 실시 이래 동 선거에서 최초로 정당 후보자
지명이 가능해졌으며,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민주좌파

동맹(LDA)을 포함한 몇몇 야당은 동 선거가 자유·공정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보이콧

- 선거 결과 : 의장 451석 중 320석은 아와미 연맹이 차지하였으며,
무소속 후보자가 127석, Jatiya당이 3석을 차지. 부의장 및 여성

부의장석 또한 대부분이 아와미 연맹 소속이거나 아와미 연맹측이
지원하는 후보

- 투표율 : 40% 초반대로 매우 저조하며, 몇몇 투표소의 경우 투표율이
20% 미만

- 4차례 선거기간 중 여당 후보자와 반대 세력 간 충돌 등 정치 폭력

사건 및 부정선거 발생으로 다수 투표소에서 선거가 중지되거나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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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정

○ Upazila(읍 단위)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여성 부의장으로 구성되며

6

사법부

가. 법률 체계
방글라데시 개황

○ 영국 식민통치 영향으로 관습법(common law)이 큰 비중 차지

나. 구 조

○ 대법원(Supreme Court)

- 수도 다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고법원(Appellate Division)과 항소
법원(High Court Division)으로 구성

- 대법원장 및 상고법원, 항소법원 판사는 총리와의 사전 협의하에
대통령이 임명(정년 67세)

- 대법원 판사의 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임명 가능

(2017. 6월 현재 상고법원 판사는 최고재판소장 포함 6명, 항소법원
판사는 86명)

○ 민사 법원

- 소송 가액에 따라 5단계(District Judge Court, Additional District
Judge Court, Joint District Judge Court, Senior Assistant

District Judge Court, Assistant Judge Court)로 구분

○ 형사 법원

- 판사가 주재하는 형사 법원(Sessions Court)과 치안판사가 주재하는
치안 법원(Magistrate Court)으로 구분

- 치안 법원은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및 벌금이 최고 5년형, 약 1만 타카
(약 118미불)

- 대도시와 도(District)마다 각 3단계의 형사 법원 및 4단계의 치안
법원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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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법원

- 행정법원 및 노동법원, 소득세 상고 법원, 대출 법원, 파산 법원 등이
설치

정

최근 국내 정세

치

7

III

○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은 선거 기간 동안 우선 과도중립정부

체제 복원 후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2014년 총선에 불참하는 등
강경 투쟁을 지속

○ 집권 여당 아와미 연맹 및 정부는 2014년 총선 승리 이후 폭력 시위 등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한편, 대테러 작전 등을 명목으로 야당 인사를
대대적으로 검거하면서 권력을 공고화

- 2018.2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Zia 총재는 Zia 고아원 신탁금 횡령,
자선 신탁금 횡령으로 복역중으로 현재 집권당을 견제할 야당 지도자
부재

○ 2018년 중에는 공무원 고용할당제 관련 시위, 교통 안전 관련 학생 시위

등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었고,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은 야당

연합인 전국통합전선을 결성하여 현재 집권당(아와미 연맹) 정부 체제
하에서 치러진 2018년 총선 참여

- 집권여당인 아와미 연맹이 압승(총 298개 의석중 288개 확보)

○ 최근 수년 간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치안 당국은 2015년 이래 대대적 對테러 작전을 진행
하고 있으나, 치안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 특히, 사회 전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강화 경향에 따라 기존 온건 야당
세력의 약화와 함께 근본주의 강경세력이 약진

※ △2013~2016년 간 세속주의 작가 및 블로거 피살사건(총 12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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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월 다카 굴샨(Gulshan) 외교단지內 이탈리아인 피격, △2015.10월
주재국 서북부 지역에서 일본인 피격, △2016.7.1. 굴샨 외교단內 인질테러
사건으로 외국인 18명 포함 22명 사망, △2018.3월 이후 세속주의 작가 및
블로거에 대한 테러 공격 재개 등

○ 미얀마 로힝야 족 반군(ARSA)의 미얀마 라카인 주 군경 초소 공격(2017.

8. 25.) 이후 로힝야 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로힝야 족 약 70만

방글라데시 개황

명이 방글라데시 Cox’s Bazar 지역으로 유입되어 임시 거주 중이며, 방글
라데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

- 이미 방글라데시 내에 임시 거주 중이던 약 30만 명을 포함하여, 2019.
5월 현재 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Cox’s Bazar 주의 피난민 캠프
에서 임시 거주 중

-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와의 양자 협상을 통해 동 난민들을 조기 송환시킨

다는 목표 하에 송환 관련 약정에 합의(2017. 11. 23.) 하고, 송환 협상을

진행 중이나 실제 송환이 언제 이루어 질지는 불투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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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 교

1

대외정책

가. 정책 기조
방글라데시 개황

○ 1971년 인도의 도움을 받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독립 유지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 원조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추구

○ 1972년 파키스탄으로부터 귀국한 방글라데시의 국부(國父)라 일컬어

지는 Sheikh Mujibur Rahman은 방글라데시는 소국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의 친선 관계를 원하며,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악의를 갖지
않는다’(Friendship to all and malice towards none)고 선언하였고,
이후 방글라데시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

나.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헌법 제25조 규정)

○ 정부는 국제 관계를 국가주권 및 평등 원칙,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준수의

원칙에 기초

○ 정부는 이러한 원칙하에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 사용의 포기 및 전반적

이고 완전한 군비 축소를 위해 노력

○ 정부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 선택에 의해 자국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

○ 정부는 세계의 압제당하는 시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에

대항하여 정당한 투쟁을 하는 것을 지지

○ 정부는 이슬람 결속에 기초한 이슬람 국가들 간의 형제 관계의 형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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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기별 대외 관계의 특징
(1) 독립전쟁 및 건국 초기(1971~75년)
○ 소련과 가까웠던 인도의 도움으로 독립을 쟁취함에 따라 친 인도, 친

IV

소련 성향

교

했으며, 헌법에도 국가 기본원칙으로 사회주의를 명시

외

- 1972년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
○ 건국 후 경제 재건을 위한 해외 원조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독립 국가

로서 외국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
-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75. 8월에야 방글라데시를 국가로 승인

(2) Ziaur Rahman 대통령 집권기(1977~81년)
○ 미·중 간 긴장 완화 속에서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개선 추구

- 중국은 방글라데시 군대 창설을 지원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

○ 남아시아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창설을 주도

○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노력

- 헌법에 이슬람 국가들 간의 형제 관계 형성 유지 및 강화 규정 신설
(제25조 2항)

(3) Ershad 대통령 집권기(1983~90년)
○ 이슬람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

○ SAARC 등 지역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와의 관계를 증진
○ 1988년부터 UN 평화유지작전에 적극적인 파병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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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화 이후
○ Kaleda Zia 총리 1기 집권기(1991~96년)

- 서방 및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투자의
중요성 강조

방글라데시 개황

○ Sheikh Hasina 1기 집권기(1996~2001년)

- 인도와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BIMSTEC, D-8 등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Kaleda Zia 2기 집권기(2001~06년)

- “Look East”정책을 주창하면서 중국, 미얀마, 태국과의 관계를 개선
하고, 이슬람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

○ Sheikh Hasina 총리 2기 집권기 이후(2008년~)

- 인도와의 국경 문제 등 양자 현안들을 해소하고 인도와의 우호 관계
형성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시

Hasina 정부의 외교정책
2018. 1. 10. 정부 산하 방글라데시국제전략연구소(BIISS)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AH Mahmood Ali 당시 외교장관은 방글라데시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로힝야족 피난민 문제 관련 미얀마에 대한 국제 압력 형성에 EU가 앞장서
왔음을 감안

○ 해양 협력 및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 해양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블루 이코노미를 위한 해양 분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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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통합 및 다중 연계(multi-modal connectivity)

- 남아시아와 동남아의 연결 부위라는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SAARC,
BIMSTEC, BBIN, SASEC, BCIM 등 지역협력체를 통한 경제 협력 강화

IV

○ 인근국들과의 협력에 중점

외

-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삼고, 미얀
마와의 로힝야 피난민 문제 해결에 집중

교

○ 경제적 이익을 위한 효율적인 파트너십

- 인프라, 전력, 에너지 분야 등에서 외국과의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

○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 정의, 법치 및 인권 증진

○ UN 평화유지작전에서의 주도적 역할 지속

2

지역협력

가.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 1980. 5월 Ziaur Rahman 대통령이 지역협력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정상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1985. 12월 제1차 정상회의를 방글라데시에서
개최하는 등 동 기구의 창설을 주도

- 1993년 제7차 정상회의 및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도 다카에서 개최

○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소국가로서의 활로 개척을 위하여 SAARC에

적극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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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RC 개요
○ 설립 연도 : 1985. 12. 8. / 사무국 : 네팔 카트만두 소재

○ 회원국 : 8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

가니스탄)

방글라데시 개황

○ 평화, 자유, 사회 정의와 경제 번영을 위해 연합국의 상호 이해 및 이웃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일종의 지역 안보 색채가 강한 연합

○ 인도-방글라데시, 인도-파키스탄 등과의 국경 및 외교 분쟁, 네팔의 정치 불안
등으로 EU와 같은 지역통합기구로의 발전가능성은 적으나 지역경제협력기구
로의 발전 가능성은 상존
○ 2016. 11월 예정 파키스탄 주최 제19차 정상회의는 인도-파키스탄 분쟁(2016.9)

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됨.

○ 우리나라는 2006. 8월 옵서버(Observer)로 가입

나.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 벵골 만에 위치한 서남아(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스리랑카)와

동남아(미얀마, 태국) 7개국의 경제통상협력체로 태국의 주도로 1997년
발족

- 상설 사무국은 방글라데시에 소재

○ 2004. 2. 8.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6개국이 태국에서 기본 협정에 서명하고,

2017년까지 협정국 간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9. 6월 현재

까지 협상 진행 중

- 방글라데시는 시장개방에 따른 최빈개도국에 대한 보상 등 요구 중

○ 2016년 이후 인도·파키스탄 관계 악화에 따라 SAARC 역할이 저조해

지면서, 방글라데시는 정치적 민감성이 낮으면서도 SAARC의 목적과
의의가 비슷한 BIMSTEC의 역할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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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는 동 협력체를 통해 무역, 투자, 환경·기후변화, 에너지,
통상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

주변국과의 관계
외

3

IV

교

가. 대인도 관계

○ 인도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의 최대 지원국으로, 1972. 3. 19.

방글라데시와 우호협력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교관계를 수립

○ 4,600㎞ 달하는 국경선을 공유하는 양국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해방

당시 생긴 고립영토(Enclaves) 및 영해 문제, 수자원 공유문제, 섬 소유권
문제(South Talpatty Island) 등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최근 점차
갈등이 완화되는 양상

○ 다만, 여전히 수자원 공유 문제(Teesta River Dispute),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인도 내 체류 문제, 상대국가 국경 내 반정부세력 및 테러조직
캠프 문제, 인도상품 밀수 등이 현안으로 존재

○ 2015년 Modi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시 양국 총리는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new phase)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
연결성,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총 22건의 협정 및 MOU를 체결

- 양자 무역협정 갱신을 통해 상호 영토 통과를 통한 물품 운송을 공식화

하고 연안 해운협정, 내륙수로 통과 의정서, 신규 버스노선 출범 등을
통한 상호 연결성 확대를 중점 추진

- 인도 측은 20억불 추가 차관 지원을 공약하고 방글라데시는 인도를
위한 경제특구 설치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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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Hasina 총리 인도 방문 시 양측은 총 36개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62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

- 45억불 차관 및 5억불의 국방조달분야 차관 제공 관련 MOU, 인도 정부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전력 수입 및 LNG 분야 협력 관련 협정,

방글라데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방-인-러 3자 간 협정 등 체결
방글라데시 개황

방글라데시-인도 고립영토(Enclaves) 문제

1. 개요

○ 독립 이후 인도-파키스탄으로 분리되면서 무굴제국이 점령했던 Rangpur
지방은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으로 편입되고, Koch Bihar 왕국이 점령했던
Cooch Behar지방(현 인도 서벵골주)은 인도에 합병을 희망하면서 고립 영토
문제가 발생

○ 약 5만 1천여명의 고립주민(인도 고립영토내 37,269명, 방글라데시 고립영토내
14,215명)은 인도-파키스탄 분단 이후 약 70년간 시민권, 교육, 전력, 의료 혜택
대상 미포함

- 또한, 원칙상 고립영토를 벗어나 자국으로 들어가려면 타국을 지나가기 위한
비자가 필요하나, 밀입국을 하지 않고는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자를 제공 받기가 매우 어려움.

2. 외교적 노력

○ 1958년 처음으로 Jawaharlal Nehru 인도 수상과 Feroz Khan Noon 파키스탄
총리가 고립영토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양국관계 악화로 방글라데시 독립시
까지 동 문제 不 거론
○ 1974. 5. 16. Indira Gandhi 인도 총리와 Sheikh Mujibur Rahman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은 영토경계협정을 맺고 방글라데시측은 동 협정을 비준하였으나,
인도는 미 비준

- 동 협정에서 경계선이 없는 6.1km의 고립영토 문제 미해결 상태

○ 2011. 9. 6. Manmohan Singh 인도총리와 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간
6.1㎞ 고립영토 문제가 포함된 새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6. 인도 국회
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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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 (영토) 인도는 71개의 방글라데시 고립영토 중 51개를 귀속받고, 방글라데시는
111개의 고립영토를 귀속(인도 고립영토 103개 중 95~101개)받았으며, 영토
귀환은 2015. 7. 31.~2016. 6. 30.간 단계별로 실행

IV

외

- 방글라데시는 인도 서벵골주에 위치한 Dahagram-Angarpota 고립 영토
(4,617에이커)를 유지하였고, 인도는 고립영토 주민들이 방글라데시로 출입
할 수 있도록 85m 폭의 Tin Bigha 통로를 방글라데시에 영구 임대

교

○ (고립주민) 고립영토 주민들은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부여

- 인도령 내 방글라데시 고립영토 주민 약 14,000명은 인도 국적을 취득

- 방글라데시령 내 인도 고립영토 주민 약 36,000명은 방글라데시 국적을
획득하였으며, 이 중 약 1,000명만이 인도 국적을 선택하여 이주

나. 대파키스탄 관계

○ 1971년 독립 이후 파키스탄과는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다가, 중국 등의

화해 요구 압력 등으로 1974. 4월 Sheikh Mujibur Rahman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이 OIC 정상회의 계기에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으며, 동 계기에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를 국가로 승인하고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 1974. 7월 Zulfiqar Ali Bhutto 파키스탄 총리가 방글라데시를 방문,
Savar의 전쟁기념탑에 참배

○ 1974년 Sheikh Mujibur Rahman 대통령 정권 시 화해 진전을 시작으로

Ziaur Rahman(1977-81년) 및 Hossain Mohammed Ershad

(1983-90년) 정권을 거치며 관계가 상당히 개선

- 방글라데시는 독립전쟁(주재국 추산 약 300만 명 피살)으로 인해

파키스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나, Ziaur Rahman과 Ershad
대통령을 포함한 고급관리, 군 고위 간부들이 파키스탄 육사 출신으로
전통적으로 군 당국간 우호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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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989. 7월 Benazir Bhutto 파키스탄 총리가 방글라데시를 공식
방문하면서 양국관계 정상화 및 양국 교류 증진

○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에 1971년 자행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독립 이후에도 전범 처리 문제로 긴장관계 지속

- 2002. 7월 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글라데시 방문시 독립

방글라데시 개황

전쟁 학살문제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독립전쟁 후 방글라데시에

남아있는 20여만 명의 파키스탄 유민 송환문제 및 45억불 상당의
방글라데시 자산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지속 협의키로 합의

- 2012. 12월 소수 파키스탄 국회의원들은 1971년 독립전쟁에 대해
방글라데시에 공식 사과할 것을 제의하는 결의안 제출

- 반면, 아와미연맹 정부는 방글라데시 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2012년)을
통해 독립전쟁 전범자 처단을 시작, 2013. 12월 친파키스탄 성향 반대당

지도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

※ 당시 파키스탄 하원 및 펀자브주 의회는 사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표하였
으며 파키스탄 내무부장관은 “파키스탄에 충성심”을 가진 지도자를 잃었다고
표현
-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파키스탄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 했으며, 방글라
데시 시민들은 파키스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 개최

○ 2015. 1월 방글라데시는 불법 인도화폐 유포 및 테러조직 지원혐의로

다카 주재 파키스탄 외교관을 출국 조치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방글

라데시 테러조직원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추가적으로 파키스탄 외교
관을 출국 조치

- 이에 대항하여 2016. 1월 파키스탄은 반 국가 활동 혐의로 파키스탄
주재 방글라데시 외교관을 출국 조치하는 등 긴장관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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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미얀마 관계

○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임의로 설정된 국경선

으로 인해 갈등 가능성 항시 내재

IV

- 방글라데시에 친밀감을 갖는 벵골계 로힝야족(이슬람교도)은 미얀마

○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차별정책으로 인하여 1991～92년 로힝야족

피난민 약 25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 영내로 피난함에 따라 양국 간
마찰 발생

- 1992. 4월 미얀마 U Ohn Gyaw 외무장관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송환협정 체결의 계기 마련

○ UNHCR의 적극 개입으로 1996. 4월 197,397명의 피난민 송환이 실현

되었으나, 2만여 피난민은 방글라데시에 잔류

- 1993. 5. 12. 방글라데시 정부와 UNHCR간 MOU 체결, 1993. 11. 5.
미얀마 정부와 UNHCR간 MOU 체결

○ 2002. 12월 미얀마 Than Shwe 총리의 방글라데시 공식 방문을 통해

양국은 다카-양곤 간 도로 건설 등 양국 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로힝야족 반군(ARSA)의 라카인주 군경 초소 공격(2017. 8. 25.) 이후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약 70만 명이 주재국 Cox’s

Bazar 지역으로 유입되어, 2019. 5월 현재 약 100만 명의 로힝야 족
피난민이 임시 캠프에서 거주 중

- 주재국은 미얀마측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동 난민들을 조기 송환시킨

다는 목표 하에 송환 관련 약정에 합의(2017. 11. 23.) 하고, 송환 협상을
진행 중이나 실제 송환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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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불교도)들은 방글라데시 내에 거주

외

영토 내 거주하게 된 반면, 미얀마에 친밀감을 갖는 몽골계 소수민족

4

여타 주요 국가와의 관계

가. 대미국 관계
방글라데시 개황

○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당시 미 행정부는 미 의회의 대파키스탄

무기 금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 비밀리에 무기를 지원하고,
1971. 12월에는 벵골만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동맹국인 파키스탄을
지원

- 당시 주다카미국총영사관에서는 파키스탄 군이 다카에서 저지른 만행을

전문으로 상세히 보고하고,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닉슨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The Blood Telegram」이라는 책으

로도 발간

- 1972. 3월 방글라데시로부터 인도 군이 철수한 이후 방글라데시를
국가로 승인하였으며, Ziaur Rahman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

○ 미국은 서남아지역의 안정 유지세력으로 인도, 파키스탄을 중시해 왔으나,

9.11사태 이후 대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온건 이슬람국가로서 방글라

데시의 착실한 민주주의 발전, 지역안정에 대한 기여, 대테러전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세력(테러리스트)의 방글라데시 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 방글라데시와의 대테러 협력을 확대

○ 방글라데시는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경제관계 등을 고려,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

- 미국은 누적액 기준 영국에 이어 방글라데시의 제2위 직접 투자국으로
주로 에너지 및 전력 분야에 집중

-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국가로서 1972년 이후

우주연구 및 원격감지기구(SPARRSO), TRIGA 연구용원자로 건설 등
60억불 이상의 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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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국 관계

○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지하였으며, 독립 이후

에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1974년까지 방글라데시의 UN 가입

IV

반대

간 우호 관계를 유지

- 중국은 무상 원조 및 차관 공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양국은

활발한 고위인사교류, 군사사절단 교환방문,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증대 등을 통해 유대관계 증진 도모

○ 2016. 10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글라데시를 국빈 방문하여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글

라데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중국을 지지하기로
합의

- 방글라데시측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방글라데시의 경제발전
비전 달성에 중요한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동의

- 중국은 244.5억불 규모의 차관 제공에 합의(27개 MOU, 34개 프로

젝트)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13개 조인트 벤처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136억불 규모의 중국 투자를 유치

○ 인도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방글라데시로서는 중국 측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통해 정치·외교적으로 인도와 균형을 맞추고, 인도-중국 간

역내 경쟁 관계를 활용하여 더 많은 경제 지원을 양국으로부터 확보
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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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거리를 두게 되면서 1975. 10월 양국 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양국

외

○ 1975년 군부 쿠데타 및 정권 교체 이후 방글라데시가 인도 및 소련과

다. 대일본 관계

○ 일본은 1972년 방글라데시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73. 10월

Sheikh Mujibur Rahman 당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고 1975년에는

일본 왕세자 내외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등 외교관계 수립 초기부터
방글라데시 개황

우호관계 발전

- 1977. 10월에는 납치된 일본 항공기가 다카에 착륙하였고, 일본 승객
들이 무사히 풀려나면서 양국 관계 발전 계기 마련

○ 일본은 1972년 이후 130억불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등 전통적인 주요

공여국으로 2012년 이후 양자 차원에서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최대 공여국

- 양국은 벵골만 지역의 산업 기반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서남아시아
전략 이니셔티브(Bay of Bengal Industrial Growth Belt) 추진중

- 방글라데시는 2018년 한 해에만 18억불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일본
으로부터 제공받는 등 일본의 제2위 ODA 대상국

○ 2014년에는 Hasina 총리가 5월에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9월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며 양국 관계가 가일층 강화

- 양국은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의 틀 내에서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향후 60억불 추가 지원을 발표

- 방글라데시는 당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후보를 사퇴하고 일본 지지
의사를 발표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가공지역(EPZ) 제공 계획을

발표

○ 양국 정상은 2015년 두 차례(4월, 9월) 및 2016년 두 차례(5월, 7월)에

걸쳐 다자회의 계기 만남을 가졌으며, 2019. 5월에는 Hasina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 개최

라. 대러시아 관계

○ 소련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당시 인도의 동맹국으로서 방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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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를 지원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독립 직후 외교 관계를 수립

- 1972년 Mujibur Rahman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하였으며, 소련은
해군을 파견하여 독립전쟁 중 벵골만에 설치된 기뢰 및 침몰 선박을
제거하는 등 협력

- 방글라데시는 소련의 캄보디아 침공 지원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반대

- Ershad 정권은 1983. 12월 다카주재 소련대사관이 반정부활동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소련 외교관 9명을 출국 조치

- 다만, 1984. 6월 문화원 및 영사관의 활동 재개 등 대소관계 개선

○ 2013년 Hasina 총리가 40년 만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Putin 대통

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3개 정부간 협정 및 6개 MOU 체결(원자력,
군수, 농업, 교육, 보건, 문화, 대테러 협력 등 분야)

○ 러시아는 Ghorasal, Siddhirganj 발전소 건설 등 1970년대부터 방글라

데시에 대한 에너지 부문 협력에 집중

- 2011. 11월 양국은 다카에서 방글라데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Rooppur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협정에 서명

- 러시아는 발전소 건립비용(총126.5억불)의 약 90%를 차관으로 지원
하며, 러시아 ROSATOM이 원전을 건립하고 운영, 사용 후 핵연료는
러시아로 반출

마. 대영국 관계

○ 1972. 1월 Sheikh Mujibur Rahman 초대 대통령이 파키스탄 형무소

에서 출소 후 방글라데시로 귀환시 영국을 방문하여 Edward Heath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는 등 독립 초기부터 긴밀한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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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따라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

외

○ Ziaur Rahman 대통령 집권 후 친미, 친중국, 친이슬람 대외정책에

IV

○ 영국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최대 직접 투자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며(최근에는 중국에 이어 2위), 상당한 규모의 개발 원조를 제공중

- 2018년 영국 국제개발청(DFID) 원조 규모는 약 2억 2천만불

○ 영국 내에는 약 50만 명의 방글라데시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Hasina
방글라데시 개황

총리의 조카인 Tulip Siddiq 등 3명이 영국 하원의원으로 활동중

5

외교관계 현황

가. 방글라데시 재외공관 현황
○ 대 사 관 : 57개

- 아프리카(9), 미주(4), 유럽(16), 동아태(4), 서남아(6), 동남아(8), 중동(10)

○ 총영사관 : 17개

- 미주(3), 동아태(2),유럽(4), 서남아(5), 동남아(1), 중동(2)

○ 국제기구대표부 : 2개 (뉴욕, 제네바)

나. 주 방글라데시 외국공관
○ 대사관 : 47개 (상주)

○ 총영사관 : 1개 (상주)

○ 국제기구 : 25개 (UNDP, UNHCR, UNICEF, UNFPA, WHO, ILO, WFP,

IMF, FAO, ADB, CIRDAP, ICDDR, WB, ICRC, IFRC, IFDC, IJSG,
IOM, IUT, PPD, UNESCO, UNIC, BIMSTEC, IRRI, A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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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 제

1

개관

○ 방글라데시는 2011년 이후 6%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농업생산 및 해외근로자 송금, 내수 및 신규투자도 증가하는 추세

- 의류산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매우 척박하였으나, 최근 가전/수송

방글라데시 개황

기계/일반기계/의약품 등이 빠르게 성장

- IMF는 방글라데시가 2016년 7.2%, 2017년 7.6%, 2018년 7.7% 성장에
이어 2019년에도 7.1% 이상 성장 전망

○ 방글라데시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년)에 따라 ① 6%의

경제성장을 넘어 연 평균 7.4% 달성, ②빈곤층을 고려한 포용적이며,
도시화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경제성장, ③빈곤층(24.8%
→18.6%) 및 극빈층(12.9%→8.9%) 비율의 실질적 감소, ④모든 가용 노동력
고용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 추진중

- 또한 주요 거시경제 목표로 실질 경제성장률(6.5%→8%), 인플레

(6.5%→5.5%), GDP 대비 투자율(28.9%→34.3%), GDP 대비 FDI

(0.8%→3.0%), 수출(317억불→541억불), GDP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42.97→50%), 경제에서 부문별 비중 조정(제조업 28%→33%,

서비스업 56.4%→54.1%, 농업 15.6%→12.9%) 등을 설정

주요 경제 지표
○ 국내경제

- 국내총생산(GDP) : 2,876억불(2018, IMF)
- 실질경제성장률 : 7.7%(2018, IMF)

※ 지난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률 유지

- 1인당 GDP : 1,744불(2018, IMF)
- 물가상승률 : 5.4%(2018,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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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

- 총수출 : 362억불 / 총수입 : 545억불(2017/18,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V

- 경상수지 : -80억불(2018, IMF)

- 외환보유고 : 313억불(2019. 5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 해외근로자의 국내 외환송금 : 149억불(2018,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경

- 환율 : US $1 = BDT 84.5(2019.5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2

제

- 대외부채 : 331억불(2018. 6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경제현황

가. 주요 부문별 현황
(1) 국내총생산 (GDP)
○ 방글라데시의 GDP는 2011년 이후 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는 7%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고, 2019년에도
7%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연도

단위

GDP

억 달러

실질성장률

%

1인당 GDP

♠ 출처 : IMF

달러

2015

2,083

1,303
6.8

2016

2,356

1,458
7.2

2017

2,620

1,605
7.6

2018

2019(e)

1,744

1,888

2,876
7.7

3,14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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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상승률
○ 2011년 11%를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우려를 초래했으나,

2012년부터는 안정세를 찾아 2016년 이후 5%대 유지

- 물가상승률 완화는 식품가격 상승 둔화, 중앙은행의 엄격한 통화
정책이 주효했으나, 최근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방글라데시 개황

제기

연도

물가상승률

♠ 출처 : IMF

단위
%

2015
5.9

2016
5.7

2017
5.7

2018
5.4

2019(e)
5.4

(3) 금리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기업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해 2015년 이후 기준

금리를 지속 인하하여 2018년 4월 이후 6% 유지

- 2015년 12월말 까지 기준 금리를 7.25%로 유지하다가 2016년 1월

기준금리를 3년만에 0.5% 인하된 6.75%로 낮추었고 2018년 4월

6%로 재조정

- 단, 여전히 대출 여건은 좋지 않아 평균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임에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경우 기준금리
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

(4) 환율
○ 타카화는 수출 부진으로 2012년 1달러당 81.9타카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수출 회복, 투자 위축에 따른 수입 둔화, 해외 근로자 송금 확대
등에 힘입어 2013년에는 1달러당 78.1타카까지 상승

- 2015년 하반기 이후 무역적자 확대로 타카화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면서 최근 1달러당

84.5타카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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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률 및 최저 임금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전체 실업률은 4.3%

- ILO 등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중 약 57%가량이 고용안정성,
근로환경, 임금 면에서 취약한 일자리에 해당

2013. 11월 77% 인상되어 월 5,300타카, 2018년 12월 다시 인상되어
현재 월 8,000타카 수준

(6) 국제수지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따르면 무역 수지의 경우, 2017/18 회계연도에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입확대 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악화(180억불 적자)

- 수출의 경우 의류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가죽 및
가죽제품, 신발류의 호조세 지속

- 수입은 25.2% 증가를 보였으며 신규 투자 확대와 구매력 상승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수
출

수
입

구분

금액($백만)
증가율(%)

금액($백만)
증가율(%)

무역수지

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11.2

11.7

3.4

7.1

1.7

6.4

27,027

30,187

31,209

33,441

34,019

36,205

34,084

40,732

40,579

39,901

43,491

54,463

-6,954

-10,506

-9,370

-6,460

-9,472

-18,258

- 4.0

♠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19.4

-0.4

-1.7

9.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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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산업 최저임금은 숙련도 최하 기준 월 3,000타카로 유지되었다가

경

○ 2010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입된 이래 방글라데시 최대산업인 의류

V

○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송금 유입은 2016/17 회계연도에는 중동 지역의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127억불 수준이었으나, 2017/18년도에 다시
회복하여 149억 달러 기록

○ 해외원조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2005/06 회계연도만 해도 연간

원조액(지출액)이 연간 15.6억 달러였으나 2014/15년도부터 연간 30억

방글라데시 개황

달러로 두 배 가량 증가

- 2016/17년도 35억 달러의 원조액을 기록했지만 약정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현지 정정불안, 부정부패 등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 지연

으로 50% 정도 수준

나. 산업별 현황
(1) 방글라데시 산업구조
○ 방글라데시는 점차 전통적인 농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중이나, 아직까지는 의류산업이 상당부분 차지

○ 각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55%에 이르렀던 농수

산업은 2017/18 회계연도 기준 14.23%까지 축소되었으며, 제조업
33.66%, 서비스업 52.11% 차지

- 노동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 중이며, 20%가 제조업에 종사

○ 제조업 기초산업 부재로 대부분의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며, 제조업

중 의류산업이 전체 수출의 84%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 의약품, 냉동
어류, 황마, 차, 가죽 등이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

(2) 주요 산업별 동향
(가) 의류산업
○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은 1980년대 초까지 미국과 유럽시장에 대한
50

최대 의류 수출국이던 스리랑카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대체 공급국
으로 부각되면서 발전

- 1983년 180개에 불과했던 봉제공장이 2017년 기준 4,560여 개로
증가

2,000만 명에 이르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

- 의류 수출의 90% 이상이 미국과 유럽 지역에 집중
(나) 가죽 및 신발 산업
○ 의류산업에 이어 2번째로 큰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17/18 회계연도 7억불을 수출하여 총 수출의 2.7%를 차지

- 현지에서 조달한 원피와 가죽을 풍부한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해

가공하여 중저가로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이며, 대EU 수출시

에 는 일 반 특 혜 관 세 제 도 ( G SP : G e n e ra l i z e d Sys t e m o f
Preferences) 혜택
(다) 어류 가공산업
○ 새우 가공이 대종을 이루는 방글라데시 냉동 어류 가공산업은

2017/18 회계연도 약 5억 달러를 수출하여 총 수출의 1.9%를 점유
- 대부분 벨기에 등 유럽 시장에 수출

(라) 황마(Jute)산업
○ 전통산업의 하나로 황마 원사 및 가공제품은 2017/18 회계연도 기준

7억 달러를 수출하여 총 수출의 3.4%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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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의류산업은 2017/18 회계연도 225억 달러를 수출하여 총 수출의

V

(마) 의약품산업
○ 내수시장의 97%를 자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200개 현지 제약회사 중 상위 10개 제약회사가 내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최근 연간 10% 이상의 성장과 더불어 신규

투자 신고 금액도 8천만불 수준

방글라데시 개황

- 2017/18 회계연도 기준 1.2억 달러를 수출하여 총 수출의 0.5%를
점유

3

투자환경

가. 전반적 투자환경

○ 방글라데시는 아시아 지역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중국 내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노동법규 등도 강화되는 등 사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방글라데시와 같은 동서남아의 저임금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기지로 각광

○ EU, 캐나다, 호주 등이 對 방글라데시 GSP 혜택 및 최빈국 대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수출가공공단(EPZ : Export Processing Zone) 입주

업체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

○ 1억 6천만 명 세계 8위의 인구, 높은 경제성장세(최근 7%대 성장

유지), 가처분 소득 증대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겨냥한 현지 대기업들의 신제조업
투자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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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정책
(1) 외국인투자 개관
○ 방글라데시는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투자기업보호를 주요 내용

V

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외환규제도 완화

○ 2017/18 회계연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약 26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

(5억 6천만 달러), 영국(3억 7천만 달러), 홍콩, 미국, 싱가포르 등이
주요 투자국으로 전력, 섬유봉제업, 금융업 등에 주로 투자

(2)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 EPZ)
○ 수출가공공단(EPZ)은 1980년 제정된「방글라데시EPZ법」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ct)에 따라 1983년 최초로

항구도시인 치타공에 설치되었으며, 그 이후 1993년 다카, 1997년
몽글라, 2000년 쿠밀라, 2001년 이셔디와 웃다라에 수출가공공단

각각 설치

- 1996년에는「방글라데시 민자EPZ법」
(Bangladesh Private Export
Processing Zone Act)이 제정되어 민간기업에게도 EPZ 설립이

허용되어 우리나라 ‘영원무역’에서 KEPZ(Korean EPZ)에 투자

○ EPZ 입주 기업에게는 10년간 법인세 및 차입자본 이자소득세 면제,

쌍무협정에 의한 이중과세 면제, 기계류·장비·원자재·차량·공장건물
건설용 원자재 면세수입, 생산제품의 면세수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는 법으로 보장되고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이윤과 투자원본의 철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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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 Protection Act)을 1980년에 제정하고, 해외자본의

○ 치타공 및 다카 EPZ의 경우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지만 기타 4개의

EPZ에는 국내외 투자자유치에 실패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카
및 치타공지역에 Karnapuli EPZ(치타공), Adamji EPZ(다카) 등

추가 EPZ를 건설
방글라데시 개황

(3) 외환정책
○ 1994. 3. 24. IMF와의 협정에 따라 모든 대외거래에 있어 방글라데시

타카(TK)화가 태환 가능토록 공고함으로써 외환 거래 취급은행은

중앙은행(Bangladesh Bank)의 승인 없이 대외무역결제와 외화

차입금에 대한 변제가 가능

○ 2015년 이후 무역적자 확대로 타카화는 하락세
구 분

Taka/US$1

11/12
79.10

최근 방글라데시의 대미 평균환율
12/13
79.93

♠ 출 처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13/14
77.72

14/15
77.67

15/16
78.28

16/17
78.70

17/18
82.12

2019.5
84.5

○ 방글라데시는 자국인의 외화 해외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미

달러 계좌가 없을 경우 해외로의 현금송금(T/T)이 불가하고, 모든 대외

무역거래는 신용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현지화로
결제(단, EPZ는 외화계좌 운용가능)

(4) 조세 정책
○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입은 432억불이며 국세청

조세수입은 390억불로 90% 이상 차지

- 국세청(NBR) 세수(377억불) : 부가세 37.2%, 수입관세 10.9%,
소득세 34%, 특소세 16.4%, 기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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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국세청 세수(12억불) : 담배 및 주류세(1.04%), 자동차세(14.69%),
토지세(14.39%), 인지세(64.79%) 등

- 해외원조는 82억불로 전년대비 6.28%증가, 해외차입은 63억불로
전년대비 20% 증가

○ 조세행정의 경우, 관세는 AYSCUD++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산화

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 발부, 징수 등 전반적인 조세행정은 전산화
미비

4

무역 동향

가. 개요

○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의 소비재, 원자재 및 기계, 유류를 수입에 의존

하고 있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상태

○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지 생산 가능 품목, 사치성 물품 등 수입억제,

수출입 외환규제, 의류 산업 이외의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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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관세 등 간접세가 세입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세 비중은

V

나. 주요 수출입 국가

○ 최대 수출 품목인 의류를 대부분 유럽 및 북미로 수출함에 따라 수출

상위 국가에도 동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 포진

방글라데시 개황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
1

2

3

4

5

국가
독일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2016/17

수출액

비중

국가

3,838

15.3

미국

3,913

2,594

1,552

1,551

10.3
6.2

6.2

독일

영국

스페인

688

2.6

3.0

네덜란드

일본

670

2.7

일본

11

폴란드

13

인도

10

12

14

15

벨기에
덴마크
호주

기타

합계

662

639

581

563

515

4,547

25,075

♠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2.6

캐나다
인도

2.5

벨기에

2.2

중국

2.3

2.1

18.1
100

6.8

2.9

750

2.9

1,818

10.5

768

중국

716

2,810

3.2

8

네덜란드

14.8

16.0

867

이탈리아

9

3,965

4,282

폴란드

4.8

3.1

비중

6.1

1,216
768

수출액

1,636

이탈리아
캐나다

2017/18

프랑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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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단위: 백만 달러, %)

덴마크
호주

기타

합계

1,350
846
716

630

597

563

550

4,666

26,752

5.0
3.2
2.7

2.4

2.2

2.1

2.1

17.4
100

○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으로 기계류, 면사 및 면섬유,

전기전자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방글라데시 수입의 23% 가량 차지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입 대상국
금액

비중

국가

6,146

15.2

인도

중국

10,193

3

싱가포르

2,447

5

한국

2
4
6

인도
일본

브라질

1,735
1,278

1,181

7

인도네시아

9

말레이시아

1,056

11

독일

842

8

10

미국

홍콩

1,150

1,130
913

25.2

2017/2018
금액

비중

8,621

17.5

중국

11,706

6.1

싱가포르

2,697

3.2

인도네시아

2.8

브라질

4.3

2.9

일본

미국

1,870

1,773

1,704

1,442

2.8

말레이시아

2.3

태국

1,194

UAE

897

2.6

한국

2.1

독일

1.9

호주

1,410

1,273

23.8
5.5
3.8

3.6

3.5

2.9

2.9

2.6

2.4

988

2.0

851

1.7

12

태국

781

1.9

14

UAE

774

1.9

사우디아라비아

807

1.6

23.1

기타

11,182

22.8

13
15

대만
호주

기타

합계

777
693

9,327

40,423

1.7

100.0

대만

합계

805

49,220

♠ 주: 동 통계는 전체 수입중에서 수출가공공단(EPZ)수입 등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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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6/2017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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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V

1.8

1.6

100.0

♠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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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 관리

○ 관련 제도 및 법규

- 상무부에서 2-3년마다 수출정책을 수립, 시행

- EPB(Export Promotion Bureau)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개최,

방글라데시 개황

사절단 파견, 수출보조금, 수출용 원자재 및 기계류 수입 시 무관세

등 수출진흥정책 시행 중

- 재무부에서 Tax Holiday 및 각종 수출보조금 정책 운영 중

- 수출진흥기금(EPF, Export Promotion Fund) 운영, 수출절차 간소화,
기타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 부여

○ GSP 혜택

-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국가 :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 기타 한국, 중국 등에서도 일부 제품 무관세

라. 수입 관리

○ 관련제도 및 법규

- 재무부에서 마련한 연간 외환운용계획서 및 지출용도별 외환재원
할당내역서를 근거로 상무부가 3-5년마다 수입정책(Import Policy

Order) 발표

- 기본 관세인 CD(Customs Duty)이외에 사치세 SD(Supplementary

Duty), 부가가치세 VAT(Value Added Tax), 사전소득세 AIT

(Advanced Income Tax), 규제세 RD(Regulatory Duty), 사전부가
가치세 ATV(Advance Trade VAT)가 별도로 붙으니 주의 필요, 통상적
으로 6개 항목이 합쳐진 최종세율 TTI(Total Tax Incidence)를 사용

○ 수입규제품목

- 일부 종교상의 이유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상품과 환경 등 화학·
섬유산업 중 국내 생산업체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제품(농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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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 운영

○ 기타

- 이슬람 국가로서 이스라엘 원산 또는 이스라엘 국적 선반 운송물품에

V

대해 수입금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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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가. 다자간 지역협정
(1)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 발효 시기 : 2006년 7월 1일

○ 참가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 관세 인하 및 예외 품목 인정

- 비 최빈국(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 2012년 내 0~5%로 관세 인하
- 최빈국(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 2015년 내 0~5% 관세 인하
- 국별 예외 품목 인정: 300~1,300개 품목(국별로 발표)

○ 원산지 규정 및 최빈개도국 보상

- 비 최빈국 : 자국 내 40% 이상의 부가가치 상품을 원산지로 인정
- 최빈국 : 자국 내 30% 이상의 부가가치 상품을 원산지로 인정

- 역내 비중이 50%가 넘고 자국 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일 경우

에도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며, 관세 인하에 따른 최빈개

도국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 보상

○ 한국은 2006. 7월 옵서버 자격 신청, 2007.4월부터 정식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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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 구성 시기 : 1995년 태국 주도, ADB와 ESCAP이 후원, 1997년 포럼

으로 발족

방글라데시 개황

○ 참가국 :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부탄

○ BIMSTEC 자유무역협정(BFTAFA)은 2004.2.8.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6개국이 서명한 이후 협상 위원회가 설치되어 2017년까지 협정국 간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9.5월 기준 현재까지도 협상

진행 중

-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보상을 요구

(3)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 발효 시기 : 1975년 체결된 특혜무역협정으로서 1976. 6월부터 발효
○ 참가국: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 라오스는 공산화 이후 자국의 양허표를 기탁하지 않아 회원국 활동
중단 상태이며, 중국이 2003년부터 가입

○ 한국은 1차로 코코넛 및 커피, 홍차, 코코아, 흑연, 염료, 살충제, 천연

고무 및 고무제품, 가죽, 제지, 황마, 실크, 섬유사 및 일부 의류, 도자
제품 등 총 197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일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

○ 2005년 2차 협정을 통해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291개 품목 양허, 방글

라데시는 209개 품목의 한국산 제품 양허에 합의(2007년 발효)

- 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이 APTA를 통해 대방글라데시
수출 시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품목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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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 동 조치는 2005.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 합의사항

및 2006. 3월 우리 정상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이니셔티브

선언 이행을 위한 것으로써 2008. 1월부터 시행

경

○ 대상국: 방글라데시 포함 2007년 UN이 정한 최빈개도국 50개국

V

제

○ 주요 협력사항

- 최빈개도국에 대해 연차별 무관세 혜택범위를 확대를 골자로,

2010년의 경우 과세대상 품목기준(HS Code 6단위) 85%인 4,294개

품목이 무관세 적용

- 최빈국 무관세 품목은 2011년에 253개가 추가되어 총 4,547개로
우리나라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90% 수준

- 2012년에 253개 품목(공산품 12개 품목, 농수산물 241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5,052개로서 95% 적용 후 유지 중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LDCs) 2027년까지 유지 예정(방글라데시는
2024년 최빈국 지위 졸업예정, 이후 유예기간 3년 제공)

나. 양자간 협정

○ 방글라데시는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과 양자

FTA 협상을 논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사항 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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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회 문화

1

사회 일반

○ 총 인구는 1억 6,270만 명(남 8,140만/여 8,130만)이며, 인구밀도는 1,103

명/㎢

방글라데시 개황

○ 민족구성은 전체의 98%가 벵갈인이고, 그 밖에 비하리, 챠크마 등 소수민족

으로 구성

- 치타공(차토그람) 구릉지대(Chittagong Hill Tracts: CHT)에는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100만명의 13개 소수부족들이 거주(방글라데시

내 소수민족은 약120만명 추산)

○ 1988. 6월 8차 개헌을 통해 헌법 상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88.4%가 이슬람교 신자이며 그 밖에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 이슬람교 종파는 수니(Sunni)파이며 전국적으로 20만개 이상(수도

다카 내 2천개)의 모스크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방면에서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지대

○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오랜 외세 침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적은 편

○ 전통 의상으로 여성은 ‘쌀로와 카미즈’라는 긴 상의와 바지, 상체를 두르는

스카프로 구성된 옷을 일상에서 입으며, 중요한 행사에서는 ‘샤리’를 입고,
남성은 ‘펀자비’라는 의복을 축제, 명절 등 특별한 행사에서 착용

2

교육

○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으로 1990년 초부터 초등학교 취학률이 높아져

현재는 100%에 이르고 있으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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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은 초등(5년), 중등(3년), 하위고등(2년), 상위고등(2년), 대학

(4년)으로 구성

○ 대학은 상위고등과정(College)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 자격시험(HSC)을

VI

통과하면 4년제 대학교 학사과정(Bachelor’s)에 진학 가능

Engineering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Chittagong,

Bangladesh Agricultural University, Rajshahi University, BRAC
University, Jahangir University

3

치안

○ 방글라데시는 세속주의 이슬람교 국가이나,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고 2013년 이후 세속주의 블로거 및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 공격이
발생

○ 2016. 7월 굴샨 외교단지 외국인 대상 인질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외국인

18명 포함 22명 사망

○ 또한, 대규모 시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방글라데시 체류 시 각별한

주의 요망

- 우리나라 여행경보단계에서 방글라데시는 동남부 치타공 힐 트랙스

지역의 경우 적색경보(철수권고), 이외의 지역은 황색경보(여행자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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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 주요대학교 : University of Dhaka, Bangladesh University of

4

교통 및 통신

○ 다카 시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인력거와 유사한 릭샤, 택시와 같은 방식

으로 운행되는 초록색의 삼륜 오토바이 CNG 등 이용이 가능하고, 가격도

방글라데시 개황

비교적 저렴하나 가격 흥정 필요

○ 최근에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릭샤나 CNG에 비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Uber,
Pathao와 같은 앱을 통해 오토바이 및 차량 이용 가능

○ 방글라데시는 유선을 거치지 않고 무선 통신으로 넘어온 국가로 현재 4개

사업자가 무선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3. 7월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한 이후 2018. 6월 기준 1억 5천만 명이 가입

- Grameenphone(6천 9백만 명), Robi(4천 4백만 명), Banglalink(3천
3백만 명), Teletalk(국영기업, 3백만 명)

- 2018. 7월 4개 통신사 모두 동시에 4G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 성장중

5

언론

○ 신문사는 현지어 76사, 영어 15사가 운영중이며, 대표적인 영어 일간지

로는 The Daily Star, The Independent, The Dhaka Tribun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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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명

<표> 주요일간지(2018. 8월)

The Daily Prothom Alo
The Daily Ittefaq

The Daily Inqilab

발행지

사용어

일간 발간부수

Dhaka

벵갈어

100,000

The Independent

The Financial Express
The Dhaka Tribune

VI

8,000

40,000
Dhaka

영 어

The New Age

사회 문화

The Daily Star

400,000

10,000

15,000
5,000
5,000

○ 라디오 및 TV

- 현지어 라디오 방송국 29개(Bangladesh TV Betar, Radio Today, Radio
Foorti, ABC 등)

- 국영 채널 1개(Bangladesh TV), 민영 채널 29개(Channel-I, ATN
Bangla, NTV, RTV, Bangla Vision, STV, Baishaki TV, My TV,
Channel One, Diganta TV, Islamic TV 등)

○ 통신사

(자 국)

- Bangladesh Sangbad Sangstha(BSS 국영)
- United News of Bangladesh(UNB)

(외 국)

- Reuters, AP, AFP, 신화사 등 외국 통신사 현지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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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

○ 관광지는 식민지 독립 이후 경제활동 부진, 인프라 미비, 저개발 등의

요인으로 개발 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수요 증가

방글라데시 개황

○ 주요 관광지로는 Sundarban(UNESCO 지정 자연보호지역), Cox’s Bazar

해안(치타공 남부지역 위치, 세계최장 해안선), 북부 Sylhet 차농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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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군 사

1

국가 안보 정책

○ 1971년 독립 이후 열악한 국방력으로 인해 인접국으로부터의 안보 우려가

있어 왔으나,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방어적

방글라데시 개황

군사전략을 유지

○ 4,600㎞에 달하는 인도 국경에서의 소규모 충돌 가능성이 방글라

데시의 안보 위협 요소가 되어 왔으나, 집권 정당에 따라 인도에 대한 친소의
차이 존재

2

국방정책

○ 기본 개념 : 제한된 공격능력을 보유한 방어적 국방정책

○ 전시에는 국가 방위를 위해 게릴라전으로 대항한다는 기본개념

- 평시 대대장급 이상 현역 지휘관이 내무부 조직 하에 있는 향토방위
사령부(ANSAR & VDP), 국경수비대(BDR), 해안경비대(BCG) 등 준군사

조직을 통솔

- 군은 모병제로서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처우를 받으므로
군 지원을 선호

○ 군 현대화를 위한 장기 계획인 Forces Goal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력 규모 증가, 최신 무기 확보 및 최신 훈련 제공, 자체 방위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추진

○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최상위

조직은 총리 군사보좌실(AFD : Armed Force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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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대 조직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AFD에 비해 권한이
약하며, 현재 총리가 국방장관을 겸임

- 평시에는 총리가 직접 각 군을 지휘하거나 총리 군사보좌실을 통해 각
군 업무를 조정

- 전시에는 총리 군사보좌실이 합동사령부로 구성되어, 총리가 전군을
통제·지휘하는 역할 담당

○ 대통령과 총리의 군사정책과 외교정책 조정 보좌를 위해 육·해·공군 총장과

대통령 군사보좌관, 총리 군사보좌관, 총리 군사보좌실장으로 구성되는
6인 자문위원회가 자문 역할 수행

3

군사력

○ 정규군

- 육군 : 162,000여명(7개 보병사단, 5개 독립여단)

- 해군 : 25,000여명(2개 해역사령부, 1개 전단, 1개 훈련소)
- 공군 : 17,000여명(4개 비행단)

○ 준군사조직

- 방글라데시 예비군(Bangladesh National Cadet Corps) : 각 군 소속
-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order Guard Bangladesh, BGB)
- 방글라데시 해안경비대(Bangladesh Cost Guard, BCG)

- BGB와 BCG는 평시에는 내무부 소속이나 전시에는 육군 및 해군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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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무협조와 관련한 총리의 군 지휘권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등 군을 통제

군

○ AFD는 평시 각 군의 교육, 물자장비 구매, 해외파견 업무, 각 군의 행정적

VII

4

군의 위상

○ UN PKO 활동 적극 참여

-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을 제고하여 국제기구 주요 보직 진출을 도모하고,

군인들에게 해외 파병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 정치 관여 기회를

방글라데시 개황

제한하며, 해외 파병을 통해 외화 획득 등 효과

- 1988년 최초 파병 이후 30년 간 약 15만 명이 40개국 54개 작전에 참여

- 2018. 12월 현재 6,624여명이 파견(방글라데시는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세계 2위의 PKO 파견국)

○ 국내 정치와의 관계

- 1971년 독립 이후 7차례의 군사 쿠데타로 국내 정치에 관여

- 전반적으로 장교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이 높음

- 1991년 3월 민간 정부 출범 이후 군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및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으로 정치적 중립 자세 견지

- 2005년 육사 1기생(1975년 임관)이 육군총장을 포함한 주요 직위에
진출함으로써, 구 파키스탄군 출신 원로 세대의 교체

5

연도별 군비 지출 현황
연도

군비지출
(백만불)

GDP 대비
비율(%)

2013

2014

2015

2016

2,441

2,609

2,948

3,240

3,473

1.26

1.28

1.35

1.38

1.38

♠ 출 처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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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관계

방글라데시 개황

○ 1972. 5. 12.

한국, 방글라데시정부 승인

○ 1973. 12. 18.

외교관계 수립

○ 1973. 9. 13.
○ 1975. 3. 1.

○ 1987. 2. 16.

2

영사관계 수립

주방글라데시 상주대사관 개설

주한방글라데시 상주대사관 개설

정치·외교 관계

가. 방글라데시의 대한반도 정책

○ 방글라데시는 과거 비동맹 중립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의 실질 협력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

○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 핵문제, 남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있을 경우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내 긴장 완화에 대해서도

환영하면서 한반도 내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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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회의 등에서 방글라데시측 입장
○ 비동맹회의

- 1980. 6월

- 1981. 2월

- 1983. 3월
- 1985. 8월

뉴델리 비동맹외상회의시 우리나라 입장이해 및 협력

태도

하바나 비동맹조정위 각료급회의시 우리나라 입장 적극

지지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담시 우리나라 지지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시 우리나라 지지

- 1988년

하라레 비동맹 정상회담시 우리나라 이해

- 2003. 2월

쿠알라룸푸르 비동맹 정상회의시 우리나라 지지

- 2002. 4월
- 2008. 7월
- 2009. 4월
- 2016. 9월

남아공 비동맹 조정위 각료급회의시 우리나라 지지
테헤란 비동맹 각료급회의시 우리나라 입장 적극 지지
하바나 비동맹 각료급회의시 우리나라 입장 적극 지지
마르게리따 비동맹 정상회의시 우리나라 입장 지지

○ 유엔 및 기타국제기구

- 1983년

유엔안보리시 대소규탄 연설(KAL기 사건)

- 1987. 9월

유엔 총회시 Chowdhury 외상(의장) 우리나라 입장 지지

- 1985. 9월
- 1991-95년
- 2001-04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입장 지지 발언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이사국 진출 적극 지지(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ECOSOC이사국, 인권위원회, FAO 이사국,

WTO, IPU, IMO, UNDP 및 UNIDO 기획예산위 등)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적극 지지(유엔인권위,ISO,

ICAO, IMO, ILC, UNEP, ITU, 아동권리위, WHO 사무

총장인준, ICTR, ECOSOC, IMO, UPU, CEDAW,
ICT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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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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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비동맹대사급회의시 한국문제 제기 반대

- 2005-06년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적극 지지(유엔COC위원, IMO,

세계유산위(WHC), 유엔마약위원회(CND), ITLOS

재판관 재선, 아동권리위, 유엔지속개발위(CSD), 인권
- 2007-08년

이사회(HRC), ITU, 인터폴 집행위원 등)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 유치 적극 지지

방글라데시 개황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대륙붕한계위, ICAO 이사국,

UNESCO 집행 아시국, IMO 이사국, 인권이사회 자문위,

만국우편연합 우편운영이사회, 기후변화정부간패널,
- 2009년

WEC 2013 대구 총회 유치, 유엔아동권리위)

우리나라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 유치 적극 지지(국제

해양법재판소 보궐선거, UNESCO 집행이사국, IMO

이사국,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유치)

- 2014년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ICC
재판관, ITU 이사국(2014), ECOSOC 이사국(2016)
IFRC 관리이사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대륙붕한계
위원회(2017), 인터폴 총재, ITU 이사국(2018) 등에서
우리측 지지

다.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1) 공동위원회
○ 1985. 6월 Ershad 대통령 방한 계기 공동성명(제9조)에 따라 양국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동위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

○ 제1차 공동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986. 10. 17-18, 다카(이원경 외무장관 방문)
- 한·방 투자보장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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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공동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987. 8. 24-25, 서울(Chowdhury 외무장관 방한)
- 동 공동위 산하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 설치 합의

VIII

- 양국 차관보급을 대표로 서울-다카에서 교대 개최키로 합의
- 일시 및 장소 : 1993. 12. 9, 서울(Rahman 외무장관 방한)

- 양국간 경제기술협력 협정 서명 및 아국업체 투자진출 증대, 무역
역조 시정 방안 등 협의

- Khulna 지역 송배전 공사용 EDCF(14백만 미불) 차관 협정 서명

(2) 정책협의회
○ 2009년 이용준 차관보 방문시 1993년 이후 16년 간 중단되었던 고위급

협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차관급 연례 정책협의체를 설치키로 합의

○ 제1차 정책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9. 5. 21, 다카(이용준 차관보 방문)
- 차관급 정책협의회 연례 개최 합의

○ 제2차 정책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14. 11. 5, 서울(Shahidul Haque 차관 방한)

- 고위인사 교류, 경제협력, 고용협력, 개발협력 등 현안 점검 협의

라.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 1988. 7. 15. 최초 결성

○ 한국측 회장 : 제20대 국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방측 : 제11대 의회 내 의원친선협회는 상금 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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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공동위원회

○ 활동 실적

- 1989. 7월

의원사절단(김동인 의원 외 3명) 방글라데시 방문

- 1995. 4월

A.K.M. Chowdhury 회장 등 10명 방한

- 1993. 12월

문창모 의원 방글라데시 방문

- 2009. 7월

Asfaque Hamid 의회 사무총장 방한

- 2015. 6월

조원진 친선협회장 방글라데시 방문

방글라데시 개황

- 2010. 1월
- 2019. 2월

마. 조약 체결 현황

김충환 친선협회장 방글라데시 방문

민경욱 친선협회 부회장 방글라데시 방문

○ 1973. 7월

통상협정

○ 1979. 6월

문화협정

○ 1979. 2월
○ 1983. 2월
○ 1983. 5월
○ 1986. 6월
○ 1993. 12월
○ 1995. 5월
○ 1995. 5월
○ 2003. 4월
○ 2004. 1월
○ 2007.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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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협정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1995-97년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2003-07년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군수·방산협력 MOU
에너지협력 MOU

○ 2008. 12월
○ 2010. 5월
○ 2013. 2월
○ 2015. 11월
○ 2018. 1월

3

EDCF 기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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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기본 약정

무상원조 기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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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월

EDCF 기본 약정

EDCF 기본 약정
EDCF 기본 약정

주요 인사 교류

가. 우리 인사 방글라데시 방문
○ 1994. 9월

이영덕 국무총리

○ 1995. 8월

의원사절단(단장: 정상천 의원)

○ 1997. 7월

이기주 외무차관 (하시나 총리와 경제협력 회담)

○ 1997. 5월
○ 1999. 9월
○ 2001. 6월
○ 2002. 4월

○ 2002. 1 1월
○ 2003. 9월

○ 2003. 12월

경제통상사절단(단장 : 추준석 통상부 차관보)
AAPP 참석 의원 사절단(단장 : 한승수 의원)
민형기 KOICA 총재

장만순 대통령 특사(2010 여수EXPO 지지교섭차)
김석수 총리(실무방문)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서남아 공관장회의 참석계기)
신성오 대사(수교 30주년 축하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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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5월
○ 2005. 7월
○ 2005. 8월
방글라데시 개황

○ 2005. 11월
○ 2005. 12월

한태규 유엔안보리 개혁특사-외교안보연구원장(유엔안보리

개편 지지교섭)

김석현 KOICA 총재(한·방 IT훈련센터 개원식)

김성곤 국회의원(ACRP 이사회 개최관련 회의)
강금실 여성인권 대사

김성곤 국회의원(ACRP 이사회 참석)

○ 2006. 5월

신장범 KOICA 총재

○ 2007. 11월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

○ 2006. 9월

이원걸 산자부 차관

○ 2009. 5월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 2010. 1월

김충환 의원(한-방 의원친선협회장)

○ 2009. 8월
○ 2010. 3월
○ 2011. 2월
○ 2013. 1월
○ 2015. 6월
○ 2015. 7월
○ 2015. 9월
○ 2016. 1월
○ 2017.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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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이종혁 의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국회사찰단(김태호 단장)
조원진, 임내현 의원

외교부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ICAPP의원연맹 대표단(김춘진, 박민수, 최동익 의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IPU 총회 계기)

○ 2018. 12월
○ 2019. 2월

원혜영, 이수혁 의원

민경욱, 김재원, 박병석, 손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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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5월

Khaleda Zia 총리 공식방한

○ 1997. 4월

Azad 외무장관

○ 1999. 9월

Kamal 대법원장

○ 1996. 11월
○ 1999. 4월
○ 2000. 9월

○ 2001. 11월
○ 2001. 11월

Chowdhury 외무담당 국무장관

Sadique 교육부장관
정보부(NSI) 대표단
해군 참모총장

Huda 건설교통부장관

○ 2002. 4월

Islam 인력장관

○ 2002. 10월

Moyeen Khan 과학 ICT장관

○ 2002. 5월

○ 2002. 11월
○ 2002. 11월

Khosru Chowdhury 상무장관
Enam Chowdhury 민영화추진위원회 장관

Reaz Rahman 외교담당국무장관(민주주의 공동체회의)

○ 2003. 2월

Mahmud Hasan Mansur 체신부 차관

○ 2003. 6월

Moudud Ahmed 법무장관(반부패 세계회의)

○ 2003. 5월

우리나라와의 관계

나. 방글라데시 인사 방한

Ehsan Shamim 전력·에너지 자원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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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7월

Osman Farruk 교육부장관(콜롬보 플랜회의)

○ 2003. 8월

Hasan Mashhud Chowdhury 육군참모총장(제3차 태평양

○ 2003. 12월

Akbor Hossain 해운장관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

방글라데시 개황

○ 2004. 2월

Mintoo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일행(제8차 한·방

○ 2004. 3월

Shahjahan Siraj 환경부장관(UNEP 특별집행이사회/세계

○ 2004. 5월

Khurshid Zahan Haque 여성아동부장관(세계 여성지도자

○ 2004. 9월

○ 2004. 10월

경제협력 위원회 참석)
환경장관회의)
회의)

Hassan Ariff 검찰청장 일행(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Ayub Quadri 산업부 차관(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

○ 2005. 3월

Saifur Rahman 재무부장관(UN 아태 환경·개발 장관회의)

○ 2006. 6월

Abdullah Al Noman 어업축산부장관(아시아 정당 국제

○ 2005. 5월

○ 2006. 6월

○ 2006. 9월

Moyeen Khan 과학·정보통신부(서울디지털 포럼)
회의 상임위원회)

Md. Awlad Ali 대법관 일행

Md. Abul Jalil, Alhaj Syed Abul Hossain(AL) Rashid
Chowdhury, Golam Sarwar Milon(Jatiya Party 대표),

Dilip Kumar Barua, Samyabadi Dal(ML)대표 (아시아

○ 2008.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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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제회의)

Fida M Kamal 검찰총장

○ 2008. 10월

Moeen U Ahmed 육군참모총장, Sarwar Jahan Nizam

○ 2009. 4월

Humayun Kabir 선관위 사무국장

○ 2009. 7월
○ 2009. 10월

○ 2009. 12월

Asfaque Hamid 의회 사무총장

Syed Abul Hossain 교통부장관

Tazul Islam 독립전쟁부장관, Abdul Momin Talukder

의회 환경상임위원장, Tawfiq-e-Elahi Chowdhury 총리실
전력에너지담당고문

Muhammad Faruk Khan 상무부장관

○ 2010. 5월

Sheikh Hasina 총리

○ 2011. 11월

Abul Muhith 재무장관

○ 2011. 8월

Khandker 기획부 장관

○ 2012. 6월

G.M. Quader 상무장관

○ 2012. 10월

Shaheed 사회복지장관

○ 2012. 6월

Ahmed 법무장관

○ 2013. 7월

F. Khan 민간항공부장관

○ 2014. 11월

Shahidul Haque 외교부차관

○ 2014. 9월
○ 2015. 4월
○ 2015.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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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ail Ahmed 상무부장관

Anisul Islam Mahmud 수자원부장관
Shahjahan Khan 해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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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9월

해군참모총장

○ 2015. 5월

Nurul Islam Nahid 교육부장관

○ 2016. 5월

Zunaid Palak 정보통신부장관

○ 2017. 9월

Tofail Ahmed 상무부장관

○ 2015. 11월

방글라데시 개황

○ 2017. 5월
○ 2017. 9월

○ 2017. 12월
○ 2017. 12월
○ 2018. 4월
○ 2019. 3월

4

Tarana Halim 우정통신부장관

Gowher Rizvi 총리 외교보좌관
Asaduzzman Noor 문화부장관

Ismat Ara Sadique 공공행정부 장관

Tawfiq-e-Elahi Chowdhury 총리 에너지 보좌관
Md. Qamrul Islam 식품장관

Md. Tajul Islam 지방정부·농촌 개발부장관

경제·통상 관계

가. 교역

구 분

금액

2012

1,459

2014

1,236

20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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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교역 현황

1,427
1,209

수출

증감율(%)

금액

-2.2

332

-10.4

-13.4
-2.2

295

345
335

수입

(단위 : 백만 달러, %)

증감율(%)
20.8

12.7
3.9

-3.0

수지(백만 달러)
1,164
1,095
891

872

2016

1,158

2018

1,238

2017

1,276

-4.2

293

-4.2

865

-2.7

346

21.4

891

10.2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285

-2.7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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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은 2011년 1,628백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10.2% 증가

○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 기계류, 시멘트원료 등 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이며, 경유, 합성수지, 석유화학의 비중도 2000년대 말부터 급속히
증가

품목별 對방글라데시 수출 현황
순번

품목명

2017년

금액

증감률

143,953,006

-4.2

1

합성수지

122,903,832

3

종이제품

78,878,954

2

4

철강판

(단위 : 달러, %)

2018년

금액

증감률

129,798,774

-9.8

10.7

131,733,727

7.2

2.4

91,681,162

16.2

45,353,939

-5.7

농약및의약품

72,824,976

33.5

68,619,690

아연제품

61,930,867

69.5

42,366,512

-31.6

8

기타석유화학제품

30,788,361

10.0

41,869,670

36.0

10

전력용기기

49,786,360

183.1

35,469,873

-28.8

5

섬유및화학기계

7

염료및안료

6

9

기타직물

총 수출액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48,081,301
35,313,009

39,833,752

1,276,319,341

-3.9

-6.6

42,148,510

4.7

37,601,369

10.2

1,238,299,393

-5.8

19.4
-5.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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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1) 우리나라의 對방글라데시 수출

(2) 우리나라의 對방글라데시 수입
○ 2018년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수입은 34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증가

○ 의류제품이 전체 수입의 78% 점유
방글라데시 개황

- 섬유 및 가죽제품 등이 주를 이루며 농산물 등도 소량 수입
품목별 對방글라데시 수입 현황

순번

품목명

2

운동 레저용품

4

가죽

1
3

5

6

7

2017년

금액

증감률

11,642,555

42.3

의류

216,528,314

신변잡화

12,080,120

동제품

신변잡화

기타직물

9,457,551

11,913,487

2.3

8.2

272,935,200

-17.0

11,455,215

-5.2

8,538,419

19.4

-68.3

9,577,740

26.1

1.3

14.5

3,688,039

16.1

3,388,324

-20.4

3,359,161

-0.9

285,756,246

-2.5

10

기타금속광물

1,342,493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증감률

3,176,987

7,330,529

3,196,804

총 수입액

금액

170.7

기타섬유제품
기타농산물

2018년

7,149,778

8

9

(단위 : 달러, %)

20.9
-4.8

44.0

6,821,789

3,575,564
2,003,373

346,507,491

-6.9

11.8
49.2

21.3

나. 투자·진출
(1)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 현황
○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82.1%)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의류·섬유 분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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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중반부터 섬유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하여 전체 제조업

투자액 대비 의류 분야에 대한 투자는 34.6%이며, 기타 섬유제품
(모자 등)까지 포함하면 78.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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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외의 주요 투자 업종으로는 광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연도

80-05
2006
2007

방글라데시 직접투자 추이(실행기준)
신규법인/지사 수(개)

투자금액(천불)

12

1,088

132

180,066

21

11,050

10

5,671

2008

11

2010

14

44,932

14

13,208

3

6,073

2009
2011

10

2013

7

2012
2014

7,373

9,152
9,149

2015

15

2017

9

21,314

281

328,426

2016
2018

합계(누계)

♠ 출처 : 수출입은행

우리나라와의 관계

도소매업 등

10
10

5,386
6,863

11,259

○ 1980~2018년 간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투자 누적액은 실행 기준

으로 약 3억 2천 8백만 달러

- 통계상 전체 법인수는 281개로 나타나나 신고 후 진출 취소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진출 기업 수는 150개 내외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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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프로젝트 수주 사례가 늘면서 우리 건설사들의 현지 지사 설립이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기존 직접투자가 제3국 수출 위주로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증가하는 경향

(2) 진출 기업 현황
방글라데시 개황

○ 건설

- GS건설(2016년)

- 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2017년 마타바리 복합화력발전소 수주와
함께 지사 설립

○ 상사

- 포스코인터내셔널(1977년)

- 삼성물산(상사부문)은 지사를 철수했다가 2017년 재설치

○ 금융

- 우리은행(1997년)

○ 투자진출업체

- 다카 소재 : 성광(스웨터), 세하인터내셔날, 오리엔탈(스웨터), 현어
패럴(셔츠), 해송(스웨터), 해송코리아(니트), 아덴, 엠케이피 등

- 치타공 EPZ : 동방텍스타일, 에스제이인더스트리얼(자수, 프린트),
HKD(텐트), 영안모자, 영원(가방, 신발), 영인터내셔날(모자) 등

- 치타공 소재 : 일류오앤오, 제스코스웨터, 심스패션, 기타 개인사업자

- 사바 EPZ : 다다(모자), 대유(염색 및 스웨터), 스완론(퀼팅 및 패딩),
SG물산(구세계물산, 양복), 영원(스포츠웨어), 유풍(모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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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프로젝트 수주실적
수주 연도

2013

2016

민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산업단지 F/S 수주
- 발주처/지원기업: A.K.Khan / DECO + 삼일PWC 컨소시엄

다카시 교통국 버스전용차선(BRT) 시스템 설계 수주 지원
- 발주처/지원기업: 다카시교통청(DTCA) / 선진엔지니어링
컨소시엄
SASEC 도로 시공 감리
- 발주처/지원기업: 도로청(RHD) / 건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파드마 브리지 주교 및 제방공사 시공 감리
- 발주처/지원기업: 교량청(BBA) / 도로공사 컨소시엄

아크라-락삼 철도 신설 및 복선화 시공감리
- 발주처 / 지원기업: 철도청 / 철도시설공단+도화 컨소시엄

파투아칼리-고팔간지 송전선로 공사
- 발주처 / 지원기업: 전력청 / GS건설
2017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공사
- 발주처 / 지원기업: JICA / 포스코건설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소 항만(JETTY) 공사
- 발주처 / 지원기업: JICA / 현대건설

DESCO 33kV PJT - 전력케이블 지중화 사업
- 발주처 / 지원기업 : 전력청 / LS 전선

금액

VIII

36만 달러
190만 달러

우리나라와의 관계

2014

프로젝트 내용

1300만 달러
4900만 달러
2500만 달러
1억7900만 달러
9억 달러
6억 달러
4600만 달러

다. 인력 송출 현황

○ 우리정부는 2007. 6월 방글라데시와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 EPS) MOU 체결, 2018. 12월 기준 약 20,908명의 방글라데시
근로자 도입

- 2018년 방글라데시 도입 상한 규모는 4,900명이나 매년 2,000명 정도가
신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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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에게 근로자 해외송출은 수출에 이어 제2의 외화수입원

이자 자국 통화가치 안정을 보장하는 경제의 핵심축으로서 해외고용

전담 정부부처가 있으며, 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들의 주요 관심 사안

방글라데시 개황

5

개발협력 관계

가. 무상원조
(1) 개요
○ 방글라데시는 우리 ODA 중점 협력국 중 하나로 2018년 말 기준 총 1.5

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가 진행(전체 수원국 중 13위)

○ 1995년 방글라데시 KOICA 사무소 개설, 2014년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등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 수행 체계 마련

○ 양국은 ‘한-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 지원분야(①교육(직업훈련), ②물위생 및

보건, ③공공행정, ④교통)에 원조 집중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지원 현황
연도

’87’07

’08

’09

’10

’11

무상

27.69

9.45

3.66

9.23

9.21

’12

’13

’14

(단위 : 백만불, 총지출액 기준)
’15

’16

’17

계

지원액 139.84 9.83 15.10 56.38 81.81 48.52 48.12 73.66 57.73 32.88 40.80 604.67
유상

112.15 0.38

♠ 출처: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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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19.43 17.19 18.52 11.93 16.84 153.63

11.43 47.15 72.59 38.04 28.69 56.47 39.22 20.95 23.96 451.03

(2) KOICA 무상원조 실적
○ 1991~2017년간 총 지원규모는 약 1억 2천만 달러이며, 최근 연간 900만

~1000만불 수준으로 지원

-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의 개발 프로젝트와 연수생
수행

○ 1991-2017년간 지원 실적 : 총 12,793만불 지원

KOICA의 방글라데시 무상원조 현황

연도

’91’07

지원액 2,285

’08

810

’09

325

’10

814

’11

725

’12

972

’13

’14

(단위 : 만불, 총지출액 기준)
’15

1,736 1,550 1,631

※ 2009년부터 빈곤퇴치기여금 지원 사업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

’16

940

’17

1,005

계

3,420

○ KOICA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개별 부처/

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상원조사업을 별도 시행중

○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지원 사업은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우위 분야 개발경험 전수,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분야 지속가능개발 지원

- 산업다각화 및 기술인력 수준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 개발

(HRD) 분야, 공공부문(치안, 소방방제, 마약방지, 교통행정전산화
등) 행정역량 강화(거버넌스 개선) 등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살릴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나. 유상원조
(1) 개요
○ 방글라데시는 세계 7위(1.6억명) 인구대국으로, 고도 경제성장(최근

7%대 유지)을 지속하기 위해 열악한 사회·경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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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봉사단 및 협력의사 파견, 민간단체 지원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VIII

기술력 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우리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제발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하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을 통해 방글라데시 앞 유상원조 제공중
방글라데시 개황

- 통상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이율 0.01%

○ 2018. 1월 체결된 EDCF 기본약정에 따라 2017~2020년간 5억불 지원

예정

(2) 지원 실적
○ 2018. 2월 기준 우리 정부는 EDCF를 통해 23개 사업, 총 12억 달러 지원

승인

- 방글라데시는 베트남(26억 달러 지원)에 이은 수원규모(총 승인액의
8.3%) 2위 국가

- 최근 5년간 6.3억 달러 승인, 1,864억원 집행

승인액

비중(%)

사업건수

(단위 : 건, 백만불, 2018.2월말 기준)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18.3

8.3

6.5

5.4

5.2

4.8

2,660

1,215

67

951
20

23

785

766

29

699

22

21

-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통신, 전력, 수자원, 의료 등 분야 중점 지원
분야

교통

통신

승인액

126.5

464.7

162.6

비중

10.4%

38.2%

13.4%

사업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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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3

9

4

공공행정

(단위 : 건, 백만불, 2018.2월말 기준)

교육

73.3

115.0

6.0%

9.5%

2

2

수자원

의료

계

142.0

130.9

1,215.1

11.7%

10.8%

100%

2

1

23

분야

연도

‘06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07

‘09

‘11

‘15

‘17

정보통신
(13.4%)

‘11

‘14

철도현대화사업

철도기관차 구매사업(3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버스 구매사업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

24,611

28.0

30.0

22.0

99.0

소계 (9건)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사업
소계 (2건)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사업

인터넷정보망 확충사업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102,893

91.0

520,671

464.7

108,511

97.0

46,906

45.0

155,417

142.0

34,689

25.0

35,259

41,950

86,138

30.0

37.5

77.0

소계 (4건)

198,036

169.5

소계 (1건)

146,453

130.9

20,908

20.0

BSM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사업

에너지
(10.4%)

‘93

‘00

제2차 송배전사업

‘10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지방배전망 확충사업(2단계)
소계 (3건)

‘08

국가정보통신망 개발사업

‘09

ICT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16

34,607

32.5

112,468

‘14

교육
(9.5%)

32,750

카르나풀리 교량건설사업

‘12

‘14

36,553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소계 (2건)

ICT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차)
소계 (2건)

합계 (23건)

146,453
11,072

109,064

130.9
14.0

92.5

141,044

126.5

40,100

35.9

34,514

30.6

74,614

66.5

85,957

76.0

43,292

129,249

1,3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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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101.0

보건/의료
(10.8%)

공공행정
(6.0%)

35,295

33.1

114,200

철도차량(기관차) 구매사업

통신망 현대화사업

‘12

27,294

백만불

철도차량(객차) 구매사업

‘01

‘05

승인액

백만원

39.0
115

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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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차 구매사업

‘15

수자원
(11.7%)

사업명

‘96

‘02

교통
(38.2%)

유상원조사업 현황

6

영사·문화 관계

가. 재외국민 현황
방글라데시 개황

○ 방글라데시내 우리 국민(2018. 8월 현재) : 약 1,200명

- 섬유·봉제 투자자, 기술자, 상사주재원, 자영업자, NGO관계자, 선교사 등

○ 한인단체

- 재방글라데시 한인회(1982. 12월 창립)

- 다카 한인교회(1978. 1월 창립), 다카선교교회, 한국민간문화원

- 섬유회, 상사협의회, 건설협의회, 다카 및 치타공 투자자협의회, 자영
업회(요식업 및 숙박업) 등

○ 입출국자 현황(2017년 기준)

- 한국 → 방글라데시 : 8,749명

- 방글라데시 → 한국 : 14,532명

나. 문화체육 교류
○ 2001. 6월

한국현대회화 순회전

○ 2002. 1월

제10차 Asian Art Biennale Bangladesh 참가

○ 2001. 11월
○ 2002. 12월
○ 2003. 4월

○ 200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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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화행사 “Korea Week”개최
전통예술원 특별공연
국립국악원 공연

한국현대미술전(춘추회)

○ 2003. 12월

한·방 수교30주년 기념 종합문화행사 “Bangladesh- Korea
Friendship Fortnight” 개최(영화제, 웅변대회, 태권도

대회, 현악 4중주, KOICA 동문회, 우호친선의 밤)

제11차 Asian Art Biennale Bangladesh 참가

○ 2006. 7월

강은일 해금플러스 공연

○ 2007. 10월

Korean Cup 태권도 대회

○ 2006. 3월
○ 2007. 4월

제12차 Asian Art Biennale Bangladesh, 작가 12명 참가

National Cup 태권도 Championship 대회

○ 2008. 5월

국립중앙박물관 무용단 방문 공연

○ 2008. 11월

송원선 한국화가 개인 작품전

○ 2008. 9월
○ 2009. 2월
○ 2009. 5월

○ 2009. 10월
○ 2010. 12월

National Cup 태권도 Championship 대회
Beautiful Mind 공연(실내악) 자선 공연

National Cup 태권도 Championship 대회

국제교류재단 주관 공연팀(Jump & Puppet City) 방문
한국영화제 개최

○ 2011. 5월

한식 소개 행사 개최

○ 2011. 12월

공명(창작 타악 그룹) 콘서트 개최

○ 2011. 11월
○ 2012. 1월
○ 2012. 2월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김치페스티벌 개최

Night of Jazzy Flare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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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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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7월

Quiz on Korea 예선전

○ 2012. 11월

Korea Food Festival 개최

○ 2012. 10월

방글라데시 개황

○ 2013. 1월
○ 2013. 6월
○ 2014. 2월
○ 2014. 3월
○ 2014. 5월
○ 2014. 6월
○ 2014. 9월

○ 2014. 10월
○ 2014. 11월
○ 2014. 12월
○ 2014. 12월

한국영화제 개최

Korea Classic Concert 개최
Korean Cup 태권도 대회
한식페스티벌 개최

한-방글라데시 미술교류전 개최
제 4회 Charm of Korea 개최
Korean Cup 태권도 대회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부탄 한국영화제 참석

제5회 Charm of Korea 개최

제6회, 제7회 Charm of Korea 개최

National Cup 태권도 Championship 대회

○ 2015. 3월

국기원컵 태권도 대회

○ 2015. 11월

한국영화제 개최

○ 2015. 6월
○ 2016. 6월
○ 2016.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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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K-Pop 경연대회 개최
제2회 K-Pop World Festival 개최
Korean Cup 태권도 대회

○ 2016. 10월
○ 2016. 12월

한국영화제 개최

제8회 Charm of Korea 개최

○ 2017. 5월

제3회 K-Pop World Festival 개최

○ 2017. 11월

한국영화제 개최

Korean Cup 태권도 대회

○ 2018. 7월

제4회 K-Pop World Festival 개최

○ 2018. 11월

Korean Cup 태권도 대회

○ 2018. 10월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17.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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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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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북한과의 관계

1

기본관계

방글라데시 개황

○ 1973. 12. 15

북한, 방글라데시 승인

○ 1977. 5월

주방글라데시 북한 상주공관 개설

○ 1973. 12. 16

2

외교관계 수립

- 방글라데시는 주중국 공관(북경)이 북한을 겸임

대북한 기본정책

○ 비동맹회원국으로서 과거 북한과 우호관계 유지

- Ziaur Rahman 대통령 방북(1978. 9월)이후 한동안 빈번한 고위인사
교류가 있었으나 실질 관계에는 진전 별무

○ 1982. 3월 Ershad 대통령 집권 이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며,

남·북한 등거리외교정책노선으로 전환

- Kazi Zafar Ahmed 부총리(1989. 1월), Anisul Islam Mahmud 외무

장관(1989. 8월) 방북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홍수 대책 및 농업 분야에서
지원 모색

○ 2009년 이후 집권 중인 Hasina 정부가 경제 발전에 최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심화되는 반면, 북한과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
졌으며, 방글라데시 정·재계 및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별무

○ 북한 외교관의 밀수 사건이 2012년 이후 수 차례 발생하면서 방글라데시

외교부에서도 북한 대사관과 형식적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2012. 9월 주류 및 전자제품(TV 및 에어컨 10대) 불법 반입, 2015. 3월
금괴 27㎏ 밀수 적발, 2016. 8월 담배, 에어컨, TV 등 불법 반입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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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 통상관계

○ 구상무역협정(Barter Protocol)을 체결(1997년) 하였으나, 무역 실적은

IX

미미하며 특별한 경제협력관계 또는 무상원조 실적 별무
천톤) 및 교량 2개 건설지원(1986. 1월)

○ 대표적인 대방글라데시 투자사례로 마드하파라 지역 경석 광산 개발 사업

(약1억 5,800만 미불)을 추진

- 1994. 6월 착공 이후, 2013. 10. 31.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공사 인력으로
방글라데시에 파견하여 외화 벌이

- 당시 북한 근로자 20~30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산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

* 방글라데시 北 남남협조총회사(경제무역참사부)는 과거 방글라데시 국영 광물
자원공사 ‘페트로방글라(PB)’를 통해 방글라데시內 마드하파라 광산 공사 수주에
성공

<표> 방글라데시의 대북한 무역현황

(단위: 천US$)

연 도

대북한 수출

대북한 수입

92/93

1,114.5

20,470.5

99/00

-

25,620

89/90

95/96

335.2

1,452

00/01

1,430

02/03

36

01/02

03/04

04/05

891

385

232

16,190

33,095

37,120

30,640

22,678

11,546

1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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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측은 방글라데시측에 수해복구용 시멘트(1984. 8월, 1989. 8월 각 2

05/06

06/07

10,626

30,668

07/08

87,014

12/13

260

11/12

방글라데시 개황

13/14

14/15

15/16

212

284

142

29.6

23,000

11,197

12,814

21,536

13,931

51,791

38,107
5,678

※ 방글라데시의 대북한 주요 수입품목 : 철강, 아연 및 아연제품, 선박, 기계류, 종이 등
			
산업재 등
※ 북한의 대방글라데시 주요 수입품목 : 의료용품(의약품), 신발, 철강제품 등이며,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대북 수출증가세를 견인하던
			
의류 수출은 14/15년 全無

○ 대북한 투자실적 : 없음

○ 방글라데시 내 북한 인력 진출(2018. 7월 현재)

- 2014년경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북부 Savar 및 Uttara 지역에 북한인

변압기 기술자 4~5명이 파견되어, 숙소 겸 공장에서 체류하며 불법

변압기를 생산하다가 2016. 12. 21. 전원 철수하여 북한으로 귀국

- 다카 시내 북한식당 ‘평양관’을 개설(2006. 8. 28.)하여 북한인 종업원
및 요리사 등 총 10여명이 상주하다가 2015. 6월 불법주류 판매 등을

사유로 폐쇄 조치되었으며 종업원은 전원 추방

- 기타 다카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인 한의사 2명 진출(2018. 7월 현재)

102

4

협정 체결 현황

○ 1974.

3월

유통협정

○ 1976.

10월

문화협정

○ 1978.

1월

○ 1977년

6월

○ 1982. 12. 11

항공운수양해각서

북한과의 관계

○ 1976.

IX

구상무역협정

농업, 공업 및 해운분야에 관한 5개년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서

공동농업위원회 설치에 관한 농업협력협정

○ 1982. 5. 15

방글라데시 국영통신사-북한 중앙통신사간 뉴스교환 협정

○ 1992. 3. 23

경제공동위원회 설치협정

○ 1985. 6. 11

해운협정

○ 1994. 3. 27

경석광산개발협정

○ 2011. 10. 20

문화교류협정 재갱신

○ 2003. 7.

2

문화교류협정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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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인사 교류

가. 북한측 방글라데시 방문
방글라데시 개황

○ 1978. 2월

평양예술단

○ 1978. 3월

부주석 강양욱

○ 1978. 3월
○ 1978. 11월

중앙통신사 사장
경제사절단(단장: 부총리 계응태)

○ 1979. 3월

평양학생 어린이예술단

○ 1979. 8월

교육부 부부장 장관학

○ 1979. 8월
○ 1980. 3월
○ 1980. 8월
○ 1981. 4월
○ 1981. 5월

○ 1981. 12월
○ 1982. 1월

○ 1982. 3월
○ 1983. 2월
○ 198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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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대사 김병기

최고인민회의 의장 황장엽

아시아·중동지역 주체사상세미나 개최(다카)
써커스단

최고인민회의 의장 황장엽

총리 이종옥, 서관희 부총리 겸 농업위원장

노동당 국제부장 김영남

사회과학원 부원장 이영호 및 동 소속 김광빈, 한일남 등(북한
주체사상세미나 개최)

외교부 부부장 김재숙 일행
기자단 일행

○ 1984. 2월
○ 1984. 5월
○ 1984. 9월

교육위위원회 최태복 일행
외교부 부부장 전용진
무역부장 조정조

○ 1987. 3월

대외경제사업부장 정송남

○ 1991. 9월

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천연옥

○ 1990. 9월
○ 1993. 3월
○ 1993. 3월

○ 1993. 11월

외교부 부부장 조규일

대외경제사업부장 정송남
부주석 이종옥

부총리겸 문화예술부장 장철

○ 1995. 2월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

○ 1998. 9월

고위 군사대표단(단장; 김성철 육군소장)

○ 1997. 2월
○ 2003. 3월

○ 2003. 12월

○ 2006. 8월제
○ 2009. 8월

IX

북한과의 관계

○ 1984. 11월

농업사절단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천연옥

인민무력부 김휘덕 방산물자 담당관(준장)

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단장 : 강운빈 교수)

24차 WHO동남아지역 보건장관 회의 참석(김수학 보건상)

외교부(외무성) 동남아지역 국장 주재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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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글라데시측 북한 방문
○ 1977. 8월

통상사절단(단장: Amnul Huq 통상부부국장)

○ 1979. 7월

M.G. Hagiz 국회의장

○ 1978. 9월
방글라데시 개황

○ 1981. 7월
○ 1981. 7월
○ 1981. 8월

○ 1981. 10월
○ 1982. 4월

Ziaur Rahman 대통령(9.9절 행사 참석)
Shahabuddin 적십자회장

M.G. Hsfua 국회의장(2차방문)

A.I. Kalam 농림장관(비동맹 개도국 식량농업 심포지움 참석)
A. Kashem 청소년 개발부장관(제7차 사회주의 노동 청소년
연맹대회 참석)

통일인민당 당수 K.Z. Ahmed, 노동당 당수
R.K. Mennom 및 주체사상연구소 회장

Shamsul Alam 등(김일성 70회 생일행사 참석)

○ 1982. 4월

예술단(김일성 70회 생일행사)

○ 1983. 9월

Obaidullah Khan 농림장관(9.9절 행사)

○ 1983. 7월
○ 1983. 9월

M.A. Khan 게엄사령관(해군총장)

A. Majeed Khan 문교장관(비동맹 교육장관회의)

○ 1984. 6월

G.R. Chowdhury 방글라데시 수리청장(비동맹 관계

○ 1985. 5월

Kazi Zafar Ahmed(85.7.1 상무장관 취임)

○ 1985.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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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회의)

Jahamgornager 대학교수 일행

○ 1985. 10월

S. Hasan Ahmed 상무부 차관

○ 1987. 6월

파니 외무부 부장관

○ 1989. 8월

Anisul Islam Ahmed 외무장관

○ 1989. 1월

○ 1992. 4월

○ 1992. 12월

Kazi Zafar Ahmed 부총리(대통령특사)
S. Ahmed 공보부비서

G. Hafiz 법무장관(김일성 생일행사 참석)
K. Hossain 동자부장관

○ 1993. 6월

Huda 공보장관(비동맹 공보상 회의)

○ 1997. 4월

ASM Abdur Rob 해운장관

○ 1994. 9월
○ 2004년

○ 2011. 10월
○ 2012. 3월
○ 2017. 4월

북한과의 관계

○ 1990. 7월

IX

M. Karim 상무차관
외교부 대표단 방북
외교차관 방북

Dilip Barua 산업부 장관 (공산당 소속)

‘자티야당’총비서 Mostafa Jamal Haider 등 4명 방북 및
北 리수용 외무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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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참고사항

1

정부 요인 약력

가. 대통령
방글라데시 개황

○ 성

명 : 모하메드 압둘 하미드(Md. Abdul Hamid)

○ 학

력

○ 경

력

○ 생년월일 : 1944. 1. 1.

- 다카대학교 법학 학사
- 1969

아와미 연맹 입당

- 1973~2009

국회의원(Kishoregonj-5 지역)

- 1996~2001

국회부의장

- 2009~2013

국회의장

- 2001~2006
- 2013. 3. 14.~4. 24.
- 2013. 4. 24.~현재

○ 가족관계

(1973, 1986, 1991, 1996, 2001, 2009)

제1야당 부대표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 취임(2018. 4. 24. 재선)

- 기혼, 자녀 3남 1녀

○ 특기사항

- Chhatra League 입당(1959년) 후 활발한 학생운동으로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구금(1962년, 1968년)

- Sheikh Mujibur Rahman 지휘아래 독립운동 전개 및 독립전쟁 시
자금조달 역할

- 방글라데시 내 최고권위상 The Independent Award 수상(2013년)
- 교육 및 문화 분야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학교 다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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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 리
○ 성

명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 학

력

○경

력

X

○ 생년월일 : 1947. 9. 28.

참고사항

- 다카대학교 학사
- 1981

아와미 연맹 총재로 선출

- 1986~1988

국회의원 당선(초선, 야당 대표)

- 1996~2001

총리

- 1991~1996
- 2009. 1. 6.~현재
○ 가족관계

야당 대표

현 총리로 취임 및 3연임(2018. 12. 30. 11대

총선 승리로 4번째 총리직 수임)

- 기혼(남편 M.A. Wazed Mia는 핵과학자로 2009. 5월 사망),
자녀 1남 1녀

○ 특기사항

- 방글라데시 국부인 Sheikh Mujibur Rahman의 장녀
- 군부의 계엄령 반대 운동 전개 및 수차례 가택연금
- 2010. 5월 방한, 정상회담 개최

- 아동, 여성 인권에 관심이 높고 평화운동에 적극적

- 저서 :「Miles to go」,「My Dream My Struggle」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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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의장
○ 성

명 : 쉬린 샤르민 초두리

(Shirin Sharmin Chaudhury)

방글라데시 개황

○ 생년월일 : 1966. 10. 6.
○ 학

력

- 다카대학교 법학 학사(1989)
- 다카대학교 법학 석사(1990)

- 영국 에섹스대학교 법철학 박사(2000)

○ 경

력

- 2003~2009

방글라데시 변호사협회 판례집 편집자

- 2010~2011

영연방 성평등 행동계획 관측그룹장

- 2008~2009
- 2009~2013
- 2014~2017
- 2014~현재
- 2013~현재

○ 가족관계

하시나 총리 패널 변호사
여성아동부 차관

영연방 의원 협회 집행위원회장
국회의원(Rangpur-6구)
방글라데시 국회의장

- 기혼, 자녀(2)

○ 특기사항

- 아버지 Rafiqullah Chaudhury가 초대 대통령이자 Hasina 총리의
아버지인 Sheikh Mujibur Rahman의 개인 비서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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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교장관
○ 성

명 : 아불칼람 압둘 모멘

X

(Abulkalam Abdul Momen)

○ 생년월일 : 1947. 8. 23.

력

참고사항

○ 학

- 다카대학교 경제학, 법학 학사
- 다카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박사

○경

력

- 1973~1977

방글라데시 공무원

- 2010

유니세프 상임이사장

- 1998~2003
- 2012

사우디 아라비아 산업개발부 경제고문
유엔총회 부의장 및 의장대리

- 2009~2015

방글라데시 유엔 대사

- 2018. 1월~현재

외교부장관

- 2018. 1월~현재
○ 가족관계

국회의원(Sylhet-1구)

- 기혼, 자녀(5)

○ 특기사항

- 하버드대, MIT대를 포함한 다수 미국 대학 강의 및 교수 경력
- AMA Muhith 전 재무부장관의 막내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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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글라데시 정부각료 명단(2019.1.)

【 총리 (Prime Minister) 및 장관 (Minister) 】
부처

방글라데시 개황

국방부(Defence)

이름

비고

Sheikh Hasina

총리

군사보좌실(AFD)

내각청(Cabinet Division)

전력에너지광물부(Power, Energy &
Mineral Resources)
여성아동부(Women & Children
Affairs)
행정부(Public Administration)
※ 총리가 상기 장관을 겸직

외교부(Foreign Affairs)

AK Abdul Momen

내무부(Home Affairs)

Asaduzzaman Khan Kamal

법무·의회부(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

Anisul Haque

재무부(Finance)

기획부(Planning)

AHM Mustafa Kamal

전 기획부 장관

M.A. Mannan

전 재무부 차관

산업부(Industries)

Nurul Majid Mahmud Humayun

철도부(Railways)

Md Nurul Islam Sujan

섬유황마부(Textile and Jute)

Golam Dastagir Gazi

지방정부·농촌개발부(Local
Government, Rural Development
& Cooperatives)

Md Tajul Islam

상무부(Commerce)
농업부(Agriculture)

우정통신ICT부(Post and
Telecommunications and ICT)

노동고용부(Labor &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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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유임

Tipu Munshi

Abdur Razzaque

전 농업부 장관

Mustafa Jabbar

유임, Technocrat

Begum Monnuzan Sufian
(State Minister)

전 노동고용부
국무장관

부처

이름

비고

해외노동자복지·해외고용부
(Expatriates' Welfare & Overseas
Employment)

Imran Ahmad (State Minister)

정보부(Information)

Mohammad Hasan Mahmud

전 자연산림부 장관

사회복지부(Social Welfare)

Nuruzzaman Ahmed

전 사회복지부
국무장관

국토부(Land)

수자원부(Water Resources)

KM Khalid(State Minister)

Jahid Faruk(State Minister)

민간항공·관광부(Civil Aviation &
Tourism)

Md Mahbub Ali(State Minister)

재난관리·구호부(Disaster
Management & Relief)

Md Enamur Rahman
(State Minister)

식량부(Food)

선박부(Shipping)
보건·가족복지부(Health & Family
Welfare)
교육부(Education)

초등대중교육부(Primary & Mass
Education)
어업축산부(Fisheries & Livestock)
과학기술부(Science and
Technology)

치타공산악지대부(Chittagong Hill
Tracts Affairs)
청년체육부(Youth and Sports)
종교부(Religious Affairs)

전 국토부 국무장관

Sadhan Chandra Majumder

Khalid Mahmud
Chowdhury(State Minister)
Zahid Malek
Dipu Moni

Md Zakir Hossain
(State Minister)

전 보건·가족복지부
국무장관
전 외교부장관

Md Ashraf Ali Khan Kashru
(State Minister)
Yeafesh Osman

유임, Technocrat

Bir Bahadur Ushwe Sing

전 치타공산악지대부
국무장관

Md Zahid Ahsan Russel
(State Minister)

Sheikh Mohammad
Abdullah(State Minister)

Technoc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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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문화부(Cultural Affairs)

Saifuzzaman Chowdhury

X

부처

이름

비고

독립전쟁부(Liberation War Affairs)

AKM Mozammul Haque

유임

자연산림부(Environment and
Forests)

Md Shahab Uddin

주택·공공사업부(Housing and
Public Works)

방글라데시 개황

도로교통·교량부(Road Transport
and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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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Rezaul Karim
Obaidul Quader

유임, 아와미연맹
총서기

방글라데시 개황
· 인 쇄 ｜ 2019년 7월
· 발 행 ｜ 2019년 7월
· 발행처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2과
· 인 쇄·제 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