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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인도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역
사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진출 기본환경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생산환경, 소비환경, 정책적 환경, 진출 위험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4권의 보고서
는 인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며, 각 권역에 포함되는 총 20개의 주
요 주들에 대한 진출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 및 인도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도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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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
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
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
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
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
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
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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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
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
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
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
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
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
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
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
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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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
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
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의 서벵갈(West Bengal), 오리사
(Orissa), 자르칸드(Jharkhand),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지
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동부권역은 과거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Kolkata)가 있는 서벵갈을 포함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던 과거시절에는 인도에서 가장 발
달한 지역이었으나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퇴보
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산 집권당과 소수 지역정당들이 정권
을 잡고 있어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경제적 퇴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부권역은 기본환경부분이 인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권역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정당
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민들을 대변하
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부분도 동부권역 중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경제규모가 각각
인도 전체의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 비하르나 차티스가르같이 낙후되었던 주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환경의 산업구조는 서벵갈이 1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각각 인도 전체
에서 2위와 4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른
동부의 주들은 뚜렷한 산업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 수준이 미약하여 가용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시장환경 부분은 동부권역 주들 중 인도 전체 평균 소득과 비

7

국문요약 │

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소득이 인도 평균의 절
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부분 중 개방정도는 서벵갈과 오리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동
부권역은 인도 전체에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율 부분은 자르칸드와 오리사가 낮게 평
가되었고, 서벵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
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오리사의 주도인 부바네스와르는 법적
절차의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의 통관시간
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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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구분

내용
본문의 그래프에 사용된 연도 ‘FY'는 인도의 회계연도로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의미함
(FY06: 2006년 4월 1일~2007년 3월 31일)

연도
그래프를 제외한 본 보고서의 모든 연도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연도의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2006년은 FY06을 의미함)
화폐단위
주내순생산

달러는 미국달러 기준으로, 회계연도별 연평균 환율을 적용함
(적용 환율은 아래의 연평균 환율표 참고)
주내총생산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것을 의미함

인도 루피 대 USD 환율
INR/USD
Average

End-year

FY99

43.3327

43.6050

FY00

45.6844

46.6400

FY01

47.6919

48.8000

FY02

48.3953

47.5050

FY03

45.9516

43.4450

FY04

44.9315

43.7550

FY05

44.2735

44.6050

FY06

45.2849

43.5950

FY07

40.2410

39.9850

FY08

45.9170

50.9450

FY09

47.4166

45.1350

주: FY는 Fiscal Year, 즉 회계연도를 의미함.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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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AIADA
BIADA
BIDIA
BJD
BJP
BOT
BSP
CAGR
CPI
CPI
CSIDC
CSPGCL
EPF
EPZ
FDI
FY
GQ
GSDP
IADA
IDCO
IEM
INC
IPP
JMM
LCW
MPCE
MSE
NHAI
NSCBI
NSDP
OSPCB
PPP
RIADA
RJD
ROC
SPIADA
SUCI
TC
WBIIDC
WBSEDCL

어

Adityapur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Bokaro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Bihar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Biju Janata Dal
Bharatiya Janata Party
Build Operate Transfer
Bahujan Samaj Party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onsumer Price Index
Communist Party of India
Chhattisgarh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Chhattisgarh State Power Generation Company Limited
Employment Provident Fund
Export Processing Zon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scal Year
Golden Quadrilateral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Orissa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Industrial Entrepreneurs Memorandum
Indian National Congress
Independent Power Producers
Jharkhand Mukti Morcha
Chittaranjan Locomotive Works
Monthly per capita Expenditur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National Highway Authority of India
Netaji Subhash Chandra Bose International
Net State Domestic Product
Orissa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
Public-private partnerships
Ranchi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Rashtriya Janata Dal
Registrar of Companies
Santhal Paragna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Socialist Unity Centre of India
Trinamool Congress
West Bengal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West Bengal State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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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인도 전체나 미시
적인 주제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이
있는 국가이다. 현재 인도는 28개의 주와 7개의 연방직할시(Union Territory)
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주들 사이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부지역의 인도인들은 남부의 타밀나두 주에 가는 것을 꺼려한다. 왜
냐하면 북인도 사람들은 남인도 사람들과 언어도 서로 다르고 음식 문화도
차이가 많아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남부 케랄라의 사
업가들은 북부의 델리 출신 사업가들과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냐하면 그들은 북부 지역의 델리 출신 사업가들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언어와 종교 등 문화적 특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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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를
연구하는 사람들 역시 인도를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특성을 파악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즉, 우리는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
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지
역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이나 정부차
원의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일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진출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인도
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중요한 주들에 대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한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보고서는 인도를 권역별로 나누기 위하여 인도정부 권역위원회의 5개
권역을 기본골격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고 지리
적으로 인접한 주들을 같은 권역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권역을 구분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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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권역구분 및 권역별 주요 주(州) 현황 ❚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est Bengal), 오리사(Orissa), 자르칸드(Jharkhand),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이 보고서는 우리와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거의 없고, 당분간 우리와의 경
제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동북부지역 주들을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즉, 아삼(Assam), 아루나찰프라데쉬(Arunachal Pradesh), 마니
푸르(Manipur), 트리푸라(Tripura), 미조람(Mizoram), 메갈라야(Meghalaya),
나갈랜드(Nagaland), 시킴(Skkim) 등 8개 주는 권역 구분에 포함하지 않았
다. 또한 델리(Delhi), 폰디체리(Pondicherry) 등은 연방직할시로 따로 분류
하여 정리하지 않고 그 권역 안에 포함시켰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너무나 다양하
여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
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 환경에 대한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였다.
첫째, 미국 유수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인 와튼 스쿨의 메리필드 교수
가 연구개발 주제평가를 위해 개발한 BMO(Bruce Merrifield-Ohe)테스트이
다. BMO테스트는 일본의 대공(大江)사무소에 의해 신규 사업 및 아이템 선
정을 위한 Screening 기법으로 발전되었다. 이 평가방법은 크게 자사적합도
와 시장매력도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장매력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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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 중 성장 가능성, 특별한 사회적 상황,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조사항
목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자사적합도는 각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평가되는
사항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되었다.
둘째, 본 보고서는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
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등을 기초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결정요인들을 5개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5개
의 결정요인은 기본 거시적 환경, 인프라 시설, 생산요소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 시장크기 및 성장가능성, 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 정책 등이다. 이 같은
요인들의 대부분을 조사의 기초항목으로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UNCTAD(2006)는 해외 진출을 위한 요소로서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
에 투자하는 이유를 시장추구(Market-seeking), 효율성추구(efficiency-seeking),
자원추구(resource-seeking), 자산추구(created asset-seeking),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투자 요소들 중 시장추구의 관점에서 시장환
경을 기본 항목으로 설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진출
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권역 구분에 포함된 20개 주 중 경제적으로 중요한 13개
주를 선정하였으며, 이 주들은 선정된 모든 조사항목에 따라 진출환경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머지 기타 7개 주는 조사 가능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사항목은 먼저 기본 진출환경을 본 보고서의 첫 번째 조사항목으로 정
하고, 이 기본 진출환경을 다시 5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소주
제는 역사, 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과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
황이다. 다음으로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생산환경은 산업
구조, 산업단지,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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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및 개
방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
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 표 1-2. 조사평가항목 ❚
구분

내용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정치 현황
기본환경

경제 현황 및 전망
인프라
자원현황
주요 산업 현황

진출환경 분석

생산환경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노동력 고용 현황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시장환경
정책 및 개방환경

소득 동향
소비 형태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개방환경
진출사례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사회․문화적 리스크
경제․정책적 리스크

본 연구의 자료 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1단계로
권역별, 주별 항목조사를 위해서 신뢰성 있는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와 국
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조사․정리하였다. 다음 2단계로 지역별 생산
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를 위해 각 주정부의 주도와 경제중심도시를 방문하고 각 주의 경제개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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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
역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1)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
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
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
다. 즉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의 서벵갈, 오리사, 자르칸드, 비하르, 차티스가
르 지역에 대한 진출 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략적 투자방안
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진출환경과 관련된 자료의 제
공 및 평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모과제는 본 보고서 4권의 권
역별 진출환경과 평가 시리즈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진출 방안과 활용전략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전략적인 분석이나 기업들의 인도 진출 사례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모과제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3. 동부권역의 특징
동부권역은 과거 인도의 수도였던 서벵갈의 콜카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과거 영국이 통치하던 시절 인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퇴보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산 집권당과 소수 지역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친기업

1) 2010년 10월 델리와 첸나이에서 현지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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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경제적 퇴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 인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타
타자동차가 서벵갈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을 포기하고 서부권역의 구
자라트로 옮겨 간 사실은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상당한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동부권역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도에서도 사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
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동부권역의 주들도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꾀하고 있
다. 그 중 서벵갈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정부 단위에서 개혁을
단행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오리사는 2005년에
POSCO와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POSCO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행에 옮겨지면 전후방 산업효과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오리사 주를 중심으로 동부
권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비하르도 최근의 연평균 경
제성장률이 인도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성장속도를 높이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비하르는 인도 기업들에게도 사업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인
식되며 우리기업의 진출이 거의 없는 지역이지만, 2008년에 삼성엔지니어링
이 이 지역에서 정유플랜트 공사를 수주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이 동부권역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지역으로 정치적 문제와 주민들의 편익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낙살라이트라는 게릴라 조직의 주요 활동 지역으로 상당한 진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출환경을 하나씩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동부지역의 기
초적인 진출환경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정부의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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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동부권역의 주별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MAXtin India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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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벵갈(West Bengal)

서벵갈은 인도의 위대한 시인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타고르, 성녀로 추앙
받았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미타 센
등의 저명한 인물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주도는 콜카타이다. 인도
의 많은 주들 중에서도 특히 서벵갈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물들이 배출되고
활동한 이유는 과거 이 지역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콜카타는 1772년 인도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당시 수도 역할을 했었으
며, 1912년 수도가 델리로 옮겨질 때까지 인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여
겨졌다. 또한 이 지역은 영국식 교육체계에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
은 다수의 인재들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는 인도 통계의 중요한 부분
들이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벵갈은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반대로 독립 이후에 좌파정권
이 집권하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벵갈은 2004년
에 현재 인도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회당이 좌파정권과 손을 잡으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정부를 필두로 해외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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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벵갈은 이와 같이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지
역이기도 하다. 인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타타자동차는 서벵갈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로 끝나면서 구자라트(Gujarat)로 사업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서벵갈의 한계를 나타낸 사건으로 인도 사
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2009년에는 좌파연대 4개 정당이 2004년 의
석수의 1/3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쳐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상
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서벵갈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개혁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서벵갈은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인도에서도 상당히 낯선 지역 중 하나이다. 최근까지도 서벵갈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 개인적으로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부만이 왕래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국기업들은 이미 이 지역에 다수 진
출해 있거나 진출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과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서벵갈은 지리적으로 북쪽에는 부탄(Bhutan)과 시킴(sikkim) 주, 동쪽은
방글라데시(Bangladesh)와 아삼(Assam) 주, 남쪽은 벵갈 만, 남서쪽은 오리
사(Orissa) 주, 서쪽은 네팔(Nepal) 및 비하르(Bihar) 주에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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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벵갈은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선이 2,170km만큼 넓게 펼쳐져 있고 중
국과 인도의 완충 역할을 하는 부탄과 네팔을 마주보고 있어 긴장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서벵갈의 주도는 인도의 대도시 중 하나인 콜카타이며 지형
학적으로는 남쪽의 갠지스 평원 그리고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 및 그 인근
지역 등 크게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평원지대는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이고, 연간 강우량은 히말라야 산맥 부근 지역이 3,810~5,330mm,
평원은 1,140~1,900mm만큼 다양하다.

❚ 그림 2-1. 서벵갈의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37

제2장 서벵갈(West Bengal) │

1947년에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분리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서벵갈과 방글
라데시는 하나의 벵갈 주였다. 하지만 독립 이후 벵갈 주는 여러 종교에 의
해 분리되었으며, 벵갈의 서쪽은 인도에 포함되었고 동쪽은 방글라데시로 독
립하였다. 현재 방글라데시를 예전에는 동벵갈(Eastern Bengal)이라고 불렀
으나, 이제는 그 주가 독립하여 현재의 방글라데시를 형성하였다. 동벵갈과
서벵갈은 1947년에 일어났던 독립기간동안 난민유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을 겪었고, 그 이유로 인해 후에 정치적 불안정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서벵갈에서는 항상 문학, 예술, 음악, 연극을 장려해왔으며 노벨문학상을
받은 시인 라빈드라나타 타고르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서벵갈은 연
극의 인기가 상당히 높으며 아마추어 연극과 전문연극 모두 매우 세련되었다.
농촌에서는 전통적인 야외 연극 ‘차트라’와 마을 시인들 간의 즉흥적인 시가
극 대결인 ‘카비’가 인기가 있다. 전통음악은 경건하고 교양 있는 노래의 형
태를 띠며, 민속에 바탕을 둔 종교적인 설화 낭송 ‘카타카타’가 또 다른 형
태의 전통적인 농촌지역의 문화이다. 주 전역에서 열리는 주요 축제는 서벵
갈의 설날인 너버 버르셔(Naba Barsha)가 4월 중순에 있고, 두르가 여신을
기념하는 서벵갈 최대의 축제 두르가 뿌자(Durga Puja)가 10월에 열린다.
서벵갈은 인도 전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주 중 하나이며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예술, 과학, 공과 대학교 및 다양한 기술 분야의 대학교
가 8개, 기술연구소도 약 50여 개에 이른다. 또한 인도과학진흥협회, 콜카타
대학교 부속 연구소들이 있으며, 인도의 과학 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
다. 공식 언어는 벵갈리(Bangali)와 영어이며, 힌디(Hindi)어도 대중적인 언
어이다. 또한 우루두(Urdu)어, 네팔리(Nepali)어, 라즈봉시(Rajbongshi)어,
산탈리(Santali)어도 쓰인다. 힌두교가 주종교로 72.5%의 인구가 힌두교도이
다. 그 외에 무슬림교도가 인구의 25.2%이며, 그 외에는 시크교, 기독교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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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주 개황 ❚
인구

약 80,200,000명(인도 전체의 약 8%)

면적

88,752sq.km

성 비율

남성 1000명 당 여성 934명

언어

뱅갈리(Bangali)어, 영어, 힌디(Hindi)어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서벵갈의 인구밀도는 인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위 면적
당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도시인구 비율은 중
간 수준의 상위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고아, 타밀나두, 마하라쉬트라 등과 상
당한 차이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도시 인구의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성 1,000명당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개 주 평균인 932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른 주들에 비하여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2-2. 서벵갈의 인구구조(2001년) ❚

자료: Census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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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 현황
서벵갈은 인도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의회주
의에 입각하고 있다. 서벵갈의 의회는 선출된 의원들, 의장 그리고 부의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지사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추어
지지만 주지사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인 통치권은 주수상과 그가 대표
로 있는 국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주지사는 인도의 대통령이 선출하고 주
수상은 간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장관위원회는 주수상의 추천을 토대로
주지가사 임명한다. 입법기관은 단원제이며 입법부는 295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인도 국회에서는 상원에 16석, 하원에 42석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2. 서벵갈 주지사 및 주수상 사진 ❚

주지사
M.K.Narayanan

주수상
Shri Buddhadeb Bhattacharjee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서벵갈은 지난 30년간 공산당 정권에 의해 통치되어 민주적인 선거를 통
해 집권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산당 정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부정부
패와 연고주의의 이미지가 얼룩지기 시작하면서 서벵갈의 정치상황은 급격하
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벵갈의 야당들은 32년간 이데올로기 정치가 지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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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역사적, 이념적인 특수성 때문에 CPI(Communist Party of India)의
권력에 소수의 정당들로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여 SUCI(Socialist
Unity Centre of India), PDS, TC(Trinamool Congress)를 포함한 TC연합
체제(야당 연합)를 형성하였다.

❚ 표 2-3. 서벵갈의 집권당과 중앙집권당과의 관계 ❚
주
하리아나

중앙 집권당과의 관계
친

반

INC
BSP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

중립

INC

펀잡

SAD

우트라칸트

BJP

잠무 & 카쉬미르

INC

히마찰프라데쉬

BJP

마드야프라데쉬

BJP
CPI

서벵갈

BJP-BJD

오리사
자르칸드

JMM

비하르

NAD

차티스가르

BJP

마하라쉬트라

INC-NCP
BJP

구자라트
고아

INC

타밀나두

DMK
BJP

카르나타카
LDF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

INC

2008년에 있었던 리서치 조사결과 TC연합은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성
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반면, CPI 당은 그들에 포함된 군소 정당들이
TC 연합에 관심을 보이며 등을 돌렸고, 지난 30년 동안 안정적, 진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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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펼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중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그 결
과, 2010년 5월에 있었던 주 자치 리서치 결과에서는 30여 년간 장기 집권
했던 CPI 당을 물리치고 TC 연합당이 높은 지지율을 얻어냈다. 최근의 여
론과 앞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젊은 층의 지지들로 미루어 볼 때 다음 총선
에서는 서벵갈 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성향의 당이 집권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 표 2-4. 서벵갈 정치 개황 ❚
구분

내용

주지사

M.K.Narayanan

주수상

Shri Buddhadeb Bhattacharjee

집권당

CPI(M)

주요야당

SUCI, PDS, TC

의회형태

단원제

구성원 수

295명

다. 경제 동향 및 전망2)
서벵갈의 경제 규모는 20개 주 중 4번째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성장률은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
로 동 기간의 인도 전체 국내순생산(NDP: Net Domestic Product)의 연평
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인 8.6%보다 낮게 나
타났다.

2) FY는 fiscal year, 즉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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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서벵갈의 경제규모 및 성장률(2008년) ❚
(단위: 천만 루피)

주: 1. 2008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07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
(잠무 & 카쉬미르, 마드야프라데쉬)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는 각 주별 발표자료를 사용
3. 서벵갈의 경우 2008년의 산업별 주내순생산을 합산하였음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서벵갈의 경제는 인도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며,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4%로 나타났
다. 전년대비 성장률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 성장률을 나타내며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
터 200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인 7.4%가 2013년까지 지속될 경우 2013년
서벵갈의 주내순생산(NSDP: Net State Domestic Product)은 약 3조 1천억
루피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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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서벵갈의 실질 주내순생산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서벵갈에서 1991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
액은 아래 [그림 2-5]와 같이 약 815억 루피(약 20억 달러)로 동부권역 5개
주 중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인도 전체에서는 8번째를 기록하였다.

❚ 그림 2-5. 서벵갈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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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수는 아래의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23개로 비슷한 금액 규모인 오리사 주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즉, 다른 주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수 이루어져 왔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벵갈의 건별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1억
1,300만 루피(약 280만 달러)로 동부권역 중 자르칸드를 제외하고 가장 낮
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서벵갈에서 승인된 외국인직접투
자 규모는 인도 전체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5. 동부권역 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주

승인 수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건별 평균 금액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서벵갈

723

81,547

113

2.71

오리사

161

84,283

523

2.8

자르칸드

84

1,465

17

0.05

차티스가르

51

24,829

487

0.82

비하르

50

7,397

148

0.25

1,069

199,521

187

6.63

동부 전체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2008.

라. 인프라 현황
1) 도로 및 철도
서벵갈은 총 92,023km 길이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도로 밀도는
1.04km/sq.km이며 14개의 국가고속도로 및 주고속도로가 약 2,578km의 길
이로 펼쳐져 있다. National Highway Authority of India(NHAI)가 추진하
고 있는 Golden Quadrilateral(GQ) 계획은 북벵갈에 있는 주요 지역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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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통과하여 건설될 계획이다. 2009년 12월에는 드한쿠니-코라그하트
(Dhankuni-Kolaghat, 54.4km), 코라그하트-카라그푸르(Kolaghat-Kharagpur,
60.5km, 카라그푸르-락마나스(Kharagpur-Laxmanath, 65.8km) 구간의 4차
선도로가 완공되었다.

❚ 표 2-6. 서벵갈의 Highways 현황 ❚
구분

길이

National Highways

1,898 km

State Highways:

3,533 km

State Highways: Road(PWD)

12,565 km

Zila Parishad:

42,479 km

Municipal Road:

22,453 km

Railway Network:

4,401 Route km

현재 콜카타-첸나이(Kolkata-Chennai) 연결도로는 40%, 델리-콜카타(DelhiKolkata) 연결도로는 96% 정도 진행되었다. 서벵갈은 민관합작(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프로젝트 형태로 많은 도로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서벵갈의 도로사정 및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벵갈의 철도 네트워크는 다른 인접 주들과 잘 연계되어 있다. 철도의
길이는 총 4,500km이며 호라(Howrah), 아산솔(Asansol), 실다(Sealdah),
반델(Bandel), 발다만(Bardhaman), 카라그푸란드(Kharagpurand) 지역에 주
요 역들이 위치해 있다. 특히 서벵갈 주에는 전기 기관차 생산 기지가 230
개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벵갈-자르칸드(Bengal-Jharkhand) 경계
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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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서벵갈의 도로 현황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 표 2-7. 서벵갈의 철도 현황 ❚
구분

2003

2004

2005

Broad Gauge – Route Kilometer

3757.22

3931.41

4040.88

Meter Gauge – Route Kilometer

304.42

280.22

238.93

Narrow Gauge – Route Kilometer

220.01

220.01

220.01

Number of Railway Stations

812

796

801

Passengers Originating(‘000)

928,982

1,019,146

1,110,723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7~08.

2) 항만 및 공항
서벵갈에는 네타지 수바하시 찬드라 보스(Netaji Subhash Chandra Bose)
국제공항이 콜카타에서 18km 떨어진 덤덤(Dum Dum)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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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국내공항은 바그도그라(Bagdogra)에 위치한다. 2008년 기준 콜카타 공
항의 이용객 수는 총 7백만 명이며, 88,040톤의 화물이 처리되었다. 현재 성장
하는 물류산업의 영향으로 인도 주정부가 바그도그라 공항 옆에 종합물류단지
를 조성하는 데 투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콜카타 공항은 현대화 작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11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항 현대화 작업은 새로운 여객 터미널과 현대식 택시 승강장 등이 포함된다.

❚ 그림 2-7. 서벵갈의 공항 및 항구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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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서벵갈의 major International Airport 물동량 ❚
(단위: 명, 톤)
2004

2005

2006

2007

2008

승객

3,464,764

4,355,536

5,940,627

7,405,200

6,956,667

화물

69,628

74,499

83,523

90,993

88,048

우편

3,851

4,287

3,471

3,011

2,936

구분
Kolkata

자료: Ministry of Civil Aviation.

한편 콜카타 국제공항의 물동량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 소폭 감소하였다. 2008년의 콜카타 국제공
항의 승객 수는 약 700만 명이었으며, 화물량은 약 88,000톤, 우편량은 약
2,900톤을 기록하였다.

❚ 그림 2-8. 콜카타 국제공항(NSCBI-Netaji Subhash Chandra Bose

International) 조감도 ❚

자료: Airports Authority of India.

서벵갈은 콜카타(Kolkata)와 할디아(Haldia) 두 개의 대규모 항구를 가지
고 있으며 연 수용량은 4,600만 톤에 이른다. 현재 두 항구 모두 화물 수용
량 증대를 위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항구의 현대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콜카타 항의 화물량은 2003년 약 1,000만 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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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약 540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약 1,1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 표 2-9. Cargo Traffic at Major Ports ❚
(단위: 천 톤)
Port
2003
Kolkata Dock
10,313
System
Haldia Dock
20,713
Complex
자료: India Ports Association.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7,158

5,374

7,201

8,693

9,945

10,806

22,842

25,016

28,603

32,567

36,262

42,337

서벵갈의 무역 거래는 주도인 콜카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콜카타
항(공항과 항만)의 무역거래량은 200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
작하였다. 수출량은 2002년 약 772억 루피에서 2003년에 1,182억 루피로
급증하였으며, 수입량 역시 2000년에 약 763억 루피에서 2002년 약 1,150
억 루피로 급증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계
산해보면 수출거래량의 경우 약 1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량의 경우에
는 무려 40%를 넘어서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콜카타 항의 거래량이 인도 전체 무역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
년에 약 10%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과 2001년에 수입과 수출이 각각 2.8%, 2.7%까지 하락하
였다. 이후 2001년과 2002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였으
나, 수입의 경우 2000년 이후 일정부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수
출의 경우에는 3% 초반대를 유지하며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중의 감소는 인도의 넓은 해안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발 및 발전
하고 있는 항만과 내륙의 공항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비중의 감소가 절대적인 거래량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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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콜카타 항의 무역 거래량(항구와 공항)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 표 2-10. 콜카타 항의 무역거래량과 인도 전체 대비 비중 ❚
(단위: 천만 루피)

수출
1985

콜카타 항
(항구 & 공항)

인도 전체

연도

10,895

수입

수출

인도 전체 무역량 대비 비중

수입

수출

수입

19,658

1,151

1,882

10.6

9.6

1990

32,553

43,193

1,988

3,220

6.1

7.5

1995

106,353

122,678

3,672

6,629

3.5

5.4

1996

118,817

138,920

3,217

6,524

2.7

4.7

1997

130,101

154,176

4,976

6,274

3.8

4.1

1998

139,752

178,332

5,605

7,971

4.0

4.5

1999

159,095

215,529

5,742

8,484

3.6

3.9

2000

201,356

228,307

7,084

6,465

3.5

2.8

2001

209,018

245,200

5,537

7,632

2.7

3.1

2002

255,137

297,206

7,716

11,489

3.0

3.9

2003

293,367

359,108

11,823

15,561

4.0

4.3

2006

571,779

840,506

18,023

62,003

3.2

7.3

2007

655,863

1,012,312

19,769

63,662

3.0

6.3

2008

840,755

1,374,460

26,444

84,531

3.2

6.2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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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인도 전력부 2009 회계연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벵갈은 2009년 3월
기준, 총 6,890.1MW의 전력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서벵갈의 전력 에너
지원별로는 2009년 3월 기준 화력 5,768.4MV, 수력 1,022.0MV, 재생에너
지 99.7MV로 화력 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전력 인프라와 관련하여 더 많은 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드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벵갈은 전 West Bengal State Electricity 위원회
를 재건하고,

2007년 4월 1일에 West

Bengal

State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Limited(WBSEDCL)를 설립했으며, 이는 서벵갈의
새로운 주요 전력 유틸리티(Utility)를 개척해가고 있다.
서벵갈의 전력 생산능력은 인도 전체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라자
스탄, 마드야프라데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동부권역 주들 중
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부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하여 전력 인프
라의 공급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그림 2-10. 서벵갈의 전력 생산능력 ❚
(단위: MW)

자료: Ministry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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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원현황
서벵갈은 석탄, 백운석, 석회암, 고령토, 바위 인산염, 화강암 등 인도에서
생산되는 광물 가운데 상당한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 생산의 규모
가 매우 크다. 비하르 주와의 경계 부근에 있는 라니간즈(Raniganj) 탄광촌
은 인도 정부가 최초로 채굴하기 시작한 석탄생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철광
석의 원천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서벵갈에는 갠지스(Ganges)강과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강이 합류하면
서 만들어진 세계최대의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계절풍에 의한 강우와 히
말라야의 융빙수의 영향으로 수자원이 풍부하며 토양의 질 또한 우수하다.
이로 인하여 쌀을 비롯해서 황마, 콩과 식물, 유료종자, 옥수수, 밀, 보리 등
의 1차산업이 발전해왔다. 그리고 세계적인 차 생산지인 다르질링 농장이 있
어 인도의 차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11. 서벵갈의 주요 자원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석탄, 고령토, 인회암, 석재

주요 농산물

쌀, 황마, 차, 담배, 종유, 감자, 밀, 보리, 옥수수, 포도, 후추류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서벵갈은 인도 전체(주요 20개 주) 1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세 번째를 기록한 마하라쉬트라에 근소한 차이로 4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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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2008년의 산업별 명목 주내순생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1위와 2
위는 각각 우타르프라데쉬와 안드라프라데쉬로 나타났다. 서벵갈의 1차산업
비중과 1, 2위를 차지한 주들의 비중은 약 4% 차이가 나타나 1차산업의 발
달 정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2-11. 서벵갈 1차산업의 인도 전체 대비 비중(2008년) ❚
(단위: %)

주: 1. 2008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07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
(잠무 & 카쉬미르, 마드야프라데쉬)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는 각 주별 발표자료를 사용.
3. 서벵갈의 경우 2008년의 산업별 주내순생산을 합산하였음.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서벵갈의 1차산업 중 농림수산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
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광업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었다. 특
히 광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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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은 2.2%로 상당
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의 주내순생산은 2008년 기준 약
4,300억 루피였으며, 광업의 주내순생산은 약 200억 루피를 기록하였다.

❚ 그림 2-12. 서벵갈 1차산업의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1차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별 비중은 2000년부터 농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8년에 81%를 기록하였고, 광업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약 4%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임업
과 어업은 소폭의 상승률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
질적인 각 산업의 크기는 증가하였으나 1차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
아졌다는 것은 농업과 광업 이외의 어업과 임업의 실질적인 크기가 농업과
광업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벵갈의 1차산업 중 임
업과 어업의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업과 광업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6%, -1.4%였으나 임업과 어업
의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7.3%, 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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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3. 서벵갈 1차산업 내의 비중 변화 추이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2차산업에서는 건설업의 성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18%로 해마다 20%에 가까운 성장을 해
왔다. 즉 건설업의 주내순생산은 2004년에 약 1천억 루피에서 2008년에는
약 2천억 루피로 5년 동안 약 2배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건설업은 서벵갈
뿐만 아니라 인도의 다른 주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산업이다.
제조업과 전력․가스․용수산업의 경우에는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2%
와 1%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제조업은 2005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
하고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벵갈은 제조업 중에서도 가죽 및 관련분야가 발달한 지역으로 인도 전
체 가죽관련 산업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벵갈의 가죽관련
산업의 2005년 순부가가치는 약 28억 루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부권역 전
체 가죽산업의 97.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편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기
록한 산업은 기초금속으로 나타났으나, 인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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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4. 서벵갈 2차산업의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 표 2-12. 서벵갈의 제조업 세부 부문별 순부가가치 및 비중(2004년) ❚
(단위: 십만 루피)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상위 10개 산업

서벵갈

남부
전체

비중

인도
전체

비중

기초금속제품

174,706

2,270,742

7.7

4,257,250

4.1

섬유제품

138,733

143,048

97.0

1,841,345

7.5

담배 및 관련제품

53,253

86,049

61.9

541,028

9.8

전기기기

41,813

47,486

88.1

1,247,406

3.4

기타 운송장비

30,708

33,107

92.8

957,956

3.2

조립금속제품

29,534

52,015

56.8

910,437

3.2

가죽제품

28,336

29,049

97.5

198,912

14.2
5.9

출판 및 인쇄

25,995

29,407

88.4

443,29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12,843

12,843

100.0

283,431

4.5

목제품

5,807

8,024

72.4

76,364

7.6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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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벵갈은 3차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한 주로 나
타났다. 2차산업의 경우는 인도 전체에서 중간의 상위 수준이었으나, 3차산
업은 마하라쉬트라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서벵갈이 인도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9.4%로 나타났다. 하지만 1위인 마하라쉬
트라와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 1위와 2위 간에도 매우 큰 격
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3위인 타밀나두 주와의 차이는 0.3%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

❚ 그림 2-15. 서벵갈 3차산업의 인도 전체대비 비중(2008년) ❚
(단위: %)

주: 1. 2008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07년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
(잠무 & 카쉬미르, 마드야프라데쉬)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는 각 주별 발표자료를 사용
3. 서벵갈의 경우 2008년의 산업별 주내순생산을 합산하였음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서벵갈의 3차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은 은행․보험
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16.5%로 매우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하였다. 은행보험업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산업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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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 동 기간 동안 14.1%로 은행보험업보다는 낮았으나 역시 높은 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운수통신업도 11.6%로 다른 주에서와 같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휴대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예상된다.
반면 호텔․식당업은 약 7%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규
모 면에서는 호텔․식당업의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그림 2-16. 서벵갈 3차산업의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3)
서벵갈주개발공사(WBIIDC: West Bengal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는 서벵갈의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총 12

3)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별 산업단지 내용의 조사시점은 2010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이다.
인도에는 주별로 수십 개의 산업단지들이 있고, 현재도 이 산업단지들은 지속적인 계획․개발․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현황을 포함한 산업단지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에는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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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Growth Center를 설립하였다. 그 중 2010년 현재 가용부지를 보유하
고 있는 주요 Growth Center들은 Kalyani Phase-Ⅲ, Falta Phase-Ⅰ,
Bishnupur, Raninagar, Coochbehar 등이 있다.

❚ 그림 2-17. WBIIDC’s Growth Centers ❚

가용부지 보유 여부
(산업용)
O
Kalyani Phase-Ⅲ
Falta Phase-Ⅰ
Bishnupur
Rani nagar
Cooch behar

X
Kalyani Phase-Ⅰ,Ⅱ
Kharagpur
Uluberia
Haldia
Falta Phase-Ⅱ
Malda-Ⅰ,Ⅱ
Dabgram

자료: West Bengal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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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yani Phase-Ⅲ는 총 부지면적 88에이커에 분양가능 면적이 78에이커
이며, 이 중 67에이커가 분양된 상태다. 인프라 시설은 용수 공급, 전력, 배
수시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수도요금은
킬로리터당 8루피, 영구임대 가격은 에이커당 221만 5천 루피(약 4.7만 달
러)이며, 서비스 비용(service charge) 명목으로 해마다 1㎡ 당 4루피를 지
불해야 한다.

❚ 그림 2-18. Kalyani Phase-Ⅲ 부지 현황 ❚

주요 기업
UIC Wires Ltd.
Global Environment Research Foundation
Shiv Raj Kiran Caps Pvt. Ltd.
JIS.
자료: West Bengal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Falta Phase-Ⅰ은 총 부지면적 172에이커 중 산업용이 75에이커, 주거용
이 97에이커이며, 산업용 부지중 56에이커가 분양가능하며 이 중 54에이커
가 분양된 상태다. 인프라 시설은 용수 공급, 전력, 배수시설,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고,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수도요금은 킬로리터 당 10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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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가격은 에이커당 220만 루피(약 4.6만 달러)이며, 서비스 비용 명
목으로 해마다 1㎡당 4루피를 지불해야 한다.

❚ 그림 2-19. Falta Phase-Ⅰ 부지 현황 ❚

주요 기업
Bala Techno Synthetic
Premium Energy
Transmission
Almatis ACC Ltd.
IOC
Pacific Cotspin
Hotel & Datre Corpn
자료: West Bengal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Bishnupur는 총 부지면적 173에이커 중 142에이커가 분양가능하며 이
중 129에이커가 분양된 상태다. 인프라 시설은 용수 공급, 전력, 배수시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수도요금은 킬로리터당 9.5루피, 영구임대 가
격은 에이커 당 120만 루피(약 2.5만 달러)이며, 서비스비용 명목으로 해마
다 1㎡당 4루피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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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0. Bishnupur 부지 현황 ❚

주요 기업
Sri Vasvi Steel Ltd.
Megacity Cement Co.
Modern India Concst Ltd.
Sri Gayatri Minerals
Rohit Ferro Tech Ltd
자료: West Bengal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Rani nagar는 총 부지면적 153에이커 중 127에이커가 분양 가능하며 이
중 111에이커가 분양된 상태다. 인프라 시설은 용수 공급, 전력, 배수시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우체국, 소방서, 은행, 의
료시설 등의 공동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또한 수도요금은 킬로리터당 8.5루
피, 영구임대 가격은 에이커당 140만 루피(약 3만 달러)이며, 서비스비용 명
목으로 해마다 1㎡당 4루피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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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Rani nagar 부지 현황 ❚

주요 기업
Hindusthan Cocacola Beverages Pvt. Ltd.
Indian Oil Corporation Ltd.
Modern Animal Feeds Pvt. Ltd.
자료: West Bengal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Cooch behar는 총 부지면적 131에이커 중 93에이커가 분양 가능하며 이
중 91에이커가 분양된 상태다. 인프라 시설은 기본적인 산업 관련 시설과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사회복지 관련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수도요금
은 킬로리터당 6.5루피로 낮은 편이며, 영구임대 가격 또한 에이커 당 77만
루피(약 1.6만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비용 또한 해마다 1㎡당
2.4루피로 가장 낮다.
서벵갈의 주요 SEZ로는 Falta SEZ, Manikanchan SEZ, Salt Lake
Electronic City 등이 있다. Falta SEZ는 다상품(Multi Product) SEZ로 콜
카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개발하였다. 1993년 수출가공구(EPZ:
Export Processing Zone)로 시작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SEZ로 운영하
기 시작하였다. 총 부지면적은 280에이커이며, 콜카타 까지 약 55km 거리
에 위치해 있다. 인근 공항으로 50km 거리에 콜카타 국제공항이 있으며,
58km 거리에 Kolkata Sealdah 기차역이 위치해 있다. 또한 근접한 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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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카타 항으로 약 50km 거리이다.

❚ 그림 2-22. Cooch behar 부지 현황 ❚

주요 기업
Essem JuteTwines Pvt. Ltd.
Mahina Cold Storage
Gram Valley Agro Pvt. Ltd.
자료: West Bengal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Manikanchan SEZ는 보석생산/가공에 특화된 SEZ로 콜카타의 Salt Lake
에 위치해 있다. 서벵갈주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2004년 운영하기 시작하였
으며, 총 부지면적은 5에이커로 콜카타로부터 약 1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근 공항으로 콜카타 국제공항이 1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콜카타 기차
역까지 9km, 콜카타 항까지 15km, Haldia 항까지 131km 거리이다.
Salt Lake Electronic City는 Wipro에서 개발한 SEZ로 소프트웨어 개발
과 ITeS 분야에 특화된 SEZ이며 콜카타의 IT Hub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단지이다. 200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Salt Lake Electronic City는 총 부
지면적 16에이커로 콜카타에서 10km 지점의 Manikanchan SEZ와 인접한
위치에 있다. 교통 접근성은 Manikanchan SEZ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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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3. 콜카타 시내에서 Salt Lake City로의 연결도로 모습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Salt Lake Electronic City에는 현재 IBM, Cognizant 등의 IT 및 ITeS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며,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
으로 건축 중인 건물들이 다수 있다.

❚ 그림 2-24. Salt Lake City 내의 IT, ITeS 관련 기업 전경(상) 및 IBM

과 Cognizant 모습(하, 왼쪽부터)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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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들은 외형을 거의 갖춘 건물부터 골조 공사 중인 건물까지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모두 사각형태의 심플한
외형으로 나타났다.

❚ 그림 2-25. Salt Lake City 내의 건축 중인 건물 모습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또한 Salt Lake Electronic City에는 아래 [그림 2-26]과 같이 Oxford
University Press, Institute of Engineering & Management 등의 교육 관
련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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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6. Salt Lake City 내의 Oxford University Press(좌),

Institute of Engineering & Management(우) 전경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 표 2-13. 서벵갈의 주요 SEZ 현황 ❚
산업단지

Falta SEZ

Manikanchan SEZ

관련 산업

Multi Product

Gems & Jewellery

위치

Kolkata
Central
Government

Salt Lake, Kolkata

Salt Lake Electronic City,
Wipro
Software development
and ITeS
Kolkata

WEIDC

Wipro

1993 - EPZ
(export processing
zone)
2008.1.1 - SEZ

2004

2005

280

5

16

개발사

운영
개시년도
부지면적
(에이커)
인근 도시
인근 공항
인근 기차역

인근 항구

Kolkata 55km
Kolkata 10km
Kolkata 10km
Netaji Subhash Chandra Bose International Airport
55km
15km
15km
Kolkata Sealdah Railway Station
58km
9km
9km
Kalkata Port
50km

Kalkata Port
15km
Haldia
131km

자료: West Bengal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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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kata Port
15km
Haldia
131km

이 밖에도 서벵갈 주에는 산업별로 다수의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부지면적기준 가장 큰 규모의 산업단지는 철강과 관련된 산업단지인
Iron & Steel Park, Guptamoni 이다. Iron & Steel Park는 Guptamoni
와 Kharagpur 두 곳에 위치해 있으며, Kharagpur에 있는 산업단지의 총
부지면적은 300에이커 규모인 반면, Guptamoni의 산업단지는 총 부지면적이
무려 2,500에이커에 달한다. 기타 산업단지들은 보석류, 의류 및 관련 제품(단
추 등), 식품가공, 폴리머(Polymer), 고무관련 제품, 플라스틱 등의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들로 작게는 2.28에이커에서 크게는 924에이커로 조성되어
있다.

❚ 표 2-14. 서벵갈의 Industrial Park 현황 ❚
Name

Products / Services

Manikanchan SEZ

Gems & Jewellery

Shilpangan
(Light Engineering Park)

Light Engg. Products.

Apparel Export Park
Garment Park
Food Park
(PhaseⅠ&Ⅱ)
Poly Park
Rubber Park
Biotech Park
Plasto Steel Park
(Phase - I & II)
Iron & Steel Park,
Kharagpur
Iron & Steel Park,
Guptamoni
Foundry Park

위치
Kolkata

Garments, Buttons,
Accessories,
Washing / Processing
Garments

면적
(acre)
5
2.28

Uluberia

150

Kolkata

9

Food processing

130

Polymer products
Rubber footwear,
hoses, tubes,
automotive rubber products
Bio Tech projects
Iron &Steel and
Plastic products

Sankrail

60
170

Dewanmara

60

Borjora

395

Kharagpur

300

Jhargram

2500

Howrah

924

Steel products
Castings, Forging and
other Foundry items

자료: West Bengal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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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력 고용 현황4)
서벵갈의 산업 분류 중 가장 많은 공장이 생산중인 산업은 공학(Engineering)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화학분야(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정
미(精米, rice mills), 가죽(leather & leather products), 인쇄야(printing &
allied industries) 순으로 나타났다. 공학 분야의 공장은 2000년에 5,030개에
서 2008년 5,750개로 7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화학분야는
약 140개, 정미분야는 약 190개, 가죽분야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0
개, 인쇄분야는 약 50개의 공장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의 공장수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가죽 분야의 공장 수 증가율이 높게 나
타났다. 가죽 분야의 공장 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연평균 8.39%
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동 기간의 다른 산업 분야의 연평균 공장 수 증가
율 인 0.84~4.77%보다 약 2~3배 높은 증가율이다.

❚ 표 2-15. 서벵갈의 공장 수 상위 5개 산업의 변화 추이 ❚
(단위: 개)
1990
Engineering

2000

2005

2006

2007

2008

4,149

5,030

5,483

5,533

5,642

5,750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533

712

810

826

839

849

Rice Mills

412

553

646

670

700

743

362

371

423

461

354

398

432

433

438

443

Leather & Leather Products
Printing & Allied Industries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4)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노동자 및 공장 수는 제조업의 노동자 와 공장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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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수도 공학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공학 다음으로는 황마분야, 면방
직분야, 화학분야, 차(茶)분야로 나타났다. 공학 분야의 2008년 기준 노동자
수는 34만 2,937명으로 21만 4,334명인 황마분야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2위인 황마 분야와 3위인 면방직분야는 약 4.5배로 많은 차이
를 보였다. 황마분야의 노동자수가 2000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
으나 면방직 분야의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노
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경기가 상승곡선에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벵갈의 면방직분야, 화학분야, 차산업, 공학 분야의
경기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곡선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학분야와 화학분야는 공장 수의 증가와 함께 노동자 수의 증가도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서벵갈주 내에서 공학, 화학 분
야의 성장이 예상된다.

❚ 표 2-16. 서벵갈의 노동자 수 상위 5개 산업의 시기별 변화 추이 ❚
(단위: 명)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Engineering

360,610

316,467

329,519

331,066

338,081

342,937

Jute &
Allied Products

222,214

222,133

214,267

214,267

214,267

214,334

Cotton Textiles and
Power loom

45,815

46,945

47,853

47,123

47,321

47,498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34,147

38,192

39,824

40,095

40,132

40,315

Tea Factories

24,923

27,473

29,185

29,273

29,337

29,337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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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7. 서벵갈의 산업별 출신지역 노동자 비중 ❚
(단위: %)
West
Bengal

Bihar

Orissa

Uttar
Pradesh

Jute Industry
6.42
24.4
6.31
24.29
7.12
23.25
7.42
23.52
7.4
23.28
7.21
21.47
7.46
20.82
Engineering Industry
1980
58.94
19
3.67
15.12
1990
64.38
18.47
3.4
9.74
2000
72.98
13.64
2.94
8.06
2004
73.83
14.42
2.59
7.1
2005
74.29
14.35
2.48
6.98
2006
75.18
14.57
1.98
6.17
2007
72.44
15.07
1.54
10.42
Printing Press Industry
1980
76.66
12.45
3.66
4.06
1990
76.08
13.33
2.3
6.33
2000
85.07
8.62
1.42
3.99
2004
85.8
8.52
1.1
3
2005
86.63
8.21
0.97
2.74
2006
87.62
8.1
1.23
1.96
2007
85.82
9.35
1.12
2.45
Glass Industry
1980
41.26
21.16
2.54
32.07
1990
43.78
21.56
3.38
25.76
2000
91.07
3.57
0
0
2004
47
16.09
0.95
33.75
2005
47.39
15.8
0.81
34.04
2006
50.15
16.15
2.16
29.24
2007
46.96
21.34
2.66
26.52
Chemical Industry
1980
57.43
18.31
8.46
12.55
1990
64.03
16.79
6.32
10.52
2000
78.8
11.14
2.19
5.4
2004
77.4
8.62
3.02
6.79
2005
78.37
8.33
2.97
6.34
2006
79.08
7.73
2.94
7.09
2007
79.3
7.33
3.16
6.53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1980
1990
2000
2004
2005
2006
2007

22.86
31.35
37.49
34.29
34.36
35.54
34.94

40.87
34.81
26.29
29.53
29.73
30.33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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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s

Total

5.45
3.24
5.85
5.24
5.23
5.45
5.5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27
4.01
2.38
2.06
1.9
2.1
0.5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17
1.96
0.9
1.58
1.45
1.09
1.2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97
5.52
5.36
2.21
1.96
2.3
2.5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25
2.34
2.47
4.17
3.99
3.16
3.6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벵갈의 주요 산업들의 출신 지역별 노동자 수는 유리산업을 제외한 황
마, 공학분야, 인쇄, 화학 등에서 서벵갈 출신의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증하
고 있다. 특히 황마 분야의 경우 1980년과 1990년에는 비하르 주 출신의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벵갈 출신 노동자들 비중보다 높았으나, 2007
년에는 서벵갈 출신과 비하르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9%와 31.2%
로 서벵갈 주 출신의 노동자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
야별로는 황마분야와 유리산업에서 타 지역 출신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벵갈 출신의 노동자들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서벵갈의 공장 노동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06년 기준으로 69,569 루피
(약 1,467달러)로 나타났으며, 광부의 평균 주간 소득은 2006년 3,109 루
피(약 68달러)로 확인되었다. 공장 노동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02년
65,966루피에서 2006년 69,569루피로 5년간 연평균 1.34%의 증가율이며,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반면 광부들의
평균 주간 소득은 동 기간 동안 8.2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표 2-18. 서벵갈 공장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과 광부의 평균 주간 소득 ❚
(단위: 루피)
Average annual earnings
of factory workers

Average weekly earings
of "Below ground" miners
and loaders in coal mines

2000

57,133

1,690

2001

64,665

1,950

2002

65,966

2,265

2003

66,755

2,352

2004

67,886

2,672

2005

68,789

2,853

2006

69,569

3,109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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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벵갈의 연도별 공장 수는 1999년 6,373개에서 2003년 5,942개로 감소
하였고 이후 소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5,987개로 다시 감소하
였다. 노동자 수 또한 공장 수와 같은 추세를 보였으며, 2007년에 421,280
명으로 1999년보다 약 4만 명가량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서벵갈의 공장 수와 노동자 수는 2003년부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는 2007년 기준 70.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과 동일한 수치이다. 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는 2000년이 74.8명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장의 대규모화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는 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가 2000년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그보다 낮은 수치에
서 큰 변화 없이 약 70명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 표 2-19. 서벵갈의 연도별 노동시장 변화 추이 ❚
(단위: 명)

연도

공장 수

노동자 수

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

1999

6,373

462,666

72.6

2000

6,091

455,812

74.8

2001

6,195

432,930

69.9

2002

6,085

428,096

70.4

2003

5,942

408,938

68.8

2004

6,105

417,996

68.5

2005

6,077

420,663

69.2

2006

5,928

403,095

68.0

2007

5,987

421,280

70.4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연도별 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게
1인당 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03년에 58,926루피로 상당부분 감
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3년보다 약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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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상승한 73,654루피(약 1,626 달러)를 기록하였다. 서벵갈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실질적인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졌는지를 확
인할 수 있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인당 임금 상승률
이 5.74% 수준인 것을 볼 때, 서벵갈의 실질적인 임금상승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표 2-20. 서벵갈의 연도별 전체 임금 및 1인당 임금 ❚
연도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십만 루피

루피

1999

258,194

55,806

2000

263,975

57,913

2001

257,693

59,523

2002

257,670

60,190

2003

240,972

58,926

2004

255,554

61,138

2005

267,215

63,522

2006

256,525

63,639

2007

310,289

73,654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서벵갈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 수준은 산업 분야별로 많은 차이
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숙련(Unskilled) 노동자의 경우 산업별로 적게는
87.5루피에서 많게는 156.35루피였으며,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의 경
우에는 최소 98.05루피에서 최대 174.27루피였다. 또한 숙련(Skilled) 노동
자는 최소 99.8루피에서 최대 193.5루피까지, 고숙련(Highly Skilled) 노동
자는 산업별로 작게는 108.12루피에서 많게는 159.23루피로 나타나, 최소임
금 범위의 가장 큰 임금 수준이 오히려 반숙련 노동자나 숙련 노동자에 비
하여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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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1. 서벵갈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 임금 범위(2010. 6) ❚
(단위: 루피)

노동자 구분

총 최소 임금

Un-skilled

87.5~156.35

Semi-skilled

98.05~174.27

Skilled

99.80~193.50

Highly skilled

108.12~159.23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표 2-22. 서벵갈의 교육시설 현황(2007년) ❚
구분

고등학교~
2년제 대학5)

서벵갈
오리사
자르칸드
비하르
차티스가르

Degree and above level

대학교6)

일반대학7)

전문대학8)

49,913

1,283

8,640

375

49,765

20,013

9,434

700

18,941

7,878

1,280

113

45,980

16,245

3,746

800

34,034

14,066

4,226

334

자료: Department of School Education & Literacy, Annual Report 2009~10.

서벵갈의 교육시설은 2007년 기준으로 고등학교부터 2년제 대학까지의
개수가 499,132개로 동부권역 5개 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2006년 기준 일반대학의 개수는 1,283개로 가장 적었으며, Engineering,
Technical, Architecture 등을 포함하는 전문대학의 개수는 8,640개로 두 번
째, 대학교는 2007년 기준 375개로 3번째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동부권역
주들은 대학교 이하의 교육시설이 인도 전체에서도 많은 편에 속하였으나

5) High Schools / Higher Secondary / Intermediate / Pre-Degree / Junior Colleges를 의미한다.
6) Universities / Deemed Universities / Institutions of National Importance를 의미한다.
7) Colleges for General Education을 의미한다.
8) Colleges for Professional Education을 의미하며 Engineering, Technical, Arch. Medical, Teacher
Training Colleges and Polytechnics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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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 및 대학교 수와
졸업생 수가 비례한다고 했을 때, 서벵갈 주 노동인구 중 대학교 이상의 고
학력 노동자는 다른 주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서벵갈에서 토지 구매 및 임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인설립을 하여야 한
다. 그 외 사업 허가를 승인받기 위한 각 부처별 관련 필요 항목들은 짧게는
3일, 토지이용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까지 소요됨에 따라, 소
요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항목 및 대행서비스 여부에 대한 사
전조사가 필요하다.

❚ 표 2-23. 서벵갈의 일반적인 사업 허가 예상 소요시간 요약 ❚
사업 승인 허가 리스트

관련 부처

소요시간

No Objection Certificate from Pollution Control Board

Environment

15 days

Permission from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Health Licence
Fire Licence
Electrical Connections

Industries
Health and Fire
Power

7 days
3 days
7 days
36 days

Land

Revenue

75-90 days

Allotment of land

WBIDC

30-45 days

자료: Government of India.

서벵갈 주 주요 도시 3곳의 산업용 토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항구와 접근
성이 좋은 할디아(Haldia)의 경우 ㎡당 6.7~7.18달러로 나타났으며, 할디아
와 콜카타 사이에 있는 Falta 지역은 이보다 조금 낮은 ㎡당 6.4달러, 주도
인 콜카타 지역은 ㎡당 14~24달러로 콜카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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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토지 가격이 약 2~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무실 임대비용은 1달에
sq.ft당 0.96~1.4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시설의 임대비용은
1달에 2,000sq.ft당 287~430달러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기요금은
kWh당 3.8~7.6센트, 수도요금은 1,000리터당 17~24센트 수준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 표 2-24. 서벵갈의 일반적인 사업비용 요약 ❚
(단위: 달러)

구분

비용
Haldia - 6.7~7.18

Industrial land(per sq mt)

Falta - 6.4
Kolkata - 14.36-24

Office space rent(per sq ft per month)

0.96~1.4

Residential rent(for a 2,000 sq mt house, per month)

287~430

Electricity(per kWh)

0.038~0.076

Water(per 1000 liters)

0.17~0.24

자료: Government of India.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서벵갈의 1인당 명목소득은 2008년 기준 36,322루피(약 791 달러)로 동
부권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 전체 1인당 소득인 37,490루피
보다 약 1,000루피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인도 전체에서는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 동부권역 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이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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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7. 서벵갈의 1인당 소득(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실질 소득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대비 2008년의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6.4%
로 나타났다. 이는 동부권역 5개 주들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인 것으로 자르칸
드의 동 기간 증가율인 6.5%와는 비슷한 수치였다.

❚ 그림 2-28. 동부권역 주별 1인당 소득 변화(1999년 기준, 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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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5. 서벵갈의 1인당 소득 변화 추이(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Constant(1999년 기준)

Current

2002

17,567

18,776

2003

18,374

20,872

2004

19,367

22,675

2005

20,212

24,533

2006

21,753

28,073

2007

23,229

31,722

2008

24,720

36,322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나. 소비 형태9)
서벵갈의 1인당 월평균 지출액(MPCE: Monthly Per Capita Expenditure)
은 도시인구의 경우 17개 주 중 중간 수준으로 인도 전체 도시인구의 1인당
소비지출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농촌인구의
소비는 7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도시인구와 같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 전체 농촌인구의 1인당 소비지출 평균치보다 약 70루
피 정도 낮은 수준이다.
서벵갈의 전체적인 도시와 농촌 지역의 1인당 지출은 도시 인구의 1인당 월
평균 식품 지출이 총 618루피(약 15달러)로 동부 5개 주 가운데 가장 높았으
며, 이는 인도 전체 평균인 582루피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치이다. 식품 외 품
목에 대한 지출은 834루피(약 20달러)로 차티스가르에 이어 동부에서 두 번째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 전체 평균인 889루피보다 약 55루피 가량 적었다.

9)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1인당 월평균지출액의 인도 전체 평균은 Union Territory까지 모두 포함한 것
으로, UT의 지출이 인도의 일반적인 주들보다 높기 때문에 주별 비교에서 언급되는 17주의 평균치보
다 높게 나타났다(주별 비교를 위해 도시와 농촌인구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 통계가 모두 있는 주 17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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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의 월평균 1인당 지출은 총 702루피(약 17달러)로, 동부에서 가장 높
은 수준이나, 인도 전체 평균인 772루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
한 농촌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은 406루피였으며,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
출은 296루피로, 역시 동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29. 서벵갈의 1인당 월평균 지출액(2007년) ❚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 표 2-26. 지역별 품목별 전체 1인당 월평균지출액 현황(2007. 7~2008. 6) ❚
(단위: 루피)

식품 전체

618

608

자르
칸트
613

식품 외 전체

834

830

782

574

964

889

총 지출

1,452

1,438

1,395

1,080

1,503

1,471

식품 전체

406

325

349

357

297

404

식품 외 전체

296

234

244

241

284

368

총 지출

702

559

593

598

581

772

구분

도시

농촌

서벵갈

오리사

비하르
506

차티스
가르
539

인도
전체
582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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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구의 식품군에 대한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식품 소비가 총 소비의 약
43%를 차지하였다. 단일 품목으로는 곡물이 156루피를 지출하여 총 식품
지출의 4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곡물이 주식인 북부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달걀․
생선 및 육류, 음료, 야채, 유제품으로 4개 품목 총 지출이 333루피이다.

❚ 그림 2-30. 서벵갈 도시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식품 외 품목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열비, 교육비, 기타 잡화 소비가 많았다.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경우 월평균 1인당 193루피로 서벵갈 주 도시 인구의 1인당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전체 지출액의 23%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의 지출에서 임대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벵갈에서는 총 35.93루피로 나타나 전체 식품 외
지출의 4% 수준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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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1. 서벵갈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서벵갈 주 농촌인구의 총 지출액에서 식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1인당 식품 세부 품목에 대한 지출은 곡물에
대한 지출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른 식품항목에 대한 지출액과 큰 차이
를 보였다. 주식인 곡물과 곡물 대체 식품에 대한 소비가 총 154루피로 전
체 식품소비액의 38%를 차지하였다. 도시 인구의 식품지출과 비교해 보면,
농촌인구가 도시인구보다 곡물에 소비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야채, 달걀․
생선 및 육류, 음료 등에 소비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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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2. 서벵갈 농촌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7~2008.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의 지출은 광열비가 70루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의류가 42루피, 기타 잡화가 36루피로 많았다. 도시 인구의
식품 외 지출과 비교해 보면, 도시 인구의 식품 외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컸
던 소비자 서비스 품목이 농촌에서는 비교적 지출 비중이 작았으며, 대신 의
류 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33. 서벵갈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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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벵갈의 한 달 기준 1가구의 지출이 1,000루피 이하인 가구의 품목별 소
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소비재 중 의류품목의 물가변
동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잡화의 경우 2001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하여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려 90포인트에 가까운 수
치가 증가하였다.

❚ 그림 2-34. Home Town Retail(In New Town, Rajahat) 전경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 표 2-27. 서벵갈의 한 달 지출 1~1,000루피 가구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
Food

Clothing

Fuel
&
Light

Housing

miscella
-neous

All
Combined

2001

171.8

158.4

237.5

286.6

174.6

191.1

2002

168.7

162.1

272.2

286.6

191.9

194.5

2004

177.7

165

303

286.7

216.3

205.9

2005

183.6

166.8

314.5

286.7

230.9

212.6

2006

193.5

168.8

319.6

286.8

243.8

220.9

2007

212.6

175.6

325.8

286.8

252

234.3

2008

216.2

177.5

329.7

286.8

260.3

238.1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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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01루피 이상 3,500루피 이하 가구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는 전체적인 품목별 증가폭이 앞서 살펴본 1,000루피 이하 가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음식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조금 더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반
면에 의류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이면서 가구소득과 무
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2-28. 서벵갈의 한 달 지출 2,001~3,500루피 가구의 품목별 소비

자물가지수 ❚
Food

Clothing

Fuel &
Light

Housing

miscella
-neous

All
Combined

2001

171.6

156.3

247.7

280.4

172.6

185.4

2002

169.9

159.9

281.5

280.3

203.6

192.5

2004

180.4

162.3

317.3

281.2

228.5

205.5

2005

186.2

164.4

335.1

281.3

243.3

212.8

2006

195.7

166.4

337.1

281.7

255.3

221.2

2007

214.7

173

341.2

282.6

262.9

234.5

2008

221.5

175

346.7

282.6

269.7

240.2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서벵갈 주정부는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
고, 투자촉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산업부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호혜적이며 적합한 해외기술 및 투자 장려, 서벵갈 주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 중점 개발, 산업이익과 노동자 간의 균형 유지, 공기업의
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서벵갈 주정부는 주 내의 극소·소규모 영세 산업
의 성장을 위하여 법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세금 할인, 보조금 지원,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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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안을 근거로 회사 운영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 30%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최초 5년간 발생한
전기요금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고용자의 고용보험과 근로자연금으로
지출된 금액의 80%를 상환해 준다.

❚ 표 2-29. 서벵갈의 극소·소규모 영세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인센티브 내용

극소·소규모
영세
산업
(MSE)

극소·소규모
영세
산업
(MSE)

- 투자자본 보조금은 고정투자금의 15~35%만큼 지급됨
- 승인된 사업의 이행을 위해 상업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빌린 텀론(term
loan)에 대한 연간 이자부채 중 30% 정도 이자 지원
- 조업 및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조업 및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 주정부 고용보험(Employees State Insurance), 근로자연기금(EPF: Employment
Provident Fund)에 기부금을 낸 기업의 지출금 중 80%를 상환함(기업의
위치에 따라 상이함)
- 주 안에서 승인 완료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구매와 관련된
서류신청을 위해 발생한 인지세 및 등록료를 환불해줌
- 극소·소규모 영세 여성 기업인이나 불가촉천민/부족민의 기업인 그리고 자조
그룹(self-help group)의 기업인의 경우 추가적인 10%의 보조금이 지급됨
- 콜카타 가죽 산업단지로 재이전한 기존의 가죽관련 극소 · 소규모 영세 기
업인의 경우 만약 이전 시 현대화 작업도 이루어졌다면 공장과 기계에 대한
순수투자액의 25%만큼 추가로 고정자본투자금이 보조됨
- 극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현대화 작업에 들어간 비용 중 최대 75%, 소규모 기
업의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함(지원 금액이 최대 45만 루피를 넘을 수 없음)

자료: Ministry of Finance.

나. 개방환경
서벵갈의 경우 실제 교역량은 9개 주10) 중 안드라프라데쉬의 뒤를 이어 5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제규모 대비 교역량은 7번째로 나타나 실질적
인 개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India Ports Association에서 발표한 인도의 주요 Port들의 교역량을 해당 9개의 교역량으로 가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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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5. 서벵갈의 주내순생산 대비 교역량 비중(2008년) ❚
(단위: 천 톤)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India Ports Association.

한편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에서도 다
른 주들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서벵갈
의 개방 정도가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2-36. 서벵갈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비중(2007년)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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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서벵갈 지역은 동부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거의 없는 지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쯔비시 화학 등이 서벵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업체이다. 일본은 2009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자금으로 2,180억 엔(약 26억 달러)을 투입했다. 이 중에서 콜카
타의 메트로 프로젝트에 약 230억 엔, 즉 10% 가량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동원해 일본기업의 서벵갈 진출을 지원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인도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의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서벵갈 지역이 과거 경제발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방
글라데쉬 난민과 불가촉천민들의 증가로 경제발전 속도가 느리지만 인도의
북동부 지역, 그리고 중국과의 장기적 경제협력 관점에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회 ․ 문화적 리스크
2008년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타타그룹의 타타자동차가 야심차게
준비해 오던 세계 최저가 나노자동차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서벵갈 지역 주민들이 토지 수요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규모의 시위
를 벌였기 때문이다. 인도의 기업들과 세계의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타타자동차는 서벵갈을 버리고 구자라트로 프로젝트를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서벵갈에서 있었던 다른 외국기업의 투자 어려움과
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즉 인도 기업들도 기업 활동
을 하기가 힘든 곳이라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의 5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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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드는 콜카타 시장은 버리기에 아까운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성향의 위험성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벵갈은 인도에서 노사 분규가 가장 심각한 주로 2007년 한 해 동
안만 무려 169건의 파업 및 공장폐쇄가 있었다. 아래의 [그림 2-37]을 보면
서벵갈 주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노사분규
가 일어났던 타밀나두 주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2-37. 서벵갈의 노사분규 수(2007년) ❚
(단위: 건)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서벵갈에서 발생한 노사분규와 관련된 노동자 수는 무려 약 37만 6천명이
었으며, 손실 근무일은 약 2,370만 일, 169건 중 9건에 대한 손실임금은 약
2,040만 루피(약 50만 달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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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0. 서벵갈의 노사분규 현황 ❚
(단위: 루피)

손실 임금
(분규 수)

주

노사분규

관련 노동자

손실 근무일

서벵갈

169

오리사

7

376,351

23,737,546

20,410,498(9)

4,403

10,287

1,982,233(6)

차티스가르

7

4,374

4,374

비하르

4

15,850

60,294

1,119,260

동부 전체

187

400,978

23,812,501

23,511,991

손실 생산량
(분규 수)
37,828,281(4)

37,828,281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한편 서벵갈은 제조업 공장 수 대비 노사분규의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실질적인 노사 간의 갈등도 인도의 다른 주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림 2-38. 서벵갈의 제조업 공장 수에 대한 노사분규 비중 ❚

주: ( )안은 실제 노사분규 발생 건 수.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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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벵갈 주에서는 2010년 5월 열차 충돌로 사망자가 150명이나 발생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마오쩌둥의 공산반군이 개입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서벵갈은 이러한 낙살라이트 등의 공산반군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삼림지역 등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할 시에는 이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지역은 인도의 동북부와 중국과 가까운 지역
이다. 인도의 동북부 주들(나갈랜드, 미조람, 아삼 등)은 인도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1962년에 인도와 전쟁을 벌인 적도 있기 때문
에 이 지역은 카시미르 다음으로 국경 분쟁에 대한 위험성이 큰 지역이다.

❚ 그림 2-39. 낙살라이트 활동 지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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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벵갈의 콜카타에는 Oxford International

School과 같은 주재원

을 포함한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국제학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표 2-31. 서벵갈 소재의 국제학교 ❚
도시

콜카타

No.

국제학교

1

International Public School

2

Bridge International School

3

Adams International School

4

Calcutta International School

5

Kinderworld International School

6

Oxford International School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서벵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후된 빌딩의 재건이나 인프라 개발 등의
많은 기회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 주민들과의 타협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정치적 자금, 토지 수
용 금액 상승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지방세도 서벵갈의 경제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은행에서
발표한 2009년의 인도 지역별 환경 자료에 따르면, 서벵갈의 콜카타는 주요
지역들 중 지방세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진출환
경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진출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콜카타
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금 부분에서 높은 위험성을 나타내는
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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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0. 주요 지역별 세금(2009년) ❚

자료: World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또 다른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수출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들 수 있다.
수출입 통관시간이 길수록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 물류나 통관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의 수출입 통관 시간은 주요 위험요소 중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
서벵갈의 콜카타는 수출통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빠른 아메다바드보다는 3일이 길었으며,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코치보다는 8일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통관 시간은 31일로 수출에 비하여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의 수입 통관 시간에 비해서도 상당히 긴 편에 속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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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1. 주요 지역별 수출입 소요시간(2009년) ❚

자료: World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정책적 위험요소 중 콜카타 지역은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에 소요되는 시
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은행의 조사지역 17개 지역 중 세 번째
로 긴 것으로 나타나 콜카타 지역의 법적 분쟁에 대한 위험정도가 높은 것
으로 보인다. 인도는 소송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위험성은
진출환경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그림 2-42. 주요 지역별 법정문제 처리 소요시간(2009년) ❚

자료: World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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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오리사(Orissa)

오리사는 2005년에 우리나라 기업인 POSCO가 1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를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이었다. POSCO
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인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발표 직후 우리나
라와 인도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시시
각각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오리사의 주도는 부바네스와르로
미국의 도로망과 흡사한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구축된 계획도시이다. 하지만
부바네스와르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인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도 많은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오리사는 POSCO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지역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발전한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리사는 크롬광석, 철광석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광물자원을 해외로 수출하는 관문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
주는 아직까지도 부족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인도의 대표적인 낙
후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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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리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서벵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다. 물론 인도 전체로 보면 3% 미만의 미약한 수준이지만, 향후 POSCO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따라서 오리사는 새로운 우리 기업의 진출지로 각광받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보를 축척해
둘 필요가 있다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오리사는 남동쪽으로 벵갈(Bengal) 만, 북서쪽으로 서벵갈(West Bengal)
주, 북쪽으로 비하르(Bihar) 주, 남쪽으로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와 접해 있다. 오리사는 동부지역의 충적 삼각주 및 해안 평야, 북쪽지역
의 평원, 서쪽지역의 동고츠 산맥 등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몬순
계절풍이 부는 열대기후 지역에 속하며 계절은 2~6월까지 여름, 7~10월까지
우기, 11~2월 중순까지 겨울로 나뉘고 연평균 강우량은 약 1,500mm에 이
른다.
오리사는 고대에 칼링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오리사의 첫 통치권자
는 Sir Jhon Austin Hubbak으로 알려져 있다. 1936년 4월 1일에는 간잠
(Ganjam)지역이 마드라스(Madras) 통치하에서 오리사 주로 옮겨졌는데 이는
오리사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이었으며, 이를 축하하는 축제를 매년 4월 1일
에 열고 있다. 독립 이후 오리사는 과거의 24개 소규모 영토를 획득함으로
써의 크기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인구수도 1/3 이상 늘었다. 오리사는
1950년대에 들어서 헌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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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오리사의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오리사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인도 미술 및 건축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들이 다수 남아 있다. 전통미술이 벽화, 돌조각, 나무 조각, 성
상화 및 야자 잎에 그린 그림 등을 통해 이어져오고 있으며, 수공예는 은선
세공 장식품이 유명하다. 소수부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마달과 피리에
맞춰 주는 다양한 민속춤이 현재까지 전해져 온다. 특히 오리시로 알려진 고
전 무용은 700년 이상 사원무용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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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오리사의 사원(상) 및 아름다운 문화유산들(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오리사는 전통축제 또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10~11월의 보름달이 뜨기
전 5일간에 걸쳐 열리는 보이타반다나 축제가 대표적이다. 이때 사람들은 강
둑이나 해변에 모여, 자신들을 태우고 먼 동쪽 나라로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작은 모형배를 띄워 보낸다. 또한 오리사에서 가장 큰 종교축제인 자간나타
마차축제는 푸리에서 열리는데 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각지
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오리사는 종교 분쟁과 관련된 독특한 특징이 있는 지역이다. 인도는 일반
적으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이 항상 존재하지만 오리사의 경우는 힌두
교와 기독교 간의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힌두교
근본주의 단체 중 하나인 버즈렁 덜(Bajrang Dal)은 오리사의 기독교인들에
게 무력을 행사해왔다. 주된 이유는 선교사들이 그 지역의 빈곤층, 특히 부
족이 모여 사는 지역의 빈곤층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
다. 버즈렁 덜의 지지자들은 공식적으로는 평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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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독교의 목소리를 높이며 평화를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리사의 공식 언어는 오리야(Oriya)어이며, 73%의 오리사 주 사람들이
오리야어를 쓴다. 영어는 공무,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힌디(Hindi)어, 벵갈리
(Bengali)어, 텔루구(Telugu)어, 산탈리(Santali)어도 오리사에서 쓰이는 언어
이다. 오리사 주 인구의 94.6%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힌두교도이며
2.4%가 기독교, 2.1%가 이슬람교, 0.9%는 그 외의 종교를 믿는다.

❚ 표 3-1. 주 개황 ❚
약 36,700,000명(인도 전체의 약 3.5%)

인구
면적

155,707sq.km

성 비율

남성 1,000명 당 여성 972명

언어

오리야(Oriya)어, 영어, 힌디(Hindi)어, 뱅갈리(Bengali)어,
텔루구(Telugu)어, 산탈리(Santali)어

자료: IBEF, Economic Survey of Orissa 2008~09.

❚ 그림 3-3. 오리사의 인구구조(2001년) ❚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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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의 인구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20개 주 중 7번째로 낮은 인
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동부권역 주들 중에서도 차티스가르 주 다음
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도시인구 비율 또한 매우 낮으며, 20개
주 중 히마찰프라데쉬, 비하르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남성
1,000명당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개 주 평균인 932명보다 높은 수준으
로 다른 주들에 비하여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나. 정치 현황
오리사도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주
의에 입각한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는 상징적인 역할만 하며, 실
질적인 행정업무와 외교업무는 주수상에 의해서 관리된다. 입법기관은 단원
제이며, 입법부는 147명으로 구성된다. 인도 국회에서는 상원에 21석, 하원
에 10석을 확보하고 있다.

❚ 표 3-2. 오리사 주지사 및 주수상 사진 ❚

주지사
Murlidhar Chandrakant Bhandar

주수상
Naveen Patnaik

자료: Government of Ori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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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오리사 정치 개황 ❚
구분

내용

주지사

Shri Murlidhar Chandrakant Bhandar

주수상

Shri Naveen Patnaik

집권당

BJP-BJD연합당

주요야당

Congress

의회형태

단원제

구성원 수

147명

오리사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해왔다. 오뜨칼 고럽 마두수단 다스(Utkal Gourab Madhusudan Das),
나바쿠구쉬나 쵸드리(Nabakrushna Choudhury)와 같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오리사 주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오리사는 1936년에 형성되었지만 인도 독
립 이후 1949년이 되어서야 독립적인 주로 선포되었다.
과거에는 오리사의 교육, 공업, 농업 등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 속도가 느
렸지만, 최근에는 오리사의 현 집권당 BJP-BJD 연합당이 경제개발 정책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오리사는 충분한 광물,
울창한 산림, 비옥한 땅, 넓은 강, 다수의 수로 등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수상 및 집권여당은 오리사 주를 인도 내
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몇 대째
계속되는 세습정치로 인해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BJP-BJD 연합당의 경우 중앙집권당과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기 때문에 중앙행정에 반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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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오리사의 주별 집권당과 중앙집권당의 관계 ❚
주
하리아나

중앙 집권당과의 관계
친

반

INC
BSP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

중립

INC

펀잡

SAD

우트라칸트

BJP

잠무 & 카쉬미르

INC
BJP

히마찰프라데쉬

BJP

마드야프라데쉬
CPI

서벵갈

BJP-BJD

오리사
자르칸드

JMM
NAD

비하르

BJP

차티스가르
마하라쉬트라

INC-NCP
BJP

구자라트
고아

INC

타밀나두

DMK
BJP

카르나타카
LDF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

INC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오리사의 경제규모는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20개 주 중 7번째로 작게 나
타났다. 동부권역 5개 주들 중에서는 서벵갈과 비하르의 뒤를 이어 세 번째
로 높은 수준이었다. 비하르의 경우에도 오리사 주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동부권역이 서벵갈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경제발달 정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장률은 인도 전체 성장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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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오리사의 경제규모 및 성장률(2008년) ❚
(단위: 천만 루피)

주: 1. 2008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07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
(잠무 & 카쉬미르, 마드야프라데쉬)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는 각 주별 발표자료를 사용
3. 서벵갈 주의 경우 2008년의 산업별 주내순생산을 합산하였음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오리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연도별로는 2003년과 2004년 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각각 14.6%, 13.1%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 5.3%로 주춤하였으나 2006년과 2007년에 다시
10% 이상을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성장의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2005년부
터 2009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인 10%가 2013년까지 지속될 경우 2013
년 오리사의 주내순생산 규모는 약 1조 1,544억 루피로 예상된다. 따라서
10%대의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오리사의 주내순생산은 2003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약 2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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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오리사의 실질 주내순생산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만 루피,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오리사는 1991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아래 [그림 3-6]에서와 같이 약 843억 루피(약 21억 달러)로 나타나
동부권역 5개 주 중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인도 전체에서도 7번째를 기록하
였다.

❚ 그림 3-6. 오리사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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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수는 같은 기간 동안 아래의 [표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61개로 비슷한 금액 규모인 서벵갈의 25% 수준이었다. 이를 통
해 오리사에서는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져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오리사의 건별 평균 외국인직접
투자 금액을 보면 5.2억 루피(약 1,300만 달러)로 동부권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규모는 인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약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3-5. 동부권역 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주

승인 수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건별 평균
금액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서벵갈

723

81,547

113

2.71

오리사

161

84,283

523

2.8
0.05

자르칸드

84

1,465

17

차티스가르

51

24,829

487

0.82

비하르

50

7,397

148

0.25

동부 전체

1,069

199,521

187

6.63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오리사의 2007년 기준 총 수출량은 약 1,360억 루피(약 34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이 중 광물(Mineral Products) 분야가 약 709억 루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광물과 관련된 야금(Metallurgical Products) 분야가 약
505억 루피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리사의 주요 수출국에 포함되는 항목은 야금 분야와
수산물 분야로 나타났다. 오리사는 야금 품목 중에서 알루미늄/알루미나의
수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또한 수출국의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품목은 Charge Chrome/Fero Chrome으로 확인되었다. 각각
의 수출량은 213억 루피와 175억 루피로 야금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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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수산물은 약 25억 루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외의 오리사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있었다.

❚ 표 3-6. 주요 수출국에 한국이 포함되는 오리사의 수출품목(2007년) ❚
(단위: 천만 루피)

품목명

수출량

주요 수출 국가

Charge Chrome /
Ferro Chrome

1,752.41

Japan, Korea, Pakistan, Netherlands, China, USA,
Taiwan, Germany, Canada, etc.

Aluminium /
Alumina

2,134.62

Russia, China, Japan, Singapore,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A.E., Thailand, Baharin
Bangladesh, Korea, Srilanka, Nepal, Germany

129.43

Bangladesh, Malaysia, Pakistan, Korea, Netherlands,
USA, UAE, etc.

250.47

Japan, USA, Australia, UAE, South Korea, France,
Germany, UK, Netherlands

Metallurgical Products

Others
Marine Products
Sea Food

자료: Directora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오리사의 주요 수출 품목별 수출 국가 및 현황은 아래의 [표 3-7]과 같다.
오리사 주에서 가장 많은 수출량을 나타낸 품목은 광물로 2007년 기준 수출
량이 약 709억 루피로 특히 철광석과 망간석의 수출량이 이 중 약 521억
루피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제련제품으로 크
롬, 알루미늄, 선철 및 해면철 등의 수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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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품목별 수출량 및 주요 수출국 리스트(2007년 기준) ❚
(단위: 천만 루피)

품목명

수출량

Metallurgical Products

주요 수출 국가

5,054.08

Charge Chrome / Ferro
Chrome

1,752.41

Japan, Korea, Pakistan, Netherlands, China,
USA, Taiwan, Germany, Canada, etc.

Aluminium / Alumina

2,134.62

Russia, China, Japan, Singapore,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A.E., Thailand,
Baharin Bangladesh, Korea, Srilanka, Nepal,
Germany

Pig Iron /
Sponge iron

1,037.62

Malaysia, Thailand,
Taiwan, Japan,
Indonesia, Australia, Bangladesh, China

Others

129.43

Bangladesh, Malaysia, Pakistan,
Netherlands, USA, UAE, etc.

Korea,

129.15

Bangladesh, Algeria,
Bulgaria,
Brazil, Australia, Argentina etc.

Yemen,

4.72

Bhutan

77.48

Nepal, Philippine,
Indonesia etc.

Engineering/Chemical
Allied Products

and

Refractories
products

and

Cement/Clinker
products

and

Others
Mineral Products

211.35

France, Italy, Taiwan,

7,088.06

Chrome ore / Chrome
concentrate

1,814.01

China, Japan, Hongkong

Iron ores / Manganese
ore

5,209.54

China, Hongkong, Australia,
Japan, Singapore, etc.

Others(aluminite)

64.51

Norway, Austria,
Malaysia

Agriculture
Products

and

Forest

Kendu leaf
Others
Marine Products

Switzerland,

China, UAE,

Germany,

6.25
0.38

Pakistan, Srilanka and Bangladesh.

5.87

UK, South Africa, USA

386.99

Frozen Shrimps / Fish

136.52

Japan, UK, USA,
Netherlands, Vietnam,
Ajman etc.

Sea Food

250.47

Japan, USA, Australia, UAE, South Korea,
France, Germany, UK,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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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UAE,
China, Australia,

❚ 표 3-7. 계속 ❚
품목명
Handloom, Textile and
Handicrafts Products.

수출량

주요 수출 국가

9.75

Handloom products

0.29

Australia, South
Africa, Greece, Japan,
Portland, Italy, Belgium etc.

Handicraft products

0.65

USA, Australia,
Canada, France, Japan,
U.K., Brazil, Switzerland, etc.

Textile products

8.81

Peru, Portugal, Cambodia, Indonesia etc.

Other Products

838.31

Pharmaceutical products

0.87

Nepal, Bangladesh, UK, Srilanka, Indonesia.

Electronic goods
(Computer Software)

837.44

USA, Germany, Japan, China, Europe, UK,
Australia..

자료: Directora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라. 인프라 현황
1) 도로 및 철도
오리사는 3,704km의 국가고속도로와 3,675km의 주 고속도로를 포함한
총 238,908km 길이의 도로를 가지고 있다. 오리사는 도로건설의 민영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는 부바네스와르-커택
(Bhubaneswar-Cuttack) 고속도로, 탈처-고팔뿌르(Talcher-Gopalpur) 고속도
로 그리고 커택-프라딥(Cuttack-Paradeep)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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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오리사의 주요 도로 현황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 표 3-8. 오리사의 도로 개설 현황 ❚
고속도로 형

고속도로 길이(km)

국가 고속도로

3,704

주(州) 고속도로

28,311

지구 도로

19,801

오리사 주를 통과하는 남동부 철도(South Eastern Railways) 및 동해안
철도(East Coast Railways)는 인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최근 오리사는 탈처-삼발뿌르(Talcher-Sambalpur) 노선을 신설하
면서 해안지역과 오리사의 서쪽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
였다. 또한 주정부는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드
루벨리-구누뿌르(Therubeli-Gunupur)에 산업화물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산업화물 철도는 고팔뿌르(Gopalpur) 항구와 함께 남부 오리사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시켜 산업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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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부바네스와르 기차역 모습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2) 항만 및 공항
오리사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나 파라딥(Paradip) 항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규모 항구의 경우 화물 수용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파라딥 항구의 경
우 2009년 기준 약 5,700만 톤의 교역량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 이후로
꾸준하게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 표 3-9. Cargo Traffic at Major Ports ❚
(단위: 천 톤)
Port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PARADIP

25,311

55,801

33,109

38,517

42,438

46,412

57,011

자료: India Por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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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리사는 현재 총 4개의 공항이 있으며,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
에 위치한 비주 페나이크(Biju Patnaik) 공항을 국제공항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 그림 3-9. 비주 페나이크 공항의 위치(좌)와 전경(우)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3) 전력
오리사의 전력 생산능력은 앞서 살펴본 서벵갈 주 전력 생산능력의 약 절
반 수준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부권역 5개 주 중에서
는 차티스가르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였다.
❚ 그림 3-10. 오리사의 전력 생산능력 ❚
(단위: MW)

자료: Ministry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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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는 인도의 전력부문의 개혁을 일으킨 첫 번째 지역이며, 2009년 기
준 총 2,520MW의 전력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리사의 전력 기관인
OPGC, OPTCL, CSEU는 공기관이고 WESCO, NESCO, SOUTHCO, 릴
라이언스(Reliance)는 민간기관이다. 현재 릴라이언스는 자하르수구다(Jharsuguda)
지역에 130억 달러 규모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마. 자원현황
오리사는 인도 내 최대 지하자원 채굴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공업용
지하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고 크롬철광 생산은 전국적으로 손꼽힌다. 그밖
에 철광석, 마그네슘, 석탄, 석회석, 백운석을 대량 생산하며, 흑연, 보크사이트
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All-India Mineral Resources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 전체 크롬의 97.4%, 니켈의 95.1%, 보크사이트의 49.7%, 철광석의
33.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강철· 비료· 시멘트·
내열 도자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들과 제지· 직물· 설탕· 염소· 가성소다·
유리공장 등 많은 공장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히라쿠드 댐과 마츠쿤드 수력
발전소 등 풍부한 수력자원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오리사 주 농촌 인구의 약 80%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중 15%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농사 이외의 부업에 종사한다. 주요 농작물로는 쌀, 유
료종자, 황마, 코코넛 등이다. 1인당 경작지가 0.4ha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며, 완전 불모지를 비롯해서 농사에 부적당한 땅도 곳곳에 있다.

❚ 표 3-10. 오리사의 주요 자원 ❚
구

분

내

용

주요 자원

철광, 망간, 크롬철광, 석탄, 보크사이트, 보석용 원석, 화강암

주요 농산물

쌀, 콩, 땅콩, 황마, 사탕수수, 코코넛, 심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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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오리사의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과 광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5%와 10.7%로 농림수산업 부분의 성장이 실질적으
로 정체되어있는 반면 광업의 성장이 높게 나타났다.
2009년의 농림수산업의 주내순생산은 약 1,524억 루피로 오리사 주 1차
산업 총 주내순생산 약 2,022억 루피 중 75.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오리
사 주 전체 주내순생산 약 7,877억 루피(약 170억 달러) 중 약 19.4%를 차
지하는 수준이다. 광업의 주내순생산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면서 2008
년 약 498억 루피를 기록하여, 인도의 다른 주들의 1차산업에 비하여 광업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3-11. 오리사의 1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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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내의 비중은 아래 [그림 3-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임업과 어업은 큰 변화 없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과
광업의 비중 변화가 눈에 띈다.

❚ 그림 3-12. 오리사 1차산업 내의 비중 변화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농업의 비중은 1999년에 약 77%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약 66%로
10%이상 감소하였으며, 광업은 농업과 반대로 1999년에 11.4%에서 2009
년에 24.6%까지 증가하였다. 위의 [그림 3-12]에서와 같이 농림수산업의 규
모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안에서 광업의 비중이 커지고 농업의 비중
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농업에서 광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리사는 인도 전체 2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해안을 따라 위치한 대부분의 주들이 각 산
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발달 정도를 나타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또한
인구수에 있어서 같은 동부권역인 차티스가르, 자르칸드 주보다 더 많은 인
구 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되는 2차산업에
서 이들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5

제3장 오리사(Orissa) │

❚ 그림 3-13. 오리사 2차산업의 인도 전체 대비 비중 ❚
(단위: %)

주: 1. 잠무 & 카쉬미르와 마드야프라데쉬는 2007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으로 함.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 주는 각 주정부 보고자료임.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오리사의 2차산업은 1차산업과는 다르게 소폭의 감소가 조금씩 나타났으
나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차산업 중
제조업과 건설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8.4%와 14%로 나타나 크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기준 제조업의 주내순생산은 1,081억 루피(약 23억 달러)였으며,
건설업의 주내순생산은 429억 루피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2차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 약 47%였으나 2009년에는 약 69%로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로 제조업의 주내순생산은 1999년에 315억 루피에서
2009년에 1,081억 루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1999년 약 39%
에서 2009년 27.3%로 2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실질적인
규모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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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오리사의 2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오리사는 제조업 세부 분야에서 기초금속 부분이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발달한 주로 2005년 기준 오리사 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부가
가치를 기록한 비금속광물분야보다 약 14배 정도 높은 순부가가치를 기록하
였다. 오리사의 기초금속 분야의 순부가가치가 인도 전체 기초금속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 수준이었으며,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지 산업의
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리사의 다른 제조업 분야
는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3차산업은 인도 전체 3차산업에서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다른 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여섯 번째로
작은 비중이었다. 한편 같은 동부권역의 자르칸드 주와 차티스가르 주보다는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서벵갈을 제외한 동부권역의 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주들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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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제조업 세부 부문별 순부가가치 및 비중(2005년) ❚
(단위: 십만 루피)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상위 10개 산업

오리사

남부
전체

비중

인도
전체

비중

기초금속제품

516,944

2,270,742

22.8

4,257,250

12.1

비금속 광물제품

37,912

130,892

29.0

1,283,200

3.0

제지 및 종이제품

17,412

37,697

46.2

430,345

4.0

음식료품

17,305

113,128

15.3

2,345,568

0.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0,902

29,080

37.5

711,320

1.5

기계 및 장비

5,752

81,790

7.0

1,773,110

0.3

전기기기

3,707

47,486

7.8

1,247,406

0.3

가구 및 기타 제조품

3,560

8,212

43.4

417,204

0.9

담배 및 관련제품

1,877

86,049

2.2

541,028

0.3

목제품

1,292

8,024

16.1

76,364

1.7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3차산업 역시 2차산업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부동산 분야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
장률 6.3%가 오리사의 3차산업 중 가장 낮은 성장률로 나타났으며 다른 3
차산업들은 모두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가장 높은 성장률
을 기록한 산업은 은행· 보험업으로 동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5.6%였으
며, 다음으로는 운수통신업, 행정· 방위 및 준정부기관 부분, 호텔· 식당업
순으로 각각 13.4%, 12%, 11.3%를 기록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텔· 식당업의 주내순생산은 2009년에 약
1,107억 루피였으며,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운수통신업의 주내순생산은 약 938억 루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산업분야의 합은 오리사의 3차산업 전체 규모인 4,285억 루피 중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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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 오리사 3차산업의 인도 전체 대비 비중(2008년) ❚
(단위: %)

주: 1. 잠무 & 카쉬미르와 마드야프라데쉬는 2007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으로 함.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 주는 각 주정부 보고자료임.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 그림 3-16. 오리사의 3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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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오리사의 산업단지 개발은 오리사주개발공사(IDCO: Orissa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가 담당하고 있으며 오리사 주 내
에는 25개 지역에 86개의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s/Areas)가 있다. 2010
년 3월 기준으로 이들 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8,127에이커(약 1,000만 평)이
며 이중 4,196에이커(약 514만 평)가 분양된 상태이다. 이들 산업단지는 작
게는 4개에서 많게는 254개까지의 구역으로 나눠지며, 총 구역은 1,542개로
분양이 가능한 구역은 51개이다.

❚ 그림 3-17. 오리사의 산업단지 분포 ❚

자료: IDCO.

또한 오리사주개발공사는 오리사의 산업 진흥을 위하여 “INFO CITY”,
“FORTUNE TOWER”, “TOWER 2000”이라는 세 개의 테마파크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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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IT park 중 하나인 Infocity는 부바네스와르에서 북쪽으로 Fortune
Tower를 지나 Chndrasekharpur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Infocity로 연결되는
도로의 경우 도로 포장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속
도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 그림 3-18. Infocity 연결 도로(좌) 및 입구(우) 모습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현재 Infocity에는 Infosys와 같은 IT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Wipro를 포함
한 다수의 기업들 건물이 건축되고 있다. 특히 Infosys campus 건물의 경우
피라미드를 연상하게 하는 건물 모양으로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다.

❚ 그림 3-19. Infocity 내의 Infosys(좌), Infosys campus(우) 모습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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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nfocity 내에는 골프장 같은 여가시설이 있으며 Infocity 인근 외각
에는 Koustuv Girls Engineering College, Biju Patnaik Institute of IT &
Management, College of Engineering Bhubaneswar 등의 교육관련 시설
이 위치해 있다. 골프장은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는 하지만 오리사 내의
비즈니스 사교장으로 이용된다. 특히 부바네스클럽이라는 곳에서 오리사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한다.

❚ 그림 3-20. Infocity에 있는 골프클럽 전경(상) 인근 외각에 위치한 교육시설(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다음으로 Fortune-Tower는 오리사주개발공사의 IT 특화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지어졌으며, 3.61에이커(약 4,400평) 면적에 7층 건물로 건물로 오리사
의 주도인 부바네스와르에 위치해 있다. 교통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연결 도로의 포장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인접한 기차역으로 부바네스와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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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6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접공항은 0.4km 거리에 Biju Pattnaik
National Air Port가 있다.
현재 Fortune Tower는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주요 입주 기업으로는 우
리나라 기업인 POSCO를 포함하여 릴라이언스, 미탈, 에자르, 에릭슨 등이 있다.

❚ 그림 3-21. Fortune Tower로 연결되는 도로 모습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 그림 3-22. Fortune Tower 전경(좌) 및 입주 기업들(우)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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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Fortune-Tower 개황 ❚
구분

내용

인접 기차역

Bhubaneswar Railway Station - 0.6km

인접 공항

Biju Pattnaik National Air Port - 0.4km
5억 3천만루피

투자 규모

sft.당 18루피(per SBA)

Rental

임대비용
(최소 3년 이상)

O&M

sft.당 3루피(per SBA)

AC

sft. of Carpet당 11루피

입주 현황

완료(2007.1.31)

인프라 현황

Power : 4 MVA sub-station

주요 입주 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

Reliance Industries, Reliance Infocom, Mittal Steel.
Essar Properties, STPI, Ericsson, POSCO 등

자료: IDCO.

다음으로 TOWER 2000은 오리사의 산업과, 무역통상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특히 IT 산업과 관련
된 부분이 크다.
❚ 그림 3-23. Tower 2000 전경 ❚

자료: I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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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2000은 92,000sft.(약 2,600평)의 부지에 7층 높이의 건물로 부
바네스와르의 Mancheswar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접근성도 뛰
어난 편으로 가까운 공항으로 0.8km 거리에 Biju Pattanaik National Air
port가 있으며, 0.5km 거리에 Bhubaneswar Railway Station, 1.5km 거리
에 Mancheswar Railway Station이 위치해 있다. 또한 0.3km 거리에 오리
사주개발공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전력 인프라로는 2.5MVA급의
sub-station이 있다.

❚ 표 3-13. Tower 2000 개황 ❚
구분

내용

인접 기차역

Bhubaneswar Railway Station - 0.6km
Mancheswar Railway Station - 1.5km

인접 공항

Biju Pattnaik National Air Port - 0.4km

입주 현황

완료(2007.01.31)

인프라 현황

Power : 2.5 MVA sub-station
IDCO head office : 0.3km

주요 입주 기업

Tata Teleservices Limited, Ramtech Software Solutions Pvt.
Ltd. 등

자료: IDCO.

다. 노동력 고용 현황
오리사의 공장 수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3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노동자 수는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2005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07년에는 공당 당 평균
79.7명으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오리사의 공장 수는 1,822개로 조사되었으며, 노동자 수는 약 14만 5
천 명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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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의 전체 임금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단 한 번의 감소도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9년 약 48억 루피에서 2007년 약 130억 루피
(약 3억 달러)로 증가폭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부터 2007년
까지 연평균 약 13%씩 증가한 수준이다. 노동자의 1인당 임금은 2002년까
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04년까지 감소하였으며, 2005년부터 다시 증
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기준 오리사의 1인당 임금은 89,455
루피(약 2천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것으로 매
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표 3-14. 오리사의 연도별 노동시장 변화 추이 ❚
공장 수

노동자 수

개

명

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명)

1999

1,591

99,735

62.7

2000

1,665

99,127

59.5

2001

1,709

89,349

52.3

2002

1,679

92,686

55.2

2003

1,678

98,430

58.7

2004

1,749

116,706

66.7

2005

1,862

110,246

59.2

2006

1,906

125,195

65.7

2007

1,822

145,276

79.7

연도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오리사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 수준은 산업 분야별로 차이가 없
었으며, 미숙련(Unskilled) 노동자는 90루피,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는
103루피로 나타났다. 또한 숙련(Skilled) 노동자는 116루피로 고숙련(Highly
Skilled) 노동자는 129루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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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오리사의 연도별 임금변화 추이 ❚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십만 루피

루피

1999

48,447

48,576

2000

58,701

59,218

2001

60,752

67,994

2002

61,541

66,397

2003

62,194

63,186

2004

70,131

60,092

2005

77,834

70,600

2006

94,124

75,182

2007

129,957

89,455

연도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 표 3-16.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 임금 범위(2010. 6) ❚
(단위: 루피)

노동자 구분

총 최소 임금

Un-skilled

90

Semi-skilled

103

Skilled

116

Highly skilled

129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2010.06.

오리사 주에는 아래의 [그림 3-24]와 같은 교육시설들이 다수 분포해 있
으며, 2006년 기준으로 동부권역 주들 중 가장 많은 수의 일반대학과 전문
대학이 있었다.11) 또한 고등학교부터 2년제 대학까지의 개수는 2007년 기준
으로 동부권역 중 서벵갈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수 역시
2007년 기준으로 비하르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대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왼쪽 상단에서부터 GITA College, CEB College, D.A.V Public School, CV Raman Colleg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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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 오리사의 교육시설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2006년 기준 오리사의 일반대학 수는 20,013개였으며, 전문대학은 9,434
로 나타났다. 오리사는 전체적으로 모든 교육시설이 동부의 다른 주들에 비
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이 다른 주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표 3-17. 오리사의 교육시설 현황(2007년) ❚
구분

고등학교~
2년제 대학

Degree and above level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서벵갈

49,913

1,283

8,640

375

오리사

49,765

20,013

9,434

700

자르칸드

18,941

7,878

1,280

113

비하르

45,980

16,245

3,746

800

차티스가르

34,034

14,066

4,226

334

자료: Department of School Education & Literacy, Annual Repor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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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오리사 주에서 토지 구매 또는 임대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표에 나타난 항목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법인 등록은 ROC(Registrar
of Companies)에서 사업등록을 위해서는 소규모 산업인 경우 District
Industries Centres에서 중견 산업과 대규모 산업인 경우에는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매입 및 토
지이용 허가는 주로 오리사주개발공사에서 받을 수 있다. 각 항목별로 승인
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모두 다르다. 환경허가 같은 경우 한 달에서 길
게는 두 달까지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 표 3-18. 오리사의 일반적인 사업 등록에 필요한 승인 및 관련 부서 ❚
필요 승인 및 허가 항목
Incorporation of Company
Registration/Industrial
licence/Industrial Entrepreneurs
Memorandum(IEM)

관련 부처
Registrar of Companies
District Industries Centres for SSI/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government of India) for Large
and Medium Industries

Allotment of land

IDCO

Permission for land use in case
industry is located outside an
industrial area

IDCO

NOC and consent under Water
and Air Pollution Control Acts
Forest & Environment
Clearance
Approval of construction
Activity and Building plan

Sanction of Electricity

Department of Town and Country Planning
Local Authority/District Collector
Orissa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OSPCB)
Ministry of Forest & Environment, Government of
India
Developmental Authority
Distribution Companies-Central Electricity Supply
Utility of Orissa
CESU, NESCO, SOUTHCO, WESCO Transmission
Company- GRIDCO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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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8. 계속 ❚
필요 승인 및 허가 항목

관련 부처

Water Supply

Water Resources Department

Factory & Boiler clearance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 Boilers

Finance

OSFC/Commercial Banks like IDBI, ICICI Limited,
SBI etc.

Orissa VAT Act, and Central
and State Excise Act

Commercial Tax Department and Central and State
Excise Department

자료: Government of India.

오리사의 일반적인 산업용 토지 가격은 ㎡당 2~10달러 수준이며, 사무실
임대료는 한 달에 sq.ft당 0.2~1.2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시
설 임대료는 2,000sq.ft 기준 한 달에 95~2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며, 상업용 및 산업용 전기 사용요금은 kWh당 7.5센트에서 10센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3-19. 오리사의 일반적인 사업비용 ❚
(단위: USD)

구분

예상 비용

Industrial land(per ㎡)

2~10

Office space rent
(per sq.ft per month)

0.2~1.2

Residential rent
(for a 2,000 sq.ft house, per month)

95~200

Commercial & Industrial Electricity
(per kWh)

0.075 ~ 0.1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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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오리사의 1인당 소득은 2008년 기준 29,464루피(약 642 달러)로 인도의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20개 주 중 7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평균 1인당 소득인 약 37,500루피보다 약 8,000루피
낮은 수준이었으며, 동부권역 5개 주 중에서는 서벵갈, 차티스가르 주에 이
어 세 번째를 기록하였다.

❚ 그림 3-25. 오리사의 1인당 소득(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한편 오리사의 2008년의 전년대비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12.8%로 나
타났으며, 이는 동부권역에서 같은 기간 동안 17.3%의 증가율을 기록한 비
하르 주와 16.6%를 기록한 차티스가르 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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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6. 동부권역 주별 1인당 소득 변화(1999년 기준, 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 표 3-20. 오리사의 1인당 소득 변화 추이(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연도

Constant(1999년 기준)

Current

2002

10,575

11,788

2003

11,951

14,252

2004

13,329

16,306

2005

13,957

17,707

2006

15,528

20,805

2007

16,149

23,403

2008

18,212

29,464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나. 소비 형태
오리사의 1인당 월평균 소비는 도시인구의 경우 앞서 살펴본 서벵갈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17개 주 중 중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농촌인구
의 소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리사 주 농촌인구의 1인당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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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지출액은 약 560루피로 인도 전체 농촌인구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인 약
770루피보다 210루피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 그림 3-27. 오리사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2007년) ❚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오리사 주 도시 인구의 총 지출액은 1,438루피(약 36달러)로 서부 5개 주
가운데 차티스가르, 서벵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농촌인구의 총 지출
액은 559루피(약 14달러)로 서부 5개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의 월 평균 지출액 차이는 879.4루피로, 도
시인구의 지출액이 157% 더 많았다.
일반적으로 오리사의 도시지역 지출액은 식품 지출과 식품 외 지출 모두
동부권역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 평균과도 비슷한 수치였으나, 농촌지역 지출
액은 다른 북부의 주보다 낮았으며, 인도 전체의 지출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식품 외 품목의 지출액이 인도 전체 평균보다 약 135루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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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 지역별 품목별 전체 1인당 월평균지출액 현황(2007. 7~2008. 6) ❚
(단위: 루피)

구분
도시

서벵갈

오리사

자르칸드

비하르

차티스가르

인도전체

식품 전체

618

608

613

506

539

582

식품 외 전체

834

830

782

574

964

889

1,452

1,438

1,395

1,080

1,503

1,472

식품 전체

406

325

349

357

297

404

식품 외 전체

296

234

244

241

284

368

총 지출

702

559

592

598

582

772

총 지출
농촌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오리사 주 도시 인구의 식품군에 대한 품목별 소비지출금액은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이 월 평균 164루피를 지출하는 주식인 곡물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음료, 채소의 소비가 많았으며, 유
제품과 달걀․생선 및 육류는 서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28. 오리사 도시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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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외 품목은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 서비스와 그
다음인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광열비, 임대료, 소비재, 기타 잡화, 의류의 5개
항목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서비
스에 대한 지출은 약 165루피로 오리사 주 도시인구의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금액인 830루피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교육비는 월평균 1인
당 130루피를 지출하며, 전체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총 지출금액 중 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그림 3-29. 오리사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오리사 주 농촌 인구의 월평균 식품 지출액은 총 325루피로 동부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이며, 이 가운데 42%인 137루피가 주식인 곡물을 사는 데
쓰인다.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식품 품목은 식품 지출액의 15.4%를 차지하
는 채소와 11.6%를 차지하는 음료이다. 그 외의 품목은 식품 지출액의 10%
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식품지출의 총 7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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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곡물에 대한 지출과 다른 식품 품목에 대한 지출 액수
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의 식품지출 품목 및 액수를 비교했을 때 도시인구가
농촌 인구에 비해 곡물 소비 비중이 훨씬 적은 반면, 음료와 유제품의 소비
비중이 농촌 인구의 같은 품목의 소비 비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30. 오리사 농촌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월평균 1인당 지출은 광열비 지출이 62루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월평균 1인당
지출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소비자 서비스이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식품
외 품목들 가운데 5번째로 소비 비중이 낮은 품목이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
에서 발견되듯이, 도시지역에 비해 의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임대료와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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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 오리사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오리사 주정부는 농업, 정보통신산업, 관광업, 항만산업 등 분야별로 특성
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로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주 내의 활발한 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2007년 3월 더욱 광범위한 비전을
세우고, 이의 실행기관을 마련하였다.
산업정책의 주요 목적은 산업과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
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주 내의 소득과 고용 증가, 지역적 경제발전
불균형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천연자원의 균형 있는 이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규정 및 절차의 간략화, 합리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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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마련, 산업 구조조정 촉진, 민관합작을 통한 인프라개발 가속화,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30억 루피 이상의 자본 투자이다. 또한 소규모 산업
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백엔드(back-end) 재정지원과
시장가격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22]과 같다.

❚ 표 3-22. 오리사의 주요 인센티브 ❚
구분

인센티브 내용

공통

- 현대화, 확장, 다각화를 진행 중인 새로운 산업 및 기존 산업은 다음과 같이 지급
에 대한 면제혜택을 부여받음(① 극소 및 소규모 산업: 5에이커까지 100%까지 면
세 ② 중간규모 산업: 25에이커까지 75%까지 면세 ③ 대규모 산업: 500에이커까
지 50%면세 ④ 1차산업: 50% 면세 ⑤ 3차산업: 100%까지 면세)
- 정부, 오리사주개발공사, 민간산업단지 개발업자 소유 토지에서 새 용지 및 확장 ·
현대화 · 다각화 중인 기존산업용지로 이전하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① 극소 및
소규모 산업: 인지세의 75% 면세 ② 중간규모 산업: 인지세의 50% 면세 ③ 대규
모 산업: 인지세의 25% 면세 ④ 1차산업: 인지세의 50% 면세 ⑤ 3차산업: 인지
세의 100% 면세)
- 카디(Khadi), 빌리지(village), 카티지(cottage) 그리고 수제제품의 완제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면세
- 새 공장 및 기계 인수와 산업 기틀 마련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극소 ·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진입세 면세
- 고정자본투자의 최대 100% 이내에서 조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3차산업 내 새로
운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완제품 판매에 부과된 중앙 판매세(CST: Central Sales
Tax)를 컨세션율을 기준으로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를 초과하지
않게 함
- 부가가치세 상환 ① 새로운 극소 · 소 · 중간 규모 기업: 조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 중 50% 면세 ② 1차산업 내 새로운 기업: 조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 중 75% 면세(고정자산투자의 최대 100% 이내) ③ 3차산업: 조업 개
시일로부터 10년간 부가가치세 중 75% 면세(고정자산투자의 최대 200% 이내)
- 새로운 극소 · 소규모 기업이나 3차산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기업에 한해 공적금융
기관이나 은행으로부터 받은 텀론(term-loan)에서 조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이자 중 5%를 지원

극소·소·
중규모
기업

- 극소·소·중규모에 속하는 새로운 기업은 투자지원금이 97만 루피 한도 내에서 고정
자본투자금 중 10%만큼 지원됨
- 불가촉천민 · 부족민 · 여성사업가 또는 관련기술 학위 소지자 사업가들은 117만
루피 한도 내에서 고정자본투자금 중 12%만큼 지원됨

자료: Ministry of Finance, Industrial Policy Resolu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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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방환경
오리사의 경제규모 대비 교역량의 비중은 실제 교역량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고아 주에 이어 2번째로 나타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실질적인 개방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림 3-32. 오리사의 주내순생산 대비 교역량 비중(2008년) ❚
(단위: 1,000톤)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India Ports Association.

오리사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의 비중도 20개 주 중
네 번째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였다.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에서 상
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이 같은 결과는 오리사 주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승인금액은 다른 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인
개방 정도는 다른 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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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 오리사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비중(2007년)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Reserve Bank of India.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2005년 이전까지 오리사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2005년 POSCO가 인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오리사 주와
MOU를 맺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진출환경이 열악한 오리사 주에
POSCO가 진출한 이유는 이 지역의 철광석이 필요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광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부지매입문제와 광권, 그리고 환경평가 등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프로
젝트가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인도인의 관점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였
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지연되는 프로젝트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POSCO의 진
출에 영향을 받아 타타스틸, 미탈스틸 등도 오리사 주에 진출할 계획을 발표했
으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향후 POSCO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됨
에 따라 POSCO의 그룹사와 협력업체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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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 ․ 문화적 리스크
2007년에 오리사 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던 POSCO 직원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물론 일시적이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생긴 사건으로 진출 시 이러한 위험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사건이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기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베단타 기업이
광산 개발을 하려하자 오리사의 원주민 중 ‘돈구리아 곤도족’이 신성한 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베단타의 개발계획을 저지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리사 주 원주민의 분포와 개발계획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진출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그림 3-34. 오리사의 노사분규 수(2007년) ❚
(단위: 건)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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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리사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노사관계에
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오리사 주에는
2007년 한 해 동안 7건의 파업 및 공장폐쇄가 있었다.
오리사는 아래의 [표 3-23]에서와 같이 동부권역 중 차티스가르와 같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관련 노동자 수는 비슷한 반면, 손실 근무일수에서
차티스가르 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티스가르 주보다 오리사
주에서 장기간의 노사분규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리사의 2007년
기준 6건에 대한 손실임금은 약 200만 루피(약 4.9만 달러)였으며, 4건에
대한 손실 생산량은 약 3,800만 루피(약 94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3. 오리사의 노사분규 현황(2007년) ❚
(단위: 루피)

주

노사
분규

관련
노동자

서벵갈

169

376,351

23,737,546

20,410,498(9)

오리사

7

4,403

10,287

1,982,233(6)

차티스가르

7

4,374

4,374

손실 근무일

손실 임금
(분규 수)

비하르

4

15,850

60,294

1,119,260

동부 전체

187

400,978

23,812,501

23,511,991

손실 생산량
(분규 수)
37,828,281(4)

37,828,281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또한 제조업 공장 수 대비 노사분규의 비중에서 오리사는 5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공장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노사분규가 발생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실질적인 노사 간의 갈등 정도는 다른 주들에 비하
여 오히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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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 오리사의 제조업 공장 수에 대한 노사분규 비중(2007년) ❚

주: ( )는 실제 노사분규 발생 건수.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한편 오리사는 낙살라이트 공산반군의 주요 활동영역인 레드회랑에 포함
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공격대상으로 구분
되는 지역이 일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진출 시에 이 부분에 대하여 주의
를 요하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에는 오리사 주에서 반기독교 폭동이 일어나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인도는 포교를 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이며, 기독교 인구도 전체 인구의 3%에 육박해 실제 수로는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종교적 갈등이 힌두
교와 이슬람 간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오리사
주에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갈등에 대해 기업 진출 시 위
험요소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학교의 부재로
인해 주재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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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6. 낙살라이트 활동 지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나. 경제 ․ 정책적 리스크
오리사는 인도에서 가장 큰 투자 위험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오리사의 부바네스와르는 국제은행이 발표한 2009년의 인도 지역
별 환경 자료에서 지방세 비율이 주요 17개 지역 중 6번째로 나타났다. 지
방세율의 경우 지역진출 시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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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7. 주요 지역별 세금(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또 다른 경제적 위험으로 수출입 통관시간의 지연을 들 수 있다. 수출입
통관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 부대비융이 증가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작용한다. 이
부분에서 오리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장 위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래 [그림 3-38]을 보면 오리사의 부바네스와르는 수출 통관 시간이
17일, 수입 통관 시간이 16일로 가장 짧은 통관시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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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8. 주요 지역별 수출․입 소요시간(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한편 법정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
하여 상당히 짧은 편으로 나타나며, 부바네스와르는 세금, 수출입, 법적문제
등의 위험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 그림 3-39. 주요 지역별 법정문제 처리 소요시간(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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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칸드는 인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잠쉐드푸르(Jamshedpur)가
있는 곳이며, 타타그룹의 본산이기도 하다. 자르칸드는 2000년에 비하르 남
쪽의 부분이 독립을 하면서 인도의 28번째 주가 된 곳으로, 주로 성립된지
10년밖에 안 된 신생 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르칸드는 잠무 & 카쉬미르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적은 곳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르칸드가 2000년 독립 당시 반란군을
등에 업고 비하르 주로부터 분리되어 주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외국기업들이 투자 안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서 해외투자 유입이 부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르칸드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과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며, 특히 기초금속산업 분야가 잘 발달되어 있다. 자르칸드는 향후에
도 풍부한 자원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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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환경
가. 사회 ․ 문화 ․ 역사적 배경
자르칸드는 북쪽으로는 비하르(Bihar), 서쪽으로는 우타르프라데시, 차티스
가르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오리사, 동쪽으로는 서벵갈과 인접해 있다.

❚ 그림 4-1. 자르칸드의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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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칸드의 역사는 무굴 제국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13세기 전
부터 많은 종족들이 거주해온 곳으로 32개의 원시 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1765년 동인도 사업가에 의해 자르칸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 시
대에 쿠카라 라고 불리던 지역이 ‘정글의 땅’이라는 뜻의 자르칸드로 새로이
불리게 되었다. 이후 1900년대부터 비하르의 남부지방을 독립된 자르칸드
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에 인도의 28번째 주로
선언되었다.
자르칸드는 철광석, 석탄, 구리광석, 운모, 보크사이트, 흑연 등 광물 생산
량이 인도에서 가장 많다. 또한 자르칸드 대부분의 지역이 초타 나그푸르
(Chota Nagpur)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지역이 숲으로 덮여 있어 산
림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주 최대의 도시인 란치를 비
롯하여 잠쉐드푸르, 보카로(Bokaro), 단바다(Dhanbad) 등이 고도로 산업화
된 중공업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풍부한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르칸드 주민들에게는 아주 미세한 혜택만을 제공해 분배의 형평
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르칸드의 주민들은 문화적으로 활동이 활발하며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
축제, 춤, 노래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르칸드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문화를 즐기는데, 그중 하나는 샬훌(Sarhul)축제이다. 이는 샬(Shaal)나무들
에 새싹이 돋아나는 봄에 열리며, 부족의 보호자라고 믿는 부족 신을 숭배하
는 축제이다. 부족 신은 샬 꽃으로 숭배하며 샬 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애와 우정을 뜻한다. 축제 때 사용하는 샬 꽃과 프라사드(Prasad: 신을
모실 때 올리던 음식)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된다.
주의 공식 언어는 힌디어이며 이외에도 자르칸드 주 사람들은 다양한 언
어를 구사한다. 자르칸드 주민들은 힌두교도가 대부분으로 주 전체 인구의
68.5%를 차지하고 이슬람교도가 13.8%, Animisitic Sarna교도가 13%, 기
독교도가 4.1%.이며 불교도와 시킴교도가 1%미만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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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주 개황 ❚
인구

약 26,900,000명(인도 전체의 약 2.6%)

면적

74,677sq.km

성 비율

남성 1000명 당 여성 940명

언어

힌디어, 문다어

자료: IBEF, Economic Survey of Jharkhand 2008~09.

자르칸드의 인구밀도는 인도 전체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중간 그
룹 주들 중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도시인구 비율 역시 중간 그룹에 속하
나 그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남성 1,000명당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은 20개 주 평균인 932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다른 주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4-2. 자르칸드의 인구구조(2001년) ❚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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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 현황
자르칸드는 인도의 다른 주와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의회주의에 입
각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지사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만 주지사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인 통치권은 주수상과 그가 대표로
있는 국무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입법기관은 단원제이며 입법부는 8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국회에서는 상원에 26석, 하원에 14석을 차지하고 있다.

❚ 표 4-2. 자르칸드의 정치 개황 ❚
구분

내용

주지사

SHRI M.O.H FAROOK

주수상

Shri Shibu Soren

집권당

JMM

주요 야당

INC, BJP, CPI

의회 형태

단원제

구성원 수

81명

자르칸드의 정치는 역사적으로 영국 지배시절부터 독립을 위해 굴복하지
않는 폭력성향이 있는 활동을 하여 유명세를 탔으며, 이러한 성향이 반영되
어 중앙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특징이 있다. 또한
자르칸드는 낙살당원(마오이스트의 무장 혁명군)이 활동하는 주로 잘 알려져
있다. CPI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시민단체 NSS의 대표인
수닐 마하토(Sunil Mahato)는 2007년 3월 5일 키샨푸르(Kishanpur)에서 축
구 경기 관람 중 낙살당원에게 암살당하였다.
일련의 사태들처럼 자르칸드는 끊임없이 갈등이 야기되고 있지만 오랜 기
간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의 주요정
당들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INC당, BJP당,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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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자르칸드의 주요 정당들이다. 집권당은 JMM당(Jharkhand Mukti
Morcha)이며 2010년 9월 11일에 스리 알준 문다(Sri Arjun Munda)가 자
르칸드의 주수상이 되었다. 한편 JMM당의 경우 친 중앙집권당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 표 4-3. 자르칸드 주지사 및 주수상 사진 ❚

주지사
SHRI M.O.H FAROOK

주수상
Shri Arjun Munda

자료: Government of Jharkhand.

❚ 표 4-4. 주별 집권당과 중앙집권당과의 관계 ❚
주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
펀잡
우트라칸트
잠무 & 카쉬미르
히마찰프라데쉬
마드야프라데쉬
서벵갈
오리사
자르칸드
비하르
차티스가르
마하라쉬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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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INC

중앙 집권당과의 관계
중립

반

BSP
INC
SAD
BJP
INC
BJP
BJP
CPI
BJP-BJD
JMM
NAD
BJP
INC-NCP

❚ 표 4-4. 계속 ❚
주
구자라트
고아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

친

중앙 집권당과의 관계
중립

반
BJP

INC
DMK
BJP
LDF
INC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자르칸드의 경제규모는 20개 주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성
장률 또한 인도 전체 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인도의 다른 주
들에 비하여 아직까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 그림 4-3. 자르칸드의 경제규모 및 성장률(2008년) ❚
(단위: 천만 루피)

주: 1. 2008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07년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
(잠무 & 카쉬미르, 마드야프라데쉬)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는 각 주별 발표자료를 사용
3. 서벵갈 주의 경우 2008년의 산업별 주내순생산을 합산하였음.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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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르칸드 주 역시 인도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경
제가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장 추세가 2013년까지 지속될
경우, 2013년 자르칸드의 주내순생산은 약 7,181억 루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르칸드의 2008년 기준 주내순생산은 약 4,560억 루피(약 9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 성장 수준이다.

❚ 그림 4-4. 자르칸드의 실질 주내순생산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자르칸드는 1991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그림 4-5]에서와 같이 약 14억 7천만 루피(약 3,700만 달러)로 동
부권역 5개 주 중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인도 전체에서도 잠무 & 카쉬미르
주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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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자르칸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수는 아래의 [표 4-5]에서와 같이 84건으로
동부권역 5개 주중 세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다른 주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실제로 자르칸드의 건별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을 보면 1,700만 루
피(약 42만 달러)로 다른 주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5. 동부권역의 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주

승인 수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건별 평균 금액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서벵갈

723

81,547

113

2.71

오리사

161

84,283

523

2.8
0.05

자르칸드

84

1,465

17

차티스가르

51

24,829

487

0.82

비하르

50

7,397

148

0.25

1,069

199,521

187

6.63

동부 전체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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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프라 현황
1) 도로 및 철도
자르칸드에는 1,805km의 길이의 12개(2번, 6번, 23번, 31번, 32번, 33번,
75번, 78번, 80번, 98번, 99번, 100번) 국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주
고속도로의 길이는 4,662km이다. 산업 활동은 주로 남서쪽에서 활발하게 진
행 중에 있으며, 6번 국가 고속도로는 콜카타와 델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Development Bank of Asian은 2009년 12월에 자르칸드의 도
로수송 능력 개선을 위하여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그림 4-6. 자르칸드의 주요 도로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또한 자르칸드는 총 길이 1,995km의 철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합물류 처리시설은 란치(Ranchi)역, 보카로(Bokaro)역, 단베드(Dhan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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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잠쉐드푸르 역 부근에 있다. 이는 철도 네트워크를 이용한 화물수송을
원활히 하기위해 주정부에서 계획적으로 물류단지를 주요 역 인근에 조성하
였기 때문이다.

2) 공항
자르칸드의 유일한 국내공항은 주도인 란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도시
들인 델리, 파트나(Patna), 콜카타, 뭄바이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잠쉐드푸르, 둠카(Dumka), 보카로, 기리디(Giridih), 데오가르
(Deoghar), 하자리바그(Hazaribagh), 달통간즈(Daltonganj), 노아문디(Noamundi)
와 같은 도시에도 소규모 공항들이 위치해 있다.

❚ 그림 4-7. 자르칸드의 공항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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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자르칸드의 전력생산능력은 20개 주들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가장 낮은 주가 고아 주로 고아의 경제규모와의 면적 등을 고려하
였을 때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부권역 5개 주
중에서는 비하르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즉 동부권역의 전력
인프라 공급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4-8. 자르칸드의 전력 생산능력 ❚
(단위: MW)

자료: Ministry of Power.

한편 자르칸드는 인도 전력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3월 기준으로
총 1,754.1MW의 전력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르칸드의 전력 에너
지원별 비중은 2008년 3월 기준으로 석탄 90%와 수력10%로 다른 주에 비
하여 석탄 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부문
에서 생산하는 전력 1,394.1MV는 모두 석탄 에너지를 원천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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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원현황
자르칸드에는 철광석, 석탄, 구리 광석, 운모, 보크사이트, 흑연, 돌비늘, 내
화 점토, 카이야 나이트, 규선석, 석회석, 우라늄 등 수많은 천연자원이 내재되
어 있으며 인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로 인하여 타타스틸의 주요 제철공
장이 자르칸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주요 산업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르칸드는 인도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
여있어 산림자원의 요새로 불린다. 그뿐만 아니라 다모다르(Damodar), 마우
락쉬(Mayurakshi), 바라카르(barakar), 코얄(Koyal), 산크(sankh), 손(Son)
등 16개의 강은 주를 통과하는 중요한 강들로서의 수력발전에 지대한 역할
을 하고 있고, 주 내에는 14개의 댐이 있어 인도 내 최대 수력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량도 최대를 자랑한다. 주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벼, 밀, 옥수수, 맥 등 인도의 주요 농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 표 4-6. 자르칸드의 주요 자원 ❚
구

분

내

용

주요 자원

철광석, 석탄, 구리 광석, 운모, 보크사이트, 흑연, 돌비늘, 내화 점토,
카이야 나이트, 규선석, 석회석, 우라늄 등

주요 농산물

쌀, 밀, 옥수수, 맥 등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자르칸드는 1차산업의 발달 정도가 매우 미미한 지역으로 인도 전체 1차
산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개 주들 중 5번째로 낮은 비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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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5개 주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부권역 중 4번
째를 차지한 차티스가르와도 1.2%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 그림 4-9. 자르칸드 1차산업의 인도 전체 대비 비중(2008년) ❚
(단위: %)

주: 1. 잠무 & 카쉬미르와 마드야프라데쉬는 2007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으로 함.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 주는 각 주정부 보고자료임.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자르칸드의 1차산업 중 농림수산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연
평균 성장률이 -1.8%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광
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3%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농림수산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자르칸드는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로 농림수산업이 자르칸드의 1차산업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58.5%였으며, 광업의 비중은 약 41.5%였
다. 농림수산업의 2008년 주내순생산은 약 605억 루피였으며, 광업의 주내
순생산은 약 430억 루피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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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자르칸드의 1차산업 실질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자르칸드 주 농림수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 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아래 [그림 4-11]을 보면 2003년을 이후로 어업과 임업의 비중이 조금
씩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의 주내순생산은 2008년 약 495억 루피였으며, 임업은 약 84억 루피,
어업은 약 26억 루피였다.

❚ 그림 4-11. 자르칸드의 농수산업 내 주내순생산 비중 변화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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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산업 역시 인도 전체 2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앞서 살펴본 1차산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차산업에서 자르칸드 주가 동부권역의 마지막을 차지했던 것에 반해 2차산업
에서는 서벵갈, 차티스가르 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즉, 오리사, 비하르 주에 비해서 2차산업이 더 발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2. 자르칸드 2차산업의 인도 전체 대비 비중(2008년) ❚
(단위: %)

주: 1. 잠무 & 카쉬미르와 마드야프라데쉬는 2007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으로 함.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 주는 각 주정부 보고자료임.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자르칸드의 2차산업은 2002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의 성
장세가 눈에 띈다. 제조업 주내순생산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4.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은 8.2%를 기록하
였고, 전력· 가스· 용수산업은 0.2%를 기록함으로써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제조업의 경우 2000년 주내순생산이 약 2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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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였으나 2008년에는 무려 1,268억 루피(약 28억 달러)로 7년 사이에 4
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에 따라 제조업이 자르칸드의 2차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약 72%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성장하기 시작한 2003년 이전 주내순생산인 약 211억 루피에서 2008년 약
448억 루피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2008년 건설업이 2차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4-13. 자르칸드의 2차산업 실질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자르칸드는 앞서 살펴본 오리사 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분에서 기초
금속분야가 특히 발달한 주로 자르칸드의 2005년 기준 기초금속 분야의 순
부가가치는 인도 전체 대비 약 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
의 2005년 기준 순부가가치는 약 955억 루피로 이는 오리사의 순부가가치
약 517억 루피보다 약 440억 루피 큰 규모이다. 이 밖에 다른 제조업 분야
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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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자르칸드의 제조업 세부 부문별 순부가가치 및 비중(2005년) ❚
(단위: 십만 루피)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상위 10개 산업

자르
칸트

남부
전체

비중

인도
전체

비중

기초금속제품

954,574

2,270,742

42.0

4,257,250

22.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98,294

136,821

71.8

4,300,857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61,573

63,002

97.7

2,347,565

2.6

기계 및 장비

39,527

81,790

48.3

1,773,110

2.2

비금속 광물제품

29,422

130,892

22.5

1,283,200

2.3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576

160,559

9.1

4,859,868

0.3

음식료품

7,541

113,128

6.7

2,345,568

0.3

조립금속제품

6,858

52,015

13.2

910,437

0.8

담배 및 관련제품

1,782

86,049

2.1

541,028

0.3

출판 및 인쇄

1,216

29,407

4.1

443,293

0.3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자르칸드는 3차산업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1차‧ 2차‧ 3차산
업 전 부분에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당히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 그림 4-14. 자르칸드 3차산업의 인도 전체 대비 비중(2008년) ❚
(단위: %)

주: 1. 잠무 & 카쉬미르와 마드야프라데쉬는 2007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으로 함.
2.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 주는 각 주정부 보고자료임.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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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칸드의 3차산업 총 주내순생산은 2008년 기준으로 약 2,166억 루피
로 나타났다. 3차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호텔․식당업으로
약 26.4%를 차지하였으며, 운수통신업이 약 26.1%로 근소하게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수통신업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산업은 은
행․보험업으로 연평균 1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그림 4-15. 자르칸드의 3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자르칸드 내에는 3개의 IADA(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가 있으며,

각각 AIADA(Adityapur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BIADA(Bokaro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RIADA(Ranchi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로
지역별로 존재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SPIADA(Santhal Paragna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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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Development Authority)가 구성 중에 있다. AIADA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PhaseⅠ부터 Phase Ⅶ까지와 “Near 3rd Phase”, “Industrial
Estate”, “Large Sector” 까지 총 10개로 구분되며, 이 중 입주 가능한 산
업단지는 총 7개로 각 산업단지별 입주 가능면적의 현황은 아래 [표 4-8]과
같다.

❚ 표 4-8. 자르칸드의 산업단지 현황 ❚
구분

입주 가능 면적
sq.ft

평

PhaseⅠ

135,000

3,780

PhaseⅢ

1,962,848

54,960

PhaseⅣ

28,000

784

PhaseⅤ

271,720

7,608

PhaseⅥ

179,400

5,023

PhaseⅦ

1,289,440

36,104

Near 3rd Phase

2,701,548

75,643

전체

6,567,956

183,903

자료: AIADA.

다음으로 RIADA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Ranchi에 8개, Hazaribagh에
3개, Koderma에 2개가 있고, Palamu, Garhwa, Lohardagga, Gumla에 각
각 1개씩의 산업단지가 있다. Ranchi 산업단지에는 총 540 개의 기업이 존
재하며, 각 산업별 관련 기업 수는 아래 [표 4-9]와 같다. RIADA는 기본적
으로 영구임대형식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500KVA까지의 전력 사용에 대하
여 최소보증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인지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며, 자본 투
자 및 자가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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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자르칸드의 산업단지 입주 산업별 기업 수 ❚
(단위: 개)

관련 산업

기업 수

Engineering(Machining Fabrication)

164

Mines & Mineral Based

51

Plastics & Rubber

21

Refractory

10

Chemical Industries

68

Food and Beverages

31

Pharmaceuticals

6

Electrical & Electronics

28

Iron and Steel(Casting & Rolling)

24

LPG Bottling Plant

2

Paper, Printing & Packaging

19

Metallurgy(Foundry & Forge)

30

Others

86

전체

540

자료: RIADI.

다. 노동력 고용 현황
자르칸드의 공장 수는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와 감소의 반
복이 자주 나타났다. 반면 노동자 수는 공장 수와 증가 및 감소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의 다른 주들과는 다르게 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
또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 4-10]의 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를 보면 1999년에 113.2명이었던 평균 노동자 수가 2007년
에는 72.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자르칸드 주 공장들이 과거에 비하
여 점차적으로 노동력을 덜 필요로 하는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형태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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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자르칸드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
(단위: 명, 개)

연도

공장 수

노동자 수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

1999

1,423

161,059

113.2

2000

1,500

134,317

89.5

2001

1,430

119,624

83.7

2002

1,417

121,427

85.7

2003

1,447

111,073

76.8

2004

1,607

117,466

73.1

2005

1,590

113,591

71.4

2006

1,598

113,430

71.0

2007

1,615

117,548

72.8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 표 4-11. 자르칸드의 연도별 임금변화 추이 ❚
연도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십만 루피

루피

1999

129,026

80,111

2000

139,733

104,032

2001

136,321

113,958

2002

139,499

114,883

2003

159,253

143,377

2004

125,073

106,476

2005

125,161

110,186

2006

133,988

118,124

2007

181,976

154,810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자르칸드는 임금 변화 정도 또한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편으
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오다 2007년에
전체 임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 자르칸드의 전체 임금은 약 134억 루
피였던 반면 2007년에는 약 182억 루피(약 5억 달러)로 무려 약 41% 상승
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서 노동자 1인당 임금 수준 또한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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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 자르칸드의 1인당 임금
은 154,810루피(약 3,847 달러)로 나타났다.
자르칸드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 수준은 산업별로 차이가 없었으
며, 미숙련(Unskilled) 노동자의 기본 최소임금은 73루피, VDA(Variable
Dearness Allowance)12)는 38루피로 총 최소 임금이 111루피였다. 반숙련
(Semi-skilled) 노동자는 기본 최소 임금이 82루피, VDA가 38루피로 총 최
소 임금이 120루피였으며, 숙련(Skilled) 노동자는 기본 최소 임금이 91루피
VDA가 47루피로 총 최소 임금이 138루피를 나타냈다. 고숙련(Highly
Skilled) 노동자의 VDA는 숙련 노동자와 같은 47루피였으며 기본 최소 임
금은 110루피로 총 최소 임금이 157루피였다.

❚ 표 4-12. 자르칸드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 범위(2010. 6) ❚
(단위: 루피)

노동자 구분

기본 최소 임금

Un-skilled

73

Semi-skilled

82

Skilled

91

Highly skilled

110

VDA
38
47

총 최소 임금
111
120
138
157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2010.06.

한편 자르칸드는 동부권역 5개 주 중 교육시설 보유수가 가장 낮은 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고등학교부터 2년제 대학까지의 개수는 18,941개였
으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수는 2006년 기준으로 각각 7,878개와 1,280개,
대학교는 2007년 기준 133개로 확인되었다. 자르칸드의 교육시설은 상위 교
육시설로 갈수록 다른 주에 비하여 차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를 보았을 때

12) VDA(Variable Dearness Allowance)는 물가상승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로 주별, 산업별
로 모두 다르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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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칸드 주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이 다른 주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보다 낮
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13. 자르칸드의 교육시설 현황(2006년) ❚
구분

고등학교~
2년제 대학

Degree and above level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서벵갈

49,913

1,283

8,640

375

오리사

49,765

20,013

9,434

700

자르칸드

18,941

7,878

1,280

113

비하르

45,980

16,245

3,746

800

차티스가르

34,034

14,066

4,226

334

자료: Annual Report 2009~10, Department of School Education & Literacy.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자르칸드의 1인당 소득은 앞서 살펴본 오리사의 1인당 소득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자르칸드의 1인당 소득은 21,465루피(약 467
달러)로 확인되었다. 다른 주들과 비교해서도 20개 주 중 4번째를 기록하며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인도 평균 1인당 소득인 약
37,500루피보다 약 1만6천 루피 낮은 수준이었으며, 동부권역 5개 주 중 비
하르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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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6. 자르칸드의 1인당 소득(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한편 자르칸드의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아래의 [그림 4-17]에서와 같
이 동부권역 5개 주들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1인
당 실질소득인 16,294루피는 2007년 1인당 실질소득인 15,303루피에서
6.5% 증가한 것으로 서벵갈의 6.4%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다른 동부권역 주들의 동기간 소득 증가율에 비하여 약 절반 이하의 낮은
증가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4-17. 동부권역 주별 1인당 소득 변화(1999년 기준, 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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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자르칸드의 1인당 소득변화 추이(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연도

Constant(1999년 기준)

Current

2002

10,563

11,835

2003

11,173

12,951

2004

12,869

15,555

2005

12,950

16,267

2006

14,252

18,474

2007

15,303

19,928

2008

16,294

21,465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나. 소비 형태
자르칸드의 도시 인구의 1인당 소비는 17개 주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번째로 낮은 라자스탄 주와 약 130루피의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17개 주 중에서는 중간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인구
의 소비는 17개 주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르칸
드의 소비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르칸드 주 도시 인구의 식품에 대한 지출은 613루피로, 동부권역의 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인도 전체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은 782루피로, 2번째로 낮았다. 따라서 도시 인구
의 총 지출은 1,395루피(약 35 달러)로 동부권역에서 2번째로 낮았다. 농촌
인구의 월평균 1인당 총 지출은 592루피로 동부 전체에서 서벵갈과 비하르
에 이어 3번째로 높았으며, 인도평균 지출 수준인 772루피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 식품에 대한 농촌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349루피(약 8.7 달
러)이었으며,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은 244루피(약 6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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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8. 자르칸드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2007년) ❚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 표 4-15. 지역별 품목별 전체 1인당 월평균지출액 현황(2007. 7~2008. 6) ❚
(단위: 루피)

구분

도시

농촌

서벵갈

오리사

자르
칸트

비하르

차티스
가르

인도
전체
582

식품 전체

618

608

613

506

539

식품 외 전체

834

830

782

574

964

889

총 지출

1,452

1,438

1,395

1,080

1,503

1,472

식품 전체

406

325

349

357

297

404

식품 외 전체

296

234

244

241

284

368

총 지출

702

559

592

598

582

772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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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칸드 주 도시 인구의 식품 세부 품목에 대한 지출금액은 곡물에 대한
지출이 174루피로 전체 식품 지출의 2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채소, 유제품, 음료 순이
었으며, 각각의 품목이 도시 인구의 총 식품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13%, 그리고 13%로 나타났다.

❚ 그림 4-19. 자르칸드 도시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 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지출은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 광열비, 기타 잡화와 의류 소비였다. 소비
자 서비스는 월평균 1인당 196루피가 지출되면서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
에 대한 지출 금액 중 약 1/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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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0. 자르칸드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농촌 인구의 식품 지출에서도 곡물이 월 61루피가 지출되면서 1인당 월평
균 지출액 중 가장 많았고, 전체 농촌 인구 식품 지출액의 43%를 차지하였
다. 그 다음으로 채소류에 대한 지출액이 56루피로 많았다. 도시 인구의 식
품 지출과 비교해보면, 다른 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지역 모두 곡물 지
출이 지출비중 상위 1순위이나, 농촌 인구의 곡물 지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유제품에 대한 지출이 더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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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1. 자르칸드 농촌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지출은 광열비 지출액이 약 61루피로 식품
외 전체 소비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항목이
의류비, 기타 잡화, 소비자 서비스이다. 도시 인구와 비교하면, 지출비중 5위
의 순위가 모두 다르다. 특히 도시에서는 지출비중 2위를 차지하였던 교육비
가 농촌에서는 6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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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 자르칸드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자르칸드 주정부는 자르칸드를 인도에서 가장 선호되는 투자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Industrial Policy 2001을 발효하였다. 이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는 인프라관련 프로젝트 실행 촉진, 고용 창출, 생산력 증강, 지역 간 균
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 주요 세제혜택으로는 투자지원금, 전력지원
금, 이자 지원금이 있으며, 인지세 등이 할인된다.
또한,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장을 위하여 2003년 Special
Economic Zone Policy를 발효하였다. 인도 정부의 SEZ 지침을 바탕으로,
자르칸드 주정부는 공공, 민간, 합작에 의한 SEZ 건설을 허용하며, SEZ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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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SEZ 내의 입주 기업에
한하여 판매세, 부가가치세, 전기요금 부가세 등은 면제 및 할인해준다.

❚ 표 4-16. 자르칸드의 주요 인센티브 ❚
구분

인센티브 내용

공통

- 소·중규모의 산업에 대해 225만 루피 한도 내에서 각각 15~25%만큼 투자지원
금이 지급됨
- 자가 전력 지원금이 36만 루피 한도 내에서 15~25%만큼 지급됨
- 이자지원이 990만 루피 한도 내에서 25~60%만큼 지급되거나 매출액의 2%만
큼 지원됨
- 인지세 및 등록료가 지역에 상관없이 50%만큼 면세됨
-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dy) 프로젝트 보고서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일부 상
환됨
- 환경친화적 기술이 적용된 기계의 설치에 발생한 비용이 일부 상환됨
- 품질 증명서 발급을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의 일부가 상환됨

SEZ

- 판매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흥행세를 포함한 주정부 세금과 SEZ 구역 내 거
래관련 세금을 면제해줌
- 전기요금 부가세, 전기세 면제

자료: Industrial Policy, 2001, SEZ Policy, 2003.

나. 개방환경
자르칸드의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의 비중을 다른 주와
비교해보면 20개 주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자르
칸드는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개방정도가 매우 낮은 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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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3. 자르칸드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비중(2007년)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Reserve Bank of India.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 ․ 문화적 리스크
세계 제1의 철강회사인 아르셀로 미탈이라는 회사가 있다. 물론 이 기업
이 다국적 기업이긴 해도 이 회사의 오너가 바로 인도인 미탈이다. 그런데
이 회사도 자르칸드 지역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같이 인도 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이 지역
부지와 광산개발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
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르칸드 지역은 낙살라이트 공산반군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레드회랑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진출 시에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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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4. 낙살라이트 활동 지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인도에서는 세금이 가장 큰 투자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자르칸드 지역은 이 부분에서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르칸드의 란치는 국제은행이 발표한
2009년의 인도 지역별 환경 자료에서 지방세율이 17개 주요 지역 중 세 번
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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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5. 주요 지역별 세금(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또 다른 경제적 위험으로 수출입의 통관시간이 진출위험으로 부각되고 있
다. 현재 인도에서 물류나 통관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
히 특정 지역에서의 수출입 통관시간은 주요 위험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
다. 란치는 이 부분에서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위험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출 통관
시간은 중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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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6. 주요 지역별 수출․입 소요시간(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또한 정책적 위험 중 법적 해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란치 지역의
위험수준은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 그림 4-27. 주요 지역별 법정문제 처리 소요시간(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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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하르(Bihar)

비하르는 2004년까지 무능한 주수상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부패와 가난이
팽배한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비하르는 2005년에 니티
시 쿠말(Nitish Kumar)이 새로운 주수상으로 당선되면서 경제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비하르는 최근 5년간의 주내총생산
기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13%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인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하지만 비하르는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된 상태로 방치된 인프라와 기타 사회 기반 시설의 부
족으로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의 경제성장률
은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비하르는 담배산업을 제외하고는 인도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분야
가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기업의 진출 사례로는 정유플랜트 공사
를 수행한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유일하다. 하지만 비하르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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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환경
가. 사회 ․ 문화 ․ 역사 ․ 정치적 배경
비하르는 북쪽으로는 네팔(Nepal), 동쪽으로는 서벵갈, 남쪽으로는 오리사,
서쪽으로는 마드야프라데쉬 및 우타르프라데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형
상으로는 북부의 갠지스 평야와 남부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져있다. 북부에 있
는 평원은 전체 갠지스 평야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산기슭 외에는
충적토로 이루어져 범람이 자주 일어난다. 비하르의 계절은 뚜렷하게 3계절
로 구분된다. 3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무더운 여름이며 6월 중순부터 10월
까지는 우기, 11~2월에는 추운 겨울이 이어진다. 연평균 강수량은 1,000mm
에서 1,500mm까지 다양하다.

❚ 그림 5-1. 비하르의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184│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비하르는 베다시대 초기부터 여러 왕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수세기 동안
황제 권력의 중심부이자 인도 문명의 심장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비하르는
1857년과 1859년 영국의 정치적 지배에 대항하여 일어난 독립운동과 뒤이
어 일어난 다양한 인도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북부 참파란
지방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유럽인 농장주에 대항하는 불복종저항운동을
전개한 곳이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옛 벵골 주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1912년 비하르오리사 주가 성립되면서 벵골 주에서 분리되었다. 1936년에
다시 오리사 주로부터 분할되어 독립된 행정단위를 형성하였으며, 2000년
11월에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쪽 지방이 자르칸드 주로 독립하면서 현재의
비하르 주가 형성되었다.
비하르라는 명칭은 ‘사원’이란 의미의 단어 ‘위하르’에서 유래하였다. 비하
르는 자인교와 힌두교의 성지이며, 특히 불교도들에게는 각별한 종교 중심지
이다. 부처는 비하르에 대도시가 세워질 것이나, 그 도시는 언제나 ‘반목과
불과 홍수’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다. 비하르에 대한 부처의
예언은 오늘날까지 계속 실현되고 있어, 강들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고 있으며,
일인당 소득은 인도의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문맹률이
인도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정부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비하르에
서는 파업과 데모가 일상적이며 카스트 계급 사이의 무력 충돌과 폭력, 테러
행위 및 약탈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비하르에서 쓰이는 언어는 힌디어, 보지푸리어, 말이틸리어, 파키스탄 및
북부 인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우르드어, 그리고 마가디어와 같은 방언 등이
있으며, 그중 힌디어 사용 비중이 44%로 가장 높다. 주민의 대부분인 약
85%는 흰두교도이며 이슬람교도는 12% 그리고 나머지는 불교와 자이나교
등을 믿는다. 주민의 90% 이상이 소규모 마을 단위를 형성하여 살고 있으
며, 도시 거주민은 전체인구의 8%에 불과해 인도에서 도시화 정도가 가장
낮은 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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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르의 문화적 특징은 언어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요한 축제로
는 부족축제, 봄축제, 겨울축제 등이 있다. 옛 부족문화는 새로운 통신망, 부
족복지사업, 지역사회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비하르
북부의 평원지방에는 종교적, 문화적인 명소가 많다. 특히, 날란다는 고대에
유명했던 날란다 불교대학이 있던 곳이며 라지기르에는 불교, 힌두교 사원
등이 있어 신도들이 많이 찾는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의 영향으로 종교분쟁
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5년간 비하르의 정치구조는 여러 당과 주수상을 거치며 혼란스럽고
부패되어 있다. 이는 ‘The Economist’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그 기사는
인도 비하르 주를 인도의 최악의 조롱거리라고 언급했다. 영구적인 가난, 정
치 부패성의 심각성, 복잡한 사회계층(카스트)은 봉건시대의 잔혹함을 아직
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05년 시민들의 불만이 한계에 도달하
여, 그동안 비하르 주를 집권해 오던 RJD당(Rashtriya Janata Dal)이 정권
을 잃게 된다. 그리고 현 주수상인 니티시 쿠말(Nitish Kumar)의 집권과 동
시에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비하르는 양원제를 지니고 있으며, 입법원의 구성원은 40명이다. 인도 의회
에는 상원에 16자리의 의석이 있으며, 하원에는 40자리가 있다. 현 주지사는
Shri. Devanand Konwar이며 대통령에 의해 선출되었다.

❚ 표 5-1. 주 개황 ❚
인구

약 8,300만 명(인도 전체의 약 8%)

면적

94,163sq.km

성 비율
언어

남성 1000명당 여성 919명
힌디어, 보지푸리어, 말이틸리어, 마가디어

비하르의 인구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동부권역인 서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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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의 뒤를 이어 20개 주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도시
인구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히마찰프라데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
준이었다. 성비는 남성 1,000명당 여성 921명으로 인도 20개 주 평균인 932
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 그림 5-2. 비하르의 인구구조(2001년) ❚

자료: Government of India.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비하르의 주내순생산 연평균 성장률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3.6%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06년에 무려 약 24%로 초고성장을 하였으며,
2008년에도 약 1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2009년의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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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성장률이 약 5.1%로 저조하였으나, 아래의 [그림 5-3]에서와 같이 비하
르의 경제성장률 곡선이 2년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2010~11년에는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비하르의 실질 주내순생산은 2005년부터 2009까지 5년간 연평
균 성장률인 13.6%가 지속될 경우, 2013년에 약 1조 6,900억 루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부 권역 5개 주 가운데 서벵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 그림 5-3. 비하르의 실질 주내순생산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만 루피,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비하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은 1991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74억 루피(약 1억 8천만 달러)로 동부권역 5개 주 중 자르칸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인도 전체에서도 네 번째로 낮은
수치인 것으로, 비하르는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
투자 승인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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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비하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수에서도 아래의 [표 5-2]에서와 같이 50건으
로 동부권역 5개 주 중 가장 적은 건수를 나타냈다. 건별 평균 외국인직접투
자 금액은 약 1억 5천 루피(약 372만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51건으로, 비
하르 주와 비슷한 승인 수를 보인 차티스가르의 건별 평균 금액의 1/3 수준
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표 5-2. 동부권역 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주

승인 수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건별 평균 금액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서벵갈

723

81,547

113

2.71

오리사

161

84,283

523

2.8

자르칸드

84

1,465

17

0.05

차티스가르

51

24,829

487

0.82

50

7,397

148

0.25

1,069

199,521

187

6.63

비하르
동부 전체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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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프라 현황
1) 도로 및 철도
비하르는 총 3,642km 길이의 국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46,000km
의 총 길이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60%는 소규모 마을의 도로이며
나머지 부분은 국가고속도로, 주고속도로, 지구고속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NHDP-III(Highway Development Plan) 계획 아래, 1,105km의 국가고속
도로가 초고속 고속도로로 변화하였다. 도로 관련 예산이 2008년 기준 약
5.4억 달러에서 2009년 기준 약 5.8억 달러로 상승되었다.
비하르의 하지푸르(Hajipur)에는 동부중앙철도(East-Central Railway)의
본부가 위치해 있으며, 주요 철도 교차점은 파트나(Patna), 가야(Gaya), 무
자팔푸르(Muzaffarpur), 카티하르(Katihar), 사마스티푸르(Samastipur)이다.
최근 주정부는 철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1,100만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할 계
획이며, 철도 역사의 현대화 작업, 철도 라인 증설 등이 포함된다.

2) 항만 및 공항
비하르는 내륙에 위치한 주로 항만은 없으나, ‘국가의 수로’라 불리는 갠
지스 강이 흐르고 있다. 갠지스 강은 총 길이 1,620km이며, 우타르프라데쉬
(Uttar Pradesh)에 있는 알라하바드(Allahabad)와 서벵골(West Bengal)에
있는 할디아(Haldia)를 가로지른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파트나에 대
규모 컨테이너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비하르의 수로는 주로 석탄 및 자원
등을 수송하는 데 이용된다. 한편 비하르는 파트나(Patna)와 가야(Gaya)에
국내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트나공항에서는 소규모의 에어택시, 전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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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비하르의 전력생산능력은 2009년 3월 기준 총 590MW이며, 모두 주 소
유이다. 전력의 대부분인 540MW는 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되며, 50MW는
수력발전소에 의지하고 있다. 비하르의 모든 발전소는 Bihar State Electricity
Board의 관리를 받는다.

❚ 그림 5-5. 비하르의 전력 생산능력 ❚
(단위: MW)

자료: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비하르의 산업분야별 성장 추이는, 먼저 아래 [그림 5-6]에서와 같이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광업이 반복적인 증가와 감소를 보였으며, 그 변동 폭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업이 비하르의 1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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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의 주내순생산은 2009년 기준
2,117억 루피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해 광업의 주내순생산은 약 5억 루피로
확인되었다.

❚ 그림 5-6. 비하르의 1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농업이 농림수산업 내에서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업과 어
업이 나머지 10%를 6:4의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농
업의 주내순생산은 1,876억 루피로, 전체 농림수산업의 88.6%를 차지하였다.
같은 해 임업의 주내순생산은 132억 루피, 어업은 109억 루피이었으며, 각
각 전체 농림수산업 대비 6.3%와 5.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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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 비하르의 농림수산업 내 비중 변화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비하르의 2차산업에서는 건설업의 성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주내순생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9.8%
로 연평균 30% 가까운 성장을 이어왔다. 2차산업 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3년 기준 약 45%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 기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8. 비하르의 2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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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르는 전체적인 제조업 분야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이다. 담배
산업이 2005년 기준 순부가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도 전체 담배산
업 대비 비중이 약 5%로 미미하였다. 이 밖에 다른 제조업 분야들은 인도
전체 대비 비중이 0.1~2.3%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표 5-3. 비하르의 제조업 세부 부문별 순부가가치 및 비중(2005년) ❚
(단위: 십만 루피)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상위 10개 산업

비하르

남부 전체

비중

인도 전체

담배 및 관련제품

26,694

86,049

31.0

541,028

비중
4.9

음식료품

24,202

113,128

21.4

2,345,568

1.0

제지 및 종이제품

9,949

37,697

26.4

430,345

2.3

비금속 광물제품

4,750

130,892

3.6

1,283,200

0.4

섬유제품

1,286

143,048

0.9

1,841,345

0.1

가죽제품

692

29,049

2.4

198,912

0.3

조립금속제품

665

52,015

1.3

910,437

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01

29,080

2.1

711,320

0.1

출판 및 인쇄

501

29,407

1.7

443,293

0.1

목제품

342

8,024

4.3

76,364

0.4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3차산업에서는 호텔․식당업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띈다. 호텔․식당업의 주
내순생산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1.8%로 성장하였으며
운수통신업과 은행․보험업도 같은 기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8.7%와 18.8%
를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호텔․식당업은 2009년 기준 주내순생산이
약 3,000억 루피로, 비하르의 전체 3차산업 중 약 3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운수통신업의 주내순생산
이 약 858억 루피로, 3차산업 대비 11.3%의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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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9. 비하르의 3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비하르 주에는 BIDIA(Bihar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개발한 총 46개의 산업단지(Industrial Area)가 4개의 지역에 걸쳐 있다. 이
중 Patan에 총 1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는 총 13개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분포해 있다. 13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Aurangabad(GC)
산업단지가 입주가능 면적이 가장 크다. Aurangabad(GC) 산업단지에는 총
50에이커의 가용부지가 있으며, 에이커당 가격은 10.92 십만 루피(약 2만 3
천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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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Industrial Areas in Patna Region ❚
(단위: 에이커, 십만 루피)

총
부지면적

입주가능
부지면적

가장 큰
부지면적

에이커 당
부지가격

Sl No

단지 명

1

Patliputra(I/E)

104.14

0

0

177.72

2

Fathua

243.75

27

2.75

38.02

3

Hajipur

262.15

9.99

2

124.59

4

EPIP

94

4.38

1.25

50.27

5

Bihar Sharif

10.6

0

0

125.4

6

Nawada

15.6

1.82

0.75

5.86

7

Gaya

30

0.53

0.25

12.96

8

Jahanabad

6.15

0.16

0.06

7.61

9

Aurangabad(IA)

26.09

12.25

1.75

8.77

10

Aurangabad(GC)

233.62

94.46

50

10.92

11

Dehri

57

40

0.17

5.49

12

Barun

12.46

1.48

0.25

4.1

13

Vikramganj

14

Buxar

15
16
17

3

0

0

7.12

50.22

0

0

7.81

Bihiya

65.58

31.58

10

6.05

Gidha

229.65

13

6

8.98

Bihta

102.22

2.75

2.75

38.94

자료: Bihar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2010.05.06.

다음으로 Bhagalpur에 총 12개의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총
10개의 산업단지가 입주가능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가용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G.C.Kahalgoan으로 186.28 에이커의 가
용부지가 있으며, 에이커 당 7.15 십만 루피에 거래되고 있다. 가장 큰 부지
는 150에이커에 달한다. G.C.Kahalgoan 산업단지는 비하르 주에서 BIDIA
가 개발한 산업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의 산업단지로 총 686.28 에이커의 부
지 규모이다.

196│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 표 5-5. Industrial Areas in Bhagalpur Region ❚
(단위: 에이커, 십만 루피)

총
부지면적

입주 가능
부지면적

가장 큰
부지면적

에이커당
부지가격

51.35

11.79

0.5

6.63

24

11.23

1

5.86

Sl No

단지 명

1

Bhagalpur

2

Jamalpur

3

Sitakund

18

0

0

7.7

4

Munger

7.8

1

0.12

2.93

5

lakhisarai

8

0.28

0.28

3.62

6

G.C.Kahalgoan

686.28

186.28

150

7.15

7

Purneacity

26.84

9.31

2.5

3.65

8

G.CMaranga

251.55

18.65

3

4.71

9

Kathiar

24.31

1.54

0.25

3.54

10

Forbesganj

85.81

3.57

2

2.49

11

Kishanganj

4

0

0

7.15

12

Bhediadangi

48.4

17.95

10

7.15

자료: Bihar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2010.05.06.

❚ 표 5-6. Industrial Areas in Darbhanga Region ❚
(단위: 에이커, 십만 루피)

총
부지면적

입주가능
부지면적

가장 큰
부지면적

14.8

0

0

Dharampur

9.35

0.1

-

4.71

Saharsa

6.56

0

0

3.77

5

1.68

1

1.95

Sl No

단지 명

1

Bela

2
3
4

Murliganj

에이커 당
부지가격
7.87

5

Donar

100.9

42.19

5

4.03

6

Samastipur

47.71

0

0

6.69

7

Pandual

100

4.75

2.5

2.74

8

Jhanjharpur

14.94

4

-

4.36

9

Madhyapura
(Uda Kishanganj)

14.35

8.98

2.5

10

Baranuni

193.67

37.3

-

8.64

자료: Bihar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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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bhanga가 세 번째로 많은 입주가능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Darbhanga
지역에는 총 10개의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7개의 산업단
지에 입주 가능 부지가 있다. 7개의 산업단지 중 Pandual과 Madhyapura에
각각 4.75에이커와 8.98에이커의 가용부지가 있으며, 두 곳 모두 가장 큰 부
지면적은 2.5에이커이다. Pandual의 부지가격은 에이커당 2.74 십만 루피이다.
마지막으로 Muzaffarpur 지역에는 총 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입주 가
능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수는 6개이다. 이 중 가장 넓은 가용부지
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Kumarbagh로 262.3에이커의 가용부지가 있
으며, 가장 큰 부지면적은 2에이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단지의 부지
가격은 에이커당 4.17 십만 루피로 조사되었다.

❚ 표 5-7. Industrial Areas in Muzaffarpur Region ❚
(단위: 에이커, 십만 루피)
Sl No

단지 명

1

Muzaffarpur

2

Bettiah

3

Kumarbagh

4

Ramnagar

총
부지면적

입주가능
부지면적

가장 큰
부지면적

에이커 당
부지가격

393.22

13.26

2

38.5

100

0.51

0

4.18

452.5

262.3

2

4.17

13

3.34

0.25

5.56

5

Raxual

13.69

0.56

0.34

5.95

6

Sitamarhi

47

4

3.5

13.78

7

Siwan

21

0

0

6.4

자료: Bihar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uthority, 2010.05.06.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비하르의 연도별 노동시장 변화 추이는 아래의 [표 5-8]과 같이 공장 수
와 노동자 수 모두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 추
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하르의 공장 수는 2007년 기준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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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조사되었으며, 노동자 수는 약 6만 2천 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하르는 제조업의 발달이 저조하며, 이에 공장 수와 노동자 수는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 역시
다른 주에 비하여 약 20~30명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하르의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는 2007년 기준 35명으로 1999년 35.2명보다 오히려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 표 5-8. 비하르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
(단위: 명, 개)

연도

공장 수

노동자 수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

1999

1,570

55,338

35.2

2000

1,535

49,190

32.0

2001

1,478

51,375

34.8

2002

1,403

44,280

31.6

2003

1,460

46,785

32.0

2004

1,674

51,430

30.7

2005

1,669

56,901

34.1

2006

1,602

55,159

34.4

2007

1,783

62,319

35.0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비하르의 연도별 임금 변화는 아래 [표 5-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
수준 역시 과거에 비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비하르의 전체 임금이 2007
년 기준 약 23억 루피(약 5,700만 달러)를 나타내며 2006년에 비하여 상당
부분 성장한 듯이 보였으나, 1인당 임금은 2007년 기준 36,732루피(약 913
만 달러)로 2000년 1인당 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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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9. 비하르의 연도별 임금변화 추이 ❚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십만 루피

루피

1999

18,822

34,013

2000

18,008

36,609

2001

18,391

35,798

2002

16,428

37,100

2003

17,101

36,552

2004

18,087

35,168

2005

18,519

32,546

2006

19,615

35,561

2007

22,891

36,732

연도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비하르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 수준도 산업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미숙련(Unskilled) 노동자의 경우 기본 최소임금은 114루피, VDA는 5루피
로 총 최소 임금이 119루피였다.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
본 최소 임금이 118루피, VDA가 5루피로 총 최소 임금이 123루피였으며,
숙련(Skilled) 노동자의 경우는 기본 최소 임금이 145루피 VDA가 6루피로
총 최소 임금이 151루피를 나타냈다. 고숙련(Highly Skilled) 노동자의 경우
VDA는 7루피, 기본 최소 임금은 177루피로 총 최소 임금이 184루피였다.

❚ 표 5-10. 비하르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 범위(2010. 6) ❚
(단위: 루피)

노동자 구분

기본 최소 임금

VDA

총 최소 임금

Un-skilled

114

5

119

Semi-skilled

118

5

123

Skilled

145

6

151

Highly skilled

177

7

184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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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르의 교육시설 중 대학교 수에서 동부권역 5개 주들 중 가장 많은 주
로 나타났으며, 2007년 기준 800개의 대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2년제 대학까지의 개수는 2007년 기준 45,980개로 동
부권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였으며, 일반대학은 두 번째 많았고, 전문대학
은 차티스가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비하르의 일반 대학 개수는 2006년
기준 16,245개였으며, 전문대학은 4,226개였다.

❚ 표 5-11. 비하르의 교육시설 현황 ❚
구분

고등학교~
2년제 대학

Degree and above level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서벵갈

49,913

1,283

8,640

375

오리사

49,765

20,013

9,434

700

자르칸드

18,941

7,878

1,280

113

비하르

45,980

16,245

3,746

800

차티스가르

34,034

14,066

4,226

334

자료: Department of School Education & Literacy, Annual Report 2009~10.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비하르의 1인당 소득은 2008년 기준 약 13,700루피로, 인도의 다른 주들
과 비교하였을 때 20개 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8년 기준
비하르의 1인당 소득은 인도 평균 1인당 소득인 약 37,500루피의 1/3에 근
접한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가장 높은 고아의 1인당 소득과는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하르의 1인당 소득은 바로 위의 우타르프라데쉬와도 약
5,000루피 차이가 나며 매우 높은 소득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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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0. 비하르의 1인당 소득(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비하르의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7년 8,703루피에서 2008년
10,206루피로 17.3%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부권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하르의 1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6
년부터이며, 특히 2008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11. 동부권역 주별 1인당 소득 변화(1999년 기준, 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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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2. 비하르의 1인당 소득변화 추이(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onstant(1999년 기준)
6,658
6,117
6,772
6,719
8,167
8,703
10,206

Current
6,930
6,852
7,449
7,864
9,817
11,135
13,663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나. 소비 형태
비하르의 1인당 월평균 소비 중 도시 인구의 1인당 소비는 17개 주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5-12. 비하르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2007년) ❚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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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촌인구의 소비에서도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비하르의
전체적인 지출 수준이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비하르의 매우 낮은 소득이 반영된 결과로 해
석된다.
비하르의 소비 동향은 도시 인구는 동부의 여타 주에 비해 지출이 적은
편이며, 농촌 인구는 동부의 여타 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시 인구의 1인
당 식품에 대한 지출은 506루피로, 동부의 5개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
며, 인도 전체 평균인 582루피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에서도 574루피로 가장 낮았으며, 따라서 총 지출 역시
1,080루피(약 27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농촌 인구의 월평균 1인당 총 지출은 598루피(약 15달러)로 동부
전체에서 서벵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도 전체 평균 지출
수준인 772루피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식품에 대한 농촌 인구의 1인당 월
평균 지출액은 357루피였으며,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은 241루피로 동부
에서 오리사 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3. 지역별 품목별 전체 1인당 월평균지출액 현황(2007. 7~2008. 6) ❚
(단위: 루피)

구분
식품 전체
도시

농촌

서벵갈

오리사

자르
칸트

618

608

613

비하르

차티스
가르

인도
전체

506

539

582

식품 외 전체

834

830

782

574

964

889

총 지출

1,452

1,438

1,395

1,080

1,503

1,472

식품 전체

406

325

349

357

297

404

식품 외 전체

296

234

244

241

284

368

총 지출

702

559

592

598

582

772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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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구의 식품에 대한 지출 가운데 곡물 소비가 1인당 월평균 지출액
164루피로, 총 식품 지출액의 32.4%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
으로 많은 지출액이 많은 품목은 월평균 76루피를 지출하는 유제품과 68루
피를 지출하는 채소, 58루피를 지출하는 음료이다.

❚ 그림 5-13. 비하르 도시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식품 외 품목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열비와 교육비가 높았으며, 의류비, 임대료, 기타 잡화에 대한 소
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경우 월평균 1인당
약 113루피로, 비하르 주 도시인구 1인당 월평균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
금액인 574루피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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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4. 비하르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농촌 인구의 월평균 1인당 식품 품목에 대한 지출은 도시 인구와 마찬가
지로 주식인 곡물과, 채소, 유제품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출 비중 상위 3위 품목이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가 같으나, 도시 인구의 식
품 지출에서는 유제품이 상위 2위로 총 14%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농촌
인구의 식품 지출에서는 상위 3위로 총 1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도시 인
구의 전체 식품 지출에 대한 곡물 지출의 비중이 총 32%였으나, 농촌 인구
의 곡물 지출 비중은 총 42%로 차이가 났다.

206│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 그림 5-15. 비하르 농촌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비하르 주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월평균 1인당 지출에서는 광열비
가 63.34루피 지출로 총 식품 외 지출액의 26%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
았다. 다음으로 의류비에 대한 지출이 47루피,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35루피, 기타 잡화에 지출한 31루피로 많았다.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의 식
품 외 품목의 지출을 비교해보면 교육비와 임대료가 도시 인구의 지출액에
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농촌 인구의 지출에서는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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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6. 비하르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비하르 주정부는 Industrial Incentive Policy 2006을 바탕으로, 주 내 해
당 산업에 대하여 지원금 보조, 인지세 및 등록세 면제, 토지 매입비용 상환
과 부과세, 특별 소비세, 전기요금 부가세, 외환처리 수수료 면제 등의 해택
을 부여한다. 또한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또는 품질 인증서 취득 시에는 지
원금 보조 혜택이 있다. 산업정책의 주요 목적은 빠른 인프라 시설의 공급과
이를 통한 산업 및 경제 성장, 고용확대, 주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
루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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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4. 비하르의 주요 인센티브 ❚
구분

인센티브 내용

공통

- 인지세 및 등기료가 면제됨(부가가치세 상환조항)
- 프로젝트 보고서 준비를 위해 지출하였던 비용의 최고 50% 상환(1,622 달러
이하)
- 소규모 토지‧ 차고의 구매를 위해 지출하였던 비용 상환이 733만 루피 한도
내에서 50% 이루어짐
- 중 · 대규모 토지‧ 차고의 구매를 위해 지출하였던 비용 상환이 1,467만
루피 한도 내에서 25% 이루어짐
- 자가발전을 위한 공장 및 기계에 한해 50%의 보조금이 지급됨
- 새롭게 자가발전방식이 적용된 공장 및 기계에 부과된 전기요금
부가세(electricity duty)가 면제됨
- 7년간 특별소비세(luxury tax), 전기요금 부가세, 송금수수료, market fee가
면제됨
- 주정부 개발의 비하르 주 산업단지 개발공사, 수출 진흥단지, Food Park,
농산물수출단지 입주 기업에게 지원금

자료: Ministry of Finance, Industrial Policy, 2006.

나. 개방환경
비하르의 실질적인 개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
접투자 승인금액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20개 주 중 네 번째로 낮은 편에 속
한다.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이 같은 결과는 오리사 주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승인금액은
다른 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인 개방 정도는 다른 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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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7. 비하르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비중(2007년)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Reserve Bank of India.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비하르 주에서 노사분규 수는 마하라쉬트라와 펀잡의 뒤를 이어 세 번째
로 적으며, 우타르프라데쉬와 같이 2007년 한 해 동안 4건의 파업 및 공장
폐쇄가 있었다. 이는 동부권역에서도 두 번째로 적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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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8. 비하르의 노사분규 수(2007년) ❚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하지만 아래의 [표 5-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하르 주에서 발생한
4건의 노사분규에 관련된 노동자 수나 손실 근무일 수가 각각 7건을 기록한
오리사와 차티스가르에 비하여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하르에서 일어
난 파업 및 공장폐쇄가 오리사나 차티스가르에 비하여 더 큰 규모의 장기
건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5-15. 비하르의 노사분규 현황(2007년) ❚
(단위: 루피)

주
서벵갈
오리사
차티스가르
비하르
동부 전체

노사
분규

관련
노동자

169
7

376,351
4,403

23,737,546
10,287

20,410,498(9)
1,982,233(6)

37,828,281(4)

7
4
187

4,374
15,850
400,978

4,374
60,294
23,812,501

1,119,260
23,511,991

37,828,281

손실 근무일

손실 임금
(분규 수)

손실 생산량
(분규 수)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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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제조 공장 수 대비 노사분규의 비중이 20개 주 가운데 7번째
로, 실질적인 노사 간의 갈등이 인도에서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비하르의 노사분규 4건이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적은 수이지만 실
질적으로는 더 많은 수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던 구자라트, 라자스탄, 케랄라
등의 다른 주들에 비해서 노사간 갈등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5-19. 비하르의 제조업 공장 수에 대한 노사분규 비중(2007년) ❚

주: ( )는 실제 노사분규 발생 건수.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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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차티스가르는 인도 낙살라이트 공산반군의 주 활동지역이라는 점에서 기
업환경이 좋지 못한 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정부
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차티스가르의 주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대
체 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주정부는 2008년에 일본에서 열린
대체 에너지 식물관련 포럼 후에 ‘자프로파’라는 식물을 도입하기로 하였으
며, 1,600㎢에 달하는 지역에 ‘자프로파’를 재배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차티스가르를 바이오디젤의 허브로 만들고
자하는 주정부의 계획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이 프
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주
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2010년 1월에 차티스가르의 주도인 라이푸르에 1조원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
소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이 공식적으로 차티스가르와 인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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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첫 프로젝트이다. 이 발전소는 2013년 까지 준공 될 계획이며, 완공
후에는 동부권역 전력의 주요 공급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티스가르는 최근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진출의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일
례로 차티스가르는 내륙지역으로 항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을
통한 물류 운송이 불가능하며, 이밖에도 물류 운송을 위한 인프라가 다른 주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운송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이 상
승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살라이트의 위협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기본환경
가. 사회 ․ 문화 ․ 역사 ․ 정치적 배경
차티스가르는 인도 중앙부 내륙에 있는 주로 주도는 라이푸르(Raipur)이
다. 북서쪽으로 마드야프라데쉬, 서쪽으로 마하라쉬트라, 남쪽으로 안드라프
라데쉬, 동쪽으로 오리사와 경계를 이룬다. 차티스가르의 북부와 남부지역은
구릉지이고 중앙부는 비옥한 평야지대이다. 갠지스 강의 지류가 북부지역을
통해 흐르고 있으며, 데칸고원이 남부지역에 걸쳐 있다. 주 전체 면적의
44%가 숲으로 덮여 있어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차티스가
르는 대부분이 열대 기후를 보이며 날씨가 덥고 습하다. 차티스가르의 여름
은 4월부터 6월까지이고 섭씨 40도를 넘기며 불편할 정도의 더위를 안겨준
다. 우기는 6월 말부터 10월까지이며 이 시기는 차티스가르를 방문하기 제
일 좋은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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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 차티스가르의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차티스가르는 원래 마드야프라데쉬에 속하였으나, 2000년 11월 1일 차티
스가르 언어를 사용하는 동남부의 16개 지구가 분리되어 형성되었다. 차티스
가르의 도시화율이 매우 낮아, 주 전체인구의 20% 정도만 도시지역에 거주
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인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화
를 비롯한 사회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인도에서도 가장 도시화
가 느린 주 중에 속한다. 인구의 대부분은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 시크
교, 자이나교, 불교 등을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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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티스가르는 저렴한 토지가와 인건비, 풍부한 전력시설을 바탕으로 투
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차티스가르가 인도 석탄 생산의
17%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력발전공사가 대규모 화력발전 프로
젝트를 계획 중이다. 또한, 주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2010년부터 다이아몬드를
본격 생산하고 있어,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차티스가르의 내각은 인도의 다른 주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수상이 있으며, 주수상이 차티스가르의 실제 통치권
자이며 대부분의 집행 권력을 행사한다. 입법부의 원칙은 단원제이며 인도국
회의 상원에 5자리의 의석, 하원에는 11자리의 의석이 있다. 현 주지사는 쉐
칼 둣(Shekhar Dutt)이 맡고 있으며 라만 싱(Raman Sing)이 주수상을 맡고
있다. BJP당(The Bharatiya Janata Party)과 BSP당(Bahujan Samaj Party)
이 차티스가르의 주요 당으로써 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번갈아가며 집권하고
있다. 현재 차티스가르는 낙살당원(인도의 공산주의 혁명파)에 의한 폭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낙살당원은 최근 차티스가르의 남쪽과 북쪽에 그들만의 정
부를 꾸려 많은 시민들과 경찰들을 살해하였다. 2006년에 그들의 폭력성은
최고조를 달했으며 차티스가르의 정부와 많은 마찰을 겪었다. 차티스가르 주
정부는 이들의 폭력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표 6-1. 주 개황 ❚
인구

약 2,326만 명(인도 전체의 약 2%)

면적

135,191 sq.km

성 비율

남성 1,000명 당 여성 989명

언어

힌디어, 드라비디언어

주총리

라만 싱(Raman Sing)

의회구성

단원제

자료: IBEF, Economic Survey of Chhattisgarh 2008~09.

차티스가르의 인구밀도는 20개 주 중 잠무&카쉬미르, 히마찰프라데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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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면적 대비 인구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인구 비율 역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성비는 남성 1,000명 당 여성 773명으로, 인도 20개 준 평균인 932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그림 6-2. 차티스가르의 인구구조(2001년) ❚

자료: Government of India.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차티스가르의 주내순생산은 2008년 기준 약 997억 루피(약 22억 달러)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1.7%의 높은 성장
률을 기록하였다. 차티스가르의 연도별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오며, 다른 주들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차티스가르의 주내순생
산은,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다면 2013년에는 약 1,738억 루피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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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3. 차티스가르의 실질 주내순생산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만 루피,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차티스가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은 1991년 8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약 248억 루피(약 USD 616 million)로, 아래 [그림 6-4]에서와 같이
동부권역 5개 주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인도 전체에
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고 있다.

❚ 그림 6-4. 차티스가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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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수는 총 51건으로 앞서 살펴본 비하르의 50건과 비
슷하였으며, 총 외국인직접투자 금액과 같이 건별 평균 금액은 비하르 주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티스가르의 건별 평균 외국인직접
투자 금액은 약 4억 9천만 루피(약 USD 12million)로 동부권역에서 오리사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티스가르에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하여 규모가 큰 외국인직접투자의 승인 횟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6-2. 동부권역 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주

승인 수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건별 평균 금액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서벵갈

723

81,547

113

2.71

오리사

161

84,283

523

2.8
0.05

자르칸드

84

1,465

17

차티스가르

51

24,829

487

0.82

비하르

50

7,397

148

0.25

1,069

199,521

187

6.63

동부 전체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다. 인프라 현황
1) 도로 및 철도
차티스가르에는 총 3개의 국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총 길이는
2,184km이다. 인도 중앙 정부는 차티스가르의 국가고속도로 개발 사업을 위
하여 2008년 기준 USD 14.6million을, 유지 보수를 위하여 USD 6
million을 투자할 계획이다. 철도는 동부 중앙 철도(East Central Railways)
관할권에 속하며, 주요 철도역은 라이푸르(Raipur)와 빌라스푸레어(Bilaspu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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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동부 중앙 철도(East Central Railways)는 1998년 채광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설된 라인이다.

2) 공항 및 전력
차티스가르는 두 개의 국내공항을 운영 중이다. 그중 하나는 라이푸르
(Raipur)에, 다른 하나는 빌라스푸르(Bilaspur)에 위치하고 있다. 라이푸르
공항은 현재 확장 및 현대화 작업을 계획 중이다.
차티스가르의 전력은 CSPGCL(Chhattisgarh State Power Generation
Company Limited)가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LANCO나 JindalPower와 같
은 독립전력생산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가 전력생산에 도움을 주
고 있다. 2009년 인도 전력부 회계연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차티스가르의
전력생산능력은 2009년 3월 기준 총 3,214MW이다. 그중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가 총 에너지의 85%를 생산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그림 6-5. 차티스가르의 전력 생산능력 ❚
(단위: MW)

자료: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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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차티스가르의 산업분야별 성장 추이는, 먼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광
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0.3%와 7.7%이
었으며, 농업부분의 성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의 주
내순생산은 2009년 기준 약 825억 루피로, 차티스가르 주 1차 산업 총 주
내순생산 약 1,479억 루피 중 약 55.8%를 차지하였으며, 광업의 경우는 약
653억 루피로 44.2%를 차지하였다. 차티스가르는 광업이 1차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큰 주 중 하나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작게는 30%에서
크게는 44%까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그림 6-6. 차티스가르의 1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억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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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중 농업의 비중은 아래의 [그림 6-7]과 같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80% 중․후반 대를 유지하며, 산업간 비중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업의 2009년 기준 주내순생산이 약 715억 루피였으며,
임업은 546억 루피로 전체 농림수산업 주내순생산 대비 6.6%의 비중을 차
지하였으며, 어업은 556억 루피로 6.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그림 6-7. 차티스가르의 농림수산업 내의 비중 변화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2차 산업의 주내순생산은 2005년 이후부터 제조업을 비롯하여 건설업과
전력․가스․용수산업 모두 성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2차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성장률이 21%로 크게 성장하였다. 전력․가스․용수산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성장률이 약 19.1%로 제조업과 비슷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건설
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성장률이 무려 약 33%에 달하는 고성장과 함께 2009
년 주내순생산이 2005년에 비하여 3배 이상 성장한 약 582억 루피를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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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8. 차티스가르의 2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 표 6-3. 차티스가르의 제조업 세부 부문별 순부가가치 및 비중(2005년) ❚
(단위: 십만 루피)

인도 전체 대비 비중
상위 10개 산업

차티스
가르

남부
전체

비중

인도
전체

비중

기초금속제품

621,880

2,270,742

27.4

4,257,250

14.6

비금속광물제품

18,742

130,892

14.3

1,283,200

1.5

조립금속제품

12,705

52,015

24.4

910,437

1.4

음식료품

10,772

113,128

9.5

2,345,568

0.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9,553

136,821

7.0

4,300,857

0.2

기계 및 장비

7,225

81,790

8.8

1,773,110

0.4

제지 및 종이제품

2,594

37,697

6.9

430,345

0.6

담배 및 관련제품

2,443

86,049

2.8

541028

0.5

기타 운송장비

1,726

33,107

5.2

957956

0.2

399

8,024

5.0

76364

0.5

목제품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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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가르의 제조업은 오리사, 자르칸드와 같이 기초금속 분야가 발달하
였다. 기초금속 분야의 2005년 기준 순부가가치가 약 622억 루피(약 USD
14billion)로 인도 전체 대비 14.6%를 차지하며, 오리사 주보다 조금 더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티스가르 역시 오리사 주나 자르
칸드처럼 기초금속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분야에서는 발달 정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금속 분야 다음으로 인도 전체 대비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가 비금속광물 분야로 1.5% 수준이었다.
차티스가르의 3차 산업은 인도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보험업이 2005년부터 2009까지 5년 동안 18.3%의
주내순생산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차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 외에 운수통신업이 같은 기간 주내순생산 성장률 13.2%, 호텔․식당업은
11.9%, 행정․방위 및 준정부기관 부분은 16.9%를 나타내었다. 3차산업 대
부분이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부동산 부분이 예외적으로 5.3%의

❚ 그림 6-9. 차티스가르의 3차산업 주내순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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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호텔․식당업이 2009년 기준 주내순생산 약
668억 루피를 기록하며, 3차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운수
통신업이 약 372억 루피로 두 번째였다.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차티스가르주개발공사(CSIDC: Chhattisgarh State Industrial Develoment
Corporation)는 Raipur 지역의 Urla 와 Siltara, Durg 지역의 Borai,
Bilaspur 지역의 Sirgitti Pendra Road 인근의 Anjani에 Industrial Growth
Center를 설립하였다. 또한 Raipur, Bilaspur, Raigarh, Durg/Rajnandgaon
의 지역에 4개의 대형 산업단지를 계획 중이다.
각 Industrial Growth Center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Raipur 근처의 Urla에 위치한 Industrial Growth
Center는 총 부지면적 334 ha에 45km 길이의 아스팔
트 도로가 깔려있으며, 용수 공급시스템과 변전소가 구
비되어 있다. Urla Industrial Growth Center에는 약
414개의 중․대형 및 소규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
며, 1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Siltara Growth Center는 NH-200 선상
의 Raipur로부터 1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
으며, 총 부지면적은 1,291ha에 달한다. 향
후 해면철(sponge

iron)

공장,

합금철

(ferroalloy) 공장, 조리용 가스 병입 공장
건설(cooking gas bottling plant) 등이 계획
되고 있다. 단지 내부에는 40km 길이의 내부도로 등이 구축되어 있다. 약
50개 정도의 기업이 약 72억 루피 규모의 투자를 하였으며, 약 2,800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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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Durg 지역의 Borai 산업단지는
인도에서 산업용수공급과 관련한
최초의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의 민관합작 사례다. 총 부지면
적은 437ha이며 약 45개의 기업이
13억 루피 이상의 투자를 하였으며
1,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마지막으로 Sirgitti의 Industrial Growth
Center는 총 부지면적 338ha에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으며, 총
투자금은 약 35억 루피 규모로 3,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다. 노동력 고용 현황
차티스가르의 연도별 공장 수와 노동자 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2007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장 수와 노동자
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6년 각각 20.4%와 24.9%를 기록하며, 다른 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에서는 2007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7.4%로 다른 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티스가르
의 기준 공장 수는 2007년 기준 1,854개였으며, 노동자 수와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는 각각 118,228명, 63.8명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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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 차티스가르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
(단위: 명, 개)

연도

공장 수

노동자 수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

1999

1,380

79,421

57.6

2000

1,275

65,894

51.7

2001

1,277

64,311

50.4

2002

1,253

63,771

50.9

2003

1,295

71,604

55.3

2004

1,343

77,910

58.0

2005

1,478

84,578

57.2

2006

1,779

105,621

59.4

2007

1,854

118,228

63.8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차티스가르의 임금변화 추이는 전체 임금은 공장 수나 노동자 수와 마찬
가지로 2002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1인당 임금 수준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07년 기준 73,523

❚ 표 6-5. 차티스가르의 연도별 임금변화 추이 ❚
연도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십만 루피

루피

1999

57,162

71,973

2000

45,538

69,108

2001

48,111

74,810

2002

47,248

74,090

2003

48,216

67,337

2004

52,437

67,305

2005

53,486

63,239

2006

69,592

65,888

2007

86,925

73,523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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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약 USD 1,82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2000년이나 2002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차티스가르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은 미숙련(Unskilled) 노동자,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 숙련(Skilled) 노동자의 VDA가 모두 95.15루피로 총 최소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기본 최소임금이 39루피로 총 최소 임금이
134.15루피였으며, 반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기본 최소임금 43.15루피로 총
최소 임금이 138.3루피였다. 숙련 노동자는 기존 최소 임금 47.38루피에 총
최소 임금이 142.53루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6-6. 차티스가르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 범위(2010. 6) ❚
(단위: 루피)

노동자 구분

VDA

기본 최소 임금

Un-skilled

39

Semi-skilled

43.15

Skilled

47.38

총 최소 임금
134.15

95.15

138.3
142.53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 표 6-7. 차티스가르의 교육시설 현황(2007년) ❚
구분

고등학교~
2년제 대학

Degree and above level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서벵갈

49,913

1,283

8,640

375

오리사

49,765

20,013

9,434

700

자르칸드

18,941

7,878

1,280

113

비하르

45,980

16,245

3,746

800

차티스가르

34,034

14,066

4,226

334

자료: Department of School Education & Literacy, Annual Repor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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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가르의 교육시설은 2007년 기준 고등학교에서 2년제 대학까지의
개수가 34,034개로 나타났으며, 일반대학은 14,066개, 전문대학은 4,226개
로 조사되었다. 대학교 수는 자르칸드에 이어 동부권역 주들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차티스가르 주에서는 토지 용도변경(land transfer) 또는 기타 토지 관련
승인 업무를 지역투자촉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 용도변경의 경
우 정부 소유부지일 경우 지원일로부터 45일이 소요된다. 또한 협상(private
negotiations) 기간이 근무일 기준 30일이 소요되며, 지방 정부 또는 주정부
로 승인을 받는 데 7일이 소요된다. 이 밖에 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승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역투자촉진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길게는 75일에서
짧게는 45일이 소요된다.

❚ 표 6-8. 차티스가르의 일반적인 사업승인 필요항목 ❚
구분

Industries/ Land
revenue

Infrastructure
-Electricity/ Water

대행사

소요 시간
Land transfer: Government revenue land 45 working days from date of application
Through private negotiations - 30 working days

District
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

Central
Government

Any clearances from local government/statutory
requirements of state government 7 days
45 working days or 75 working days from the
identification of the site, whichever is earlier
Recommendations to Central Government, if
required - 45 working days or 75 working days from
the identification of the site, whichever is earlier

자료: Ministry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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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가르의 일반적인 산업용 토지가격은 ㎡당 4.8~33.5달러이며, 사무
실임대 비용은 한 달에 sq.ft당 0.48~0.957달러 수준이다. 또한 주거시설의
임대료는 2,000sq.ft 면적 기준 한 달에 239.4~335달러이며, 전기요금과 수
도요금은 각각 kWh당 0.057~0.095달러, 1,000리터당 0.19~0.287달러 수준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6-9. 차티스가르의 일반적인 사업비용 ❚
구분

비용(in USD)

Industrial land(per sq mt)

4.8 - 33.5

Office space rent(per sq ft per month)

0.48 - 0.957

Residential rent(for a 2,000 sq mt house, per month)

239.4 - 335

Electricity (per kWh)

0.057 - 0.095

Water (per 1000 liters)

0.19 - 0.287

자료: Ministry of Finance.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차티스가르의 1인당 소득은 동부권역 5개 주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
으나, 인도 전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도 평균 1인
당 소득인 약 37,500루피보다 약 3,000루피 낮은 수준이었으며, 동부권역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낸 서벵갈보다 약 2,000루피 적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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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0. 차티스가르의 1인당 소득(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차티스가르의 1인당 실질소득은 2007년 16,740 루피에서 2008~09년
19,521 루피로 16.6% 증가하였다. 이는 동부 권역 5개 주 중 비하르의 뒤
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6-11. 동부권역 주별 1인당 소득 변화(1999년 기준, 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231

제6장 차티스가르(Chhattisgarh) │

❚ 표 6-10. 차티스가르의 1인당 소득변화 추이(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onstant(1999년 기준)
13,661
14,070
14,694
15,660
16,740
19,521

Current
15,515
16,976
19,501
21,822
25,360
34,483

자료: Government of NCT Delhi.

나. 소비 형태
차티스가르는 도시 인구와 농촌 친구의 월평균 1인당 소비액의 차이가 큰
주이다. 도시 인구의 월평균 1인당 소비는 인도 전체 도시인구의 1인당 소
비 평균치보다 조급 높은 수준이며, 동부권역 5개 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인구의 소비는 17개 주 중 오리사 주 다음으로 가
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그림 6-12. 차티스가르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2007년) ❚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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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티스가르는 동부의 5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1인당 소득이 높다. 이에 따라 도시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이 총 1,503
로 동부에서 가장 높으며, 인도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도시 인구의 1인
당 월평균 식품에 대한 지출은 506루피(약 13달러)로 동부 5개 주 중 2번째
로 낮은 수치였으며, 인도 전체 평균인 582루피(약 24달러)보다 낮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은 964루피로 동부 5
개 주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 평균보다도 75루피 가량이 높다.
농촌 인구의 월평균 1인당 총 지출은 동부에서 오리사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인도 전체 평균 지출 수준인 772루피보다도 낮게 나타
났다. 식품에 대한 농촌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297루피(약 7달러)
였으며,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은 284루피(약 7달러)로 동부에서 서벵갈
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 표 6-11. 지역별 품목별 전체 1인당 월평균지출액 현황(2007. 7~2008. 6) ❚
(단위: 루피)

구분
식품 전체
도시

농촌

서벵갈

오리사

자르칸드

비하르

차티스가르

인도 전체

618

608

613

506

539

582

식품 외 전체

834

830

782

574

964

889

총 지출

1,452

1,438

1,395

1,080

1,503

1,472

식품 전체

406

325

349

357

297

404

식품 외 전체

296

234

244

241

284

368

총 지출

702

559

592

598

582

772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도시 인구의 식품군에 대한 품목별 지출 가운데 곡물인 주식에 대한 1인
당 월평균 지출이 169루피로, 가장 지출이 많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지출이 많은 항목은 1인당 월평균 81루피를 지출하는 채소와 62루피를
지출하는 유제품, 그리고 60루피를 지출하는 음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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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3. 차티스가르 도시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식품 외 품목의 지출에서는 소비자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216루피로 총 식
품 외 지출의 25%의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내구재에 대한 1인당 월평균
지출이 151루피로 많았다. 그 외에 기타 잡화, 광열비, 의류비가 각각 월평
균 114루피, 111루피, 91루피 지출 되면서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식품 외
품목 지출의 총 7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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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4. 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차티스가르 주 농촌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식품 세부 품목에 대한 지출은
도시 인구와 마찬가지로 곡물과 채소에 대한 지출이 많았으며, 각각 지출액
이 122루피와 54루피였다. 도시 인구의 지출과 비교하면, 지출 금액 순위
상위 1, 2위 품목은 같았으나, 곡물 지출 비중이 도시인구는 31%, 농촌 인
구는 41%로 약 10%가 차이가 났다. 그리고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유
제품과 과일에 대한 소비 비중이 많았으며, 농촌 인구가 도시인구보다 식용
유와 콩류에 대한 소비 비중이 많았다.

235

제6장 차티스가르(Chhattisgarh) │

❚ 그림 6-15. 차티스가르 농촌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월평균 1인당 지출에서는 광열비 지출이 68
루피로 총 식품 외 지출의 24%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이 50
루피를 지출한 의류비와, 45루피를 지출한 기타 잡화, 31루피를 지출한 소비자
서비스이다. 도시인구의 식품 외 지출에서 상위 2순위를 차지하였던 내구재
는, 농촌 인구의 식품 외 지출에서는 8.9%의 비중을 차지하며 5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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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6. 차티스가르 농촌 인구의 식품 외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 7~2008. 6) ❚
(단위: 루피)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NSS Report No.530: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7~08.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차티스가르는 천연자원이 풍부하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업발전이 낮은
주이다. 이에 주정부는 산업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발과 투자자의 생산
비용 절감, 그리고 투자 친화적인 정부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New Industrial
Policy(2004~09)를 발현하였다. 본 정책의 주요 목적은 산업생산 증가와 고
용창출을 위한 호의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있다. 세제 인센티브의 상세한 내
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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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2. 차티스가르의 주요 인센티브 ❚
구분
이자보조금

고정자본투자
전기요금 부과세
인지세
진입세
토지할증금*
프로젝트 지원

기타

인센티브 내용
- 최고 7년간 연간 11만 달러 지원
- 기술업그레이드를 위해 5년간 지불하였던 이자비용의
최고 40%까지 지원
- 최고 자본비용의 45%까지 지원
(지난 9년간 주 내에서 상업세, 판매세를 지불한 회사에 한함)
- 최초 생산일로부터 15년간 전기요금 부과세 면제
- 임대, 토지 및 건물 구매에 대한 인지세 면제
- 대출인지세 최고 3년간 면제
- 최고 9년간 진입세 면제
- General Category - 토지할증금의 최고 50% 면제
- CS/ST Category - 토지할증금 100% 면제
- 최고 4천 달러 지원
- 최고 5acre의 토지용도변경세(land-diversion fee)의 50%까지
환급(소규모 산업에 한함)
- 토지매입 수수료 할인(5~25%)
- 품질증명서 발급 시, 발생 비용의 50% 또는 1,624 달러 지급
- 기술특허 취득 시, 발생비용의 최고 50% 또는 1만 달러 지급
- 재외인도인, 여성 기업인, SC/CT에 대한 특별 지원

자료: New Industrial Policy 2004~09.

나. 개방환경
차티스가르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은 아래 [그림
6-17]과 같이 중간 수준에 속하며, 이에 실질적인 개방정도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
으나, 경제 규모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비중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차티스가르에서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비교
적 크다는 것과 오리사의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차티스가르의 개방 정도가
실제로는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의 수준만큼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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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7. 차티스가르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비중(2007년)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08;
Reserve Bank of India.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인도에선 지난 4년간 정부군 900여 명이 ‘낙살라이트(Naxalite)’라고 불리
는 공산 반군의 공격에 사망하였다. 이 반군 활동 지역은 북동부 서벵갈, 차
티스가르, 안드라프라데쉬까지 인도를 종횡으로 관통해 ‘붉은 회랑(red
corridor)’으로 불리는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차
티스가르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반군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우리 기업이
만약 이 곳에 진출해 공장을 건설한다면 낙살라이트와의 움직임에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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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8. 낙살라이트 활동 지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차티스가르 주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2007년 한 해 동안 7건의 파업 및
공장폐쇄가 있었으며, 아래 [그림 6-19]에서와 같이 인도 내에서 평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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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9. 차티스가르의 노사분규 수(2007년) ❚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또한 아래의 [표 6-13]을 보면 노사분규 건수와 관련 노동자 수가 오리사
주와 비슷하나, 손실 근무일은 오리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차티스가르
는 관련 노동자 수와 손실근무일이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7건의 노사
분규가 모두 단 하루에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리사 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6-13. 차티스가르의 노사분규 현황(2007년) ❚
(단위: 루피)

주

노사
분규

관련
노동자

서벵갈

169

376,351

23,737,546

20,410,498(9)

오리사

7

4,403

10,287

1,982,233(6)

차티스가르

7

4,374

4,374

비하르

4

15,850

60,294

1,119,260

동부 전체

187

400,978

23,812,501

23,511,991

손실 근무일

손실 임금
(분규 수)

손실 생산량
(분규 수)
37,828,281(4)

37,828,281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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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조업 공장 수 대비 노사분구의 비중은 상위 여섯 번째로, 실질
적인 노사 갈등이 다른 주에 비해서 비교적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앞서 살
펴봤던 비하르, 오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사분규 건수의 절대적인 수치
에서는 적은 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6-20. 차티스가르의 제조업 공장 수에 대한 노사분규 비중(2007년) ❚

주: ( )는 실제 노사분규 발생 건수.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242│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동부권역은 POSCO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우리 기업
들의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정보는
POSCO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부터 점차 많은 양이 축척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지역의 진출환경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동부권역은 기본 환경부분이 인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권역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정당
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민들을 대변하
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주정부의 정책적 태도가 반
기업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 진출에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와 같은 공산 반군의 활
동이 외국기업 진출의 주요한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제부분도 동부권역 중 서벵갈을 제외한 다들 주들의 경제규모가 각각
인도 전체의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 비하르나 차티스가르 같이 낙후되었던 주들의 경제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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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동부권역은 인프라 환경도 인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
은 서벵갈과 차티스가르를 제외한 다른 주들의 전력생산량이 매우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나 전력 공급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긍정
적인 부분은 향후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유입되면
서 이 지역의 인프라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환경의 산업구조는 서벵갈이 1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각각 인도 전체
에서 2위와 4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른
동부의 주들은 뚜렷한 산업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 수준이 미약하여 가용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
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POSCO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리사 주에 새로운 대규모 산업단지가 곧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한편 노동공급 부분은 자르칸드의 1인당 임금이 비하르의 5배 수
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하르가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많은 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장환경 부분은 동부권역 주들 중 인도 전체 평균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난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소득이 인도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소비지출은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과는 다르
게 동부권역 주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비하르 지역의
소비지출만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정책적 부분 중 개방 정도는 서벵갈과 오리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동부권역은 인도 전체에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
다. 특히 오리사는 경제규모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고아 다음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오리사는 항구를 통한 천연자원의 원료 수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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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출 위험 부분은 자르칸드와 오리사의 세율부분이 낮게 평가되었고, 서벵
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지역으
로 평가되었다. 한편 오리사의 주도인 부바네스와르는 법적절차의 소요시간
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의 통관시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자르칸드의 수도인 란치는 수출통관 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위험성은 낮은 반면, 수입통관 시간이 인도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위협요소는 동부권역의 주정부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
기 때문에 인도나 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다. 실제로 최근에 타타자동차가 서벵갈에서 프로젝트를 철수한 사건은 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심어준 악재 중 하나로 불거졌다.
위와 같이 평가된 동부권역에서도 서벵갈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의 중심지 역할을 맡은 지역이었으며, 향후에는 인도의 경제가 좀 더 개방화
되면 중국과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서벵갈은 한류의 바
람이 불고 있는 인도의 북동부 지역인 미조람, 나갈랜드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될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는 향후 우리나라와의 문화 교류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동부권역은 우리 기업들의 보다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필요
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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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 동부권역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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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 계속 ❚

도시: 1,472 / 교외: 772

주내순생산: 명목, Factor Cost, 천만 루피
경제성장률: 2004~2008 - 실질주내순생산(1999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1991.8~2007.12, 승인 금액 기준, 천만 루피)
제조업 규모: 2008 - 명목주내순생산(Factor Cost, 천만 루피)
제조업 인도 내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20개 주를 인도 전체로 가정한 비중
1인당 임금: 2007 기준, 년 평균 임금, 루피
소득 수준: 2008 - 명목주내순생산(Factor Cost, 루피 per capita)
도로 및 철도: 2009년 3월 기준
공항 및 항만: 2010년 3월 기준
정치구조: 2010년 10월 기준
전력생산능력: 주내(private, central 포함), MW, 201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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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도 세제(稅制)

인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조세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분의 간접세
와 관세,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에는 간접세인 VAT, 주 물품세, 토지 수입세, 제조세 등이 있다.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으나, 무
분별한 예외규정이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하고 있다. 조세 제도의 투명화,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 2005년 4월1일부터
다양한 세율로 적용하던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였으며, 현재
주요 간접세를 GST(Good and Service Tax)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인도 전체로 보았을 때, 2009의 전체 재정수입을 세목별로 분류하면 법인
세가 전체 세입의 25.1%, 개인소득세가 11.1%, 관세가 9.6%, 물품세가
10.4%, 서비스세가 6.4%로 나타났다. 총 세수 중 관세와 제조세의 비율은
지속적인 세율 인하 조치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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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영향으로 법인 및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 법인세
법인세는 재정법(Finance Act)에서 규정한 비율로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
인 소득의 순수익에 부과되며, 인도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법인세율은 차이가
있다.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또는 프로젝
트 오피스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과세 소득의 범위는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세율은 [부록 표-1]과 같다. 과세 소득 천만 루피 이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면제되어 외국기업의 경우 41.20%의 실질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부록 표-1. 법인세율 ❚
과표(연간 소득)

천만 루피 이상 소득세율

천만 루피 이하 소득세율

국내기업
(Domestic Companies)

33.99%

30.9%

외국기업
(Foreign Companies)

42.23%

41.2%

법인세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미납부 시 월 이자 1%가 추가된다.) 납
부 방법은 인도 시중은행을 통해 납부한다. 분기별 미납부 시 연말정산 이전
에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 이전까지 미납부시 벌금 부가된다(연 1회 신고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세금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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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
부가가치세와 판매세는 특허 또는 상표권과 같은 무형재를 포함한 제품의
양도에 따라 부과되며, 재화의 양도가의 경계를 넘는 거래일 경우 판매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또는 판매세액 납부 시
공제되며 판매세는 공제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인도의 동일한 주에서 유통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되며 일반
적으로 12.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용 원자재, 정보통신 제품, 자본재
등의 세율은 4% 부과되며, 판매세의 경우 특정 요건이 맞는 경우 2%의 감
면세율을 적용 받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 부록 표-2. 부가가치세율 ❚
분류

일반품목

원자재 및
자본재

귀금속

농업용구 및
도서

주류 및
석유제품

부가가치세
(VAT)

12.5%

4%

1%

0%

20%

부가가치세와 판매세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인도 시중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세금
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제조세
제조세는 상품의 제조 및 생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술, 약물 등
에 대한 제조세는 주정부에서 징수하며, 여타의 상품에 대한 제조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하고 있다. 중앙 제조세는 중앙부가가치세로도 불리며, 개념적으
로는 제품이 생산된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986년 3월 이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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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이 최종 제품의 제조 시 사용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제조세를 환
급하는 제도(부가가치세 제도: Modified VAT, MODVAT)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말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8~16%대로 적용되던 제조세의
상당 부분을 8%로 단일화 하였으며, 대규모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2010~11 회계연도에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물품세는 매년 정부 예
산안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
제조세는 매월 인도 시중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분기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세금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
고 있다.

라. 원천징수세
모든 인도 기업은 특정 지불 요건 발생시점에 지정된 비율로 원천징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에는 급여, 전문・기술 서비스료, 용
역료, 임차료 등이 있으며 연말 재무신고 시 TDS Certificate를 거래 업체
에 요청하면 법인세 납부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세율
은 [부록 표-3]과 같다.

❚ 부록 표-3. 원천징수세율 ❚
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

사무실 / 차량 임대료

10.3% / 2.5%

전문 기술 서비스료

10.3%

일반 용역비

2.5~10.3%

원천징수세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 조세 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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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신고서 양식을 기재하여 전산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TDS
Certificate를 거래 회사에 지급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매월 1%에 해당하
는 이자가 청구되고 형사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인도 지정은행을 통해 납부하며 대부분의 지정은행은 세금납부와 관
련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 서비스세
서비스세는 조세 기반 확대를 위해 1994년 도입되었으며, 매년 적용 대상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매년 예산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
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과세대상으
로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물품 제조업자는 자사가 공급받은 서비스에 대
해 납부한 서비스세를 제조세 납부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
국 본사에서 인도법인에 용역비 지불시 서비스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사와 인도법인간의 계약서가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세율은 10%, 교육세를 포함하여 10.3%를 납부해야 한다. 매월 5
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인도 시
중은행을 통해 납부하며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세금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바. 배당세
배당금 수령 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SEZ 개발자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세 과세 면제대상이나, 대신 배당금 수취자로부터 배당
세를 원천징수한다. 인도에서 과실송금을 위해 한국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배당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차액만을 한국으로 송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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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총 16.995%의 과제
부담을 지며, 배당세율은 2007년 회계연도에 기존 12.5%에서 16.995%로
인상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배당세는 배당세 발생 시 즉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인도 시중은행
을 통해 납부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세금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사. 인지세 및 등록세
인지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별 인지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등록
세율의 경우 1%로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부록 표-4. 인지세 및 등록세율 ❚
도시

주

인지세율(%)

등록세율(%)

델리

델리 & NCR

8

1

방갈로르

카르나타카

8.4

1

뭄바이

마하라쉬트라

5

1

하이데라바드

안드라프라데쉬

7

1

푸네

마하라쉬트라

5

1

아메다바드

구자라트

4.9

1

첸나이

타밀나두

8

1

아. 기술이전료 등
로열티 또는 기술이전료 규정은 Chapter6, 2(8), Foreign Technology
Transfer, FEMA 1999에 명시되어 있다. 국내 판매의 5%, 수출의 8%까지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2백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자동승인 방식이다.
송금방법은 1차로 계약서 체결 후 인도중앙은행 송금신고 후 전체 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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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2차로 know-how 서류들이 도착한 시점에서 전체 계약금의 33%를,
3차로 1차 송금 인도중앙은행 허가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 전체 계약금의 33%를 송금한다.
로얄티 송금을 위해서는 한국본사와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로열
티 송금 시 10.30%의 원천징수세(TDS)가 징수된다. 이 원천징수 세금액은
연말정산 시 TDS Certificate를 한국본사로 송금하며, 한국본사에서는 인도
정부가 징수한 원천징수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이
는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한 한․인도 간 조약에 의거한다.

인도의 2009년 총선 결과
❚ 부록 표-5. 2009년 총선 결과에 따른 연정 및 정당별 의석수 ❚
연정

United Progressive
Alliance(UPA)

정당

의석 수

INC

206

DMK

18

NCP

9

TC

19

JMM

2

NC

3

기타

5

BJP

116

JD(U)

20

SS

11

UPA 소계

National Democratic
Alliance(NDA)

262

SAD

4

AGP

1

RLD
NDA 소계

제3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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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7

공산 정당

22

BSP

21

JD(S)

3

AIADMK

9

❚ 부록 표-5. 계속 ❚
연정

정당

의석 수

TDP

6

TRS

2

BJD

14

기타

3

제3연정 소계

80
SP

제4연정

RJD

제4연정 소계

23
4
27

기타

17

Lok Sabha 총 의석수

543

과반 의석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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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Entering India
Market by Region: Eastern Area
Bong Hoon Kim, Kun Jun Lee, Jin Gyu Choi, Eun Kyoung Jung,
Jeong Min Byeon, and Ahmad Ishaque

Since 2004, all over the world has been focusing on continuous high
economic growth and rising international status of India. Along with
international trend, Korea is also keeping up studies regarding India and its
changes. But as most of studies are tried to cover the whole India, there has
been limitations to understand Indian regional market more practically and
specifically. Actually, India has too various languages, religions, and tribes to
consider as one country. In order to provide more practical information for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that are interested in Indian market,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analyze region-wise and state-wise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ssessments on investment
environments as well as basic information of Indian regional market. For the
first step, we divided India into four parts East, West, South, and North. And
then, advanced market research for major states and basic market research for
minor states was conducted according to four parts.
The

study

is

com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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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asic

Investment

Environments,

Manufacturing & Market Environments, and Political & Economical Openness
for each state. And analysis on risk factors and assignments of four parts
were conducted based on above market research, and assessment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provided on the last part of each report. For
this study, first of all, we collected and classified region-wise and state-wise
information. Second, field researches for manufacturing environments and
market environments were conducted for major 13 states. Last, in order to
understand political environments and risk factors, we gathered opinions from
Indian experts and Korean companies in India through interviews and
meetings.
This report is a study on Eastern Part which includes West Bengal,
Orissa, Chhattisgarh, Bihar, and Jharkhand. Eastern states are not very
familiar with us, except Kolkata which had been the capital of India under
the control of the British, and a project by POSCO in Orissa.
Eastern states are relatively behin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West Bengal is the 4th largest economy in India which takes
almost 11% of Indian GDP. But the state is backward stepping in terms of
its economy, because of the political conflicts with local communist party in
power. Besides West Bengal, other states have small economy and each of
them take just 2~3% of Indian GDP. And the level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region is very low, and states have a few of industrial parks with
poor infrastructure system. However, Chhattisgarh and Bihar is currently
experiencing rapid economic growth with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various risk factors to invest to eastern
region, such as dangers form Naxalite, political conflicts, lack of infrastructure
including industrial parks, and unfavorable attitude of state governments to
foreign companies.

259

Executive Summary │

김봉훈(金峰勳)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경제학 박사
포스코경영연구소 델리사무소 연구위원
맥스틴인도자문(주) 대표이사(現, E-mail: ators@maxtin.co.kr)

저서 및 프로젝트
｢인도 콘텐츠시장의 유통구조 분석｣(2010)
｢인도 노사관리 성공전략｣(2009) 외

이건준(李健準)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인도 델리대학교 사회학 박사
MAXtin Business Advisory India 대표
인도 수준회계법률사무소 대표
맥스틴인도자문(주) 이사(現, E-mail: junindia@maxtin.co.kr)

저서 및 프로젝트
｢인도 한국전용산업단지 사업모델링 분석｣(2009)
｢인도 시장 진출 투자 전략｣(2009) 외

최진규(崔珍奎)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정은경(鄭恩京)
중앙대학교 중어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변정민(卞政民)
인도 델리대학교 정치경제학 졸업
맥스틴인도자문(주) 컨설턴트

Ahmad Ishaque
University of Jamia Hamdard MBA
맥스틴인도자문(주)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