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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방산협력 촉진을 위한 발전과제1)

요

약

인도는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인도의 무기획득비는 125억 달러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나, 연간 획득비의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방산 수출 시장으로서 잠재
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인도의 무기체계 획득은 인도 경제발전 정책의 핵심인 ‘Make in India’ 정책에 따
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수입대체를 강조하여 2016년 국방획득정책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인도 내에서 설계, 개발, 제조된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는 ‘Buy Indian-IDDM’ 획득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앞으로 인도 방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현지화 방
안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방산 수출의 마중물 역할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현지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이전 수출 시 기술료 제도의 개선, 핵심부품 국산화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1) 본고는 김미정·안영수(2019), 「인도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산업연구원)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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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방산 수출 수주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방산 수출 유망국가를

도무기, 방호체계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협력 방
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범정부적인 수출촉진

인도 모디 정부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방식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을

도 모디노믹스의 핵심인 ‘Make in India’ 정책을 적

추진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 중 하나인 인

용하여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해서 운용하기보다

도는 세계 3위의 병력을 보유하고 대규모 국방비

는 모든 무기체계 획득 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명

를 지출하는 군사 대국이자, 최근 10년 누계기준

시하는 등 국산화에 의한 수입대체 정책을 강화하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방산 수출 가능성이

고 있다. 이 같은 국산화 정책을 통해 자국 방산기

매우 큰 국가이다.

업 육성, 기술력 강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효과

인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 중 하

도 도모코자 한다.

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로 2015년 양

이에 따라 세계 최대 방산 수출 유망국가로 부

국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도 국방획득 정책과 방산시장 구조를 정확히 이

방위산업 분야는 2017년 K-9 자주포 수출에 성공

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동 시장에

하면서 상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 함정, 유

적합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인도 방산시장 구조
(1) 군사력 및 국방예산

국방비 증가의 배경에는 인도의 빠른 경제 성장
과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강화, 역내 안보 구도

인도의 군사력은 현역 128만명으로 세계 3위

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

의 병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예비군 및 준

된다. 국방비 중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조달 비

군사조직을 포함할 경우 약 360만명에 이르는 세

용은 128억 달러로 국방비의 약 19% 수준으로 나

계인 군사 대국이다. 인도는 대규모 병력 운용을

타났다. 이는 중국과의 인도양 제해권 경쟁과 파

위하여 2018년 기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높은

키스탄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자국의 노후화

666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

된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으며, 이는 인도 GDP의 2.4% 수준이다. 이러한

추정된다.

2 0 2 0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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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도의 국방비 지출 중 무기획득비 비중(2018)
연구개발비,
28, 4%
무기획득비,
125, 19%

단위 : 억 달러

666억 달러
(100%)

전력운영비 등,
513, 77%

자료 : IHS Jane’s, IHS Markit “India”, 2019.05 및 SIRPI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업연구원 추정.

<표 1> 인도의 국방 및 획득예산 전망(2019~2023)
단위 : 억 달러,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2019~2023)

국방예산(A)

658

683

720

770

817

5.6

획득예산(B)

127.4

134.3

143.5

154.9

165.6

6.8

B/A(%)

19.4

19.7

19.9

20.1

20.3

-

자료 : IHS Jane’s, IHS Markit “India”, 2019.05 및 SIPRI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업연구원 추정.
주 : 연구개발비 제외.

현재와 같은 대규모 국방비 지출은 앞으로도

체계를 개발·생산하는 정부·군 주도의 생산체제

지속되어 2023년 인도의 국방비는 800억 달러를

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국방부 방산실 산하 9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무기 획득예산도 약 166

개 국영방산기업(Defence Public Sector Under-

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인도 각 군이 보

takings, PSU)2)과 41개 병기공장(Ordnance Facto-

유한 무기체계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구소련제 위

ries, OF)이 자국 생산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

주로 운용되고 있어, 향후 노후장비에 대한 대체

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군 주도의 독점형태

수요와 함께, 영해·영공 방어를 위한 첨단무기 체

로 각종 무기체계를 오랫동안 개발·생산한 결과

계를 중심으로 획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는 기술혁신 저해와 더불어 만연한 납기지연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높은 사업 비용과 경쟁력 저하

(2) 인도 방위산업 시장구조와 주요 특징

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도 정부는 자국

인도의 제조업은 노동 집약산업 중심으로 성

내 민간 기업과 해외 방산 기업의 자국 방산시장

장하여 첨단기술과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방위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국영 방산기업과 국내외

산업이 상대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
다. 그동안 인도의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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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L(항공), 전자, 미사일류(BEL, BDL), 기동(BEML), 소재부품(MIDHANI), 함정(MDL, GRSE, GSL, HSL) 총 9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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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도의 방위산업 생산구조(2012~2017년 누계기준)

수입
66%

민간기업
30%

국내생산
34%

국영방산
기업
70%

자료 : 해외출장 인터뷰결과를 기초로 KIET 작성.

민간·방산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의 전반적인 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인도 방위산업 내에

조업 및 방위산업 생산역량은 취약하여 다수의 부

는 국영 방산기업을 비롯하여 1만개 이상의 중소

품이 결합된 체계종합 및 첨단무기 체계는 대부분

3)

중견기업과 10여 개 의 인도 민간 대기업이 신규
진입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PRI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10년 누계기

또한, 민간기업의 방산시장 참여에 따라 국영

준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이며, 최근 5년 누계치

방산기업들도 글로벌 방산기업과 협력하여 자

로는 2위로 나타났다. 인도 모디 정부의 강력한 국

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

산화 정책으로 완제품의 직도입보다는 인도 자체

의 HAL사는 러시아 헬리콥터사(Russia Helicop-

내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입 규모가 다소 감소

ter Ltd)와의 Joint Venture로 Multi-role Transport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무기체계 수

Aircraft Ltd를 신설하여 인도 정부의 헬기사업 수

요의 6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형

주에 참여 중이고, 인도 병기공장(OF)은 러시아

성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까지도 무기 수입의 약

Kalashnikov사와 Joint Venture로 자동소총사업

70%는 러시아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인도 방산시

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

그뿐만 아니라 인도 국방부는 국영 방산기업에

타났다. 러시아 일변도의 무기체계는 서방 무기체

대한 민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

계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성능과 유지 부품 조달의

년부터 Mazagon Dock 조선소를 비롯하여 GRSE,

어려움 그리고 높은 운영유지비용 등 운용 측면에

BDL, MDN 등 4개 국영 방산기업에 대한 정부지

서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인도 정부는

분을 매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공개를 통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 HAL사 정부지분의 10%를 매각하여 민영화를

인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정

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자국의 방산역량
을 높이고자 최근 들어 미국 및 서유럽(영국, 프

3) Tata Advanced systems Ltd(항공), Larsen&Toubro(화력), Mahindra
Defence(기동 및 함정), Adani Defence&Aerospace(항공유도), Reliance
Defence and Engineering(항공 및 함정) 등이 대표 기업이다.

랑스), 이스라엘 등 서방국가와의 방산협력을 강
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비

2 0 2 0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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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도의 무기 수입 비중(2012~2017년 누계기준)

기타
30%

국내생산
34%

러시아
70%

수입
66%

자료 : 해외출장 인터뷰결과를 기초로 KIET 작성.

<표 2> 인도의 최근 10년간 주요 무기수입 현황(2009~2018)
단위 : 대

장비명

구매국

수량

비고

2009

Heron 2 무인기

이스라엘

16

2010

MiG-29K전투기
Hawk 훈련기

러시아
영국

36
13

2011

harop 무인기
MI-17헬기
An-32RE수송기

이스라엘
러시아
러시아

N.A
124
40

2012

P-8초계기

미국

8

2013

PC-7기본훈련기
C-17A수송기

스위스
미국

75
10

2015

AH-64D헬기
CH-47헬기

미국

22
15

2016

RAFALE전투기

프랑스

36

2017

155mm M777자주포
K-9자주포

미국
한국

120
100

7억 5,000만 달러

2018

S-400 방공체계

러시아

5

55억 달러

30억 달러

자료 : IHS Jane’s리포트를 기준으로 산업연구원 작성.

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미

대파키스탄/아프간 문제 등과 결부되어 미국과의

국과의 원자력 협정 타결, UN 상임이사국 진출,

우호적 관계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3. 인도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은 국방획득정책

연계되어 있다. DPP는 인도의 국방획득 관련 절

(DPP, Defence Procurement Policy)과 밀접하게

차, 체계, 절충교역 제도를 종합하여 발간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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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로 2002년에 최초로 수립되어,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되었다.

한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2~3순위의 획득 방안 또한 인도 기업이 주계약

2016년에는 ‘Make in India4)’ 개념을 국방획득

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 방

정책에도 적용하여 DPP-2016을 새롭게 개정하였

산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인도 기업과의

으며, 핵심은 인도의 국방획득사업에 참여하고자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는 경우, 일정 비중 이상의 생산이 인도 내에서

2019년 인도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외국기업이

간(2015~2018) 국방부가 체결한 210개 국방획득

인도 방산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형태

사업 중 135개 계약이 인도 기업을 주계약자로 하

로든 인도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여 체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담아 DPP-2016에

그 밖에도 DPP-2016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서는 인도 내에서 설계, 개발, 제조된 제품을 구매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개선도 담겨있다.

하는 Buy Indian-IDDM(Buy Indian- Indigenously

방위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상한선을 기존

Designed, Developed and Manufactured) 획득

의 26%에서 49%로 대폭 확대하고, 49% 이하의 투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방식은 제품가의

자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이 없이도 투자할 수 있

40%를 인도에서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도록 하였다. 또한, 50%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

무기체계를 획득 방안으로, 인도 국방부의 최우

해서도 정부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선 획득 방식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공

대외 개방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더불어 해외방

동개발, 생산, 라이선스 생산, 기술 이전 등 다양

산기업의 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제개혁 등을 통해 인도 산업 내 제조업 비중을
15% 수준에서 25％ 수준까지 높이고 중국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허브
로 성장하는 정책 목표

방산투자지원사무소(Defence Investor Cell)를 설
치하여 투자 관련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3> 인도 DDP-2016의 주요 획득 방식 및 우선순위
우선순위
1
Buy
(구매)

Buy &
Make
(구매 및
개발)

내용
- 제품가의 40%를 인도 자체 설계, 개발, 생산된 제품을 구매
Buy Indian -IDDM
- 또는 인도 생산품(Indigenous contents) 비중이 60% 이상인 품목

2

Buy(Indian)

- 인도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 제품가의 40% 이상 인도산 구성품 사용 필수

5

Buy(Global)

- 외국기업만 참여 가능 (주로 하이테크 제품)

3

- 인도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
Buy & Make(Indian) - 기술 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형태
- 가격 기준 인도산 구성품 50% 이상 반영

4

Buy & Make

- 면허생산 또는 국내에서의 국산화 생산이 후속되는 외국 입찰업체
로부터의 구매를 의미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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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인도 방산협력 현황과 발전과제
(1) 협력 현황

업이 인도 기업을 주계약자로 내세워 Buy IndianIDDM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

한국과 인도의 방위산업 협력은 2005년 방산군

는 점이다. 총 계약 규모인 자주포 100문 중 10문

수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만 한국에서 생산하여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나

약 1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머지 90문은 인도 현지에서 조립하도록 하여 최종

계약에 성공한 사례는 2017년 K-9 자주포 사업 1

적으로 부품의 5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조립하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

는 방식으로 IDDM 요건을 충족시켰다.

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풀이된다.

인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소련제 노후

첫째, 경쟁 기종인 러시아 제품 대비 운용상의 강

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현대화 의지가 높고, 이에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K-9 자주포는 러시아제 대

따라 국내 생산기술이 성숙한 방산제품군에 대해

비 성능이 우수한 데다 인도가 사용 중인 탄약에

서는 모든 부분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맞게 성능개량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보할 수 있었다.

함정 분야를 포함하여 방공체계, 항공기, 기동, 미

둘째, 최초에 인도 국방부는 Buy Global 형태로

사일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인도 현지화 전략으로

해외 직도입 방식의 사업을 제안했으나, 국내 기

접근하여 제안한다면 향후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표 4> 한-인도 방산협력 가능 분야와 추진전략
무기체계명

주요 내용

군수지원함

- 한국과의 협력 희망(현대중공업-Hindustan MOU)
- 현지 건조방안 등 협력 필요

함정
소해함
비호복합

- 한화디펜스-LIG넥스원 입찰 참여, 시험평가 통과
- 러시아 견제로 사업 지연 중, 현지 부품생산 방안 모색 필요

KT-1훈련기

- 노후 기본훈련기 교체 수요 존재
- HTT-40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다양한 현지화 전략 접근 필요

방호

항공

LAH

- 인도의 소형 기동헬기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규 플랫폼 개발 또는 LAH급 개조개발
등 현지화 방안 고려 필요

수리온

- 해군용 다목적 헬기도입과 연계하여 수리온 플랫폼 기반의 개조개발 및 현지화 제안 필요

기동

K-2 전차

미사일

현궁

자료 : 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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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고아조선소-국내 K조선소 협력 추진되었으나 중단
- 현지 건조방안 등 이견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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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전차 자체개발 희망
- 핵심기술 중심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 대전차·대장갑차 미사일 도입 희망
- 타국가 현지화 사례를 참고하여 협력방안 제안 필요

산 업 경 제 분 석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부 차원

우리 방산기업 및 정부의 對인도 방산수출은

의 세일즈 외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중·후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오던 수출전

인도 모디 총리는 국익 지향형 비즈니스 마인드

략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만 성공 가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

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출 속도도 높일 수 있

례는 ‘인도~프랑스 간의 라팔 전투기 도입사례5)’

다. 현지 출장에 의한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인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 정부가 선호하는 ‘Buy Indian-IDDM’ 방식의 경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특별전략

우, 계약까지의 기간이 3~5년 소요되는 데 비해,

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양국이

해외로부터 직도입하는 방식인 ‘Buy Global’은 10

윈-윈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성공

각종 무기체계의 공동개발, 현지 생산 및 제3국 수

결과도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인도

출 등 인도 정부의 무기체계 수입대체 정책에 부

정부는 타국가와는 달리 방위산업에 대한 외국인

응한 매력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는 우

투자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점에서 현지화 촉

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발전 모델에 깊은 관심과

진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인도는 무기획득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

으므로,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 방위산업과 한국

이나 연간 획득비의 6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방위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있으며, 전 세계 2위 수입국에 해당할 만큼 무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시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기업의 현지화 촉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인도의 방산 수

진을 통한 인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출 협력 사례는 K-9 자주포 1건에 불과한 실정이

이 필요하다. 먼저 인도의 경우 기술 보유국과의

다. 이렇듯 국내 방산기업의 인도 수출이 부진했

합작투자 등 현지화 방식에 의한 조달을 희망하고

던 까닭은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에 따른 획

있으므로, 기술이전 방식에 의한 수출 시 기술료

득정책과 복잡한 획득절차, 인도 방산 부문의 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술이전 방식에

진적인 비즈니스 문화, 국내 방산 제품의 경쟁력

의한 방산 수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30~45%까지

약화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등이

기술료를 징수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방산 제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19년 7월 방위사업청은 수출 촉진을 위해

(2) 발전과제

서 2021년 말까지 모든 기술료를 면제하는 정책
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시적인 면제

대인도 수출을 단기간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사업별로 인도의 국방획득정책에 부합하는

5)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후 약 8년을 끌어오던 프랑스 라팔전투기 직도
입 사업이 2회의 양국 정상회담으로 18개월만에 계약이 성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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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는 국내 기업들이 대인도 수출 마케팅을 일

유는 핵심부품의 상당 부분을 미국 등 선진국으

관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의 대부

따라서 대인도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제품

분은 해당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Export License)

기술료를 포함한 기술이전 방식의 기술료율 면제

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수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출가격의 40~60% 이상의 현지화 요건을 만족시

또한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Make in India’의

키기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 전략을 조속히 수립

최우선 구매 조건인 ‘Buy Indian-IDDM’ 방식에 의

하여 국내 완제품 생산 체계종합 기업들이 다양

한 현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을 포함

한 방식의 현지화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

한 부품 국산화가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방산

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부

물자의 국산화율에는 인건비, 경비 등 부가가치

품 중소기업들의 육성과 수출 촉진을 통한 경쟁

항목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장비 국

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

산화율이 69.8%(20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이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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