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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황과 인도시장을 분석하여 한국 중
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방안 및 정책 수립에 필요
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인도경제정책, 무역현황, 판매채널
현황을 조사하여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 환경을 분석하였으
며,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경제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통하여 인도의 고도성장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모디 정부의
정책은 세일즈 외교와 보호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세일즈 외교는 경제 분
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였고, 보호정책은 인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산업 인프라 확충, 제
조업 육성, 지식산업 개발 등 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기부터 ‘스타트업 인디아’를 천명하며 규제의 간소화, 자금지원 및 인
센티브, 산학 연계 및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개발 및
교육, 금융지원, 제도적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인도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sociation)를
통하여 한국과의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양국간의 진출과 투
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정책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
근에는 한국전용 공단을 조성하여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인도시
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한･인도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한
MOU 체결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향후 양국간의
교역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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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감사제도 명문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명문화, M&A(Mergers & Acquisitions) 간소화 등 인도 기
업법 전반에 걸쳐 진행된 법률 제정 및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인도의 산업 구조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종교적 특성에 대한 준비를 하
여야 한다. 인도 현지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성공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델리(Deli)와 뭄바이
(Mumbai)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와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성과
인도 본연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콜카타(Kolkata)와 국내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접근성이 용이한 첸나이(Chennai)
를 중심으로 2주간에 걸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구매자들은 S사, L사
와 같은 한국 대기업 제품의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그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라
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인도 구매자들의 결정요인을 브랜드, 가격, 내구성, 원산지, 성능/기능 6
가지로 분류하여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성능/기능, 브랜드, 내구
성, 가격, 디자인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원
산지에 대한 고려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인도 소비
자의 유통 채널 이용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 소매점 이용이 가장 높은 수
치였고, 대형 할인마트, 편의점, 인터넷 쇼핑 순으로 조사되어 인도는 전통적
구매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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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 및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인도 진출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대한 인도 전체 시장을
조사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진입전략을 세워야 하
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
략을 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
둘째, 현지 유통파트너 확보가 필요하다. 인도 소비자의 81%는 여전히 재
래식 유통망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중간 판매상 경로를 거쳐야 제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유통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를 위한 맞춤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의 지역적 특성, 인구
의 특성, 종교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제품일지라도 인도 맞춤형 제품을 생
산하고, 인도의 가족 문화를 활용한 현지화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다. 또
한 인도시장 진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인도정부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
전에 정부 관계자와 친밀관계를 형성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는 여러 한계점과 문제
점이 공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한국과 인도
간 실제적인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자료와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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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한국시장은 이미 많은 경쟁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이 성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과거에는 중국으로 많은 기업들
이 진출을 하였지만, 임금과 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 매력도가 점차 떨어지
고 있다. 반면 인도는 중국과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고, 2014년도 기준 1인당
GDP가 $1,625로 $7,5721)인 중국보다 임금의 수준이 낮다고 유추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중산층들의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 충분
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7위 수출대상국으로
2000년 이후 큰 폭의 수출증가 추세를 보였다.2) 특히 2010년 한･인도 CEP
A3) 발효의 혜택으로 향후 기본관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교역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인도는 풍부한 자원, 세계 2위 인구수, 값싼 생산비용을 가져 성장잠재력
이 매우 크며, 2015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3%를 기록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도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여러 장애물에 봉착해 있다.
그 이유는 복잡한 법규체계, 다양한 문화적 격차, 낮은 국민소득, 낙후된 인프
라 시설 등으로 인도는 소규모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시장
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의 對인도 수출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수출
및 수출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각종 세금관련 문제와 시장에
관한 상세정보 및 현지 컨설팅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분석되기도 하였다. 따
라서 현재 인도에 수출하거나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이 신뢰 가능한 현지정보
1) IMF DB, http://www.imf.org/external/data.htm(검색일: 2016. 11. 3).
2) 관세청(2016), 국가별 수출입통계(2016년 1~9월 기준으로 작성), https://unipass.customs.go.kr:
38030/ets(검색일: 2016. 10. 14).
3)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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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출 가이드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더해 인도 수출전략을 수립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진출 성공모형을 도출한다면, 기업들의 인도 진출 성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입안자 그리
고 기업경영진 등을 위해 작성되었다. 인도경제현황과 한국과의 무역현황을 점
검하여 인도의 전반적인 경제시장을 분석하고, 인도 자국 내의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환경을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은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약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실증분석을 선택하였다. 실증분석 결
과를 토대로 이미 자금력과 시장 정보, 그리고 판로가 구축된 對인도 수출에 어
려움이 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인도시장 진입환경과 현지 유통채널을 면밀히 분석하
여,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모형을 발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인도의 경제상황과 무역현황 등 인도경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도 소비자 성향과 유통시장의 실태 조사를 통한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인도 진출 성공모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들
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인도경제시장 분석에서는 인도 최근 경제현황과 현 인도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및 경과를 살펴보고, 이에 추가적으로 무역정책, 산업 환경 분석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인도 진출 시 실질적으로 당면하는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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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 스타트업, 중소기업 환경 분석에서는 한국･인도 간 무역현황을
분석하여, 인도에서의 한국제품 위치 및 양국 무역 상호의존도를 도출한 후 스
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이 對인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 인도 진출 관련 실증분석 및 사례 연구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분
석된 내용과 문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연구 수행 자료수집 방법, 주요 항목들의 측
정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인도 소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에 진출
한 기업들에 대한 성공･실패 사례 분석과 인도 현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인도 진출 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 설계된 연구모형에 따라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5장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인도 조사대상자 특성, 유통시장 분석,
사례 분석 등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앞서 얻어진 데이터와 결과를 바탕으
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성공모형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정부정책 방향까지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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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 경제시장 분석

1. 인도의 경제현황
2. 인도의 무역정책
3. 한･인도 무역 교류 현황
4. 인도의 진입환경 분석

1. 인도의 경제현황
가. 인도경제 개요
1) 경제 개요
인도는 약 12억 9,500만 명4)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실질구매력 평가기준
에서 볼 때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고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수준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초고액자산가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
년 8.6%의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였다.
2014년도에도 인도의 성장률은 약 7.5%를 기록하며 중국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IMF와 World Bank는 인도가 2015년에 중국
을 제치고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2016년에는 이
러한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인도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current price)는 2015년도 기
준으로 2조 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구매
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GDP는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인도
가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시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 World Bank(2014), “India, overtaking China in 2015, to become the world’s fastest growing
major economy and widening the gap further in 2016”(IMF, World Bank 2015. 4; World Bank
DB(2014),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end=2015&locations=IN&s
tart=2010(검색일: 201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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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도경제 개요
경제 지표

단위

2011~12

2012~13

2013~14

2014~15

경제성장률

%

6.7

5.1

6.9

7.4

1인당 GDP

US$

1,449.7

1,455.1

1,625

1,747

명목 GDP

US$

1조 8,432억

1조 8,358억

1조 8,358억

2조 711억

소비자물가 상승률

%

9.4

10.2

9.9

5.9

실업률

%

3.5

3.6

3.6

-

환율(1 US$/INR)

INR*

54.78

61.90

63.66

66.35

이자율

%

9.5

8.75

9.0

7.75

수출실적

US$

3,060억

3,004억

3,144억

3,103억

수입실적

US$

4,893억

4,907억

4,502억

4,480억

무역수지

US$

-1,833억

-1,903억

-1,358억

-1,377억

주: *INR : Indian Rupee.
자료: IMF DB(2016), http://data.imf.org/?sk=388DFA60-1D26-4ADE-B505-A05A558D9A42(검색일: 2016.
4. 27); World Bank DB(2016), http://data.worldbank.org/country/india(검색일: 2016. 4. 27); SAARC
DB(2016), https://dbie.rbi.org.in/DBIE/dbie.rbi?site=saarcDatabase(검색일: 2016. 4. 27); OECD DB(2016),
https://data.oecd.org(검색일: 2016. 4. 27).

표 2-2. 2015년 국가별 GDP 순위(current price)
(단위: US$)

순위

국가

금액

1

미국

17조 9,470억

2

중국

10조 9,830억

3

일본

4조 1,230억

4

독일

2조 3,580억

5

영국

2조 8,490억

6

프랑스

2조 4,220억

7

인도

8

이탈리아

1조 8,160억

2조 90억

9

브라질

1조7,730억

10

캐나다

1조 5,520억

자료: IMF(2016).

2) 인도의 통화
기업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인도의 통화인 루피(Rupee / INR)의 환율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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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은 자금력이 크지 않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
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인도 루피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달러당 44에서 48루피 사이를 유지
하였다. 하지만 2010년 45.73루피에서 현재 2016년까지 꾸준하게 평가 절하
되며 2016년 2/4분기 기준 1달러당 평균 66.89루피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의
루피화가 꾸준하게 평가 절하가 된다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과 중
소기업 입장에서는 진출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달러당 인도 루피 변화 추이(2000~2016. 2/4분기)

자료: World Bank DB(2016),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PA.NUS.FCRF?end=2015&locations=IN&start=
2000(검색일: 2016. 10. 1).

3) 인도의 회계연도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하지만
인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회계 자료들을 기준으로 삼는다.
보통 인도 법인은 3월 31일에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4월부터 약 3개월간의 정
정 기간이 주어지며 7월에 전년도 회계자료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하
지만 많은 국가들이 서력에 맞추어 1월부터 12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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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다른 나라와의 통계자료를 비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과거 1984
년에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1월로 회계연도를 바꾸자는 시도가 있었지만, 변경
하는 과정의 복잡함과 인도 기업인들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가 회계연도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도정
부가 세계 기준을 도입할 시 인도에 진출하였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기업
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보고를 작성할 때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4) 중산층의 증가
2013년 말 The Times of India(2013)5)는 인도의 중산층 인구가 약 1억 6
천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고, 2015년까지 약 2억 7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
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경제 급성장을 이루면서 2025년경에는
인도 사회가 중산층 위주의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ew World
Wealth(2014)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
고 있는 최상류층은 약 14,800명으로 세계 순위에서 8등을 기록하였고,6) 상
류층으로 구분되는 백만장자의 가구 수는 2012년 1,370만 세대에서 2013년
1,630만 세대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백만장자 가구 수 중 1.1%를 차지하며 세
계 15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인도의 최상류층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중산
층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이 나라의 실질적인 소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중산층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의 중산층은 조사결과에 따라
2,000만 명에서 2억 6,000만 명까지 다양하게 집계되었다.7) ADB8)에서 정의
5) Pavan K Varma(2013. 11. 23), “India’s middle class awakes,” The Times of India, http://tim
esofindia.indiatimes.com/edit-page/Indias-middle-class-awakes/articleshow/26221440.
cms(검색일: 2016. 10. 1).
6) New World Wealth(2014).
7) 김성재(2016), ｢[글로벌 Insight] 인도 중산층의 변화에 대비하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http://news.
heraldcorp.com/view.php?ud=20160404000389(검색일: 2016. 10. 1).
8) ADB: 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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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중산층은 하루 10~20달러 사이의 수입이 있는 계층으로서 인도 전
체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그 숫자는 약 4,200만 명 정도로 상당
히 많은 인구이다. 또한 인도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고
용이 증가되고 구매능력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9)

5) 인도의 소매시장
[그림2-2]는 인도의 현대식, 전통식 소매의 규모를 나타낸다. 2015년 말 기
준으로 인도의 소매시장 규모는 약 6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10)
이는 2000년 2,040억 달러에서 연평균 7.45%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소매시
장에서 현대식 유통인 슈퍼마켓, 쇼핑몰 상점의 비중은 10% 내외뿐 나머지
81%는 노점, 행상, 소형 상점으로 근대적 유통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소매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식료품은 인도의 냉동보관시설이 충분치 않아 빠
른 시일 내 소비자와 만나는 전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증가와 인도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시설과 유통 개선에 따른 현
대식 유통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약 2배 증가하여 인
도의 소매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11)

9) Salve(2015), “Indian middle class is 24 million, not 264 million: Credit Suisses,” IndiaSpend,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indian-middle-class-is-24-m
illion-not-264-million-credit-suisse-115102900181_1.html(검색일: 2016. 10. 1).
10) 이미화(2015), ｢9억 스마트폰 인구, 인도의 모바일 커머스 주목하라!｣, 『이코노믹리뷰』, http://www.
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005 검색일(2016. 10. 1).
11) KOTRA(2015), 「인도 소비재시장, 디지털로 승부하라」 , http://125.131.31.47/Solars7DMME/0
04/16%EC%9D%B8%EB%8F%84%EC%86%8C%EB%B9%84%EC%9E%AC%EC%8B%9C%EC%
9E%A5%EB%94%94%EC%A7%80%ED%84%B8%EB%A1%9C%EC%8A%B9%EB%B6%80%ED%
95%98%EB%9D%BC.pdf(검색일: 201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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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현대식, 전통식 소매의 규모

자료: BCG(2015).

기존 인도는 외국기업의 유통시장 진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경제 개발에 적극적인 현 정부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인도시장 분위기를 본다
면, 외국기업의 유통시장 진입장벽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는 온
라인 소매시장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인도의 온라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많은 전문 기관들도 이러한 성장을 예측
하고 있으며, 한 예로 자산 컨설팅 기관인 Knight Frank(2015)에서는 인도의
온라인 상점의 규모가 2019년에는 현대식 소매시장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예
상하였다. 아직까지는 인도 전역에 인터넷 망이 구축되지 않았고, 개인 PC 보
유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상점이 현대식 상점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하
지만, 최근 모바일 커머스의 발전 속도를 본다면 온라인 시장은 인도의 주된 소
매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3대 이동 통신사인 에어텔(Bharti
Airtel), 보다폰(Vodafone), 아이디어 셀룰러(Idea Cellular)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각각 약 2억 2천만 명, 1억 8천만 명, 1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
하였고, 인터넷 망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도시와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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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12)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통한 모바일 커머스에 뛰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 판매 중 약
50~60%의 판매가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업체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업체들에 밀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군을 다르게 하거나, 온라인에서는 이월상품만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전
략을 수립하여 쇼루밍(showrooming)13)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만 해오던 업체는 옴니채널14)을 구축하여 온라인까
지도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온라인 업체들이 상점을 개시하여 혼합소매
방식(hybrid retailing)을 시작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소매시장 변화 속도는 단계별로 진행되기보다는 몇몇 단계를 건
너뛰는 형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한 전략을 구축하여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15)16)

12) 강선구(2015), ｢모바일 커머스가 인도시장지형을 바꾼다｣,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uploadFiles/ko/pdf/eco/LGBI1346-28_20150324130508.pdf(검색일: 2016. 5. 17).
13) Showrooming(쇼루밍) :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쇼핑몰의 전시장으로 변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판매 등 다른 유통 경로를 이용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
com/entry.nhn?docId=1049144&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6. 6. 25).
14) Omni-Channel(옴니채널) :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
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쇼핑 환경을 말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
terms.naver.com/entry.nhn?docId=2180516&cid=42107&categoryId=42107
(검색일: 2016. 6. 25).
15) IBEF(2016), “Retail Industry in India, introduction,” http://www.ibef.org/industry/retailindia.aspx (검색일: 2016. 9. 27).
16) 강선구(2015), ｢모바일 커머스가 인도시장지형을 바꾼다｣,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uploadFiles/ko/pdf/eco/LGBI1346-28_20150324130508.pdf(검색일: 201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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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의 경제성장
인도는 독립 이후 국가 경제개발을 위한 중공업 정책과 풍부한 인구를 바탕
으로 한 자급주의형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지닌 경제 체제를 운용해 왔다. 하지
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 이하의 성장과 빈곤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1990년대부터 외국자본의 투자를 자유화하여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와 같은 외국인투자자금을 재원으로 국내 산업 및 인프라에 투자하였다. 선진
국들의 저금리 기조와 인도의 잠재력으로 인해 해외자본의 對인도 투자가 증가
하였고, 인도 자본의 유동성은 풍부해졌다.
인도는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해외 투자의 비중은 높지만 인도 국내 경제에
서 대외 수출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중국 및 기타 신흥 경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도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높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과, 높은 외국인투자 확대로 인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나. 모디 정부와 모디노믹스
2014년 총리 선거 당시 인도 인민당은 ‘굿 거버넌스’와 ‘개발’을 외치며 인
도인들에게 정부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인도인들은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14년 5월 모디가 인도의 제15대 총리로 당선
되었다.
모디 총리는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수의 노력을 하였다. 우선 안정
적인 전력 공급, 2개의 공항을 확장보수, 6개의 신공항을 건설, 항만에 대한 투
자,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건설 등, 인도 전반에 걸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중하였다. 또한 인도 저소득층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
였다. 그 예로 유소년 사업으로 직업 훈련과 학교 시설의 현대화 등 다방면에
걸쳐 변화를 시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하였다.17)
17) Shri Narendra Modi : Prime Minister of India “Categories, two year, then-now,” https://tw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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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모디 총리는 취임 첫해에 인도의 고성장을 위한 제조업 활성화 캠페
인 ‘Make in India’를 발표하였다. ‘Make in India’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도 산업에서 15%인 제조업 비율을 25%로 올리고, 경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중국을 대체할 세계 제조업 허브로
인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모디는 이를 위해 대규모 생산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 간소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노동시장 경
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자신의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종전에 사
회주의식 경제 시대를 이끈 경제기획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
춘 경제정책 입안을 위해 국가개조기구(NITI Aayog)를 설립하였다.
모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세계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
를 함으로써 첸나이와 구자라트 지역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현지생산을 시작
하고 있다. 추후에는 서비스, 소매유통, 통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디 정부의 대외정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인도경제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있어서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를 위하
여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주요국들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긴장 관계를 유지하던 중국, 파키스탄 등과 우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투자를
저해하는 국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8)
실질적으로 모디 정권의 경제 부흥정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장률은 2014년의 6.6%에서 모디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
7.2%와 7.5%로 상승하며 2015년 중국의 6.9%를 추월하였다. 인도의 성장은

ears.mygov.in/then-now(검색일: 2016. 10. 1).
18) 이원우(2016), ｢모디 정부 출범 후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ww
w.tradenavi.or.kr/CmsWeb/resource/attach/report/[441](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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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가에서도 인정되었다. IMF의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2015년 3월 인도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세계경기에 구름이 끼어 있는 가운데
인도가 밝은 곳(bright spot)이다”라고 언급하며 인도의 7%대 성장을 간접적
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인도중앙은행의 라잔(Raghuram Rajan) 총재는 2016
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7.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
고, 인도정부도 약 7.2%의 경제성장률 확정치를 발표하였다.19)

그림 2-3. 모디 정권 이후 실질경제 성장

자료: World Bank DB(2016),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5&locations=
IN&start=2012(검색일: 2016. 10. 1),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FP.CPI.TOTL.ZG?end=2015&loc
ations=IN&start=2012(검색일: 2016. 10. 1).

모디 정부는 정부의 지출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도시 소비의 증가 또한 인도경제성
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
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최근 인도정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
에 인도의 경제성장을 도시 중심의 소비가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도정
19) 전지성(2016), ｢개혁보다 경제성장? 인도경제의 갈 길은｣,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
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074(검색일: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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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에서도 중장기 재정 감축을 목표하고 있는데 모디 정부는
집권 이전 해에 GDP 대비 4.6%였던 재정적자를 지난해에는 3.9%까지 줄였으
며 2017년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5%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
이다.20) 이에 따라 정부지출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민간주도, 특히 인도의 경제성장은 도시에서의 소비 확대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이 2015년 말 발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연금, 공무원 임금 인상, 낮은 물가상승률, 금리
인하는 인도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특히 할부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도시지역
의 가전, 자동차 등을 포함한 소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21) 참고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2015년 초 8%였던 기준 금리는 6.75%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0.25포인트 더
낮추어 6.5%를 유지하고 있다.22)
모디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은 제조업 육성 및 산업의 고도화, 지식산업개발,
인적자원개발, 도시개발, 인프라 개발, 신 기업정책, 무역정책으로서 7개로 요
약할 수 있다.

1) Make in India
모디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의 제조업 분야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기술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조업 성장률을 연 12~14%까
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제조업의 투자 지역을 개발하여 인도
가 제조업의 글로벌 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IT, 항공,
20) 강선구(2016a), ｢인도경제 고성장 앞세우고 개혁은 감속｣,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economy/domestic/article.asp?grouping=01010200&seq=706(검색일: 2016. 6. 27).
21) 강선구(2016b), ｢고성장과 경제지형 변화의 진원지 인도의 유망도시 지역｣, LG경제연구소, http://
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702(검색일: 2016.
4. 27).
22) RBI, Policy Rates, https://rbi.org.in/(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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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시스템 설계, 생명공항, 전자 등 25개의 집중
육성 산업을 지정 및 개발하여 고도의 산업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핵심 산업별로 글로벌 허브화 전략을 통해서 제조업과 집중육성 산업의 시너지
를 통하여 일자리 1억 개를 창출하여 경제성장까지도 함께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림 2-4]는 인도의 각 분야별 성장률을 보여준다. 제조업은 모디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2014년 약 5%에서 2015년 약 10%로 성장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은 2014년에 제조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오히려 성장률이 감소하였다.

그림 2-4. 각 분야별 성장률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DB(검색일: 2016. 8. 14).

2) Digital India
디지털 인디아는 미래의 인도 지식산업을 위한 관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인
도정부는 이를 위하여 약 1조 130억 루피를 투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
한 계획은 모디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e-거버넌스 계획과 함께 맞물려 정보기술,
IT, 인적자원 등 여러 정부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23)
23) Digital India, “What is Digital India?” http://www.cmai.asia/digitalindia(검색일: 201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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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는 지식산업화를 위한 노력으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여 지식사회
로 전환하기 위해 인도 전역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도 국민들의 스마
트폰 보급률을 높여 100%를 달성시키는 동시에 무선망 또한 전국적 보급을 완
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9년까지 25만 개의 브로드 밴드 구축
마을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한 보건·교육·금융서비스 등을 온라인화하여 인도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시
켜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도 함께 공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자체적으로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달성하고 이를 활용한 전자정부 및
전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식산업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100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또한 함께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또한 인도정부와 2014년 ‘한·인도 SW 라운드 테이블’
을 개최하여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의 경험과 한국기업들의 ICT(Informa
-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공유하고 인도는 소프트웨어
의 강점을 앞세워 서로 협력하여 융합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인도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
리고 인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인도가 원하는 전자정부 실현을 한국정부의
경험을 통하여 도움받을 수 있어, 추후 한국･인도 간의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
로 판단된다.

3) Skill India(인적자원개발)
인도는 기술개발 및 기업가 정신 부서(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를 창설하여 인도인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Make in India’와 함께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5개 분야 100종의 산업을 위하여 4
억 명의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각 분야에 맞는 기술 습득과 관련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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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34만 명의 기술훈련자금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
다. 또한 단순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적인 인력
이 되기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까지 함께 하여 인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단지 교육
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훈련 평가 및 보상의 표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절
한 보상 제도까지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24)
청년 부문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과 이를 기업과 연계하여 우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함께 제공함으
로써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학협력
을 통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
정이다.

4) Smart City
[그림 2-5]에 의하면 인도의 도시화율은 약 31.2%로 조사되었고, 2014년에
는 약 32.4%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인도의 도시화 수준은 매우 낮고 발전 속도
가 더딘 것으로 파악되었다. OECD 선진국들의 도시화율 평균이 80% 정도이
고 세계 평균이 53%인 정도를 감안한다면 인도의 도시화율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모디 정부는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공급하여 도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인도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에 거주하고 있
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청결하
고 유지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일회적인 모델이 아닌 반복 가능
한 모델을 확보하여 장차 인도의 다른 도시들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우선 선정 100개 도시에 수도, 전력, 인터넷, 교통
24)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About us: Background,” http://www.
skilldevelopment.gov.in/aboutus.html(검색일: 201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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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Pan-City 모델에 의한 1,500개
중소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500개 도시에 6
천만 개의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법인
설립과 이를 활용한 민간 투자와 금융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의 투자와 해외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5)26)

그림 2-5. 국가별 도시화율

자료: World Bank DB(2015),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URB.TOTL.IN.ZS?name_desc=false(검색일:
2016. 10. 1).

25) 강선구(2016b), ｢고성장과 경제지형 변화의 진원지, 인도의 유망도시 지역｣,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702(검
색일: 2016. 4. 27).
26) Smart Cities Mission, “What is Smart City?”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http://smartc
ities.gov.in/#(검색일: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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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도의 도시화 진행 속도

자료: World Bank DB (2015),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URB.TOTL.IN.ZS?name_desc=false(검색일:
2016. 10. 1).

5) Industrial Corridors(산업 회랑)
‘Make in India’, ‘Skill India’, ‘Digital India’ 등 기본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의 개발이다. 경제성장에는 일정수준 이
상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도는 산업발전과 제조업 육성에 필
요한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역을 연결하여 산업지대를
형성해 나가는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s)을 인도 전역에 확산하여 진행
하고 있다.
델리와 뭄바이의 DMIC(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Project),
방갈로르와 뭄바이를 이어주는 BMEC(Bangalore-Mumbai Economic
Corridor), 메콩 주변 국가들 및 동남아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ECEC(East Coast Economic Corridor)와 인도 내부적으로 동쪽의 비사카
파트남부터 첸나이까지 연결하는 VCIC(Vizag-Chennai Industrial Corridor)
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도 서북부에 있는 도시인 암리차르와 동쪽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AKIC(Amritsar-Kolkata Industrial Corrido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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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도는 넓은 영토를 동서로 이어주는 횡단 개발과 인도 북부에 있는
델리와 남쪽에 있는 뭄바이, 방갈로르를 잇는 종단 개발을 통해 동서남북 전 인
도에 대한 산업개발과 지역별 연결성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
로 균형 있는 개발을 이루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17개의 신규 투자 및 제조업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제조업의 강국으로 가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핵에너지(경수로)와 신재생에너지
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발전, 도전 및 누수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
축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DMIC를 구축 중이다. 또한 델리-뭄바이 간 서부 산업
철도(West Dedicated Freight Corridor) 건설까지도 함께 협력하기로 하여
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1,483km 구간에 철도 건설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함으
로써 제조와 무역 중심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들 또한 이러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우리기업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어, 한･인도 간의
협력은 앞으로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7)28)

27) 서우성(2015), ｢인도의 경부고속도로, 5대 산업회랑｣,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
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32210(검색일: 2016. 4.
15).
28) Minister of State(2015),“Press Information Bureau, Industrial Corridors,” Ministry of Com
merce & Industry, http://pib.nic.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24032(검색일: 201
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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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동서남북 전 인도 지역의 연결성

자료: 서우성(2015), ｢인도의 경부고속도로, 5대 산업회랑｣,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
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32210(검색일: 2016. 4. 15).

6) Startup India
인도정부는 신 기업 육성정책을 위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인도를 창업의
허브로 구축하여 기존 제조업과 더불어 ‘Make in India’의 실현을 위한 지원
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억 루피의 투자지원금을 할당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제거하여 외국기업들의 진출과 투자를 동시에 공략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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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에 인터넷과 무선망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스타트업을 위한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단일 창구 승인과 자기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은행이나 인증기관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교통이
복잡한 인도에서는 상당한 매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도정부는 창
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간 스타트업 기업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양도
소득세에 관한 면세, 수익세를 면제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정책적
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혁신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50만 개
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도인들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후에 대한
지원으로는 신생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설립하여 창업기업이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29)

7) 수출 활성화 정책
인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인도는 지
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인도의 수출은 20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3,100억 달러였다.30) 하지만 모디 정부는 무역적자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정
책인 수입억제 및 보호무역을 통해 수출 9천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인도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생산비중이 높은 수출제품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써 수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용
한 수출에 인센티브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자본재의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관련 관세 제도를 실용화하여 수입
제품 중 자국 경쟁 상품에 대해서는 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한
다는 계획이다. 각 주 정부는 수출 진흥 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각 주에서 책임
을 갖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의 수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

29) #startupindia, “Action Pla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startupindia.go
v.in/actionplan.php(검색일: 2016. 6. 19).
30)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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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인도 수출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1년에 2회 수출정책을 검토하여 수출과 관련된 정책
들 중 강점은 더욱 키우고 약점은 수정 보완하여 경쟁력을 더욱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31)

8) 모디 정부의 평가
지금까지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경제성장을 위한 7가지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정책들은 각각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인들에 대한 교육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부분들이 서로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계획들이 장기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일관되게 모든 정
책들이 시행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인프라 구축에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전략적인 선
택과 집중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모디 정부가 내세운 수많은 개혁 과제와 국가적 목표 가운데 실제로 이
뤄진 것은 많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첩적이고 불필요한 노동 규
제를 없애겠다는 노동법 개정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을 쉽게 하
겠다는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모디 총리가 정권 초기 역점 과제로 추진했다. 그
러나 노동자와 농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사실
상 좌절됐다.
모디 총리는 최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많은 과제가 놓
여있긴 하다”면서도 “그동안 최대의 개혁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노
동법, 토지수용법과 더불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GST(Goods and
Services Tax) 법안이 2016년 8월 인도 상원을 통과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모
디노믹스의 가장 큰 성과이다.
31) 최윤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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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민들도 모디 총리 2년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일간지인 『타임스오브인디아』가 발표한 모디 정부 2년 평가 설문조사에서는 응
답자 17%가 ‘매우 좋음’, 45%가 ‘다소 좋음’으로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를 이루었다. ‘매우 나쁨’과 ‘다소 나쁨’은 합쳐서 17%밖에 되지 않았다.32)33)

2. 인도의 무역정책
가. 무역정책
인도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출액 하락 및 목표금액 미달성으로
인하여 2013년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자본재 수출 진흥정책
(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의 연장과 경제특구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2013년 3월까지 시행되었던 자본재 수입에 대한 무관세 정책34)
에서 기존 자본재 수입에 따른 의무 수출기간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고, 한
정된 산업 부문에서 모든 산업 부문으로 확대 및 적용을 시행하였다. 실례로 제
조 부문의 활성화 및 수출 진흥을 위하여 의류 및 섬유산업에도 무관세 정책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인도는 경제특구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면적 요구 조건을 축소 및 폐지
함으로써 수출 증대 및 진흥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다목적 경제특구(multi-products SEZ)와 특정목적의 경제특구
32) TNN(2016. 5. 26). “2 yrs on, 62% give Modi govt a thumbs up,” The Times of India, http://
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2-yrs-on-62-give-Modi-govt-a-thumbs-up/articles
how/52442434.cms?(검색일: 2016. 6. 15).
33) Mandhana and Roy(2016), “India’s Narendra Modi Defends Efforts to Shake Up Economy,
Two years into his term, prime minister says measured steps are propelling fast-growing
country,” The Wall Street Journal, http://www.wsj.com/articles/indias-narendra-modi-d
efends-efforts-to-shake-up-economy-1464197048(검색일: 2016. 6. 15).
34) 수출관련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 6년 이내에 관련 관세의 6배 수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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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specific, SEZ)의 요구 면적을 축소하고, IT와 ITES(Information
Technology Enabled Services) 관련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최소면적 요구조
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부진한 수출로 인한 경상 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반면 이자율 및 보조금 지원과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 면제와 같은 재정적인 보조를 통한 직접적인 수출지원은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35)
또한 인도는 2015년 4월에 2015~20년 대외통상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였
다. 발표된 정책은 인도의 수출을 2014 회계연도 수출인 4,500억 달러에서
2019 회계연도까지 9천억 달러까지 늘리고, 세계 수출에서 2%를 차지하고 있
던 시장점유율을 2020년까지 약 3.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재화와 서비스 수출 시 적용되었던 세금 인센티브 제도
를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하고 인도 내의
산업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크게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
된 수출 제도, 수출 촉진을 위한 자본재와 관련된 제도로 구분하여 각 범주에
맞는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정부는 의료, 회계, 엔터테인먼트, 물
류 등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36)
1) 재화수출 제도(MEIS: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인도는 재화수출과 관련하여 기존에 산업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5가지
(Focus Product Scheme, Market Linked Focus Product, Focus Market
Scheme, Agri-Infrastructure Incentive Scrip, VKGUY) 제도들이 운영되
었는데 이 정책들을 재화수출제도(MEIS)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MEIS는 우선적으로 A(전통시장: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B(신흥시장: 동
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C(기타시장)로 국가를 분류하였다. 또한
35) 이순철(2013), ｢인도 무역정책 발표와 배경｣, 부산외국어대학교, http://www.emerics.org/mobile
/newsBriefing.do?action=detail&systemcode=02&brdctsno=111849(검색일: 2016. 10. 1).
36) Government India(201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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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출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관세인데, 인도정부는 관세혜택을 인
코텀즈37) 2010의 FOB38)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위의 분류된 국가에 수출 시
국가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MEIS는 궁극적으로 인도정부가 수출 증대를 기대하며 기술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또한 MEIS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제조와 유통 산업에 기술집약적 요소를 접목하여 기술기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MEIS는 각 단계별로 구분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관세
면제신용자격(Duty Credit Scrips)39)을 부여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와 더불어
인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진흥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있다.
특히 기술집약 산업의 대표적인 IT 기술기반의 수출기업, 특별 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에 있는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 제공, 수출 기여도가
높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품목에도 추가적인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40)
2) 서비스 수출제도(SEIS: Service Exports from India Scheme)
SEIS는 인도정부에서 서비스 수출 육성을 위하여 ‘인도인 서비스 제공자’에
서 ‘인도에 소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하여 관세 인센티브를 적용하
는 방식이다. 인도정부는 SEIS를 통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고용기

37) 인코텀즈(inco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
탕이 되는 무역조건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031&cid=
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6. 5. 13).
38) FOB(Free On Board): 무역상거래조건의 하나로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NEW 경제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3493&cid=42111&categoryId=42111
(검색일: 2016. 5. 13).
39) Duty Credit Scrips : 지정된 수입 관제를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 Indian

Economy, http://www.indianeconomy.net/splclassroom/16/what-is-duty-credit-scrip(검색일:
2016. 5. 13).
40) Bhadran(2015), “What is MEIS? How can it help increase the exports? What are its pros
and cons? Why did Modi's Government get a change such as MEIS?” Quora,
www.quora.com/What-is-MEIS-How-can-it-help-increase-the-exports-What-are-itspros-and-cons-Why-did-Modis-Government-get-a-change-such-as-MEIS(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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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외환보유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
도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SEIS 제도
시행에 대한 결과는 인도정부에서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품
질, 가격, 브랜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도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비교하여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EIS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업자들에게는 세금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면제 신용자격을 부여하여 소비재와 수입 자본재에 붙는
관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SEIS를 통하여 보상가치를 부여받으며 수출에 따른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기본 관세 외에 특별 추가 관세 부담이 없
으며 보상 포인트 활용을 통하여 소비세 부담 없이 다양한 소비재를 취급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41)

3) 수출 유공업체 제도(Status Holders)
수출 유공업체 제도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제
도로서 과거 존재하던 여러 가지 유공업체의 자격들을 단일화하고 이들을 수출
실적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유공업체
제도에 포함된 기업들은 무역에서 절차가 간소화되며, 각종 비용 및 세금에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며 다양한 정책들도 지원받게 된다.
인도정부는 수출 유공업체 제도가 인도의 수출을 주도하는 대외무역의 리더
이자, 기업가 정신을 통한 개척자이며 안내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인도 루피화를 통하여 수출실적이 측정되었지만, 현재는 수출입
코드(IEC)를 갖는 서비스 및 기술을 포함한 모든 제품은 수출실적에 대한 기준

41) Department of Commerce(2015b), Highlights of the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dgft.gov.in/exim/2000/highlight2015.pdf
(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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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받아 인도 회계연도에 달러화로 정산 기준이 변경되었다.42)
4)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는 수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
하여 인도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는 제조업과의 연계
를 강화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수출 증대를 위한 제도로 활용
된다. 수출 목적의 2차 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 자본재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지원
해주며 기업은 일반 관세의 6배에 달하는 금액만큼의 수출액을 6년 내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는다. 또한 수출 의무 조건을 기존 90%에서 75%로 완화하였
다. 이는 EPCG를 통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인프라, 환경 구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란 슬로건에 맞추어 무역분쟁조정위원회(CQCTD:
Committee on Quality Complaints and Trade Disputes)를 인도 내 22
곳에 설치하여 인도와의 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만이나 기업 간의 분
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43)

나. 무역협정 체결 및 경과
1991년부터 인도정부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는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왔고, 국제 사회에서 많은 국
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성장 중인 인도경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주요 협력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 관계
를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역마다 경제통
합을 추진하는 지역이 많아짐에 따라 인도는 이러한 블록화 현상에서 소외당할
42) Department of Commerce(2015a),FOREIGN TRADE POLICY 2015-2020,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dgft.gov.in/exim/2000/ftp2015-20E.pdf(검색일: 2016. 10. 1).
43) Department of Commerce(2015a),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dgft.gov.in/exim/2000/ftp2015-20E.pdf(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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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통합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의 무역협정 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정치적 정책 기조에서 적극적·경제
적 정책 기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을 수정하였다. 2000년 이전 인도의 자유무역 협정은 스리랑카와의 FTA가 유
일하였고,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주변 빈곤국들에 대한 경제 협력
이 인도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각각의 국가들이 무역협정 확대 움직임
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이 ASEAN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ASEAN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장되어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ASEAN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논의하면서 인도
는 국제 시장에서 소외당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싱가포르, 태국과 FTA를 체결
하였고, 2009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8월에는 한국과의 CEPA
를, 2010년에는 ASEAN의 동남아시아 10개국들과 상품과 관련된 분야에 대
하여 경제 협력을 각각 체결하였다. 2011년 일본과는 CEPA를, 말레이시아와
는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인도정부가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WTO의 다자 차원의 협상
을 통해 얻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에 있다. 인도는 WTO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으나, DDA 협상이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지부진하며 실질적
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인도정부는 세계의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체결 및 협약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WTO에서 규정하고 있
는 원칙에 따라서 지역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44)
44) Kotra 국가정보 – 인도(2013), ｢인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http://news.kotra.or.kr/user/
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41&cdKey=101074&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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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도의 경제협정 체결 현황

체결된
경제
협정

-

인도･네팔 Agreement of Cooperation, Trade Treaty, Treaty of Transit
인도･핀란드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SAFTA(Agreement on South Asia Free Trade Area)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SATIS(SAARC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인도･네팔 Treaty of Transit
인도･싱가포르 CECA
인도･아프리카 Trade Agreement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인도･부탄 Trade Agreement
인도･한국 CEPA
인도･메르코수르(MERCOSUR) PTA
인도･말레이시아 CECA
인도･칠레 PTA
인도･ASEAN Agreements
인도･일본 CEPA
인도･스리랑카 FTA
인도･네팔 Trade Treaty

협상
중인
경제
협정

-

인도･아세안 FTA
인도･태국 CECA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FTA
인도･걸프협력회의(GCC) FTA
인도･SACU PTA
인도･싱가포르 CECA 2 차
인도･칠레 PTA 확대
인도･메르코수르 PTA 특혜
인도･EU(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s)
인도･EFTA BTIA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인도･뉴질랜드 CECA
인도･캐나다 CEPA
인도･호주 CECA
인도･인도네시아 CECA
인도･COMESA PTA, FTA 조사
인도･이스라엘 FTA
RCEP

Idx=7560&categoryType=002&categoryIdx=70(검색일: 201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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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검토
중인
경제
협정
및
경제
협력

-

인도･ASEAN FTA
인도･태국 CECA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FTA
인도･걸프협력회의(GCC) FTA
인도･SACU PTA
인도･싱가포르 CECA 2차
인도･칠레 PTA 확대
인도･메르코수르 PTA 특혜
인도･EU(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s)
인도･EFTA BTIA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인도･뉴질랜드 CECA
인도･캐나다 CEPA
인도･호주 CECA
인도･인도네시아 CECA
인도･COMESA PTA, FTA 조사
인도･이스라엘 FTA
RCEP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3. 한･인도 무역 교류 현황
가. 무역 동향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는 불교 교류 등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1973
년 양국과의 수교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 문화, 사회까
지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이어왔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전쟁 당시 인도는 의료
지원부대를 파병하였고, 정전협상에서도 ‘중립국 송환 위원회’의 의장국을 맡
으며 한국을 지원하였다. 현대적인 외교 관계는 1973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는 고위인사 교류를 통하여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였고, 인도도 공식적으로는 비
동맹 중립정책에 의하여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 외교 정책을 폈지만, 실질적으
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인도는 2009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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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반자협정인 CEPA를 서명함으로써 경제적인 협력까지 강화하였다.45)
양국간의 무역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0년 한･인도 CEPA의 시행에
힘입어 2002년 26억 달러였던 교역규모는 2011년 약 205억 달러로 증가하였
고 이는 10년 사이에 7배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인도는
한국의 7위 수출대상국이자 24위의 수입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세계 경
제 침제와 루피화 평가 절하, 모디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 중 수입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교역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과 최근 루피화 가치의
안정화, 그리고 CEPA 발효에 따른 對인도 수출품의 관세 철폐와 앞으로 추가
적으로 감소 혹은 철폐될 관세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의하여 교역량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표 2-4. 한국의 對인도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2011

2012

금액

증감

금액

수출

126

10.7

수입

78

39.1

합계

205

수지

47

2013

증감

금액

119

-5.8

69

-12.3

20.1

188

-

49

2014

증감

금액

114

-4.6

62

-10.7

-8.3

176

-

52

2015

증감

금액

증감

128

12.4

121

-5.9

53

-14.7

42

-19.6

-6.4

181

2.8

163

-9.9

-

75

-

78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DB,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검색일: 2016. 10. 1).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품목들은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철강, 원자로·보일러·기계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철도
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들이다. 소비재보다는 산업용
부품과 기자재가 주요 품목인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도 수출과 비교에서도
원자로･보일러･기계류나 차량과 그 부속품들은 감소하였지만, 인도에 수출하
고 있는 전체 수출제품 중 상위권에 머물면서 주력 수출품들의 변동은 크게 일
어나지 않고 있다.
45)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2015), ｢한･인도 양국 간 협력 관계｣, http://ind.mofa.go.kr/korean/as/
ind/policy/relation/index.jsp(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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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2단위

2010

2015

금액

금액

순위

품목명

1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5

1,776

2,646

49 %

2

철강

72

1,523

1,683

3.9 %

3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1,885

1,472

-21.9 %

4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886

1,185

33.7 %

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

87

1,344

1,125

-16.3 %

7,414

8,111

9.4 %

합계

증감률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DB,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검색일: 2016. 10. 1).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 약 47% 감소하였
다.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유물을 제외한 다른 4개 품목들은 약간의
증가를 보였지만, 광물성 연료가 약 71.2% 감소하면서 총 상위 5개 품목들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였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011년 79억 달러로 가장 많았
지만,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어 2015년 對인도 수입금액은 42억 달러까지 감소
상태이다.
표 2-6. 對인도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
2

품목명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유물
알루미늄과
그 제품

HS code
2 단위

2010

2015

금액

금액

27

3,106

894

-71.2 %

76

198

498

151.5 %

증감률

3

유기화학품

29

308

411

33.4 %

4

철강

72

359

261

-27.3 %

5

면

52

344

223

-35.2 %

4,315

2,287

-47 %

총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DB,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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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의 對한국 무역정책
인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을 CEPA를 통하여 정하고 있다.
CEPA의 목적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입관세 인하 및 무관세 도입, 투자교
류, 서비스 분야의 교류 확대이다. 한국은 인도의 제품들 중 90%에 대하여 관
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인도는 한국의 제품들 중 85%에 대해 관세를 인하
하거나 철폐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인도 CEPA는 발효 첫해와 둘째 해는 증가
하였지만, 2012년에는 무역량이 하락함으로써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
다. 또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CEPA 협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46)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통하여
CEPA의 개선과 우리 기업이 인도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협의하
였다. 협의한 부분은 과세 부담 축소에 관한 내용들로서 한국과 인도 간의 관세
조약 개정과 이중 과세 방지에 관련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세금 관련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양국간의 진출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양국은 한국전용 공단 조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
상의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한·인도 항공 공동운항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인하여 항공편 운행횟수 증대 및 지방 도시로의 이동이 수월해졌다. 이
정책은 한국전용 공단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코트라(Ko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용 공단 조성사업과 매우 관련 있다. 또한 관세율 인하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과 국내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노력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국내 기업 인지도 상승, 인도 내 한류로 인한 한국제품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어 한국제품들에 대한 對인도 수출규모는 더욱 커질
46) 주한 인도 대사관, ｢한·인도 무역 및 경제 관계｣, http://www.indembassy.or.kr/pages.php?id=
23(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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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역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제품들에 대한 향후 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對인도 무역에서 1992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인도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무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對인도 조달품목인 원자재류의 경우 CEPA를 활용하
여 낮은 가격에 조달함으로써 완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해외 투자 진출에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부지 확보를 위하여 인도
라자스탄의 주정부와 협의 하에 델리NCR 지역과 가깝고, 물류와 전력 공급과
같은 인프라 부분에서도 양호하면서 토지 가격이 저렴한 님라나 인근 길롯 지
구(Shimla, Ghiloth)에 한국전용 공단을 약 30만 평의 규모로 설치하였다. 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귀금속, 자동차, IT,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있으며 입주
가격도 저렴하다. 또한 이 지역은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어서 발전시설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교통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이 원활하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는 입주한 기업들이 많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수입억제를 위하여 비관세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 건수는 2007년 8건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
으나, 최근 대한 수입규제는 다소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6년 2월 기준, 과산
화수소수, 페놀, 에탄헥사놀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5년 3월과 4월에는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강판 304 시리즈와 고순도
테레프탈산이 인도로부터 각각 최종 반덤핑 제재 판결을 받았다. 최근 인도는
반덤핑 관세 대신 세이프가드를 활용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 2
월 기준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
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전체 26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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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1건이 규제 중이며 5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화학 17건, 철
강 및 금속 6건, 섬유 2건, 기타 제품 1건이다.47)
표 2-7.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 품목리스트
순번

품목명

제소근거

관련기업

1

NBR 고무

반덤핑

LG화학, 금호석유화학

2

아크릴 섬유

반덤핑

전체

3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반덤핑

한화석유화학, Tricon Energy

4

탄산칼륨

반덤핑

UNID, OCI Corp.

5

나일론사

반덤핑

전체

6

아세톤

반덤핑

전체

7

고무노화 방지제

반덤핑

금호석유화학, 대우 인터내셔널

8

과산화수소

반덤핑

전체

9

인산

반덤핑

전체

10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포스코, POSTEEL,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SK 네트웍스,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11

Poly 페이스트

반덤핑

한화 및 LG화학 이외의 경우
모두 적용

12

폭 600mm 미만 스테인리스
냉연강 400 시리즈

반덤핑

전체

13

무수프탈산

반덤핑

전체

14

디옥틸 프탈레이트

세이프가드

전체

15

알루미늄 휠

반덤핑

전체

16

염화메탄

반덤핑

전체

17

무용접강판

세이프가드

전체

18

질산나트륨

반덤핑

-

19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

효성, 삼성태광

20

포화지방알콜

세이프가드

전체

21

구연산나트륨

세이프가드

전체

47) Kotra 국가정보 – 인도(2016), ｢대한수입규제동향｣,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
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41&cdKey=101074&itemIdx=7581&categoryType=003&c
ategoryIdx=73(검색일: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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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순번

품목명

제소근거

관련기업

22

스테인리스 강판 304 시리즈

반덤핑

-

23

페놀

반덤핑

-

24

에틸 헥사놀

반덤핑

-

25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제품

세이프가드

-

26

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세이프가드

-

주: 2016년 2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3&conti
nent=TCOA&nation=IN&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검색일: 2016. 6. 30).

4. 인도의 진입환경 분석
가. 인도 법률적 환경
인도시장은 1990년대 초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정책을 선회하였으나,
여전히 기업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제 강화로 산업 전반을 억압하였고 이로 인
해 다소 미성숙한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
을 제한하고, 불완전경쟁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도는 이러한 제도와 법률을 개
선하고자,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2013년에 회사법을 새로 개정하였다. 기
업법 개정의 의의를 살펴보며 인도의 법률, 제도적 분석과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 동향을 통해 對인도 한국 진출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인도 기업법
인도 회사법제의 기본법인 인도 기업법은 1956년 제정되어 그간 수차례의
부분적 개정작업을 거쳤다. 인도는 오랜 시간 동안 큰 골격을 유지해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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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과거 700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기업법을 전체 29장, 470개
조문으로 대폭 간소화시키며 전면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정을 이뤄냈으며 보
다 효율적인 경영활동 지원의 변화의지를 보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의
무화, 감사인 교체 의무화, M&A 절차 간소화 등 현지 법인 운영에 핵심이 되는
사안을 개정하여, 이전의 법규와는 다른 대전환을 통해 회사법 규범과의 보조
를 맞추는 선진입법을 추구하고 있다.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화
인도 기업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반드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48)
을 명문화하고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조항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아
직 입법화하지 않은 사항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항은 단순한 기부
나 사회적 책임활동보다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도 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사회적 책임 위원회(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CSR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표 2-8. 사회적 책임 위원회 구성의 충족요건
1. 자기자본 50억 루피(약 880억 원) 이상 기업
2. 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 기업
3. 순이익 5천만 루피 이상 기업
자료: “Companies Act draft rules bring clarity on auditor rotation, CSR spending,” ARCHIVE, http://archive.india
nexpress.com/news/companies-act-draft-rules-bring-clarity-on-auditor-rotation-csr-spending/116
6781(검색일: 2016. 10. 1).

48)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책임 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시사경제용어사전(2010. 11)｣, 대한민국정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425&cid=43665&categoryId=43665(검색일: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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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위원회는 기업에서 수행할 CSR 활동을 추진하며 정책을 수립하
여 이사회에 권고하게 된다.

표 2-9. 인도정부가 인정하는 CSR 활동
1. 기아와 빈곤 근절
2. 교육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
3. 양성평등 및 여성 인권 보장
4. 아동 사망률 감소 및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5. 면역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
6. 환경보호 도모
7. 고용개선을 위한 직업 교육지원활동
8.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
9. 정부가 설립한 CSR 관련 펀드 기부
10. 기타 소외계층, 소수집단, 복지를 위한 기금에 기여
자료: “Companies Act draft rules bring clarity on auditor rotation, CSR spending,” ARCHIVE, http://archive.india
nexpress.com/news/companies-act–-draft-rules-bring-clarity-on-auditor-rotation-csr-spending/116
6781(검색일: 2016. 10. 1).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업이 이익증대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CSR 정책을 수
시로 감시하며 소요될 지출 금액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모든 기업의 이사회는 CSR 위원회가 추진하는 CSR 정책을 승인해야 하며
기업이 관련 활동을 우선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전 회계연도 3개년의 평
균 순이익의 2% 이상을 사회적 책임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49)
개정된 인도 기업법에 의거하여 인도 진출 우리나라 기업 중 의무 적용대상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나 CSR을 중요시 여기는 인도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CSR 활동과 이를 수반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49) “Companies Act draft rules bring clarity on auditor rotation, CSR spending,”ARCHIVE,
http://archive.indianexpress.com/news/companies-act-draft-rules-bring-clarity-onauditor-rotation-csr-spending/1166781(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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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2013 인도기업법 개정안
134 (8) If a company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 company shall
be punishable with fin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fifty thousand rupees but which
may extend to twenty-five lakh50) rupees and every officer of the company who is
in default shall b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three years or with fin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fifty thousand rupees but
which may extend to five lakh rupees, or with both.
- (CSR 정책 관련)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보고서에 해당 연도에 연 간 수행한 정책이 상세히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34절 (8)관
에 의거하여 5∼250만 루피(한화 약 85만∼7,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해당 기업의 임
원은 3년 이하의 징역, 5만~50만 루피(약 84만 ~ 7,800만 원)의 벌금형 중 한 가지 또는 모두에
처할 수 있다.
자료: Ministy of Law and Justice(개정 2013. 8. 29), Companies Act 2013, p. 79.

나) 감사제도
영국회사법의 영향을 받은 인도회사법과는 달리 인도의 감사제도는 영국의
감사입법과는 다르게 제정되었다. 주로 회계제도와 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개정
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법령에 비해 간소화되었지만 세분화 과정에서 관계자의
책임은 강화되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의 경우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병존하게
되는데 감사(Auditor)는 원칙적으로 회계 감사권을 갖게 되며 동시에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하게 된다.51)

(1) 감사교체의 명문화
개정 전 감사법인은 준수규정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되며 상장회사는 감사
의 재임기간을 7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개정법에서 모든 상장회사는 감사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하고 감사 선정 교체주기를 명문화시켜야 한다. 감
사법인(5년 + 5년 최대 10년) 및 감사(5년, 1회)이며 해당 감사의 교체주기는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3년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있어 유
50) lakh: 십만,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Oxfor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1).
51) Ministry of Law and Justice(개정 2013. 8. 29), Companies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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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간 동안의 개정법의 정함에 따른 감사 제도를 집행해야 하며 임기 중 감사
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감사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였다.52) 또한 5년간 감사인의 임기가 보장되
어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감사인을 해임해야 할 경우 감사의 교체 시 시행되
는 허가과정을 통해 해임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은 5년간의 임기를 더욱더
보장시킴과 동시에 감사의 지위와 독립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한국법과 차별화
된 입법으로 꼽힌다.

(2) 감사의 독립성 및 업무제한
인도의 규정은 회사의 규모 또는 중요성 기준에 관계없이 사내 감사인에게
비감사 업무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감사의 업무제한 규정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방식은 과거 회사가 감
사인에게 감사업무 외 비감사 업무를 의뢰하였을 시 야기되었던 독립성 위배의
문제점을 개선시켰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감사
인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비감사 업무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의 제공을 금지하였다.
표 2-11. 감사의 업무수행 금지 목록
1. 회계처리 및 장부작성(Accounting and book keeping services)
2. 내부감사(Internal Audit)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y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4. 보험계리업무(Actuarial services)
5. 투자자문용역(Investment advisory services)
6. 투자은행용역(Investment bank services)
7. 외부에 위탁된 금융용역(Rendering of outsourced financial services)
8. 관리용역(Management services)
자료: Lok Sabha(2011), The Companies Bill 2011, http://www.mca.gov.in/Ministry/pdf/The_Companies_Bill_2
011.pdf(검색일: 2016. 8. 14).

52) 정용상(2013), ｢개정 인도회사법의 검토｣, 동국대학교, p. 246(dbpia 유료, 검색일: 201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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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는 최소 3인의 이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상시감사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53) 이는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법인에 상근감사를 두거나 이에 대체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상법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인도법상의 감사위원회는 더욱 독립
적이고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M&A 절차 간소화
기존의 회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M&A54)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
나 개정된 기업법에서는 법원의 승인절차를 폐지함으로써 합병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이는 기존법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승인을 면제해주었던 것에서 더 나
아가 활발한 M&A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회
사와 외국회사와의 M&A는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이 필요하고 일부 특정분야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55)
해당 회사법은 인도에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진출하려는 기업은 필수적
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2013년에 회사법의 대대적 개정으로 시장의 요
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도의 고질
적 문제였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구조와 회계장부에 대한 제도를 세분화하
고 강화하여 소액주주의 불평등과 배임행위, 탈세행위 등 다양한 문제를 줄이
고자 하였다.56)
개정된 회사법은 당장 對인도 수출기업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정부가 입법선진화를 외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
무화, 투명성 제고와 선진법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53) Ministry of Law and Justice(개정 2013. 8. 29), Companies Act 2013, http://www.mca.gov.
in/Ministry/pdf/CompaniesAct2013.pdf(검색일: 2016. 10. 1).
54) M&A(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 인수 합병
55) 정용상(2013), ｢개정 인도회사법의 검토｣, 동국대학교, p. 252(dbpia 유료, 검색일: 2016. 8. 14).
56) Ministry of Law and Justice(개정 2013. 8. 29), Companies Act 2013(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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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단기적인 상품 수출, 매
매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외기업으로서 지나친 배척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인도의 명목 GDP(Gross Domestic Product)에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에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2008년과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소하였다가 2015 회계연도에
는 전년 동기대비 약 30%가 증가하며 44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57)
이는 [표 2-12]에서 보듯이 2014년 5월 모디 정부의 출범 이후 인도정부의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활성화 유도정책의
결과이다. 이렇듯 FDI의 증가는 외국인직접투자 지분 확대, 최소 투자기준 완
화, 투자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2. 외국인투자 확대정책

외국인투자
확대정책

건설 부문
최소투자
기준 완화
투자승인
규모 확대 및
간소화
외국인
투자관리
기능 강화
법인세 인하
기타

-최소 투자금액 기존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완화
-최소 투자규모(부지) 기존 5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완화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외국인투자 촉진
위원회)의 투자승인 한도 금액 확대 (120억 루피 → 300억 루피)
-FIIA(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gency, 외국인 해외
투자 에이전시) 설립, 섹터별 외국인투자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외국인투자 관련 이슈, 분쟁, 애로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
-단계적으로 현 30%에서 25%로 인하(2019/20년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저한세(MAT)* 면제

주: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최근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배경과 전망, http://www.emerics.org/mobile/
weekly_issue.do?systemcode=02&action=detail&brdctsno=170778(검색일: 2016. 10. 1).

57)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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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는 외국인투자 승인한도를 120억 루피에서 300억 루피(약 5억 달러)
로 상향 조정하고 FIPB58)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일임하여 자동승인 대상이 아
닌 외국인투자의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FIIA59)설립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에 대한 감시와 경계임무의 성격을 강화하였으며, 이 밖에 외국투자에 대해 증
권, 로열티, 기술서비스 사용료, 이자소득에 대한 최저한세(Minimum alter
-nate tax)를 면제하고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부
담을 경감시켰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확대에 관련하여 최근 인도정부는 추가적인 지분보유 한
도 철폐 또는 확대 조치가 있을 것으로 공표하였으며, 최종내각의 승인을 거쳐
2017년 7월 공식발표 예정이다.
표 2-13.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
분야

최근 조치 사항

보험

49% 자동승인

방위

최첨단 무기 생산의 경우 CCS 승인 하에 49% 가능

통신

100%, 최대 49%까지 자동승인, 그 이상은 FIPB 허가 필요

단일 브랜드 소매
석유

최대 49%까지 자동승인
자동승인

상품거래

상한선 49%로 유지, 자동승인

증권거래
전력거래
가스정제
상품 배송

상한선 49%로 유지, 자동승인
자동승인
FIPB 허가 필요
100% 자동승인

자료: Government of India, FOREIGN DIRECT INVESTMENT, http://www.makeinindia.com/policy/foreign-dir
ect-investment(검색일: 2016. 10. 1).

이러한 FDI 규제 완화는 통신, 보험, 방위산업 등 주요 13개 분야에서의 외
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 혹은 허가제 폐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신 분야
의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따라 해외 통신사들이 현지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면
58) FIPB: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59) FIIA: 외국투자 이행기관(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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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 확대는 물론 차세대 기술도입이 더 빠른 시일 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따라 관련 네트워크 기술 및 장비 또한 보험, 증권거래, 신용정보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금융업 관련 분야의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해석된다.60)
최근 인도의 거시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모디 정부의 적극적
인 투자환경 개선정책은 FDI의 큰 증가세로 이어졌다. 2010 회계연도의 미국
및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하여, 인도 주식시장의 침체,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간접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 외국인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로 FDI
유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도 모디 정부 집권 1년 차인 2014~15년에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약 27% 증가한 309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1
년 회계연도 이후 3년 만에 다시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주: 회계연도 기준, 비중은 2000~15, FDI 총액 기준임.
자료: 인도 산업 진흥정책부 DB(검색일: 2016. 10. 1).

FDI 유치에 있어 인도가 올린 성과는 대단히 의미 깊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인도정부는 거대 내수시장 및 지리적 요충지 등 전략적 가치 자원을 많이 보유
60) 조동준(2013. 7. 19), ｢인도, 외국인투자 자유화 확대｣,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22969(검색일: 201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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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인프라와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해 외국 투
자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모디 정
부는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투자 매력도
가 높은 업종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인도 산업 환경
1) 산업구조의 변화
1991년 개방과 경제 개혁이 추진된 시점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인
도경제는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였다. 개방 이
전의 폐쇄적이면서도 공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공공분야의 민영화, 외국인투
자 확대 등 친시장적이면서도 외부 지향적 시장정책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였
다. 무엇보다 변화개혁에 따른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과 투자는 인도 산업구조
의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 내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對인
도 진출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한
국의 對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구조 변화 등, 인도경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61)

2) 물류동향
World Bank(2014)에 따르면 비능률적인 구조와 열악한 교통수단 인프라
문제로 인도 물류 산업은 세계은행이 제시한 155개국 중 57위에 해당되며 이
는 GDP 성장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였다.62) 최근 모디 정부는 인도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인도 물류 인프라 구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61) 이순철, 김완중(2015),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
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8218(검색일: 2016. 5. 17).
62)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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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인프라 부문에 7,000억 루피63)를 배
정하며 상당한 예산액을 확정하였는데, 총 예산 중 도로와 교량에 약 10만 킬로
미터의 도로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64)65)
그림 2-9. 부문별 인프라 투자 현황

자료: Government of India(2013), Planing Commission, http://planningcommission.gov.in/data/datatable/d
ata_2312/DatabookDec2014%2041.pdf(검색일: 2016. 5. 17).

가) 도로 및 철도 물류동향
인도의 도로와 철도는 세계 최장 길이를 가지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낮고 혼
잡도가 매우 높다. 특히 인도의 도로상황은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물류시장에서 내륙운송은 60~6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천후
도로비율은 61%에 불과하며, 전체 도로는 과반도 넘지 못하는 47.3%만이 포장
이 되어 있다.66) 그나마 되어 있는 도로의 포장수준 역시 형편이 없어 평균속도
63) 약 11조 8천억 원(₩1000/59.24루피 기준).
64) 손소현(2015), ｢도로가 깔리면 인도는 달린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http://hkconsensus.han
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34839(검색일: 2016. 5. 15).
65) Freight Transport Association(2012), Global Logistic Report 2012, http://www.fta.co.uk/_gal
leries/downloads/email_news/logistics_report2012.pdf(검색일: 2016. 6. 15).
66) 이순철(2010. 10. 22), ｢인도 물류시장 현황 – 한국무역협회 인도 물류시장 세미나｣,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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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속 50km가 되지 않는다. 철도의 물류환경은 도로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인도는 16개의 권역 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회사들
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1950년대 총 물동량의 89%가 철도를 통하여
이동되었으나, 도로 인프라 구축과 기술의 발전으로 타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철도의 이용률은 크게 감소하였다.67)
강력한 인도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인도기업의 인프라 사업
기피현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과거 인프라 확장 계획은 예상보다 만족스러운
속도로 진행되지 못해왔다. 현재 인도정부는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며 자본충당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
하고 있다. [표 2-14]와 같이 도로, 철도, 항만, 도시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기
업의 인도시장 진출 활성화와 인도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인다.
표 2-14.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건설 계획
구분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건설 계획

도로

-

영방국도개발프로젝트(NHDP): 6,500km(통행량 40%)
동북부지역 도로개발(SARDP-NE): 6,736km(4차선)
시골도로 건설 PMGSY: 4차선 20,000km, 2차선 20,000km
고속도로 건설: 1,000km

철도

-

신규노선 건설(8,132km), 복선화/고속화/전철화(7,148km)
화물전용철도(DFC) 건설(27,000km)
화물운송 익스프레스 사업
고속철 도입(6개 사업)

항만

- 국가해안개발프로그램(NMDP)
- 주요 항 효율성 제고 항만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도시
철도

- 델리, 콜카타, 뭄바이, 방갈로르, 첸나이 매트로 건설
- 코치, 뿌네, 아마다바드-간디나가르, 루디아나 매트로 도입 논의

자료: Government of India, Planning Commission Eleventh Five Plan 2007-12, http://planningcommission.gov.i
n/plans/planrel/fiveyr/11th/11_v2/11th_vol2.pdf(검색일: 2016. 8. 30).

www.kita.net/bin/service/download.jsp?nIndex=176022(검색일: 2016. 10. 1).
67) RITES Draft Final Report(2014), Total Transport System Study on Traffic and Modal Cost,
http://planningcommission.gov.in/reports/genrep/index.php?repts=rites.html(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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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책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의 물류 인프라는 미흡한 점
이 많다. 인도 진출기업은 반드시 인도 물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며, 소요기간
과 소요비용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한다.

나) 항공물류 분야
인도의 항공화물 운송규모는 전 세계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국제
항공 운송은 글로벌 기업 D사, U사, F사, T사 등이 진출하여 현지기업과의 파
트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진출기업들은 주로 인도 현지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후 협력사를 인수 합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도 항공물류 분야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화물처리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 부재
가 인도 항공화물시장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화물 창고의 부족
과 여러 지역 배달 수송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 확보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노동구조
이 웅 외(2013)68)에 따르면 인도 노동시장은 조직화 부문 고용이 전체고용
의 약 8~10% 정도를 차지하나 GDP에 대한 기여도는 75%에 이른다. 또한 제
조업의 고용은 약 8백만 명 정도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2%를 차지하며 제조업
전체의 약 20%이지만, 전체 GDP의 11%를 생산하고 있다. 인도는 1991년 경
제개혁 이후 최근까지 고용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주요인은 공공부문
고용의 급격한 감소였다. 민간부문 고용은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 증가하였
으나, 공공부문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민간부문 중
금융, 보험, 부동산, 교통, 창고, 통신, 도소매업 등의 고용은 상승세를 보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경제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68) 이 웅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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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노동법은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노
동정책의 틀 안에서 산업 평화유지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은 1850년에 만들어진 도제법(Apprentices Act)에서 시작하여
1855년의 치명적 사고법(Fatal Accident Act), 공장법(Factories Act), 광산
법(Mines Act) 등 일련의 법들이 제정되면서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 의해 백여 종 이상의 노동관련 법규들이 제정되어 있다.
지난 수년간 인도정부는 정당 간의 공동정책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반대로 노동법 개혁은 지연되고 있
다. 인도정부는 2009년 5월 근로자 중심의 인도 노동 관련 법률을 개혁해 기업
들이 더 원활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개혁할 것으로 밝혔다.

다. 인도 유통 환경
1) 유통망 선행연구 검토
[표 2-15]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소매 유통시장은 크게 재래식 유통, 현
대식 유통(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69) 등으
로 구분된다. 인도의 대표 7개 도시(Pune, NCR, Mumbai, Kolkata, Hyderabad,
Chennai, Bengaluru)를 기준으로 유통시장의 절대 다수인 81%는 재래식
유통으로 구성되고 19%는 현대식 유통방식(온라인 유통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2-10]과 [그림 2-11]은 현대식 유통채널의 비율을 나타낸다. 소비 트
렌드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2019년 현대식 유통(온라인 포함)은 19%
에서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온라인유통은 2%에서 11%로
69)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상품 분야별 전문 매장. 종합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한
계열의 품목군을 선택해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저가에 판매하는
전문 업체다. ｢무역용어사전｣, 한국무역협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13
0&cid=42093&categoryId=42093(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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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70)

표 2-15. 인도 유통망의 구분
유형

주요 내용

재래식
유통

- 재래식(unorganized or traditional) 유통은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는 전통적 소매형태
이다. 예를 들어 KIRANA와 자영업, 담뱃가게, 길거리 행상 등이 포함된다.
- 재래시장의 성장률은 매년 약 11% 정도로 현대식 유통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딘 편으
로 나타난다.

현대식
유통

- 현대식 유통은 허가를 받은 기업형 소매점에 의해 거래활동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이 운영하는 하이퍼마켓, 백화점, 할인점과 소매체인점 등 대형 소매업자가 포함된다.
- 1990년대 후반에 출현하여, 2002~03년 이후 경제성장 및 소비증가와 함께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 지난 3년 동안 매년 약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향후 현대식 유통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기대된다.

자료: 박선민(2011), ｢인도 소매 유통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하자｣, IT Trade Focus, 제10-42호,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870(검색일: 2016. 9. 30).

그림 2-10. 현대식 유통채널 활용 비율(2014)

자료: Knight Frank(2015), “Think India Think Retail,” http://content.knightfrank.com/research/317/documents/en/i
ndia-retail-report-2646.pdf(검색일: 2016. 8. 30).

70) Knight Frank(2015), “Think India Think Retail,” http://content.knightfrank.com/research/
317/documents/en/india-retail-report-2646.pdf(검색일: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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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현대식 유통채널 예상 활용 비율(2019)

자료: Knight Frank(2015), “Think India Think Retail,” http://content.knightfrank.com/research/317/documents/
en/india-retail-report-2646.pdf(검색일: 2016. 8. 30).

2) 재래식 유통
재래식 유통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래식 유통의 주요 매장형태는 KIRANA(소규모 상점)를 꼽을 수 있으며, 길거
리판매, Kiosk(키오스크)71), 브랜드 스토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래식 유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IRANA는 토지 및 자본, 노동 등의 투자비
용과 세금 등의 소요비용이 가장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패밀리 비즈
니스로 이루어진다. 인도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매
장 형태로 소비자 친숙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72) 재래식 유통의 주요
취급품목은 식품과 음료 등이며 유형별 취급품목은 [그림 2-12]와 같다.
71) Kiosk(키오스크):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이란 뜻의 영어 단어로, 정보통신에서는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화ㆍ자동화를 통해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말한다.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208&cid=43
665&categoryId=43665(검색일: 2016. 9. 30).
72) 박선민(2011), ｢인도 소매 유통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하자｣, IT Trade Focus, 제10-42호, 국제무
역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208&cid=43665&categoryId=436
65,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870(검색일: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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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통망의 품목별 구성은 2014년 기준 식음료 판매가 전체 유통망의
69%로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식음료를 판매하였다. 인도시장의 소비트렌드 변
화로 기타 내구성 소비재, 보석류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한 수요가 변함에 따라
유통망의 판매품목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3]의 2020년 예상 유
통망 품목별 구성에서 식음료는 66%로 약 2.7%로 떨어지며, 기타 품목들의 전
반적인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73)
그림 2-12.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시장 취급품목

자료: Technopak(2013), “Indian Retail Market”(검색일: 2016. 9. 30).

73) Technopak(2013), “Indian Retail Market”(검색일: 2016. 9. 30).

제2장 인도 경제시장 분석 • 67

그림 2-13. 2020년 회계연도 기준, 예상 시장 취급품목

자료: Technopak(2013), “Indian Retail Market”(검색일: 2016. 9. 30).

표 2-16. 재래식 유통매장의 유형별 취급품목

유형

타깃
품목

KIRANA 1

·빵
·유제품
·가공식품
·음료
·위생용품

KIRANA 2
·빵
·유제품
·가공식품
·음료
·위생용품
·시리얼
·두류(콩)
·곡물
·양념
·식용유

종합 소매업

·의류
·가정용 섬유
·신발류
·수화물
·장난감
·문구류
·주방용품
·플라스틱 제품
·소형 가전기기

과일·야채
재 판매업

·과일
·야채

육류·조류
·어류
재 판매업

·조류
·육류
·어류

자료: 박선민(2011), ｢인도 소매 유통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하자｣, IT Trade Focus, 제10-42호, 국제무역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208&cid=43665&categoryId=43665, http://www.kita.net
/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870(검색일: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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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재래식 유통의 구성

주: Kirana가 전체 재래유통의 52%를 점유하며, 나머지는 품목별 전문점 형태임.
자료: 박선민(2011), ｢인도 소매 유통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하자｣, IT Trade Focus, 제10-42호, 국제무역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208&cid=43665&categoryId=43665, http://www.kita.net/n
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870(검색일: 2016. 9. 30).

[표 2-16]과 [그림 2-14]를 통하여 KIRANA는 대체로 가벼운 식재료나 식
료품을 위주로 판매하며, 소비자가 매우 잦은 방문을 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종합 소매업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나 비교적 크기가 작고, 저가인
제품 위주로 판매하였다, 전체 인도의 유통구조는 재래유통의 52%는 KIRANA
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식 유통망(SSM, 대형할인마트)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 유통시장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3) 현대식 유통망
IBEF(2015)74)에 따르면 현대식 유통을 특징에 따라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표준화를 갖추고 있는 현대식 유통 형식과 유
사하며 단일 브랜드가 진출하여 관리하는 단일 브랜드 소매샵, 다양한 브랜드
를 모아놓고 판매하는 일종의 멀티 브랜드샵, 다양한 브랜드 제품군을 한 곳에
모아 둔 복합 쇼핑센터 그리고 온라인 마켓으로 분류된다.
74) IBEF(2015), Retail, http://www.ibef.org(검색일: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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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4가지 현대식 유통 분류
유통 분류

개요

단일브랜드 소매샵
Mono/exclusive
branded retail shops

특정 쇼룸을 보유하거나 제조업체에 의해 완전히 커버 될 수
있는 브랜드샵

멀티 브랜드 소매샵
Multi-branded retail shops
복합 쇼핑센터
Convergence retail
outlets

특정한 상품 군에 초점을 맞추고 전시하고 있어 고객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소매 형태
대부분의 다양한 전자제품이나, 소비제품을 판매하는 원스톱
형식의 샵

온라인 마켓(E-retailers)

제품을 판매하거나 살 수 있도록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

자료: IBEF(2015), Retail, http://www.ibef.org(검색일: 2016. 8. 30).

현대적 소매업은 주로 25~40세 사이의 연령대가 이용하며, 중산층 이상의
소득수준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비
자는 근무가 끝난 시간인 저녁 혹은 주말에 소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현대식 유통망에서는 재래식 유통망과 달리 대부분 카드가 사용가능하다
는 점이 조사되었다.75)
표 2-18. 인도 소비자의 현대적 소매점 이용(복합소매점 중심)
구분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입지

도심

도심

입주
형태

쇼핑몰입점

쇼핑몰입점

연령대

25~40세

25~40세

편의점
도심,
주택가,
지하철,
철도역,
주유소
단독매장.
지하철,
철도역,
주유소
입점
25~50세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

-

-

-

-

-

41~65세

16~40세

16~40세

75) KOTRA(2015), 「인도 소비재시장, 디지털로 승부하라」 , http://125.131.31.47/Solars7DMME/004/16%E
C%9D%B8%EB%8F%84%EC%86%8C%EB%B9%84%EC%9E%AC%EC%8B%9C%EC%9E%A5%EB%94%9
4%EC%A7%80%ED%84%B8%EB%A1%9C%EC%8A%B9%EB%B6%80%ED%95%98%EB%9D%BC.pdf(검색일:
201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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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계속
구분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편의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소득
수준

중상층
이상

중상층
이상

중상층
이상

중상층
이상

중상층
이상

중상층
이상

점심
저녁

점심, 저녁
(디왈리 등
축제기간에
집중)

점심, 저녁
(디왈리 등
축제기간에
집중)

구매
집중
시간대

저녁

저녁

점심
저녁

성별

주로 여성

주로 여성

주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구매
계층

자가 구매

자가 구매

자가 구매

자가 구매

자가 구매

자가 구매

구매
품목

식료품,
가정용품,
전자제품,
문구류

식료품,
가정용품

식료품,
일상용품

의류,
주방용품,
전자제품

전자제품,
내구소비재,
의류, 서적

전자제품,
내구소비재,
의류, 서적

결제
수단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주로 COD

주로 COD

COD, 카드

주: 인도 4대 도시(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Kotra 무역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
자료: Kotra(2015), ｢인도 소비재시장, 디지털로 승부하라｣, http://125.131.31.47/Solars7DMME/004/16%EC%9D%
B8%EB%8F%84%EC%86%8C%EB%B9%84%EC%9E%AC%EC%8B%9C%EC%9E%A5%EB%94%94%
EC%A7%80%ED%84%B8%EB%A1%9C%EC%8A%B9%EB%B6%80%ED%95%98%EB%9D%BC.pdf
(검색일: 2016. 8. 14).

4) 인도 소매업종별 현황
KOTRA(2015)에 따르면 인도의 점포형 소매 매출 비율은 복합소매점
63.9%, 전문소매점 33.7%, 백화점 0.5%로 분류된다. 복합소매점의 98.3%를
차지하는 전통적 소매점의 상대적 부진으로 인해 점포형 소매점에서 복합소매
점의 비중은 10년간 5.9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전통소매점의 역성장에 기인
한 것이 아닌 타 점포형 소매업의 성장속도보다 저조한 속도 때문으로, 기존의
전통소매점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전통소매점은 2004년
1,123만 개였으나 1,248만 개로 125만 개 증가하여 약 10%만 증가하였으나,
현대적 소매점의 경우, 점포수가 1,919개에서 5,903개로 3.1배 증가하여 월
등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현대적 소매점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와 유사한 하이퍼마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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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백화점이 21.9%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도의 유통구조가 현대적 소
매점, 전문소매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선진국 유통구조와 유사해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비점포형 소매로 구분되는 온라인소매와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역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소매의 경우 매출이 3,000억 루피를 초
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8.7%로 현대적 소매점
24.9%의 두 배에 해당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의 전통적 소매시장은 전체 시장구성에서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전통적 소매시장을 포함한 인도 전체의 시장규모가 역성장이 전혀 없음을 고려
하였을 때, 인도의 경제성장과 모디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산층 확대 정책에 힘
입어 소비력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19. 소매업종별 판매 매출 구성 비중
분류

금액(십억 루피)

구성비
차이
(B-A)

2004

2014

연평균
성장률

2004(A)

2014(B)

소매매출액

8,419

27,962

12.8%

100.0%

100.0%

0.0%

점포형 소매

8,392

27,428

12.6%

99.7%

98.1%

-1.6%

복합소매점

5,878

17,859

11.8%

69.8%

63.9%

-5.9%

현대적 소매점

33

300

24.9%

0.4%

1.1%

0.7%

- 하이퍼마켓

7

146

35.5%

0.1%

0.5%

0.4%

- 슈퍼마켓

22

135

19.9%

0.3%

0.5%

0.2%

- 편의점

3

18

20.2%

0.0%

0.1%

0.0%

- 주유소점포

1

1

5.4%

0.0%

0.0%

0.0%

전통적 소매점

5,846

17,559

11.6%

69.4%

62.8%

-6.6%

전문소매점

2,494

9,429

14.2%

29.6%

33.7%

4.1%

의류, 신발

741

2,702

13.8%

8.8%

9.7%

0.9%

전자기기전문점
(전화)

438

2,219

17.6%

5.2%

7.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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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계속
분류

금액(십억 루피)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2004(A)

2014(B)

차이
(B-A)

2004

2014

건강, 미용 관련

448

973

8.1%

5.3%

3.5%

-1.8%

일용품, 가구

294

820

10.8%

3.5%

2.9%

-0.6%

레저, 스포츠용품

557

2,677

17.0%

6.6%

9.6%

3.0%

원예전문

15

38

9.4%

0.2%

0.1%

0.0%

백화점

19

140

21.9%

0.2%

0.5%

0.3%

비점포형 소매

28

534

34.3%

0.3%

1.9%

1.6%

온라인소매

4

419

58.7%

0.0%

1.5%

1.4%

방문판매

22

102

16.8%

0.3%

0.4%

0.1%

통신판매
(온라인결제 제외)

2

13

19.5%

0.0%

0.0%

0.0%

주: 환율은 1달러=63.3 루피(2014년 말 기준).
자료: KOTRA(2015), 「인도 소비재시장, 디지털로 승부하라」, http://125.131.31.47/Solars7DMME/004/16%EC%9
D%B8%EB%8F%84%EC%86%8C%EB%B9%84%EC%9E%AC%EC%8B%9C%EC%9E%A5%EB%94%9
4%EC%A7%80%ED%84%B8%EB%A1%9C%EC%8A%B9%EB%B6%80%ED%95%98%EB%9D%BC.p
df(검색일: 2016. 8. 14).

가) 점포형 소매
인도 대기업 자회사가 인도의 현대적 복합소매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적 복합소매점 브랜드 1위는 Big Bazaar로 32.1%이
며, Future Group의 계열사로서 유통 외에도 KORYO라는 전자제품 브랜드
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시장 점유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당 기업
제품은 타사의 전자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저가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경우 활성화된 PB76)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현재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Reliance Group의 Reliance 소매점이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위는 BirlaGroup의 More가 6.3%를 차지하고 있다.
76) PB(‘Private Brand’, 자체상표):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뜻하며, 자사 상표, 유통
업자 브랜드, 유통업자 주도형 상표라고도 불린다.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은 유통전문업체가 독자적으
로 상품을 기획한 후, 생산만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판매하는 상품, 또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저렴하게 받아 유통업체가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상품이 해당된다. ｢시사경제용어
사전(2010. 11)｣, 대한민국정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457&cid=436
65&categoryId=43665(검색일: 201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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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사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54.5%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외 기타 브랜드들은 2~3%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20. 주요 소매업자(2014년 기준)

현지브랜드명

현지브랜드 소유주

브랜드 소유주

매출액
(백만
달러)

구성비

1

Big Bazaar

Future Value Retail Ltd

Future Group

1,578

32.1%

2

Reliance

Reliance Retail Ltd

Reliance Group

794

16.1%

3

More

Adiya Birla Retail Ltd

Aditya Birla Group

311

6.3%

4

Hypercity

Shopper’s Stop Ltd

K Raheja Group

173

3.5%

5

Spencer’s

Shopper’s Stop Ltd

RPG Group

158

3.2%

6

Nilgiri’s

Nilgiri’s Franchises Ltd

Nilgirl’s Franchises
Ltd

125

2.5%

7

6Ten

REL Agro Ltd

REI Agro Ltd

121

2.4%

8

Margin Free
Market

Margin Free Market
Pvt Ltd

Margin Free Market
Pvt Ltd

117

2.4%

9

Easy Day

Bharti Retail Pvt Ltd

Bharti Enterprises
Ltd

105

2.1%

10

Star Bazaar

Trent Hypermarket
india Pvt Ltd

Tata Group

99

2.0%

11

D-Mart

Avenue super markts
Ltd

Avenue Group SA

94

1.9%

12

Auchan

Max Hypermarket India
Pvt Ltd

Auchan Group SA

82

1.7%

13

Kendriya
Bhandar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Consumer
Cooperative Society
Ltd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Consumer
Cooperative Society
Ltd

60

1.2%

14

Foodworld

Foodworld
Supermarkets Pvt Ltd

Daily Farm Int’l
Holdings Ltd

59

1.2%

15

Food Bazaar

Future Value Retail Ltd

Future Group

49

1.0%

기타

1,012

20.5%

전체

4,945

100.%

자료: Euromonitor(2015), “Mixed Retailers in India”(유료 자료, 검색일: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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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점포형 소매
Knight Frank(2015)에 따르면 인도의 온라인 소매는 5배 이상 상승할 것
으로 예상하는데 2014년 기준 2%에 불과한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19년 11%
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현대식 상점은 17%에서 13%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
고 있다.
표 2-21. 현대식 소매 판매 비중
연도

현대식 상점 판매 비중

온라인 판매 비중

2014

2019F

2014

2019F

7대 도시

17%

13%

2%

11%

델리 및 수도권

23%

18%

3%

15%

뭄바이

12%

9%

1%

8%

콜카타

16%

13%

2%

12%

하이데라바드

9%

7%

1%

5%

첸나이

18%

13%

2%

11%

벵갈루루

21%

18%

2%

14%

지역

자료: Knight Frank(2015), “Think India Think Retail,” http://content.knightfrank.com/research/317/documents
/en/india-retail-report-2646.pdf(검색일: 2016. 8. 30).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과 은행, 컨설팅 그룹에서는 인도의 인프라 개선
과 경제개발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져 2020년경에는 7
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15]에 의하면 현재 인도의 온라인 마켓은 크게 플립카트(Flipkart),
스냅딜(Snapdeal), 아마존(Amazon India), 페이TM(paytm)이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그 중 플립카트(Flipkart)는 시장점유율 45%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업
계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냅딜(Snapdeal)은 26%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
현지 업체인 플립카트(Flipkart)와 스냅딜(Snapdeal) 두 업체만으로도 전체
시장의 71%를 기록하며 현지 업체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3위를
기록하고 있는 Amazon India는 1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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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3%p 감소한 수치로 스냅딜(Snapdeal)과 함께 점유율을 신생업
체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15. 온라인 소매업체 시장 변화

자료: Maheshwari(2016), Etail giants like Snapdeal, Amazon lose market share in 2015; small etailers emerge
as real winners, ETtech, http://tec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et/etail-giants-like-sna
pdeal-amazon-lose-market-share-in-2015-small-etailers-emerge-as-real-winners/51148399(검색일:
2016. 8. 30).

라. 인도 문화적 환경
1) 종교적 특성
인도인들은 힌두교의 영향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
당히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에 충실한 성향을 띠게
된다. 힌두교의 영향으로 인도인들은 윤회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인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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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느긋한 성격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인도 생활 방식 전반에 종교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모든 생활의 근본이 종교에서 출발하여 종교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종교가 생활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다. 이렇듯 인도인들은
종교생활에 매우 몰두하는 편이며 모든 생활에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
이다. 그러므로 기업 진출 시 인도의 문화와 종교적 특성은 필수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림 2-16. 인도 종교별 분포

자료: Mandryk(2010).

2001년도 인도정부에서 발표한 인도의 종교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힌두
교도가 전체 인구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슬람교는 비록 12%의 점
유율을 보였으나,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중 인도의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다는 점
에서 인도에서 이슬람이 갖는 위상은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제3의 종교로서
기독교(가톨릭, 개신교를 포함)가 자리하고 있었다.77)

77) 이필원(2008), ｢인도의 종교별 분포 현황과 종교 분쟁 고찰｣,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p. 2 , http://
casknu.knu.ac.kr/zb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167&sid=5ca75
d3b9db9109e7d8e3df26825872b (검색일: 201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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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도에서 80%의 많은 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힌두교
는 단지 종교행위를 떠나 그들의 생활 그 자체로서 짙게 물들어 있다. 따라서
힌두교가 인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 모든 분야에 종교적 원리로 작용하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의 진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17. 인도 주요 4대 권역

자료: 전기훈(2007),

2) 지역적 특성
인도시장의 경우 기능적 필요에 의해 특화된 지역발전보다 주요 도시를 중
심으로 발전한 독립적, 잡화점식 산업구조를 띠고 있다. 현재 인도의 주요 산업
지대는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북부 뉴델리(New Delhi)권, 서부 뭄바이(Mumbai)
권, 동부 콜카타(Kolkata)권, 남부 첸나이(Chennai)권 등 4대 산업권으로 분
류된다. 기업의 보다 유리한 진출전략 수립을 위하여 인도시장의 권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경영전략 모색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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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뉴델리(New Delhi)-하리야나(Haryana) 지역
인도의 북부에 위치한 수도 뉴델리는 인도의 정치∙행정적 중심지이다. 내
륙 깊은 곳에 위치한 특성상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산업이 발달되었고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뉴델리의 Panipat, Rohtak, Gurgaon, Bhadurgarh, Faridabad 5개 공단
에는 자동차, 전기, 기계, 내구성 소비재 업체가 입주하였고, 인도 최대 자
동차사 M사 또한 Gurgaon 공단에 위치한 점으로 보아, 뉴델리는 자동차 부
품, 엔지니어링, 소비재 유통 중심적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리야나 주 정부는 2005년 신산업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은 인프라
개선을 우선 목표로 민간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undliManesar–Palwl 간 고속도로 건설이 착공하였고, 델리 지하철이 Gurgaon까지
확장되었다.78)

나) 뭄바이(Mumbai)-마하라슈트라(Maha Rashtra) 지역
서부해안에 위치한 뭄바이는 인도 최대 항만도시의 중심으로서 상공업이 발
전한 지역이다.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뭄바이와 나식(Nashik)
공단, 푸네(Pune)를 잇는 삼각지역에 철강, 자동차사 등 주로 중공업 업체
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뭄바이는 대부분 금융기관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 인도 주식거래의 70%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도 금융산업의 중심지이다. 뭄바이 지역은 인근 지
역이나 부동산 가격이 뉴델리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값비싼 물가를 자랑하고 있
기 때문에 뭄바이에 소재했던 대부분의 한국업체들이 뉴델리 지역으로 이전하
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산업과 투자분야

78) Kumar(2013), “You can now take the Metro to Gurgaon,” The Hindu, http://www.thehin
du.com/todays-paper/tp-national/tp-newdelhi/you-can-now-take-the-metro-to-gurg
aon/article5349413.ece (검색일: 2016. 10. 1).

제2장 인도 경제시장 분석 • 79

인프라 강화 정책을 통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소매,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정하고 바이오 기술, 정보 통신 산업을 통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다) 콜카타(Kolkata)-웨스트 벵골(West Bengal) 지역
인도 동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콜카타는 영국의 식민 통치 당시 동부지역의
자원개발과 상공업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독립 이후 주정부의 사회주
의적 정책, 관료 및 정치 집단의 무능과 부패, 동남아지역의 공산화 등 내
외부적 요인이 이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기반시설과 외국인의
투자여건 또한 미비한 것79)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이 분야가 현재 주 총생산의 3%
에서 2010년 15~20%까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개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외국
자본의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해
운수송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콜카타(Kolkata)-웨스트 벵골(West Bengal) 지
역의 파급효과는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80)

라) 첸나이(Chennai)-타밀나두(Tamil Nadu) 지역
첸나이는 벵골 만에 인접한 항구도시로서 남부 인도의 정치, 경제 문화 최대
중심지이다.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로 국내의
한국 자동차 관련부품 업체, F사 자동차 등의 기업들이 진출한 상태이며 이외
B사, M사, L사-N사, A사 등 여러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79) 전기훈(2007). p. 78,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
cd=2&cad=rja&uact=8&ved=0ahUKEwjp9Pnmw-HQAhUFlZQKHft6CCgQFggnMAE&url
=http%3A%2F%2Fkeri.koreaexim.go.kr%2Fsite%2Fprogram%2Fboard%2Fbasicboard%2F
view%3F%26boardtypeid%3D200%26menuid%3D007005002%252C007005002%26pagesi
ze%3D8%26boardid%3D26560&usg=AFQjCNFCcjSvijnnazHveRG7qFVK5W1r_A&bvm=b
v.140496471,d.cGc(검색일: 2016. 6. 22).
80)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2011. 8) ｢인도 각 지역별 투자환경｣, https://eishub.or.kr/industryinfo/
lawPolicy_view.asp?idx=46496&gotopage=10&top=N(검색일: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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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는 남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며 인도 자동차 산업의 30%를 점유
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명림
(2016)에 따르면 비즈니스 경쟁력 1위인 마하라쉬트라(Maha Rashtra)에 이
어 타밀나두 주는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타밀나두 주정부는 IT 파크, 섬유파
크, 바이오파크 등을 개발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1)

81) 조명림(2016), ｢자동차산업으로 거듭나는 첸나이｣, 인도투자자문센터, http://www.indokrc.com/
bbs/bbs55/220812(검색일: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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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스타트업, 중소기업 현황
가. 인도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요
1) 인도의 스타트업 개요
모디 총리는 인도 69주년 독립기념일에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와 스탠드업 인디아(Stand-up India)를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스타트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 산업 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2015년을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Growth of Start-up
Eco-system in India)의 해로 정하였고, 스타트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인도의 Assocham(2016)82)에서 발간한 “Startups India–An overview”
는 Nasscom(2015b)사의 “Startup India Report 2015”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의를 [표 3-1]과 같이 3가지 관점에서 정의
하였다.
표 3-1.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
기업으로서
- 법인 인가를 받은 지 3년 이내 기업
- 펀딩 단계에 있는 기업
- 벤처/제휴 기업 또는 임시 비즈니스 조직
비즈니스로서
-

신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개발, 생산, 유통을 하는 기업
5년 이하의 신생 또는 기존 기업
2억5천만 루피 이하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분할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형성되지 않은 기업
분할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형성된 기업

82) Assocham(인도상공회의소):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bout Assocham,” Assocham India, http://assocham.org/index.php(검색일: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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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Infosys 사의 공동 설립자에 의하면
- 3년 이하의 기업
- 5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
- 5천만 루피 또는 이하의 수익을 내는 기업
자료: GrantThornton(2016), Startups India An Overview, http://www.grantthornton.in/globalassets/1.-memb
er-firms/india/assets/pdfs/grant_thornton-startups_report.pdf(검색일: 2016. 9. 5).

[표 3-1]을 종합해 보면, 스타트업이란 설립된 지 최대 5년 이하의 기업이며
그 규모가 작고, 신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
다. 또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슷하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수준
의 수익이 있어야 한다. 신제품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 일반 중
소기업과 차별적이다.
2) 인도의 중소기업 개요
Gokhle(2013)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을 두 가지로 분
류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를 사용하면서 고용 직원이 50명 이하의 기업, 혹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용 직원이 100명 이하의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플랜트와 기계류에 대한 자본 투자 규모의 단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인도 중소기업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인력 고용 활성
화는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인도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
책으로 인지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들의 수는 인도 전역에서 약 1억1천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83) 인도의
중소기업들, 특히 극소기업(Micro Cooperation)에 속하는 중소기업들은 대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는 도시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발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다.

83)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f India, Annual Report 2014-15, http://ms
me.gov.in/WriteReadData/DocumentFile/MSME%20ANNUAL%20REPORT%202014-15_
English.pdf(검색일: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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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수 또한 함께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정부에서는 2006년 MSME
D84)을 제정하였다.85) 인도정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범위
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극소(Micro), 소(Small), 중(Medium)으로
구분하였다.
표 3-2. 인도 중소기업 분류
분류

제조업 기업

서비스 기업

극소
(Micro)

∙투자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의 기업

∙투자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의 기업

소(小)
(Small)

∙투자 금액이 5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하의 기업

∙투자 금액이 2만 달러 이상, 4천만 달러
이하의 기업

중(中)
(Medium)

∙투자 금액이 백만 달러 이상, 2백만 달러
이하의 기업

∙투자 금액이 4천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하의 기업

자료: Government of India(2016), What are 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 http://www.dcmsme.gov.in/s
siindia/defination_msme.htm(검색일: 2016. 9. 5).

인도는 중소기업 육성법과 함께 중소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설
립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표 3-3. 인도 중소기업을 위한 기구
기관명
SIDO
(Small Industries
Development Organization)
SISI
(Small Institute Services
Institutes)
NSIC
(The National Small
Industries Corporation)

설 명
∙ 기술 지원 전문 기구
∙ Tool Room, 테스팅 센터, R&D 지원, 기술 컨설팅 지원
∙ 전국 100개 사무실과 2,500명의 기술전문가 보유
∙ EDP 운영
∙ 시장 조사 및 자료 제공
∙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 아프리카 사업 지원(요하네스버그)
∙ 패키지 지원

84) Mnistry of 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 Acts, Rules, Notification & Reports,
MSMED :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http://msme.gov.in/mob/ActsRule.aspx(검색일: 2016. 8. 7).
85) Krishna Gopal Gokhle(2013), Indian Economic Reforms and Their Impact on Small Scale
Industries, http://dcollection.mj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0
699(검색일: 201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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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기관명
NISIET
(The National Institue of
Small Industry Extension
Training)

설 명
∙ 국내외 컨설팅 제공
∙ 인적 자원 교육
∙ 관련 분야 조사

SIDBI
∙ 직･간접 지원
(The Small Industries
∙ 자금 재조달
Development Bank of India) ∙ 중소기업들의 신용 지원
SIDC
∙ 각 주 정부들이 소유한 기업 혹은 에이전시
(Small Industry
∙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 대출 지원
Development Corporation)
자료: Gokhle(2013), Indian Economic Reforms and Their Impact on Small Scale Industries, 명지대학교(검색일:
2016. 8. 7).

또한 인도정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록제
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 기업 등록을 한 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여
러 가지 정책들과 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의 종류는 SSI(Small
Scale Industries) 등록과 MSME 등록이 있다. 중소기업 등록제는 법으로 명
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등록하는 기업들은 중앙 혹은 주 정부로부터 혜택이나
인센티브 및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출 관련 신용 혜택, 소비세 면세제도,
직접세에 대한 면세, 법률적 지원이 있다. 중소기업이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
기간 5년의 증명서나 영구적인 증명서를 2가지 종류의 증명서 중 한 개를 받게
된다.86)

86) Cogzidelin(2012), “What is SSI Registration?” Cogzidel Consultancy Services, http://www.
cogzidel.in/2012/04/10/what-is-ssi-registration(검색일: 201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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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 스타트업, 중소기업 현황
1) 인도 스타트업 현황
[표 3-4]에 의하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약 10,000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 기술집약적인 스타트업 기업이 약 4,300개, 비기술집약적 스타트업 기
업은 약 5,700개였다.
표 3-4. 인도 스타트업 현황

총 스타트업의 수(개)

약 10,000

구분

기술집약 스타트업

비기술집약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수

4,300

5,700

비율(%)

43

57

년 신생 스타트업 수

800

N.A

자료: NASSCOM(2015a), Start-up India – Monentous Rise of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http://www.nass
-com.in/startup-india-%E2%80%93-momentous-rise-indian-startup-ecosystem(검색일: 2016. 8. 8).

[그림 3-1]에 의하면 기술집약적인 기업들에 대한 각 분야별 분포는 전자상
거래가 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B2B87) 기업이 24%, 데이터
제공 서비스 기업이 1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10%, 소프트웨어 서비스
관련 기업이 8%, 기타가 13%로 집계되었다. 기술집약적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11,500개의 기업들이 인도의 스타트
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87) B2B : 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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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기술집약 스타트업 현황

자료: NASSCOM(2015a), Start-up India – Monentous Rise of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http://www.nassc
om.in/startup-india-%E2%80%93-momentous-rise-indian-startup-ecosystem(검색일: 2016. 8. 8).

[그림 3-2]의 비기술 집약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분야별 분포는 엔지니어
링 기업 17%, 건설 관련 기업 13%, 농업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11%, 섬유
관련 기업 8%, 인쇄와 포장 관련 기업 8%, 운송과 배송 관련 기업 6%, 아웃소
싱과 지원 기업 5%, 그리고 기타 32%로 집계 되었다.88)
그림 3-2. 비기술집약 스타트업 현황

자료: NASSCOM(2015a), Start-up India – Monentous Rise of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http://www.nassc
om.in/startup-india-%E2%80%93-momentous-rise-indian-startup-ecosystem(검색일: 2016. 8. 8).
88) GrantThornton(2016), Startups India An Overview, http://www.grantthornton.in/globala
ssets/1.-member-firms/india/assets/pdfs/grant_thornton-startups_report.pdf(검색일: 2
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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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이 B2C89) 시장보다는 B2B 시장을 목표로
설립되어 있다. 기술집약적 기업 중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과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관련 기업 정도만이 B2C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보인다. 인
도의 비기술집약적인 스타트업이 B2C 분야에서 어려운 이유는 인도 영토가 매
우 넓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자금 규모로는 이를 모두 포함하기 매우 어렵기 때
문이다. 또한 인도는 아직까지 물류나 교통 인프라의 발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전자상거
래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중소기업 현황
인도의 중소기업 수는 정부의 지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중소기
업들은 2006년 회계연도부터 연평균 약 3.24%씩 증가하여 2015년 회계연도
에는 약 5,10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운영되었다. 이들 중소기업이 구성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약 1억 1천만 명 정도였는데 이 또한 2006년 회계연도 8천
만 명에서 연평균 약 4.25%가 증가한 것이다.

표 3-5. 인도 중소기업 현황

연도

총 기업 수
(십만)

고용인력
(십만 명)

고정 자산의
시장 가치
(천만 루피)

2006~2007

361.76

805.23

868,543.79

2007~2008

377.36

842.00

920,459.84

2008~2009

393.70

880.84

977,114.72

2009~2010

410.80

921.79

1,038,546.08

2010~2011

428.73

965.15

1,105,934.09

2011~2012

447,64

1,011.69

1,182,757.64

89)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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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게속

연도

총 기업 수
(십만)

고용인력
(십만 명)

고정 자산의
시장 가치
(천만 루피)

2012~2013

447.54

1,061,40

1,268,763.67

2013~2014

488.46

1,114.29

1,363,700.54

2014~2015

510.57

1,171.32

1,471,912.94

자료: MSME, Annual Report 2015-16, http://msme.gov.in/WriteReadData/DocumentFile/MEME%20ANNUAL%
20REPORT%202015-16%20ENG.pdf(검색일: 2016. 8. 8).

[표 3-6]에 따르면 1명의 고용인 즉 기업가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며 생산도
함께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SSI(Business to Customer)에 등록된 기업
중 약 22%였으며 등록되지 않은 중소기업 중 약 43%였다. 2명에서 7명 사이
의 직원들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비율은 SSI 등록 기업은 약 67%였고, 등록되
지 않은 중소기업들에서는 약 55%였다. 특히 SSI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의
98%가 1~7명 사이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표 3-6. 고용인원 수에 따른 분포 비율
(단위: %)

고용인원 수

SSI에 등록된 기업 중 차지하는 비율

SSI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중 차지하는 비율

1

22.23

43.13

2 - 7

66.62

55.31

8 - 10

5.5

0.91

11 - 20

3.72

0.46

21 - 50

1.44

0.14

51 이상

0.49

0.05

합계

100.00

100.00

자료: MSME, Third census of Small-scale industries 2001-2002, http://www.dcmsme.gov.in/publications/boo
ks/fcensus.htm(검색일: 2016. 8. 8).

모디 총리의 ‘Make in India’ 정책과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인도는 제조업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표 3-7]에 따르면 인도 총 GDP에서 제조업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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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회계연도 7.7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04%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약 7%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서비스 분야에
서는 2006년 27.4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회계연도에는 30.50%까
지 증가하였다.90)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를 합친 제조업의 총 비율에서는
35.13%에서 37.54%까지 증가하였고, 이는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서비스업 중
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7. 인도 중소기업이 인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4~05 가격기준)

총 GDP에서 MSME가 차지하는 비율(%)
연도

제조업 분야의 MSME

서비스 분야의
MSME

합계

2006~07

7.73

27.40

35.13

2007~08

7.81

27.60

35.41

2008~09

7.52

28.60

36.12

2009~10

7.45

28.60

36.05

2010~11

7.39

29.30

36.69

2011~12

7.27

30.70

37.97

2012~13

7.04

30.50

37.54

자료: MSME, Annual Report 2014-15_English, http://msme.gov.in/WriteReadData/DocumentFile/MSME%20
ANNUAL%20REPORT%202014-15_English.pdf(검색일: 2016. 8. 8).

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취급 제품과 서비스
1) 중소기업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소매업이었다. 소매업
은 중소기업의 취급분야 비중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자

90) Gokhle(2013). Indian Economic Reforms and Their Impact on Small Scale Industries, 명지대학교,
http://dcollection.mj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0699(검색일: 201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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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나 오토바이에 대한 판매와 인적재화나 가사용품에 대한 분야는 빠져 있는
수치로 아직까지 전통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옷감염색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실제로 의
류생산이 두 번째로 높은 약 9%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드레스 제작이나 모
피 염색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았다. 다음으로 음식 제조와 음료 제조를 하
고 있는 중소기업이 약 7%를 차지하였다. 기타 서비스 분야의 활동과 기타 비즈
니스 활동에 관련된 중소기업은 각각 6%와 4%를 차지하였다. 인도의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4%이며 판매와 보수, 자동차나
오토바이 수리, 자동차 연료를 통합적으로 하는 세일즈, 유지보수 중소기업들의
비율은 약 4%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분야는 가구 생산 분야이다. 실제로 인도
가구 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2~3명의 직원들이 작은 작업공간에서 가구를 만들
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섬유 생산 2%, 기계와
장비를 제외한 금속가공 제조업 2%, 마지막으로 기타 19%를 차지하였다.
그림 3-3. 중소기업의 취급 분야

자료: MSME, Annual Report 2014-15_English, http://msme.gov.in/WriteReadData/DocumentFile/MSME%20
ANNUAL%20REPORT%202014-15_English.pdf(검색일: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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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인도 가구 제조현장 사진

자료: 방문 촬영.

인도의 중소기업은 인도 전체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수
출 대상 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UAE, 홍콩 등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
다. 인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인도 전체 수출 비중에서 2013년 회계연도 기준으
로 약 36%를 차지하였다.91)

91) Gyan Research and Analytics(2013), When Small is Big; The MSME Growth Story,
http://www.gyananalytics.com/Monthly%20Newsletter%20-%20MSME%20in%20India.pdf
(검색일: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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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
표 3-8. 스타트업 구성 비율

전자상거래

고객 서비스

13~15%

10~12%

Aggregators

9~11%

지역적
전자 상거래

기업 관련
소프트웨어

8~10%

헬스-기술

8~10%

6~8%

교육-기술

분석

6~8%

5~7%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련
5~7%

소셜 플랫폼
5~7%

기타

16~18%
자료: NASSCOM(2015a), Start-up India Momentous Rise of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http://www.nassc
om.in/startup-india-%E2%80%93-momentous-rise-indian-startup-ecosystem(검색일: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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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교육, 헬스케어, 고용, 농업 등 다
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전자상거래, 아그레게
이터(aggregator),92) 소비자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을 구축하여 인도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헬스
케어부분은 병원과 같은 전통적인 의료기관에 위협을 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추가적으로 SNS와 같은 소셜 플랫폼을 구축, 회사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분석 전문 기업 등 기존 인도에는 없었던 새
로운 분야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생겨나고 있다.

2. 인도, 스타트업, 중소기업 정책
가. 인도 스타트업, 중소기업 제도
2016년 1월 16일 뉴델리 인도정부주관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출
범식이 열렸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에 이어 모디 총리가 내세운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는 세 번
째 정부 정책 의제이다. 모디 정부는 출범 이후 인도의 복잡한 규제, 불안정한
R&D환경 등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하여 초기 스타트업이 갖는 성장 방해요
인을 축소시켰다. 복잡한 세제, 관료주의에 어려움을 느끼는 스타트업의 현실
을 반영하여 규제완화와 지원금 혜택을 내세웠으며 인도 내 안정적인 투자환경
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92) aggregator: 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사이트,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http://endic.naver.
com/enkrEntry.nhn?sLn=kr&entryId=954f31e2344b4284aba4dcde29392ddb(검색일: 201
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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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규모 고용 창출의 기회로 이어졌으며
현재 인도는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스타트업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인도정
부는 MSMED를 통해 그동안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 기준
을 투자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으로
다시 제정했다.93)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투자규모가 작은 극소기업(제조업/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극소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조차 받
지 못하는 미등록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정부는 2006년 중소
기업 육성법 개정 이외에 국가 제조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제12차 5개년 경제개
발 계획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나. 인도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정책
인도는 글로벌 스타트업 랭킹에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선정되었다.94)
또한 유능한 IT 인력과 10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을 통해 인도에서 성공하면 글로
벌 진출이 가능하다는 공식을 실현하고 있다. 인도 모디 총리가 내세운 스타트업 인
디아의 개괄적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제도적 장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1) Startup India 주요 정책
가) 규제의 간소화
스타트업은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하여 그들의 핵심 사업에 더 집중 할 수 있
도록 신생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다양한 노동, 환경 법규를 준수
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규제 절차는 스타트업에게 막대한 시간의 소모와 어려
93) 조충제, 송영철(2014),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pp. 3~4, http://www.
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6000(검색일: 2016. 8. 8).
94) ASSOCHAM(2016), Start-ups india and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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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야기시켰다. 또한 신생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문제의 미묘한 차
이 인식에 어려움을 겪어 규제 기관의 강압적인 조치를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스타트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단순
화가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발표된 모디 정부의 자율인증으로 인한 규제완화
조치는 스타트업 인디아의 주요 정책들 가운데 많은 평가들을 받고 있다.
인도 스타트업의 경우 3년 동안 총 6개의 노동법과 3개 환경법 준수와 관련
된 감사가 면제되고, 자율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스타트업의 면제 노동법
규와 환경법 규정은 [표 3-9]와 같다.95)
표 3-9. 스타트업의 면제 노동법규 환경법 규정
노동법규(Labour Laws) :
-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s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 Conditions
of Service) Act, 1996
- The Inter-State Migrant Workmen (Regulation of Employment & Conditions of Service)
Act, 1996
-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 The Contract Labour (Regulation and Abolition) Act 1970
- The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Environment Law:
환경법(Environment Laws) :
- The Water (Prevention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The Water (Prevention & Control of Pollution) Cess(Amendment) Act, 2003
- The Air (Prevent &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자료: Prakash(2016), Labor Law relaxations to startups, http://startupindiaguru.com/labor-law-relaxations-to
-startups(검색일; 2016. 8. 8).

특허 심사 기간의 지연 문제로 주요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이 증가하는 현실
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 출원의 활성화가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모디 정부는 특허 출원 방식을 단순화하고 특허 출원 비용을
80%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특허 심사에 대한 빠른 트랙 시스템을 구

95) Prakash(2016), Labor Law relaxations to startups, http://startupindiaguru.com/labor-law
-relaxations-to-startups(검색일: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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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었던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시켰다. 신생 기업은
스타트업 지적 재산권 보호 방식에 의해 혁신적인 특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
이 가능해졌다.
스타트업의 모든 비즈니스 간 요구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하여, 정부와 규제 기관과의 상호 작용을 돕는 단일 플랫폼이 2016년 4월 온
라인 포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되었다. 이는 정확한 규제 요구 사항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법규
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스타트업의 창업·
폐업 과정에서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했다. 스타트업 법인 설립 등록은 애플
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하루 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그간 복잡한 폐업 절차
또한 90일 이내로 줄어들었다. 폐업 후 신속히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새로운 아
이디어에 재투자를 위한 취지이다.

나)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 루피(약 1조 8,000억 원)규
모의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의 혁신적인 발
전과 성장에 있어 창업자금의 부족은 스타트업의 창업 저해 주요 요인으로 지
적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향후 4년
간 1,000억 루피(약 1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였다.96)
인도 스타트업 주요 정책안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을 꼽을 수 있다. 인도 내
스타트업은 3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 양쪽에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스타트업 투자자는 투자 수익에 대해
3년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
하기 위한 방안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구조의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
96) 신세린(2016), 「인도 ‘스타트업 인디아’ 주요 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eme
rics.org/mobile/weekly_issue.do?action=detail&brdctsno=181008(검색일: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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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서 수익 보존에 대한 부분은 스타트업의 존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소득세와 함께 투자자의 수익에 대
한 세금을 면제하게 된다면, 초기 스타트업을 유지시키는 데 큰 장점으로서 작
용하며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 산학 연계 및 인큐베이터 시스템
인도정부는 혁신적인 발전을 이을 기업가 발굴과 양성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경진대회 및 인큐베이터 시스템 제
공을 발표했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핵심 프로그램은 초기 50만
개의 학교를 선정, 대상 학교의 학생들과 100만 개 이상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
으로 계획되었으며 프로그램을 통한 상위 혁신자들 중 100개는 최종 후보자
명단에 넣어 매년 Rashtrapati Bhavan에서 열리는 혁신 축제에 공개될 것이
다. 또한 NIDH97) 프로그램을 세워 혁신과 창업 발전 센터를 통해 20명의 학
생들을 선정, 100만 루피를 지원하도록 구성하였다.98)
인큐베이터는 초기 단계의 신생기업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를 구축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의 다양한 단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첫 단계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보육 센터를 구축하는 투자 제안을
하고 있으며, 31개의 혁신 R&D 센터와 창업 보육 센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이러한 인큐베이터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세
계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10개를 검증하고 선정하였으며, 이
인큐베이터는 제공할 서비스의 품질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자금 1억 루피의 재
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97) NIDH: National Initiative for Developing and Harnessing Innovations.
98) Startupindia(2016), Action Plan, http://startupindia.gov.in/actionplan.php(검색일: 201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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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인도의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분포 현황

자료: Inc42(2013. 4. 14), 50 Amazing Startup Incubators and Accelerators in India, https://inc42.com/resources/
50-amazing-startup-incubators-and-accelerators-in-india(검색일: 2016. 8. 8).

2) 인도 중소기업 제도
인도정부는 2006년 MSMED를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방향을 명
시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나누어 각각의 분야와 지
원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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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MSMED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주요 내용
구분
개발 지원

주요내용
- 고용자, 기업자, 경영진의 기술 개발(교육) 강화
- 기술향상 (Technological upgrade) 추진
- 마케팅 지원, 인프라 시설 지원, 클러스터 개발

자금 및 보조금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지원 강화
지원
- 신속하고 유연한 대출 지원 서비스
관련 기관 설립 - 주별 중소기업 육성위원회 설립
자료: Ludhiana(2014), MSME Development Institute, http://msmedildh.gov.in(검색일: 2016. 7. 31); 조충제,
송영철(2014),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p. 61, http://www.kiep.go.kr/sub/view.do?
bbsId=search_report&nttId=186000(검색일: 2016. 8. 8).

표 3-11. 12차 국가개발계획의 중소기업 육성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마케팅 및 - 시장개발 지원 프로그램
조달
- 국내 및 국제 무역전시회 참여, 바코드, 포장 및 표준화 등
기술개발
및 교육
제도적
구조

금융

- 기술 개발 및 교육 훈련 강화 프로그램
- 인력 교육 훈련 시설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각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
- 전자 기업등록 시스템 추진
- 중소기업의 금융 정보접근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플랫폼 추진
- 중소기업 클러스터 인근 은행지점 설립 확대
- 자금 출처 다양화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 기회 확대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우주과학, 방위산업 등 지식기반 기업지원

자료: Ludhiana(2014), MSME Development Institute, http://msmedildh.gov.in(검색일: 2016. 7. 31); 조충제,
송영철(2014),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p. 61, http://www.kiep.go.kr/sub/view.do?
bbsId=search_report&nttId=186000(검색일: 2016. 8. 8).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나 시장조사 분석 능력, 홍보 기술 역량 등의 한계로
즉각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진출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환경을 반영하여 기술 습득과 업그레이드, 현대화,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 인도정부는 중소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 기술전시회 개최 지원, 전시회 참여 지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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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셀러 미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발 지원을 내세웠다.
인도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본 조달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성장성과 비공식 상관습, 낮은 신용도, 기업정보의 부족 등 자금 조달이 어렵
다. 인도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정보접근 및 절차를
간소화를 위한 전자플랫폼을 추진하였으며 자금 출처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
기업의 대출확대의 기회를 넓혔다. 또한 자금 문제 등으로 공장시설이나 기계,
생산 기술 등을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기술 업그레이
드 지원을 위한 대출 연계 보조금을 만들어 필요자금을 필요시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99)

3. 한국기업 인도 진출 현황
가. 스타트업, 중소기업 현황 분석
1) 소기업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개요
스타트업은 그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시장에 대한 비율이 높지 않아
기관들에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조사결과 12개 기관에서 스타트업에 대해
서는 통계 및 정확한 현황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기관에
서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으로 묶여서 조사되거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로 나누
어 분류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그 규모가 작고 진출기업이 지원 단체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에 대한 조사가 힘들다. 이러한 사유로 그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속해 있는 상위 분류를 통해서 그 현황
을 파악하였다.
99) 조충제, 송영철(2014),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pp. 3~4, http://www.
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6000(검색일: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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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아래 [표 3-12]는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의 세계시장과 인도시장의 수출규모
를 보여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인
도시장의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규모 중 최대 1.07% 최소 0.37%만을 차지하였
다. 스타트업의 상위 분류인 소기업 소상인 또한 인도시장에서 세계시장 대비
적은 수출을 하고 있었고, 스타트업 역시 다른 국가들과 대비했을 때 인도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므로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시장이 안정적이
지 않기 때문에 자금사정 및 기반이 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쉽게 진출여
부를 결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표 3-12.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출액, 세계시장 대비 인도시장 비율
(단위: 천 달러)

구분
세계시장

2009

2010

1,118,736 1,617,727

2011

2012

2013

2014

2015

741,917

947,168

926,339

916,139

1,009,221

인도시장

11,173

17,371

3,064

4,220

3,501

3,631

8,138

세계시장에서
인도시장
차지비율

0.99%

1.07%

0.41%

0.44%

0.37%

0.39%

0.80%

자료: 중소기업청, 대륙별･국가별 기업규모별 수출(2009~2015년), http://stat2.smba.go.kr/index.jsp(검색일: 2016.
7. 20).

인도시장 내 한국의 스타트업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출을 통해서 추측해볼
때 인도시장에서는 그 입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인도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
의 진출은 아직 미약하며, 이는 인도시장에 대한 스타트업의 진출이 용의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인도에 대한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시장의 위험은 다른 시장들보다 높은 편이며 스타트업은 업종의 특성
상 자금이 부족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른 산업보다 떨어져 위험
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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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인도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인도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인도시장이 커지고 있어 스타트업이 진출할 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인도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한국정부가 시장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설립한다면 우리의 스타트업이 인도시장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
중소기업의 현황은 크게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수출을 인도에 하였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였는가는 인도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이다. 인도에 많은 기업이 신규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수출을 통하여 인도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진출 중소기업 수와 중소
기업의 인도 수출액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하였다.

가) 인도 진출기업 수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후 교역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코트라에 등록
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433개 이고, 이 중 중소기업 수는 124개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코트라에 등록된 기업만을 포함하는 자료인 만큼, 등록되지 않은 업
체도 존재해 실제 인도 진출기업 수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조충제, 송
영철(2014)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도 투자 중소기업 개수는 298개였다.

나) 인도시장 연도별 한국기업 신규법인 수와 수출량의 변화
[표 3-13]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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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기업들 중 가장 크며 2012년
45%, 2013년 51.3%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중소
기업 신규법인 수는 30개로 그해 설립된 신규법인 수 중 73.1%를 차지하여 총
신규법인 설립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업군 중
인도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이며, 실제로 많은 가장 많은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3. 인도시장 연도별 한국기업 신규법인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 신규법인 수

12

11

7

13

중소기업 신규법인 수

18

19

21

30

개인 기업 신규법인 수

3

0

0

1

개인 신규법인 수

17

7

7

7

중소기업 비중(%)

45

51.3

60

73.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DB,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7. 20).

하지만 꾸준하게 설립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와는 다르게, [표 3-14]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시장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수출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 3-13]과 [표 3-14]를 종합하여 보면 인도에 진출하는 한
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수출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도시장

1,772

2,609

2,366

2,503

1,865

2,346

2,141

인도시장
성장률
(%)

-

47.25

-9.32

5.79

-25.47

25.80

-8.76

자료: 중소기업청, 대륙별･국가별 기업규모별 수출(2009~15년), http://stat2.smba.go.kr/index.jsp(검색일: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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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업의 인도시장 수출 성장률
[그림 3-6]은 인도시장 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성장률의 추이를 나타낸다.
인도시장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대기업의 경우 성장률의 변화폭이 작아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중소기업 수출 성장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타
난 현상으로 보인다. 2012년에서 2013년 중소·중견기업 수출 성장률이 최저
치를 나타낸 것은 2012년 유럽재정 위기가 주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국내기업
의 인도 수출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한국기업들의 인도시장 수출 성장률

자료: 중소기업청, 대륙별･국가별 기업규모별 수출(2009~15년), http://stat2.smba.go.kr/index.jsp(검색일: 2016. 7. 20).

(2) 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 차지비율
[표 3-15]는 인도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2009년부터 2015
년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량은 이 기간 동안 평균 19.5%를 기록하였는데, 대기업에 비해 적은 비중
으로 우리 기업의 對인도 수출이 대기업 위주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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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소기업 수출

1,772

2,609

2,366

2,503

1,865

2,346,

2,141

중견기업 수출

1,365

1,462

2,202

1,448

1,982,

2,042

2,129

대기업 수출

4,864

7,345

8,082

7,966

7,524

8,389

7,750

기타

11

17

3

4

3

3

8

총수출

8,013

11,434

12,654

11,922

11,375

12,782

12,029

중소기업
비율(%)

22.1

22.8

18.6

20.9

16.3

18.3

17.8

자료: 중소기업청, 「대륙별･국가별 기업규모별 수출 2009~15년」, http://stat2.smba.go.kr/index.jsp(검색일: 2016.
7. 20).

(3) 인도 총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3-7]은 인도 총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인도의 총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3년 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對인도 수입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우리의 對인도 수출량은 줄어드는 반면 수입
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인도의 對한국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된다.
그림 3-7. 인도 총수입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중소기업청, 「대륙별･국가별 기업규모별 수출 2009~15년」, http://stat2.smba.go.kr/index.jsp(검색일: 2016.
7. 20).

108 •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4) 한국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출액 시사점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출액은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성장률의 분산이
다른 세계 시장보다 4배 정도 큰 점은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에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총 수출이 인도의 총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이 최근에 회복되어 가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인도시장에
서 고전하고 있는 반증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도시장은 성장하
고 있는 추세이나, 인도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수출 증가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이 인도시장을 충분히 잘 활용하거나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3) 중소기업 현황 종합 분석
한국 중소기업이 2012년부터 인도에 설립한 신규법인 수의 증가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
도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도시장 진출을 원하는 법인의 수 증가가 수출액 증가
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도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비중도 적은 편
이다. 반면 대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액의 수치는 비탄력적이고 최
근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중소기업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인도의 가파른 GDP 성장률에서 보듯 인도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
어 비록 한국기업이 인도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지만, 향후 개선을
통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다. 그러므로 인도시장의 높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인도시장에 효율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전략과 중소기업을 서포팅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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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의 업태와 업종
1) 인도 내 한국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 법인의 분야별 비중에 대한 분석
[표 3-16]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의 인도 내 한국 중소기업의 신
규 설립 법인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제공한다. 인도에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은
제조업 분야가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과 도
매 및 소매업이 14.8%를 나타냈다.
표 3-16. 2012~15년까지 인도 내 한국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 법인의 분야별 비중
구분

수(개)

비중(%)

제조업

42

4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2

2.3%

건설업

13

14.8%

도매 및 소매업

13

1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6.8%

사업 시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2.3%

운수업

4

4.5%

출판 정보 서비스업

4

4.5%

교육 서비스업

2

2.3%

합계

88

100 %

주: 한국수출입은행 DB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 제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7. 20).

연도별로 보았을 때 한국 중소기업들의 인도 신규법인은 2012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판 및
정보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또한 적은 수이지만 새롭게 설립함으로써 기존
제조업 외에 한국의 다른 신규 사업들이 인도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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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신규법인 설립(연도별 분류)
구분

2012

2013

2014

2015

제조업

7

12

11

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

0

0

1

건설업

6

4

3

0

도매 및 소매업

2

2

2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2

3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

0

0

운수업

0

0

1

3

출판 정보 서비스업

0

0

1

3

교육 서비스업

0

0

1

1

계

18

19

21

3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7. 20).

2) 인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업종 분석
인도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뒤
를 도소매업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인도시장에 진출한 한국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코트라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면 인도시장으로 진출한 중소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2년부터 신규 설
립된 중소기업의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과 관련된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종의 비율이 중소기업 설립 비율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
근 인도시장 성장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발생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진출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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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생존은 아직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인도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3) 업태와 업종 종합 시사점
인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은 대기업과 관련된 업종이나 기업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기업에 의존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투
자에 대해서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떨어뜨려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서 투자의 신축성을 떨어
뜨린다.
최근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업종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도시장에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도
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인다. 한국은 수출부
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도시장에서 뚜렷한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이
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4. 시사점
인도는 외국인투자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기관들을
설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최근 투자
금액을 완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은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이
다. 또 외국인투자 에이전시(FIIA) 설립을 통하여 투자와 관련된 이슈나 분쟁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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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도 자금 지원, 법인세 완화와 같
은 일반적인 지원들은 한국기업들의 인도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년 동안의 감사 면제와 같은 스타트업에 특화된 정책이나 특허 출원 비용 인하,
창업과정의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지원 또한 중요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기관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분야에 맞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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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도 진출 관련 실증분석 및
사례 연구

1. 개요
2. 연구내용과 방법론
3. 인도시장 및 진출환경 실사
4. 인도 진출기업 분석
5. 시사점

1. 개요
인도는 성장 가능성이 큰 해외 시장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까지
진출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인도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인도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초기시장으로 기업들이 추구하는
초기시장 선점과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도는 특
유의 정책 리스크, 유통 인프라 부족, 문화 등의 차이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
고 있다. 만약 인도시장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퍼스트무버(First Mover)의 이
점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초기시장 선점에 대한 이점은 국내외 대기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장은 인도 소비자의 제품결정 요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환경가전
구매 결정요인 중요도를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 제품의 인
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고찰을 하였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
업이 인도시장에 성공적인 진입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
기업과 달리 자금, 인력, 시스템과 같은 내부적 역량과 브랜드와 같은 외부적
역량의 부족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시장 진출
에 많은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對인도 수
출을 위해서 기존의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분석과는 다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위주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도 진출의 필수사항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도 소비자 성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위하여 인도의 소비패턴과 성향분석을 진행하고 인도시
장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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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과 방법론
가. 인도 소비자에 대한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도 소비자
유럽에서 논의·참조되는 공통참조초안 DCFR(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서의 소비자란 주로 자신의 영업, 사업 또는 직업에 관련되지 않
은 목적으로 행동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100) 본 연구에서는 해당 법령에서의
소비자 정의를 확대하여 인도에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며 소비행위를 하는
인도 거주 주민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해당 논문의 목적에 맞춰 중소기업 및 스
타트업 기업의 제품이나 상품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예비소비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스스로 생산하여 스스로 소비하는 자급자족 공동체와 개
인은 배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는 인도의 소비시장 형태와 소비자의 성향, 구매패턴에 대한 조사를 바
탕으로 중소기업이 인도 진출에 적합한 유통망을 찾고 진입하는 데 성공적인 모
형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도 소비시장 분석 및 소
비 패턴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강하였다.
Kotra(2015)에 따르면 인도의 중산층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과거 높았던 식료품의 비중이 낮아지고 생활수준 개
선을 위한 전자제품, 편의제품 등의 내구성 제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럭셔리 및 해외 명품 브랜드

100) DCFR 공통참조초안 제1편 제1장 105조, http://www.ccbe.eu/NTCdocument/DCFRpdf1_
1262861061.pdf(검색일: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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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인도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럭셔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01)102)
Assocham(2016b)에서도 2016년 럭셔리 시장이 18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03)
이렇듯 수년간의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
력 상승과 기존 제품 시장의 한계,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인도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과는 반대로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도의 소비패턴은 빠르게 개발도상국형에서 선진국형 소비
로 변화하고 있었다.
임혜진(2013)에 따르면 TÜV SÜD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도 소비
자들은 브랜드보다 제품 안전도를 더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명확한 품질 표시
를 요구하는 성향을 보였다. 해당 설문은 전체 1,063명의 소비자와 16개의 기
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였으며, 약 93%의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에 평균 23.6%에 달하는 할증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안전성에 대한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전반적으로 인도 내 생산제
품 및 아시아 선진국들의 제품이 높은 안전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였으
며, 전자제품의 경우 안전·품질표시가 브랜드, 생산지, 소매업자보다 중요하다
고 여겼다.104)
인도 럭셔리 시장규모는 2012년 65억 달러에서 30% 이상 증가하여 2013
101) 유리(2015. 6), 「럭셔리에 눈떠가는 인도소비자들」,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
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2683(검색일: 2016.
8. 17).
102) Kotra(2015), 「인도 소비재시장, 디지털로 승부하라」, http://125.131.31.47/Solars7DMME/00
4/16%EC%9D%B8%EB%8F%84%EC%86%8C%EB%B9%84%EC%9E%AC%EC%8B%9C%EC%
9E%A5%EB%94%94%EC%A7%80%ED%84%B8%EB%A1%9C%EC%8A%B9%EB%B6%80%E
D%95%98%EB%9D%BC.pdf(검색일: 2016. 8. 14).
103) Assocham(2016b), Indian luxury market to cross $18.3 bln by 2016; India`s luxury marke
t likely to break all times record in 2016: ASSOCHAM paper,
http://www.assocha
m.org/newsdetail.php?id=5440(검색일: 2016. 8. 8).
104) 임혜진(2013. 4), 「인도 소비자들, 제품 안전성 중시해」, KOTRA, http://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20532(검색일: 20
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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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16년에는
그 규모가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럭셔리 제품에는 의류, 액세
서리, 실내용장식용품, 펜 등이 있으며. 최상위 럭셔리 시장 소비자들은 30%에
서 35%로 증가하였다.
인도의 럭셔리마켓 성장은 초고액 순자산 가구(Ultra High Net Worth
Households)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존의 럭셔리시장은 오직 엘리트
와 초고액 순자산가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
회 소득의 증가현상은 중상위층이 기존 전통적 사치품 구매자를 대신하여 잠재
적인 럭셔리 시장의 구매자로서 자리 잡게 하였다.105)
그림 4-1. 초고액 순자산 가구

자료: KPMG(2014a), India luxury summit(검색일: 2016. 8. 8).

○ 인도 소비자 패턴변화 양상
생필품 위주의
저가제품

내구성 소비재
구매

제품 성능
중심

브랜드
영향력 중심

코트라 자료와 인도중앙통계청, KPMG 등의 다양한 리서치 회사들의 자료를
105) KPMG(2014a), India luxury summit (검색일: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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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인도의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과 가격중심 소비 형태에서 브랜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소비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김은영, 박현덕(2015)에 따르면 아직까지 인도 소비자의 상품구매 결
정 주요 요인은 기능 및 품질에 머무르고 있으며 타 아시아 신흥국가와 비교하
였을 때 비교적 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성향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 국가별 주요 소비행동

자료: 김은영, 박현덕(2015).

기존 자료조사 및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인도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선호도, 유
통망 이용 빈도 등과 같은 연구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
구 결과는 중소기업이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무역협회(2015)에 따르면 한국제품의 사용경험이 83.5%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S전자, L전자와 같은 대기업제품에 한정해서 한국산 제품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도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기준으로 한국산 제
품을 구매하는지, 원산지를 기준으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웠다.

3) 현지 전문가 검토
위에서 언급한 해당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가설과 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인도 소비자 특성과 인도 진출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다양
한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또한 의류, 가전제품, 가구, 건설자재, 서비스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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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기업가, 인도 쇼핑몰 MD(Merchandiser), 인도시장전문가, 인도 진
출 한국기업가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인터뷰는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도출과 검증을 위한 모형을 설계를 최우선 목적으로 진
행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는데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 값을 보여주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 소비자들은 제품의 브랜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
을 보증한다고 생각하였고, A/S와 같은 사후관리 또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또한 리퍼럴 마케팅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서 한 고객들을 감동
시킴으로써 그 사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와 잠재고객 확보가 가능
하다고 하였다.
현지 전문가들의 인터뷰 분석 결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은
인도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매우 낮으며, 인도시장에서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다양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시장으로 소비자는 브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원
산지를 유추할 뿐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해당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관
여도106) 제품이 아닌 이상 원산지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함
께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인도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구매 결정요인이 무
엇인지, 원산지가 구매결정 사항인지, 한국제품 구매 시 어떤 점이 구매를 촉진
하는 요소인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06) 관여도: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정보 탐색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로, 1
965년 미국의 마케팅 연구자인 허버트 크루그먼(Herbert E. Krugman)이 처음 마케팅에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3045&cid=40942&
categoryId=40942(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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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과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래 [그림 4-3]와 같은 추진체
계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림 4-3. 연구 추진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1) 연구내용
가) 인도 소비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 소비자에 대한 분석은 양적 연구와 질
적 연구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의류, 가전제품, 가구, 건설자재,
서비스업 등의 인도 현지기업가, 인도 쇼핑몰 MD(Merchandiser), 인도시장
전문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 소비자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제품군별 인도 소비형태, 제품 구매요인 분석, 통
상적인 인도 비즈니스 환경 분석, 수출입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연구로 구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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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도출할 성
공모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조사
를 통한 연구로 진행하였다. 현지 정서 반영과 조사 목적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
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CLT(Central Location Test)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나) 인도 진출기업 분석
김선화(2012)에 따르면 인도시장 수출 애로사항 조사 결과, 중소 수출기업
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낮은 소득으로 저가상품 선호’를 꼽았으며, 가격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선행연구 되었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전략 등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인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국내 대기
업의 인도 진출 사례, 인도 진출 성공 중소기업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조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인도 진
출 성공 모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대기업의 사례분석을 위해 인도 현지에 진출 중인 인도 L제과, D사 담
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인도 현지화 과정과 수출과
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전략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또한 인도 첸나이 코트라 주재원과의 미팅을 통해 인도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며, 인도 진출전략에 대한 비공식적인 답변을 포함하였다.
유사 질문을 바탕으로 인도 내의 한국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인도 현지의 비즈
니스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현 상황분석을 통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상호보완적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분야에서도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데이터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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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 환경 분석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도 진입환경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진행되었다. 또
한 해당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업체 미팅, 인도 진출 국내 대기업 미팅, 유
통시장 실사, 현지인 면담, 온라인쇼핑몰 담당자 미팅 등을 통하여 미처 선행연
구에서 일반화하지 못했던 부분, 최신 경향 등을 확인하고 앞서 언급했던 인도
소비자 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성
공전략을 도출하고자 진행하였다.

라) 인도 유통망 분석
인도 현지에 방문하여 실제 인도의 유통망을 이용하고, 형태, 구조 그리고 품
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비자의 구매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
다. 인도 현지 유통망을 연구하는 데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
대식 유통망과 재래식 유통망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방문하여 조사결과에 대하
여 분석하였고, 해당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특성이나 가격대, 결제 방
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4-1. 인터뷰 질문 리스트
1.
2.
3.
4.
5.
6.
7.
8.
9.

인도시장의 특징(소비자 특성, 문화적 특성, 유통 특성 등)
인도시장 마케팅 전략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현지화 과정의 어려움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인도시장 유통망 확보 전략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시 예상 애로사항
한국의 중소기업이 인도 진출 전문가의 조언
기타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형태의 질의응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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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성공진출모
형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인도시장 진입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따라 인도 소비자 분석, 유통플랫폼별 이용 빈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모집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인도의 4대 권역(뭄바이, 뉴델리,
콜카타, 첸나이) 중 비교적 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뭄바이와 뉴델리
지역을 제외하고, 콜카타와 첸나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콜카타는 세
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조사되었으며,107) 그 성장 잠재력
이 매우 크고, 비교적 글로벌 기업의 영향을 적게 받아 인도 본연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첸나이의 경우 주요 국내 대기업의 진
출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과 한국기업 네트워크 등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
며, 대기업 납품 등의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접근이 용이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콜카타와 첸나이에 거주하는 현지 인도인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500명(온라인
250명, 오프라인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4-2. 실증분석 표본 개요
구분

내용

연구대상

인도 콜카타, 첸나이 거주 인도인

조사기간

2016년 04월 ~ 2016년 07월

표본추출방법

임의표본 추출법

자료수집

CLT (Central Location Test)와 온라인설문 병행

자료: 저자 작성.

107) A.T. Kearney(2015), “Global Cities 2015: The Race Accelerates,” https://www.atkearney.c
om/research-studies/global-cities-index/2015(검색일: 201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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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설문지는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인도 소비자
와 인도 유통망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4-3. 실증분석 표본 개요
요인

항목

문항 수

척도

유통채널 선호도

유통채널 이용 빈도수

1

명목척도
선형숫자척도

한국제품 구매경험

제품별 한국구매경험, 구매여부

6

명목척도

제품 결정요인

가격 브랜드 성능 디자인

7

선형숫자척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언어, 성별, 연령, 직급, 직종, 소득

7

명목척도

계

21

자료: 저자 작성.

4) 조사의 한계
인도는 지리적 특성상 매우 넓을 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언어, 문화 등이 상
이하였다. 또한 현지 응답자들과 같은 인도현지인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다만 특이점은 한국인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문을 받아 주었으나 실제 설문조사
진행 시 한국처럼 원활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
움을 겪었다.
본 연구에 적합한 구매력이 있는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현대식 유통
망이 있는 종합 쇼핑몰이나, 하이퍼마켓, 멀티 브랜드샵 등에서 CLT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장소들은 안전 담당 인력들의 엄중한 제한을
받아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본 설문조사 분석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고학력자들과 상당한 구매
력을 보유한 고소득분포의 표본들도 대거 포함된 조사 자료로서 활용성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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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만, 인도인들이 설문조사가 익숙지 않아 설문조사 진행 시 보조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며, 시간대별, 장소별로 상당한 소비자층의 차이로 충분
한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설문조사 내
용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B2C 시장 중심이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지 기업인들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B2B 형식
으로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조사의 한계점을 감안하고 결과 값
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내용이나 현지업체, 전
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일맥상통하는 결과 값을 보았을 때 본 연구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과 값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연구가설의 설정
인도시장은 1991년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의존도108)는 2014년 48.9%로 우리나라(95.3%)에 비
해 현저히 낮다.109) 이 점을 통해 인도는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는 중국을 제외한 최다 인구국가로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적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인구수는 세계2위에 해당하며,
자녀를 많이 낳는 문화적 특성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가
구 1자녀 정책으로 급속적인 인구노령화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한 중국과 달리
인도에서는 오히려 꾸준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는 선진국과 달리 중간층이 두터운 이상적인 종형을 띠고 있다.
현재 인도는 1인당 GDP는 1,747달러로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이러한 인구적
인 특성과 높은 과학기술, 서비스시장의 발달은 인도의 시장의 급격한 발전을
예상할 수 있다.
108) 위 무역의존도는 수출입의 총 금액을 GDP 나눈 값.
109) World Bank(2014), Trade(% of GDP),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
S.ZS(검색일: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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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잠재력으로 인해 인도는 완성형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다국적기업들의 진입이 앞다투어 이루어졌고 어느새 경쟁력을 강화해 온 인도
토종기업들까지 가세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다. 후진국형 소비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치열한 경쟁은 인도 소비자의 눈높이를 높이
며 다양한 선택요인을 가지게 하였다. 비록 아직까지는 낮은 소득 수준 때문에
상품 선택 시 최우선순위 고려요인은 가격이지만, 인도 소비자는 다양한 방식으
로 상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인도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대한 주
요 결정요인을 발견하고, 중소기업의 제품별 최적의 유통망을 발굴하여 중소기
업의 성공진출모형을 완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다만 중소
기업과 스타트업이 우위를 가질 수 없는 브랜드와 중국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가
격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제외한 후 분석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가설: 일정조건에서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 중 브랜드와 가격 외 다른
종류의 요인을 고려한다.
최효선 외(2008)는 일반적인 환경가전(환경정화기능을 수행하는 가전) 구매
결정요인을 이미지, 가격대, 서비스, 성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AHP 기법을
통하여 환경가전제품의 구매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그림 4-4]가 제시한다. 해
당 분석결과 위생성의 점수가 15.9로 가격대 점수 11.8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타 구매 결정요인이 가격과 브랜드보다 중요
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소비자 역시 일정조건 아
래에 추가적인 핵심고려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 요인
들이 가격과 브랜드력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가
설1 을 설정하였으며, 환경가전에만 귀속된 구매요인인 위생성은 배제하였고,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각 결정요인들의 재분류를 통해, 6가지 구매 결정요인을
전제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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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환경가전 구매 결정요인 중요도

자료: 최효선 외(2008), 『가전제품의 제품 및 서비스 요인에서 사용자 구매요인 및 구매 만족에 관한 연구』, http://www.cimerr.
net/conference/board/data/conference/1236044903/A06_3.pdf(검색일: 2016. 9. 17).

설문지를 통해 얻은 표본을 통한 가설 검정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에서는 가격과 브랜드 외에 디자인, 내구성, 원산
지 성능으로 항목을 나누어 인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이 중 응답한 표본 490명을 대상으로 본 가설
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였다. 각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1에서 7까지 점수화하여
최솟값은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최댓값은 7 (매우 만족)을 선정하였다. 본 연
구는 만족도(또는 중요도) 1~7 중 4 미만인 경우 소비자는 특정 요인을 고려하
지 않는 것으로, 4 이상인 경우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귀무가설
은 점수가 4 미만( <4), 대립가설은 4 이상(  ≥ )으로 설정되었다. 가설의
유의수준( )은 일반적으로 설정되는 5%가 선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95% 신뢰
도를 가진다.
가설 검증 1: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디자인을 고려한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
였다. 귀무가설(  )은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이다. 대립가설(  )은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디자인을 고

제4장 인도 진출 관련 실증분석 및 사례 연구 • 129

려한다.’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요도 1~7중 4 이상인 소비자는 디자인을
고려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  :만족도가 4 이상이다.(  ≥ )’라는 대립가
설이 성립한다.
설문조사 결과 표본 평균은 5.27, 표본 분산은 2.2, 표본 표준 편차는 1.49
이며, 표본의 일정 유의수준을 충족하므로 표준정규분포(  )를 사용하였다. Z통계량의 값이 59.66 이므로110) 유의수준 5% 기준인 Z ≥1.96이 성립하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검증결과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
로 디자인을 고려한다’라고 할 수 있다.

가설 검증 2: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내구성을 고려한다.
인도 소비자 제품 결정요인으로 내구성 고려에 대한 귀무가설(  )은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이다. 대립가설(  )은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내구성을 고려한다’이며 설문조사에서 중
요도 4 이상인 소비자는 내구성을 고려하는 ‘  :만족도가 4 이상이다(  ≥ )’
라는 대립가설이 성립한다.
설문조사 결과 표본 평균은 5.44 표본 분산은 3.25 표본 표준 편차는 1.80
이므로 표준정규분포(  )를 사용하였을 때, Z-통계량의 값은 55.99이며 이 값
은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
로 내구성을 고려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설 검증 3: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원산지를 고려한다.
인도 소비자의 제품 결정요인으로 원산지 고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가설
을 설정하였다. 귀무가설(  )은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이다. 대립가설(  )은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원
산지를 고려한다’이며 설문에서의 중요도 1〜7 중 4 이상인 소비자는 원산지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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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다고 보았으며 ‘  :  ≥ ’라는 대립가설이 성립한다. 설문조사 결
과 표본 평균은 3.69 표본 분산은 5.07 표본 표준 편차는 2.25이며 이를 표준
정규분포(  )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Z-통계량은 –9.64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검증 결과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원산지
를 고려한다’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설 검증 4: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성능을 고려한다.
귀무가설(  )은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성능을 고려하지 않는
다’이다. 대립가설(  )은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으로 성능을 고려한다’
이며 중요도 4 이상인 소비자는 성능을 고려한다는 전제로 ‘  :  ≥ ’라는
대립가설이 성립한다. 설문조사 결과 표본 평균은 5.72 표본 분산은 3.58 표본
표준 편차는 1.89이며, 이를 표준정규분포(  )를 사용한 Z-통계량 값은 63.70
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그러므로 가설 검증 결과 ‘인도 소비자는 제품 결
정요인으로 성능을 고려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 가설 종합 분석
위의 검증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인도 소비자들은 디자인을 제품 결정요인으로 고려한다.
가설 2. 인도 소비자들은 내구성을 제품 결정요인으로 고려한다.
가설 3. 인도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제품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가설 4. 인도 소비자들은 성능을 제품 결정요인으로 고려한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디자인의 평균이 5.27, 내구성의 평균이 5.44, 성능이
평균 5.72로 모두 높은 평균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설 검증을 통하여 인
도 소비자는 제품 결정요인 중 브랜드와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하며, 특히
디자인, 내구성, 성능이 구매요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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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기업과 다르게 충분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과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규모의
경제 실현’ 어려움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본 연구
의 분석 결과,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과 브랜드뿐만 아니라 디자인, 내구성, 그
리고 성능도 구매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소기업과 스타
트업 기업은 인도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춘 디자인과 제품의 내구성 및 성능 향
상을 통하여 부족한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소비자들이 원산지 고려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결과를 통하여 한국제품이라는 이
유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3. 인도시장 및 진출환경 실사
가. 설문 대상자의 특성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4]와 같다.
설문 결과 성별은 500명 가운데 남성은 69.8% 여성은 30.2%이며, 연령은
20대(18~29세) 80%, 30대(30세~39세) 14%, 40대(40세~49세) 2%, 50대
이상 2%로 나타났다. 인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녀 비율이 62.8 : 37.2로
남성이 과대표집 되었으며, UN 조사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령대 비율이
20대 36% , 30대 15%, 40대 12%, 50대 9% 등임을 감안할 때, 20대가 과대표
집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인도의 경제활동인구(15~59세)는 총 인구
중 62.2%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20대 이하는 약 43%를 차지하고 있었
다.111) 이처럼 인도는 젊은 층의 경제활동인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 United Nations DB(2014), Population by age, sex and urban/rural residence, http://dat
a.un.org/Data.aspx?q=india+population+age&d=POP&f=tableCode%3a22%3bcountry
Code%3a356(검색일: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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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설문조사자의 연령, 성별
구분

연령

도수(명)

비율(%)

30대 이하
(18~29세)

348

80

30대(30~39세)

59

14

40대(40~49세)

13

3

50대 이상
(50세 이상)

15

3

여성

149

30.2

남성

345

69.8

성별
자료: 저자 작성.

[표 4-5]의 응답자 월 소득 분포도를 살펴보면, 1,900~3,800루피 7.3%,
3,800~10,000루피 3%, 10,000~14,000루피 2.4%, 14,000~18,000루피
12.2%, 18,000~50,000루피 37%, 50,000~100,000루피 24.4%, 100,000
루피 이상 13.6%를 기록하였다.
표 4-5. 설문대상자의 월 소득분포도
구분

소득 분포도

도수(명)

비율(%)

1900~3800루피

32

7.3

3,800~10,000루피

12

3

10,000~14,000루피

12

2.4

14,000~18,000루피

59

12.2

18,000~50,000루피

180

37

50,000~100,000루피

122

24.4

100,000루피 이상

66

13.6

자료: 저자 작성.

[표 4-6]에서 응답자의 최종학력 분포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3%, 중학교
졸업이 2.3% 고등학교 졸업 4.7%, 대학교 재학/졸업 76.7%, 석사 이상은
14%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대학생이 48.8%, 회사원이 23.3%, 자영업이
20.9%, 서비스업종사자 4.7%, 농업종사자 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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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설문대상자의 최종학력 및 직업
구분

최종학력

직업

도수(명)

비율(%)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

2.3

중학교 졸업이하

10

2.3

고등학교 졸업

24

4.7

대학교 재학/졸업

381

76.7

석사 이상

61

14

학생

239

48.8

회사원

112

23.3

자영업

101

20.9

서비스업종사자

21

4.7

농업종사자

9

2.3

자료: 저자 작성.

[표 4-7]에 따르면 인도인은 지역특색, 인종의 다양성 등에 의해 22개 언어
가 공용어로 채택되어 있고 상당수가 복수의 언어를 구사한다. 따라서 중소기
업 진출 시 광고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어떤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 사용 언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 영어가 32%로 가장 많은 주 사용 언어로 조사되었으며, 다음
은 벵갈어 23%, 힌두어 23%, 타밀어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콜카타 지역에
서 이루어진 설문에서는 지역 특성상 37%에 육박하는 설문대상자가 벵갈어를
첫 번째 언어로 선택했을 정도로 지역마다 언어의 사용빈도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벵갈어, 힌두어, 타밀어를 사용하는 설문자들은 기
본적으로 영어를 제2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고, 설문을 하는 동안의 의사소통
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설문 중 나눈 대화를 통하여 가정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벵갈어나 힌두어와 같은 주 사용언어를 사용하지만, 학교나 직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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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설문대상자의 주 사용 언어
언어

도수(명)

비율(%)

영어

160

32

뱅갈어

109

23

힌두어

110

23

타밀어

71

15

기타

31

7

자료: 저자 작성.

나. 인도 소비자 제품 구매 결정요인
[표 4-8]은 제품 구매 시 구매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6가지로 분류
(브랜드, 가격, 디자인, 내구성, 원산지, 성능/기능)하여 Likert112) 7점 척도로
하여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 역시 평균값으로 수치화하여 각
요인간의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치화한 결과, 설문 설계 시 각 요인별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각 질문이
분리되어 인지되도록 배치하였고 전자제품에 초점되지 않도록 성능/기능의 요
인평가를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지만 5.72포
인트로 성능/기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로, 브랜드가 5.56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내구성이 5.44포인트,
가격이 5.37포인트, 디자인이 5.28포인트, 원산지가 3.7포인트를 기록하여 원
산지에 대한 고려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Likert 척도가 7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성능/기능, 브랜드,
112) 리커트척도: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 즉, 생각, 지각, 감정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의
한 유형으로서 1930년대 초 Resis Likert에 의해 개발된 척도방식이다. 예로서, 응답자는 측정대상
(예 : 체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문항들에 대해 ‘강한 찬성, 찬성, 중간,
반대, 강한 반대’ 등의 다섯 가지 눈금 중 하나에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게 되고 이 결과 얻은 반응값들
을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합친 총점 혹은 그것을 문항 수로 나누어 얻은 평균값을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
의 태도 점수로 보는 것이다.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http://terms.naver.com/entry.nh
n?docId=1943786&cid=41989&categoryId=41989(검색일: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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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가격, 디자인 4가지 요인은 모두 5.2포인트 이상으로 기록되어 제품 구
매 시 해당 요인을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설문조사 진행 후 개별
적 인터뷰도 진행한 결과, 상위 4가지 요인 중 성능/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
하였으나, 나머지 내구성, 가격, 디자인 모두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시켜야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시장 조사를 통
해서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림 4-5]와
같은 생소한 인도 현지 브랜드들 또한 중저가의 전략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었다.
표 4-8. 제품 구매 결정요인
구매 결정요인

도수(명)

평균수치

브랜드

498

5.56

가격

485

5.37

디자인

492

5.28

내구성

488

5.44

원산지

478

3.7

기능, 성능

476

5.7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5. 중저가 브랜드 제품

자료: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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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4-6]에 의하면 원산지에 대한 인도 소비자의 고려는 타 요인에
비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요도가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중간정도 고려한다고 한 비율이 18.5%,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
한 비율이 17.4%로 기록하여 소비자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원산지에 대한 인도 소비자의 고려 추이

자료: 저자 작성.

다. 한국제품 구매경험
1) 한국제품 구매경험 유무
아래 [그림 4-7]에 의하면 한국제품을 구매한 경험의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4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매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한
하여 어떤 범주의 제품을 구매하였냐는 설문(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인 완성차산업을 제외하였다)에 90%가 전자제품을 구매하였다
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음식이나 음료, 생활 소비재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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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한국제품 구매유무

자료: 저자 작성.

현재 인도 내 S전자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25.1%,113) L전자 5%114) 합쳐서
약 30%, 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4개 가전 품목의 시장은 S전자와
L전자가 양분하고 있다.115) 해당 사실을 상기시켜보았을 때 구매경험의 상당
수는 S전자와 L전자 등의 대기업 제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인지도와 그 기업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소속국가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개 40% 전후로 나왔다는 선행연구 결과116)가 있다. 설문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S전자와 L전자의 브랜드를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정작 그 브랜드가 한국의 브랜드임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결
과의 한국제품 구매경험은 매우 과소표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3)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리서치자료, 2016년 1/4분기.
114) 윤태구(2015. 10. 25.), 「인도 스마트폰 시장 불 붙었다... LG전자도 적극 가세」,『아주경제』, http://
www.ajunews.com/view/20151025125147700(검색일: 2016. 8. 18).
115) 문정식(2015.11.20), 「 , 동남아 가전시장 평정… , 굴욕의 퇴각」, 『연합뉴스』, http://www.yonha
pnews.co.kr/bulletin/2015/11/20/0200000000AKR20151120051200009.HTML(검색일; 2016. 8. 18).
116) 조충제 외(2011),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http://www.kiep.go.kr/sub/view.do?bbsI
d=search_report&nttId=185608(검색일: 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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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제품 구매 결정요인
더불어 한국제품을 구매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45%는 S전자와 L전자와 같은 대기업 브랜드를 선택하였으며, 20%는
디자인, 내구성과 가격은 약 15% 정도였다. 따라서 한국제품의 구매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자는 브랜드를 통해 한국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구매 결정요인에 브랜드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8. 한국제품 구매요인

자료: 저자 작성.

하지만 한국제품 구매경험이 없는 응답자 대상으로 구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6%는 한국 브랜드에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으
며, 8.7%는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하였으며, 4.3%는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
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S전자, L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높
은 브랜드 인지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와 속해 있는 국가에 매칭을 시키
지 못하며, 매칭을 시키더라도 인도 소비자는 국가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
의 브랜드로서 받아들인다는 점을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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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도 소비자 유통채널 이용 빈도
[표 4-9]는 대형할인마트, 일반소매점, 편의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모
바일쇼핑 6개로 분류한 유통채널에 대하여 이용 빈도를 Likert 5점 척도로 구
분하여 빈도수를 응답하게 하였다. 가장 적은 빈도수로 이용하는 경우 1점, 매
우 빈번하게 이용한다면 5점으로 척도를 매겼다.
해당 설문조사결과를 개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Likert 점수를
평균내어 수치화하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빈도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매
겼다. 산출 결과 일반 소매점이 3.6포인트를 기록하여 가장 많은 빈도수로 방
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번째로 3.37포인트를 기록한 대형할인마트,
그 다음으로 편의점이 3.35포인트, 인터넷쇼핑이 2.88포인트, 모바일쇼핑이
2.81포인트, 홈쇼핑이 1.88포인트로 조사되었다.
홈쇼핑이 1.88포인트로 가장 낮은 빈도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이나 거리, 일반적인 소비습관에 의해 일반소매점이 가장 많은 빈도수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상당한 수의 응답자가 대형할인마트를 이용
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의 이용 빈도수에 대한 수치도 의미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설문 인터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표 4-9. 각 유통채널 이용 비율
유통채널

도수(명)

평균수치

일반소매점

489

3.6

대형할인마트

490

3.37

편의점

487

3.35

인터넷쇼핑

478

2.88

모바일쇼핑

499

2.81

홈쇼핑

498

1.88

자료: 저자 작성.

140 •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전통시장과 같은 일반소매점을 방문한다고 하였다.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생활
용품과 의류 등을 구매하였고, 특히 대형할인마트 안에 따로 구성된 주류마트
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인도 현지전문가 의견
인도 현지에서 상당기간 동안(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인, 현지MD
(Merchandiser), 인도시장전문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합정리하고 해당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에 객관적 근거자료를 보강하는 것으로 서
술했으며, 최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옮겨오려고 노력하였다.
1) 의류업체 전문가의견
인도인의 의복은 인도인에 적합한 사이즈를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 인도는
아리아인(Aryan), 드라비다인 (Dravidian), 몽골로이드(Mongoloid), 니그로
이드(Negroid), 오스트랄로이드(Australoid) 등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로 대체로 서구적 외모에 왜소한 체격을 가진다. 유전적 특성과 더불
어 채식주의 식습관과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굉장히 넓은 지리적 특성과 다양한 인종으로 인해 EU(유럽연합)와
같이 각각의 지역이 독특한 전통과 특색, 문화를 가지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특색은 각 지역에 크게 작용하여 패션트렌드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해
당 지역의 의류 수요를 변화시킨다.
인도인의 의복은 크게 전통의상과 현대식 의상(정장, 셔츠, 바지 등)으로 구
별되는데 비교적 보수적인 콜카타와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전통의상을 많이 입는다. 반면에 서구문물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쉽게 받아
들이는 뭄바이와 같은 지역은 현대적 의상이 주를 이루며, 패션트렌드 또한 쉽
게 변화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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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충실히 이
행해야 하며, 본 제품과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의류사업을
오래 경영한 인도 현지업체는 최소 3년은 사업 확장에 주력하기보다는 고객과
의 관계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회사가 유지되
며 고객의 불만사항을 관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가족사회,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도시장 특성상 입소문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그림 4-9 참고).

그림 4-9. 소비자 구매 결정과정

투 입

정보처리

의사결정 영향요인

의사결정과정
문제인식
내부탐색

노 출
자 극
ㆍ마케팅
요 인
ㆍ기 타

주 의
이해 / 지각

개인적 특성
ㆍ동 기
ㆍ가 치
ㆍ생활양식
ㆍ개 성

탐색

기

사회적 요인

억

신 념

동의 / 수용
대안평가

태 도

보 유
의 도
구 매

외부탐색
불만족

ㆍ문 화
ㆍ준거집단
ㆍ가 족

상황적
요인

결 과
만 족

자료: Engel, et al.(1986), Consumer Behavior, 5th ed.; Hinsdile, Ill, The Dryden Press, p. 35 참고.

인도시장이 중요시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디자인, 가격, 내
구성(A/S 포함)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소는 구매 최저요건을 반드시 충족시
켜야 한다. 이는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반드시 가격이나 내구성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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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업체의 상품은 저렴하지는 않았으나 평
생 A/S(신체변화에 맞춰 수선)를 보증할 정도로 사후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의류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는
WOM117)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SNS마케팅과 오프라인 WOM
마케팅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2) 가구업체 전문가 의견
인도 가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시장으로서 인도의 온라인 쇼핑몰
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쇼핑몰은 일종의 가이드 샘플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놓
고 해당 샘플 기준으로 고객맞춤 판매 형식을 갖추고 있다.
맞춤 생산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스탠다드 제품을 판매해도 무방하다.
인도의 가구수입시장 규모는 WTA(World Trade Atlas) 기준 8,480만 달러
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의류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형식과 현대
적 형식의 가구로 구분되며, 가격대 스펙트럼은 최저 1,000루피부터 최고
217,750루피까지 매우 넓은 특성을 보인다.
인도 가구시장은 침대류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사무
용 시장이 20%를 차지한다. 전체 가구시장에서 사무용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은 20%에 불과하며 그 외 나머지 시장의 상당부분인 65%는 일반 가정용 가구
수요이다.118)

117) Ramaswamy, Vilvarayanallur, Kumar(2015), “Human Resource and Skill Requirements in
the Furniture and Furnishing Sector,” Vol. 1, http://www.managementparadise.com/kr
unal_dhabhi/documents/31835/human-resource-and-skill-requirements---furniture
-and-furnishing-sector(검색일: 2016. 8. 19).
118) KPMG(2014b), India Analysis(검색일: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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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인도의 가구제품별 시장 점유율

자료: Ramaswamy, Vilvarayanallur, Kumar(2015), “Human Resource and Skill Requirements in the Furniture
and Furnishing Sector,” Vol. 1, http://www.managementparadise.com/krunal_dhabhi/documents/3183
5/human-resource-and-skill-requirements---furniture-and-furnishing-sector(검색일: 2016. 8. 19).

그림 4-11. 인도의 국가별 가구 수입 현황

자료: Ramaswamy, Vilvarayanallur, Kumar(2015), “Human Resource and Skill Requirements in the Furniture
and Furnishing Sector,” Vol. 1, http://www.managementparadise.com/krunal_dhabhi/documents/3183
5/human-resource-and-skill-requirements---furniture-and-furnishing-sector(검색일: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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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을 통해 현재 수입가구 비율은 중국이 54%119)로 압도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특유의 저가공세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그 외 독일을 제외하면 눈에 띄게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타 국가와 달리 인도 소비자층이 원산지효과의 영향이 거의 없
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수많은 간이공장에서 생산하는 1인 기업이 상주하고 있어 저가 시장이
나 맞춤 생산하는 가구시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데 상
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영세업자는 해외에 판매되
는 유명 브랜드의 가구 브로슈어나 카탈로그를 통해 카피하여 제작판매하고 있
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 브랜드 가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수입관세가 적어짐에 따라 수입가구의 성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는 아
직 인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가구업계는 특유의 트
렌디함을 바탕으로 차별화하여 진입할 기회가 있다.

3) 온라인쇼핑몰 MD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의 규제를 알아보고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
서 인도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꾸준하게 관련법규의
변화를 관찰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 현지화의 대표적 장애물은
FDI 관련한 인도의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인도는 산업별로 정해진 FDI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설립가능 여부, 지분보유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을 무사히 처리하여 회사 설립하더라도 인도 법적사항, 세금 처리절차, 문화 등
119) Ramaswamy, Vilvarayanallur, Kumar(2015), Human Resource and Skill Requirements in
the Furniture and Furnishing Sector, Vol. 1; http://www.managementparadise.com/kru
nal_dhabhi/documents/31835/human-resource-and-skill-requirements-furniture-an
d-furnishing-sector (검색일: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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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로 인해 상당시간 동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인도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나 신뢰성 있는 인도 중간유통 판매상을 찾아 대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 인도시장조사가 중요하며, 현지에 경쟁 제품의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또한 인도를 한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언어적 세분화와 지리적인 세분
화를 통하여 시장 현지화를 시켜야 한다.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향
상되고 있으며, 초고가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제품은 가격대별로 구매할 수 있
는 잠재고객의 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도의
시장은 저소득층부터 초고소득층까지 소득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매우 넓게
포진하고 있어서, 어떠한 상품을 가져오더라도 약 15%의 소비자계층에 타깃팅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SNS의 활용을 통한 제품의 홍보만으로는 인도에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없으며, 일상생활 제품에 관련해서는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인도의 중간 유통상은 소형 마켓에서부터 대형 마트까지 판매가 가
능하기 때문에 유통상의 확보는 상품 판매채널이나 마케팅채널로서 필수적인 요
소이다. 인도는 독특한 판매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수의 제품이 방문판매
가 이루어지며, 심지어 전자제품까지도 방문판매로서 판매가 진행된다.
인도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다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FilpKart나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전자가전 전문가 의견
B2B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B2B를 대상으로 전자가전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자가전이 인도시장에 진입 시 가
장 어려운 점은 관세로 모디 총리의 ‘Make in India’ 정책에 맞춰 타국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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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오는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가 붙어 인도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가격경쟁
력에서 크게 밀리게 되었다. 해당 관세를 줄이기 위해 핵심 부품만을 수입하여
인도 내에서 단순조립을 진행하는 전략과 현지 업체에 핵심기술을 라이선싱하
여 생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단순조립의 경우 관세절감에 한
계가 있으며, 기술 생산 시 적절한 수입부품과 현지 조달과의 밸런스 조절에 상
당한 전략이 필요하다. 라이선싱은 관세혜택이 가장 크지만, 단순조립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도 업체에 라이선싱한 기술을
인도 업체가 무단 도용하며, 해당기술을 라이선싱하는 도중 습득한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생산에 들어가 라이선싱만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없
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느낀 국내외 기업
들은 라이선싱을 꺼리게 되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A/S정책이다. 인도 소비자와 기업들 모두가 전자
제품의 경우 타제품에 비하여 디자인보다 실용성과 내구성을 좀 더 고려하여
구매하는 특성을 띤다. 따라서 A/S가 거의 필요 없도록 내구성을 높이고 불량
률을 낮춰 진입하여 상비해야 하는 제품이나 부품의 비율을 줄일 수 있고 현지
A/S 지점을 다수 운영해야만 한다. 후자의 경우 지속적인 부품 수급을 가능하
게 하며, 해당 현지 A/S 지점 설치 시 사설 업체대행 혹은 직접 센터 설립을 통
해 진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A/S 센터 설립은 상당히 부담될 것이고, 제품의 불량률 기
준으로 부품을 조달하여, 교환하여 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인
도 현지 전력수급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전자제품이 잦은 고장으로 이어지므로
해당 고장률과 불량률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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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진출기업 분석
본 내용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업종, 형태, 애로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통계와 선행연구, 인터뷰를 활용하였고 이를 재가공하
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인도 진출기업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총 642개사120)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대기업 수는 175개사, 중소기업 285개사, 개인기업과 비
영리 단체(2개사)를 포함하여 182개사로 조사되었다.
그림 4-12. 한국기업 규모별 인도, 중국 진출기업 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7. 20).

중국의 2015년 GDP는 113,8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는
8,240달러에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에 비해 Next China라 불리는 인도의
GDP는 22,887억 달러, 1인당 GDP는 1,747달러로 전체 GDP는 약 5분의 1
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역시 과거 2005년도에는 인도와 유사 수준인 GDP
가 22,866억 달러, 1인당 GDP는 1,754달러에 불과하였다. 인도와 중국의 비

120) 한국수출입은행(2015), 해외투자통계 DB,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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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위하여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2005년의 중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해 보았다.
당시 유사수준의 GDP 경제규모 하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 수를 살펴보면
9,326개사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 수인 642개사의 14.5배에 해당하는 기업
이 진출한 상태였다. 해당 수치만으로 단순한 비교가 어렵지만, 타 변인(變因)을
고려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인도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매우 적
고, 투자나 진출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13]에 따르면 인도 진출기업 중 16%만이 B2C 형태의 진출을 진행
하였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B2B 형태로 진행하였다. 2005년도의 중국은
B2B 비율이 62.8%, B2C비율이 37.2%로, B2C의 경우 인도보다 21.2포인트
높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인도 진출 시 유통부
터 법규, 마케팅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타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고, 해당
위험 대비 수익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진출하더라도 현지기업과의 협업이 매
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13. 2015년 인도 B2B, B2C 구성 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해외투자통계DB,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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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2005년 기준 중국 B2B, B2C 구성 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5), 해외투자통계DB,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10).

선행연구 결과인 김선화(2012)에 따르면 인도시장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가
장 큰 애로사항은 ‘낮은 소득으로 저가 상품 선호’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현지 유통의 애로’가 24.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을 18.2%를 차지하고 가격과 관련된 항목만 42.4%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 측면에서 인도시장 내에 가격경쟁력 확보에 대한 부담감
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인도시장 수출 애로사항
구분

수출 시
애로사항

빈도(N)

비중(%)

복잡한 행정관행

29

10.8

무역장벽

13

4.8

현지 유통의 애로

65

24.2

국내산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49

18.2

낮은 소득으로 저가상품 선호

76

28.3

높은 물류비용

9

3.3

기타

28

10.4

269

100.0

합계

자료: 김선화(2012),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수출전략과 성과」, http://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
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b30e98c7bec59dcffe0bdc3ef48d419#redirect(검색일: 20
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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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도기업에 진출한 기업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와 인터뷰를
고려하였을 때, B2C 기업들은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무역장벽 등으로
인해 인도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의 시장형태가
현대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
고, 전통시장은 개인이 상점을 이루어 판매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B2C 기
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원활한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상점에 접근하고 계약을 진행하여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대비 성과에 대한 비효율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 진출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Filpkart나 Spencer 등 비교적 진출하기가 쉬운 온라인 소매를 포함한 비
점포형 소매 또한 인도 전체 소매구성 중 약 1.9%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진출을 하는 것 또한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에 대한 대책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매우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고, 인도인들의 소비문화 또한 특별
하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이나 스
타트업이 내부적으로도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맞춰 내부 전략과 외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인도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과 인도 진출에 필요한 자
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대기업의 성공･실패 사례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대기업이 인도시장에 초기 진입했을 때 진입전략이나, 현지 안정화 전략들을
분석하였고, 반대로 대기업의 실패 사례에서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패 기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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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제과 성공사례 분석

위에서 인도의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B2B라고 하였지만, L제과의
경우 성공적으로 B2C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분석되었다. L제과가 대
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활용한 전략들을 이해한다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B2C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L제과는 3단계의 해외진출단계를 가지고 철저히 검토 후 진출을 결정한다.
표 4-11. L제과 해외진출사업 검토 프로세스
<1단계>
진출국 분석

<2단계>
진출국 선정

<3단계>
진출 모델 선정

거시경제 분석
메가트렌드, 소비자분석
산업분석, 유통시장분석

해당 기준 충족
진출국가 선정

M&A , 합작투자
2. 현지화
3. 새로운 모델

자료: L제과 미래전략센터 내부자료.

<1단계> 진출국 성장 잠재성 분석
과정에서 진출국 예상 국가들의 성장 잠재성을 분석하기 위해 거시경제 분
석, 메가트렌드, 소비자 분석, 산업분석, 유통시장 분석 등 전 방위에 걸친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과정은 추후 진출국가에 진입 시 핵심 자료로 사용되며,
부실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판단은 추후 진출 모델부터, 진입 후 성과까지 장기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2단계> VIRCI 중심 진출국 선정
VIRDI(Vietnam, Indonesia, Russia, China, India) 중심의 시장의 규모,
잠재성장률 등이 충분히 갖춰진 나라 위주로 1단계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L
제과 비즈니스 모델과의 부합여부,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진출국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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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진출 모델, 단계 선택
L제과는 해당 진출국의 시장형태, 진출할 업태, 각종 현황 등을 검토하여,
FDI 진행 시 M&A전략을 사용할지, 합작투자를 세워 합작형태로 진행할지, 협
지화 전략을 쓸지, 진출국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선정하게 된다.
해당 과정까지 반드시 충분한 자료와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철
저한 조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고, 선택하게 된다. 인도 제과 시
장의 경우 해당 과정을 거쳐 M&A 후 사명 변경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판단하
고 적합한 기업을 모색하게 된다.

1) 현지 업체 M&A전략
L제과는 인도 현지의 각종 법률과 절차, 인도정부의 규제, 유통망 확보 등을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서 2004년 인도의 90년 전통의 P제과를 인수하였다. L
제과는 232억 원을 투자해 P제과의 지분 80.39%를 인수했으며, 인수 후 회사
명을 L제과 인디아 주식회사(L India Corporation. Ltd.)로 변경하였다.121)
L제과 인디아 주식회사는 P제과 인수로 인하여 직접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필요 인재 확보, 현지 비즈니스 관례, 노하우 확보, 관련 법령, 세법이슈, 유통
망 확보 등을 단시간에 이루어내며, 안정적으로 인도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2) 현지화 마케팅 전략
L제과는 P제과를 인수하고 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랑받았던 P제과의 브
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초코파이 포장에 ‘Together Forever’라
는 표현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대와 화합
을 상징하는 반덤(Bandhan) 매듭의 엠블럼을 통해 인도인들에게 친근한 이미
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121) 황윤정(2004. 5. 21), 「L제과, 인도 P제과 인수」,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
p/newsview.php?aid=2004052132778(검색일: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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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P제과는 인기제품인 Coffy Bite라는 커피향 사탕 제품군을 보유하
고 있었으나 추억의 간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판매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
다. L제과는 현대적 마케팅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재 포지셔닝을 하여 Coffy
Bite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을
세련되게 바꾸어 다시금 인기를 얻게 만들었다.
L제과는 초코파이를 이용해 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을 올리는 등 초코파이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홍보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거리감을 좁히는 데
집중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인 초코파이에 대한 친근
감을 불러일으키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초코파이를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 함으로써 일반과자의 3~4
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소량박스 포장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는 중요한 날 디저
트류를 선물하는 인도인들에게 선물용으로 각광받게 하였다. 이로써 L제과는
인도 내 초코파이 시장점유율 90%를 달성할 수 있었다.122)

3) 다채널 유통망 전략
인도는 크게 유통채널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래식 유통시장과 현대식
유통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매출의 약 81%는 재래식 유통시장에서 발생된
다. 재래식 유통시장의 52%를 구성하고 있는 KIRANA를 통해 상당부분 식음
료가 판매되고 있다. 인도는 아직까지 물류와 유통이 현대화되지 않아 소비자
와의 최대 접점을 가지고 있는 말단유통망까지 원활하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 중간의 소매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간상이 크게
발달하였고 해당 중간상을 쉽게 대체할 수가 없다. 따라서 L제과는 크게 3가지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접근하였다.

122) 채성진(2015. 12. 24), 「인도 초코파이 시장 90% 장악… L제과, 해외 누적 매출 5 」,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3/2015122303932.html(검색일: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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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사원을 활용한 중간 판매상 확보
공장

CFA123)

TSI/SO124)

RS125)

TT126)

소비자

L제과에서 직접 지시･관리 하는 TSI/SO(Territory Sales Incharge/Sales
Officer)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RS(Regional Salesman) 중간 판매상을 발굴･
계약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최근접 유통채널인 TT(Traditional Trade)에 공
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신뢰할 수 있는 RS를 찾고, 전국을 유통물
류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해당 RS는 보통 지역유지(有志)로서 오랜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말단 유통망
을 관리･보유해 왔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간 판매상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제품의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가지고 못한 상태라면, 최종 소비자의
MRP(Maximum Retail Price)를 컨트롤 할 수 없다.
해당 방식은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전달되기까지
의 그 유통경로를 알 수 없으며, MRP 조정이 불가능하며, 상당한 유통마진을
내어주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상당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각 지역의 모세혈
관처럼 퍼져 있는 재래식 소매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
에서 해당 유통경로를 안정적으로 장악･유지･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과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

나) 소규모 중개상 활용 공급
공장

CFA

Super
Stockist

Sub
Stockist

TT

소비자

123) CFA(Clearing and Forwarding Associates): 물류위탁상.
124) TSI/SO(Territory Sales Incharge / Sales Officer): 영업사원.
125) RS(Regional Salesman): 중개상 개념.
126) TT(Traditional Trade): 재래식 유통채널. 인도 진출 한국기업 L제과 관계자 인터뷰 용어 설명
(2016. 6. 26, 인도 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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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중간 판매상 확보 전략 외에도 소규모 중개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
용한다. 소규모 중개상은 주로 도시 외곽이나 변두리, 농촌에 위치해 있는 비교
적 작은 규모의 중간 판매상이다. 비록 모식도에는 CFA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
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아웃소싱을 의뢰한 타 인도 현지 업체의 공장이나,
L제과 공장에서 직접 발송하는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Super Stockist는 Sub Stockist에 제품을 유통하게 되고 그다음 단계로서
TT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제과업체에 있어서 특히나 TT가 중요한
이유는 판매량뿐만 아니라 홍보효과에 있다. 인도 소비자 대부분이 충분한 구
매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제과제품을 낱개로 판매하는 형태를 띠게 되며,
제과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홍보차원에서 상당한 물품을 거의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하게 샘플로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와의 가장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는 TT에서는 자연스럽게 해당 제
품을 앞서 진열하게 되고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한두 개 정도 맛도 보게 되고,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게 된다. 이를 반복하게 되면 소비자는 스스로 해당 제품
을 찾게 되며, 해당 단계에 접어들면 회사는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의 홍보･유통 방식은 초코파이처럼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거
나, 새로운 브랜드 런칭 시 유효하며, 성공적인 전략으로 작용한다.

다) 직접 MT(Modern Trade)127) 발굴 공급
공장

CFA

MT
Chain

MT
Outlet

소비자

최근 들어서 인도의 유통시장이 기존 재래식 유통망에서 현대식 유통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며, 상당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해당 유통망은

127) MT(Modern Trade): 현대식 유통채널. 인도진출 한국기업 L제과 관계자 인터뷰 용어 설명(2016.
6. 26, 인도 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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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선진국형의 유통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으며, 상당량 이상 납품이 가능해
야 하고, 제품의 인지도나 품질 또한 갖추어야 진입할 수 있다.
해당 유통채널을 통하여 진입하면 기존에 유통마진으로 빠져나갔던 수익을
상당 부분 회사에서 남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L제과 역시 해당 프로세스를 선
호하며, 적극적으로 해당 프로세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시장 특성상 식료품에서는 MT(Modern Trade)만으로는 한계
가 있어 L제과 역시 다채널전략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L제과는 이외에도
인도정부와 군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L제과 역시 2013년 바뀐 기업법에 따라 CSR 정책을 충분히 펼치고 있으
며, 지역 내의 학교후원, 무료교육, 봉사활동, 고아원후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L제과의 인도 진출전략을 종합하여 살펴보자면, 첫째, 현지업체 M&A를 통
한 완벽한 현지화 전략을 꼽을 수 있다. L제과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 인도
특유의 업무스타일까지 그대로 가져갔다. 채용역시 소수의 한국인 직원을 제외
하면 대다수를 인도 현지인을 고용하여, 완전한 현지화를 추구하였다.
둘째, 현지화 마케팅 전략과 맞춤형 제품 생산이다. L제과는 식음료에 예민
함을 가지고 있는 인도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 P제과의 브랜드이
미지를 충분히 이용하였으며, 현지에 맞도록 포장지, 입소문 마케팅 등을 성공
적으로 이루어 냈다. 또한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인의 특성에 맞춰 마시멜로
우를 식물성 지방을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며, 채식주의자용 제품과 비채식주의
자 제품이 함께 생산하면 채식주의자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불신을 가지고 꺼
리기 때문에 전량 채식주의자용 제품만을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다채널의 유통채널 확보 전략이다. 재래식유통망과 현대식 유통망 모두
다채널 다중개상 확보를 통하여 접근하였으며, 각각의 특징에 맞는 마케팅 전략
을 사용하였다. 영세 중개상의 경우, 제품을 신용으로 내어주어 제품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여 제품의 회전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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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엔지니어링 성공사례 분석
M엔지니어링은 인도 첸나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B2B 전문 건설기업이
다. M엔지니어링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M엔지니어링의 사
례와 전략을 분석하였고, 인도시장에서 B2B 진입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 충분한 시장조사
M엔지니어링은 케이블, 산업용 배선, 조명피팅, 음성 및 화재경보시스템,
설계, 소싱, 제조 및 패널 보드의 공급, DP구조, RMG장치 등 턴키솔루션을 제
공하는 회사이다. M엔지니어링은 초기 한국 진출기업의 진출이 거의 전무하였
을 때 일찍부터 인도시장공략을 위해 시장조사를 시작했다. M엔지니어링은 단
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시장조사
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약 3년간의 시장조사결과
조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만났던 중간 브로커, 전기, 건물 설계 업종 관련자, 미
래의 잠재적 고객들과의 인적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2)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뢰성 확보
M엔지니어링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기초공사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다. M엔지니어링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조사를 통해, 인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후관리와 신뢰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M엔지니어링은
경쟁사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제안을 할 시 부품에 대한 신
뢰도를 높이고자 각각의 부품에 대한 샘플보드를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해당
공사에 사용될 부품의 브랜드와, 품질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충분한 품질을 약속하며, 품질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전략으
로 M엔지니어링은 초기 건설업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제안서 단계에서 상당한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이는 추후 매출상승에 영
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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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엔지니어링은 고객사를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다. 공사가 끝
난 뒤에 일종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령 제 89조와 대통령령으로 입법 예정된 법령에 따르면 500억 원 이
상인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
은 개념으로 M엔지니어링은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보고서를 제공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추후 WOM을 통한 추가적인 고객 확보까지
누리고 있다. M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보고서라는 작은 부분을 통하여 고객으
로부터의 신뢰를 얻고, 이러한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충성고객이 된 경우가 많
다”고 하였다.

표 4-12. 건설공사 시공평가 가이드라인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
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말한다.) 500억 원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총면적이 3만 제곱미터
3)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 공사

* 건설공사 설계도서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 설계도서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15-474호)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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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보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절차
-책임 및 권한
-문서관리
-기록관리
-자원관리
-설계관리
-건설공사 수행 준비
-계약변경관리
-교육훈련관리
-의사소통관리
-기자재 구매 관리
-지급자재 관리
-하도급 관리
-공사 관리
-중점 품질관리
-식별 및 추적 관리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 관리
-검사장비, 측정 장비
및 시험장비 관리
-부적합 공사의 관리
-데이터의 분석관리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관리
-자체 품질점검 관리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관리
-공사 준공 및 인계
관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1. 개요
가. 공사 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나.
다.
라.
마.
바.

공중
시험 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 빈도
시험 횟수
그 밖의 사항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
는 건설 기술자 배
치 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3. 시험 시설
가.
나.
다.
라.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2015), 「건설공사 시공평가 가이드라인」, http://www.contems.or.kr(검색일: 2016. 8. 10).

그리고 건설공사 후 시공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M엔지
니어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공한 건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공평가를 정확하
게 진행하고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까지 만들어 제공해왔다. 시공 후 문제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진행해왔
다. 이러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인도 특유의 입소문이 퍼져 지금은 기본기가 탄탄한 건설, 시공 컨설팅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다. D사 실패사례 분석
국내 D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의 M엔지니어링과 반대로 한국의 대
기업인 D사가 인도 B2B 시장에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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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력 부족과 가격경쟁력 부족
20년 전 D사의 전신인 D지게차가 인도에 업계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초기
시장의 진입을 통해 이점을 누리는 퍼스트무버 전략은 완전히 성공하게 된다. 인
도 내에 D사라는 지게차의 브랜드를 충분히 알리는 데 성공하고, 시장 초기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시장의 점유율은 2~3%에 불
가하며, 초기 퍼스트무버의 이점을 모두 잃은 상태이다. 가장 강력한 경쟁사로 T
사의 제품군을 꼽을 수 있으며, 인도 현지업체의 거센 추격을 받는 실정이다.
그림 4-15. 인도 지게차 시장 세분화 모형

자료: D사.

D사는 PRO5 프리미엄급 모델과 GX라는 보급형 모델을 바탕으로 투트랙 전
략을 사용하여 진입하고 있다. PRO5는 한국에서 전량 생산되어 완제품형태로
인도수출이 진행되며, GX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인도로 수출된다. 경쟁사인 T
사는 전량 중국에서 생산하나, 특유의 브랜드력과 저가 공세를 통해 시장을 장
악하여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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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인도 진출 지게차 모델

자료: D사 공식 홈페이지 카탈로그, http://www.doosan-iv.com/kr/main.do(검색일: 2016. 8. 10); T사 공식 홈페이지
카탈로그, https://www.toyotaforklift.com(검색일: 2016. 8. 10).

2) 포트폴리오 부족
T사는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전 방위적인 중공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
다. 따라서 수익 구조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수익을 일정 수준 이상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A/S 센터, 현지유통망 등을 직접 구축하는 데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고차 매입하여 수리하여 판매하는
등 서비스업을 융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추
구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D사는 인도시장 진입의 충
분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현지 딜러와의 계약을 통해서 일종의 판권
을 넘겨준 상태이다. 따라서 점유율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지 공장이 없기
때문에 A/S를 위해 수출하는 부품, 완제품 형식의 지게차 등은 관세를 비롯한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마진, 수익모델의 단순함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가격경쟁
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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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사 성공사례 분석(스타트업)
B사는 2014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을 향해 급속도로 성장 중
인 스타트업이다. B사의 주력서비스는 트루밸런스라는 통신요금을 알려주는
유틸리티 앱으로, 선불 폰의 원터치 잔액조회 기능, 일 단위 사용량 통계정보,
자동 잔액 알림, 충전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16년 1월 기준
으로 인도 구글플레이 6위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라이프스타일 앱
랭킹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어 1,000만 유저 이상을 확
보한 상태이다. 향후 개인별 통신 패턴 분석기능을 기반으로 한 요금제 큐레이
팅, 즉각적인 충전 플랫폼, 결제와 송금,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 서비스로 확
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림 4-17. 트루밸런스 모바일앱 구현 사진

자료: True Balance play store India, https://www.google.co.kr/search?q=true+Balance+play+store+India&biw=
1707&bih=764&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jT3erg9uHQAhXHzLwKHZRWBRsQ_AUI
BigB(검색일: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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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트루밸런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시장이해에 있다. 트루밸런
스 대표는 이미 2006년부터 액세스 모바일을 운영하며, 동남아, 인도에서 부
가가치서비스(VAS) B2B 사업을 벌였으며, 인도시장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
지고 있었다. 인도에서 사업한 경험이 있었기에 인도 현지조사에 대한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근무를 진행하며, 최소 200여
명 이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확실한지, 한국인이 개발을 진행하기 때
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조사하며, 해당 사
항을 수정해 나아갔다. 스타트업 특성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즈니
스 모델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기존 리서치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 매우
많아, 개인인터뷰, 다대다인터뷰,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 다양한 직접조사방식
을 통해 이루어졌다.

2) 기획 단계부터 현지화 전략 수립
트루밸런스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현지화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존 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거점을 가지고 있던 인
도를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인도의 모바일 사용자 9억 3천만 명 중
95.6%128)가 선불유심 사용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인도의 모바일 사용자
는 요금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나 통화 제공량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통신사의 유심을 번갈아가며 사용한다. 트루밸런스는 이러한 특성에
면밀히 살펴보았고, 인도의 모바일 사용자가 요금 확인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해내었다.
인도에서는 선불유심의 잔액 조회를 위해서는 STK(SIM Toolkit)를 활용하여
128) 플래텀(2016. 7. 26), 「인도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루밸런스’, 1천만 다운로드 돌파」, http://platum.
kr/archives/63784(검색일: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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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야 한다. 트루밸런
스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문자코드 인식 엔진을 개발하여 자동
으로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는 경제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선불
통신요금제가 발달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 역시 모바일 사용자가 요금을 확인
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어, 트루밸런스는 인도를 기점으로 추후 동남아시아까
지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 후불제 중심시장인 한국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서
비스이지만, 처음부터 인도와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
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6위, 4개월여 만에 1,000
만 유저를 확보하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18. 기존 STK 이용 잔액조회 요약도

1단계 코드입력

2단계 원하는 서비스 경로 입력

주: 기존의 STK를 활용하면 잔액조회를 위해 약 9자 이상의 숫자코드를 외워서 입력해야 하고 잔액 조회를 위해 여러
차례 번호를 입력해서 경로를 찾아가야 한다. 또한 중간에 오류로 인해 다시 조회해야 할 경우 해당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많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자료: TechDiscussion.in(2012), USSD Code to check Vodafone 3G Balance and validity, http://forums.techdiscu
ssion.in/showthread.php/2259-USSD-Code-to-check-Vodafone-3G-Balance-and-validity(검색일: 2016.
10. 1).

제4장 인도 진출 관련 실증분석 및 사례 연구 • 165

3) 맞춤형 현지화 마케팅(Referral Marketing)
인도는 국내 통신환경과 달리 PC기반의 유선인터넷 세대를 거치지 않고 바
로 모바일 세대로 넘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커뮤니
티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여 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할 장소를 선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도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의 추천이나 조언이 매우 영향력이 큰 관계문
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인도 진출기업(현지기업 포함)은 구전 마케팅
에 상당한 힘을 쏟는다.
트루밸런스는 인도인의 관계 중심의 문화에 초점을 맞춰 리퍼럴마케팅
(Referral Marketing)129)을 진행하였다. 친구들에게 SNS를 활용하여 트루
밸런스 앱을 소개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링크를 공유받은 친
구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친구와 소개해준 본인에게 모
두 트루밸런스 전자 지갑에 10루피씩 제공해준다. 인도에서 10루피는 통화 10
분에 해당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돈을 모아서 인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모션은 인도유저들의 블로그, 각종 사이트에 소개되었다.
그림 4-19. 트루밸런스 현지화 마케팅

자료: 트루밸런스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
129) 리퍼럴 마케팅(Referral Marketing): 가족이나 친구 혹은 주변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
스를 추천받거나 보증을 받는 방식. 구창환(2016. 7. 6), 「리퍼럴(Referral)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베타뉴스』, http://www.betanews.net/article/636627(검색일: 201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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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밸런스의 현지화 마케팅은 앱을 이용하는 유저의 직접적인 공유 활동으
로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용자 간의 소통을 통해 기업이 겪을 수 있
는 번역의 오류, 이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공유 과정에서 기업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공용어 이외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이용자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었다.
리퍼럴 마케팅은 현금마케팅에 매우 민감한 인도 소비자 특성과 주변지인들
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인도문화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현지화된 마케팅이
다. 해당 마케팅 기법은 유틸리티 앱을 전파하기에 매우 적합한 마케팅 방식으
로 작용하였고 트루밸런스 앱 확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마. V사 사례 분석(스타트업)
V사는 SNS 기반의 네트워크 판매 플랫폼으로서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여
대중이 직접 홍보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홍보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다. V사는 바이럴 판매 플랫폼 아이디어를 통해 중소기업청 주
관의 스마트앱 창작지원사업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스마트앱 창작지원을 받은
IT기반의 스타트업이다.
예비판매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일종의 리셀러가 될 수 있고, 각각의 아이디
에 따른 판매를 위한 고유의 URL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웹사이트, SNS를 통
하여 이용자에게 노출시킨다. 해당 URL이 삽입되어 있는 배너를 클릭하게 되
면 클릭하는 소비자는 쿠폰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배너를 올려놓은 리셀
러는 수수료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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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V사 비즈니스 모델

자료: V사 IR자료 제공.

1) 인도시장의 기회를 포착
인도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변 지인과 입소문이 영향
력이 큰 나라이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눈여겨보았던 V사는 아직까지 현대화
된 SNS마케팅 플랫폼이 자리 잡지 못한 인도에서 기회를 포착하였다. V사는 거
대한 인도시장에서 대부분의 저소득층인 인도인들에게 일종의 부가적 수입을
제공하며, 리퍼럴(referral) 마케팅과 WOM 마케팅 융합형 플랫폼을 제공한다
면 충분한 성공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인도 법인진출을 결정하였다.
인도에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현재 인도에 상주하며, 현
지직원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를 진행하고, 초기진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V사는 많은 인도인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향 플랫폼으로 전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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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진출의 어려움
V사는 2015년 8월부터 인도 진출을 준비하여 2016년 6월에서야 인도 현지
법인을 세우는 것에 성공하였다. V사에 의하면 인도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
른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V사가 현재 진출하여 있는 첸나이 지역의 경우
수많은 행정 처리에 있어서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한다. 또한 서류 처리에 있
어서 일부는 규정된 서류처리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스타트
업 인디아를 외치며 획기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며, 스타트업 설립에 지원을 하
려는 모디 정부의 문구와 달리 실제 인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추
가서류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설립은 상당기일 걸리는 것으로 보였다.
인도정부가 스타트업 인디아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V사는 모
디 정부의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인도 진출
을 위한 정보를 얻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V사는 인도시장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조사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V사는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국내 기업은 일종의 공
고를 통해 모집하는 공개채용 방식을 취하며,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
나, V사는 인도에서는 주로 지인의 추천을 통해 인력을 수급한다고 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다수의 적합한 인력을 빠른 시일에 적절하게 충족하는 것에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3) 정부정책 니즈
V사는 스타트업 기업이고,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을 인도에 도입하려
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 조사와 인적 자원 확보 및 교육에 많
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위한 자금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V사는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현지 시장 조사, 현지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적절한 인력확보 가능 센터, 현지 마케팅 전문가 지원 등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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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인도에 진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나 스타트업들은 비용적인 부담이나 자료, 인적자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바. E사 사례 분석
1) 인내와 기다림의 시장
E사는 섬유 산업에 필요한 원단 후가공용 건조기가와 텐터기(tenter)130)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국내에서 2010년 약 5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동
종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중국에 진출하여 30여 개국에 수
출을 진출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E사의 인도
에 진출은 다른 나라와는 달랐다. 2005년 인도에서 최초 계약을 맺은 후 약 2
년 동안 추가 2대의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E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해줄 기업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2010년에 드디어
15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3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이루었다.
E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도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과 인도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쟁 제품의 수준과 가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품질과 그에
따른 가격에서 E사에 맞는 고객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에 맞는 전략을 수립
하였다. 또한 시장 개척 3년 동안에 적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타깃 고객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동시에 현지 인력을 통
하여 외부적으로 기업을 꾸준하게 알리며 기업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2008년 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0년 3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130) 텐터기(tenter): 염색한 천의 폭을 팽팽하게 펴면서 말리거나 다리면서 뽑아내는 기계.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D%85%90%ED%84%B0%EA%B8%B0&query=
%ED%85%90%ED%84%B0%EA%B8%B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검색일: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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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도시장
E사 입장에서 인도시장은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바라보며 E사는 인도의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매출뿐만 아니라 인도 섬유산업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
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20%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E사 관계자는
“우리와 다른 인도의 기업문화에 불만을 품거나 문제 해결을 회피하지 말고, 긍
정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인내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기업 내부적인 투자가 필요
E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뭄바이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고, 타깃 지역이었
던 수라트와 델리에 각각 서비스센터를 구축하였다. 마케팅은 본사에서 직접 함
으로써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까다로운 인도 고객들에 대해 장기적인 영업
활동과 고객관리를 하였다. 또한 고객에 관한 교육, 공장의 인프라 점검, 납품
서비스, 부품 조달 등 모든 과정과 문제들을 직접 처리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인
도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기업 이미지 또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131)

사. I사 사례 분석
1) 현지화의 중요성
I사는 미곡 및 차 선별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3년 코트라 뉴델리에서
실시한 지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2006년 인도에 지사화하였다. 그 해 12
월 웨스트뱅갈에서 시운전을 시행하였는데 운행도중 제품이 멈추었고, 원인
을 분석한 결과 인도의 불안정한 전압이 원인이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
라 모든 제품에 무정전전원장치(UPS)를 부착하여 인도 현지 환경에 맞게 제
품을 개선하였다.
131) 김응기(2011. 12. 12), ｢섬유기계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이화글로택」, <CHINDIA Plus> 64권 0호,
pp.48~49, 포스코경영연구원, http://210.101.116.28/W_files/ftp43/0u402084_pv.pdf
(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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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의 영업의 절반을 현지 직원들에게 맡기는 전략을 선택한 I사는 에
이전트에만 의존하게 되면 시장과 현지 가격에 대한 정보가 잘못 분석될 수 있
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적으로 직원들에 성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2) 경쟁력 강화
I사는 자사 제품의 분야에 대한 시장 분석을 통하여, 기존 인도시장에서 높
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쟁업체들의 전략과 가격을 확인하였다. 경쟁사의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낮았던 I사는 고객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
였고, 내부적으로는 품질 개선과 생산원가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더욱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도의 넓은 영토의 특성상 기후와 사용자에 따라 제품의 기능에 차이를 확
인한 현지 영업망 담당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사에서 전문 A/S 직원을 파
견하여서 24시간 A/S체계를 구축하여 고객들로부터의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
었다. 이로 인해 I사는 인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인도를 서
남아시아의 수출의 거점으로 삼아 스리랑카 등에 진출까지 할 수 있었다.

3) 현지 분석의 중요성
I사의 성공원인은 정확한 현지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성공의 원인
중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품에 대한 품질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
지 분석을 제대로 하였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수립, 고객 만족 전략 등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전략들이 인도 고객들에게 쉽게 적
용될 수 있었다.

172 •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아. 인도 현지기업 인터뷰
인도에 대한 2차 자료를 토대로 현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기업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현지인이 본 해외 진출
에 대한 의견과 이들이 생각하는 인도시장과 소비자들의 특성에 관하여 질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1) A/S의 중요성
인도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은 기존 사례와 2차 자료들
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인들은 가격에 민감하지만, A/S와 같은 고객관리에 매우 민감하였다. 콜
카타에서 수십 년 동안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인 ZOIS by Avinash의
Avinash Jain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기업명 뒤에 붙일 정도로 사업에 대한 자
신감이 있었고, 실제로 오랫동안 인도 전통 의류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
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는 “ZOIS는 최상의 품질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살이 찌거나 살이 빠져 옷이 맞지 않을 때, 또는 옷이 닳아 손
상되었을 때 평생 A/S를 통하여 사이즈를 무료로 늘려주거나 줄여주고, 손상
된 부분을 수선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오래된 충성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로 인하여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도 현지에 전자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Surya Roshni Ltd.의 수입 담당자
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인도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 “인도인들은 제
품을 구입할 때 가격에 민감하다고 하지만 서비스 센터의 여부나 서비스 센터
가 저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한번
구매한 제품을 오랜 시간동안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
차를 구매하였는데 T사와 H사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집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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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서비스 센터가 있음을 확인하고 큰 고민 없이 H사를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음 산 휴대폰이 L전자였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집에 아직까
지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도인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만들었던
추억이나 경험을 그 제품과 함께 보관하고 싶어 한다는 점도 함께 말해주었다.

2) 인도의 마케팅
인터뷰를 통해서 인도 현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수단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WOM의 활용이었다. WOM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고, 인도처럼 가족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
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달되며 문어발식으로 급격하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WO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고객들에게 만족을 줘야 하
고 만족을 뛰어넘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M엔지니어링이나
ZOIS가 대표적인 사례로 작은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줌으로써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SNS 마케팅은 아직까지 인도에서는 잘 이
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SNS는 개인의 생활을 공유하고 나누는 플랫폼이지 그
러한 플랫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5. 시사점
위 4장에서는 인도소비자에 대한 선행연구와 설문을 통하여 인도 소비자들
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에도 품
질, A/S 등 제품의 기능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74 •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기존에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 분석과 현지에서 각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인도 전체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문화적, 소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
점에서의 시장 접근과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 및 지원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
존에 이미 코트라와 같은 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을 통합
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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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개요
2.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인도 진출
성공모형
3. 인도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1. 개요
인도시장은 국내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
이다. 최근 모디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FDI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는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선 아주 젊은 국가이다.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인도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의 궤도에 안착한다면, 마치 우후죽순(雨後竹
筍)처럼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한국 산업 전체의 99%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성공은 최근 정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진국 시장의 글로벌 경제 위기에 저항성을 가진 우
량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시장은 거대한 잠재력만큼이나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
라이기도 하다. 글로벌 기업들 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인도의 시장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 진출 성공 사례에 대한 자료와 선행연구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인도 진
출 성공 모형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인도 진출 성공모형
가. 인도 진출에 대한 장기적 접근
인도는 전체 면적이 3,287,263㎢에 이르며 전 세계 7위에 해당할 만큼 매우
넓고, 인구수 약 12억 9천 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인도는 지리적 특성과 방대한 인구에 따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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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인도는 행정구역만 하더라도 28개 주에 이르고 각 지
방을 자치(自治)하는 지방정부의 힘은 막강하다.
또한 문화적 특성, 지리적 특성, 소비 시장적 특성 등이 지역별로 매우 상이
하기 때문에 인도는 시장조사에 매우 신경써야 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서는 28개 주나 되는 방대한 지역을 일일이
상세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진입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기존 대외경제연구원이나 코트라, 한
국무역협회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출하기 적합할
것이라 판단되는 1차 지역을 선별하고, 직접 시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인도의 소비자는 성능과 품질, 그리고 브랜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성능과
품질을 갖추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져야
만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도,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여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소비자의 WOM을 유념
해두고 조금씩 천천히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인도 현지 전문가 다수는 3년 이상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접근하라고 조언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최소 3년 이상 장기간 인도에 체류하며,
시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과정에서 소비자나 중간 판매상 등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항 역시 중소기
업이나 스타트업이 진행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사 분야의 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연합을 도모하여,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합진출이 힘들 경우에는 현지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파트너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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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통해 진입할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어렵고, 찾더라도
인도 특유의 비정형화된 세금부과, 비관세 장벽 등의 애로사항에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 현지 유통파트너 확보 필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도 진입
시 고려해야하는 유통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하다. 인도는 현대화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1%는 아직도 재래식 유통망으로 구성되
어져있으며, 다수의 인도소비자는 재래식 유통망에 익숙한 상황이다. 실제로
인도에 진출한 L제과의 경우 키라나라 불리는 소매점을 통해 판매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서 상당한 매출과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선행연구조사, 현지 전문가와 현지 진출업체 인터뷰, 소
비자 유통채널 이용 빈도 등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인도 소비자들은 소매점
을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며, 식료품의 경우 전체 매출의 약 60%가 재래식 소매
점을 통해 소비된다.
따라서 식료품의 경우는 적절한 방법과 경로로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까지
제품이 전달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대기업인 인도 L제과의 경우 전
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매점까지 원활한 제품 공급이 어려워, 해당 지역의 큰 영
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간 판매상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 실정이다.
인도시장의 진출시기와 방법에 따라 인도 유통파트너 확보의 중요도가 달라
진다. 초기 시장진입은 직･간접 수출만 진행하며,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 등
의 절차를 없이는 현지 파트너사 없이 판매가 불가능하며, 유통파트너를 반드
시 확보하거나, 유사 제품군을 판매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OEM)132)으로
132)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EM):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품명으로 완제품을 생산
하는 것.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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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야 한다. 해당사항은 인도정부의 규제로 인한 것이며, 온라인 판매 시
에도 Tax 넘버를 반드시 요구한다.
따라서 직･간접 수출 시 유통파트너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진출
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하며, 신뢰 가능한 유통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직접진출의 경우 유통파트너 확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L제과의 사
례, 복잡한 구조의 인도유통망, 열악한 물류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유통
파트너 확보에 대한 득실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유통시장의 구조가 과거 재래식 유통망에서 현대식 유통망으로 재
편성되는 추세가 있으므로,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백화점, 카테고리 킬러, 온
라인쇼핑, 모바일쇼핑 등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온라인
쇼핑의 경우, 일반적인 현대식 유통망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연간 30%
이상 상승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망 구축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내 상황과
달리 무선인터넷 구축비용이 유선인터넷 구축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으며, 일반
적인 기술 발전 선(先)과정인 유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뛰어넘고 바로 무선인
터넷 인프라망 구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기술의 발전과 무선인터넷
보급은 인도소비자로 하여금 급속도로 모바일쇼핑 환경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에도 대형할인마트가 없는 도시외곽의 경우 모바일 쇼핑을 통한 주문이 상
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발전은 소비패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데이터를 살펴보면, 고소득자, 고학력자의 경
우 일반소매점 이용 빈도(3.35 포인트)를 온라인, 모바일 쇼핑 이용 빈도(2.81
포인트)가 근접하게 뒤쫓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유통망의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cId=930100&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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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 맞춤 현지화 전략
1) 제품 현지화
경쟁이 치열한 인도시장 내에서 제품을 차별화하고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충분한 제품의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L전자는 크리켓을 좋아하
는 인도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크리켓전용 모드를 TV 기능에 내장하였고, 잦은
소음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인도 거주 지역에 맞춰 출력이 큰 오디오를
출시하였다. 또한 인도는 아직까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잦은 정전이 발
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도 사정을 감안하여 S전자와 L전자에서는 정전 시에
도 남은 세탁시간만큼 세탁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인도 L제과의 경우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 특성에 맞춰 초코파이의 마시멜로우를 식물성재료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요인의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성능･기능으로 조사되었다. L전자와 S전자의 사례는 성능･기능의 현지화의 훌
륭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제품의 현지화를 통해 성능･기능을 개선하여 편의성
이 극대화시키거나, 인도 내 문화에 알맞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치열한 인도시
장 내의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제품 현지화에만 집중하고 제품 설명서와 같이 제품 이용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부분들은 놓치고 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은 인도인들은
영어가 유창하여 제품 설명서를 영문화한다면 소비자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기
대를 갖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는 있
지만, 각 지역의 지역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시
간에 강렬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야 하는 광고나 제품설명서를 각 지역
에 맞도록 언어를 현지화하는 것은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 편의성을 증대시켜줄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인도시장 내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82 •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2) 마케팅 현지화
인도는 다양한 종교적 특수성이 소비패턴에 반영된다. 인도 전체 인구의
81%가 힌두교를 차지하는데, 힌두교도는 아힘사(不殺生)라고 하는 비폭력 신
앙 때문에 육식을 금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 M사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를 별도로 개발하였고, 채식주의자만을 위한 전문 서빙직원을 따로 두고,
녹색 앞치마를 입도록 하였다.
인도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주의자용 식품이 비 채식주의자용 식품과 같이 생
산된다는 것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거부감을 녹색 앞치마를 통해
심리적으로 생산라인을 분리함으로써 해소하였다. 이는 우수한 마케팅 현지화
기법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설문조사결과,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고 한 사람은 본인이었으며, 두 번째로 꼽은 사람은 가족이었다. 실제 타 선행
연구결과나 전문가 의견 취합 시, 인도에서의 마케팅 핵심사항은 WOM을 얼
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인들은 상품을 구매하고 온가족이 구매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이 경험은
주변이웃, 친척,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제품의 성능에 가장 큰 의미
를 두고 있는 인도인들은 구매 결정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구전마케팅이 충분
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충분히 지원하고, 구전마케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성공사례로 분석되었던 서비스스타트업 B사는 WOM의 일종인 리퍼럴 마케
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고객을 확보하였다. 리퍼럴마케팅은 지인이나, 추천인
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에 활용하는 고전적인 마케팅으로
서, 인도처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특색을 가진 나라의 경우 별도의 현지화 과
정 없이도 추천인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현지화하여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B사의 서비스는 광고나 문구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태
이나, 추천인이 직접 대화를 통해 설명한다면 별도의 영문화 과정이나 지역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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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없이도 가장 적절한(주언어, 구전 등)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가 홍
보될 수 있다.

3) 정부관계자와의 친밀관계 형성
한국기업관계자와 인도 현지전문가가 말하는 인도 진출기업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바로 정형화 되지 않은 정부의 세금 부과방식에 있다. 인도의 세법에
따르면 국제 거래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독립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회사를
기습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매우 강력하다. 인도의 세법은 매우 모호한 부분이 많고
다양한 예외 사항이 있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며,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결
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추징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무에 관련한 업무와 해당 담당관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133)

인도 진출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한 애로사항 분석 결과, 지방정부 주도하에
인도 내 비즈니스를 규제 수 있는 법규를 수시로 개정하며 소급적용(遡及適用)
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상당한 비즈니스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
도에 진출한 기업들은 수시로 변화하는 법규와 규정에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
며, 법규가 변경되기 이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방향성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인도에 진출한 상당수의 한국기업은 인도정부 담당자
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비기관과의 긍정적 밀착관계를 맺고자 한다. 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서 인도정부기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한국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133) 장우혁 외(2011. 5), 「[커버스토리] 인도시장의 성공열쇠, 현지화, 4. 인도에서는 인도의 세법을!」, [친디아
저널] vol.57, pp. 53~55, 포스코경영연구원, https://www.posri.re.kr/ko/board/section_content/1223
(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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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계별 진입전략과 FDI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초기 인도시장 진입부터 직접진출을 하는 것은 상
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나,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수출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제품군과 겹치는 나
라들과의 가격경쟁력과 서비스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
진출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정부와 한국정부는 CEPA를 통해 상당부분 관세에 대한 합의를 보았으
나, 실제 인도 진출기업들을 조사해본 결과, 관세의 면세를 혜택을 받더라도 추
후 각종 기타 세금을 통해서 유사한 수준의 세금을 받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토로했다.
따라서 인도 진입에 있어 타 경쟁사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 경쟁우위를 확
보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진출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PA 발효
이후에도 아직까지 고율의 관세가 남아 있는 분야가 많고, CEPA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세금을 추징받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도에서 직접 생산하고, 유통망까지 구축하는 형태의 FDI를 필요로 한다.
직접진출(FDI)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인도 모디 정부의 ‘Make In India’ 슬로건에 맞춰 인도
자국 내에서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영
점을 만들어 고객서비스를 관리하려고 하더라도, 30% 이상 인도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객서비스부터 생산단가, 가격경쟁력, 정부우호
등을 고려하였을 때 궁극적으로는 FDI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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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가. 인도시장 연구조사 프로그램 및 연구기관
앞서 현지 진출기업들의 인터뷰와 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도 진
출전략에 대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도는 모디 정부에 들어서서야 경제 개방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인도 투자와 관련된 사례와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
은 상태이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인도에 진출하기 위하여 적
합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도시장 분석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
기업과 스타트업이 인도 진출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시
장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연구할 기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주어
야 할 것이다.
인도의 거시적 경제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스
타트업이 실제로 진출하기 위해 적합한 미시적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인도 진
출을 위한 노하우부터 인도의 소비자 특성, 정치 문화적 특성, 지역정보, 가격
비교, 유통망 등을 총 망라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과 스타
트업은 진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전문가와 적합한 시
장을 찾고, 추가적인 시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시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도시장에 진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바이어, 유통망업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채
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채널을 충분히 활성화시키고
적절한 가격으로 상위 수준의 전문가와 바이어, 업체등과의 미팅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업체의 미팅을
연결해주는 유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것은 실제 만
나본 현지업체와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아직도 인도의 시장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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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차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검토를 마
친 기업들은 실제 인도에 방문하여 상당기간 동안 직접조사를 진행해보고 싶어
하지만,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사를 보조해줄 수 있는 프로그
램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 인도 진출지원 TF(Task force)134) 구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 인도의 단독 진입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으
로 작용한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정책 및 법률 활용 등 모든 분야를 자체적으
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이나데스크와 같은 인도 전문 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관제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센터를 중
심으로 인도에 개별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진출에 필요한 정보나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는 사업에 필요
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별 현지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CEPA의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을 만한 지적재산권 보호, 각종 인증 상담 및 절차 지원 등 전반적인 지
원을 수행할 것이다.
센터는 한국과 인도에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인도 진출 초기 단계부터
정착하는 단계까지 관리해 준다면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좀 더 안정적
으로 인도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4) Task Force(과업집단): 어떤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부서와는 별도로 설치하는 임시조직.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2010. 3. 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
59464&cid=42152&categoryId=42152(검색일: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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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전문 지원 TF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목표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적
절한 유통채널을 확보해야만 하며, 해당 과정이 적합한지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실제로 적합한 유통채널을 탐색하는 과정으로부터 인도에 진입하
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할 전문가가 부족하며, 이는 시장조사만으
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인도에 진출 중인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해본 결
과, 상당수가 인도에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각 지역 언어를 사용
하는 인도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번역전문가 부족, 현지인력 채용의 어려움,
복잡한 인도 법률사항의 이해 등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법률적 차이에서 발생
되는 상당부분의 문제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상당
수의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 운영되
는 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템이나 상품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한
국어는 있을지 모르지만, 힌두어나 벵갈어 등은 적합한 어휘와 표현을 찾기 어
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항까지 정확하게 잡아내어 표현하며, 짧고 강렬
한 문구를 번역해낼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할 수 있는 번
역전문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전문가 발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증 또한 어
려운 상황이다.
인도시장의 경우 비교적 시장이 크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영어권 시장에 비
하여 해당 전문가가 극히 드물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힌두어를 모두 구사하
는 언어 감각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 언어 전문번역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법률 상담과 계약서
작성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가 구성이 매우 필요하다. 하
지만 현재 인도 진출 지원정책에는 이러한 스타트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부기관은 없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한국과 다른 기업문화를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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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들과 현지 인력을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거나 연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당 사항을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TF(Task
Force) 구성을 통해 각 전문가를 모집하여 구성하고, TF를 중점으로 하여 중
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필요사항을 적절한 기관과 연결 시켜주며, 기관에서 제공
하고 있지 않은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공동 진출 TF(A/S 공동화, 공동브랜드)
인도시장은 큰 잠재력만큼이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인도의 넓
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마다 크게 다른 특색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매우 중요시하며, 제품
고장 시 A/S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품을 구매한 이후의 소비자와의 소통과
문제해결에 매우 민감해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단독
으로 A/S 전국망 구축, 고객응대센터 설립 등이 비용문제로 매우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 인도는 약 6천Km 이상 떨어진 먼 나라이다. 물류비용도 상
당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복잡하고 높은 관세, 법적규제 등으로 인한
부대비용도 상당량 발생된다.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위와 같은 비용
을 모두 지불하고 인도에서 중국업체에 버금가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인도 진출을 희
망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관 산업으로 묶어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
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질적으로 인도의 진출하기 전부터 인도의
경제나 문화, 지역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지화 지원 등 정부중심의 TF에서 지원을 하고, 진출 전략수립과정에서
공동A/S센터, 공동고객응대 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A/S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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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의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고, 고객에게 만족감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에서 인도 수출 시 해당 물품들을
그룹화하여 모아 보냄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을 비약적
으로 낮출 수 있어, 물류업체와의 계약에서도 상당한 협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도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가격과 품질, 고객만족도는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인도
진출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비교적 초기시장에
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추후 인도시장 내의 한국제품의 입지는 매우 좁
아져 인도시장의 시장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두 번째, TF 중심의 한국제품의 공동브랜드를 제안한다. 인도 소비자는 자
체조사결과 구매 결정요인에서 2번째로 브랜드를 꼽을 정도로 브랜드에 의한
구매결정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 역시 매출의 극대화를 위한 성장
전략으로 브랜드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제품R&D와 판
매관리에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브랜드 확보를 위한 마케팅 예산을 별도로 편
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산업분류를 통한 TF의 구성을 통하여
공동브랜드화를 수립하고 합리적 수준의 비용을 통해 자체(공동)브랜드를 확
보 하는 것은, 인도 소비자에게 쉽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충제(2011)에 따르면 브랜드에 대한 국가정보를 고르지 못할 정도로 원
산지 효과가 매우 적은 나라이다. 우수한 한국제품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품질
과 한국의 이미지를 결합한다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추후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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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인도정부의 세법, 법규체계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간결하며, 영국식 법령을
바탕으로 체계화가 매우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인도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세법과 법규는 큰 문제로 자리 잡는다.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
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을 수시로 압박하고, 관련법령까지 바꿔가며, 세금을 징
수한다. 해당 기업이 관련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거나, 항의를 할 시 세금을 돌
려받거나, 정상화 처리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해당 건으로 인해 정
부에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뒤로 인도에서의 비즈니스는 매우 어려워진다.
인도정부는 너무나 유동적이고 불분명하게 법규를 적용하며, 매우 빈번하게
법규를 제･개정한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변동성 리스크와 사업성을 수
시로 감안해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와
의 관계 개선을 위해 CSR 활동 강화, 관계강화 활동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리스
크 컨트롤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된다. 대기업
조차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법률, 규제에 대한 위험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것
은 무리인 상황이며, 이를 인도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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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인도 소비자 대상 설문지

□ 인도 소비자 대상 설문지

1. 귀하의 제1언어는 무엇입니까?
① 영어
② 힌두어
③ 타밀어
④ 벵갈어
⑤ 기타 (

)

2. 귀하는 얼마나 자주 소매점을 이용하십니까?
숫자1(“거의 이용하지 않음”)과 숫자 5(“매우 자주 이용함”)를 양쪽 극단
으로 하는 아래의 척도는 이용 빈도를 숫자로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아래에 제시된 각 소매점의 이용 빈도에 대해서 ( )
안에 숫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척도
거의 이용하지 않음

1

매우 자주 이용함

2

3

4

5

Q1. 대형마트 ·····················································································(

)

Q2. 슈퍼마켓 ·····················································································(

)

Q3. 편의점 ························································································(

)

Q4. TV홈쇼핑 ···················································································(

)

Q5. 인터넷쇼핑 ·················································································(

)

Q5. 모바일쇼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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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제품 구매 시 아래 제시된 결정요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숫자1(“전혀중요하지않음 ”)과 숫자 5(“매우 중요함”)를 양쪽 극단으로
하는 아래의 척도는 이용 빈도를 숫자로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아래에 제시된 각 제품구매요소에 대해서 ( ) 안에
숫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중요함

Q1. 브랜드 ························································································(

)

Q2. 가격 ····························································································(

)

Q3. 디자인 ························································································(

)

Q4. 내구성 ························································································(

)

Q5. 원산지 ························································································(

)

Q6. 성능, 기능. 효과 ·········································································(

)

4. 한국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4-2 문항으로 이동 )

5. 한국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하였습니까?
① 식음료
② 전자제품
③ 생활소비재
④ 주방용품
⑤ 의류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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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제품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브랜드
② 가격
③ 디자인
④ 내구성
⑤ 원산지
⑥ 기타(

)

4-2. 한국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브랜드를 몰라서
②가격이 비싸서
③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④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⑤한국산이 신뢰가 안가서
⑥기타(

)

7.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자는 누구입니까?
① 본인
② 가족
③ 이웃
④ SNS
⑤ 기타 (

)

8. 귀하는 한국제품 구매 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8-1로 가시오)
② 아니다(다음페이지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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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어떠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었습니까?(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광고나 이미지와 실제 상품이 상이함
② 상품의 품질 불량
③ 색상, 사이즈 등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배달
④ 교환, 반품 등 A/S 지연
⑤ 배달지연
⑥ 사은품(경품)을 약속대로 주지 않거나 품질 불량
⑦ 가격이 동급제품에 비해 비쌈
⑧ 기타
⑨ 상품을 아예 인수받지 못함

■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_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재학포함)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학사 이상
⑤ 석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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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봉급생활자
② 자영업자
③ 농업
④ 서비스산업(금융서비스 포함)
⑤ 노동자
⑥ 학생
⑦ 주부
⑧ 무직
⑨ 기타

5. 귀하의 월 평균 가구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900루피 이하
② 1,900~3,800루피
③ 3,800~10,000루피
④ 10,000~14,000루피
⑤ 14,000~17,900루피
⑥ 17,900~50,000루피
⑦ 50,000~100,000루피
⑧ 100,000루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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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for India Consumers

1. What is your first language?
① English
② Hindi language
③ Tamil language
④ Bengali language
⑤ Others (

)

2. How often do you use retail store(shop)?
The number below is to know the frequency of visiting each
retail store. 1 is ‘None’ 5 is ‘Very often’
Please write down the number in the ( ) next to the each retail
stores.

Frequency

None
①

Very often
②

③

④

⑤

Q1. Big Super market ·······························································(

)

Q2. Super market ······································································(

)

Q3. Convenience Store ····························································(

)

Q4. TV Home Shopping ···························································(

)

Q5. Internet Shopping ·····························································(

)

Q6. Mobile Shopp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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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w would you rate the importance of your decision making on
purchasing a product. Write the number in the bracket.
The number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your decision
making on purchasing a product. Write the number in the
bracket.

Not important

1

2

3

4

5

6

7 Very important

Q1. Brand of the product ·······················································(

)

Q2. Price ····················································································(

)

Q3. Design ·················································································(

)

Q4. Durability ···········································································(

)

Q5. Country of Origin ·····························································(

)

Q6. Performance, Function ···················································(

)

4. Have you ever purchased Korean product?
① Yes ( Please answer NO.4-1 )

② No ( Please answer No.6 )

4-1. If you purchased, what category of product did you
purchased?
① Food and beverages
② Electronic appliances
③ Living goods
④ Kitchen appliances
⑤ Apparels
⑥ Oth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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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a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you, purchasing Korean
product?
① Brand
② Price
③ Design
④ Durability
⑤ Country of Origin
⑥ Others (

)

6. What is the main factor about not purchasing Korean products?
① Don’t know about Korean Brands
② Price is expensive
③ Design is not good
④ Durability is not good
⑤ No trust on Korean products
⑥ Others (

)

7. Who or w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you when you purchase?
① Yourself
② Family members
③ Neighborhoods
④ SNS(Social Network Services)
⑤ Advertisement or News or Media
⑥ Oth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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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ave you ever had any disappointment about purchasing
Korean product?
① Yes (Please answer No. 8-1)
② No (Please go to next page)

8-1. What was the disappointment about? (Multiple choice is
available)
① Difference between advertisement and real product.
② Poor quality of product.
③ Wrong delivery from what you ordered ( Color, Size, Model etc. )
④ Delay of exchange of product or turning back
⑤ Late delivery
⑥ About freebie(Did not received as mentioned or poor quality)
⑦ Price was higher than other functionally equivalent product.
⑧ Others (

)

⑨ Did not received the product of the order.

■ Questions below is about Demographic analysis.
1.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2. What is your 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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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t is your academic background ?
① Primary : 1 - 5th class
② Upper Primary : 6 – 8th class
③ Secondary : 9 - 12th class
④ College / University
⑤ Postgraduate education
4. What is your Job?
① Salary man/woman
② Self – employed
③ Farming industry
④ Service industry (financial service included)
⑤ ( factory ) laborer, worker
⑥ student
⑦ housewife
⑧ unemployed
⑨ others (

)

5. What is your family’s monthly average income?
① Below Rs. 1,900
② Rs. 1,900 ~ 3,800
③ Rs. 3,800 ~ 10,000
④ Rs. 10,000 ~ 14,000
⑤ Rs. 14,000 ~ 18,000
⑥ Rs. 18,000 ~ 50,000
⑦ Rs. 50,000 ~ 100,000
⑧ Above Rs.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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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search for Korean Start-Ups and Small-Medium
Companies to Enter India Market
JUNG Hakbum, KIM Bumsoo, CHUNG Wonhyuk, HONG Sungwon,
KANG Jaeho, JUNG Kisoo, CHOI Mingyu, and KIM Youngkeun

India has received the spotlight from the world as ‘Next China’,
because of 2nd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and many various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to support India’s development. India
has had an average of 8.35% economic growth rate since 2005.
As new government established by prime minister of India
‘Narendra Modi’ in 2014, there has been many changes in India. Modi
has tried to make India as world manufacturing base, urbanize and
modernize Indian cities. Modi government has also made programmes
to educate Indians for start-ups and small-medium companies and
support them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foreign policy in
India is mitigating regulations and laws on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inforcing economic cooperations with many other
countries.
Korea ha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India since 1973.
In effec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India started from Korean
War. India had detached their medical force, they also were
presidency for ‘Neutral repatriation committee’ after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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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the two countries have shown
their efforts to reinforce their relationship by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Especially on economy, two countries have signed for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o enhance
total amount of trade between two countries has grown rapidly. Total
amount of trade was about 2.3 billion dollars on 2000 but in 2015 it
has increased to 16.3 billion dollars by 600%, which means many
Korean companies are trying to enter to India market. Nonetheless
only major companies and very few small-medium companies have
settled down at India market. According to statistics of export,
trading rate of small-medium companies in india has possession of
17.8% of total export rate in india in 2015. Statistics of newly founded
Korean small-medium companies in India from 2012 to 2015, most
companies were based on manufacturing which was about 47.7% and
rest of other fields were very small amount. For start-ups and
small-medium companies, India was very unfamiliar country to
enter. However many companies are still trying to enter to India
market.
This paper introduces a survey which was revised from 500 people
from Kolkata and Chennai, cases about Korean companies in India
and some interviews from local company and Korean start-ups in
India. The reasons to choose Kolkata and Chennai were; Kolkata is
most fast growing city in India and also market is being modernized
very fast. Chennai already has Korean companies so that start-ups
and small-medium companies would be easier to access. As a result
of the survey, India people tend to prefer price, brand and
performance of the product rather than country of origin. An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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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 to use small shops the most.
7 cases are about major companies and start-ups/small-medium
companies from Korea. Some companies successfully entered India
market by ‘localization’, ‘gaining trust from their clients’and
‘understanding of India market’. But some companies were still
struggling because of lack of brand awareness or portfolio strategy.
Chapter 5 introduces about business strategy for start-ups and
small-medium companies which wants to enter to India market.
First, approach India market as long-term perspective. India is very
conservative market so it is important to build up trust from Indian
customers and companies. Second, it is important to network with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Because India has large territory but
transportation system is not modernized, it is needed to use of local
distribution

channel

to

spread

companies

products.

Third,

localization is very important. India has various culture and their own
special consumer behavior. By localizing marketing and products
they will be easier to approach to Indian customers.
Not only efforts from companies, but also efforts from Korean
government are needed.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esearch organizations for getting the newest and crucial information
about india. By doing so, start-ups and small-medium companies
solve the financial issues for searching information about India.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organize 2 types of ‘task force’ for
entering India. One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to support
start-ups and small-medium companies from the beginning of
export and the other should be set-up in India to network Korean
companies and loc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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