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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투자정보 2009. 3. 19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인도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외국인투자 장애요인

1. 인도에 한 외국인투자의 험요인

□ 최근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

◦ 최근 인도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인 융 기로 인한 경제 

불안, 2009년 4월부터 실시되는 총선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2008년 

11월 뭄바이(Mumbai) 테러 이후 키스탄과의 갈등 재발 등 정치․경제  

불안요인들을 가지고 있음.

□ 만성 인 외국인투자 험요소

◦ 이러한 정치․경제  상황들이 외국기업들의 투자자  유입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만성 인 인 라 부족, 법 제도 

미비  정부의 효율성 부족 등 일상 인 요인들이 외국기업들이 인도에서 

직면하는 더 큰 험요소들로 평가되고 있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Risk Briefing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사업에 한 향을 복합

으로 고려하여 험도를 측정한 결과, 8가지 장애요인이 인도에 한 

외국인 투자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2. 최근 인도의 정치․경제 동향

□ 속한 경제성장세 둔화

◦ 2003년부터 5년간 8~9% 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해온 인도 경제는 

2008년 미국의 융 기에서 비롯된 세계경기 침체의 여 로 속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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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은 6%로 추정되고, 2009년에는 

5%를 기록할 것으로 망됨.

◦ 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상품가격 하락 등의 향으로 물가상승

률은 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험회피 성향 증가로 

인한 투자자  회수  투자 축 등으로 주가지수  환율이 락세를 

보여 왔음.

- 2007년말 20,287을 기록했던 Sensex 지수가 2009년 1월에는 8,000선이 

무 지기까지 했으며, 2008년  39.42루피/U$1을 기록하던 환율이 

2008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09년 3월 에는 50.81루피

/U$1를 기록하 음.

◦ 이에 따라, 인도 앙은행은 유동성을 공 하기 하여 기 리를 2008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9%에서 5%로 총 400bp 인하하는 등 통화

정책을 완화하 으며, 인도 정부도 법인소득세  일부 수입 세율 인하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음.

□ 총선 실시에 따른 혼란 상

◦ 2009년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총선에서  집권 국민회의

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을 이끄는 인도 국민의회당

(Indian National Congress)이나 최  야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

(Bharatiya Janata Party: BJP)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상

됨에 따라, 새로운 연합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망됨.

◦ 양당의 의석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좌  정당들이 양당을 체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하여 

‘제3 선(Third Front)’을 구성하 으나, 이 연합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회의 임.

◦ 이에 따라, 총선이 모두 종료된 후 인도 국민회의당, BJP, ‘제3 선’, 지역․

계층․이데올로기의 배경이 여타 군소정당들 간의 연립정부 구성 과정

에서 혼란이 상되며, 연립정부 구성 후에도 군소정당들의 의석수 비 

과도한 향력 행사로 인하여 인도 정부의 개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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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탄과의 계 악화

◦ 키스탄이 2008년 11월 뭄바이 테러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2003년 12월에 재개된 양국간의 평화 상은 잠정 으로 단된 상황임. 

그러나 양국간 정부 차원의 계는 과거 보다 강화되었고, 아시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키스탄 통령도 평화 상을 해하는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인도 정부기 들 내에서 최근 양국 계의 개선 성과에 한 회의

인 시각도 있는 상황이므로 당분간 양국간 긴장 계는 지속될 망이며, 

최악의 경우 인도가 평화 상을 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인도의 외국인투자 장애요인

□ 열악한 교통 인 라로 인한 비용 상승

◦ 인도의 도로, 철도  항만 네트워크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항만 시스템의 경우, 민간 항만을 신규로 건설하는 등 

일부 진 을 보이고 있으나, 처리용량의 과로 인해 인도에서는 상품 

통 에 평균 으로 한국  태국의 약 2배, 가장 효율 인 OECD 국가들의 

약 3~4배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한 물류 지연으로 인도 기업들은 규모의 재고를 보유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인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하고 있음. 

도로 건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 소요가 필요하므로, 

기 으로 열악한 교통 인 라로 인한 사업비용 부담은 클 것으로 상됨.

◦ 따라서 인도에 투자 진출시 수출상품 제조기업은 항만에, 내수상품 제조

기업은 시장에 인 한 지역에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열악한 교통 인 라가 

사업에 미치는 향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복잡한 행정 차로 인한 비용 발생  투자 차 지연

◦ 첩되는 의무사항들로 인한 무수한 행정 차와 투자 실행 차를 지연

시키는데 일조하는 공무원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의회에서 몇 가지 규정들을 합리화 하 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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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부문  지역별로 동일한 문제에 해 다른 차를 용하고 있음.

- 일례로 오래된 규정으로 인한 피해가 은 정보기술(IT) 부문에 외국인

투자가 가장 성공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서는 불분명한 

투자 차로 인하여 발생한 혼동으로 엉뚱한 주정부에 로비를 한 기업이 

있었음.

◦ 따라서 인도 투자기업들은 해당 사업을 앙 는 주정부  어느 정부

에서 감독하는지, 그리고 련 정부부처가 어느 곳인지 명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부패 의를 사 에 방하기 하여 공공부문의 계약  입찰은 

투명한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 제약 인 노동법  주요 개 의 지연

◦ 인도의 제약 인 노동법은 외국인투자  규모 제조업 부문 발 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음. 2002년 2월에 이  정부는 경기 침체시의 임  

삭감 문제에 해 기업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기 한 노동법 개정 

계획을 승인하 음.

- 정부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문을 

폐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확 될 계획이었으나, 

이 개정안은 정치  압력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음.

◦ 인도 국민의회당과 여러 군소 지역정당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부

(UPA)가 임기 말에 노동법 개 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으며, 2009년 총선 

결과에 따라 수립될 신 정부도 불안한 경제상황에 한 처에 역량을 

집 할 것이므로 노동법 개 은 향후 몇 년간 정책의 우선순 에서 제외

될 것으로 상됨.

- 특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임 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조치들은 의회에서 통과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 문제를 우회하기 하여 정부가 일부 제약 인 노동법 규정들이 용

되지 않은 특별경제지 (Special Economic Zone: SEZ)를 설치해왔으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들의 반 에 부딪  특별경제지 의 설치도 

지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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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인 력 부족

◦ 인도의 력 부문은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리스트

럭처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인도의 경제규모  성장속도에 

비해 동 부문에 한 외국인투자가 낮은 수 임. 이는 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력 사용자에게 한 수 의 요 을 부과하지 못하고, 

인도에서 범 하게 행해지고 있는 도 (盜電) 때문임.

◦ 그 결과, 신규 발 설비 건설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기업들은 사무실이나 공장 

부지를 임 할 때 충분한 비 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부정부패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 반(半)합법 인 행료에서 입찰 수주를 한 상당 액의 뇌물까지 부정

부패는 인도에서 리 발생하고 있음. 2008년 7월 여당과 야당의 표들이 

모두 자신들의 당에 투표하거나 의회의 불신임 투표에 기권하는 것을 

가로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도의 팽배한 

부정부패 문제가 주목받기도 하 음.

-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고  정치인이 뇌물로 

보이는 것을 받는 장면이 녹화되어 2003년 11월에 사임한 바 있으며, 

인도 국민의회당도 2005년 11월 외무부 장  사임의 원인이 되었던 이라크의 

‘석유식량(oil-for-food)’ 부정을 포함하여 다수의 스캔들과 연루되어 왔음.

- 이는 인도에서 부정부패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부정부패는 인도 사업의 문제

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의미함.

◦ 많은 OECD 국가들은 해외사업을 하는 다국  기업들의 뇌물 제공을 불법

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들은 뇌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상 

 지 의 법성에 해 법  자문을 구해야 함.

- 인도에서 주 는 앙정부의 야당 정치인들이 이익이 되는 계약에 해 

신속하게 지나친 심을 보이며, 해당기업을 뇌물 의로 공개 으로 비난

하는 경우도 있음.

□ 민 화 반  업  항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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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는 민 화에 한 반 가 심한 편으로 부분의 민 화를 반

했던 공산주의 정당들이 2008년 7월 인도 국민의회당이 주도하는 연립

정부(UPA)에 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정부에 해 더 이상 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음.

◦ 그러나 인도 국민의회당도 수익성 있는 국 기업들의 민 화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으며, 차기 정부도 세계 융 기에 따른 긴 한 

경제 안들이 우선순 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민 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반면, 일부 자 국 기업들의 매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동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한 입찰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민 화 차 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쟁의 행 에 비

하여야 함.

- 2008년 5월 인도 공항국(Airports Authority of India) 노동조합이 하이

데라바드(Hyderabad)와 방갈로르(Bangalore) 공항의 민 화 계획에 반

하여 국 인 업을 일으킨 바 있음.

◦ 인도에서 기업을 운 하면서 업이 운 비 증가  임  인상 요구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를 들면, 2009년 1월 5만 명 이상의 국  

정유회사 근로자들이 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업하 고, 화물자동차 

운 사들은 디젤유와 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업을 한 바 있음.

□ 폭탄 테러 발생 증가

◦ 인도에서 최근 폭탄 테러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5월 라자스탄(Rajasthan)주의  심지인 자이푸르(Jaipur)에서 

여러 건의 폭발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약 70명이 사망하 음.

- 2008년 7월 카르나타카(Karnataka)주의 수도인 방갈로르  구자라트

(Gujarat)주의 수도인 아메다바드(Ahmedabad)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 음.

- 2008년 9월 인도 수도인 뉴델리(New Delhi), 구자라트주의 모다사(Modasa),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말 가온(Malegaon)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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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방의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인 인도 무자히딘(Indian Mujahideen)은 

자이푸르, 방갈로르  뉴델리의 폭탄 공격들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하 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새로운 치안 , 즉 토착 테러리즘의 발생 

증가를 의미함.

◦ 이 의 인도에 한 테러사건은 인도와 키스탄 간 평화 상에 반 하는 

키스탄 세력에 의해 일상 으로 발생하 는데, 2008년 11월 뭄바이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은 양국의 문제가 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이제 인도가 국내․외 테러리스트 모두의 에 직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뭄바이 테러는 외국인을 목표로 했던 첫 번째 사건으로 비록 이슬람 무장

세력이 외국기업들을 직  공격한 것이 아니더라도 융 심지와 주요 

 심지들이 계속해서 테러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상되

므로 특별히 주요 상업 심지에 있는 기업들은 치안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더디게 진행되는 사법 시스템으로 인한 소송의 어려움

◦ 인도의 사법 시스템 자체는 일반 으로 공평하게 진행되는 편이나, 소송 

사건이 많이 체되어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악명이 높음. 상당수의 소송 

사건이 부동산 분쟁과 연 되어 있으며, 미국 Enron의 Dabhol Power 

Corporation(DPC) 소송 사건1)의 경우와 같이 일부 외국기업들은 복잡한 

소송 사건들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인도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분쟁 발생시 

국제 재를 통한 해결방법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인도는 1996년 재법을 개정하여 소송 차를 국제 인 표 에 일치

1) Enron(65%), Bechtel(10%), GE(10%), 마하라슈트라 주 력청(Maharashtra State Electricity Board: MSEB, 

15%)이 컨소시엄을 구성, Dabhol Power Company(DPC)를 설립하여 2단계에 걸쳐 2,184㎿ 규모의 발 소와 

LNG 터미  건설을 추진하 음. DPC가 MSEB와 력구매계약을 체결하 고,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앙정부가 MSEB의 력 구매  지 에 해 각각 보증  복보증을 제공하 음.

1단계 발 설비(740㎿)가 완공된 1999년 이후 DPC가 MSEB에 력을 공 해왔으나, 2001년 MSEB가 력요 이 비싸다는 

이유로 력 구매  지 을 거 하 으며, 력구매계약을 기하고 력구매를 단하 음. 이에 따라, DPC는 력

구매 (2천 2백만 달러)을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앙정부에 지 해  것을 요구하는 한편, 력구매계약서에 따라 

국제상사 재 원회에 동 건을 회부하 음. MSEB도 계약 반을 사유로 DPC를 뭄바이 고등법원에 제소하 음.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DPC는 2001년 5월 2단계 발 설비가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1단계 발 설비의 가동 

 추가 설비공사를 단하 음. 이에 따라, 2005년 5월 인도 각료 원회가 국  력회사인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NTPC)  인도 최  천연가스 운송회사인 GAIL (India) Limited(GAIL)를 본 사업의 재추진 사업자로 선정

함에 따라, NTPC가 Dabhol 발 소의 재가동을 담당하고 GAIL은 LNG 도입을 담당하게 되었음.

2005년 9월 NTPC  GAIL은 Ratnagiri Gas and Power Private Limited(RGPPL)를 설립하고 Dabhol 발  로젝트의 

재가동을 추진하 으나, LNG 가격 상승으로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력요  문제로 MSEB와 분쟁이 발생하

면서 발 소의 가동 단과 재가동을 반복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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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하여 시도한 바 있음.

◦ 한 외국기업들은 인도에 한 투자 진행과정을 시작부터 부 도와  

유능한 지방 변호사를 고용함으로써 소송이나 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결과 으로 비용을 감하는 

방법이라고 단됨.

<표>            인도의 주요 외국인투자 장애요인

장  애  요  인 분  류 발생 가능성 사업 향 험도

열악한 교통 인 라 인 라 매우 높음 매우 높음 25

복잡한 행정 차 법  규정 매우 높음 높음 20

제약 인 노동법 노동시장 매우 높음 높음 20

지속 인 력 부족 인 라 매우 높음 높음 20

부정부패 정부의 효율성 높음 높음 16

민 화 반  업 증가 노동시장 높음 높음 16

폭탄 테러 발생 증가 치  안 매우 높음 보통 15

더딘 사법 시스템 법  규정 매우 높음 보통 15

주 : 험도는 발생 가능성과 사업에 한 향을 ‘매우 낮음’을 1로, ‘매우 높음’을 

5로 평가한 후 두 가지 변수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 EIU

4. 인도에 한 외국인투자 망  시 사

□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증가 망

◦ 최근 세계경기 침체의 향으로 인도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외국인

투자가 다소 감소하 으나, 넓은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2009년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5%의 경제성장이 망되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 망과 함께 11억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큰 내수시장, 풍부한 

노동력, 세계 최고 수 의 IT 산업 등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는 

외국기업들이 요한 투자 상국으로 항상 심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열악한 인 라, 복잡한 행정 차, 부정부패 등 인도가 만성

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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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조사역 백승주(☎ 02-3779-6648)

E-mail : sjpaik@koreaexim.go.kr

고민희(☎ 02-3779-5653)

경기가 회복되면 인도에 한 외국인투자는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망됨.

□ 외국인투자 장애요인에 한 사  비 필요

◦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하여 인도 정부도 행정 차의 간소화, 외국인

투자지분의 진  확 , 특별경제지 (SEZ)를 비롯한 특별지역 설치 등 

외국인투자 련 법률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정하고 있으며, 

열악한 인 라를 개선하기 하여 규정상 인 라에 한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인도의 경제성장 속도만큼 빨리 해소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도 지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하여 사 에 이러한 요인들에 한 

충분한 검토와 책 마련이 필수 인 것으로 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