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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인도경제의 활력에 주목하여 인도 진출에 적극적
- 인도, 인구보너스에 의한 성장력 확대로 거대한 소비시장화 인도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세계은행은 인도

주(274개사), 타밀나드주(225사), 마하라슈트라

의 경제성장률이 작년 7.3%에서 올해 7.9%, 내

주(207사), 델리주(136사) 등에 집중적으로 진출

년 7.9%, 2017년 7.9%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주로 마

망하고 있다. 인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루치스즈키를 비롯한 자동차산업이 선행하였으

인구이다. 특히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 인

며 점차 관련 부품업체들의 동반진출로 이어지

구(15~64세)가 2045년까지 계속 증가(인구 보너

고 있다.

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뛰어난 이공계 인

일본 기업들은 인도시장의 중간층 수요에 맞춘

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IT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품개발로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시장개척에 적

보유하고 있다.

극 나서고 있다. 파나소닉은 일본에서는 철수한

인도는 모디 총리가 ‘Make in India’를 표방하

스마트폰 사업을 인도에서 성공시켰다. 에어컨과

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진흥에 총

DVD 플레이어도 인도인의 취향에 맞게 변화시켜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외

성공을 거두었다. 마루치스즈키는 연간 130만대

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의 유치에 힘쓰고 있다.

를 생산하는 하리야마 2공장의 생산능력이 풀가

인도는 작년 10월 일본전문 창구로서 ‘재팬 플러

동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2017년 중반을 목표로

스’를 설치하였다. ‘재팬 플러스’의 역할은 일본

구자라트주에 새로운 자동차공장을 건설 중이다.

기업 지원, 투자환경 개선, 전략 분야에서의 협

동사는 소형차 위주에서 점차 고급차 세그멘트 공

력 촉진이다.

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고객에 대한
A/S의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지 인도인 종업

일본은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원을 연간 수십명씩 일본에 연수시키는 등 인적교

힘입어 제조업 위주로 적극적 투자

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제

일본 기업들도 인도의 성장잠재력에 주목, 인

도 산적해 있다.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 복

도 진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국제협력

잡한 세금체계,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은행의 조사(2014년)에 따르면 일본 제조기업들

노무관리, 생활환경의 불편 등도 여전히 존재

은 인도네시아나 중국을 제치고 향후 3년 동안 가

한다.

장 투자유망한 국가로 인도를 지목하였다. 일본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15.10.27.

제조기업들은 2014년 10월 현재 주로 하리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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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차 5개년 규획의 윤곽 드러나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베

전략이 내수·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정부
가 중고속 성장을 용인하는 데 기인한다.

이징에서 개최되었다. 5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발

(2016~2020년)간,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되는

표하였다.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 수준을 독일,

13차 5개년 규획(13·5규획)을 사실상 결정하는

일본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향후 30년간 3단계 전

자리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앙정치국 업무의

략을 통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

대중앙위원회 보고가 있었고, 13차 5개년 규획

명하였다. 13·5규획에는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

건의안(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

된 10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마련

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이 제시되어 통과
되었다.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성장 전략인 내수·소비 시장 확대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5년이 ‘두 개의 백년

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화율을 제고시켜 주민의 소

(两个一百年)’ 목표 중, 2020년까지 전면적인

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부터 본

소강(小康, 중산층)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시

격적으로 추진한 신형 도시화 정책 이후, 중국 각

기임을 강조하였다. 두 개의 백년은 덩샤오핑이

지역에는 도시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농

처음 제시한 장기목표로 공산당 창립 100주년

촌인구 규모가 도시인구보다 많은 서부 지역에서

인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신중국 건설 100주

도 도시화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CCTV는 호

년인 2049년까지 대동(大同)사회를 실현하겠다

적인구의 도시화율을 2014년 37%에서 2020년에

는 목표이다.

는 45%까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2년,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금번 5중전회에서는 ‘발전’이 90여 차례 등장하

도농 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

였고 5개항(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동향유)

표를 설정하였고, 금번 13·5규획에서 재차 강조되

의 발전이념을 발표하는 등 발전은 향후 5년간의

었다. 이를 위해 중고속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발전의 성과를

산업구조를 중고급 단계로 제고시키고, 호적인구

공동으로 향유하여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의 도시화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12·5규획에서는

다. 이를 위해 두 자녀 출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시

성장 목표를 7.0%으로 제시하였으나, 13·5규획에

행할 계획이다.

는 6.5%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자료 : 중국국무원, CCTV, 申万宏源研究 외

성장률 목표치가 하락한 것은 성장 12·5규획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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