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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경제의 현황 및 현안: 개관(1)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인구, 사회문화적 다양성 보유
 2328만㎢의 국토(한반도의 15배)에 13억 8천 명의 인구가 거주

 힌디어와 영어를 포함, 총 22개의 공용어를 사용
 약 80%의 인구가 힌두교 신자, 이슬람교(14.2%), 기독교(2.3%)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
 수도는 1900년대 초반 계획도시로 건설된 뉴델리이며, 올드델리 등을 포함한 수도광역권
(NCR) 형성
표 1. 인도 국가 개황
면적

3,287,263㎢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화폐단위

루피(Rupee)

13억 8천 명
인구

(2020년 기준)

수도

뉴델리

종교

힌두교(79.8%), 무슬림
(14.2%), 기독교(2.3%), 시
크교(1.7%), 불교(0.7%) 등

기후

대체로 열대몬순형 기
후

민족

인도-아리안(72%), 드라
비다(25%), 몽골계 및 기
타(3%)

언어

힌디어, 영어 등

표준시

UTC+5:30

자료: 외교부 인도 개황(2018.6) pp.12-13., EIU India Country Report (June 2021),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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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경제의 현황 및 현안: 개관(2)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 향후 G3로 성장 전망
 2020 회계연도 기준 GDP 세계 6위(구매력 기준 3위), 1인당 GDP 기준 중저소득국가
 2019/20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6~8%대 고성장 지속,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014년 집권 모디 총리는 ‘메이크인인디아’, ‘자립인도’ 등 제조업 중심 성장정책 추진
 2030년경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국가로 부상할 전망
그림 1. 주요국 경제규모 전망

표 2. 세계 GDP 순위(2020, 명목)

순위

자료: CEBR(2020),

GDP
국가

금액

1

미국

20,933

2

중국

14,723

3

일본

5,049

4

독일

3,803

5

영국

2,711

6

인도

2,70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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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경제의 현황 및 현안: 최근 거시경제 동향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회복세, 2021년 2분기 경제성장률 20.1% 기록, 2021년 8.8% 성장 전망
 인도중앙은행(RBI)은 4.0%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금융부문의 취약성,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등이 성장의 장애요인
 83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COVID-19 relief package) 시행
 공항, 철도, 도로, 해운 등 13개 부문 자산수익화프로그램(National Monetisation Pipeline.
NMP) 발표
그림 2. 인도의 분기별 성장률

그림 3. 인도의 분기별 산업 성장률
(단위:%)

주:전년동기대비.
자료:CEIC(검색일:2021.10.06).

(단위:%)

주:전년동기대비.
자료:CEIC(검색일: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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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경제의 현황 및 현안: 산업구조

 농업 부문의 비중이 감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지속
 2020/21년 부가가치액(GVA) 기준 서비스업 비중은 54.3%, 제조업 16.9%, 농림수산업 16.4%

 성장 동력 확보,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육성이 핵심 과제

그림 4. 인도의 인구구조 (2020, %)

그림 3. 인도의 산업별 GVA 비중 변화

자료: CEIC (검색일: 2021.7.22.)

자료: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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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경제의 현황 및 현안: 무역

 대세계 무역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1991년 177억 달러를 기록했던 수출액은 2000년 423억 달러로 성장
 수출 산업은 귀금속, 화학, 제약, 섬유, 식품 등 제한적,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음.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심화, 특히 높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
 GDP 대비 무역 비중(무역 개방도)이 낮은 편, 최근 하락 추세
그림 5. 인도의 무역 추이

자료: CEIC.

그림 6. 인도의 GDP 대비 무역(상품+서비스) 비중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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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경제의 현황 및 현안: 투자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세계적인 투자처로 부상
 코로나19에도 불구, 2020년 인도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액(FDI)은 전년대비 13% 증가
 모디 정부는 투자장벽 완화 및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FDI 유치에 적극적
 미-중 갈등,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위상 강화 의지(메이크 인 인디아, 자립
인도 정책)
그림 7. 인도의 FDI 유입 추이(1991~2021.5)

자료: CEIC.

그림 8. 국가별 FDI 유입(2019 대비 2020년 증감율)

자료: UNCTAD(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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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ke in India 와 인도의 통상정책: Make in India

 Make in India(2014):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성장 도모
 25개 주요 산업의 성장에 집중

 투자 자유화 및 사업환경 개선
 대부분의 FDI에 대해 자동 승인 허용, 투자 지분 규제 완화
표 2. Make in India의 25개 육성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재 산업

▪섬유, 의류

▪기계

▪가죽, 신발

▪전자/전기기기

▪보석

▪수송

▪식품가공

▪광업기기

전략 산업
▪항공
▪항만
▪IT하드웨어
▪통신기기
▪방산기기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보유 산업

▪자동차, 부품
▪바이오기술
▪제약
▪IT&BPM
▪우주산업

▪보건

▪철도
▪도로, 고속도로
▪관광, 의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자료: Make in India 홈페이지. http://www.makein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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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ke in India 와 인도의 통상정책: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자립 인도(2020): 제조업 자립 기조를 강조한 Make in India의 2.0 버전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및 인프라 강화: 대중 수입 의존도 완화, 미-중 공급망 디커플
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공급망 흡수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배터리, 전자, 특수강, 태양광, 제약원료, 농업가공 등
14개 분야 투자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5년간 수백억 달러의 재정투입을 통해 인
도 내 추가 생산된 금액의 4~6%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
 수입 관세율 등 무역장벽 강화 추세

10

표 3. PLI의 주요 부문과 지원규모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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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ke in India 와 인도의 통상정책: 무역졍책

 관세율 인상,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2018년부터 수입대체를 통한 국내산업 성장의 정책 기조가 가시화

 중간재 등 관세율 전반의 상승 추세, 반덤핑조치 강화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관련 문제제기 강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의 상충
그림 9. 인도의 평균 관세율 추이(2014~2020)

자료: Chatterjee and Subrimanian(2020). p.5.

그림 10. 인도의 반덤핑 조사 추이

자료: Director General of Trade Remedies. “Anti-Dump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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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 조치 (%)

2011~2015

2016~2020

주: 상기자료는initiation 기준임.
자료: WTO,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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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ke in India 와 인도의 통상정책: 투자정책

 투자 자유화
 국방·디지털 미디어·멀티 브랜드 소매 거래·제약(브라운필드)·통신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의 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도 인프라 금융 회사(IIFCL)는 교통 및 물류, 에너지, 수도 및
위생, 통신, 사회 및 상업 인프라 등 분야의 선별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제공
 중국의 대인도 투자 규제: 육로 접경국의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 의무화(2020.4)


중국은 최근 5년간 인도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려왔으며, 분야 역시 제조업, 인프라, 제약산업 등으로 다양화

표 4. 인도의 FDI 승인 방법 및 한도 규제(2020.4)
구분

기존 내용

정부 승인

· 인공위성/식료품 유통(100%), 멀티브랜드 소매유통(51%), 공공은행(20%), 뉴스
미디어(49%), 출판(분야별로 26%/100%)
· 통신/국방/항공서비스 일부 49%, 제약(브라운필드) 74% 초과 시
· 민간은행, 사설경비: 49% 초과 시(승인 한도 74%까지)

자동 승인

·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100%
· 단 보험, 연금, 항공, 석유정제, 국방, 민간은행, 사설경비, 통신, 전력거래소 부문은
49%까지
· 제약부문은 그린필드 100%, 브라운필드 74%까지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정부승인 필요

투자 제한

· 복권, 도박, 부동산개발(타운십, 주택 및 상업시설, 도로 및 교량 등 제외), 담배 제조,
원자력에너지, 철도(일부 제외)

자료: Consolidated FDI Policy (revised April 2020) .

개정사항(2020.4.)

-

육로 접경국은
정부승인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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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ke in India 와 인도의 통상정책: 대외협력

 중국 의존도 완화와 글로벌 GVC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 협력에 적극적
 쿼드 대면 정상회담(2021.9): 쿼드 공통의 가치에 근거한 공급망 구축 및 기술 안보 협력을 구

체화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공급망 디커플링 강화에 참여


핵심기술 및 사이버 안보: 4개국이 공유한 가치와 보편적인 인권 존중에 기초한 기술 디자인·개발·거버넌스·이용, 안전하
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5G 네트워크 개발 및 확산, 신뢰성 있는 판매자(vendor) 촉진, 공동의 기술표준 개발, 반도체를 포
함한 핵심기술 공급망 안전성 확보 등

 인도-미국 정상회담(상동): 미국은 인태 전략에 대한 인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제약, 바이오기술, 반도체, 정보기술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및 기업 연계성 강화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 인도는 일본, 호
주와 함께 공급망 협력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 축소 등을 논의, 3국 통상장관은 2021년 4월 화
상회의를 개최하여 SCRI를 공식적으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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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도 경제 관계의 현안

 제조업 중심의 대인도 투자, 제조업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
 한국의 對인도 투자액은 2010년대 들어 크게 증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對인도 총 투자금액은 약 62억 1,800만 달러 규모

 2000~2020년 합산 투자금액 기준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84.5%, 도매 및 소매업 5.3%, 건설
업 3.7%, 부동산업 2.7% 순


2018년 삼성전자의 연 1억 2천만대 생산규모 스마트폰 제조 공장 설립, 2019년 현대기아차의 연 3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설립, 2019년 현대제철의 자동차 강판 가공공장 설립, 2019년 효성의 연 1만 8천 톤 규모 스판덱스 공장 설립 등

그림 12. 한국의 대인도 FDI(2000~2020, 건수, 천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13. 한국의 대인도 FDI 비중(2000~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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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도 경제 관계의 현안



한-인도 CEPA 이후 무역 불균형 확대, 중간재 중심의 생산네트워크 강화


CEPA 발효 후 인도의 대한국 수입은 연평균 5.5% 증가, 대세계 증가율 3.5%를 상회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03년 17.5억 달러에서 2017년부터는 100억 달러를 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양국간 생산 인도의 대한국 수입은 메모리, 자동차부품, 석유조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비중이
80%를 초과(2019)





인도의 각종 석유조제품(나프타), 면사, 철강제품 등을 한국에 수출, 중간재 비중이 증가

네트워크 강화 추세
그림 14. 인도의 대한국 용도별 수출입(%)

자료: UN COMTRADE를 토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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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도 경제 관계의 현안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한-인도 관계 강화의 모멘텀 마련
 2017년 신남방정책 발표, 2018년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양국간 3P plus 협력 비전 제시


한-인도는 2015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음.



신남방정책(2017)은 신남방지역 국가(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외교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목표 제시



3P 플러스: People, Prosperity, Peace, Future(인도, 2018. 미래산업)

 한-인도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 아세안에 비해서는 뒤쳐지는 상황


(인적 교류) 인도의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시행(2018.7월), 한국의 인도인에 대한 단체관광비자 시행(2019.3월)



(문화) 한국 역사를 역사상 최초로 인도 표준 교과서에 수록(2018년 5월): World History Textbook , ‘The story of Korea’
제하 6페이지 수록



인도 정부는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추천(2020년 8월)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 고양: 허황후기념공원 기공(2018년 11월), 한-인도우호공원(Korea India Friendship Park) 개원
(2021년 3월)



(경제) 한-인도 미래전략그룹, 스타트업 펀드, 기술교류센터, 한-인도 스타트업 센터 등 협력 플랫폼 설립



수출금융 90억 달러 및 EDCF 10억 달러를 결합한 대인도 협력 금융패키지 사업 시작



(외교) 고위 국방관계자 상호방문: 국방장관 및 육군참모총장 상호 방문, 방위산업 협력 등



주 방갈로르 총영사관 신설, 주인도 관세관 파견 등

18

4. 한국-인도 협력 방향

 한국-인도 CEPA 개선: 개방효과 극대화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이 양국간 무역규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한-인도 CEPA 이후 전반적인 양국간 무역은 다소 증가했지만, 관세철폐 품목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무관세품목과 관세감축품목의 무역이 정체된 경우도 있음.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양허 제외된 상태



인도산 중간재 수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한-인도 CEPA의 경제협력 분야 확대: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으로 다양화
그림 15. 인도의 대한국 양허 유형별 수입 비중(%)

자료: 한‧인도 CEPA 협정문 부속서 2-가; UN COMTRADE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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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인도 협력 방향
 대인도 투자 진출 확대, 다변화
 인도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규모도 작지만, 제조업에 치우친 경향이 매우 높음.



온라인 소매, 정보통신서비스, 석유/가스, 운송/인프라, 기타 금융, 기타 부동산,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린필드 대비 브라운필드 투자가 부진(2015-2020 그린필드 65건, 브라운필드 22건).

 투자 기업의 현지화가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정부의 역할(예) : ODA와 연계하여 우수한 제조기술을 가진 현지 인력을 현장 관리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지원

표 5. 인도의 브라운필드 투자 유치 10대 분야(%)
순위

산업

1
2

누적 투자 금액

누적 투자 건수

2009~14

2015~20

기간 증감률

2009~14

재생에너지

9.2

29.6

222.9

44

88

100

부동산

8.7

24.4

179.5

72

122

69.4

3

석탄/석유/가스

17.8

22.8

28.1

42

48

14.3

4

정보통신

8.4

21.7

159.5

219

308

40.6

5

전자부품

6.1

17

179.4

133

148

11.3

6

소프트웨어/IT서비스

13.1

16.7

27.8

637

928

45.7

7

철강

23.3

15.9

-31.8

133

70

-47.4

8

자동차 위탁생산

16.1

12.9

-20.1

131

110

-16

9

소비재

7.2

12.5

74.6

167

158

-5.4

10

소비자 제품

16.7

11.2

-33.3

205

143

-30.2

자료: Refinitiv Eikon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2015~20

기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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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도의 스타트업 분야별 현황(%)

자료: NASSCOM(2019),“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Leading Tech in the 20s,”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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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일본기업 다이킨의 인도 현지화
□ 다이킨은 2000년 인도 진출을 개시, 2009년 인도 북부에 공장을 설립. 2020년 일본 에어컨 1위 기업으로 성장, 인도 사업
본격화
◦ 2000년 현지기업 합병으로 인도 시장 진출, 2004년 단독 출자로 변경
◦ 2009년 라자스탄주 일본기업전용공업단지에 공장설립 및 현지생산 개시

□ 시장개척과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기술 연구개발, 마케팅, 인재육성의 현지화 추진
◦ (생산의 현지화) 2009년 공장 설립 이전까지는 태국 공장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았으나, 공장 설립 이후 저렴한 가격대 제품공급이 가능해짐.
◦ (연구개발의 현지화) ① 인도는 지역별 기후조건의 차이(기온이 54도인 지역, 겨울이 추운 지역)로 에어컨 수요도 다르기 때
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라인업하는 것이 중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가능한 짧은 리드타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극 시행. 2016년 R&D 센터 설립 및 기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충 ② 인도는 전력 상황이

좋지 않고 전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전압으로 인한 상품파손 사례가 많음. 이에 전압 안정화 장치를 부착하여 고장
이 나지 않는 에어컨을 개발 ③ 도시에서는 공기청정기술을 탑재하여 대기오염에 강한 제품, 해안지역에서는 해풍에도
강하여 부식이 나지 않는 제품을 개발 ④ 도로운송 상황이 열악한 인도에서는 수송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레임과 바디가 통합된 일체형 에어컨을 개발하고, 포장도 인도용으로 개량했음.
◦ (마케팅의 현지화) 인도의 지역별 수요를 철저히 반영하기 위해 현지 자체 판매거점을 구축. 우선적으로 현지 수요를 숙지하
기 위해 인도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다이킨의 판매대리점은 2009년 300점에서 2020
년 1만점을 상회. 델리,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명 정도의 지방도시로도 확대
◦ (인재육성의 현지화 ) 다이킨은 매년 연간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영업, 에어컨 설치, AS까지 연수를 시행. 최근 대학 및 직
업훈련학교와 연계하여 연수센터(인도 현지 20개소)를 만들어서 기술자 육성에 주력
- 다이킨은 라자스탄주 니무라나 공업단지에 일본식 모노즈쿠리 학교(JIM. ODA 사업의 일부)를 개설. 제조업 분야에서 여
성 인력 활약을 추진하기 위해 1기 연수생을 전원 여성을 발탁(공장 OJT, 에어컨 공조 기초 및 조립 기술을 연수)
자료: 김은지(2021)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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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인도 협력 방향

 대인도 ODA 협력 확대
 인도 인프라 시장은 성장성이 매우 높음.


인프라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NIP)의 주요 투자 부문은 에너지,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등. 코로나19 이후 인도 정부는 경기 부양 목적까지 더하여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 중



2014/15년부터 5년간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전력(28.7%)과 도로 및 교량(18.3%), 도시개발(15.8%)에 집중

 한국의 대인도 ODA는 시작 단계


한국: 지난 10년간 대인도 ODA는 약 897만 달러, 유상원조 실적 전무



일본: FY2018/19 對인도 ODA는 $47.6억으로 전세계 1위

글상자. 2015년 일-인도 협력 논의 주요 내용
- 2015년 4월 27일-5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일본의 25개 기업 대표와 함께 인도에 방문하여

인도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및 협약을 체결
ㅇ 인도에 일본의 신칸센(고속철도) 시스템을 적용 및 개발할 것을 제안
ㅇ 정보기술(IT) 협력 및 개발: 일본 정부는 인도 IT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
ㅇ 안드라 프라데시주 정부와 함께 전력 인프라,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등을 협약
ㅇ 석유 및 천연가스 조달 협력
ㅇ 공공 및 민간 투자/ 통상 촉진(India-Japan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nd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Action Plan) 협약 체결
- 이외에도 양국은 인도-일본 에너지 포럼, IT-BPM 포럼 등을 개최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조
자료: https://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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