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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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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본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서
부

유관연구기관 등에『대외경제연구』(한국연구재단

걸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 국제
금융팀),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
컨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
협력팀,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
연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재지), 웹진「오늘의 세계경제」등의 형태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
를 KIEP 홈페이지(http://www. kiep.go.kr)를 통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변김
정봉
민훈

∙
∙
∙
∙Ahmad Ishaque

ASEAN 후발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이
건
준

한국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최
진
규

마약, 조직범죄, 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아세안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 연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정
은
경

대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중남미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2(3)
연구자료 10-2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2(3)
연구자료 10-2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에덴복지재단 ☎ 02-2271-313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년 세계지역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맥스틴인도자문

일련번호
10-04-02(3)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력연구기관

맥스틴인도자문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김봉훈 대표

이건준, 최진규
정은경, 변정민
Ahmad Ishaque

■■국문요약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김봉 훈 ·이 건 준· 최 진규 · 정은 경 ·변 정 민· Ahmad Ishaque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
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
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
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
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
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
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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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
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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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 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
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
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
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
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
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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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
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
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의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서부권역 중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는 인도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들이며, 인도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2차 산업의 핵심지역이다.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전체 경
제규모의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들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역시 1위로 인도 전체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액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기업의 투자 선호도가 높다. 서
부권역은 인프라 부분도 인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전력 공급이 매우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생산환경 부분 중 산업구조는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의 1차 산업 비
중이 인도 전체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
라는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1위로 평가되었다. 서부권
역은 인도의 다른 주들이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산업
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마하라쉬트라는 이미 대도시 인근 산업
단지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환경은 고아의 1인당 소득이 인도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장 부유한 주로 평가되었다. 정책적 부분은 고아가 주내총생
산 대비 교역량이 3배나 되어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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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하라쉬트라의 뭄바이(Mumbai) 지역이
법적 문제의 처리속도가 인도 전체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
분이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구자라트 지역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는 하지만 종교적 갈등 문제와 노사분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
타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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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구분

내용
본문의 그래프에 사용된 연도 ‘FY’는 인도의 회계연도로 당해 4월 1일부터 다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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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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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약
ADB
BJP
BSNL
CAGR
DFC
DGDC
DITC
DMIC
EPZ
FDI
FY
GIDC
Goa-IDC
GSDP
HPCC
IIP
INC
JNPT
Mb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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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C
MNS
MP SEZ
MPCE
MTNL
NDDP
NSDP
PPP
ROC
SEEPZ
SEZ
SIR
SUR SEZ
TNC
UDP
UGDP
VDA

어

Asian Development Bank
Bhartiya Janta Party
Bharat Sanchar Nigam Ltd
Compound Annual Growth Rate
Dedicated Freight Corridor
Diamond and Gem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Director Industries, Trade and Commerce
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Export Processing Zon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scal Year
Gujarat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Go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High Powered Coordination Committee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Indian National Congress
Jawaharlal Nehru Port Trust
Mumbai Port Trust
Maharashtrawadi Gomantak
Maharashtr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Mahashtra Navnirman Sena
Mundra Port SEZ
Monthly Per Capita Expenditure
Mahanagar Telephone Nigam Ltd.
Net District Domestic Product
Net State Domestic Product
Public Private Partnership
Registrar of Companies
Santacruz Electronics Export Processing Zone
Special Economic Zone
Special Investment Region
Surat Special Economic Zone
The Nationalist Congress
United Democratic Party
United Goans Democratic Party
Variable Dearness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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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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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왔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
이 있는 국가이다. 현재 인도는 28개의 주와 7개의 연방직할시(Union
Territory)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주들 사이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북부지역의 인도인들은 남부의 타밀나두 주에 가는 것을 꺼려
한다. 왜냐하면 북인도 사람들은 남인도 사람들과 언어도 서로 다르고 음식
문화도 차이가 많아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남부 케랄
라의 사업가들은 북부의 델리 출신 사업가들과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북부 지역의 델리 출신 사업가들이 신의가 없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언어와 종교 등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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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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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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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지역구
분 기준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권역을 구분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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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부 지역 주들을 본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즉, 아삼(Assam), 아루나찰프라데쉬(Arunachal Pradesh), 마
니푸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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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江사무소에 의해 신규 사업 및 아이템 선정을
위한 Screening 기법으로 발전되었다. 이 평가방법은 크게 자사적합도와 시
장매력도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장매력도 측정기
준 중 성장가능성, 특별한 사회적 상황,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에

25

제1장 서론 │

포함시키고자하였다. 자사적합도는 각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평가되는 사항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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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능성과 비
용, 시장크기 및 성장가능성, 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 정책 등이다. 우리는 이
같은 요인들의 대부분을 조사의 기초항목으로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UNCTAD(2006)는 해외 진출을 위한 요소로서 다국적 기업들이 외
국에 투자하는 이유를 시장추구(Market-seeking), 효율성추구(efficiencyseeking), 자원추구(resource-seeking), 자산추구(created asset-seeking), 기
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투자 요소들 중 시장추구의 관점에
서 시장환경을 기본 항목으로 설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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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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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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황
기본 환경

경제현황 및 전망
인프라
자원 현황
주요 산업 현황

진출 환경 분석

생산 환경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노동력 고용 현황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환경

소득 동향
소비 형태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개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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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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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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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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
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과정을 통해 산출한 자료를 토대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의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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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기를 바란다.

3. 서부권역의 특징
본 보고서는 권역기준에 따라 서부권역을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고아로
구분하고 각 주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이 중 구자
라트와 마하라쉬트라는 인도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들이며, 인
도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산업
의 핵심지역이다.
구자라트의 산업은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1) 2010년 10월 델리와 첸나이에서 현지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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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산중공업이 2007년에 이 지역에서 화력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이 지역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를 계기로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구자라트 지역에 한국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 모델
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마하라쉬트라는 주도인 뭄바이가 경제 금융의 중심지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도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친숙한 지역이다. 실제로 POSCO, LG전자와 이 기업들의 협력 업체들이 마
하라쉬트라의 푸네(Pune) 산업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으며, 최근 POSCO는
공장 건설을 위해 착공한 상태에 있다. 금융시장에는 신한은행과 미래에셋이
진출하여 뭄바이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아직까지 수도인 델리와 타
밀나두의 첸나이(Chennai) 인근으로의 진출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 경제의 핵심지역인 구자라트와 마하라쉬트라 지역의 우리 기업
진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아는 아주 작은 주이나 인도인들도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명소
중 하나로, 특히 케랄라와 더불어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휴양 리조트를 많
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고아 주의 관광산
업과 관련된 분야로의 진출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09년에 한
국관광공사가 델리에 사무실을 개소했는데, 향후 고아 같은 지역과도 교류를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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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서부권역의 주별 지리적 위치 ❚

자료 :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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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마하라쉬트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단연코 인도에서 1위 지역이다. 이 주는
인도 20개 주 가운데, 경제 규모 1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 1위, 제조
업 비중 1위 등 인도 경제의 거시 및 미시적 측면의 많은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하라쉬트라는 인프라 측면에서도 인도 최고의 교역량을 가
진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과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국제공항
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주에 있는 뭄바이-푸네 간 고속도로는 인도에서 보
기 드문 고속도로 중 하나이다. 이 고속도로는 인도의 다른 지역 고속도로가
평균 시속이 50km인 반면, 약 2배 이상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도로이다.
특히 이 지역은 전력사정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주의 집권당인 INC-NCP 연합당은 현 중앙정부와 호혜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
이 낮아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외국 기업들은 위와 같은 우수한 기본적인 진출환경을 이유로 이 지역을
인도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 전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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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직접투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 마하라쉬트라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마하라쉬트라주개발공사(MIDC,

Maharashtr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는 마하라쉬트라의 산업단지 및 주의 개발을 맡고 있는 공기관
으로 선진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로 인해 친기업적
인 성향을 비추고 있다. 특히 이 주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노사분규가 현저
히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 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하라쉬트라는 도심 집중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지역이다. 특히 북부의 빈민층이 겨울철에 이 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인도의 최고 빈민가를 꼽을 때 뭄바이의 공항인근 지역이 언급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마하라쉬트라에 대해 조사항목별로
심층적인 자료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1. 기본환경
가. 사회 ․ 문화 ․ 역사적 배경
마하라쉬트라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이며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인도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주 경계는 구자라트(Gujarat), 마디아프라데쉬
(Madhya Pradesh),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카르나타카(Karnataka),
고아(Goa)와 접하고 서쪽으로 아라비아 해를 경계로 한다.
마하라쉬트라의 자연환경은 상당히 다채로운 편이다. 서쪽은 뭄바이 근처
에서 최대 폭을 이루는 좁은 콩칸 해안저지대와 수많은 낮은 구릉들이 어우
러져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또한 길이가 짧고 유속이 빠른 여러 개의 하천
이 이 지방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마하라쉬트라는 지역적으로 약간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계절풍 기후권에 속하는 지대이며 4계절의 구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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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에는 고온건조하고 6~9월에는 고온다습하며, 10~11월은 온난다습하고
12~2월은 서늘하고 건조하다.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많이 오
는 지역은 6,350mm까지 적게 오는 지역은 600mm을 기록하고 있다. 이 주
의 해안 지역은 일교차가 거의 없이 평균 27도에서 조금씩 오르내리는 기온
분포를 보인다.

❚ 그림 2-1. 마하라쉬트라의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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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라쉬트라’라는 이름은 7세기의 한 비문과 어느 중국 여행가의 기록
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라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라티는 ‘전차를 모
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전투부대, 곧 마하라티스를 구성하는 전차 제작자
및 운전자들을 가리키는 데 쓰인 용어였다.
이 주는 역사적으로 보면 1674년 마라타 왕국이 세워져 18세기에 마라타
제국으로 확장되었으나 곧 뻬시와 왕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뻬시
와 왕조는 1804년 영국이 쳐들어올 때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이 지역은 인
도가 1947년 인도가 독립했을 당시 봄베이(Bombai) 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지역은 1956년 수많은 소왕국이 신행 주에 통합되었으나 결국 마하라쉬
트라는 1960년 언어를 바탕으로 둘로 분리되어 북쪽은 구자라트 주, 남쪽은
마하라쉬트라 주가 되었다. 현재의 마하라쉬트라는 인도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이며 이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마하라
쉬트라의 주도인 뭄바이(Mumbai)는 인도 내 최고의 경제도시로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망 등의 인프라 시설도 잘 발달
되어 있다. 인도내의 주요 금용기관, 보험회사, 주식시장 등 인도의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마하라쉬트라의 문화전통은 세계 최고의 예술 및 건축 유산 중 하나로 꼽
히는 아잔타(Ajanta)와 엘로라(Ellora)의 고대동굴벽화를 비롯하여 중세의 건
축물, 고전적인 예배음악, 연극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주의 주민들은 1
년 내내 수많은 축제를 즐기는데 가장 큰 축제로는 봄의 홀리 축제 그리고
색의 제전인 랑가판차미 축제를 즐긴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등명제와 불꽃
놀이로 이루어지는 디왈리 축제와 황소들을 장식해서 경주하게 하는 폴라
축제, 이슬람교의 위대한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무하람 축제도 열린다.
마하라쉬트라 주도인 뭄바이의 교육 및 문화생활은 전 세계 사람들과 여
러 언어가 모인 이 도시의 성격을 반영한다. 이 주에는 뭄바이 대학교와 인
도공과대학(IIT)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교육, 예술, 문화의 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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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인 바라티야 비디야 바반(인도 문화예술의 전당)이 존재한다. 뭄바이
는 인도의 어떤 도시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문화 및 오락시설
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뭄바이는 번창하는 인도 영화산업의 중심지이며 동
양과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문화가 반영된 각종 음악회, 축제, 춤 공연
등이 벌어지는 지역이다.
마하라쉬트라는 다양한 토착민과 이주민들이 모여 있다. 주민의 절반 이상
이 마하라쉬트라의 공용어인 마라티어(Marathi)를 사용하고 그 밖의 구자라
트어(Gujarati), 힌디어(Hindi), 텔루구어(Telugu), 카나라어(Kanara) 등도 많
이 사용한다. 주민의 80% 이상이 힌두교이며 1/3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
❚ 표 2-1. 주 개황(2008년) ❚
인구

9,688만 명(인도 전체의 약 9%)

면적

308,713 ㎢

종교

힌두(80.2%), 무슬림(10.6%)

언어

마라띠어(Marathi, 68.9%), 힌디어(Hindi, 11.0%), 우루두어(Urdu, 7.1%), 구자라
트어(Gujarati, 2.4%)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이 주는 사회적 인프라의 주요 구성요소인 출생률, 사망률, 태아사망률,
평균수명 등에서 인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 복지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2-2. 마하라쉬트라의 사회 인프라 주요지표 현황(2008년) ❚
출생률

사망률

태아사망률

평균수명

식자율

17.9%

6.6%

33%

69.6세

77.2%

주: 평균수명과 식자율은 2001년 기준임.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마하라쉬트라의 인구밀도는 인도 전체에서 중간 수준에 속하며, 같은 서부
권역인 구자라트보다는 조금 높고 고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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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구 비율은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고
아와 타밀나두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로 나타났다. 남성
1,000명당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도 평균인 932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2-2. 마하라쉬트라의 인구구조(2001년) ❚

자료: Government of India.

나. 정치 현황
마하라쉬트라는 인도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
으며 의회주의에 입각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
해 천거된 주지사, 간접선거로 선출된 주수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실
질적 행정 권력은 주수상에게 있다. 입법기관은 상하양원제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은 289명이다. 이 주는 인도 전체 국회의석 중 상원에
19자리, 하원에는 48자리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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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마하라쉬트라의 정치개황 ❚
구분

내용

주지사

Shri K. Sankaranarayana

주수상

Prithviraj Chavan

집권당

INC-NCP

주요야당

BJP-Shiv Sena

의회형태

양원제

구성원 수

289명

인도 독립 후, INC(Indian National Congress)당이 1995년까지 마하라쉬
트라를 집권하였으며, 마하라쉬트라의 정치적 행보는 INC당의 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동 기간 동안 INC는 V.B. Chavan과 같
은 강건하고 존경받는 주수상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로 인해 INC는 1995년
까지 확고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마하라쉬트라를 통치하였다. 1996년부터
는 우파의 쉬브세나(Shiv Sena)와 BJP 당이 연합 정권을 형성해 정권을 잡
았으나, 2004년 선거에서 INC-NCP 연합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하면서
다시 집권당이 되었다.

❚ 표 2-4. 마하라쉬트라의 주지사 및 주수상 사진 ❚

주지사 - Sankaranarayana

주수상 - Prithviraj Chavan

자료: 주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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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열렸던 2009년 주 의회 선거에서 INC-NCP 연합당이
BJP-Shiv Sena 연합당에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집권당이 되
었으며, 프리드비라즈 체반(Prithviraj Chavan)은 주수상으로 선임되었다.
INC와 같은 정치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INC-NCP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정치적 위험
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표 2-5. 마하라쉬트라의 집권당과 중앙집권당과의 관계 ❚
주
하리아나

중앙 집권당과의 관계
친

INC
SAD

펀잡

BJP

우트라칸트
잠무 & 카쉬미르

INC
BJP

히마찰프라데쉬

BJP

마드야프라데쉬
CPI

서벵갈

BJP-BJD

오리사
자르칸트

JMM
NAD

비하르

BJP

차티스가르
마하라쉬트라

INC-NCP
BJP

구자라트
고아

INC

타밀나두

DMK
BJP

카르나타카
LDF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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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BSP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

중립

INC

INC

다. 경제 동향 및 전망2)
뭄바이는 인도 최대 비즈니스 도시로서, 인도의 핵심 금융기관 및 유명 대
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인도의 중앙은행이 마하라쉬트라의 뭄바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도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뭄바이증권거래소(BSE, Bombay Stock
Exchange) 역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다국적 금융기관들이 뭄바이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 3대 기업인 Tata,
AV Birla, 그리고 Reliance 그룹이 마하라쉬트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림 2-3]은 각 주별 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NSDP: Net District
Domestic Product) 규모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비교한 것이다. 마하라쉬트라의 경제
규모는 인도 내에서 가장 크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우타르프라데쉬 주와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개 주
중 중간 수준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하라쉬트라의 주내총생산(GSDP: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규모
가 2008년 기준 인도 전체 GDP의 9%까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인도 전체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다. 이 주의
주내총생산은 2004년 3조 2천억 루피에서 2008년 4조 4천억 루피(약 960
억 달러)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8.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마하라
쉬트라의 성장률이 인도 전체의 경제성장률(약 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산업생산지수(IIP: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역시 같은 기간 동
안 204.8 수준에서 274.3 수준으로 연평균 6.9%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달성
하였다. 향후 마하라쉬트라의 주내총생산과 산업생산지수는 최근 5년간의 연
평균성장률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2015년에 각각 7조 9천억 루피와 43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FY”는 “fiscal year”, 즉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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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마하라쉬트라의 경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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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4. 마하라쉬트라의 실질 주내총생산과 산업생산지수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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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마하라쉬트라는 지난 20년간 육상, 해상, 항공 교통망의
발달과 투자친화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선호지역 1순위를 유지하여 왔다.
마하라쉬트라의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은
581,529 백만 루피(약 1억 4천만 달러)로 여타 주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인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 대비 비중이 19.3%에 달했다.

❚ 그림 2-5. 마하라쉬트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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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6. 마하라쉬트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건수(1991. 8~2007. 12) ❚
(단위: 건)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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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라쉬트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건수는 총 5,388건으로 2위인 수도
델리의 2,999건과 3위인 타밀나두 주의 2,826건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건수는 인도 전체 외국인직
접투자 승인 건수(27,711건) 대비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서부지역 기준으로는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6. 서부권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

주

승인 수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건별 평균 금액

Maharashtra

5,388

581,529

108

Gujarat

1,304

130,334

100

Goa

293

10,388

35

서부 전체

6,985

722,25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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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라쉬트라의 프로젝트 건당 평균 금액은 108백만 루피(약 270만 달러)
로, 인도 전체와 서부지역의 건당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라. 인프라 현황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최고 수준의 인프라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부는 인프라 시설이 산업 및 경제발전의 기초임을 인지하고, 민관합작이
나 주 개발공사를 통하여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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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마하라쉬트라의 인프라 현황 ❚
도로

237,668km

철도

5,983km

항만

2개 주요항구+ 53개의 비주류항구

공항

국제공항 1, 국내공항 5 + 1(Navi Mumbai에 설립 예정)

전력생산

83,498 GHW(2009)

1) 도로 및 철도
마하라쉬트라의 도로 길이는 2009년 3월 기준 총 237,688km이며, 이 가
운데 90.5%가 포장도로이고, 나머지는 비포장도로이다. 마하라쉬트라는
97%의 마을이 전천후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2.2%의 마을이 비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0.7%인 275개의 마을은 아직 도로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뭄바이에서 푸네까지는 150km로 자동차로 약 2시간 30분 소요
되며, 서북쪽에 위치한 나그푸르까지는 845km로 약 11시간이 소요된다.
철도는 마하라쉬트라에서 주내 장거리 이동시에 가장 선호되는 교통수단
이다. 마하라쉬트라는 2009년 기준으로 5,983km에 이르는 철도망을 보유하
고 있으며, 이는 인도 전체 철도(64,755km)의 약 9.2%에 해당한다. 2008년
한 해 동안 약 69억 명, 일평균 610만 명이 철도를 이용하였으며, 철도 화
물 수송량은 약 8억 3천만 톤에 달한다. 뭄바이의 Chatrapathi Shivaji
Railway Terminus(CST)는 서부지역의 중심 기차역이며 인도에서 가장 붐
비는 역이다. 뭄바이 역에서 푸네까지는 약 3~4시간이, 뭄바이에서 나그푸르
까지는 약 12~14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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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마하라쉬트라의 도로 현황 ❚
(단위: km)

구분

2009년 3월

National Highways

4,367

State Highways

33,933

Major District Roads

49,621

Other District Roads

46,143

Village Roads

103,604

총계

237,668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 그림 2-7. 마하라쉬트라의 주요 도로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2) 항만 및 공항
마하라쉬트라는 720km의 해안을 따라 주요항구인 Mumbai Port Trust
(MbPT)와 Jawaharlal Nehru Port Trust(JNPT) 등 총 48개의 소규모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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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JNPT 항구는 인도에서 가장 현대식의 자동화된 항
구이며, 컨테이너물동량 기준으로 인도 최대이다. MBPT와 JNPT는 2009년
기준으로 연간 각각 5억 1,876만 톤과 5억 7,291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였다.

❚ 표 2-9. 마하라쉬트라의 항만 화물처리 현황 ❚
(단위: 백만 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FY10(E)

Mumbai
304.12
270.63
264.33
267.96
299.95
351.87
441.90
523.64
570.39
518.76
545.43

JNPT
149.76
185.75
225.21
268.44
311.90
328.08
378.36
448.15
557.56
572.91
607.46

Minor Ports
6.05
4.98
8.63
10.33
12.12
11.11
115.6
116.1
104.17
-

자료: India Port Association.

❚ 그림 2-8. 마하라쉬트라의 항만 및 공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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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마하라쉬트라의 공항 이용 승객 및 화물 처리 현황 ❚
Airport
Mumbai

국내

Passengers(십만 루피)
2007

2008

2009

116.8

149.0

178.8

153.2 14,2361

2006

2007

2008

2009

152,159 159,724

151,328

Pune

9.1

15.3

16.5

174.4

8,666

13,036

9,983

11,653

Nagpur

3.5

5.8

7.7

7.0

3,180

3,357

4,058

3,678

Aurangabad

1.4

1.7

2

1.9

1,063

994

1,058

963

0.2

-

-

Kolhapur

국제

Cargo(Tones)

2006

0.1

0.2

0.2

-

-

Total

130.9

172.0

205.2

336.7 155,270

169,546 174,823

167,622

Mumbai

61.1

67.9

76.5

76.6 28,8960

328,022 373,770

378,610

Nagpur

0.3

0.7

0.9

0.8

-

1

-

-

Pune

0.1

0.3

0.3

0.3

-

7

-

217

Total

61.4

68.9

77.6

328,030 373,770

378,827

77.7 28,8960

자료: Airport Authority of India.

마하라쉬트라는 뭄바이 국제공항과 뭄바이, 푸네, 아우라나가바드, 나식,
나그푸르에 국내공항을 가지고 있다. 푸네 공항과 나그푸르 공항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소수이나 국제선을 운행하며 국제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뭄바이
국제공항은 인도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공항으로, 인도 여타 국
제공항과의 연결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주정부는 민관합작(PPP : Public
Privat Partnership)을 통해 Navi Mumbai에 국제공항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3) 전력 및 통신
마하라쉬트라 주정부는 전력부족을 인식하고 전력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인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인
83,498GWH를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인 뭄바이
의 경우에는 여름에도 전력이 끊기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주의
전력 생산능력은 인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 2-9]에서 보듯이 2
위를 기록한 타밀나두 주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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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마하라쉬트라의 전력 생산능력 ❚
(단위: MW)

자료: Ministry of Power.

❚ 표 2-11. 마하라쉬트라의 전력생산 및 소비 현황 ❚
(단위: GWH)

Generation

Consumption

2006

2007

2008

2009

Total

74,271

80,556

77,467

83,498

화력

60,535

66,981

65,965

69,767

원자력

6,499

7,339

6,298

7,991

수력

7,237

6,236

5,204

5,740

Total

62,085

69,839

72,994

-

Domestic

14,284

15,553

16,878

Commercial

6,940

6,661

9,102

-

Industrial

26,535

30,323

28,850

-

Agriculture

9,749

12,676

12,733

-

672

752

781

-

Rail Ways

1,987

2,024

2,110

-

Public Water Works

1,600

1,768

1,779

-

318

82

761

-

Public Lighting

Miscellaneous

자료: Ministry of Power,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47

제2장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

마하라쉬트라는 전력 소비량도 급속이 증가하여, 2008년 기준 총 전력 소
비량이 72,994GWH 달하였으며, 그 중 산업부문이 소비하는 양이 28,850
GWH로 가장 많았다.
통신시스템은 크게 우편, 전신, 전화 및 음성통신, 비디오 및 데이터 통신
으로 나뉘며,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전화통신 서비스는 Bharat
Sanchar Nigam Ltd.(BSNL)과 Mahanagar Telephone Nigam Ltd.
(MTNL) 외 8개의 민간회사에서 제공되고 있다. Landline 이용자는 2009년
12월까지 약 64만 명, 휴대전화는 58만 명이 등록하였다. 256kbps 이하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143만 명이고 256kbps 이상 이용자는 137만 명으로
인도 최대를 나타내고 있다.

마. 자원 현황
마하라쉬트라는 망간, 석탄, 철광석, 석회암, 구리,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많은 자원들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주는 주 면적의 약 15%가
정글과 산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상록수는 주로
마하라쉬트라 주 남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주는 티크와 텐두(권련을
싸는 잎)를 주로 생산한다. 마하라쉬트라는 풍부한 수력 및 화력 발전량을
가지고 있으며 타피(Tapi)강, 고다바리(Godavari)강, 비마(Bhima)강 등의 수
자원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을 한다. 또한 핵발전소가 봄베이 북쪽 타라푸르
지역에 위치해 중요한 발전 소스로 활용되고 있다.
주 전체 인구 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작지 대부분에서는 수수와
식용 유료종자를 재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연강수량이 1,061mm를 넘는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습한 밭에서는 겨울작물인 밀을 경작하고
있다. 열대 과일인 망고, 바나나, 오렌지도 재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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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마하라쉬트라의 주요 자원 ❚
구분

내용

주요 자원

망간, 석탄, 철광석, 석회암, 구리, 보크사이트

주요 농산물

쌀, 팥, 수수, 밀, 땅콩, 콩, 담배, 면화, 기름, 오렌지, 바나나, 망고, 포도,
캐슈넛, 라임 등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3)
마하라쉬트라의 1차 산업은 인도 전체 1차 산업에서 8.7%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주별 2008년의 산업별 명목 주내순생산
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1위와 2위는 각각 우타르프라데쉬와 안드라프라
데쉬로 나타났다. 이들 주의 1차 산업 비중은 모두 12% 이상으로 마하라쉬
트라와 약 4%의 차이를 나타냈다.
주내총생산의 1차 산업의 비중은 1999년의 16.35%에서 2008년 10.6%로
5.86%가 감소하였으며, 생산액도 1999년 4,087억 루피에서 2008년 4,702
억 루피(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쳐 10년 간 연평균성장률 1.6%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3) 본 보고서에서 1,2,3차 산업의 주별 비교에서는 같은 기준에서의 비교를 위해 인도중앙은행에서 발표
한 주별 산업별 주내순생산을 사용하였으며, 2008년의 자료가 없는 서부권역은 각 주별 Economic
Survey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잠무 & 카쉬미르와 마드야프라데쉬는 2008년의 산업 데이터를 확
보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2007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적용 추정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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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마하라쉬트라 1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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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마하라쉬트라의 1차 산업 실질GDP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인도 전체 2차 산업에서 마하라쉬트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17.7%를 기록, 인도 28개 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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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라트와도 6.5%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마하라쉬트라의 2차 산업 발달
정도가 다른 주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 그림 2-12. 마하라쉬트라 2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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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건축업, 전력․가스․용수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산업의 비중
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6.3%의 연평균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
해 왔다. 특히 최근 5년간(2004~2008)은 10.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2차 산업 중 건축업이 연평균성장률 23.7%의
고성장을 하였는데, 이는 마하라쉬트라 주정부가 산업 및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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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3. 마하라쉬트라의 2차 산업 실질GDP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2차 산업에서 제조업은 석유화학, 자동차, 의약품, 금융, 미디어 및 엔터테
인먼트, IT/ITeS, 섬유산업이 중심이다. 마하라쉬트라의 제조업생산량은
2005년 기준 인도 전체 제조업생산량의 24%를 차지하며, 인도전체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주별 제조업 순부
가가치 기준 총 22개의 주요 제조업 가운데 1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마하라쉬트라의 자동차부품 산업은 인도 로컬 업체인 타타자동
차와 GM India, Volkswagen, Fiat,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부품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푸네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2007년 기준 인도 전체
자동차 부품 생산량의 51%를 생산하였다. 이밖에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과 가구제조업 부문에서도 인도 전체 생산량의 47.2%와
45.4%를 생산하며, 주요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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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3. 마하라쉬트라의 제조업 세부 부문별 순부가가치 및 비중(2005년) ❚
(단위: 십만 루피)
인도 전체 대비 비중 기준
상위 10개 산업

마하라
쉬트라

서부
전체

비중
(%)

인도
전체

비중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030,364

3,633,374

55.9

2,030,364

47.2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94,167

1,238,649

96.4

1,194,167

50.9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40,925

2,684,458

38.8

1,040,925

21.4

기계 및 장비

509,710

689,594

73.9

509,710

28.7

식음료

385,576

552,995

69.7

385,576

16.4

기타 운송 장비

293,316

324,321

90.4

293,316

30.6

조립금속제품

284,082

413,827

68.6

284,082

31.2

전기기기

242,217

318,124

76.1

242,217

19.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89,317

271,957

69.6

189,317

45.4

출판 및 인쇄

149,424

183,989

81.2

149,424

33.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46,276

229,330

63.8

146,276

20.6

라디오, TV 및 통신장비

115,545

149,390

77.3

115,545

22.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58,945

84,206

70.0

58,945

20.8

제지 및 종이제품

57,528

92,303

62.3

57,528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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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전체 3차 산업에서 마하라쉬트라의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20개 주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
록한 서벵갈 주와 타밀나두 주의 비중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3차 산업은 마하라쉬트라의 주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3차 산업의 생산액은 1999
년 1조 4천억 루피(약 310억 달러)에서 2008년 2조 7천억 루피(약 590억
달러)로 증가 하였다. 3차 산업 중에는 특히 통신업, 금융 및 보험 산업 부
문이 지난 5년간(2004~2008년) 각각 연평균성장률 13.1%와 14.2%로 성장
하였다. 최근 이동통신과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다양
한 혜택과 함께 IT 및 ITeS 산업의 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
로, 향후 통신업 부문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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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4. 마하라쉬트라 3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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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라쉬트라에는 다수의 지정상업은행(Scheduled Commercial Banks),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들과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과 기타 대부분의
공공 및 민간 은행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주도인 뭄바이는 마하라
쉬트라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의 금융수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인도 전체 주
식거래의 70%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뭄바이 도시 하나가 벌어들이는
소득세가 인도 전체 소득세 수입의 33%를 차지하며, 인도 전체 GDP의 5%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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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5. 마하라쉬트라의 3차 산업 실질GDP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4)
마하라쉬트라의 주요 산업지역으로는 IT/ITeS, 제약, 섬유산업,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뭄바이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과, 생명공학 및 농산품 가공
업이 발달한 Nashik 지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IT 산업이 발달한 푸네,
섬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Bhiwandi-Ichalkaranji-Malegaon-Sholapur 지
역이 있다. 마하라쉬트라주개발공사가 현재 약 220여개의 Industrial area 및
Growth Center를 운영 및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
이다. 특히 IT 산업 발전을 위해 뭄바이에서 푸네 간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Knolwdge Corridor라 불리는 산업단지벨트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지역에
는 앞으로 다수의 IT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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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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하라쉬트라에는, 중앙정부가 세운 SEEPZ(Santacruz Electronics
Export Processing Zone)와 주 개발공사와 민간이 개발한 SEZ 등 총 14개
의 경제특구가 운영 중이다. 또, 2009년 11월까지 총 225개의 SEZ 개발신
청되었고, 그 중 144개(공식 승인 108개, 원칙적승인 36개)가 정부의 승인
단계 중에 있으며, 58개가 확정고지(notified)되었다. 승인단계 중에 있는 총
144개의 SEZ 개발계획 중, 59개가 IT 및 ITeS 산업으로 가장 많았고, 57
개가 기타특정 산업, 16개가 multi-product, 12개가 Mult-service SEZ였다.
❚ 표 2-14. 마하라쉬트라의 산업단지 현황(2009년) ❚
구분
Operational(운영 중)
Notified(개발계획 확정고지)
Formal Approval(공식 승인)
In Principle(원칙적 승인)
총계

개수
15
58
108
36
217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TTC(Trans Thane Creek)는 마하라쉬트라주개발공사가 개발한 뭄바이에
서 Thane간의 도상에 위치한 산업공단으로, 총 면적이 6,330 에이커이다.
근거리 공항까지 30km, 항구까지 35km, 기차역까지 1km로 기타 지역으로
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산업단지 내부에는 전력, 용수,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Pfizer, Savitha Chemicals, Sandos, Reliances,
Schulmeberger 등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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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 마하라쉬트라의 산업단지 분포 ❚

자료: MIDC.

❚ 표 2-15. TTC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6,330 acre(약 7,750만 평)

분양현황

분양완료

위치

타니(Thane)와 신뭄바이(Navi Mumbai) 사이
타니- 배라뿌르 도로 근처

인근 공항

Mumbai Airport : 30km

인근 기차역

Airoli Railway Station : 1km

인근 항구

Mumbai port : 35km

주요 관련 분야

Chemical Engineering, Textile, Electrical, Electronics, IT

자료: MIDC.

Wagle Industrial Area는 뭄바이와 Navi Mumbai 근교에 위치한 인도에
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 중 하나이며, 타니(Thane)에서 신 뭄바이(Navi
Mumbai)로 가는 도상에 위치하고 있다. Wagle Industrial Area는 Thane
기차역으로부터 1km, Mulund 기차역으로부터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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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bai-Agra National Highway가 본 산업단지로부터 근거리에 있다.
Wagle Industrial Area의 총 면적은 728.9에이커이며, 부지 임대료는 산업
단지가 ㎡당 10,200루피(약 215달러)에, 거주 지역이 ㎡당 23,200루피, 상
업 지역이 ㎡당 30,500루피이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Bradma of India
Aplab Electronics Pvt. Ltd, Automatic Electric Ltd, Cybertech System
& Software Ltd 등의 회사가 입주해 있다.

❚ 표 2-16. Wagle Industrial Area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728.9 acre(약 89만 평)

분양가

Industrial Plot : 10,200루피/㎡
Residential Plot : 23,200루피/㎡
Commercial Plot : 30,500루피/㎡

분양현황

분양 중(2009년)

위치

타니(Thane)와 신뭄바이(Navi Mumbai) 사이
타니- 배라뿌르 도로 근처

인근 공항

Mumbai Airport : 20km

인근 기차역

Thane Railway Station : 1km
Mulund Railway Station : 1km

인근 항구

Mumbai Port : 35km, JNPT : 57km

자료: MIDC.

❚ 표 2-17. SEEPZ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100 acre(약 12만 평)

위치

Mumbai 근교

인근 공항

Mumbai International Airport : 6km

인근 기차역

Anndheri Railway Station : 3.5km

인근 항구

Mumbai Port : 20km

주요 관련 분야

Electronics and Gems and Jewellery

자료: M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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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PZ은 1973년 수출가공구(EPZ: Export Processing Zone)로 세워져,
2000년에 SEZ로 전환되었다. 총 면적은 100에이커이며, 소프트웨어와 보석
류를 생산하기 위해 특화된 SEZ이다.

SEEPZ의 보석류 수출액은 2006년

기준 약 2,000달러로 인도 전체 보석류 수출(약 52억 달러)의 40%를 차지
하였다.
현재 150여개의 업체가 SEEPZ에 입주해 있으며, 주요 업체로는 Tata
Consultancy Services, Blue Star Infotech Ltd, CGI Thirdware, Ploaris
Software Lab Limited 등이 있다. 분양당시 부지 임대는 원형지의 경우 30
년 계약 기준으로 10루피/㎡ 이며, 기반시설조성지역은 기본 면적인 500㎡
을 5년 계약한다는 기준 하에 1,060루피/㎡ 이다. SEEPZ는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전력공급이 원활하며,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해 인터넷 설비도
우수하다. 또한 SEZ 내부에서 자체 통관 업무를 수행해 준다.

❚ 그림 2-17. SEEPZ 위치 ❚

자료: SEE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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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jiv Gandhi Infotech Park(Hinjewadi IT Park)는 Pune Infoteck Park
로 알려져 있으며,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 개발공사가 세운 산업단지이다.
본 산업단지는 푸네 도심으로부터 1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푸네
공항으로부터는 21km, 푸네 역으로부터는 15km 떨어져 있어 주요 물류수
단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총 4개의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제 1단지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나, 470에이커의 2단지, 985에이커의 3단
지, 1,100에이커의 4단지가 개발 중이다. 이곳에는 인도 IT산업의 선두주자
인 Infosys Technologies Ltd, Wipro Ltd와 같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단지 내에 M\s Symbiosis, M\s Hope Foundation와 같은 교육시설이 있다.

❚ 표 2-18. Rajiv Gandhi Infotech Park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198 acre(약24만 평)

분양현황

분양완료

위치

Pune 도심으로부터 10km, Mumbai로부터 145km

인근 공항

Pune airport -21 Km

인근 기차역

Pune Railway station - 15 km

인근 항구

JNPT - 155 km

주요 관련 분야

IT 및 ITeS

자료: MIDC.

MIDC Auangabad는 총 부지면적이 86.4에이커이며, Auangabad 기차역
과 공항에 인접해 있다. 또한 전력, 인터넷, 상수 등의 기본 인프라가 구비되
어 있으며, 은행 및 학교와 같은 사회인프라 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주요 입
주 기업으로는 Silverlight, Grind Master Machine Pvt. Ltd, Precision
Engineers가 있으며, 부지 임대는 공장부지가 1,200루피/㎡(약 25달러)에,
주거지역은 1,800루피/㎡, 상업부지는 3,000루피/㎡에 99년 영구임대가 가능
하고 현재 분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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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 MIDC Auangabad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86.4 acre(약 11만 평)

분양가

Industrial Plot : 1,200루피/㎡
Residential Plot : 1,800루피/㎡
Commercial Plot : 3,000루피/㎡

분양현황

분양 중(2009년)

위치

Auangabad 도심에 위치
뭄바이로부터 360km, 푸네로부터 270km

인근 공항

Auangabad Airport : 2.5km

인근 기차역

Auangabad Railway Station : 9km

인근 항구

Mumbai Port : 390km, JANP : 400km

주요 관련 분야

Aluminium & Almn. Related

자료: MIDC.

다. 노동력 고용 현황5)
마하라쉬트라의 연도별 노동시장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공장
수의 증감과 노동자 수의 증감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장 수는 1999년에 19,009개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인 2007년
에는 18,304개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노동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6년에는 노동자 수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약 1백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953,09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공장 당 평균 노
동자 수는 2005년에 47명으로 2002년의 공장당 평균 노동자 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후 2007년에는 52명으로 증가하였다.

5)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노동자 및 공장 수는 제조업의 노동자 와 공장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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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0. 마하라쉬트라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
공장 수

노동자 수

개

명

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명)

1999

19,009

854,349

44.9

2000

18,528

817,305

44.1

2001

17,853

816,501

45.7

2002

17,570

829,305

47.2

2003

17,474

773,976

44.3

2004

18,912

814,599

43.1

2005

18,711

879,248

47.0

2006

18,612

1,005,380

54.0

2007

18,304

953,097

52.1

연도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마하라쉬트라의 전체임금은 200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전체임금이 2002년 약 549억 루피에서 2007년 약 846억 루
피(약 21억 달러)로 연평균 약 9%씩 증가하였다. 1인당 임금 또한 2002년
66,175루피에서 2007년 88,775루피(약 2천 달러)로 연평균 약 6.1% 증가
하였다.

❚ 표 2-21. 마하라쉬트라의 연도별 임금변화 추이 ❚
연도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십만 루피

루피

1999

565,499

66,191

2000

573,474

70,166

2001

556,976

68,215

2002

548,791

66,175

2003

555,544

71,778

2004

614,238

75,404

2005

670,384

76,245

2006

807,024

80,271

2007

846,112

88,775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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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라쉬트라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은 인도의 다른 주들과 마찬
가지로 산업 분야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마하라쉬트라는 주 경계
에 포함되는 지역을 발전 정도에 따라 Zone6)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Zone마다 최소임금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ZoneⅠ에 있는 산업의
미숙련(Unskilled) 노동자의 최소임금은 최소 101루피에서 최대 239루피(약
5달러)이며,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소 105루피에서 최
대 255루피로 나타났다. 숙련(Skilled)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소 109루피에서
최대 270루피(약 5.7달러)까지 나타났다. 전체적인 최소임금 수준은 Zone
Ⅲ이 Zone Ⅰ,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Zone Ⅲ이 총 최소 임금에서
VDA7)가 차지하는 비중이 Zone Ⅰ,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2. 마하라쉬트라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 임금 범위(2010. 6) ❚
(단위: 루피)
Zone

Ⅰ

Ⅱ

Ⅲ

VDA

노동자 구분

기본 최소 임금

총 최소 임금

Unskilled

41~200

101~239

Semi-skilled

43~215

105~255

Skilled

50~231

109~270

Unskilled

38~181

Semi-skilled

40~196

93~221
22~113

97~237

Skilled

48~212

101 ~251

Unskilled

37~185

103 ~248

Semi-skilled

38~196

107~260

Skilled

46~212

111~275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6) Zone Ⅰ은 주 내의 일반적인 지역을 의미하며, Zone Ⅱ는 지자체 기준의 지역의 개발 정도에 따른
구분 등급 중 A, B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Zone Ⅲ은 Zone Ⅰ,Ⅱ를 제외한 기타 지역들을 의
미한다.
7) VDA(Variable Dearness Allowance)는 물가상승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로 주별, 산업별로
모두 다르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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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라쉬트라의 고등학교부터 2년제 대학까지의 개수가 20,337개로 서부
권역 주들 중 가장 많은 숫자를 보였다. 또한 일반대학과, Engineering,
Technical, Architecture 등을 포함하는 전문대학, 대학교의 경우에도 각각
1,018개와 972개, 1,405개로 전체적인 교육 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마하라쉬트라의 대학교 수는 인도 전체 주들 중 가장 많았다. 따
라서 대학 및 대학교 수와 졸업생의 수가 비례한다고 했을 때 타밀나두 주
노동인구의 교육 수준은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표 2-23. 마하라쉬트라의 교육시설 현황(2007년) ❚
(단위: 개)

구분

고등학교~
2년제 대학8)

Degree and above level

일반대학10)

대학교9)

전문대학11)

마하라쉬트라

20,337

1,018

972

1,405

구자라트

8,328

535

552

625

457

23

20

25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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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토지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인설립을 하여야 하며, 법인설
립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업승인 절차는 [표 2-24]와 같다. 마하라쉬트라에서
의 회사 설립 절차는 크게 5 단계로 구분되며 각 절차별 소요 일수는 작게
는 7일에서 많게는 15일이 필요하다.

8) High Schools / Higher Secondary / Intermediate / Pre-Degree / Junior Colleges를 의미한다.
9) Universities / Deemed Universities / Institutions of National Importance를 의미한다.
10) Colleges for General Education을 의미한다.
11) Colleges for Professional Education을 의미하며 Engineering, Technical, Arch. Medical, Teacher
Training Colleges and Polytechnics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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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4. 마하라쉬트라의 사업승인 절차 ❚
구분

소요일수

Issuance of allotment order

15

부지매매

7

건축 인허가

15

Grant of water connection

10

Urban Land Ceiling Permission

10

자료: Government of India.

뭄바이의 산업단지 임대료는 ㎡당 약 29달러이며, 사무실 임대비용은 한
달에 제곱피트 당 약 2.4달러, 주거 임대비용은 한 달에 2,000제곱피트 당
약 96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5. 마하라쉬트라의 일반적인 사업비용 ❚
(단위: 달러)

뭄바이

푸네

구분

단위

비용

공장용지 임대

㎡,

28.72

사무실 임대

ft2, 1개월

2.39

주거임대

2,000ft2, 1개월

957

산업단지

㎡

14.36

사무실 임대

ft2, 1개월

0.957

주거임대

2

2,000ft , 1개월

287

전기

kWh

0.0957

수도

1,000L

0.287

자료: Government of India.

푸네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임대료는 14.36달러, 사무실 임대료는 월 0.96달
러, 주거임대비용은 287달러로 전체적으로 뭄바이가 푸네 지역보다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뭄바이 일대는 인도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알
려져 있으며, 최근 부동산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어,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
는 기업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kWh당 9.57센트로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수도요금은 1,000L당 28.7센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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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12)
마하라쉬트라의 1인당 명목소득은 2008년 기준 54,867루피(약 1,195달러)
로 인도 평균 1인당 명목소득인 약 37,500루피보다 약 16,000루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하라쉬트라의 1인당 명목소득은 [그림 2-18]에서와 같이
인도 20개 주에서 3번째로 높았으나, 1위와 2위를 차지한 고아나 하리야나
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
는 고아와는 약 2배 이상의 소득 격차가 나타났다.

❚ 그림 2-18. 마하라쉬트라의 1인당 소득(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12)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별 소득 비교는 인도의 다른 주들과 같은 기준에서의 비교를 위해 RBI의 주
별 1인당 주내순생산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8년의 자료가 없는 주의 경우 2007년의 전년 대비 증
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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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라쉬트라의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그림 2-19]와 같이 2008년의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고아의 4.9%, 구자라트의
6.4%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하라쉬트라의
많은 인구와 제조업 공장으로 유입되는 저소득층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1인
당 소득이 일부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 그림 2-19. 서부권역 주별 1인당 소득 변화(1999년 기준, 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10;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2009~10.

❚ 표 2-26. 마하라쉬트라의 1인당 소득 변화 추이(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연도

Constant(1999년 기준)

Current

2002

23,447

26,015

2003

24,859

29,139

2004

26,603

32,376

2005

28,684

36,048

2006

31,702

42,051

2007

34,406

49,058

2008

35,033

54,867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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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및 뭄바이 근린지역의 1인당 명목소득은 주내의 여타 지역과 큰 차
이를 가지면서 월등히 높다. 2008년의 뭄바이 지역 1인당 명목소득은 89,343
루피(약 1,946달러)로 마하라쉬트라 주 전체 평균 1인당 명목소득인 54,867루
피보다 34,476루피 높으며, 인도 전체 평균 1인당 명목소득인 37,490루피보다
약 1.7배 높다. 푸네의 1인당 소득은 최근 다수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푸네의 1인당 명목 소득이
2008년 기준 79,968루피(약 1,742달러), Nagpur시의 1인당 명목소득이
60,592루피를 기록하였으며, 마하라쉬트라의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그림 2-20. 마하라쉬트라의 주요 도시별 1인당 소득(명목 NDDP)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7~08, 2009~10.

나. 소비 형태13)
마하라쉬트라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MPCE:

Monthly

Per

Capita

13)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1인당 월평균지출액의 인도 전체 평균은 Union Territory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UT의 지출이 인도의 일반적인 주들보다 높기 때문에 주별 비교에서 언급되는 17주의 평균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주별 비교를 위해 도시와 농촌인구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 통계가 모두 있는
주 17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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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은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이 17개 주 가운데 케랄라에 이어서 두 번째
로 높게 나타나, 매우 높은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농촌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지출도 다섯 번째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다른
주에 비하여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2-21. 마하라쉬트라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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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통계청(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에서
실시한 ｢가계소비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7월에서 2008년 6월까지
마하라쉬트라 주 전체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이 농촌인구가 868루피(약 22달
러), 도심인구가 1,709루피(약 42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인구의 평균
지출액이 농촌 인구의 평균 지출액보다 약 97%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심과 농촌 지역 간 물가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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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지출액의 차이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27. 마하라쉬트라의 지역별 품목별 전체 1인당 월평균지출액 현황

(2007. 7~2008. 6) ❚
(단위: 루피)

품목
농촌

도심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인도 전체

식품 소비

415.56

471.9

404.33

식품 외 소비

452.36

402.8

368.03

총 지출

867.91

874.7

772.36

식품 소비

630.9

627.07

582.43

식품 외 소비

1,078.18

844.26

889.11

총 지출

1,709.08

1,471.32

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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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22. 마하라쉬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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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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구의 월평균지출액은 1,709루피로 이 중 식품 지출액이 631루피(약
16달러), 식품 외 지출액 1,078루피(약 27달러)를 차지하였다. 즉 식품 소비
가 전체 소비에서 약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식인 곡물과 곡물대
체식품에 대한 지출이 총 133루피로 전체 식품소비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유제품, 음료, 야채, 식용유에 대한 지출이 총 338루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 인구는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에서 소비자서비스 부분에 가장 많
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의 지출은 전체 식품 외 소비
의 25.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광열비, 기타 소비
재, 교육비, 임대료가 많게 나타났다.

❚ 그림 2-23. 마하라쉬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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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인구의 월평균지출은 868루피로 이 중 식품에 대한 지출이 416루피
(약 10달러)를 차지하며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이 452루피(약 11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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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곡물에 대한 지출이 109루피, 곡물 대체식
품에 대한 지출이 3루피로 전체 식품 소비의 30%를 차지하였으며, 단일 품
목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유제품, 식
용유, 음료수, 야채에 대한 지출이 총 186루피로 나타났다.

❚ 그림 2-24. 마하라쉬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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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인구의 식품 외 소비는 광열비가 87루피, 소비자서비스에 대한 지출
이 85루피, 의류소비가 55루피로 각각 전체 식품 외 소비 지출의 19.3%,
18.7%, 12.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외 소비 중 도시인구의
지출형태와 비교되는 품목은 임대료와 교육비이다. 도시인구의 식품 외 품목
에 대한 지출 중 임대료가 9.9%를 차지하는 반면, 농촌인구는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 지역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 농
촌지역의 사람들이 자가(自家)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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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25. 마하라쉬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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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전체 지출 대비 식품에 대한 지출이 각
각 37%와 48%로, 농촌인구의 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보다 곡물 의존도가 낮은 반면, 유제품을 훨씬 많
이 소비하고 있었으며, 야채 및 과일 등 비교적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소비
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마하라쉬트라는 투자 친화적인 산업정책과 더불어 뛰어난 인프라 시설, 풍
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주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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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도 이끌고 있다. 주정부는 주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산업 및 사
회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할당할 만큼 산업발전과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태도
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마하라쉬트라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마하라쉬트라 산업․투자․인프라 정책 2006｣ 발표하였다. 이는 산
업발전과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정책의 주요목표는 2010년까지 산업분야
10% 성장, 서비스분야 12% 성장, 200만 명의 고용창출이다.

❚ 표 2-28. 마하라쉬트라의 주요 인센티브 ❚
구분
신설기업
저개발지역
투자

메가 프로젝트

섬유산업

인센티브 내용
고정투자의 60%까지 보조금 지원
5년간 고용보험(Employees State Insurance) 및 국민연금(Employee
Provident Fund) 지출에 대한 75% 상환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메가 프로젝트 기준(지역에 따라 상이)
․투자금 1.09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프로젝트
․투자금 5,43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
․5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프로젝트
최고 7년 간 최대 7.6만 달러 이자보조금 지원

IT
생명공학 산업
수출지향산업

15년간 100% 전기요금 부과세 면제(지역 및 자격 요건 상이)

기타

50%~100% 인지세 면제(지역 및 프로젝트 형태에 따라 상이)

자료: Industri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Policy of Maharashtra 2006.

나. 개방환경
마하라쉬트라는 실제 교역량이 9개 주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규
모14) 대비 교역량 비중은 9개 주15) 중 6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마하라쉬트

14) 다른 주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이 부분에서는 실질 주내총생산 대신 실질 주내순생산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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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교역량은 가장 많지만, 실질적인 개방 정도는 오히려 다른 주들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2-26. 마하라쉬트라의 주내순생산 대비 교역량 비중(2008년) ❚
(단위: 천 톤)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India Ports Association.

마하라쉬트라의 개방정도는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의
비중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마하라쉬트라의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은 20개 주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의 비중은 14.8%로 2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실질
적인 개방 정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 금액은 카르나타카보다 많으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
투자 승인금액은 오히려 카르나타카보다 적어서, 실질적인 개방정도가 카르
나타카 주 보다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였다.
15) India Ports Association에서 발표한 인도의 주요 항구들의 교역량을 해당 9개 주의 교역량으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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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7. 마하라쉬트라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 비중(2007년) ❚
(단위: 백만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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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POSCO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마하라쉬트라 지역을 투자 거점으로 생
각하고 코일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뭄바이 근처에 공장을 건설하
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부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푸네
에 자리를 잡았다. 또한 최근에도 POSCO는 뭄바이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빌레바가드 산업단지에 연 45만 톤의 응용아연도금강판 공장을 건설
중이다. LG전자도 델리 인근의 노이다 공단에 이어 2005년에는 푸네에 제2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2007년에는 LCD TV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금융분야에서도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이 10여 년 전에 이미 뭄바이에 지
점을 개설하고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미래에셋도 2007년 진출하여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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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인도 대기업의 절반이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
문에 다국적업의 진출도 활발하여 첸나이에 이어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꼽
히는 푸네 지역에 GM이 3년 전 대규모 투자로 공장을 건설했다.
이러한 우리 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마하라쉬트라 진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과 물류 등 3차 산업에 대한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진출환경에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펴보자.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마하라쉬트라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은 엔론
(Enronne) 사태였다. 1993년부터 시작된 인도 다브홀댐 공사는 엔론에게는
최대 규모의 해외투자 사업이었지만 인도에서는 사상 최악의 부패스캔들로
알려져 있다. 무려 2천만 달러의 뇌물이 인도 정치인들에게 뿌려졌다고 한
다. 당시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론은 뇌물을 통한 정치적 압력으로 댐 공사를 강
행했었다.
다브홀댐은 지난 1999년 1차 완공이 되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하
지만 다브홀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은 인도 전체 평균 가격의 7배나
됐다. 전력가격을 국제시장의 석유 가격과 연동시켰기 때문이다. 이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연간 요금은 14억 달러로 마하라쉬트라의 연간 교육 예산
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당연히 주정부는 전력요금을 내지 못했으며, 다
브홀댐의 전력생산은 중단됐다.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이 사건이 마하라쉬트
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마하라쉬트라는 프로젝트당 개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정부와 부패
스캔들이 일어날 위험성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프
로젝트의 수주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개발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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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그림 2-28. 낙살라이트 활동 지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마하라쉬트라의 또 다른 위협은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인구이다. 급격한 도
시인구의 증가는 인프라 부족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
히 25세 이하의 젊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학교 공급의 심각한 부족현상
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산아제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주정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산아제한 정책을 펴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진출 기업들에게 향후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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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지역은 낙살라이트 공산반군의 주요 활동지역은 아니지만 [그림
2-28]에서 보듯이 공격대상의 한 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낙살라이트의 활동
이 활발한 레드회랑과 인접한 지역은 주의를 요하는 지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마하라쉬트라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수(All Strikes and Lockouts)는
2007년 기준 총 1건으로, [그림 2-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에서 노사분
규가 가장 적게 일어난 주이다.

❚ 그림 2-29. 마하라쉬트라의 노사 분규 수(2007년)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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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라쉬트라는 [표 2-29]에서와 같이 2007년 한 해 동안 노사분규가 단
1건 발생하였으며, 1건의 노사분규 대비 관련 노동자 수가 771명, 손실근무
일이 771일로 나타났다. 노동자 수와 손실 근무일의 수치가 같은 것으로,
771명의 노동자가 개입된 파업이 하루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마하라쉬트라에서 발생한 노사분규의 수가 다른 주에 비해 적고 그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비해 노동고용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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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9. 마하라쉬트라의 노사분규 현황(2007년) ❚
(단위: 루피)

주

노사
분규

관련
노동자

손실
근무일

손실 임금
(분규 수)

손실 생산량
(분규 수)

마하라쉬트라

1

771

771

408,102(1)

-

구자라트

32

15,324

97,069

21,718,814(24)

282,995,841(20)

서부 전체

33

16,095

97,840

22,126,916

282,9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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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마하라쉬트라는 2007년 기준 제조업 공장 수 대비 노사분규 발생
건수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노사관계에서도 다른 주에 비하
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30. 마하라쉬트라의 제조업 공장 수 대비 노사분규 비중(2007년) ❚
(단위: 건)

주: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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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라쉬트라에는 뭄바이와 푸네에 다수의 국제학교가 있다. 특히 뭄바이
에는 American School of Bombay를 포함한 수준 높은 국제학교들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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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재원을 포함한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인도의 다른 지
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푸네 또한 다수의 국제학교가 있기 때
문에 마하라쉬트라는 전체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적은 주 중
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표 2-30. 마하라쉬트라 소재의 국제학교 ❚
도시

뭄바이

No.

국제학교

1

Aditya Birla World Academy

2

Ajmera Global School

3

American School of Bombay

4

B.D. Somani International School

5

D Y Patil International School

6

Dhirubhai Ambani International School

7

Dr. Pillai Global Academy

8

Dr. Pillai Global Academy, HOCL

9

Ecole Mondiale World School

10

Fazlani L'Académie Globale

11

Garodia International Centre for Learning

12

HFS International

13

HVB Global Academy

14

Jamnabai Narsee School

15

NES International School Mumbai

16

NSS Hill Spring International School

17

Oberoi International School

18

Podar International School

19

Pranjali International School

20

RBK International Academy

21

SVKM International School

22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23

D.A.V. International School

24

Balaji International School

25

Ryan International School

26

City International School

27

Islamic International School

28

Sailee Internation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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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0. 계속 ❚
도시

푸네

Nashik

No.

국제학교

1

International School Aamby

2

Mahindra United World College of India

3

Mercedes-Benz International School

4

Sharad Pawar International School, Pune

5

Symbiosis International School

6

The Cathedral Vidya School, Lonavala

7

Victorious Kidss Educares

8

Vishwashanti Gurukul

9

The Lexicon International School

10

City International School

11

Pratibha International School

1

Rasbihari International School

나. 경제 ․ 정책적 리스크
이 지역의 경제적 위험요소 중 하나는 기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시장 선점
문제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이 지역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와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이미 형성된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위험이 따른다. 이
미 기진출한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몇몇 보험사와 증
권사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한 외국계 금융기업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뭄바이와 푸네의 부지 부족 문제와 그 외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
도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 및 전력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뭄바이와
푸네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로, 더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장이 들어설 땅이
없다. 외곽지로 나가기에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비용차이가 너무 크다. 실
제로 이와 같은 문제로 기업들이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금은 인도에서 가장 큰 투자 위험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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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방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진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
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2009년 국제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뭄바이의 지방
세율이 인도 전체 평균 수준인 4% 내외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마하라쉬
트라의 지방세 부담정도는 다른 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31. 마하라쉬트라의 주요 지역별 세금(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다음으로 수출입의 통관 시간이 진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인도에서 물류나 통관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는 수출입 통관 지연문제가 주요 위험요소 중 하나
로 꼽히고 있다. 뭄바이의 수출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17일로, 구자라트의
아메다바드, 오리사의 부바네스와르와 함께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21일로
수출통관보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적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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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2. 마하라쉬트라의 주요 지역별 수출․입 소요시간(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정책적 위험요소로 법적 문제 해결 절차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뭄바이의 법원에 접수되는 과다한 소송은 문제해결을 더디
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진출 시 이러한 위
험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그림 2-33. 마하라쉬트라의 주요 지역별 법정 문제 처리 소요시간(2009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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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자라트(Gujarat)

구자라트는 주정부의 산업개발에 대한 추진력이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인도 내의 중국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구
자라트 주의 수상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자라트는 인프라 부분도 다른 주들에 비하여 양호한 편으로, 특히 전력
생산이 매우 높고 송배전이 원활한 주이다. 최근에 이 주는 델리-뭄바이 회
랑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의 개선작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이 주는 인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우 큰 규모의 산업단지
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수랏 산업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자라트는 인도 내에서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자라트에 대
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기존
에 진출한 지역 외에는 정보의 부재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특히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인도 내 부지매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자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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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우리나라의 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용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자라트 주 진출환경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구자라트의 진출 기본환경과 생산
및 소비 환경 등을 기본으로 주정부의 정책을 이해해야 하며, 성공적인 진출
을 위한 전략수립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기본환경
가. 사회 ․ 문화 ․ 역사적 배경
인도의 서쪽에 위치한 구자라트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2배이며,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구자라트의 수도는 간디나가르(Gandhi
Nagar)이지만 주 내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는 아메다바드(Ahmadabad)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구자라트는 지리적으로
서쪽은 아라비아 해와 접해 있으며 북서쪽으로 라자스탄(Rajasthan), 동쪽으
로 마드야프라데시(Madhya Pradesh), 남동쪽으로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와 맞닿아 있다.
구자라트는 지역에 따라 지리적 특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가 많
이 내리는 기름진 평야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까지 다양하다. 대부
분의 지역은 자그마한 평야와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강우량이 많
지 않다. 1월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여름에는 48도까지 올
라간다. 구자라트 중부는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극심한 기온차이는 다소
완화된 지역이며, 남부지방은 따뜻하고 강우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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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구자라트의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구자라트는 4~5세기경 굽타 제국의 영토였으며, 구자라트라는 이름은 8세
기와 9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구르자라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구
르자라 왕조의 통치 이후에는 솔랑키 왕조가 들어섰는데, 구자라트는 솔랑키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으며 경제, 문화면에서도 큰 부흥을 이루
었다. 솔랑키 시대 이후 구자라트는 지속적으로 이슬람교도들과 무굴 왕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1818년에는 지역의 대부분이 영국 동인도회사의 관할 아
래 놓이게 되었고, 1857년 이후에는 영국령 인도의 한 주가 되었다. 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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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독립 이후, 구자라트 지역 대부분은 봄베이(Bombai) 주에 속하게 되
었으며, 얼마 후 봄베이 주는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구자라트 주
와 마하라쉬트라 주로 분리되었다.
구자라트의 민속 문화는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Krishna)의 신화에
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크리슈나를 기리는 춤을 가라바(Garaba)라고 하며
구자라트에서 매우 인기 있는 민속춤 중 하나이다. 건축양식은 화려하고 세
련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솜나트, 굼리, 기르나르와 같은 곳에 있
는 유적과 사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자라트는 미술과 공예품
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구자라트에는 가장 오래되고 효
율성 있는 문화제도 마하잔이 있다. 마하잔은 상업, 수공업 길드로, 과거에는
이 길드 제도가 분쟁을 해결하고 자선기구로서의 기능을 했으며 예술과 문
화를 권장하는 역할을 했다.
구자라트는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구자라트의 공식 언어
는 구자라트어(Gujarati)이며, 이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인도인과
아리아인의 언어로 세계에서 26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또한 구자라
트의 도시들은 지역별로 11개의 방언을 쓰며, 이 중 소수 인구는 힌디어
(Hindi), 마라띠어(Marathi)와 같은 타주의 언어를 쓰기도 한다. 그 외에는
우루두어(Urdu)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구자라트는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경제규
모 비중이 인도 내 6위로 나타나고 있다. 구자라트의 성장은 구자라트 사람
들 특유의 기업가 정신과 검소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구자라트
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주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인도의 해
외이민자 중에는 구자라트에 살았던 주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뉴욕 지역에 살고 있는 인도인의 40%가 구자라트 출신이다.
한편 구자라트는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이슬람과 힌두교 간의 분쟁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2002년 2월 구자라트에서 지역민들 간의 심한 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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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 폭력사태는 힌두교 순례자 59명의 목숨을 앗
아갔던 객차 방화가 이슬람 폭도들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어났
다. 이 사태 이후에는 힌두교 보복단이 이슬람교도에게 보복 공격을 가해 천
명 이상이 죽은 참사가 발생하여, 주 내의 종교 간 분쟁이 문제화 되고 있
다. 구자라트 주 인구의 89.1%가 힌두교를 믿으며, 9.1%가 무슬림, 1,0%가
자이나교, 0.1%가 시크교를 숭배한다. 구자라트에서는 힌두교신자들이 크리
시나(Krishna)신을 숭배하는 것이 대중적이다.

❚ 표 3-1. 주 개황(2008년) ❚
인구

5,700만 명 (인도 전체의 약 5%)

면적

196,024㎢ (한반도 면적의 88.6%)

성 비율
언어

남성 1000명 당 여성 920명
구자트어(Gujarati:71%), 힌디(Hindi:29%)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 표 3-2. 구자라트의 사회 인프라 주요지표 현황(2005년) ❚
(단위: %)

출생률

사망률

태아사망률

평균수명

식자율

23.5

7.3

53.0

66.9세(2001~2005)

76(2003)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구자라트의 인구밀도는 앞서 살펴본 마하라쉬트라에 비하여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서부권역 3개 주 중 가장 낮다. 하지만 도시인구 비율은 마하라쉬
트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
며, 고아와 타밀나두, 마하라쉬트라의 뒤를 이어 네 번째다. 성비는 남성
1,000명 당 여성 920명으로 인도 20개 주 평균인 932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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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구자라트의 인구구조(2001년) ❚

자료: Government of India.

나. 정치 현황
구자라트는 인도의 다른 주와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내각은
대통령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와 집행 권력 및 외교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
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 의회의 구성원 수는 총 182명으로 성인선거권
에 의해서 선출되며, 이 중 13명은 scheduled caste이고 26명은 scheduled
tribes이다. 선거구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25개의 구로 구분되어 있다.
2007년 6월에 BJP당(Bhartiya Janta Party)의 나란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주수상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BJP당이 계속해서 총 선거에서 승리
하며 나란드라 모디가 3번째로 주수상을 연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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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구자라트의 주지사와 주수상 사진 ❚

주지사 - Dr. Kamla Beniwal

주수상 - Narendra Modi

자료: 주정부 홈페이지.

1947년 인도 독립 후, INC(Indian National Congress)당은 봄베이 주(현
재 구자라트와 마하라쉬트라를 포함)의 집권당이었다. 1956년에 수많은 소왕
국이 신생 주에 통합되었으나, 구자라트는 1960년 언어 차이에 따라 분리되
면서 주로 성립되었다. INC당은 독립된 주로 성립된 이후에도 구자라트를
통치했었다. 하지만 인디라 간디가 1975년 6월 22일부터 1977년 3월 21일
까지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선포하면서, INC당은 주민들로부터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C당은 1995년까지 주정부를 집권하며
권력을 과시하였다.
INC당은 1995년 주 의회선거에서 BJP당(Bharatiya Janata Party)과 케
슈바이(Keshubhai)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지만, 이 정부는 2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2001년에는 케슈바이가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2개의 의석을 잃으면
서 나란드라 모디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후 2002년 선거에서 BJP가 대부
분의 의석을 얻어냈으며 나란드라 모디가 주수상에 선출되었다. 2007년 6월
1일에는 나란드라 모디가 구자라트 주에서 가장 오랜 임기를 가진 주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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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2007년 12월 23일에 BJP가 주 선거에서 또 다시 국민들의 선택
을 받으며 현재까지 주수상(3선)을 연임하고 있다.

❚ 표 3-4. 구자라트의 집권당과 중앙집권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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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칸트

JMM
NAD

비하르

BJP

차티스가르
마하라쉬트라

INC-NCP
BJP

구자라트
고아

INC

타밀나두

DMK
BJP

카르나타카
LDF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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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 표 3-5. 구자라트의 정치개황 ❚
구분

내용

주지사

Dr. Kamla Beniwa

주수상

Narendra Modi

집권당

BJP

주요야당

INC

의회형태

단원제

구성원 수

182명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구자라트의 경제규모는 20개 주 중 6번째로 크게 나타났으며, [그림 3-3]
에서와 같이 7위를 기록한 카르나타카 주의 경제규모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하지만 구자라트의 경제규모는 1위를 기록한 마하라쉬트라 주 경제규모의
1/2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성장률은 비하르 주와 고아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구자라트는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로, 인도 전체 평균 경제성
장률을 초과하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구자라트는 빠른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인프라 시스템 개선, 정치적 안정성 및 주정부의 발전 지향적 정책,
안정적인 노사관계 등을 바탕으로 인도 내외의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인도
전체의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다.
구자라트의 경제규모(GDP 기준)와 수출은 2008년 기준 각각 인도 전체
의 6.8%와 19.2%를 차지하여 인도의 경제 발전 및 산업 생산 증대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자라트의 실질 주내총생산은 2004년 1조 5천억
루피에서 2008년 2조 3천억 루피(약 496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성장률이
10.5%를 기록하였다. 이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2015년 구자라트의 주내총
생산은 약 4조 6,039억 루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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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구자라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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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4. 구자라트의 실질 주내총생산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Statistical Outline of Guj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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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구자라트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은
약 1,303억 루피(약 30억 달러)로 서부권역 3개 주 중 마하라쉬트라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또한 인도 전체에서는 5번째로 나타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5. 구자라트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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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라트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수는 [표 3-6]과 같이 1,304건이었으며,
건별 평균 금액은 1억 루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구자라트에서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인도 전체에서 승인된 외국인직접투
자 승인 금액의 약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 서부권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

주

승인 수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
서부 전체

5,388
1,304
293
6,985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581,529
130,334
10,388
722,251

건별 평균 금액
108
100
35
103

인도 전체
대비 비중
19.3
4.33
0.3
24.0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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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프라 현황
1) 도로 및 철도
구자라트의 면적 대비 도로비율은 2.7%로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의 2.0%, 델리(Delhi)의 0.05%,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의 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자라트는 2009년 3월 기준 총 75,877km의 도
로망을 보유하고 있다. 구자라트의 고속도로는 전체의 약 38.2%가 복합차선으
로 만들어졌으며, 총 도로의 87.9%가 포장된 도로이다. 또한 구자라트의 도로
는 소도시에서 주요 도시로의 연계성도 다른 주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구축되
는 편이다. 최근 구자라트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 확장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아메다바드-나디아드(Ahmedabad-Nadiad)
구간 국도가 개통되었다. 주도인 간디나가르(Gandhinagar)에서 경제도시 아메
다바드까지는 26.8km의 거리로 40분 정도 소요되며, 아메다바드에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수랏까지는 268km로 약 4시간이 소요된다.

❚ 그림 3-6. 구자라트의 주요 도로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96│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철도도 도로와 같이 각 구간 간의 연계성이 양호한 편이다. 구자라트의
총 철도 길이는 2009년 기준 5,155km로 확인되었으며, 주 면적대비 철도
비중은 37.9%로 나타났다. 인도 철도공사는 델리-뭄바이(Delhi-Mumbai) 연
결 산업화물철도를 구자라트를 통과해서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중
앙정부는 화물수송로 건설을 위하여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화물수송로가 건설되면 산업연계에 의한 경제파급효과로 구자라
트의 산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라트 주 내의 주요 철도역
은 21개로 아메다바드, 아난드(Anand), 바브나갈(Bhavnagar), 부즈(Bhuj), 고
드라(Godhra), 포르벤더르(Porbandhar), 라즈콧(Rajkot), 바도다라(Vadodara),
발사드(Valsad) 등에 위치해 있다.

2) 항만 및 공항
구자라트는 1,600㎞의 매우 긴 해안선에 총 41개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중 칸들라(Kandla) 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규모의 항구이다. 구자라
트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항구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민간유치를 통해
건설된 항구는 피파바브(Pipavav), 문드라(Mundra) 및 다헤즈(Dahej) 등이
있다. 이 항구들은 인도 전체에서 항구 시스템이 가장 현대적인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구자라트에는 4,600대가 넘는 큰 배와 약 1,000대가 되는 소규모 배들이
입항한다. 구자라트의 총 화물처리량은 2007년도 기준 인도전체 화물량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구자라트는 항구부문에 10건의
현대화 작업(Green Field project)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자라
트는 중동지방과의 교역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의 수
출 전진기지 및 물류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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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구자라트의 항만 화물처리 현황 ❚
(단위: 백만 톤)

연도

Minor Ports

Kandla Port

2000

71.1

46.3

2001

82.6

36.7

2002

84.1

37.7

2003

89.4

40.6

2004

97.1

41.5

2005

103.2

41.6

2006

132.4

45.9

2007

-

53.0

2008

-

64.9

2009

-

72.2

자료: India Port Association.

구자라트의 공항은 총 13개로 바브나갈(Bhavnagar), 부즈(Bhuj), 잘나갈
(Jamnagar), 칸들라(Kandla), 캐쇼드(Keshod), 주나가드(Junagadh), 포르밴
덜(Porbandar), 라즈콧(Rajkot), 수랏(Surat), 바도다라(Vadodara), 잘라와드
앤드 메사나(Zalawadand Mehsana)의 국내공항이 있으며, 국제공항은 아메
다바드 하나뿐이다. 아메다바드에 있는 사다르 발라하이 파텔 국제공항
(Sardar Vallahai Patel International Airport)은 인도에서 8번째로 분주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루에 150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다.

❚ 표 3-8. 사다르 발라하이 파텔 국제공항의 이용 현황 ❚
승객
(Numbers)

화물
(Tonne)

우편
(Tonne)

2003

899,132

13,153

826

2004

1,179,608

16,692

880

2005

1,762,465

16,888

970

2006

2,419,462

20,211

1,079

2007

3,032,680

23,576

1,233

2008

2,750,469

23,033

1,113

자료: Ministry of Civil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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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구자라트의 항만 및 공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3) 전력
구자라트의 전력 인프라는 전력생산량 및 1인당 전력소비량에서 인도의
다른 주들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력의 송배전 및 질적 수준
또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력 생산능력은 20개 주들 중 세 번
째를 기록하였으며, 2위의 타밀나두 주, 4위의 안드라프라데쉬 주와 거의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자라트의 전력 생산능력은 같은 서부권역인 마하
라쉬트라와 함께 상위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부권역의 전력공급이 다른
주에 비하여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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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구자라트의 전력 생산능력 ❚
(단위: MW)

자료: Ministry of Power.

구자라트의 전력발전소는 총 29개이며 이 중 24개는 주 내에 위치하고, 5
개는 주 밖에 위치하고 있다. 구자라트의 두바란 지역에는 석탄과 천연 가스,
기름을 원료로 25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으나 수력
발전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2007년도의 전송손실률은 3.85%로서 인도
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송배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주로 평가되었다.

❚ 표 3-9. 구자라트의 전력생산 현황 ❚
(단위: GWH)

구분

2006

2007

2008

2009

화력

49,827

51,887

51,305

61,137

원자력

2,446

2,036

1,213

1,068

수력

4,870

5,672

2,861

2,957

Total

57,143

59,596

55,379

65,162

자료: Ministry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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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원 현황
구자라트의 주요 자원은 필라멘트, 형석, 소다회 등이다. 특히 형석의 매
장량은 아시아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소다회, 소금의
생산량은 인도에서 가장 많다. 산림자원의 분포는 고르지 않은 편이며, 열대
습윤림, 주 남쪽지방의 열대 침엽수 등 주로 열대지방 산림들이 분포하고 있
다. 구자라트는 주민의 2/3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의
절반 정도가 농경지이다. 밀과 기장이 주산물이며, 쌀은 구자라트에서도 비
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설탕 생산량이 증가하
고 있으며, 수익성 있는 환금작물로 목화, 담배, 땅콩, 유료종자를 재배하고
있다.

❚ 표 3-10. 구자라트의 주요 자원 ❚
구분

내용

주요 자원

소다회, 소금, 시멘트, 필라멘트, 면사, 의류, 섬유, 제지, 비료 등

주요 농산물

담배, 면화, 쌀, 밀, 망고, 바나나, 사탕수수 등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구자라트의 1차 산업은 인도 전체에서 6.7%를 차지하며 5번째로 나타났
다. 이는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우타르프라데쉬와 안드라프라데쉬에 비하여 약 6% 정도 낮은
수치로 상당한 비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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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구자라트 1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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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라트의 1차, 2차, 3차 산업은 2008년 구자라트의 총 실질 주내총생산
에서 각각 18.6%, 39.2%, 42.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차 산업은 전체적
으로 보았을 때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반해 3차 산
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 밖으
로 1999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04년~2008
년)의 각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은 4.8%, 2차 산업은 9.9%,
그리고 3차 산업은 13.2%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2차와 3차 산업 성장
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자라트는 몬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며, 이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크게 좌우된다. 1차 산업 중 농업부문의 주내총생산은 일정한 증가나 감소의
추세를 보이지 않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의 농
업생산량은 적은 강수량으로 2007년 생산량 3,241억 루피(약 70억 달러)에
비해 390억 루피가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12.04%로 나타났다. 한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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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몬순기간인 6월에서 8월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등 37년 이래
최저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여 2009년 농업부문 생산량이 2008년에 비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3-10.구자라트의 산업비중 변화 추이 ❚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2010.

구자라트 주정부는 1차 산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활발한 농업활동을 고무
시키기 위해서 Krushi Mahotsav, Soil Health Card, Farmers Accidental
Insurance Scheme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rushi Mahotsav는
전문가가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을 전하는 교육프
로그램이며, Soil Health Card는 농토의 샘플을 바탕으로 각각의 농토에 가
장 적합한 농작물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Farmers Accidental
Insurance Scheme는 농민 또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최고 10만 루피
까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8,595가구
에 6.5억 루피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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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구자라트의 1차 산업 실질GDP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2010.

다음으로 2차 산업의 규모는 마하라쉬트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라트의 2차 산업은 인도 전체 대비 비중 11.2%를 차지하였으
며, 이는 3위인 타밀나두 주보다 2.5%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
던 마하라쉬트라의 2차 산업 비중에 비하여 6.5% 낮은 수준으로 1위와 2위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2차 산업의 생산액은 1999년 4,308억 루피에서 2008년 8,469억 루피(약
18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4,161억 루피 증가하였다. 제조업, 건설, 전력․
가스․용수산업의 성장률은 지난 5년(2004~2008년)간 연평균성장률이 각각
9.7%, 11.4%, 8.3%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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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구자라트 2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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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구자라트의 2차 산업 실질GDP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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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라트의 제조업은 주 전체 2차 산업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분야 공장 수는 2007년 기준 총 15,107개였으며, 노동자수
는 983,923명이었다. 특히 구자라트는 제조업 세부분야에서 화합물 및 화학
제품, 석유정제품, 금속, 비금속제품, 그리고 섬유 산업이 발달한 주로 나타
났다. 구자라트에서 운영 중인 제조업 공장은 14%가 화학 및 화학제품 공
장이며, 11%가 섬유제품 공장이다. 석유정제품 공장은 71개밖에 되지 않았
으나, 생산액은 제조업 전체에서 26%를 차지하였다.

❚ 표 3-11. 구자라트의 주요 제조업 공장 현황 ❚
(단위: 개)

구분

2004

2005

2006

2007

화합물 및 화학제품

1,882

2,028

2,058

2,13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62

64

59

71

기초금속제품

846

938

1,045

1,145

비금속광물제품

1,416

1,508

1,498

1,504

섬유제품

1,645

157

1,674

1,591

5개 산업 총계

5,851

4,695

6,334

6,444

구자라트 주 전체 제조업

13,603

14,055

14,327

15,107

인도 전체 제조업

136,353

140,160

144,710

146,406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2010.

구자라트 주 제조업부문 순부가가치 창출액의 28.1%가 화학 및 화학제품,
26.1%가 석유정제품, 9.14%가 금속, 6.46%가 비금속, 5.85%가 섬유제품으
로 나타났으며, 위의 5개 산업의 순부가가치 창출액이 2007년 구자라트의
제조업 전체의 순부가가치 창출액의 약 76%를 차지하였다. 특히, 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과 석유 정제 산업은 2007년 기준 순부가가치 생산액이 각각
1,695억 루피와 1,574억 루피로 나타나 구자라트의 제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의 지난 4년(2004~2007년)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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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성장률은 1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정부는 지속적인 섬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자라트 산업정책 2009에서 섬유 및 의류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기존 Surat Apparel Park 외에
추가적으로 수랏과 아메다바드에 SEZ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구자라트의 섬유산업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3-12. 구자라트의 주요 제조업 부문별 순부가가치 ❚
(단위: 천만 루피)

구분

2004

2005

2006

2007

화합물 및 화학제품

12,582

14,993

12,678

16,948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9,725

16,019

12,890

15,740

기초금속제품

2,791

2,138

3,639

5,517

비금속광물제품

1,460

2,343

2,252

3,895

섬유제품

1,904

2,822

2,643

3,527

5개 산업 총계

28,462

38,315

34,102

45,627

구자라트 주 전체 제조업

36,016

47,872

47,085

60,297

인도 전체 제조업

259,907

311,864

394,871

475,928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2010.

3차 산업에서는 운수통신업의 연평균성장률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
년간 무려 27.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숙박업이 11%를 기록하여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공공서비스 분야는 5.2%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구자라트의 운수통신업에서 높은 성장률이 나타난 이유는 현재
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유무선 전화 이용자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2월 기준 구자라트 주 무선전화 이용자는 2,930만 명이며, 유선전
화 이용자는 210만 명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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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구자라트의 3차 산업 실질GDP 변화 추이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2010.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구자라트는 산업발전과 친투자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ndustrial
Region, Industrial Area, Investment Region, Investment Area, SIR
(Sepical Invetment Region), SEZ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DMIC 권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Industrial Region은 규모
200㎢ 이상, Industrial Area와 Investment Region은 100㎢, 그리고
Investment Area는 50㎢ 이상의 개발거점 지역이며, SEZ는 경제특별구역으
로 위의 개발계획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델리와 뭄바이를 연결하는 화물전용철도망(DFC : Dedicated
Freight Corridor)을 계획 중에 있다. 델리~뭄바이 간 DFC는 총 6개 주를
통과하며 구자라트를 통과하는 철도망은 전체의 38%(564Km)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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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C를 중심으로 좌우 150km에 해당하는 지역을 “DMIC(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라고 하며, 이 지역에 주요 산업단지를 개발할 예정이
다. 구자라트 면적의 62%가 DMIC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역 산업
단지의 성패가 구자라트 주 전체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자라트에는 DMIC 계획에 따라 총 2개의
Investment Region과 4개의 Industrial Area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 그림 3-15. 델리 뭄바이간 산업회랑(DMIC)(2007년) ❚

자료: Government of Mumbai.

구자라트는 182개의 산업부지(Industrial Estates)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요 다섯 개 지역(Kutch, Jamnagar, Valsad 등)을 중심으로 총 83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 중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세라믹 클러스터
(Morbi), 금속 부품 클러스터(Jamnagar), 수산가공 클러스터(veraval), 파워
직조기 클러스터(Ahmedabad)이며, 이들은 구자라트 주 산업 발전의 중추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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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6. 구자라트의 산업 클러스터(2007년) ❚

자료: Gujarat Industrial Extension Bureau.

구자라트 주정부는 제조업 및 수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SEZ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자라트에는 총 16개의
SEZ가 운영 중이며, 추가적으로 총 44개의 SEZ가 개발 중에 있다.

❚ 표 3-13. 구자라트의 SEZ 현황(2010. 5) ❚
구분

개수

Operational(운영 중)

16

면적
헥타르
17,359

평
52,510,975

Notified(개발계획 확정고지)

17

2,087

6,313,175

Formal Approval(공식 승인)

15

45,540

137,758,500

In Principle(원칙적 승인)

12

89,074

269,448,850

계

60

154,060

466,031,500

자료: Industries Commissionerate, Government of Guj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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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7. 구자라트의 SEZ 분포 ❚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구자라트의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Multi Product SEZ가 총 6개로
가장 많고, Engineering 관련 산업단지가 3개이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될
SEZ를 모두 포함하면, 총 60개의 산업단지 중 IT 및 ITeS 관련 산업단지
가 15개, Multi Product SEZ가 12개로 IT관련 SEZ의 수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andla SEZ는 1965년 인도 중앙정부에 의해 수출가공구로 설립되어, 2000
년 SEZ로 전환된 아시아 최초의 최대 Multi Product 산업단지로, 구자라트
주 서해안 Gandhidham의 Kandla 항구로부터 9km 떨어져 있다. 총 부지면
적이 1,000에이커로, 현재 약 13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부지가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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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역과 신 구역에 따라 16.25루피/㎡과 127루피/㎡(약 13달러)의 가격
(2010 기준)에 임대할 수 있다. Kandla SEZ는 입주 회사들에게 산업에 따
라 다양한 세금 감면과 행정 절차 생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표 3-14. 구자라트의 산업단지 현황(2010. 5) ❚
No.

Name

1

Kandla SEZ

2

Surat Apparel Park

개발사

Type

중앙정부

Multi Product

GIDC

Apparel

Size
(acre)
1,000
124

3

Ahmedabad Apparel park

GIDC

Apparel

4

Dahej SEZ

GIDC

Multi Product

5

Electronics SEZ

GIDC

Electronics

94

6

SUR SEZ

Diamond & Gem
Development
Corporation

Multi Product

124

7

Essar Hazir

Essar Hazira SEZ Limited

Engineering
Products

660

8

MP SEZ

Mundra 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 Ltd.

Multi Product

9

Suzlon
Infrastructure

Suzlon
Infrastructure

Hi-tech
Engineering
products

10

Reliance Jamnagar
Infrastructure

Reliance Jamnagar
Developers
Infrastructure Ltd.

Multi Product

11,105

Zydus Infrastructure Pvt.
Ltd.

Pharmaceutical

121

12 Larsen & Toubro

IT/ITeS

37

Gujarat Hira
Bourse

Gems &
Jewellery

183

Engineering

385

11 Pharmez

13

14 E Complex
Sterling SEZ
15
Infrastructure
16 Euro Multivision Ltd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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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Product
Energy

94
4,478

15,884

250

8,352
299

❚ 표 3-15. Kandla SEZ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1,000 에이커(약 1,224천 평)

위치

Gandhidham, Kutch(서해안 Kutch만)

인근 공항

Kandla: 15km, Bhuj: 55km

인근 기차역

Gandhidham: 4km

인근 항구

Kandla Port: 9km, Mundra Port: 60km

주요 관련 분야

Multi Product

자료: Kandla SEZ.

Surat Apparel Park는 구자라트주개발공사(GIDC, Gujarat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가 개발한 산업단지로 수랏 시내로부터 15km 떨
어진 위치에 있으며, NH-8로부터 8km, Navsari-Surat SH의 도상에 있다.
총 부지면적 140에이커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모든 부지가 임대
완료된 상태이다.

❚ 표 3-16. Surat Apparel Park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140에이커(약 171천 평)

분양현황

분양완료

위치

Vanj, Surat

인근 공항

Surat Airport: 20

인근 기차역

Surat Railway Station: 20 km

인근 항구

Hazira: 30 km, Magdalla: 18 km

주요 관련 분야

Apparel Manufacturing Industries

자료: Surat Apparel Park.

SUR SEZ(Surat Special Economic Zone)은 1994년 Diamond and
Gem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DGDC)에 의해 개발된 인도 최
초의 민간 산업단지이다. SUR SEZ는 수랏 중심가로부터 14km 떨어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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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등의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2009년 SUR SEZ의 수출액은 총 2,398억 루피에 달하였다. 현재
다이아몬드 가공, 엔지니어링, 섬유,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1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한 회사들에게는 소득세, 관세, 소비세, 서비스세, 산업허
가 등의 분야에 걸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그림 3-18. SUR SEZ ❚

자료: SUR SEZ.

❚ 표 3-17. SUR SEZ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124에이커(약 151천 평)

위치

Gandhidham, Kutch(서해안 Kutch만)

인근 공항

15 km from Surat Airport

인근 기차역

Sachin Railway Station : 1km

인근 항구

260 km from JNPT Port, Mumbai

주요 관련 분야

Multi Product

자료: SUR S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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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SEZ(Mundra Port SEZ)는 인도에서 가장 큰 항구기반 Multi Product
SEZ로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의 수출입이 유리한 인도의 서해안 문드라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전력, 상하수, 인터넷, 가스 등의 인프라 시설뿐
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의 사회시설 또한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항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입주 기업에 소득세, 소비세, 관세,
서비스세, 부가 가치세, 등의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그림 3-19. MP SEZ ❚

자료: MP SEZ.

❚ 표 3-18. MP SEZ 개요 ❚
구분

내용

부지면적

15,884에이커(약 14,444천 평)

위치

Mundra, Kutch

인근 공항

산업단지 내에 1,900m의 활주로
Bhuj Air Port : 60km
Kandla Air Port : 50km

인근 기차역

산업단지 내에 Adipur와의 연결 railway 64km 설치

인근 항구

산업단지 내에 정박지, 컨테이너 터미널 등이 위치

주요 관련 분야

Multi-product

자료: MP S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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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력 고용 현황
구자라트는 일찍부터 제조업 분야가 발달하여 전체 고용인구 중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2007 보고서에 따르면, 구자라트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5,300만 명 중 비공식분야와 공식분야의 고용 인구를 포함하여
약1/5수준인 총 1,0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인도 노동부 2008년 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6월 기준, 구자
라트는 인도 전체 고용의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식고용부분의 경우에서도
공공분야에서 180만 명, 민간분야에서 100만 명을 각각 고용하고 있으며 공
공분야의 경우에는 고용주 기준, 전년대비 18.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라트의 노동자 수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2, 2003년에는 공장 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도 2002년부터 꾸준한 증가하여 2007년
에 52.8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해의 공장 수와 노동자 수는 각각
15,107개, 797,443명으로 확인되었다.
❚ 표 3-19. 구자라트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장 수

노동자 수

개
14,710
14,090
13,950
13,180
12,795
13,603
14,055
14,327
15,107

명
613,409
553,704
521,528
528,217
538,080
606,847
669,324
749,597
797,443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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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당 평균
노동자 수(명)
41.7
39.3
37.4
40.1
42.1
44.6
47.6
52.3
52.8

구자라트의 전체 임금도 공장 수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과 같이 2002
년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약 257억 루피에서 2007년
에는 2배 이상 높은 약 529억 루피(약 13억 달러)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임금이 2배 규모로 성장한 것은 노동자 수의 증가와 1인당
임금 수준 증가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나
타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구자라트의 노동자 1인당 임금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1999년 45,304루피에서 2007년 66,319루피(약 1,648달러)나타
났으나, 이는 연평균 약 4.9%씩 증가한 것으로 구자라트의 경제성장률에 비
하여 전체적인 임금 수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0. 구자라트의 연도별 임금변화 추이 ❚
연도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십만 루피

루피

1999

277,898

45,304

2000

261,108

47,157

2001

252,562

48,427

2002

257,003

48,655

2003

278,787

51,811

2004

324,874

53,535

2005

367,361

54,885

2006

444,958

59,360

2007

528,857

66,319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구자라트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임금 수준은 산업 분야별 및 지역구
분별(Zone16))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Zone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미숙련

16) Zone Ⅰ은 Bombay Provisional Municipal Corporations Act, 1949에 의하여 구성된 주 경계 내의
지역과 그 경계에서 10km 거리까지를 의미하며, Zone Ⅱ는 Zone I을 제외한 지역 중 인구수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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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killed) 노동자의 일일 최소임금이 산업별로 작게는 155루피에서 많게
는 163루피로 나타났으며,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업별
로 최소 159루피에서 최대 165루피로 나타났다. 또한 숙련(Skilled) 노동자
의 경우에는 최소 165루피에서 최대 168루피까지 나타났다.

❚ 표 3-21. 구자라트의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 임금 범위(2010. 6) ❚
(단위: 루피)
Zone

Ⅰ

Ⅱ

Ⅲ

노동자 구분

기본 최소 임금

Unskilled

133~141

VDA

총 최소 임금
155~163

Semi-skilled

137~143

159~165

Skilled

143~146

165~168

Unskilled

130~136

152~159

Semi-skilled

134~138

Skilled

139~212

22.20

156~160
161~234

Unskilled

131~135

153~157

Semi-skilled

133~137

155~159

Skilled

135~140

157~162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구자라트의 교육시설 현황은 주 내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구자라트는 2007년 기준으로 고등학교부터 2년제
대학까지의 교육시설을 8,328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수는 2006년 기준 각각 535개와 552개로 나타났다. 대학교 수는 2007년
기준 625개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도 전체에서도 많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구자라트 주 노동인구의 교육 수준이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도시와 그 곳으로부터 5km 거리까지를 의미하며, Zone Ⅲ은 Zone Ⅰ과 Ⅱ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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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2. 구자라트의 교육시설 현황(2007년) ❚
(단위: 개)

구분

고등학교~
2년제 대학

마하라쉬트라

20,337

구자라트
고아

8,328
457

Degree and above level
일반대학
전문대학
1,018
972
535
23

대학교
1,405

552
20

6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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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구자라트는 2009년 기준 주요지역별 구자라트주개발공사 발표 관리기준가
격17)이 산업지역의 경우 간디나가르가 ㎡당 2,183루피(약 47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랏이 ㎡당 1,650루피로 간디나가르와 상당한 차이를 나
타내며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메다바드는 ㎡당 1,623루피로 수랏과
비슷하였으며, 발사드가 ㎡당 916루피로 간디나가르 관리기준가격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거지역은 아메다바드가 ㎡당 3,750루피로 주도인 간디나가르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랏과 발사드는 각각 3,000루피와 1,350루피로 확인되었
다. 구자라트의 주요 도시들은 구자라트 주 전체 평균 토지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으며, 산업지역의 경우 3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토지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인설립을 하게 되며, 이를 포
함한 각종 사업 승인과 관련된 허가 리스트는 [표 3-24]와 같다. 구자라트는
각종 승인 및 허가 사항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Single Window Clearan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한편 사업 승인에 필요한 예상 소요시간은 약 30일로 나타났다.

17) 일종의 공시지가로 실재 영구임대권 전매가격은 이를 대폭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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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 구자라트의 주요지역 평균 토지가(2009년) ❚
(단위: 루피 per ㎡)

주요
지역

구분
아메다바드
간디나가르
수랏
발사드
구자라트 전체 평균

산업지역
1,623
2,183
1,650
916
636

주거지역
3,750
3,600
3,000
1,350
1,417

자료: GIDC.

❚ 표 3-24. 구자라트의 일반적인 사업 허가 항목 ❚
사업 승인 허가 리스트

관련 부처

Incorporation of company

Registrar of Companies

Registration, IEM,
Industrial licenses

District Industry Centre for
small, medium and large
industries

Allotment of land

State Department of
Industries /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 Infrastructure
Corporation

Permission for land use

State Department of
Industries, Department of
Town and Country
Planning

Site environmental approval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 and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No Objection Certificate
and consent under Water
and Pollution Control Acts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

Approval of construction
activity and building plan

Town and Country
Planning Authority

Sanction of power

State Electricity Board

Registration under states
Sales Tax Act and Central
and State Excise Act

Sales Tax Department,
Central and state excise
departments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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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 시간

Single Window
Clearance를 통하여 투자
제안을 승인받는 데
평균적으로 약 30일이
소요됨

구자라트에서 제조업을 운영할 경우 일반적인 토지 비용은 헥타르당 약
10만 달러이며, 노동비용은 평균적으로 1년에 1인당 약 1,600달러가 소요된
다. 고용비용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1년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6,0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팀장급은 약 15,000달러, 건축
가는 21,000달러, 프로젝트 매니저는 32,0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력사용의 경우에는 도심지역에는 kWh당 약 9.5센트가 외곽지역에는
kWh당 약 9.3센트로 도심지역이 외곽지역에 비하여 약 0.2센트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5. 구자라트의 일반적인 사업비용 ❚
(단위: 달러)
Manufacturing
Land(per hectare)

95,312

Labour Cost(per man year)

1,592.4

Employee Cost(per man year)
Software Developers

6,383

Team Leads

14,893

Architects

21,276

Project Managers

31,915

Electricity(per kWh)
Metropolitan Area

0.095

Non Metro Area

0.093

자료: Government of India.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구자라트의 1인당 명목소득은 20개 주 중 네 번째로 높은 소득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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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2008년 기준 구자라트의 1인당 소득은 약 53,000루피로 확인되었
다. 한편 서부 권역의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를 포함한 세 개 주 중에서는 가
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 서부권역의 소득이 다른 인도의 주들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3-20. 구자라트의 1인당 소득(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한편 구자라트의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그림 3-21]에서와 같이 2007
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이 서부권역 주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마하라쉬트라의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소득 증가율인 1.8%나 고아의
4.9%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자라트의 1인당 실질소득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연평균 성장
률이 약 8.5%로 나타났다. [표 3-26]에서 연도별 소득변화를 보면 2005년
과 2007년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07년에서 2008년으로의 변동치는 다른 연도에 비하여 조금 낮
은 수치로 나타났다.

122│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 그림 3-21. 서부권역 주별 1인당 실질소득 변화(1999년 기준, 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10;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2009~10.

❚ 표 3-26. 구자라트의 1인당 소득 변화 추이(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Constant(1999년 기준)

Current

2003

22,387

26,922

2004

23,346

28,846

2005

26,268

34,264

2006

28,335

39,459

2007

31,594

45,433

2008

33,608

49,251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10.

나. 소비 형태
구자라트의 도시 인구 1인당 월평균지출액은 인도 평균 수준에 조금 못 미
치는 수치로 20개 주 중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 인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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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펀잡, 하리야
나, 잠무 & 카쉬미르 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3-22. 구자라트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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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라트 주 전체의 1인당 월평균지출액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
지 1년간 농촌 인구가 875루피(약 22달러)로, 도시 인구가 1,471루피(약 37
달러)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인구의 월평균지출액이 농촌 인구의 월평균지
출액보다 약 68%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물가차이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월평균지출액의 차이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인구의 월평균지출액 1,471루피는 식품 지출 부분이 627루피(약 15
달러)를 차지하며, 식품 외 지출 부분이 844루피(약 21달러)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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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월평균지출액이 가장 많은 식품 품목은 유제품으로 전체 식품 지출액
의 23.9%를 차지하며, 주식인 곡물과 곡물대체식품 소비가 총 119루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음료, 식용유, 야채 소비가 총 237.27루
피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7. 구자라트의 품목별 전체 1인당 월평균지출액 현황(2007. 7~2008. 6) ❚
(단위: 루피)

품목
농촌

도시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인도 전체

식품 소비

415.56

471.9

404.33

식품 외 소비

452.36

402.8

368.03

총 지출

867.91

874.7

772.36

식품 소비

630.9

627.07

582.43

식품 외 소비

1,078.18

844.26

889.11

총 지출

1,709.08

1,471.32

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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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23. 구자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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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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구의 식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
목은 소비자서비스로 전체 식품 외 소비지출의 24.9%인 210루피(약 5달러)
로 나타났다. 그 외에 광열비, 기타 소비재, 교육비가 각각 138루피(각각 약
3.4달러), 107루피(각각 약 2.7달러), 그리고 약 81루피(각각 약 2달러)로
나타났다.

❚ 그림 3-24. 구자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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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의 월평균지출액 874.7루피는 식품에 대한 지출이 471.9루피, 식
품 외 품목에 대한 지출이 402.8루피를 차지하였다. 식품에 대한 지출이 전
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제품 지출액이 109.53루피, 곡물 및 곡물 대체식품이 106.49루피
로 전체 식품 지출액에 대한 비중이 각각 23.2%와 22.6%로 나타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식용유, 야채, 음료수 지출액이 총 166.53루피를 기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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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 구자라트 농촌 인구의 식품 품목별 1인당 월평균지출액

(2007.07~2008.06) ❚
(단위: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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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외 소비에서는 소비자서비스 지출이 97.03루피, 광열비가 89.96루피,
기타 소비가 46.2루피로 각각 전체 식품 외 지출액의 24.1%, 22.3%와
12.9%를 차지하였다.

❚ 그림 3-26. 구자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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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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식품에 대한 지출액은 전체 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각각 43%와 54%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농촌지역 인구의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도시 인구가 야채 및 과일
등 비교적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었다.
식품 외 소비 중 두드러지는 품목은 임대료와 교육비로 나타났다. 도시
인구의 전체 식품 외 지출액 중 임대료가 5.7%를 차지한 반면, 농촌 인구의
지출액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0.6%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 인
구가 교육비 지출이 많은 반면, 농촌지역 인구는 의류 품목에 대한 소비 비
중이 높게 나타났다.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구자라트는 투자친화적인 주라는 명성에 걸맞게 2009년 17,433억 루피
(약 370억 달러)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인도에서 가장 각광받
는 투자지임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유치의 배경에는 “Industrial
Policy-2009”와 같은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주정부의 정책 목표는 후진산업 개발, 대규모 고용
기회 창출, 해외 투자 유입,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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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8. 구자라트의 주요 인센티브 ❚
구분

인센티브 내용

IT 산업

y
y
y
y

총 자본 투자에서 새로운 IT 산업을 위한 25%의 보조금지급
대규모 단위 산업의 경우 보조금과 같은 특별 인센티브
최대 1,200만 달러 연 매출에 대한 5%의 자금 회전율 인센티브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장치의 판매세 감소

관광

y
y

관광객 여행지로 순례지를 개발, 관광을 위한 교육시설의 장려
새로운 센터 설립과 관련한 기반시설의 설립

인프라

y
y
y
y
y

5개 소형전력사업 민영화 추진, 34억 달러 규모
수출 기반산업 지향을 위한 항만시설 및 항만기반 산업은 총 산업투자의 50%
조선업, 선박수리, 크레인 제조설비, 채취선, 부양기술의 장려
여객과 화물을 위한 해안선박의 증설
전력생산 연료 수입을 위해 독점적 시설에 의한 발전소 장려

산업

y
y
y

중소기업, 혁신적인 프로젝트 및 규모가 큰 특별 투자 지구의 개발이자 보조금
벤처 자본 지원 및 품질 인증 분야 집중
구자라트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유치

y
y
y

광업 및 탐사를 위한 PSP, 인적자원 기능의 증진
현대 기술의 수용에 의해 광물이 매장된 지역에 경쟁 환경을 창조
국내 및 세계의 경쟁을 통해 광물 생산의 증가 및 부가가치 물질의 수출에서
의 진전
국내에서 다른 주와 비교하여 구자라트 주에서만 채광이 가능한 광물을 집중
적으로 개발

광물

y
y

농업

y
y
y

사회기반시설, 마케팅, 연구의 촉진 및 발전을 위해서 Agro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개시일로부터 첫 5년간 5%의 연간 보조금 지급
항공화물의 보조금 - 25%
농업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최고 50%의 재정지원

자료: Gujarat Industrial Policy 2009.

나. 개방환경
구자라트의 경제규모 대비 교역량 비중은 앞서 살펴본 마하라쉬트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역량은 마하라쉬트라와 타밀나두의
뒤를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였으나, 경제규모 대비 교역량 비중은 네 번째로
마하라쉬트라와 마찬가지로 경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정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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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 구자라트의 주내순생산 대비 교역량 비중(2008년) ❚
(단위: 천 톤)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India Ports Association.

❚ 그림 3-28. 구자라트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비중(2007년)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2008;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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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비중은 실제 외국인직접투
자 승인 금액이 5번째로 높은 편에 속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중간 수준에 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규모 대비 개방정도가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인도 정부는 전력난 해소와 전력요금 인하를 위해 2016년까지 총 9개의
초대형(Ultra Mega)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이 중 진행일정이
가장 빠른 프로젝트가 바로 구자라트의 경제특별구역(SEZ) 내에 건설되어
구자라트를 포함한 인도 주요 5개 주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인 문드라 화력
발전소이다. 2007년 이 화력 발전소에서 두산중공업이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2009년 구자라트에서 우리 기업 중 삼성 엔지니어링이 독일의 엔지니어링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인도 국영 석유회사인 ONGC(Oil & Natural Gas
Corporation Limited)의 자회사인 오팔(OPaL: ONGC Petro Additions
Limited)사로부터 총 14억 3,000만 달러(약 1조 9000억 원)규모의 에틸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구자라트 주 다헤즈 경제특별구역에 건설되는 이번 플
랜트는 해외업체가 수주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 구자라트 주 산업단
지개발공사와 MoU를 체결, 신도시와 산업단지 건설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협
력과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전용 산
업공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에게 부지 매입이 절대
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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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 ․ 문화적 리스크
구자라트는 모디 수상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사
업들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부분이 반대로 위협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즉 다른 지역과 달리 정부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와 주민들 간
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
급한 한국전용 산업공단을 포함한 이노베이션 사업 프로젝트도 정부의 강력
한 의지와는 달리 이러한 이유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구자라트는 주 개발공사와 주민간의 의견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
아 새로운 위협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모디 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광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점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정치적 연관성이 많은
정부 사업에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자라트 내에도 다른 지역처럼 종교분쟁의 소지가 있다. 최근 인도 역사
상 최악의 사태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2002년 약 2천명이 사망한 열차화
재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이 무슬림 폭도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소문이 돌
면서 구자라트 지역에 폭동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구자라트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우 힌두세력이 많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된다.
또한 구자라트는 술을 먹을 수 없는 지역이다. 즉 “Dry State”로 구자라
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직원들도 술 마시기가 어려운 지역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구자라트 주정부의 글로벌 의지와는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
어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나라 정부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협력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자라트 지역은 낙살라이트 반군의 위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
역이지만 마하라쉬트라와의 경계 지점은 공격 목표지점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지도에서 표시된 지역으로의 진출 시에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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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9. 낙살라이트 활동 지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구자라트의 사업들은 오히려 마하라쉬트라보다 단위당 규모가 매우 크다.
특히 마하라쉬트라는 한국의 제조업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지역
은 중화학 및 발전소 관련 대규모 사업 등이 많아 우리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대규모 정부 발주 사업 등은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부족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잘 살펴야 한다.
또한 구자라트 주정부가 인도 중앙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중앙정부와 구자라트 주정부가 동시에 관련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협적인 요소들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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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라트는 권역별로 볼 때 노사분규가 심한 지역인 이른바 Hindi-Belt
권역에 속한다. 2007년 구자라트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및 공장 폐업 수는
총 32건으로 인도에서 서벵갈과 타밀나두 다음으로 많다. 관련된 노동자 수
만 총 15,324 명이며, 손실 근무일은 총 97,069일이다. 총 파업 건수 중 24
건에 대한 손실 임금이 약 2,172만 루피이다.

❚ 그림 3-30. 구자라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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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3-29. 구자라트의 노사분규 현황(2007년) ❚
(단위: 루피)

주

노사
분규
수

관련
노동자 수

손실
근무일 수

손실 임금
(분규 수)

손실 생산량
(분규 수)

Maharashtra

1

771

771

408,102(1)

Gujarat

32

15,324

97,069

21,718,814(24)

282,995,841(20)

서부 전체

33

16,095

97,840

22,126,916

282,995,841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on Industrial Disputes, Closures,
Retrenchments and Lay-offs in India During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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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라트의 제조업 공장 수 대비 노사분규 비중은 16개 주 중 8번째로
나타났다. 실제 노사분규의 건수가 세 번째로 나타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
이다. 이는 노사분규 건수가 많게 나타난 것이 구자라트의 노동시장 규모가
인도의 다른 주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노동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 그림 3-31. 구자라트의 제조업 공장 수 대비 노사분규 비중(2007년) ❚
(단위: 건)

주: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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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구자라트에는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재원
을 포함한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우리 기업의 진출 시에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35

제3장 구자라트(Gujarat) │

❚ 표 3-30. 구자라트 소재의 국제학교 ❚
도시
아메다바드
Vadodara
Rajkot

No.
1
2
3
4
5

국제학교
Ahmedabad International School
Mahatma Gandhi International School
The Calorx School
Navrachana International School
The Galaxy School

나. 경제 ․ 정책적 리스크
구자라트의 지방세율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출 시에 업
종별 세부 지방세 항목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자라트 주
정부가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세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진출 시에 어떠한 세
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림 3-32. 구자라트의 주요 지역별 세금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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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 구자라트의 주요 지역별 수출․입 소요시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 그림 3-34. 구자라트의 주요 지역별 법정 문제 처리 소요시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nd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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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라트의 주도인 아메다바드는 수출처리 속도에서 인도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수입처리 속도도 2위를 차지하며, 인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바네스와르는 아메다바드에 비해서 물동량이 현저히 적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메다바드가 부바네스와르보다 더 효율적인 수출입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메다바드도 뭄바이와 마찬가지로 법정문제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다. 경
제 중심지인 뭄바이에 비하면 소송 건수 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적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진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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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한 고아는 인도에서 가장 작은 주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작은 면적과는 다르게 유럽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이 될 정도
로 많은 유럽 관광객이 모인다. 매년 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약 8~10%
가 고아를 방문하며, 인도 전체 외환수입의 약 10%가 고아로 유입되고 있
다. 또한 고아는 인도에서 교통연계성이 가장 좋은 주 중에 하나이며, 대중
교통이 발달한 주이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조업은 거의 발전하지 못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하였다. 고아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광산업에 속하는 호텔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아의 기
본환경, 생산환경 및 소비환경 등을 살펴보고 고아의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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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환경
가. 사회 ․ 문화 ․ 역사적 배경
고아는 뭄바이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주도는 파나지(Panaji)이며 북쪽으로 마하라쉬트라, 동쪽으로 카르나타카
(Karnataka)와 접하고 있다. 해안선 길이는 약 100km이며, 앞바다에 있는
고아 섬을 포함하고 있다. 고아 동부에는 서고츠 산맥의 사히아드리 구릉지
가 솟아 있고, 서부에는 야자수로 둘러싸인 해안 평야가 나타난다. 기후는
열대성이며 강수량은 다른 주에 비해 많은 편이다.

❚ 그림 4-1. 고아의 지리적 위치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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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의 초기 역사는 전설과 뒤얽혀 있는데, 힌두 서사시 마하바라타
(Mahabharata)에서는 고만타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힌두 경전인 푸라나에
서는 ‘인도의 낙원’을 뜻하는 바푸리 또는 고베라고 부르고 있다. 1947년 인
도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던 당시, 포르투갈(Portugal)이 인도 서부지역
의 고아, 다만(Daman), 디우(Diu), 나가르 하밸리(Nagar Haveli)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인도정부는 포르투갈 점령지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
경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등 긴장상태가 지속되었다. 1961년 12월, 마
침내 인도 군대가 그곳을 차지하며, 고아는 1962년 인도에 합병되어 25번째
주가 되었다.
과거 포르투갈(Portugal)의 영향으로, 고아에서는 인도의 다른 주와는 확
연히 구분되는 문화적 특징을 볼 수 있다. 고아는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 배
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발달하였으며, 관광업의 발달
에 따라 더욱 특색 있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왔다.
고아에서는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보다 스커트나 청바지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아인들은 열대 지방 출신답게 여유롭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고아에서는 일
년 내내 축제와 행사가 펼쳐지는데, 대부분의 축제에서 기독교의 영향이 강
하게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는 동방 박사 축제가 있다. 이 축제는
매년 1월 6일에 펼쳐지며, 지역 소년들이 예수에게 바칠 선물을 든 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재현한다. 또 다른 축제로는 이기뚠 짤네(불 위를 걷기)
라는 고아의 가장 독특한 축제로, 여신 레이라야의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헌
신을 증명하기 위해 불타는 숯 위를 걸으면서 축제를 즐긴다. 또한 고아는
2013년에 개최될 포르투갈(Portugal)권 국가들의 국제스포츠 제전인 루소포
니아 대회를 유치하여 준비 중이다.
콘카니(Konkani)어가 고아의 공식 언어이자 이 지역의 고유 언어이며,
61.21%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인구가 마라띠어(Mara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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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카나다어(Kannada, 3.4%), 우루두어(Urdu, 2.8%), 힌디어(Hindi,
2.1%)를 구사한다. 포르투갈어(Portuguese)는 식민지 시대 때 사용되어졌으
나, 지금은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고아의 인구는 약 134만 4,000
명이며, 인도에서 4번째로 작은 주다. 인구 중 65%가 힌두교를 믿으며,
26%가 기독교, 6%가 무슬림, 0.07%가 시크교, 0.04%가 불교, 0.06%가 자
이나교를 종교로 삼으며, 0.24%는 그 외의 종교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 표 4-1. 주 개황 ❚
인구

1,344,000명 (인도 전체의 약 0.1%)

면적

3,702㎢ (한반도 면적의 88.6%)

성 비율

남성 1000명당 여성 961명

언어

콘카니(Konkani)어, 마라띠(Marathi)어, 힌두 (Hindu)어,
카나다(Kannada)어, 우루두(Urdu)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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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2. 고아의 인구구조(2001년) ❚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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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의 인구밀도는, 앞서 살펴본 마하라쉬트라나 구자라트보다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인도 전체에서는 중간 그룹의 상위 쪽에 속하지만 바로 위인
타밀나두나 하리야나 주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아의 도
시인구 비율은 인도 20개 주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아는 유일하게 도시인구 비율이 50% 수준인 주로 고아의 작은 면적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비는 남성 1,000명당 여성 961명으로, 인
도 20개 주 평균인 932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여성인구의 비율이 다
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정치 현황
고아는 인도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
주의에 입각한다. 내각은 대통령에 의해 천거된 주지사와 간접적으로 선출된
주수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주수상이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주정부
는 주 선거에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당과 소수의 지지를 받는 연합 정당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의회 구성원은 40명이며 인도 국회에서 2개의 의석
(상원: 1, 하원: 1)이 있다. 현재 고아의 주수상은 디감발 카맛(Digambar
Kamat)이며 주요 야당의 총재는 마노하르 파리칼(Manohar Parrikar)이다.
INC(Indian National Congress)당이 2007년 선거에서 승리하여, 고아를 집
권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주요 당으로는 UDP당(United Democratic Party),
TNC당(The Nationalist Congress), MG당(Maharashtrawadi Gomanta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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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고아의 주지사 및 주수상 사진 ❚

주지사
Dr. Shivinder Singh Sidhu

주수상
Digmbar Kamat

자료: 주정부 홈페이지.

고아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안정적인 정치 구조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이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4번의 의회선거 기간 동안 매번 집권당
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정치행보가 계속 되었다. 급기야 2005년 3월에는 대
통령 명령이 선포되어 의회의 해체와 입법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
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2007년 주 의회 선거에서 INC 당이 이끄는 연합당
이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BJP당을 물리치고 집권당이 되면서, 비교적 안
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표 4-3. 고아의 정치개황 ❚
구분

내용

주지사

Dr. Shivinder Singh Sidhu

주수상

Digmbar Kamat

집권당

INC

주요야당

BJP, UGDP(United Goans Democratic Party), NCP(the Nationalist Congress Party)

의회형태

단원제

구성원 수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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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 동향 및 전망
고아는 인도에서 가장 작은 주이지만,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이 여타
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아의 실질 주내총생산 성장률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7.5%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2006~2008
년)간에는 10.7%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11차 인도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세운 9%의 목표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특히, 고아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도 주내총생산 성장률 7.2%를 기록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향후 고아의 주내총생산은 최근 5년간의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2015년에
약 2,489억 루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4-3. 고아의 실질 주내총생산 및 산업생산지수 추이 및 전망 ❚
(단위: 천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of Goa 2009~10.

고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은 [그림 4-4]에서와 같이 1991년 8월부
터 2007년 12월까지 약 104억 루피(약 2.6억 달러)로 서부 최하위 수준이
었으며, 인도 전체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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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승인 수에서도 아래의 [표 4-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93건에 불과했
으며, 건별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금액도 35백만 루피(약 87만 달러)로 인도
전체 건별 평균 금액인 11백만 루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고아에서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인도 전체 대비 비중은 불과
0.3%를 차지한다. 하지만 고아의 작은 면적과 관광산업이 특화된 주라는 점
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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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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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4-4. 서부권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991. 8~2007. 12) ❚
(단위: 백만 루피, %)

주

승인 수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건별 평균 금액

인도 전체
대비 비중

마하라쉬트라

5,388

581,529

108

19.3

구자라트

1,304

130,334

100

4.33

고아

293

10,388

35

0.3

서부 전체

6,985

722,251

103

24.0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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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프라 현황
❚ 표 4-5. 고아의 인프라 현황 ❚
도로

10,419km

항만

1개 주요항구+ 5개의 비주류항구

공항

국제공항 1

전력생산

48 GHW(2009)

고아는 인도에서 교통연계성이 가장 좋은 주 중에 하나이며, 대중교통이
발달한 주이다.

1) 도로 및 철도
고아의 총 도로 길이는 10,419km이며, 그 중 약 71% 정도가 포장도로다.
도로의 밀도는 2.61km/sq.km이고, 이는 인도평균인 1.15km/sq.k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주도인 파나지로부터 Margao까지 24.5km이며 도로로
약 40분이 소요된다.

❚ 그림 4-5. 고아의 주요 도로 및 철도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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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에는 두 개의 철도선로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리는 콘칸철도(Konkan Railways)이고, 다른 하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는 남서철도(South Western Railway)이다. 고아의 철도 노선들은 고아
의 주요도시를 지나며 마르가오 철도역(Margao Railway Station)과 바스코다-가마역(Vasco-da-Gama Station)이 주요 철도역이며, 주도인 파나지에는
철도가 지나지 않는다. 콘칸철도는 인도의 주요도시인 뭄바이, 고아, 망갈로
르를 연결하여 고아의 관광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항만 및 공항
2010년 현재 고아에는 유일한 주요항구인 모르나가오 항구(Mormugao
Port)와 5개의 소규모 항구가 있다. 모르나가오 항구의 화물 교역량은 2008
년 기준으로 41백 7십만 톤이며, 이는 인도의 12개의 주요 항구가 다루는
총 화물 양의 8%가 되는 양이다. 모르나가오 항구는 특히 철광석 수출이 많
은 항구로, 2009년에 4,057만 톤의 철광석이 모르나가오 항구를 통해 중국,
일본, 한국, 유럽, 걸프국가들로 수출되었다.

❚ 표 4-6. 고아의 항만 화물처리 현황 ❚
(단위: 백만 톤)

연도
1999
2000

Mormagao port
18.23
19.63

Minor ports
2.02
2.78

Total
20.25
22.41

2001
2002
2003

22.93
23.65
27.87

2.90
5.36
8.44

25.83
29.01
36.31

2004
2005
2006

30.66
31.69
34.24

8.46
11.86
14.31

39.12
43.55
48.55

2007
2008
2009

35.13
41.68
48.85

-

-

자료: Indian Por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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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Mormagao port 철광석 수출 현황 ❚
(단위: 백만 톤)

연도
2000
2001

철광석
15.66
17.97

총계
19.63
22.93

철광석 비율
80%
78%

2002
2003
2004

18.67
22.94
24.72

23.65
27.87
30.66

79%
82%
81%

2005
2006
2007

25.31
26.74
27.33

31.69
34.24
35.13

80%
78%
78%

2008
2009

33.81
40.57

41.68
48.85

81%
83%

자료: Indian Ports Association.

❚ 그림 4-6. 고아의 항만 및 공항 ❚

자료: 맥스틴인도자문.

고아에는 유일한 공항인 다볼림 국제공항(Dabolim International Airport)
이 있다. 다볼림 국제공항은 연계성이 뛰어나 인도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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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수 있으며, 유럽으로부터 오는 항공편도 많다. 다볼림 국제공항은 인
도 공항중 8번째로 항공편이 많은 공항이며, 관광 항공편이 그 주를 이룬다.
또한 주정부는 모파(Mopa)에 새로운 민간공항건설을 추진 중이다.

❚ 표 4-8. 고아의 공항 이용 승객 및 화물 처리 현황 ❚
2003
2004

Passengers(Numbers)
987,573
1,265,410

Freight(Tones)
3,557
4,856

Mail(Tones)
149
158

2005
2006
2007

1,672,666
2,211,802
2,578,248

5,168
4,898
4,969

206
202
226

2008

2,221,058

3,977

262

자료: Ministry of Civil Aviation.

3) 전력
고아는 자체 전력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기 생산능력의 대부분을 중앙전
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고아에는 2008년 기준 1개의 화력 발전소가 있
으며, 연간 전력생산량은 2008년 기준으로 325GWH이나, 고아의 전체 전력
소비량은 2,693GWH로 소비량이 생산량의 8배를 넘는다.

❚ 표 4-9. 고아의 전력생산 및 소비 현황 ❚
(단위: GWH)

Generation

Consumption

2006
355

2007
327

2008
325

2009
321

화력
Total
Domestic

355
2,089
503

327
2,260
540

325
2,693
556

321
-

Commercial
Industries
Irrigation/Agriculture

157
1,280
16

181
1,380
16

187
1,530
16

-

134

143

404

-

Total

Others

주: Others는 Water works, Public, Lighting and Miscellaneous임.
자료: Ministry of Power, Economic Survey of Goa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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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인도에서 가장 작은 주인 고아는 과거에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광업
이 발전하였으나, 서서히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관광업이 현재 주의
주요 수입원이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은 비교적 성장하지 못하여, 인
도 전체 산업생산량의 아주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고아는 산업 비중에서 3차 산업이 주내총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
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3차 산업은 주내총생산의 53.2%의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해
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각각 고아 주 전체 주내총생산의
10.6%와 36.2%를 차지하였다.

❚ 그림 4-7. 고아의 산업비중 변화 추이 ❚

자료: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2009~10.

고아의 1차 산업이 주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4.5%에서
2008년 16.61%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2006~2008)간 -0.9%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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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보이며 후퇴하였다. 특히, 전체 주내총생산 대비 농업 생산량의 비
중이 2006년 5.5%에서 2008년 4.2%로 감소하였으며, 농업종사자 비중이
1991년 27.5%에서 2001년 16.6%로 감소하여 농경활동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업화 및 관광산업으로 인한 농경지 축소와 그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 그리고 젊은 층들의 사무직 선호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임업이 고아 주 전체 주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부터 2008
년까지 0.1%~0.16%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미미한 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2006~2008)간 성장률이 24%로 매
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52%로 나타나며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그림 4-8. 고아의 1차 산업 실질 주내총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십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2009~10.

고아 주정부는 산림보존법을 통해 산림보존 이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산
림개발과 벌목을 엄격히 금하였으나, 최근 산림생산의 다양화를 통해 소규모
의 대나무 숲과 약용식물 개발, 죽은 나무 등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임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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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아의 2차 산업은 지난 4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독립 당시
고아의 2차 산업 주내총생산은 고아 주 전체 주내총생산에서 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36%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2004~2008)간 연평균성장률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로 2차 산업의 생산액은 2004년 387억 루피에서 2008년 440억 루피(약
9.6억 달러)로 133억 루피로 증가하였다. 2차 산업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는
2008년 고아 주 전체 주내총생산의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
평균성장률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9. 고아의 2차 산업 실질 주내총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십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2009~10.

고아의 세부 제조업 중 전체 제조업의 순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화학 및 화학제품으로 2005년 순부가가치가 약 27억 루피
로 나타났다. 이는 고아 주 전체 제조업 순부가가치 중 44%를 차지하는 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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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학 및 화학제품 분야가 고아 주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서부권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구자라트와 마하라쉬트라에 밀
려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아의 사무용 회계장비 분야가 서부
전체에서 69%를 차지하나 순부가가치의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4-10. 고아의 제조업 세부 부문별 순부가가치 및 비중(2005년) ❚
(단위: 십만 루피)

인도 전체 대비 비중 기준
상위 10개 산업

서부
전체

고아

사무용 회계장비

12,568

18,247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4,20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8,114

비중
(%)

인도
전체

비중
(%)

69

248,047

5

2,684,458

5

4,859,868

3

229,330

8

711,320

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6,717

84,206

8

283,431

2

전기기기

21,354

318,124

7

1,247,4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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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10. 고아의 3차 산업 실질 주내총생산 변화 추이 ❚
(단위: 십만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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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통신, 금융, 교통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3차 서비스 산업은 고아의
실질 주내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서비스업은 2008년에
7.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2006~2008)간은 14.48%의 성장
률을 보였다.
관광업은 고아의 주요 경제활동 중 하나이며, 고용창출과 외화유입 등을
통하여 주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비록 국가산업분류에
관광업이 독립된 분야가 아니어서 관광업이 고아의 소득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많은 연구들이 관광업이 여러 분야에 걸
쳐서 고아의 주내총생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표 4-11. 고아의 관광객 유입 추이 ❚
(단위: 명)
Year
1999

Number of Tourists
Domestic

Foreign

Total

Annual Growth(%)

960,114

284,298

1,244,412

1.3

2000

976,804

291,709

1,268,513

1.9

2001

1,120,242

260,071

1,380,313

8.8

2002

1,325,296

271,645

1,596,941

15.7

2003

1,725,140

314,357

2,039,497

27.7

2004

2,085,729

363,230

2,448,959

20.1

2005

1,965,343

336,803

2,302,146

-6

2006

2,098,654

380,414

2,479,068

7.7

2007

2,208,986

388,457

2,597,443

4.8

2008

2,020,416

351,123

2,371,539

-8.7

2009(P)

2,127,063

376,640

2,503,703

5.6

자료: Goa Government, Economic Survey 2009~10.

고아 주정부는 관광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함께 다양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
가 1999년 124만 명에서 2009년 약 2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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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테러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 수가 각각 7.3%, 5.3% 성장하면서, 평균 5.6%의 연
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 표 4-12. 인도 전체와 고아의 외환 수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1999

인도 전체
3,036

고아
344

비율(%)
11.3

2000
2001
2002

3,497
3,137
3,312

378
336
367

10.8
10.7
11.1

2003
2004
2005

5,037
6,666
7,853

539
672
645

10.7
10.1
8.2

2006
2007
2008

9,123
11,666
10,543

742
876
730

8.1
7.5
6.9

2009
(2009년 12월까지)

8,663

912

10.5

자료: Goa Government, Economic Survey 2009~10.

매년 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약 8~10%가 고아를 방문하며, 인도 전체
외환수입의 약 10%가 고아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아의 외환수
입은 2000년 378백만 달러에서 2008년 730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광업이 고아의 주 소득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아의 외환수입액
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8년 다소 부진하였으나 2009년에 이미 회
복세에 들어섰다.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고아의 고아산업단지개발공사(Goa-IDC: Goa Indust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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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는 산업 발전을 위해 약 20개의 Industrial Estates를 건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SEZ에 대해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는
여타 주와 달리, 최근 더 이상의 추가적인 SEZ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주정부가 주 내의 산업개발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깨끗하고 건강
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아에는 현재 16개의
SEZ가 계획 중에 있으나, 주 내의 정당과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반대에 의하
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그림 4-11. 고아의 Industrial Estates ❚

자료: Go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다. 노동력 고용 현황
고아는 1차 산업에 고용된 농촌인구가 26,373명, 도시인구가 15,192명으
로 나타났으며, 2차 산업에서도 고용된 농촌인구가 28,310명, 도시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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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4명으로 농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농촌
의 고용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차 산업은 소매거래 부분과
행정 등의 분야에서 농촌인구에 비해 도시인구의 고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고아가 관광에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인구의 많은 수가
서비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13. 고아의 고용 현황 ❚
(단위: 명)
Agriculture
Mining & Quarrying
1차 산업 소계

농촌
4,955
2,799
7,754

도시
993
558
1,551

계
5,948
3,357
9,305

Manufacturing
Electricity, Gas, Water
Construction

26,373
541
1,396

15,192
1,009
3,003

41,565
1,550
4,399

2차 산업 소계
Sale, Maint & Repair M/V and M/C
Wholesale Trade

28,310
2,281
1,537

19,204
3,622
4,616

47,514
5,903
6,153

Retail Trade
Restaurants & Hotels
Transports & Storage

8,079
8,531
7,020

16,886
10,624
6,189

24,965
19,155
13,209

Posts and Telecommunication
Financial Intermediation
Real Estate Banking and Service

857
1,297
2,586

1,400
4,081
7,051

2,257
5,378
9,637

Pub. Admin, Defence, Social SEC
Education
Health & Social Work

2,425
6,981
1,160

13,972
5,563
2,814

16,397
12,544
3,974

3,128
45,882
118,010

5,440
82,258
123,768

8,568
128,140
241,778

Other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
3차 산업 소계
계
자료: Government of Goa, Fifth Economic Census-2005.

고아 주의 산업노동자 수는 1999년부터 2007까지 연평균 7.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장 수는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연평균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장 수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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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로 나타난 반면, 노동자 수는 1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단위 공장 당 노동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4-12. 고아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
(단위: 명, 개)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고아의 주요 산업별 노동자 수준에 따른 일일 최소임금은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 제약분야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인 산업에서 미숙련(Unskilled) 노동자의 일일 최소임금은 작게
는 150루피에서 많게는 157루피(약 3.4달러)로 나타났으며, 반숙련(Semiskilled) 노동자는 최소 150루피에서 최대 161루피로 나타났다. 또한 숙련
(Skilled) 노동자는 최소 155루피에서 최대 187루피, 고숙련(Highly Skilled)
노동자의 경우는 작게는 157루피에서 많게는 215루피로 나타났다.
고아는 발달한 관광업에 의하여 숙박 산업에서만 지역(Zone18))이 구분되

18) Zone A는 Panaji 도시의 경계 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Zone B는 Bicholirn 등의 경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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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총 최소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 1루피 수준의 미묘한 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숙박 산업의 경우에는 지역구분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는 150에
서 152루피, 반숙련 노동자는 160에서 162루피, 숙련 노동자는 170에서
172루피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4-14. 고아의 주요 산업별, 노동자 수준별 일일 최소 임금범위 ❚
(단위: 루피)

구분

일반

섬유

제약

숙박

노동자 구분
Unskilled
Semi-skilled
Skilled
Highly-skilled
Unskilled
Semi-skilled
Skilled
Highly-skilled
Unskilled
Semi-skilled
Skilled
Highly-skilled

Zone

-

-

-

총 최소 임금
150~157
150~161
155~187
157~215
150
156
162
172
150
164
184
204

Unskilled
Semi-skilled
Skilled

A

152
162
172

Unskilled
Semi-skilled
Skilled

B

151
161
171

Unskilled
Semi-skilled
Skilled

C

150
160
170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고아의 교육 시설은 2007년 기준으로 고등학교부터 2년제 대학까지의 개
수가 457개였으며, 일반대학은 2006년 기준 23개, Engineering, Technical,

함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Zone C는 Zone A와 B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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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등을 포함하는 전문대학은 20개로 나타났다. 대학교의 경우에
는 2007년 기준 25개로 나타났다. 고아의 교육시설은 다른 주에 비하여 많
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고아의 좁은 면적과 낮은 인구수를 고려하였을 때는
상당한 수의 교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15. 고아의 교육시설 현황(2007년) ❚
(단위: 개)
Degree and above level

구분

고등학교~
2년제 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마하라쉬트라

20,337

1,018

972

1,405

구자라트

8,328

535

552

625

고아

457

23

20

25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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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토지 구매 또는 임대는 법인설립 절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표 4-16]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사업 승인 및 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크게
9가지로 구분되며 사업 승인에 필요한 예상 소요시간은 짧게는 7일에서 길게
는 두 달로 다른 주에 비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아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산업단지의 경우 ㎡당
일반적으로 846루피에서 2,256루피로 예상되며, 사무실 임대료는 한 달에 ft2
2

당 28.2루피에서 94루피가 예상된다. 주거 임대의 경우는 한 달에 2,000ft

당 약 9,400루피에서 23,500루피의 비용소요가 예상되며, 전기 요금은 kWh
당 중소기업 31.96~36.19루피, 대기업 40.89루피로 다른 주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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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고아의 사업승인 절차 ❚
승인 및 허가

관련관청

법인설립

ROC

소요일수

산업등록(IEM)

HPCC - 대․중기업
DITC - 소기업

부지매매

Goa-IDC

8~15

부지사용허가

Goa-IDC

8~15

환경허가

Pollution Control Board
(State, Central Government)

60

수질 오염 방지법 준수 인증 및
동의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

7~14

건축 및 건축도면 허가

Town and Country Planning Authority

30

전기 허가

Electricity Department

최고 60

Sles tax, Excise tax No.

Sales tax department and central and
state excise department

자료: Government of India.

❚ 표 4-17. 고아의 일반적인 사업비용 ❚
(단위: 루피)

구분

단위

비용
846~2,256

산업단지

㎡

사무실 임대

ft , 1개월

28.2~94

주거임대

2,000ft2, 1개월

9,400~23,500

전기

kWh

중소기업 : 31.96~36.19, 대기업 : 40.89

2

자료: Government of India.

3. 시장환경
고아의 1인당 명목소득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도 평균 1인당 소득인 약
37,000루피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앞서 살펴본 마하라쉬트라나 구
자라트를 포함한 인도 전체 주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번
째로 나타난 하리야나 주와도 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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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의 1인당 소득이 높은 이유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에 특화된 주이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4-13. 고아의 1인당 소득(2008년 명목 주내순생산) ❚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한편 고아의 1인당 실질소득은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이 4.9%로 구
자라트의 6.4%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로 나타났으나
1.8%를 기록한 마하라쉬트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아의 실질소득은 2005년과 2007년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성장하였으며, 2007년에서 2008년으로의 변동치는 다른 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아 주 실질소득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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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 서부권역 주별 1인당 소득 변화(1999년 기준, 실질 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자료: Government of Gujarat, Gujarat socio-economic review 2009~10; Government of
Maharashtra, Economic Survey of Maharashtra 2009~10;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2009~10.

❚ 표 4-18. 고아의 1인당 소득 변화 추이(주내순생산) ❚
(단위: 루피)
Constant(1999년 기준)

Current

2004

45,394

66,135

2005

52,201

78,612

2006

56,021

87,501

2007

62,239

97,366

2008

65,264

107,942

자료: Government of Goa, Economic Survey 2009~10.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최근 몇 년간 고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산업부분의 발전은 여전
히 미약한 편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고아 주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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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Industrial Policy of Goa, 2003”를
발효시켰다. 이 정책의 목표는 산업발전의 가속화, 경제성장과 균형 있는 지
역발전의 촉진, 환경보호와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고용창출에 있다. 정책의 세
부사항 및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4-19. 고아의 주요 인센티브 ❚
구분

인센티브 내용
y

공통

y
y
y
y
y
y

고용보조금

y
y
y

자본출자

자본지분
(자영업/
지역산업)

y
y
y
y
y
y

이자보조금
특허관련
인센티브
지역내 소비
인센티브
의료혜택

주요산업으로 선정된 제약, 생명공학, 식품가공, IT 및 ITeS,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관광업(친환경관광, 유적관광, 모험관광, 의료관광)등의 발전 활성화
고아를 수출입 허브로의 발전과 기술 집적의 수출지향산업 촉진
농업기반산업, 수공예산업, 소규모의 가내공업 발전 촉진
적합한 법안의 고안을 통한 파산위기에 처한 산업의 갱생 촉진
최첨단기술 신장을 위한 R&D 활성화
중요 사안 결정시 산업협회의 참여 권장과 지원
월 급여가 만 루피 이하인 소규모 산업 및 지정된 중견, 대기업의 직원들에
게 고용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산업의 분류와 위치에 따라 급여의 10~40%
신규 산업 종사 직원들에게는 5년, 기존의 소규모 산업 및 기타 지정산업 종
사 직원에게는 2~4년간 혜택
발기인의 동등한 자본지분 분배(equal paid up share capital of the
promoters)를 위해 각 산업 당 최고 10억 루피를 출자
출자기간은 매년 6%의 반환 조건 하에, 5~10년
소규모산업, R&D 산업, 기술지향산업과 여성기업가가 운영하는 산업에 특혜
대우
IT관련 전문학위 소유자에게 최고 20만 루피 지분투자
학위 비소유자에게는 10만 루피 지분투자(총 자본의 50%를 넘을 수 없다. )
40세 이하의 기업인이 받을 수 있으며, 과부, 장애인, 불가촉천민, 지정카스트
에 한하여 5년 연장
10년 이내에 정부에 갚아야 함

y

소규모 기업에 한하여 매출액의 1.5%, 이자지출(최고 5십만 루피)의 30% 보
조금 지원

y

Indian Standards Institute(ISI) 및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의 인증서 또는 기타 국제 인증서, 특허권, 등을 받은
기업에게 최고 2 십만 루피의 보조금 지원(1회에 한함)

y

최소 30% 이상의 지역 내 생산 원자재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전기세 및 수도
세 지원

y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연소득 1.5십만 루피 이하 모든 고용인에게 의
료 서비스 지원(계약직, 임시직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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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 계속 ❚
구분

인센티브 내용
y
y
y
y

EMD to be payable by SSl’s will be fixed at a maximum of Rs. 500
입찰관련서류 200루피 이하
현금 유동성을 위해 지불 우선순위
(연 매출 5천만 루피 이하 기업 또는 Directorate of Industries, Trade &
Commerce에 등록된 기업에 한함)

여성기업가

y
y

고용지원금 5% 추가 지원
매출액의 2%, 이자지출(최고 5십만 루피)의 35% 이자보조금 지원

수출지향산업

y

5십만 루피 이하 대출 시 10년간 이자 무료

소규모 기업

자료: Goa Industrial Policy 2003.

나. 개방환경
고아의 경우 경제규모 대비 교역량 비중은 9개 주 중 가장 높았으며, 수치
도 393으로 나타나 두 번째인 오리사 주보다 6배나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교역량 규모는 9개 주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고아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고아의 개방 정도가 다른 8개 주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4-15. 고아의 주내순생산 대비 교역량 비중(2008년) ❚
(단위: 천 톤)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India Por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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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 비중은 인도 전체에서 5번
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금액 규모가 최하위를 기록했
던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이 절대적인 크기에서는 다른 주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이나, 고아의 경
제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졌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고아의 개방 정도가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4-16. 고아의 주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금액 비중(2007년) ❚
(단위: 백만 루피)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2007~2008; Reserve Bank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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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
다. 인도 전체에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주가 바로 마
하라쉬트라 주이며, 구자라트 주도 주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속의 중국으로 불리고 있다. 고아 주는
작지만 가장 국제화되어 있고 인도에서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 중의 하나이
다. 이러한 서부지역에 대해 각 주별로 조사항목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환경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서부권역
의 주들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구자라트 주가 보수적인 힌두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구자라트는 이러한 보수적 힌두문화의 영향으
로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구자라트 주가 중앙정부와 다른 정치적 노선을 가지
고 있다. 특히 주수상인 모디는 극우 힌두로 독단적인 정치적 횡보를 나타내
고 있다.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INC)과 정
치적 노선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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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부권역은 인도 전체의 경제를 이끄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전체 주내순생산의 13.3%를 차지하며
경제규모에서 다른 주와 큰 차이로 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역시 1위로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외
국기업의 투자 선호도가 높다.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도 기업의 50%가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자라트와 고아는 최근 연평균경제성장률이 두 자
릿수를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프라의 관점에서도 서부지역은 인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문제인 전력 인프라에 대해 이 지역에서
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하라쉬트라 주는 전력 생산량이 매우 높아 잉여
전력을 인근 주에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라트와 마하라쉬트라 주
가 인도 전체 전력생산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또한 뭄바이 항은 인도 최대의 항구로
인도의 대외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권역은 이와 같은
이유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진출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생산환경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업 구조 부분에서 마하라쉬
트라와 구자라트의 1차 산업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마하라쉬트라는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1
위로 평가되었다. 구자라트는 2차 산업의 비중이 마하라쉬트라 주의 뒤를 이
어 2위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은 이러한 2차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자동차,
화학, 금속, 관광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또한 서부권역은 인도의 다른 주들이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마하라쉬트라는 이미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구자라트는 새로운 산업단
지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 우리 기업 전용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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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부권역의 노동력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인당 최소 임금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시장환경 측면에서 보면 고아 주의 1인당 소득이 인도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유한 주로 평가받고 있다. 마하라쉬트라의 소
비지출은 인도 평균보다 높으며 구자라트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고아 주는 주의 주내총생산 대비 교역량이 3배
나 되어 주의 규모에 비해 대외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마하라쉬트라 주는 경제규모에 비해 교역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위
와 같은 이유로 서부권역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출환경이 인도의 다른 지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출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뭄바이 지역이 법적문제의 처리속도가 인도
전체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평가되어 위험요소로 나타났다. 인도는 사소한
문제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출기업들은 뭄바이 지역에
서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구자라
트의 경제중심지인 아메다바드는 수출입 처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대외거
래 시 위험 요소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구자라트 지역은 경제성장
의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종교적 갈등 문제와 노사분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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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서부 권역 총괄표 ❚
구분

주
마하라쉬트라

구자라트

고아

기본환경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주도
면적(㎢)

술이 금지되어
인도에서 두 번째로
있으며 힌두 보수적
큰주
성향
뭄바이

간디나가르

파나지

196,024

3,702

9,688

5,067

135

9.3

4.8

0.1

주요 종교

힌두교

힌두교

힌두교

주요 언어

마라띠어

구자라트어

콘카니어

INC당과 NCP당이
연합

강력한 주수상의
리더십

주지사

Shri K.
Sankaranarayana

Dr. Kamla Beniwa

Dr. Shivinder
Singh Sidhu

주수상

Shri. Ashok
Chavan

Narendra 모디

Digmbar Kamat

인구(만 명)
인도 내 %

정치구조

308,713

가장 작은 주,
가장 국제화되어
있는 주

집권당

INC-NCP

BJP

INC

주요 야당

BJP-Shiv Sena

INC

BJP

인도 경제발전의
견인지역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

관광산업의 발달

경제 동향 및 전망
경제성장률(%)

8.7

10.5

10.7

주내총생산

692,749

337,217

19,747

66.0

32.1

1.9

서부권역 내 %
인도 내 %

14.0

6.8

0.4

58,153

13,033

1,039

서부권역 내 %

80.5

18.0

1.4

인도 내 %

19.3

4.3

0.3

외국인직접투자

인프라 현황
도로(km)

인도 최고 수준의 전력 및 가스 인프라
인프라 시설을 구비
매우 우수
237,668

74,111

10,419

철도(km)

5,983

5,309

-

공항

국제공항: 1
국내공항: 5

국제공항: 1
국내공항: 12

국제공항: 1

항만

주요항구: 2
비주류항구: 53개

주요항구: 1
비주류항구: 12

주요항구: 1
비주류항구: 5

전력 생산능력

21,604

14,32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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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
주
구자라트

구분

마하라쉬트라
생산환경
산업화율이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가장 높은 주
자동차 부품,
주요 제조업
섬유, 식음료
제조업 규모(천만 루피)
79,328
인도 내 %
16.3
노동력 고용 현황
노동자 수(2007년 기준, 명)
953,097
1인당 일일 최소 임금(루피)
93~275
시장환경

관광업 발달
석유화학,
금속
64,768
13.3

화합물 및
화학제품
3,653
0.7

797,443
152~234

37,617
150~215

소득 동향
2008년 1인당 소득(루피)
서부 평균 소득(루피)
인도 평균 소득(루피)

고아

54,867

49,251
53,467
37,490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주
107,942

소비 형태
도시 총 1인당
월평균지출액(루피)
농촌 총 1인당
월평균지출액(루피)
인도 평균 1인당
월평균지출액(루피)

1,709

1,471

-

868

875

-

도시 : 1472 / 농촌 : 772

정책 및 개방환경
노무 정책 및 규제 현황
노사분규 수(2007년 기준)
1
진출위험 및 과제
사회․문화적

매우 안정

경제적

법적 처리속도
느림

32

종교적 갈등
유의
법적
처리속도
느림

주내총생산: Factor Cost, 1999년 기준, 천만 루피
경제성장률: 2004~2008 - 주내총생산(Factor Cost, 1999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 1991.8~2007.12, 승인 금액 기준, 천만 루피
제조업 규모 : 2008 - 주내총생산(Factor Cost, 1999년 기준, 천만 루피)
1인당 일일 최소임금 : 2010.6월 기준,루피
소득 수준 : 2008 - 명목 주내순생산(Factor Cost, 루피 per capita)
도로 및 철도 : 2009. 3. 기준
공항 및 항만 : 2010. 3. 기준
정치구조 :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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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중앙정부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분의 간접세와
관세,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부과하는 가장 중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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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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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의 전체 재정수입을 세목별로 분류하면 법
인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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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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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납부 방법
은 인도 시중은행을 통해 납부한다. 분기별 미납부 시 연말정산 이전에 납부
해야 하며, 연말정산 이전까지 미납부시 벌금이 부가된다(연 1회 신고해야 한
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세금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
부가가치세와 판매세는 특허 또는 상표권과 같은 무형재를 포함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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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따라 부과되며, 재화의 양도가 주의 경계를 넘는 거래일 경우 판매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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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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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들이 최종 제품의 제조 시 사용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제조세를 환
급하는 제도(부가가치세 제도-모디fied VAT, MODVAT)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말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8~16%대로 적용되던 제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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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을 8%로 단일화하였으며, 대규모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2010-11년 회계연도에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물품세는 매년 정부
예산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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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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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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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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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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세를 포함하여 10.3%를 납부해야 한다. 매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인도 시중은행을 통
해 납부하며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세금납부와 관련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
하고 있다.

바. 배당세
배당금 수령 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SEZ 개발자 이
익의 경우에는 배당세 과세 면제대상이나, 대신 배당금 수취자로부터 배당세를
원천징수한다. 인도에서 과실송금을 위해 한국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
한 경우, 배당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차액만을 한국으로 송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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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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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지세 및 등록세
인지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별 인지세는 [부록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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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신고 후 전체 계약금
의 33%를, 2차로 know-how 서류들이 도착한 시점에서 전체 계약금의
33%를, 3차로 1차 송금 인도중앙은행 허가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생산이 시
작되었을 때 전체 계약금의 33%를 송금한다.
로얄티 송금을 위해서는 한국본사와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로열
티 송금 시 10.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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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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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한 한․인도간 조약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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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Progressive
Alliance(UPA)

정당

의석수

INC

206

DMK

18

NCP

9

TC

19

JMM

2

NC

3

기타
UPA 소계

National Democratic
Alliance(NDA)

BJP

116

JD(U)

20

SS

11

SAD

4

AGP

1

RLD

5

NDA 소계

제3연정

157

공산 정당

22

BSP

21

JD(S)

3

AIADMK

9

TDP

6

TRS

2

BJD

14

기타
제3연정 소계
RJD

제4연정 소계

3
80

SP

제4연정

5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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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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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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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Basic

Investment

Environments,

Manufacturing & Market Environments, and Political & Economical Op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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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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ern Part which includes Gujarat,
Maharashtra, and Goa. States on the Western Part are major driving force of
Indian Economy. Especially Gujarat and Maharashtra are major industrialized
states in India and take half of Indian manufacturing industry.
In terms of economy scales, Maharashtra is the largest economy in India
with 13.3% of Indian GDP. The FDI inflows into Maharashtra is about USD
14 billion from 1999 to 2007 and it is almost 20% of whole FDI inflows in
India. Gujarat is newly industrializing state and very activ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terms of manufacturing environments, Maharashtra and Gujarat are
developing the largest number of industrial parks in India. Most of industrial
parks in this region are equipped with the best level infrastructures in India
and have good accessibility to other regions. As those industrial parks play
important role in state export and economy, other states also started to
develop industrial parks.
In terms of market environments, income and consumption level of
people in western India are higher than other region. Per capita income of
Goa is the highest level in India, and it is almost 3 times higher than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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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However, there are also some risk factors in Maharashtra and Gujarat.
For Maharashtra, lack of industrial sites near Mumbai and slow treatment of
legal claim could be a problem. And For Gujarat, companies should keep in
mind religious conflicts and labor disputes in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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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시범운영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추진방향
인도 동부지역의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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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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