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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도의 코로나19 충격
 인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봉쇄 조치를
단행하여 1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나, 2021년 2차 대유행이
발생, 4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보건의료 시스
템의 붕괴 및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
※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인도 경제성장률은 –7.3%로 최저치 기록

 모디 정부의 코로나19 인식과 대응 전략
 2차 확산 이전 모디 정부가 강조한 △ ‘강한 인도’를 앞세운 지방선거와
힌두 민족주의, △경기 회복을 위한 봉쇄조치 해제 및 자립 경제, △
백신외교 중시 등은 인도를 오히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음.
 하지만 코로나19 2차 확산을 통과하면서 모디 정부는 △자국민 백신
접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전진 배치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산업정책을 추진
하고,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음.

 인도의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주요 변화 전망
 인도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5개사의 생산 본격화와 해외 기술 이전
까지 받아 연내 전 국민 2차 접종 완료 목표에 다가선다는 계획임.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를 견뎌낸 모디 총리의 △강한 인도 및 자립
인도 정책이 지속되고, △코로나19 통제가 가시권에 놓이는 시점 부터
강력한 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 쿼드
및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강한 인도 구현이 구체화될 전망임.

 정책 시사점
 이처럼 인도가 코로나19 전개에 따라 정치, 경제, 대외정책의 전 분야
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임에 따라, △인도의 경제회복 시기 및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자립인도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한층 치밀한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신남방정
책을 한국의 지역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도의 대외정책과 연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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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도의 코로나19 충격
❍ 인도 정부는 2020년 2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동년 3월 25일
부터 5월 31일 67일 동안 전국 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음.
2월 7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차단, WHO의 팬데믹 선언 직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관광비자 발급 중단 등 정부는 신속, 과감하게 대처했음.

❍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감소하자 집단면역 등 방역 성공 여론이 대
두되고 자국의 제약사를 통한 백신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었음.
❍ 그러자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6월부터 봉쇄조치를 완화했고, 2021년
초 인도 독립 75주년을 기념하는 ‘강한 인도’ 캠페인, 힌두교 축제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방역 수칙이 느슨하게 운영되었음.
❍ 그 결과 2021년 3월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2차 확산
(second wave)으로 4월 24일 일일 감염자 40만 명, 사망자 4천 명을 돌파
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및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12일 기준 8만 명 안팎으로 감소했지만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케랄라 등 남부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지속
그림 1. 인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및 봉쇄조치 변화

자료: 확진자 수는 worldometer(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india/ 접속일: 2021.6.13.); 봉쇄 및 이동제한
완화 조치는 인도 언론 종합

❍ 이로 인해 경제도 인도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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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인도 통계기획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인도 경제성장률은 –7.3%로
인도 경제 통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

그림 2. 인도 GDP 성장률 변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봉쇄조치를 취한 것이 결정타
였음.
특히 전국적인 봉쇄를 단행한 2020
년 4월~6월 간 –24.4%로 위축

자료: 인도 통계기획부(MOSPI)

❍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매우 과소평가된 수치로, 실제 감염 사례
25~30개 중에서 1개만 보고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음.
즉 보고된 사례는 2,600만 건이나 실제 7억 건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사망자
수도 공식 수치의 4배로 약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임.1)

❍ 현재의 접종 속도면 인도는 금년 7월 말까지 약 3억 2,200만 회분의 백신
을 투여할 수 있음. 9억 4,500만 명의 성인 시민에게 예방 접종을 하려면
총 18억 9,000만 회를 접종해야 하며, 단순 계산하면 현재 접종율로는 최
대 3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것임.
❍ 이에 본고는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모디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검
토하여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위기 상황을 맞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 이
를 타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인도의 코
로나19 전개와 포스트 코로나 인도의 정치, 경제 및 대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코로나 백신 제조를 비롯하여 한국의 대
인도 협력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1) Ramanan Laxminarayan, “India’s Cascading COVID-19 Failures.” Foreign Affairs. May 26, 2021.; 그
외 인구 2천만 명인 수도 뉴델리의 양성률은 36%를 넘고(“’This Is a Catastrophe.’ In India, Illness Is
Everywhere.” New York Times, April 27. 2021.), 세계보건기구(WHO)의 숨야 스와미나탄(Soumya
Swaminathan) 수석과학자도 혈청검사, 즉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보유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도의 실
제 감염자 수가 5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As Covid sweeps India, experts say cases and
deaths are going unreported.“ CNN. April 28, 2021.) 실제 감염 사례는 정부 발표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
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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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디 정부의 코로나19 인식과 대응 전략
1. 2차 확산 이전의 인식과 대응 전략
가.‘강한 인도’를 내세운 지방선거와 힌두 민족주의 강조
❍ 최악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2021년 5개 주 및 연
방직할지 선거를 앞둔 모디정부는 인기를 집결할 수 있는 정치적 승부수
가 필요했음.
모디 정부는 과학자들로부터 2020년 12월에 발견된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한 인도바
이러스 변종의 확산과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음.
정부가 국민의 안전 보다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임.2)

❍ 이에 모디 정부는 선거를 강행하면서 2019년 불리한 여건 속에서 치른 총
선을 승리로 이끌었던‘강한 인도’작전을 다시 가동하였음.
2019년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경제 실적이 저조하고 독선적인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총선 승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모디 총리는
중국에 비견되는 강한 인도 구현을 선거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파수꾼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음.3)
이번에도 모디 총리는 독립 75주년 기념일 75주를 앞둔 3월 12일 구자라트 주에서
자유행진(Dandi March)의 대장정에 합류한 후 독립기념 캠페인을 공식 출범시키
고, 4월 5일까지 3주간 중앙정부와 주정부, 마을 단위까지 참여하는 전국적인
축제를 연달아 개최했음.
이어서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서벵갈 주와 같은 격전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디 총리와 참모들이 수십 차례 대규모 유세를 이끌었음.4)

❍ 모디 총리는 또한 이번에도 힌두 민족주의를 고취시켜 자신이 이끄는 힌
두 근본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의 인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힌두교의 봄맞이 축제인 홀리(Holi)와 순례 축제인 쿰브 멜라(Kumbh Mela) 등에
아무런 방역지침 없이 거리와 갠지스 강으로 몰려나온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무방비
노출되었음.

※ 13억 8천만 인도 국민의 80%는 힌두교도임.
2) Purewal, Navtej K. “COVID in India: how the Modi government prioritised politics over public healt
h.” The Conversation. 2021.04.30.
3) 자세한 설명은 본문 뒤의 ‘<참고> 2019년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강한 인도 캠페인’을 볼 것
4) “Modi’s Party Loses a Key Election, Held Under the Cloud of Covid.“ The New York Times. May 2,
2021.

- 4 -

심지어 모디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와 요가 등을 관장하는 아유스부(Ministry of Ayush)가 홍보하는 아유르베다식
건강 지침을 권장하기도 했음.
이에 인도 의학 협회의 부회장 Navjot Dahiya 박사는 모디 총리가 이러한 대규모
모임을 조직하고 홍보하는 '슈퍼 전파자'라고 비난을 퍼부었음.

나.‘경기 회복’을 위한 봉쇄조치 해제 및 자립 경제 강조
❍ 2020년 6월 방역 성공에 대한 때이른 자신감을 얻은 모디 정부는 코로나19
및 전국 봉쇄조치로 수요와 투자가 부진하여 경제성장 하락세를 반전시키
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음.
인도 정부는 경제 악화를 우려해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신용지원 등을 실시했음.

❍ 그러자 일부 산업지표는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실업과 소득감소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치솟는 소비자 물가상승률(CPI)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
그림 3. 인도의 실업률 추이

그림 4. 인도의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Pvt. Ltd.

자료: 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 MoSPI

❍ 이에 더해 극빈층을 중심으로 실직,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모
디 정부는 각 주정부에 지역단위 봉쇄조치 권한을 일임하고 본격적인 경
제 정상화(Unlock)를 추진했음.
❍ 이처럼 경기 회복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모디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축
소하고 탈중국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를 통해 자립 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
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음.
2014년 모디 정부 1기에서 발표한 인도 제조업 육성 전략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를 장려하여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20년 5.13-17일간 5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자립을 위한 20조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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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자립인도 경제 부양책(Aatma Nirbhar Bharat; Self-reliant India
Package)’을 분야별로 발표하였음.

❍ 이와 같이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자립적인 인도 경제를 구
현한다는 경제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인도 경기 회복과 더불어 국민적 자
긍심 고취를 도모하는 캠페인의 성격을 강하게 띄게 됨.

다. 국내 코로나19 대응은 뒷전, 백신외교에 치중
❍ 인도는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자국에서 생산하여 2021년 1월 16일부터 접
종을 시작했지만, 원료 수급 및 제조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량이 제조 역량에 미달하는 상황이었음.
인도에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인도 버전인 코비실드(Covishield)를 생
산하는 세럼 인스티튜트(Serum Institute of India)와 독자 개발한 백신인 코박
신(Covaxin)을 생산하는 바라트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 2개의 백신 제조사
가 있음.

※ 양 사는 각각 매월 6,500만, 2,000만 회분의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초기 방역 성공의 신화에 도취되어 자국 생산 백신을 수출하
고 전통의학을 홍보하는 등 국내 방역에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음.
※ 코비실드 백신은 부탄,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와 세이셸에 운송 완료
했고, 그 외 아스트라제네카와 합의 하여 중저소득국에 10억 도스(dose)를 제공
하는 한편 브라질,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모리셔스에도 규제 당국의 허가 후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었음.
인도 의료당국은 코로나19 대응 및 치료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 외에 아유르베다와
같은 전통의학을 동시에 권장했음.

❍ 또한 인도는 근본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열악하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에 취약한 구조이나 모디 정부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지 못했음.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중 보
건 분야에서 2019년 기준 189개 국가 중 인도는 131위
인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0.8명, 간호사 수 1.5 명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
고, 검은곰팡이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 시설 위생이 열악하여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명적인 2차 세균 감염률도 높음.
낮은 예방 접종률과 함께 산소 및 병상 부족으로 인도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

❍ 더욱이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도 인도 정부는 민간 의료 서비스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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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에 있어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방관하였음.
인도의 의료 시스템은 정부 의료시설인 공공부문은 기초 서비스를 담당하며, 그
외 전문 의료서비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본인부담금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해야함.

2. 2차 대확산 이후의 인식 변화와 주요 정책
❍ 상술한 바와 같이 강한 인도를 내세운 지방선거와 힌두 민족주의 강조,
경기 회복을 위한 봉쇄조치 해제 및 자립 경제 강조, 국내 코로나19 대응
보다 해외 백신외교에 치중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모
디 정부는 2차 확산을 계기로 정책 목표와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음.
모디 정부는 하루 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2021년
4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음.5)
동시에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공급망 회복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음.

가. 코로나19 백신 공급 가속화
❍ 인도가 직면한 보건 및 경제 위기 해소는 일차적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보
급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임.
❍ 현재 인도의 백신 접종율은 2% 수준으로 인구에 비해 공급되는 백신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차 확산 이후 모디 정부는 이미 갖추고 있는 국내 제조기반을 본격 가동
시키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의 백신 이니셔티브를 통한 해외 공급 가능성도 열어놓았음.
인도 정부는 현재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2개사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3개사 임상
시험과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만 21억 6,000만 회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임.6)
한편 미국은 4월 26일 백신 원료 수출 제한 철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천 만
회분 수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백신에 대한 지재권 포기 의사도 밝힘.
5) 세계 최다 확진자 보유국은 미국(33만 명), 인도(29만 명), 브라질(17만 명)의 순이고, 신규 확진자 수로는 인
도(13만 명), 브라질(8만 명), 콜롬비아(3만 명) 순임(Johns Hopkins CSSE 'COVID19 daily reports' 6월 13
일자 기준).
6) Arjun Kang Joseph. “What Is Happening to India’s COVID-19 Vaccine Program?” Carnegie Endow
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y 19, 2021.

- 7 -

이에 더하여 2022년 말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조 및 제공
하는 쿼드 백신 이니셔티브(Quad Vaccine Iniatiative)도 가동한다는 계획임.

❍ 이와 같은 백신 공급 계획을 통해 모디 총리는 지난 6월 7일 텔레비전 연
설을 통해 “6월 21일부터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무료 백신 접
종을 시행”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음.7)
그동안 인도에서는 45살 이상 성인에게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18~44살 국민
은 민영 병원에서 유료로 접종을 실시했음.
금번 발표에서는 민영 병원의 유료 접종 비용의 상한선을 150루피로 정함으로써
의료비용에 대한 개인의 부담도 낮추었음.

나. 경기부양책 및 신산업정책 준비
❍ 인도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응하고 회복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음.
❍ 먼저 모디 정부는 GDP의 10.5 %에 달하는 재정 및 통화 패키지를 위시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인도 중앙은행은 시중에 8조루피(약 1,1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준금
리를 40bp 인하한 4.0%로 조정
의료인프라 구축에 5,000억 루피를 추가 투입하는 한편, 백신 제조업체, 병원,
병리학 연구소, 산소 공급 업체, 의료 장비 공급 업체 및 환자에 대한 우선 대출,
최대 2년 동안 개인 및 소규모 차용인을 위한 신규 대출 제도도 도입

❍ 한편 모디 정부는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을 주도한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의 개정판을 2021년 하반기 발표할 예정임.
새로운 산업정책은 2025년까지 제조업 생산 1조 달러를 달성하여 GDP의 20% 수준
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 △8
대 신규 산업, △중소기업(MSMEs) 육성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임.

※ 8대 신규 산업은 바이오기술, 전기차량, 무인차량, 원료의약품, 의료장비, 로봇
및 자동화 기기, 신소재, 화학원재료
개정 신산업정책에서는 인도를 세계적인 제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구축 정책이 특히 강조될 전망임.

7) “PM Modi resets India's Covid vaccine policy. What does it mean? What does PM Modi's resetting of
India's vaccine policy mean? Rajdeep Sardesai raises the big question.“ India Today. June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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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급망 회복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 세계 무역은 2019년 미중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과 세계화 위축으로 둔화
된데 이어 2020년 교역량이 32% 하락하여 1929년 세계대공항 이후 가장
큰 수치의 낙폭을 기록했음(WTO).
인도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는데, 수입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
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무역 적자가 감소하고 서비스 무역 흑자 및 해외 수입이
증가하면서 4분기 경상 수지는 오히려 개선되었음.

※ 4분기 경상 수지가 개선된 것은 내수 부진, 루피화 가치 하락, 낮은 원유 가격으
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수출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황임.
❍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된 가운데 인도 정부는 미-중 대립 격화, 코로
나19 학습효과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구조 다변화 시도가 이어지는 상
황을 오히려 인도의 공급망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인도는 중국이 포함된 RCEP 불참을 선언한 반면,8) 쿼드 회원국인 일본,
호주 및 영국, EU와 글로벌 공급망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
고 있음.
2021년 4월 28일 인도는 일본, 호주와 3개국 통상장관과 장관급 회담에서 3개국
공급망 복원구상(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을 공식 출범시켰
음.

※ SCRI는 우선 공급망 복원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 투자 촉진 행사 및 구매자-판매
자 매칭 행사 개최 등을 통해 3개국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임.
5월 4일에는 영국과 ‘인도-영국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구축을 위한 2030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무역파트너십고도화(Enhanced Trade Partnership) 협정을
체결하였음.
5월 8일에는 EU 정상과 화상회담을 통해 인.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한
지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였음.9)

※ EU는 인도 대외무역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인도 수출의 14%가 EU로
향하는 핵심 파트너임. 인도와 EU는 2007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인도 인력(전문직 종사자) 이동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3
년 협상을 중단하였음.

8) RCEP에 대한 인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최윤정(2020)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세종정책브리
프 2020-23을 참고.
9) “India-EU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 The way forward..” CNBC TV18. June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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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의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주요 변화 전망
1. 코로나19 통제: 백신 생산은 증가, 신속한 접종이 관건
❍ 인도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2개사에 더하여 임상
시험 및 승인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3개사까지 생산을 시작하면 8월부
터 접종 인원을 빠르게 늘려 연내 전 국민 2차 접종 목표에 가까워질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 계획대로 5개사에서 차질 없이 백신을 생산한다면 12월 까지 21억 6,000만
회분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9억 4,500만 명의 성인에 대한 예방 접종 18억
9,000만 회를 상회하는 규모임.

❍ 만약 인도가 자체적인 백신 생산 능력에 기술이전까지 받으면 국내 백신
수요를 충족하는 데서 나아가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가 될 수도 있음.
인도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국가 중 미국 FDA 승인 제조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하
고 있고, 현재 인도 내의 백신 생산시설은 이미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60%를 생산
할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됨.10)
인도 자체 개발 백신인 코박신은 3 상 시험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 효능이 78 %로
나타났고 최근 WHO가 요청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여 비상사용목록(EUL) 포함이
가시화되고 있음.11)
코로나19 백신 기술에 대한 지재권 면제 여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종 결
정하게 될 것인 바,12) 이에 2021년 6월 12일 G7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모디
총리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WTO에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보건 제
품과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제안에 대해 G7의 지지를 거듭 요청하였음.

❍ 또한 5,000억 루피를 추가 투입하여 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의
료용품에 대한 해외 지원도 받아 의료서비스 여건 향상도 기대
❍ 하지만 백신 접종 예약은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므로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도시 및 지방 거주민의 디
10) 김순애. 2021. 인도의 보건의료와 코로나19 대응. 남아시아 이슈페이퍼 Vol.5 / 통권 제 5호 2021년 3월.
11) WHO. 2021. Status of COVID-19 Vaccines within WHO EUL/PQ evaluation process. Guidance
Document. April 01. 2021).
12)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20년 10월 WTO에 백신의 지재권 면제를 처음 제안했고, 2021년 4월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법과 치료, 백신,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조항
을 최소 3년간 면제하여 백신 생산과 저개발국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영국, 독일, 호주 등 일부 국가와 제약 업계는 여전히 반대하
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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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13)
❍ 인도발 변이인 델타(Delta) 바이러스가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WHO의
다소 암울한 전망이 발표되었지만,14) 기존 백신 접종으로도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접종의 속도를 높이
는 것이 코로나19 통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도 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 정치: 모디 총리와 강한 인도 슬로건 지속
❍ 2차 확산 이전 모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패배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를 이끄는 치담바람
(P.Chidambaram)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가 실종되었고 인도 국민은 스스로
자립을 해야 했다며, 모디 정부의 ‘자립인도’ 정책을 빗대어 비판했음.

❍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이로 인한 정치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모디
총리와 BJP는 여전히 인도 정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음.
2021년 3월 31일 74%였던 모디 총리의 지지도(approval rating)는 4월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여 5월 둘째 주 63%로 2019년 2기 출범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
그림 5. 모디 총리의 지지도 추이

자료: Morning Consultant Political Intelligence; India Today (6.17) 재인용

13) “Modi’s Vaccination Fumbles Leave India Behind in Race Against COVID-19.” Foreign Policy.
2021/06/16.
14) “WHO says delta is becoming the dominant Covid variant globally.” CNBC. (June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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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지지도는 66%로 소폭 회복하여, 2차 확산으로 인한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15)
5월 21일 총리 적합성에 대한 투표에서도 모디 총리(60%)의 지지율이 인도국민회
의 총리 후보인 라훌 간디(26%)를 압도적으로 앞서 대항마가 없음을 확인
결국 힌두 민족주의의 수사와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의
업적이 결합된 모디 총리의 인기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코로나19 통제가 가시화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 모디 정부는
강한 인도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보를 지속 또는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전국적인 봉쇄 정책을 펼친 기간(2020년 4~6월) 중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높았음.
2022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 선거가 2024년 총선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한 인도를 키워드로 진열을 재정비할 것임.

❍ 즉, 인도의 정치는 최소한 2024년 총선 전까지는 강한 인도 캠페인이 지속
될 것이며, 오히려 모디 총리가 집권을 시작한 2014년부터 진행된 민주주
의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최근 인도의 민주주의 지위를 ‘자유’
에서 ‘부분적 자유’로 강등했고,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인도를 ‘선거 민주주의’에서 ‘선거 독재’국가로
등급을 낮추었음.16)

3. 경제: 세계 최고 성장률 기록 예상되나 시기는 지연 가능
❍ 단기적으로 인도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인도 경제성장세 둔화는 불
가피함.
경제 악화 우려로 인도 중앙정부 차원의 강압적인 봉쇄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
나, 지역별 봉쇄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이 급속히 냉각되었음.

※ 델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는 음식 배달, 약국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업 활동과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코로나19 통제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글로
15) “PM Modi’s approval rating falls as India struggles to contain second Covid-19 wave.” India Today.
May 19 2021.
16) Freedom in the World 2021.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country/india/freedom-world/2021;
The Decay of Indian Democracy: Why India No Longer Ranks Among the Lands of the Free.
Foreign Affairs. March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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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경제전망 기관은 2021년부터 인도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세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음.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2021.4.)에 따르면 인도는
2020년 GDP 규모 2조 7,100억 달
러로 세계 6위, 2021년 세계 최
고 경제성장률 달성이 예상

그림 6. 인도 vs. 중국 성장률 전망

UN(2021.5.)은 현재 인도의 경
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2021
년 7.5%에 이어 2022년 10.1% 성
장할 것으로 전망
OECD(2021.6.1.)는 코로나19 2
차 유행 상황을 반영하여 2022년
회계연도 인도 성장률 전망치를
12.6%에서 9.9 %로 조정

출처: IMF(2021)

이는 2019년과 2020년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기술적
반등이 시현되는 한편, 거대 인구의 소비심리 회복과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
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등이 성장을 지속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모디 정부 집권 이후 GST 도입, 정부 행정 효율화, 화폐 개혁을 통한 부패
척결, 사업 환경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 상한선 폐지 또는 완화 등의 개혁
조치를 실시한 것이 중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됨.17)

❍ 이같은 경제의 회복 및 고성장 궤도 재진입은 위에서 설명한 코로나19 통
제, 정부의 효과적 경기부양 정책 및 산업 정책, 글로벌 수요 및 공급망
회복과 같은 핵심 정책의 성공적 이행 여부에 달려 있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부족한 백신 공급이 충족되고 치료제 개발에 가
시적 성과를 거두어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시점이 될 것임.

4. 대외정책: 글로벌 무대에서 강한 인도 구현 - 쿼드 참여, 중국 견제,
유럽과의 파트너십 강화
❍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모디 정부는 국내외 직면한 문제의 타개책으로
대외정책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강한 인도’구현을 외교의 핵심 기조로
강조할 전망임.
즉, 인도 정부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경제 실적 악화 등의 대
17) Panagariya, Arvind. “Modinomics at Four; Why India Is on the Path to Long-Term Prosperity.”
Foreign Affairs. June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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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악재를 극복하는 한편 지역협력을 통한 안보 위협 대응과 성장 동력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목표를 포괄하는 인도 대외정책은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인도의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강한 인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공산이 큼.

❍ 상기 목표 실현을 위하여 향후 인도의 대외정책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또는 쿼드(Quad) 참여, △중국 견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다변화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먼저 인도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또는 쿼드에 적극 참여로 입장
을 선회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보 이외 다양한 협력 아젠다를 포함
하여 협의체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코로나19 이후 인도는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면서‘중견국’의
지위를 넘어 글로벌 무대의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쿼드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협력의 모멘텀을 얻게 되었음.18)
모디 총리는 쿼드 정상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도의 지역 영향력 확대 전
략인 SAGAR(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의 목표와 자유롭고 평화
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일선상에 놓고 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음.19)
바이든 행정부는 4월 25일 수천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022년 말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10억 개의 백신을 제조 및 제공
하는 쿼드 백신 이니셔티브(Quad Vaccine Initiative)를 발표했는데 동 백신 생
산은 인도에 집중될 전망임.20)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함으로
써 미-인 우호관계에 상징적으로나마 기여하는 한편 쿼드 백신 이니셔티브가 구
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21)
모디 총리는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회의를 갖고 백신 공급과 인프라 건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6월 중국과 인도의 갈완(Galwan) 계곡 충돌로 인도 군인 20여 명의
18) Ananya Raj Kakoti. “India’s Role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the post-COVID 19 World Order”
Occasional Paper 67: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2021년 2월.
19) 3월 12일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바이오로지컬 E(Biological E)를 통해 얀센 백신 10억 도스를 생산하여
2022년까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제공하기로 했음. 이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 및 국제협력은행(JBIC)이 자금을 지원하여 바이오로지컬 E의 제조 역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인도내
다른 제약회사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양 방향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Quad a positive
force for global peace, Indo-Pacific stability: PM Modi.” The Times of India. 2021년 3월 12일.
20) Thomas Wright. “Biden’s Misstep in India - The president’s foreign-policy and domestic teams
have a long-standing difference on pandemic diplomacy.” The Atlantic. 2021.04.28.
21) Tobin Harshaw. “Will India Balance China in Asia? The U.S. Can Only Hope.” Bloomberg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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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인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보다 공고화22)
군사적 충돌 이후 인도에서는 반중 시위와 중국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졌음. 인도
정부는 즉각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 보안, 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68개의
중국 모바일 앱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제품의 우회 수입과 유통을 통제하
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음.
특히 그간 5G 사업자 입찰에 중국 화웨이를 포함시켰으나 2021년 5월에 발표한
후보 기업에서는 제외하였는데,23) 인도 기술 안보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명확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모든 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
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제품은 옥외광고,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암묵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자국에 대한 대외 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인도에 대해서
도 시노팜 공급 제의를 포함한 지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인도는 시노팜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일부 방역물품을 ‘구매’한 것임을 강조하
고 있음.24)

❍ 인도는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
는 쿼드에 경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강
화하는 등 비동맹 다자주의 외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
모디 총리는 5월 4일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 및 EU 정상(5.8)과
화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모디 총리는 글로벌 보건‧백신, 열린사회와 경제 및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여했고, 열린사회와 경제 세션의 연설에서 개방된 민주
사회가 합력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증대하는 도전에 대응할 것을 역설하였
음.25)

※ 존슨 총리는 4개 초청국(호주,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은 democratic
eleven을 구성한다고 칭했음.26)
22) Shishir Gupta. “Wuhan Institute of Virology's role in pandemic is first step to make China
accountable.” The Hindustan Times. 2021.05.28.
23) Harsh V. Pant. “India Draws a Line in the 5G Sand.” Foreign Policy. 2021.05.18.
24) “Perception vs reality: Covid-19 relief supplies from China are purchases not aid.” India Today.
May 5 2021. 5월 10일 중국은 중국 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에 산소 발생기(100대), 호흡기(20대) 등 관련
장비와 함께 약 1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는 기관 차원의 일
로 축소(“Equipment, $1 million Covid-19 aid sent to India via Red Cross: China,” Hindustan Times.
2021. 5. 10),
25) “G7 leaders appreciated India's engagement, PM Modi's interventions.” The Times of India. June 13
2021.
26) “Boris Johnson and Macron elbow pump ‘sword-fight' during G7 family photo.” Express Jun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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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 시사점
1. 인도 경제회복 시기 및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코로나19 통제 가시화, 인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경제발전 정책 실행,
미, 중, EU 등 인도의 주요 무역파트너의 수요 회복 추이를 면밀히 검토함
으로써 인도 경제의 향방을 진단해볼 수 있음.
먼저 인도 국내 5개사의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공급,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저지, 백신 생산국의 핵심 기술 이전, 의료시스템 개선 및 의료 용품과 인력
수급 개선 여부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통제 여부는 인도 경제의 고성장
궤도 재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임.
이와 함께 인도 정부가 계획하는 GDP 10.5%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 집행 상황,
자립인도 패키지와 2021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신산업정책의 내용 및 상기 예산과
의 연계성은 경제회복의 속도와 지속성을 가늠하는 근거가 될 것임.
미국, 중국, EU 등 인도 주요 무역파트너의 수요가 회복되고 다양한 경제협력
이니셔티브가 작동한다면 인도는 해외 시장을 넓히는 한편 GVC 편입 기회도 늘릴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인도 경제를 진단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여부 및 방식(수출, 직접투자 등), 시기 등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인바, 정부와 유관기관의 정밀한 분석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2. 자립인도 기조 속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
❍ 전국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도정부가 발표한 자립인도
(Self- Reliant India) 정책이 인도의 대외 통상협력 확대를 저해하고 수
입 제한이라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다대함.
인도정부의 자립인도 정책 발표 이후 아마존 인디아, 플립카트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인도산 제품 노출을 확대하고 수입제품 홍보를 자제’하라는 내부
가이드라인 공표 (’20.7-8월)
인도 산업통상진흥국(DPIIT)은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내에 모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실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델리 고등
법원도 해당 조치의 적법성 인정(’20.9월)
2021년 2월 1일 발표한 인도 정부의 2022 회계연도(FY2022) 연방 예산안도 관세
및 통관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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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자동차, 전자기기의 부품 중 일부와 LED 램프, 태양광 인버터등의 관세율
인상으로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및 자립인도
기조를 더욱 강화
현재 시행 중인 400개 이상의 감면품목을 검토해 왜곡 없는 관세구조를 만들겠다
고 발표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한국, 일본, 아세안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제안했음.

❍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한-인도 FTA인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정 협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이미 기체결 FTA 재검토, 무역구제 조치 남발, FTA 원산지관리 강화 등 인도정부의
무역적자 대응 조치가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정 협상도 중단 또는 인도에서 재검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협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생의 통상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
구체적으로 CEPA 협상에서 인도측 상품에 대한 관세의 추가 인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수입을 확대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한편
인도가 자국 공급망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수입품(핸드폰 및 통신기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광의의 FTA를 지향하는 CEPA의 취지에 맞춰 관세 이외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CEPA 협정문 제5장), ICT(제7장), 시청각 공동제
작(제9장) 등에서 상생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임.27)

3. 한국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대외정책간 연계협력 방안 강구
❍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쿼드의 핵심 국가인 동시에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역내 경제,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 특히 쿼드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백신 이니셔티브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인도가 쿼드 국가로서의 결속력을 다질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을 배제 또는 직접 대응하는데 반대해왔던 인도가 참여하면서 쿼드는 안보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포용적인 협력체로 진화하게 되었음.

27)

한-인도 CEPA 협정문 및 기본 문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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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FTA

활용

포털’

❍ 한국은 2020년 11월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이니셔티브 중 ‘포스
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하에서 인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시
한 보건의료 협력 이니셔티브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임.
한국은 인도와 백신 공동 생산, 병원. 보건인력 역량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음.

❍ 나아가 인도와의 백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여 신남방지역 대상 국가 역내
보건‧백신 협력을 증진하는 공동사업 추진도 모색해봄직 함.
한국-인도-아세안 백신 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은 신남방정책 하에서 분절된 한국의
대아세안, 대인도 협력사업을 통합, 연계하는 효과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조응하는 지역전략
으로 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정을 받은바, 지역전략으로서의
비전과 담론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신하는 것으로 미국, 호주 및 유럽
주요국들이 인정하고, 이를 통한 연계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5.24) 및 한미 파트너십에 관한 Factsheet 등에서도 한
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간 연계협력이 구체적으로 언급됨.
현재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 지역전략으로서의 비전을 찾기는 어려우며, 아세안에
대해서는 그나마 개별 국가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상술한데 비해 인도의 경우
대외전략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협력전략이 모두 부재한 상황임.

❍ 백신 공급망 협력 외 디지털‧그린도 신남방정책과 인도 대외정책의 접점
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야임.
한국 정부는 ’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여 디지털과 그린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통상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남방협력은 5G·AI 등 4차 산업, 스타트업, 비대면
비즈니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환경 및 기후변화,
해양오염, 물관리, 생물다양성 제고 등에서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28).
인도 역시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
생에너지 개발 등을 위해 미국, 유럽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제 인도 실
정에 맞는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은 선진국과 다소 괴리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인도에게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선도 그룹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인도는 한국 뉴딜 전략의 유망한 파트너 국가임.
2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플러스 국문 브로슈어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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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년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강한 인도’캠페인
▣ 구자라트 주 총리 출신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소수 정당이던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을 이끌고 2014년 인도 총선에
첫 등장했음. BJP는 총선에서 인도 정치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많은 기대를 모으며 출발했음.
▣ 하지만 임기 중 7%를 웃돌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하반기부터 6%대로 추
락하기 시작했고, 1억 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글로벌
제조 강국 프로젝트 Make in India의 성과도 미미하여 GDP에서 제조업 비
중은 17%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45년 이래 최고치인 6.1%까지 치솟았음.
여기에 모디 총리의 독선적 리더십과 극단적 힌두주의(Hindutva)가 비판
을 받았고 급기야 여론조사 결과도 모디 총리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부정
적인 전망을 내놓았음.
▣ 이 때 모디정부는 ‘강한 인도’를 선거 슬로건으로 제시, 독립 75주년이
되는 2022년까지 인도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부강한 인도를 건설하
겠다고 선포했음.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완수할 75가지 과제(75
Milestones of India @ 75)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캠페인을 벌였음.
▣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완성한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연상시키는 동 캠페인을 통해 중국에 비견되는 글로벌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모디정부는 인도인의 자
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성공했음.
▣ 때마침 2019년 2월 16일 인도 북부 지방에서 파키스탄 무장 조직이 자행한
자살폭탄 테러는 강한 인도 운동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되었음. 테러 직후
모디 총리는 무장 조직에 강력한 공습을 단행했고, 트위터 계정도 ‘파수
꾼 모디(Chowkidar Narendra Modi)’로 바꾸고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인도 역사상 최고의 의석 비중(56%)로 총선 승리를 이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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