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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디아 시장 형성 배경과 산업별 영향
주 동 주
(부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djjoo@kiet.go.kr

〈요

약〉

최근 중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친디아(Chindia) 시장
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 인도간 교역은 지난 5년간 무
려 7배나 늘어났으며, 중국은 조만간 인도의 제1 무역 상대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 후 두 나라간
“전략적 협력 관계”
의 구축을 천명하면서 향후 2008년까지 상호 무역규모
를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5년까지는 양국간 자유무
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고도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두 대국이 FTA를 체결한다면 세계 인
구의 약 40%를 포함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중국의 제조
업과 인도의 IT 등 서비스산업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자본, 기
술, 인력 및 원자재를 흡수하는 세계경제의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 인도간 협력이 우리의 산업에 끼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약할 전
망이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각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력
을 확충해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업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
이 크다. 우리는 양국간 협력 동향을 주시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및 판매전
략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최근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아
시아의 두 대국 중국과 인도가 상호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세계의 주목
을 끌고 있다. 세계 1, 2위의 인구 대

국인 두 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면
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논
의함에 따라 세계 언론들은 두 나라
이름을 합성해 친디아(Chindi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19–

사를 지녀왔다. 1945년 인도의 독립
과 1949년 중국의 공산정권 수립 이
후 두 나라간의 관계는 한동안 우호
적이었다. 그러나 1962년 카슈미르
지역의 국경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군사 충돌이 발생한 이래 1976년에는
국교가 단절되었고, 그 후로도 두 나
라 관계는 매우 대립적이었다.
두 나라간에 다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92
년 중국의 이붕 총리가 인도를 방문
하여 두 나라간 관계개선에 합의하면
서 그 후 양국의 고위인사간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중국의 주용기
총리가 2001년과 2002년 인도를 방문
한 데 이어 2003년 7월에는 인도의
바즈파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금
년 4월에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다시 인도를 방문하여 만모한 싱 총
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평
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

각각 13억과 11억의 인구를 지닌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시장을
통합한다면 세계 인구의 약 40%를
지닌 거대시장이 아시아에 출현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단기간에 실현 가
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두 나라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확대되
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현상으로 떠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중국과 인도간 협력으
로 친디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배
경과 그것이 우리 산업에 가져올 영
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응책을 논
하고자 한다.

2. 중국 - 인도간 경제협력 동향과
배경
(1) 중국 - 인도 관계 개요
중국과 인도는 오랫동안 갈등의 역
<표 1>

중국의 대인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교역규모

증가율

금액
908

증가율

금액
1,916

증가율

1998

금액
1,008

1999

1,164

15.5

830

-8.7

1,994

4.1

2000

1,569

34.8

1,350

62.8

2,919

46.4

2001

1,903

21.3

1,700

25.9

3,603

23.4

2002

2,673

40.4

2,274

33.8

4,947

37.3

2003

3,345

25.2

4,253

87.0

7,598

53.6

2004

5,926

77.2

7,673

80.4

13,599

79.0

2005

1,107

77.0

1,545

24.4

2,652

42.0

자료 : KOTIS(http://stat.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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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를 천
명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이를 통해 2008년까지 상호
교역규모를 200억 달러로 확대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 보다 포
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연
구하기 위한 공동작업반(Joint Task
Force)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2006년을“인도 중국 우정의 해”
로 선포하고 향후 중국이 인도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2) 친디아 시장의 형성과 그 배경
중국-인도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친
디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두 나라간 경제교류는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표 2>

1999년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
무역 규모가 2004년에는 136억 달러
로 5년 사이 거의 7배나 늘어났다. 특
히 작년의 무역 규모는 재작년에 비
해 단숨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
다. 두 나라는 향후 2008년까지 이 규
모를 2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
했지만 최근의 추세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교역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중
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아직 미미한
파트너지만 인도의 입장에서는 상황
이 다르다.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중
국은 인도의 2대 수출시장이고 4위
수입국이었다. 최근의 추세로 본다면
조만간 수출입 모두 1위로 올라설 가
능성이 크다.
두 나라는 2003년 정상회담 이후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방
안을 연구할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을 결성하였다. 이 그

친디아 시장의 규모(2003년 기준)
중 국

인 도

친디아

인 구(억명)

12.92
(20.7)

10.65
(17.0)

23.57
(37.7)

GDP(억 달러)

14,098
(3.9)

5,535
(1.5)

19,633
(5.4)

수 출(억 달러)

4,385
(5.9)

563
(0.8)

4,948
(6.4)

수 입(억 달러)

4,131
(4.6)

702
(0.8)

4,833
(5.4)

자료 : Global Insight(2004), World Overview, Third Quarter 2004.
World Bank(2004), World Development Report 2005.
주: ( ) 안은 세계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구성비(%).

–21–

룹은 금년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
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의 정상회담
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들
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작업반
을 구성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두 나라간 FTA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다만
두 나라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
이고 있고, 양측 고위 관료들의 발언
을 통해 2015년까지 이것을 실현하겠
다는 계획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
은 갈 길이 멀지만 거대한 친디아 시
장이 차츰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간
과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인도가 시장
을 통합한다면 24억의 인구와 2조 달
러의 경제 규모를 지닌 자유무역권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이
긴장하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랜 적대관계였던 두 나라가 최근
이처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두 나라 모두 개혁과 개방을 통해 수
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거대한 시장을 탐내게 되
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개방정책
을 통해 고도성장을 하면서 이미 명목
가격 기준 세계 3위, 구매력평가 기준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인도는
중국보다 늦은 1990년대 초부터 개방
정책을 취했지만 최근 역시 고도성장
을 하면서 향후 20년내 영국, 독일 등
의 경제규모를 따라잡고 4~5위의 경

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국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처럼 고도
성장하는 거대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책입안자들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IT를 중심으로 서
비스업 위주의 성장을 하고 있는 인
도가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시너
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두 나라간 FTA를 향한 여정
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만 보기에는 어려운 요인들도 많이
있다. 두 나라 모두 저임 노동력에
의존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온 나라
들로서 시장을 통합할 경우 상호간에
피해를 입는 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국내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두 나라 모두
아시아의 대국을 자임해 온 나라들로
서 상대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입장도 그대로
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두 차례나 세
계대전을 치렀던 독일, 영국, 프랑스
가 결국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
장통합을 추진해 왔듯이 중국과 인도
간에도 경제적 실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자유무역
을 향해 나가는 힘은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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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산업별로 친디아 시
장 형성의 영향을 살펴본다.

3. 친디아 시장 형성의 산업별
영향
중국과 인도간 자유무역지대가 형
성된다면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선진국 경제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
어가는 가운데 향후 세계경제는 중국,
인도 등의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중국과 인도 두 거대 국가가 시장
을 통합한다면 양국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성장이 가속되면서 자본, 기술,
인력, 원자재 등을 흡수하는 세계경제
의 블랙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
이 나오고 있다.
우리로서는 아시아 지역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외자 유치와 자원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

<표 3>

(1) 전자산업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별 수출을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
의 비중이 28.5%로 압도적이고, 인도
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
도간 협력으로 인해 우리의 전자산업
이 받을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업체들의 대인
도 시장 의존도가 미미해서 인도시장
에서 우리가 받을 타격이 크지 않고,
중국시장에서 인도산 제품이 우리 제
품을 대체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두 나라간 FTA가 체결된다면 중국,
인도 양국에 투자진출한 다국적 기업
들과 두 나라 자국기업들의 저가 제품
들간에 경쟁이 격화되어 우리 기업들

친디아 시장에 대한 우리의 주요 제품별 수출(2004년)
단위 : 백만 달러
전기전자

중 국

인 도

세 계

18,310

1,264

100,348

자동차

2,681

724

49,148

철 강

3,838

315

13,384

석유화학

7,901

225

17,014

섬유류

2,764

153

15,192

산업기계
전품목

1,926

170

6,626

49,763

3,632

253,845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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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환경도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과 인도 모두 풍부한 저임 노
동력을 활용해 저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간
에 상대국 제품이 시장을 잠식할 가
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양국에 투
자한 다국적 기업들로서는 생산기지
를 재배치하고 제품을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에 모두 투자하고 있는 삼성,
LG 등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압박
을 받게 될 것이다.

형차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인도시장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이다.
중국과 인도는 전세계의 주요 자동
차업체들이 대부분 투자 진출하고 있
을 정도로 자동차 생산기지 및 판매
시장으로서 크게 떠오르고 있는 나라
들이다. 두 나라간 무관세 교역이 이
루어질 경우 자동차업체 차원에서 최
적의 생산 및 판매 전략 구사를 위한
투자 재배치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 자동차산업

(3) 철강산업

2004년 기준 중국과 인도가 우리의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5.5%, 1.5%로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 업체들은
양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 체제를 갖
추고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구조
로 운영하고 있어 두 나라간 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
다. 현재 우리 업체들은 중국에서 중
소형차, 인도에서는 경차를 위주로 생
산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이 확대되
고 궁극적으로 FTA가 체결된다면
특히 인도에 진출한 우리 업체의 생
산 및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중국 자동차업
체들이 저가 경소형차의 경쟁력을 확
보해 나가고 있어 자동차시장이 경소

지난해 우리의 철강제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8.7%, 인도는
2.4%였다. 인도와 우리의 철강수출입
규모가 크지 않고, 인도가 현재의 생
산능력으로 보아 중국시장에서 우리
의 잠재적 경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
은 낮다. 따라서 중국 - 인도간 협력이
단기적으로 우리의 철강 제품 수출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요인은 약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모두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고급 철강제품과
판재류 시장에서 성장성이 높고, 특히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고급 철강제품
시장에서 우리에게 위협요인이 될 가
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는 철광석, 유연탄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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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료의 확보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포항제철이 인도에 대
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등 인도에
대한 원료개발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인도와의 협력
을 증진하고 FTA 등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제철원료 개발에 적극적으
로 나서게 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요인
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의 생산증가 3.4%를 훨씬 앞지를
전망이다.
따라서 두 나라가 자급능력을 확충
하고 수출 여력을 갖게 되는 시점에
서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업체들
로서는 중국과 인도시장에서의 급속
한 수출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
이 발생할 수도 있다.

4. 결 론
(4) 석유화학산업
중국과 인도간 협력 진전이 우리의
석유화학제품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
적으로는 역시 크지 않다. 지난해 중
국은 우리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에서
거의 절반에 달하는 46.4%를 차지했
으나, 인도는 2.8%에 불과했다. 중국
이 국내 공급부족으로 아직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이고 인도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
하면 두 나라 시장에서 우리 업체들
이 받을 타격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한국, 일본,
타이완 등과 함께 아시아 5대 석유화
학 강국이며 최근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생산능력을 크게 확충해
나가고 있어 두 나라간 협력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전
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2004)에 따
르면 향후 2008년까지 에틸렌 유도품
을 기준으로 중국의 생산이 연평균
9.2%, 인도가 3.8%씩 증가하여 세계

중국 - 인도간 경제협력이 우리 산
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대
체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의 주력시장인 중국시장에서 인
도 제품이 우리와 경합할 여지가 거
의 없고, 인도시장에서는 우리의 수출
이 미미해 중국과 경합할 여지가 별
로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해
외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현지
투자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들과 경쟁
할 여지도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두 나라 모
두 고도성장을 통해 각 산업의 경쟁
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어 우리 업체
들에도 심각한 도전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경쟁환
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FTA 추진 동향을 주시하면
서 최적의 생산기지 배치 및 판매전
략 구축을 새롭게 짜 나가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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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소니사는 2004년 9월 인
도 - 태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인도에서 오디오 및 TV 생산을
중단하고 태국 공장을 활용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기
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급변하고 있으
며, 우리 업체들도 이에 맞추어 발 빠
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