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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로 우리정부는 인도와의 교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산업회랑을 비롯한 대규모의 인프라 공사를 진행 중
이며, 2022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7,777억 3천만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현재
인도정부는 인프라 분야 개발에 해외 각국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이다. 반면, 한-인도 간 무역에서는 한국의 무역 흑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으로, 인도와의 교역에서는 단순제품 수출보다 인도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의 5대
산업회랑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 진출 유망 산업회랑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모디정부는 인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산업회랑 프로젝트 5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 산업회랑 인근에
총 100곳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며, 우선적으로 20여 곳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추진된 DMIC(델리-뭄바이 산업 회랑)의 투자금액은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핵심 교통로인 서부화물철도 설로
공사의 70~80%가 수행되었고, 디지털 마스터 플랜과 노드별 프로그램 매니저가
임명되어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DMIC의 사업 수주 기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인도
정부와 파트너 십을 맺고 있는 주요 국가의 분야별 글로벌 전문기업이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사업 수행의 원활성,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유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 유망 산업회랑으로 CBIC(첸나이-벵갈로르 산업
회랑)를 꼽을 수 있다. CBIC의 기회요소로 산업회랑 설계 및 컨설팅 사업, 산업
회랑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건설, 산업단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출 기회, 산업회랑 인근 시설인 공항과 항만 건설 및 관련 시스템과
유지보수 분야 등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 한국기업이 인도 산업회랑으로 진출 시 기존의 수출 분야뿐 아니라,
인도 외 신흥시장에서 성공한 한국의 특화 분야로의 확대와 현재 한국의 강점
분야로 수출 분야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노드별 개발은 주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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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별 입찰사업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입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도
산업회랑을 통한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확한
완공 시기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업회랑 참여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역량뿐만 아니라 정부 간 지원도 필요
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산업회랑 관련 수출 및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인도의 산업회랑 개발 분석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본 문

Ⅰ. 연구개요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로 우리정부는 인도와의 교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한-인도 양국 간 인프라 개발
협력과 제조업 발전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 인도는 현재 산업회랑을 비롯한 대규모의 인프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인프라
분야 개발에 해외 각국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인도와의 교역에서는 단순제품 수출보다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고 인도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인도 간 무역에서 한국의 무역 흑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경우 무역 분쟁 및 무역 보복 등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단순한 제품 수출보다 인도 직접 개발과 연계된 수출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인도의 5대 산업회랑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유망
산업회랑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인도가 추진 중인 산업회랑 추진현황 개발 계획 분석과 인프라 현황을 모니터링
- 인도 인프라 개황과 주요 산업회랑 5개 개발 계획 및 추진 현황
- DMIC 추진 현황과 기회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기업 수출에 유리한 산업회랑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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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수출 기회 분석 및 진출 유망 도시·지역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인도에 대한 장기적인 수출전략을 수립
- 산업회랑과 함께 개발되는 산업단지, 신도시 항만, 공항 등의 수출 사업 기회
파악
- 대규모 프로젝트의 입찰 기업 현황 파악과 해외 기업의 참여 분야 및 특성을 분석
● 현재 추진 중인 산업회랑 사업과 DMIC의 참여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기업의 유망 인프라 사업 분야와 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 제시
- 산업회랑 개발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참여가 어려운
사업임
- 따라서 인도 인프라 사업에 참여 중인 주요 국가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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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도 5대 산업 회랑
1. 인도 인프라 투자 현황
개방을 시작한 이후 인도정부는 꾸준히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부터
모디 정부는 인프라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2009-17(FY)까지 인도 정부는 도로와 교량 건설 투자비용을 매년 13.6%씩
늘려왔음
● 인도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부터 GDP의 10% 수준으로 인프라에 투자
하고 있음
- 이는 11차 경제개발계획 7.5%, 10차 경제개발계획 5.2%보다 높아짐

인도정부는 2018년(FY) 고속국도(national highway)건설에 109억 7천만 달러,
지방도로 건설에 29억 4천만 달러의 예산을 각각 편성함
● 2018년(FY) 기준 인도 중앙정부는 총 예산의 약 20%를 인프라 부분에 투자함
● 2017년 도로교통부 장관(Nitin Gadkari, Minister of Road Transport and
Highways, and Shipping)은 향후 3년간 인도 인프라 부분에 3,765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이 중 1,200억 달러는 27개의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에, 750억
달러는 도로, 철도, 항만 건설 등에 투자
- 인도 도로공사는 2017년 12월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인도 고속도로 투자
진흥국(National Highways Investment Promotion Cell , NHIPC)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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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디 집권 이후에 인프라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진 결과 세계은행의 물류성과
지표인 World Banks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2016년) 평가에서
인도는 19계단 뛰어올라 160개국 중 35위를 기록함

2018년 2월 모디정부는 방위산업의 내수화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위산업
산업회랑(Defence Industrial Production Corridors)을 지정
● 방위산업 산업회랑은 타밀나두 주(첸나이와 방갈로르를 연결하는 산업회랑에
배치)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지정됨

인도 인프라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부터 증가세가 가속화됨
● 2000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프라 분야로 유입된 FDI 누적투자액은
123억 6천만 달러
- 인도의 인프라 분야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인도 건설개발 분야의 FDI 유입 변화 (FY2014-18)>
(단위 : $ billion)

주 : FDI –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 : 산업정책촉진부(D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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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인프라 시장규모는 7,777억 3천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18년부터 향후 4~5년 간 인프라 시장은 4,548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70%의 투자금이 ①전력 ②도로 ③도시 인프라 분야로 유입
될 전망
- 특히 향후 5년 간 전력분야의 시장규모는 2,500억 달러 규모로 인프라 분야
중 가장 큰 시장 규모로 평가됨

2. 인도 5대 산업회랑
모디정부는 인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회랑 프로젝트 5대 사업을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5개 산업회랑 인근에 총 100곳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며, 우선적으로
20여 곳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예정임
- 5개의 산업회랑사업에는 인도 15개 주가 포함됨

산업회랑은 인도 물류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며, 주변 산업 도시 및 스마트
도시 건설 등으로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산업회랑 건설은 2025년까지 인도 전체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25%까지
높이는 데 주요한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산업회랑 주변에 6~8개의 주요 스마트 도시가 건설되며, 산업회랑과
함께 진행 중인 산업 및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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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산업회랑 계획>
사업명
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구간 및 주(state)

길이

재원 및 기술 지원

델리-뭄바이 7개 주

1,480Km

일본

CBIC
첸나이-방갈로르 3개 주 360(560)Km
CHENNAI-BENGALURU INDUSTRIAL CORRIDOR

일본

AKIC
AMRITSAR-KOLKATA INDUSTRIAL CORRIDOR

암리트살-콜카타 7개 주

1,840Km

WB

BMEC
BENGALURU-MUMBAI ECONOMIC CORRIDOR

방갈로르-뭄바이 2개 주

1,000Km

영국

VCIC
VIZAG-CHENNAI INDUSTRIAL CORRIDOR

비작-첸나이 2개 주

800Km

ADB

자료 : 메이크인 인디아 닷 컴(www.makeinindia.com) 참조

DMIC는 델리-뭄바이 간 1,480Km를 잇는 산업회랑으로 두 도시 간 24개의
도시 및 산업 도시가 조성됨
● 2006년에 산업회랑사업이 논의되었고, 2007년부터 예산 및 각종 계획을 구상
하여 2008년부터 건설을 시작함
●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하며, JICA가 26%의 지분을 갖고 있음
- 현재 산업회랑과 연계된 항만과 공항 건설, 에너지, 물관리(water treatment),
하수처리(sewage) 등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 건설이 진행 중

CBIC는 첸나이-방갈로르 간 360Km 연결 구간으로 인도에서 미래 성장성이
가장 높은 두 도시(첸나이-방갈로르)의 연계성을 높여 시너지를 발휘할 목적으로
건설
● CBIC는 3개 주 10개 도시를 거쳐 연결하는 총 360Km 구간에 건설되는 산업
회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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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CA가 전폭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을 하며, DMIC 프로젝트를 개발모델로
하여 추진 중
● 타밀나두 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주, 카르나타카의 3개 주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현재 DMIC와 함께 인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기대

AKIC는 7개 주, 20개 도시를 관통하는 총 1,839 Km의 산업회랑으로, 이
지역에는 인도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음
● 인도 북서부 펀잡 주의 암리차르(Amritsar)에서 델리를 거쳐 인도 동부의
콜카타(Kolkata)를 연결하는 산업회랑임
● PPP방식과 보조금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며, AJIC가 관통하는 7개 각 주정부는
최소 10㎢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BMEC는 실리콘 벨리인 방갈로르와 인도 경제의 중심지 뭄바이를 연결하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으로 1,000Km 구간, 총 143,000㎢ 면적에
건설될 예정
● 2013년 인도정부와 영국의 정상회담 시 논의된 것으로 UK에서 BMEC 프로
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주요 도시선정에도 참여함
● 인도정부는 BMEC 주변에 최소 4개의 제조중심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
하였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논의 중임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Sangli/ Solapur Node에 대해 승인(principle approval)을
한 상태임

VCIC는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항구도시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과 타밀나두
주의 항구도시 첸나이(Chennai)를 연결하는 산업회랑으로 약 800Km 구간으로
2031년 완공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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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 주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VCIC 사업을 추진
- 인도 지역 간 물류의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역 증진
이 목적임
● 인도 동부해안 경제회랑(East Coast Economic Corridor)의 핵심 구간으로,
인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방정책(India's Act East Policy)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VCIC프로젝트로 4개의 주요 도시(Visakhapatnam, Amaravati, Kakinada,
Yerpedu Srikalahati)를 연결하며, 사업으로 고속국도 138Km, 발전소 10개,
수도관 448Km, 하수도관 47Km, 281Km의 전선이 깔릴 예정임
- 총 사업비 846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ADB(Asian Development Bank) 631만
달러 지원을 승인함
<인도 5개 산업회랑>

자료 : 인베스트인디아(www.investindia.gov.in)1)
1)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IPP)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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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MIC 개요 및 추진현황

1. DMIC 개발 개요
DMIC는 인도의 두 거대 경제도시인 델리와 뭄바이를 연결하여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만들고 산업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DMIC 프로젝트를 통해 주별 인프라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 등이 기대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델리-뭄바이 물류 이동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4시간으로 단축되고
DMIC 주변 6개의 산업도시와 신도시 24개 등 총 30개 도시가 건설될 예정임
- DMIC 프로젝트에는 인도 수도권을 포함한 북부·서부의 6개 주(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시, 하리야나,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마댜프라데시)가 포함됨
● 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나 현재 3단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은 2040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은 도로, 철도, 통신 등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는 동시에 주거, 상업,
교육 시설 등 스마트시티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산업도시 및 신도시와 국제공항 2곳,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 5개, 대량 고속
수송 시스템 2개, 다용도 물류 허브 단지 2곳이 건설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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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C 프로젝트 주요 교통망>

자료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홈페이지(delhimumbaiindustrialcorridor.com)

2. DMIC 진행 현황
총 4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프로젝트 완공 시점은 2025년임
● DMIC의 핵심 교통로인 WDFC(We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의 철도
설로 공사는 70~80% 진행되었음
● 각종 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Early Bird Project)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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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도로 및 인프라에 대한 상세프로젝트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관련 평가와
비용책정 분석 등의 과정이 완료된 상태
<DMIC 단계별 추진 계획>
단계

1단계

시작

2008

완공(계획)

2025

투자금

주요 단지

1,550억 루피

1. Dholera
- 구자라트
- 예산 470억 루피
- 2019년 완공 계획
2. Shendra Bidkin
- 마하라슈트라
- 예산 800억 루피
- 2019년 완공 계획
3. Vikram Udyogpuri
- 마댜프라데시
- 예산 130억 루피
- 2018년 완공 계획
4. IITG Noida
- 우타르프라데시
- 예산 150억 루피
- 2018년 완공 계획
다기능 물류 허브
1. Greater Noida
- 예산 480억 루피
2. 하리야나
- 예산 540억 루피

2단계

2018

2032

1,020억 루피

3단계

-

2037

-

라자스탄 주 개발 예정

자료 : DMIC 개발공사(DMICDC)2)

주정부 주도 아래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마스터플랜에 따라 각 주정부별로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항,
도시 건설, 물류, 태양광 등 개별 사업별로 입찰이 진행 중임
● 돌레라 특별 투자구역(Dholera Special Investment Region)과 센드라 산업지구
(Shendra Industrial Area), 비드킨 산업지구(Bidkin Industrial Areas)에
대한 예산 승인이 완료
● DMIC의 산업단지 중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는 산업단지는 구자라트 주의 돌레라
(Dholera, Special Investment Region (DSIR))임
2) 인도 상공부 산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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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라트 주 920㎢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임
- 돌레라(Dholera)는 인도의 첫 번째 스마트 시티로 하수도, 상수도, 전력,
통신, 가스관 등이 모두 지하 매립되며, 본 사업은 이미 시공 중이며 2019년
말 완공 계획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사업

지역

내용

국제공항

구자라트

1,426 Ha 대지에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허가와 승인이 끝난 상태
- PWC가 컨설팅업체로 지정

전시 및 컨벤션

델리

태양광 프로젝트

라자스탄

물류데이터 서비스

뭄바이

대량특송시스템

하리야나
구자라트

2016년에 승인받음
- 두 지역에서 JICA와 함께 추진

글로벌시티 프로젝트

하리야나

구르가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종합물류허브단지

하리야나

1,000 aces의 대지에 추진 중
기술경제 타낭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을 마친
상태

다기능종합물류 및 교통 허브

우타프라데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턴트 지정을 마친
상태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업체 지정
- AECOM
DMICDC Neemrana Solar Power과 총괄하고,
토지를 대여
- 인도 기업과 일본 기업이 참여 중
자왈라네루항의 물류 데이터 서비스관리
- DMICDC 물류 데이터 서비스 설립

자료 : 메이크 인 인디아 홈페이지(www.makeinindia.com)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3. DMIC 참여 기업 및 국가 현황
일본은 DMIC 프로젝트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은
DMIC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DMIC 사업에 45억 달러를 지원하고, 해당 프로젝트
관련 26%의 지분을 갖고 있음
- DMIC 프로젝트는 ‘도쿄-오사카’ 산업회랑을 모델로 추진되는 만큼 일본으로
부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 자문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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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DMIC 주요 도시3)의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 MOU를
체결
● 일본 기업들은 물류관리, 태양광, 상하수도 관리 등의 사업에 참여 중
- 일본 IT 회사인 NEC은 물류관련 지원서비스(컨테이너에 부착된 무선인식 식별
(RFID4)) 사업권을 획득. 이를 통해 인도는 물류 자동화를 실현해 갈 계획
이며, NEC는 인도업체와 합작 형태로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됨
- 미쯔비시 그룹은 뭄바이 인근 푸네지역의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효율 발전과
스마트 도시의 태양광 사업과 수력, 교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히타지 그룹은 싱가포르 기업(Hyflux)과 함께 스마트 커뮤니티의 기술 관련
설계, 산업회랑 내 산업도시의 상하수도 처리,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DMIC 프로젝트에서 일본기업 수주>

자료 : 주싱가포르 인도영사관(High Commission of India-Singapore)

3) Dahej, Manesar, Schendra, Changodar
4)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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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와 인도정부는 연구 기술 혁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으며, 영국기업
들은 DMIC의 설계 및 디자인 분야에서 참여 중
● 지난 10년 간 인도-영국 간 연구 및 혁신 교류 규모는 2억 7,500만 파운드
상당이며, 2021년에는 양국 간의 교류 규모가 4억 파운드 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상5)
- 인공지능, 농업 기술, 사이버 보안, 에너지, 미래 기술, 빅데이터, 전기차 등
미래 지향적 이동수단, 헬스 케어, 기업가 정신, 선진 제조업, 핀테크(Fintech)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
- DMIC 프로젝트 중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Trunk infrastructure projects)에서
설계, 디자인 분야에서 3천3백만 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체결함
● DMIC 프로젝트 관련 주요 참여 업체는 Arup, Mott MacDonald, URS
Scott Wilson, Halcrow 등임
-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Mott MacDonald 사는 DMIC 프로젝트의 타
당성 조사 컨설팅과 스마트 시티 컨설팅 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 Scott Wilson 사는 2008년 DMIC 전체의 설계도(Detailed Perspective
Plan) 프로젝트 건을 수주

미국 기업은 DMIC 프로젝트의 스마트시티 설계, IT, 네트워크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참여 중임
● 네트워킹 서비스 전문 기업인 시스코(Cisco)는 DMIC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마스터 플랜(Digital Master Plan)과 IT 분야 등에 참여 중임
- 시스코는 DMIC 프로젝트의 주요 도시에 IoT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담당함
5) British High Commissio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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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활용한 ‘City Digital Platform(CDP)’이라는
인도의 스마트 시티 간 통합 플랫폼 개발에 참여
● IBM은 돌레라의 상수도, 전력, 가스 공급 등에 대한 중앙 통제 디지털 시스템 인프라
개발 업체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 이외에 통신기업 Verizon이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로 네트워크 제공과 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현재 스웨덴 기업은 자원재활용과 재생에너지, 환경 규제와 쓰레기 처리, 친환경
대중교통, 보안, 통신 인프라 등에 주목하고 있음
● 스웨덴 상용차 제조업체인 Scania사의 에타올 친환경 버스가 DMIC 프로젝트의
주요 노드인 나가푸르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채택됨
● 항공 및 방위산업관련 제조업체인 SAAB은 현재 델리 공항에 항공운항 시스템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DMIC 프로젝트 설립으로 건립되는 공항
에도 교통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는 항공·엔지니어링 기업을 중심으로 DMIC 사업에 참여
● 2017년 Airbus는 항공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
– Airbus는 헬리콥터를 포함한 항공기의 조립라인, 테스트, 유지 보수 시설까지
개발할 예정임
● Egis(Egis India Consulting Engineers Pvt. Ltd. 설립)는 인도 엔지니어링
회사(CRISIL Risk &Infrastructure Solutions Limited)와 합작으로 DMIC
프로젝트의 컨설팅에 참여

독일, 러시아, 한국 기업들도 DMIC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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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인도는 2000년부터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인도는
독일을 ‘메이크 인 인디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지정하여 제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Siemens는 DMIC 프로젝트의 주요 도시에 풍력발전소 건립을 수행중이며,
델리의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수주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인도와 러시아는 에너지, 철도,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함
● 한국기업의 경우 한국전력, 효성 엔지니어링 등이 DMIC 관련 지역 발전소와
각종 건설에 참여하고 있음
<DMIC 프로젝트 참여 해외 기업>
국가

일본

영국

미국

국가 간 관계

재정 및 기술지원

기술-연구 협력

개발 및 입찰 기업

개발 및 입찰 분야

NEC

물류관리시스템

Mitsubishi

태양광, 수력, 교통

Toshiba

에너지 관리

Hitachi

기술 설계, 상하수도 관리

Mott McDonald

DMIC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Scott Wilson

DMIC 전체 설계

Cisco

디지털 마스터 플랜, IoT

IBM

상수도, 전력, 가스 공급
중앙통제 시스템

Scania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과 관리

SAAB

항공 운항 관리와 보안 체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

스웨텐

방위산업 보안 및
안보분야 협력

독일

전략적 파트너
전력, 기계분야 우세

Siemens

풍력발전소, 지능형 교통관리

프랑스

전략적 파트너십
우주항공, 원자력 발전 우세

Airbus

항공 클러스터 인프라 개발

4. DMIC 프로젝트의 도전 요소
DMIC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도전요소로 토지수용 문제,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 부담금 증가 등이 문제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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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문제는 인도 전체 산업회랑 프로젝트 진행시에 부딪히는 문제로,
산업회랑은 6개 주에 걸쳐 광범위한 규모의 토지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토지
수용법 적용과 보상에 따른 문제가 제기됨
● DMIC 프로젝트는 2018년 완공이 목표였으나, 2025년으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외투자기업과 투자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각종 규제 개선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시부터 제기되었던
DMIC 프로젝트 투자의 타당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도 주정부 등의 규정 부재 및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손실이 예상됨
- 일례로,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에 1000 MW 급의 가스 전력발전소 설립 계획
하고, 토지수용과 각종 평가를 마쳤으나, 천연가스 이동에 대한 규정과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2016년 11월 사업 무산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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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BIC 개요 및 추진현황

1. CBIC 개발 개요
CBIC는 2011년 시작된 사업으로, 신경제 중심도시인 첸나이-방갈로르 (350Km)
간 3개 주(Karnataka, Andhra Pradesh and Tamil Nadu)의 560Km 구간을
관통함
● 2011년 인도-일본 정상회담(Summit Meeting)에서 첸나이-방갈로르 간 인프라
개선에 합의하면서 본 사업이 시작됨
- 2015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주축이 되어 CBIC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CBIC 지역은 2018년 2월 방위산업회랑(Defence Production Industrial
Corridors)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 산업 회랑 조성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예상되며,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기업의 진출 및 수출에 유망한 산업 회랑으로 CBIC를 꼽을 수 있음
● CBIC는 현재 신성장도시 방갈로르와 첸나이를 연계하는 산업회랑으로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첸나이와 방갈로르는 현재 자동차와 섬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향후 경제 성장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유럽의 금융·첨단 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CBIC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DMIC와 함께 CBIC에 집중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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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은 첸나이 지역에 입지해 있고, 한국 기업
들의 확장과 추가 진출 등이 고려되고 있음
- 2017년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첸나이는 델리 다음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첸나이에는 총 172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 무역 물류업 관련 기업 등이 주로 진출해 있음
- 방갈로르에는 2017년 기준 총 4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고, 제조, IT, 물류
등에 종사하는 기업이 다수 진출
<한국 유망 인도 산업회랑 선정>

<한국기업 주요 진출 지역>

델리
184
현지한국기업과의
연계

인도
유망 발전
도시

뭄바이
82
한국기업 확장과
진출 유망 지역

첸나이
172

자료 : KOTRA 자료 참조(2017년 기준)

2. CBIC 진행 현황
산업회랑의 1단계에서 3개 산업도시- 타밀라두 주의 Ponneri, 카르나타카 주
Tumakuru,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Krishnapatnam 개발이 추진됨
● 타밀나두 주의 Ponneri 산업도시는 자동차와 기계 중심의 엔지니어링 허브
도시로 개발을 주력하고 있고, 금속산업과 의약 및 의료장비 산업 분야에
잠재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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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타밀나두 주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속산업 중심이며, 석유화학
및 화학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기타 컴퓨터 관련 산업이 발달됨
● 카르나타카 주 Tumakuru는 방갈로르 북부 지역으로, 첨단기술 허브로 개발할
예정이며, 2018년 6월 현재 개발에 필요한 토지 수용의 1/6의 토지수용이
끝났으며, 지속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할 계획임
- 카르나타카 주 Tumakuru는 현재 컴퓨터 관련 산업 분야와 의약, 자동차
부품, 섬유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전자
산업, 우주항공 산업 등이 꼽히고 있음
- Tumakuru 개발을 위해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토지 수용에 필요한 예산의
1/2을 투자하고, 중앙정부도 동일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
<CBIC 1단계 개발 산업도시>
Ponneri

Tumakuru

Krishnapatnam

- 기존 산업 분야 -

- 기존 산업분야 -

- 기존 산업분야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화학, 석유화학
컴퓨터, 전자,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컴퓨터, 전자, 전자부품
섬유, 의류
의약
식품가공

식품가공
금속가공
전자부품
석유화학
섬유, 의류

- 잠재 산업 분야 -

- 잠재 산업 분야 -

- 잠재 산업 분야 -

전자 산업
금속산업
의약 및 의료장비

전자 산업
항공
금속

자동차
금속산업
컴퓨터 관련 산업
의료 장비

자료 : JICA &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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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C 주요 노드>

자료 : 인도산업정책촉진부(DIPP)

첸나이-방갈로르 간 고속도로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고속철도, 하이퍼루프 등이 개설될 전망
● 첸나이-방갈로르 간 고속도로는 총 331억 루피 규모로 카르나타카, 안드라
프라데시, 타밀나두 주를 관통함
- 6차선 240km의 고소도로 건설이 완공되면 평균 120km/h로 차량이동이
가능하여, 현재 6-8시간의 첸나이-방갈로르 이동시간이 절반이하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인도정부는 방갈로르-첸나이 구간의 초고속 철도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기업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 첸나이-방갈로르 구간 고속철도건설(200Km/h)은 2014년 인도철도청의 예산
승인이 난 상태이며, 초고속철도(350Km/h)에 대해서는 인도계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의 승인 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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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C 주요 도로와 철도계획>

자료 : JICA & PwC

CBIC의 핵심 참여 주(州)인 카르나타카 주정부와 타밀나두 주정부가 기업 친화적이고
개발에 적극적이어서 다른 산업회랑에 비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카르나타카 주와 타밀나두 주는 인도 개방이후부터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주로 이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CBIC는 개발 진행 단계로 향후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입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도 산업회랑 사업진행 및 입찰참여 정보제공
·인베스트인디아, https://www.investindia.gov.in
·DMIC 개발공사-인도 상공부산하, http://www.dmicdc.com
·인도상공부, https://dipp.gov.in/publications/tender/tender-archives
·Tenders Info, http://www.tenders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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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현재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 DMIC 프로젝트와 향후 높은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첸나이와 방갈로르를 연결하는 CBIC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로 판단됨
● DMIC와 CBIC의 기회요소로는 ① 산업회랑 설계 및 컨설팅 사업 ② 산업회
랑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건설 ③ 산업단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출 기회 ④ 산업회랑 인근 시설인 공항과 항만 건설
및 관련 시스템과 유지보수 분야를 꼽을 수 있음
- 특히 산업회랑 개발과 함께 신도시가 형성되고 개발될 경우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시 주변의 도로, 항공, 공항 등의
관리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산업회랑 주변에 개발되는 산업도시들은 중점 개발 산업 분야가
계획되어 있는데, 신산업도시의 중점 산업과 연계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인도 산업회랑 개발에 따른 기회>

직접

간접

산업회랑 기초시설

산업도시 및 신도시

- 각종 설계 및 컨설팅
- 도시 간 도로 건설과
관련 시설다
( 리와 터널 등)
- 철도 시설
- 철도 전동차

- 공장 및 주거지 건설
- 상하수도 시설과 관리
- 도시가스 연결 및 관련 유지
보수
- 전력 생산 및 공급
- 도시 내 통신 인프라
- 도시 쓰레기 처리

- 철도 유지보수 및 관리
시스템
-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시스템

- 도시 내 대중교통(도시 철도,
친환경 버스)시설 및 관리와
유지보수
- 생활 소비재 시장
- 산업도시에 따른 분야별 투자
및 수출 기회(ex. 방위산업,
자동차 산업 등)

-

산업회랑 주변 시설
산업회랑 주변 시설 설계 및
컨설팅
기존 항만 및 공항 확장 및
업그레이드
신도시 주변 항만 건설과 관리
및 유지 보수
신도시 주변 공항 건설과 관리
및 유지 보수

- 항공, 항만 관리 시스템
- 보안 시스템
- 물류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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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각 분야별로 글로벌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과 산업회랑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을 보임
● DMIC 개발은 Make in India 캠페인과 발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DMIC 산업회랑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각 분야의 전문 기술과 첨단
기술을 가진 선진 기업인 동시에, 향후 인도산업 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재
정적 규모가 되는 기업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인도정부는 DMIC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기술적인 협력을 통한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가격보다 ①향후에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 ②
인도의 산업과 기술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한국기업의 인도 산업회랑 진출 시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함
● DMIC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은 컨설팅, 시스템 관리, 유지 보수 등
DMIC의 대규모 토목공사 지연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음
- 현재 한국 기업은 건설과 기존에 진출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
이며, 지속적인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이 가능하며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지 보수나 컨설팅 등의 분야로 수출 및 진출이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
관련 분야의 진출 지원 필요
● 기타 보안 사업과 헬스케어, 프랜차이즈 등 신도시 확대에 따른 진출 가능한
분야에 대한 발굴과 함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필요

인도 산업회랑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대기업 대표급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고,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산업회랑 인프라 수주에 참여할 방안을
구상해야 함
● 인도 진출 기업 및 수출 기업들 간의 CEO급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계획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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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산업회랑은 현재까지 기회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기업 대표급 네트
워킹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 산업회랑 참여와 진출 계획에 접근해야 함
● 금융·행정·외교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기업 대표급 네트워크
에서 합의를 거쳐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하고 한국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정부 사업 혹은 대기업 컨소시엄의 협력 업체로 참여하는
방법, 산업회랑과 함께 추진되는 다양한 스마트 시티 개발과 관련한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해 수출 및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 현재 한국 정부는 EDCF 자금을 통해 인도에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데, 사업 계획 시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수출 및 진출 방안을 포함시켜 중소
기업의 인도 수출 발판을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존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수출
및 진출하는 방안은 여전히 유효함
● 산업회랑 주변 지역의 스마트 시티는 신도시 개발로 소비재 수출에도 기회가
큰 만큼 중소기업은 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중소기업은 시장조사나 기회분석 역량이 부족한 만큼 정부기관이 특정
지역과 세부 분야와 수출 경로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DMIC와 CBIC 프로젝트의 경우 주별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각 주별 입찰사업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입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도 산업회랑 사업의 참여 입찰기준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입찰 기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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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일본기업 및 미국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 기타 다국적 기업 및 인도 국내 기업과 협력 방안 등을 고려하며 입찰을
준비할 필요 있음

한국기업의 산업회랑 개발 참여를 위해 EDCF 등과 연계한 정부차원의 수출 및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나 지원할 역량이 있는 일본과 미국 기업
들이 DMIC 사업 참여가 높음
- 인도 정부는 최근 친환경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스웨덴과 국가 차원의 파트너
십을 체결하면서 스웨덴 기업에 참여가 가속화 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인도와 한국의 협력 분야로 채택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 선진 기술력과 자본력에 대한 홍보 필요
- 현재 인도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고속철도 등의 연구와
기술 MoU 등을 맺고 있지만 이를 통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 2018년 인도가 방위산업 회랑을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Defence Corridor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
● 정부차원에서 수출 유망 산업 자료 제공 및 지원과 동시에 인도 인프라 회랑
관련 사업에 대해 기업에 유용한 실질적인 자료와 함께 진출 전략 제시,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회피 방법, 최후 보루로 출구 전략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도 산업회랑을 통해 다양한 기회가 발생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완공 시기의 불확실성에 주의하고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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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선진국 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임을 염두 해야 함
- DMIC 프로젝트 1단계가 2017년 완공계획이었으나, 2019년,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가 현재는 2025년으로 완공 시기를 늦춘 상황임
- DMIC 프로젝트의 경우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일부
주(대표적으로 구자라트와 델리)를 제외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산업회랑 진출 시 토지수용 및 계약 이행 지연 등의 도전 요소를 감안해야함.
특히 주(state) 간 연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경우 합의과정과 법률 마련 등으로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주간 합의 결렬로 무산되는 프로젝트도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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