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6Xg?@@@f
7@@1g?@@@f
@@@@g?@@@f
?W2@(MI'@6X?e?@@@@@e
?7@@H??N@@1?e?@@@f
J@@5f3@@Le?@@@f
?W&@(YfV'@)X??@@@f
?7@@H?f?N@@1??@@@f
?3@5h3@5??@@@f
?V+YhV+Y??@@@f
?@@@f
?@@@@?hg
?@@@@?hg
?@@@@?hg
?@@@@?hg
?@@@@@@@@@@@@@@@f
?@@@@@@@@@@@@@@@f
?@@@@@@@@@@@@@@@f

O2@@6Kh@@@?e
W2@@@@@@6Xg@@@?e
?W&@@@@@@@@)K?f@@@?e
?7@@g@@@@@@@@@@@?e
?3@@L?e?J@@(Mf@@@?e
?N@@)KeO&@@H?f@@@?e
3@@@@@@@@5g@@@?e
V4@@@@@@0Yg@@@?e
I4@@0Mh@@@?e
@@@?e
?@@@6Kf?O2@@@f
?@@@@@@@@@@@@@@@f
?@@@@@@@@@@@@@@@f
?@@@@?g@@@@f
?@@@@@@@@@@@@@@@f
?@@@@@@@@@@@@@@@f
?@@@@@@@@@@@@@@@f

@@@?e
@@@@@@@@@@@?f@@@?e
@@@@@@@@@@@?f@@@?e
@@@@@@@@@@@?e
@@@@@@@@@@@?e
@@@@@@@@@@@?e
@@@?f@@@?e
@@@?f@@@?e
@@@?f@@@?e
@@@?f@@@?e
W2@@@@6Xh
?W&@@@@@@)X?g
?7@@@@@@@@1?g
?@@@@??@@@@?g
?@@@@??@@@@?g
?3@@@@@@@@5?g
?V4@@@@@@0Y?g

?@@@?@@@f
@@@@@@@@@??@@@?@@@f
@@@@@@@@@??@@@?@@@f
@@@@@?@@@@@@?@@@f
?J@@@@@W@@@@@@?@@@f

?7@@?@@@<??@@@?@@@f
J@@5?3@@L??@@@?@@@f
7@@H?N@@1??@@@?@@@f
?J@@5?e3@@L?@@@?@@@f
?7@@H?eN@@1?@@@?@@@f
J@@5f?3@@?@@@?@@@f
'@(Yf?V'@@@@@?@@@f
V+Y?gV+Y@@@?@@@f
?@@@?@@@f
?@@@?@@@f
?@@@?@@@f
?@@@?@@@f
?@@@?@@@f

?@@6K?g?O2@@?f
?@@@@@@@@@@@@@@@@?f
?@@@he@@@?f
?@@@@@@@@@@@@@@@@?f
?@@@@@@@@@@@@@@@@?f
?@@@@@@@@@@@@@@@@@f
?@@@@@@@@@@@@@@@@@f
@@@?he
@@@?e@@@?he
@@@?e@@@?he
@@@?e@@@?he
@@@?
@@@?
@@@@@@@@@@@@@@@@f
@@@@@@@@@@@@@@@@f

W26Xh@@@?e
7@@1h@@@?e
@@@@h@@@?e
?W2@(MI'@6T2@@@@@@@?e
?7@@H??N@@@<f@@@?e
J@@5f3@@Lf@@@?e
?W&@(YfV'@)X?e@@@?e
?7@@H?f?N@@1?e@@@?e
?3@5h3@5?e@@@?e
?V+YhV'Y?e@@@?e
?@@@@@@@@@@@@@@@f
?@@@@@@@@@@@@@@@f
?@@@@@@@@@@@@@@@f
@@@@f
@@@@f
@@@@f
@@@@f

한·인도 경협 현안과 정상외교 이후 과제
주 동 주
(부연구위원ㆍ국제산업협력실)
djjoo@kiet.re.kr

〈요

약〉

한국과 인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10. 4~6)을 통해 정상회담을 열
고 양자간“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의 구축을 선언했다. 이번 정상외교는
차세대 경제대국 BRICs의 일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적절한 시기에 협
력 기반 강화를 위한 초석을 구축했다는 데 일차적 의의가 있다.
두 나라간 교역규모는 2000~2003년간 연평균 20.9%로 빠르게 늘어나 41
억 달러에 달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2008년까지 이 규모를 100억 달
러로 늘릴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2004년 10월 현재 130
건, 6억 달러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기업들의 관심 증대로 빠르
게 늘어나고 있다. 양국간 경협의 최대 현안은 인도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무
역불균형 시정이며, 이 밖에 투자 유치, 반덤핑 등이 주요 관심 사안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외교에서 천명한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의 타
당성 조사를 위한 실무기구를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RICs를 중심으로 국내의 해외지역 연구에 대
한 예산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 수출확대를 추진하되 방
콕협정 양허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FTA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관심이 높은
양국간 IT산업의 협력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 밑그림이 요구된다.
인도는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환경이 불투명한 요소가 많은 저
개발 시장이므로 우리의 대인도 접근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대인도 정상외교의 성과와 의의
(1) 신흥시장 인도와 협력 기반 강화
한국과 인도는 지난 10월 4~6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열고 양자간 “장기
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의 구축을 선언
했다. 우리 입장에서 이번 정상외교
는, 인도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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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세대 경제대국 BRICs의 일원으
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구축했다는 데 일차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제2의 중국 부상 가능성
인도는 10억 인구와 실질구매력
(PPP) 기준 세계 4위의 경제규모를
지녔으며, 최근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어 향후 중국에 버금가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나라이다. 골드만 삭스는 인도경제가
향후 2020년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경제규모를 초월하고 2030년까
지는 독일, 일본의 경제규모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최근 무역과 해외투자
등 대외부문에서 중국 의존도가 과도
하게 높아져 China Risk에 대한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
도가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
랑카 등 서남아 지역의 중심국으로서
인근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해 오
고 있어 우리의 인도 진출은 서남아
권에 대한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된
다는 의미도 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한 나라로서 최근 우리의
성장엔진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

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
풍부한 자원보유국으로서 원자재 확
보를 위한 협력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역시 크다.
대통령의 인도 방문과 정상외교는
우리의 경협 파트너로서 인도가 지닌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기폭제
가 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현안
(1) 한·인도 교역규모 급속 증가
2003년 말 기준 우리의 대인도 교
역규모는 40억 8,500만 달러이며,
2000~2003년간 연평균 20.9%의 속
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2004년 들어
와서도 8월 말까지 수출이 22.0%, 수
입이 54.2%로 늘어나는 등 계속 빠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인도는
2004년 8월 말 현재 우리의 11위 수
출시장, 26위 수입시장이며, 전체 교
역규모로는 13위로 떠올랐다. 인도 입
장에서 보자면 한국은 2003년 기준
전체 수입규모에서 3.0%를 차지해 미
국, 중국 등에 이어 전체 9위의 수입
대상국가이다.
우리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산
업용 전자제품, 수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주요 수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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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인도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4. 1~8

200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산업용전자제품

889

290.0

544

-4.6

수송기계

689

234.7

438

-8.6

철강제품

133

28.0

185

118.1

석유화학제품

163

65.5

141

27.9

산업기계

110

38.8

111

85.9

전자부품
총수출

91

21.0

91

61.1

2,593

106.1

2,238

2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2>

대인도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농산물

150

-23.3

351

20.9

광물성연료

281

-13.5

227

7.6

섬유사

234

-2.7

217

41.7

철강제품

107

76.5

128

111.4

금속광물

128

51.1

105

51.6

정밀화학제품

101

-2.8

76

11.9

1,233

-1.3

1,284

54.2

총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은 농산물과 광물성 연료 등 1차산품
과 섬유사 등이다.

(2) 대인도 투자는 130건, 6억 달러
2004년 10월 중순 현재 우리의 대
인도 직접투자는 청산 등을 제외한
순투자 기준으로 130건, 5억 5,775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 총투자에 비해 건수면에서 0.6%,

금액면에서는 1.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주요 투자대상국인 중
국(1만 264건, 78억 달러), 미국
(3,873건, 98억 달러) 등에 비한다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들어와 빠르
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 중국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기업들이 대체시장으로
인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앞
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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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인도 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천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건수

3

7

7

9

10

19

130

금액

14,795

15,344

3,569

44,837

16,857

24,289

557,75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주 : 1) 2004년 통계는 10월 20일 현재.

(3) 무역 불균형 시정 요구
우리의 대인도 무역수지는 1993년
이후 줄곧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3년 흑자규모는 16억 달
러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
다. 인도 정부는 대한 무역적자를 양
국 관계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인
식해 이번 노무현 대통령 방문 중에
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특히 인도 정부로서는 1990년대 이
후 개방화 정책으로 수입이 폭증, 무
역수지 적자의 확대가 최대 경제 현
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 이 문제
의 시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는 172
억 달러로 GDP의 30% 수준에 달했
으며, 이 가운데 대한 적자가 전체 무
역적자의 9.3%를 차지했다.

(4) 투자 유치, 반덤핑 등도 주요
현안
인도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경제성
장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 유치에 지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POSCO의 제철공장 투자계획은 단일
사안으로 최대의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의 성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의 높은 법인
세와 관세 등, 투자환경의 개선이 관
심 사안이며, 상품 수출과 관련해 인
도의 잦은 반덤핑 규제도 개선 요망
사항이다. 또한 인도의 고속도로, 항
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
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정상외교 이후 과제
(1)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협정
을 위한 공동연구 그룹 설립
한·인도 양국은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협력 협정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동 그룹은 2005년 1월까지
발족하여 1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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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 되어 있는바, 이를 위한 실무기
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IMF
이후 연구기관들의 구조조정으로 경
제분야의 해외지역 연구 기능이 매우
축소되어 있는바, 이번 기회에 BRICs
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기능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2) 지속적 수출 확대와 통상마찰
회피
한·인도 양국은 2008년까지 두 나
라간 교역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
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2003년 말
41억 달러 수준인 교역규모가 이처럼
확대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이 연
평균 20% 이상씩 꾸준히 늘어나야

한·인도 정상회담의 경제 관련 주요 합의 사항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 정부, 의회, 정당 간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
- 양국 외교장관간 공동위원회와 아주국장회의의 중요성 강조
- 제3차 외교장관간 공동위원회를 이른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
○ 양국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의 타당성 검토
- 정부, 학계, 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 설립
- 동 그룹은 2005년 1월까지 발족하여 1년 이내에 보고서 제출
○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지속적 확대에 노력
- 2008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
- 인도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발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
- 인도 오릿사주의 POSCO 투자 등 철강산업 분야 협력 강화
○ 정부간 협의채널 및 협력 인프라 강화
- 2005년 주뭄바이 한국대사관 분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
- 한·인도 무역위원회 및 투자촉진협의회 활동 강화
- 세관상호지원협력 협정을 조속한 시기에 체결
- 항공 및 해운 연계 강화
○ IT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한국에 인도 소프트웨어 훈련센터 건립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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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이
러한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전망
이나, 인도의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역조 시정 요구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측으로서는 지역별, 계층별로
다중화되어 있는 인도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유망상품을 발굴해 지
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되 통상
마찰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
한 대응구매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콕협정과 GSTP에 따른
관세양허품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는 양국간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
는 POSCO의 투자 등에 대해서는 업
계의 입장을 반영해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도에 대해 투
자환경의 개선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IT산업 협력 확대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선진 기술을 과시하는 인도
와의 협력은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협력 분야로 관
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심
에도 불구하고 산업협력이라는 차원
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는 아직까
지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 이번

의 정상외교 합의사항에는 한국에 인
도 소프트웨어 훈련센터 건립을 장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
적인 밑그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의 소프트웨
어산업을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하드
웨어 기반이 취약한 인도에 적극적인
수출과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 무선통신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장비의 수요
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의
NASSCOM, NITT 등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와 우리의 협회, 교육기관들
간에 상호 제휴를 추진하고 협력분야
를 검토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신중한 접근 필요
최근 인도 경제가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아직 시장환경이
불투명한 측면도 많아 우리의 대인도
진출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인도는 1인당 소득이 아직
500달러 수준에 불과한 저개발 시장
이고 도로, 항만, 전력 등 각종 인프
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에 따라 인도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인프라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기존 진출 기업의 대다수가 인
프라 부족을 최대의 애로사항으로 지
적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
다.

–21–

정치적으로는 금년 5월 좌파와 연
합한 연립정부가 출범한 이후 개방
기조의 유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
고 민영화 계획 후퇴, 저소득층에 대
한 보호정책 강화 등 일정한 정책변
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시장환경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접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1970년대의 중동, 1980년대의 동남아,
1990년대 이후 중국진출에서 보여준
우리 기업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준
비없이 뛰어든 여러 기업들의 실패사
례와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인도시장
에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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