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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중국과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이

끌어 왔다. 외 부문에서도 서비스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반면 상품수지에서 적자를

이어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또 FDI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 중국과 달리

FDI의 견인력이 미비하다는 것도 인도 경제구조의 특성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서비스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결 과제인 전력과 도로망을 비롯

한 인프라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어, 인도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으

로 재편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인도의경제구조

어떻게변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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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통사람’위한경제정책유지할것
성장과분배균형맞추는노력계속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사는 무슬림

인 묵따르 알람은 요즘만 같으면 살맛 난다

고 한다. 예전에는 모든 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자신

들을 이용할 뿐 자신들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걱정

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는데 UPA정부가 연속해서 정

권을 잡으면서 무슬림들도 이 땅의 민중이라고 느

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반 서민들, 특

히 무슬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UPA 정부가‘보통사람(암 아드

미∙am admi)’을 위한 경제정책, 이른바‘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안 발표 이후 일

부 사람들은 인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

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소득자세금감면, 내수진작위한고육책

인도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의 지출로 유지해왔던 성장 동

력을 민간소비로 이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2010년

(FY) 예산안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폭 삭감해

주었다. 사실 2008년과 2009년, 세계적인 경기 불

황 속에서도 인도 경제는 6.7%와 7.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 적으로 세계 경기 불황으로부터 자유

로운 면모를 보 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도 경제의

성장이 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세계 경기 불황기에 인도 시장에는 많은 돈

이 풀렸다. 인도 정부의 경기부양자금 2조 루피 이

상이 시장에 풀렸고, 제6차 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앙정부 공무원 150만 명의 임금 인상분인 2천억

루피도 시중에 풀렸다. 이런 막 한 여유 자금이 내

수를 뒷받침하는 주요 원천이 되어 6~7%라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자금은 자연히 물가를 자극

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인도 정부는 조기에

출구전략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세계 다

수 국가들이 출구전략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

했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

가 가중되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인도 정부

는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면서 성장

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고소득자들의 세금

을 감면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려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공산계열 정당

들이 이러한 비판의 선도에 섰다. 이들은 현 UPA

UPA 1기 정부 때부터 현 UPA 2기 정부까지 보건과 가족 분야 예산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된 인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설득력이 약하다.



292010. 5. Chindia Journal 

인도의경제구조어떻게변화하나

29

정부가 과거 국 마가렛 처 총리의 경제발전전

략을 답습하며,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의 이익을

저버리고 고소득층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연소득 30만 루

피 이상의 고소득자의 직접세를 삭감하면서 연소득

이 2만 루피 이하인 세 어부들이 쓰는 디젤가격

을 인상하는 것이 어떻게 암 아드미 정책이냐고 반

문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삭감도 비판 상이다.

인도 정부는 식료품, 유류, 비료에 한 보조금을

전년보다 12% 삭감했다. 공공분배 시스템에 한

보조금은 250억 루피나 삭감되었고, 비료 보조금

예산은 전년보다 300억 루피가 깎 다. 이에 해

인도 정부는 직접 보조금은 줄이고 국가농촌고용프

로그램(전년보다 2.6% 인상)과 같은 간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분배정책흔들림없다

2010년 예산안에서 일부 불가피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한 예로 전통적으로 가장 착취와 억압을 많이

받아왔던 달리트(Dalits∙이른바 불가촉천민)에게

4,500억 루피의 예산을 배당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는 전년보다 80% 증액된 예산이다. 무슬림에 한

예산도 증액해, 전년보다 60% 인상한 2,500억 루

피를 배당했다. 더 나아가 여성과 어린이들의 복지

예산도 전년보다 28.4% 증액했다. 

전체적으로 UPA 1기 정부 때부터 현 UPA 2기

정부까지 보건과 가족 분야 예산 지출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된 인도 정

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설득력이 약하다.

현 인도 UPA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

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인도 국민자문회의

(NAC)의 의장을 소냐 간디가 다시 맡은 데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3월 29일 소냐 간디는 약 4년 만

에 다시 NAC 의장직을 맡았는데, 집권당 총재가 장

관급인 NAC 의장직을 겸직하게 됨으로써 암 아드

미를 위한 경제정책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

다. 이에 한 예견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

되어 왔다(2009년 6월 <친디아 저널> 참조). 

소냐 간디가 전통적 지지 기반, 특히 우타르프라

데시(UP)와 비하르 같은 북인도지역의 지지 기반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 아드미 정책 외에는 별

다른 안이 없다. 이들 지역의 무슬림과 달리트는

전통적으로 인도국민의회(INC(I))의 지지 세력이었

다. 하지만 1980년 중후반부터 이들이 이탈하기 시

작하면서 INC(I)도 함께 쇠퇴했다. 

결국 INC(I)는 1996년 이후 연방정부를 단독으로

집권하는 데 실패했고 아직도 과거의 광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냐 간디 가문(네루 가문) 입장에서

도 인도 정치 1번지인 UP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네루,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소냐 간디, 라훌

간디로 이어지는 네루 가문 출신 정치인 모두의 지

역구가 바로 UP 지역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냐 간

디의 아들 라훌 간디가 차기 총리에 당선되기 위해

서는 암 아드미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는 앞서 설명한 달리트와 무슬림에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GDP 비 보건 및 가족복지 분야 지출 현황 (단위: %)

회계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앙정부 0.26 0.27 0.28 0.29 0.33 0.35 0.36

중앙+주정부 0.85 0.88 0.90 0.88 1.02 1.06 -

주: 회계연도 기준

자료: Frontline,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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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 증액에서도 잘 나타난다. UP 지역은 인도

에서 달리트와 무슬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NAC는 2004년 6월 4일 UPA 1기 정부 때 설립

되었다. NAC의 주된 목적은 UPA 정부의 국가공동

최소프로그램(NCMP)의 이행을 감시∙검토∙조정

하는 것이다. NAC는 또한 서민 복지를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UPA 1기 기간에

NAC는 국가농촌고용프로그램과 같은 중요 복지 정

책에 깊이 관여했다. 물론 일각에서 NAC가 초헌법

적 기구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NAC는 연방정

부의 내각과 경제기획위원회와는 별도로 정부 정책

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

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NAC의 의장을 집권당 총재인 소냐 간디가 맡

게 되면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한 NAC의

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에게와닿는분배가관건

그러나 정책 기조의 확실성에

도 불구하고 정책의 혜택이 직접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예산 분배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 정부 지원

예산의 10%만 수혜자에게 전달

되고 나머지는 중간 매개자나 정

치인의 손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진정

한 암 아드미 정책을 위해서는

복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

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득실에 좌

우되는 선심성 예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집단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 정치집단들 간의

합의 없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혜택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에는 아직

도 하루 3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실조와 굶주림 때문에 사망하는 어린이만 1년

에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

경제개혁의 최고 수혜주 중의 하나인 마하라슈트

라주에서만 매년 4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양실

조로 사망한다. 이러한 현실은 총리인 만모한 싱

이 말하듯‘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제

로 된 분배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때

이다.

김 찬 완
한국외국어 학교 국제지역 학원 교수

서민 복지를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정부정책에 간여하는 NAC의 의장을 겸직하게 된 집권당 인도

국민의회의 총재인 소냐 간디

ⓒ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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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비스업중심성장이어가나
정부, ‘서비스업중심성장’의한계인정

지난 2008년 9월 발생한 로벌 경기급랭의

유탄을 맞은 인도 경제는 2008년(이하

FY) 6.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선진국에 비

해서는 양호한 성적이지만 전년도 성장률인 9.2%

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것이다. 농업 생산이 나빠

농업부문 성장률이 4.7%에서 1.6%로, 제조업 성장

률 역시 10.3%에서 3.2%로 급락했다. 반면 서비스

업 성장률은 10.5%에서 9.8%로 소폭 낮아진 데 그

쳤다. 인도 GDP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도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인도 GDP에서 제조업

이차지하는비중은16.2%인데반해서비스업비중

은 54.8%에 이른다. 1인당 GDP가 이제 막 1천 달러

를 돌파한 인도의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제조업 비

중이 낮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비스업 비중이

50% 이상이라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비교해 보면 더욱 더 그렇다. 중국의 경우,

같은 기간 1인당 GDP가 3,300달러를 돌파했지만

서비스업비중은약42% 정도로인도보다낮다. 

서비스업이압도하는배경

인도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인도 경제만의 특징

일까? 이러한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은 계속될까?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보다

인도 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 의문은 이어진다. 경

제 문제가 부분 그렇듯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먼저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은 인도만의 특

징이 아닌 것 같다. 인근 남아시아 국가 즉, 방 라

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50% 이상이다. 아르헨티나, 볼리

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

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

으며, 비공식 부문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

부문(unorganized sector)이란 공식 기업 부문에

속하지 않는 개인 소매업∙자 업 등을 말한다. 단

정지을 수 없지만 식민지 경험과 비공식 부문의 만

연이라는 공통점이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빨

리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가설들

중에 소위 수요편향가설(demand bias hypoth

esis)이라는 것이 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품 수

요보다는 서비스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해 산업구조

가 서비스업으로 바뀐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제

서비스업 주도의 경제 성장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것은 인도 경제에 이로운 것일까? 결론적으로, 서비

스업 주도의 경제 성장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 경제에 이롭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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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높아져 마침내 제조업 비중

을 압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전통적

인 가설이지만 이 가설은 인도에 적용하기가 곤란

하다.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제조업 비

중이 서비스업 비중을 단 한 번도 압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생산성낮은서비스업중심으로성장

또 다른 가설 중의 하나가 생산성편향가설(pro

ductivity bias hypothesis)이다. 이 가설을 주창한

보몰(Baumol)은 기본적으로 산업을 두 부문, 즉 생

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문과 단절적으로 증

가하는 두 부문으로 나누었다. 그는 제조업이 전자

에, 서비스업은 후자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업의 생산성이 정체하거나, 개선되더라도 매우 단

절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서비스업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핵심 투입 요소는

노동이며, 서비스업의 생산량은 노동의 양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가 든 유명한 예가 바로 호른 5중

주다. 호른 5중주는 노동의 양이 5명, 10명 단위로

늘지 않으면 연주 자체를 할 수 없다. 즉, 서비스 자

체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철저히 단절적으로 향상되는, 그래서 제조업보다

항상 생산성이 뒤처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한 나라의 생산량이 제조업 부문이나 서

비스업 부문에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면 자연스럽

게 제조업 부문보다 서비스업 부문으로 더 많은 노

동력이 투입된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 생산을 제조업 부문 생산과 부

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이 서비스업에 투

입되고, 이것 때문에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

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산업구

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행되면 경제 전체의 생

산성이 점차 떨어지는 소위 보몰의 병폐(Baumol’s

diseases)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설은

인도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인

도의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 부문이 약

35%, 공공 및 개인 서비스 부문이 27%를 차지한

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성이 특히 낮은 이 두

서비스업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체 서비스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 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금융, 보험,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약 25%, 운수 보관, 통신 서비스업은 약 12%로 역

시 지난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인도의 경우 생산성이 상 적으로 낮

은 서비스업 부문이 처음부터 비 했고, 이들 부문

의 생산성 정체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정량의 생산

증 를 유지하려고 노동 투입이 계속되어 1980년

까지 서비스업 성장률은 높았지만 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낮은 소위 3~4%의 힌디 성장률이 불가피

하지 않았을까. 제법 그럴 듯하다. 실제로 인도 인

구의 약 60%가 농업에, 약 16%는 제조업을 포함한

공업에, 약 24%는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다. 하지

만 결정적인 부문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보몰의 가

설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

서 서비스화가 진전된다는 가설이다. 그래서 충분

한 공업화의 과정을 거친 선진국에 적용되는 가설

이다. 인도는 역사상 한 번도 공업이나 제조업의 고

용 비중이 서비스업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다. 

일반적원인보다인도의특수성커

또 다른 가설 중의 하나가 중간재로서의 수요증

가가설이다. 이것은 가장 현 적인 가설로서 서비

스의 역할 자체를 기존 가설처럼 최종재로 국한하

지 않고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강조한다. 제

조업 등이 생산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각

종 서비스를 외주화하고 이런 가운데 비즈니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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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마케팅, 광고,

연구개발, 디자인 등이 하나의 중간 투입재로 사용

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화는 물론 서비스 생산

을 더욱 촉진한다는 가설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역 확 로 선진국에서 서비스업 비중

이 높아진다는 가설, 컴퓨터 휴 폰 등 각종 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관련된 서비스업이 급성장한다는

가설,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서비스

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가설 등이 있지만 인도에 딱

적용되는 가설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인도 경제가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가설들과

함께 인도의 특수성, 즉 제조업 성장의 정체, 경제

정책 및 규제, 식민지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정부, 제조업육성에안간힘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업 주도의 경제 성장은 언

제까지 계속될까, 이것은 인도 경제에 이로운 것일

까? 결론적으로, 서비스업 주도의 경제 성장은 당분

간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 경제에 이

롭지는 않은 것 같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보다 산업의 전후

방효과가 훨씬 크다. 인도 IT서비스 회사의 1억 원

어치 매출보다는 인도 자동차 회사의 1억 원어치 매

출이 훨씬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 그런

데 공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이 활성화되려면 인프

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 전력 공급이 부족하

고 원자재나 제품 이동에 필요한 도로나 항만시설

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조업의 활성화를 기 하기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인도 정부도 인프라 개발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이미 11차 5개년 계획

(2007~2011년)에 인프라 부문 투자에 10차 계획때

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약 5천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최근 싱 총리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12차

계획에 이를 1조 달러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다

른 전망기관들도 인도가 규모 투자가 필요한 공

업 및 제조업 위주로 성장하기에는 당장 한계가 있

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해고 및 직장 폐쇄

등이 어려운 점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인도가 상당

기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생각보다 앞당겨

실현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 개발

에 정책을 집중하는 한편 2004년부터 제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조직했다. 또한 중국

제조업 급성장의 발판이 된 경제특구(SEZ) 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제조업 성장률이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면서 서

비스업 성장률을 바짝 뒤쫓고 있다. 전력 공급이 안

정적으로 되고 효율적인 물류 환경이 조성될 즈음

인도 제조업은 서비스업을 압도하여 성장할 것이

다. 농업 부문에 거의 반실업 상태로 묶여 있는

다수 인도 인구도 이때 즈음에는 상당 부분 제조업

으로 이동해 있을 것이다.

조 충 제
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

인도의경제구조어떻게변화하나

�인도산업별성장률추이(5년간이동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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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의경제성장견인력커질까
제조업투자늘면 향가시화될것

20
05년 말에 인도의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경제

발전에 막 한 향을 준 것처럼 인도에서도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장관

을 비롯한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FDI가 더 많이

유입될수록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 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인들의 기 와는 달리 경제학

자들은 인도에서 FDI가 경제 성장에 뚜렷하게 기여

해 왔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도, FDI의경제성장견인력미미

인도는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1년에 개

혁개방 정책을 단행했다. 1992년에 외국 기업의 지

분 보유 한도를 51%까지 상향 조정한 후 FDI 규제

를 계속 완화해 왔다. 현재는 다수 업종에서 자동

승인제도를 통해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해졌으며,

멀티 브랜드 유통업, 원자력 에너지, 복권 및 도박

등 극히 일부 산업에서만 FDI가 금지되고 있다. 그

러나 FDI가 인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인도에서는 FDI

유입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기보다 경제성장률이 높

을수록 FDI 유입액이 증가해 왔다고 주장한다. 경제

학자들이 인도에서 FDI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향

력이 적은 이유로 꼽는 것은 ▲적은 FDI 유입액 ▲

특정 지역에 편중 ▲특정 산업에 편중 ▲내수시장

지향형 유입 등이다. 

여전히적은FDI 금액

인도는식민지경험과초 네루총리의이념적인

향을 받아, 1947년 독립 이후 1991년 개혁개방 정

책을 실행하기 전까지 44년간 사회주의식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폐쇄 경제체제 전

통으로 인해 2006년에 와서도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이 67.7%인 반면 수출 의존도는 13.4%로

매우 낮았다. 당시 중국의 내수 비중과 수출 의존도

FDI가 인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인도에서는 FDI 유입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기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FDI 유입액이 증가해 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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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경제구조어떻게변화하나

가각각52.7%와36.9% 던것과비교하면인도경

제체제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개방 이

후 FDI 유입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나, 2005

년까지FDI 축적액(stock)은중국은물론태국, 말레

이시아보다도 적다. 연간 평균 유입액은 50억 달러

도 되지 못했다. 인도의 GDP 규모가 세계 12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2006년부터

FDI가 급증하면서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음

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인도의 FDI 유입액은 416

억 달러로 중국의 1,083억 달러의 38%에 불과하다.

2008년까지 축적액도 1,233억 달러로 중국 3,781

억 달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UNCT AD 통계 기

준). 그러나 양국의 외개방 시기가 10년 이상 차

이 나고 인도의 FDI 유입액이 2006년 이후 4년 연

속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

으로 인도에서도 FDI가 경제 성장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주들이FDI 독식

인도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표방해 왔지만 FDI

자금 유입은 인프라 수준, 주정부의 산업정책과 행

정능력, 소득 수준 등 투자 환경이 양호한 일부 주

에 편중되어 왔다. 2000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

지 주별 FDI 유입 비중을 비교하면, 마하라슈트라

주가 35.4%로 가장 많았고 델리와 인근 구르가

온∙노이다를 포함한 지역이 20.3%로 2위 다. 상

위 6위까지의 비중이 77.1%로 압도적이다. 이러한

주들은‘FDI 마그넷’이라 불릴 정도로 수혜를 누리

고 있지만, 28개 주로 구성된 인도 경제 전반에

향을 주기에는 너무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FDI가 부진했던 주들에서도 최근 FDI 유

입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프

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에 한 투자가 증 된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보크사이트, 철광석, 석탄, 크롬, 망간광 등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오리사 주에는 최근 인도 기업들

의 투자가 쇄도하고 있다. 오리사주는 2009년에 구

자라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내 기업 투자를 유

치했을 뿐 아니라 포스코와 세계 최 철강사인 아

르셀로미탈이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FDI 자본의 타깃도 되고 있다. 이처럼 FDI 유입이

부진한 주들에도 투자가 늘면 FDI가 인도 경제 발

전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FDI 향력큰제조업에유입적어

인도에 유입되는 FDI는 주로 서비스 부문에 집중

되어 있다. 1991년부터 2010년 1월까지 누계 기준

으로 서비스 부문의 FDI 유입 비중이 21%를 넘는

다. 이어 통신과 전력 부문의 비중이 14%, 10% 순

이다. 즉, 인도에 유입되는 FDI가 중국과 달리 제조

업 중심이 아니라는 점은 인도에서 FDI가 경제 성

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

가 될 수 있다. 인도에서 FDI 유입과 산업별 생산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경제학자들은 제조업을 비롯한

2차 산업에서는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주

장한다. 또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산

업, 제조업, 전력을 포함하는 공업생산지수(IIP)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FDI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차 산업 또는 공업이 1차

순위 주명 금액 비중

1 마하라슈트라 16,969 35.4

2 델리(인근지역 포함) 9,713 20.3

3 카르나타카 2,985 6.2

4 구자라트 2,817 5.9

5 타 나두 2,386 5.0

6 안드라프라데시 2,046 4.3

�인도의 주별 FDI 유입액 및 비중 (단위: 억 루피, %)

주: 2000.4~2010.1 누계 기준. 인도중앙은행(RBI) 지역사무소(뭄
바이, 뉴델리, 방갈루루, 아메다바드, 첸나이, 하이데라바드)에
신고한 기준

자료: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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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 산업에 비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FDI 유입이 주로 서비스 부

문에 국한된 것은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탓도 있지만, 이보다는 열악한

인프라 사정 등이 제조업에 한 투자를 막았던 탓

이 크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전력, 항만, 도

로, 철도 등 인프라 부문의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노

력하고 있어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도 FDI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소형차 중심의

자동차 부문에 한 로벌 자동차사들의 인도 진

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출기지보다내수시장지향형

인도에 유입된 FDI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 투자된 FDI와는 달리 주로

내수시장 공략용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개방 전에

는 수입관세가 70~80%에 달해 인도 진출의 목적

이 당연히 내수시장 공략에 있었겠지만, 개방 이후

에도 이런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에서도 수출기지형 투자보다

내수시장 지향 투자에 목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 압도적이었다. 문제는 내수시장을 바라보고 투

자하면 인도 소비자들을 상으로 현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의 소비자 요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

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최신 기술을 굳이

들여올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가격에 민감한 인도

소비자들에 응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도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고 이로 인해 기술과 혁신의 낙후

와 수출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내수시장에만 매몰되

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었다.

FDI의 향력점차커질것

2005년부터 3년 연속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자 인도인들의 자신감이 한층 고조되었다.

특히 세계 경제가 불황이던 2008년과 2009년에도

6.7%, 7.2% 성장률을 지켜냈고, 인도 정부는 올해

다시 9% 경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공

언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A.T. 커니의 2010년 FDI 신뢰지수

평가에서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

여 2005년 이후 연속해서 가장 매력적인 FDI 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자유무역 예찬론자인 만모

한 싱 인도 총리도 외국 자본에 한 구애를 계속하

면서 FDI 규제 완화와 인프라 개선 노력을 약속하

고 있어, 향후 FDI 유입 수준이 계속 고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출기지형 제조업 분야에 FDI 유입이 증가하여 인

도에서도 FDI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정 성
포스코경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simm@posri.re.kr

Cover StoryCover Story

�인도의 FDI 유입의 업종별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루피, %)

순위
1991.8 ~ 2000.3 2000.4 ~ 2010.1

업종 금액 비중 업종 금액 비중

1 통신 3,711 17.3 서비스 부문 10,304 21.5

2 발전 3,675 17.2 컴퓨터 4,273 8.9

3 정유 2,361 11.0 통신 4,028 8.4

4 수송산업 1,771 8.3 주택 및 부동산 3,648 7.6

5 서비스 부문 1,480 6.9 건설활동 3,317 6.9

6 전자기기 1,327 6.2 발전 2,039 4.3

7 야금산업 1,258 5.9 자동차 1,988 4.2

8 화학 1,207 5.6 야금산업 1,318 2.8

9 식품가공산업 865 4.0 석유천연가스 1,128 2.4

10 호텔 및 관광 430 2.0 화학 1,093 2.3

주: 서비스 분야는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포함,
통신은 무선호출, 휴 폰, 기초 전화 서비스, 건설활동은 도로 및 고속도로 포함,
화학은 비료 제외

자료: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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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적자당분간지속
경상수지적자, GDP의2% 유지전망

인도 상품의 경쟁력은 서비스에 비해 다소 떨

어진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인도 상품의 비

중은 1.1%다. 반면 서비스의 비중은 2%가 넘고, IT

서비스 수출은 세계 1위다. 그래서 인도는 FTA를

체결할 때 상품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반면 서비

스시장 개방에는 매우 적극적이다. 주로 IT기술자

로 구성된 인도 전문인력이 미국의 H1-B비자(숙련

노동자에게 주는 취업 비자)를 독식

(70%)하면서, 미국은 급기야 비자 및

세금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 다.

전 세계 인도 재외동포들의 근로소득

및 송금이야말로 척박한 인도 외무

역의 전토(田土)에 내리는 단비다. 

상품수지적자폭확

먼저 상품무역을 보자. 2005~

2008년 인도의 상품 수출은 연평균

25.3%씩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은

29.2%로 수출입 간 격차가 점차 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개혁

개방 이후 십여 년간 평균 70억 달러

수준에 그쳤던 상품수지 적자는

2003년 139억 달러로 확 되었고,

2008년에는 1,214억 달러로 5년 만에 열 배 가량

증가했다. 

그 결과 경상수지 적자폭도 계속 확 되어 2008

년에는 361억 달러로 GDP의 2.4%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로벌 경제위기의 향으로

수출 부진보다는 수입 축소가 더욱 커서 상품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즉, 국내 투자 및 소비수요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를 필두로 한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흑자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의 적자를

보전하여 외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유가가 배럴당 약 83.5달

러로 안정화된다는 가정 하에 2014년까지 GDP의 2.0%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기와중국소비시장의변화인도의경제구조어떻게변화하나

주: 2009년 경상수지는 인도중앙은행이 발표한 추정치(preliminary)에 근거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Reserve Bank of India 

Bulletin(2010.4)

�인도의 주요 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상수지 780 -10,285 -9,299 -11,284 -36,088 -31,542

상품수지 -28,036 -47,255 -61,176 -81,663 -121,448-109,719

수출 77,939 102,175 123,768 149,314 200,890 162,954

수입 105,975 149,430 184,944 230,977 322,339 272,673

서비스수지 13,076 19,978 29,406 39,373 46,395 35,272

수입 38,281 52,527 69,730 86,965 102,949 88,920

지급 25,205 32,549 40,324 47,592 56,554 53,647

소득수지 -4,052 -6,650 -6,246 -6,138 -3,539 -6,197

수입 4,690 5,646 8,199 12,649 15,590 13,731

지급 8,742 12,296 14,445 18,787 19,129 19,929

경상이전수지 19,793 23,643 28,716 37,144 48,206 49,102

수입 20,615 24,512 30,015 38,885 51,515 51,196

지급 822 869 1,299 1,741 3,309 2,095

경상수지/GDP 0.1 -1.3 -1.0 -1.0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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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고 유가가 하향 안정되면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한편 2010년에는 인프라 건설, 제조업 확 로 인

한 자본재 수요 증가와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

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

르면 2010년 유가는 배럴당 83.5달러 선으로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다시 앞

지르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 될 가능성이 높

다. 이미 2010년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비 11% 증

가한 데 비해, 수입은 무려 36% 증가했다. 수입 급

증의 최 주범은 역시 석유다. 인도는 세계 10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인도 수입액에서 석유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따라서 인도 수입액은 국제유가

에 연동되어 널뛰기를 거듭해왔다. 2008년 7월 국

제 유가가 배럴당 144달러까지 급등했을 때, 당월

인도의 수입액은 29억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반면 2009년 2월 유가가 배럴당 39.5달러까지 하

락했을 때는 수입액도 15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는 2004년 이후 흑자

그렇다면 서비스수지는 어떤가?

인도의 서비스수지는 1996년까지만

해도 3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4년 흑자로 전환된 인도의 서비

스수지는 2008년 464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등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로벌 기업들의 아웃소

싱 전략과 맞물려 컴퓨터 및 정보 서

비스 분야에서만 483억 달러의 수입

을 거두면서, 인도는 이 분야에서

2005년 이후 세계 1위 자리를 지켜

오고 있다. 

IT 관련 서비스는 서비스 수입(收

入)의 40%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부문 외에도 회계, 조달, 보험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BPO(Bu

siness Process Outsourcing)산업

까지 범위가 다양하여 앞으로도 발전

의 여지가 많은 분야다. 로벌 기업

들의 세계화 확산과 비용 절감, 기업

경 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생산

주: 순위는 2008년 기준
자료: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2009 

�세계 주요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출국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 2000 2005 2006 2007 2008

1 인도 6.3 22.0 29.2 37.0 48.3 

2 아일랜드 7.5 19.6 21.0 26.1 34.2 

3 독일 3.8 8.4 9.7 12.2 15.1 

4 국 4.3 11.2 13.0 14.1 12.9 

5 미국 5.6 7.3 10.3 12.7 12.6 

6 핀란드 0.2 1.5 1.5 1.3 8.2 

7 스웨덴 1.2 2.7 3.6 6.5 7.6 

8 이스라엘 4.2 4.5 5.3 5.8 6.9 

9 네덜란드 1.2 3.7 3.9 4.2 6.7 

10 중국 0.4 1.8 3.0 4.3 6.3 

주: 순위는 2008년 기준
자료: World Bank,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No.11), 2009.11

�해외 근로자 본국 송금 국별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1 2005 2006 2007 2008

1 인도 14,273 22,125 28,334 37,217 51,581

2 중국 7,037 24,102 27,954 38,791 48,524

3 멕시코 10,146 23,062 26,877 27,136 26,304

4 필리핀 6,164 13,566 15,251 16,302 18,643

5 프랑스 9,194 11,945 13,031 14,513 15,908

6 스페인 4,720 7,961 8,890 10,739 11,776

7 독일 3,933 6,933 7,585 9,839 11,064

8 폴란드 1,995 6,482 8,496 10,496 10,727

9 나이지리아 1,167 3,329 5,435 9,221 9,980

10 루마니아 116 4,733 6,718 8,539 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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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경제구조어떻게변화하나

프로세스 효율화로 앞으로도 로벌 아웃소싱이 더

욱 확 되면서 인도의 서비스 수입은 확장세가 지

속될 전망이다. 나아가 과학기술 부문 인재 육성,

기업의 R&D 역량 강화, 기존 1, 2차 산업 종사자들

에 한 기술 재교육,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의

인적자본 투자 확 등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들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 된다.

경상수지적자당분간유지될듯

서비스수지 확 와 함께 해외 근로자 송금 등 경

상이전수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

자를 상당 부분 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에 따르면, 인도는 본국 송금액(remittance) 부문

에서 세계 1위 국가이다. 2007년 372억 달러에 이

어 2008년에는 무려 5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앞으

로 서비스 수입, 특히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

문의 높은 성장과 풍부한 해외 인도 근로자들의 본

국 송금은 인도의 외 부문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

이다.

물론 외 여건의 변화로 경

상수지가 예상보다 악화될 수

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인도 수

출도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주요 석유 수출국의 공

급 중단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돌파한다면, 인도

는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물가,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악 향

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가 수출 상

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까지

상품수지는 꽤 오랫동안 상당

폭의 적자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를 필두로 한 서비

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흑자가 지속되면서 상

품수지의 적자를 보전하여 외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의 적자는

유가가 배럴당 약 83.5달러로 안정화된다는 가정

하에 2014년까지 GDP의 2.0%를 넘지 않을 전망

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거 한 내수시장이 잘 작동

하기만 한다면 경제 성장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

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산업생산 등 주요 경기지

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2010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출구전략을 가동하면서도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어, 세계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인도의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윤 정
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인도경상수지추이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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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HS Global Insight Report; India.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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