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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공동 선언문

JOINT STATEMENT
14th Korea-India Dialogue
5-6 November 2015
New Delhi

The 14th Korea-India Dialogue co-organized by th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and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was held on 5-6 November 2015
in New Delhi.
The dialogue brought together leading policymakers, academics, defense and security analysts and
representatives from industry for focused discussions over one and a half days on the broad theme of

India-Korea Partnership: Realizing the Potential.
The dialogue deliberations emphasized the following points:
1) Prime Minister Narendra Modi’s visit to Korea in May 2015 and his meeting with President Park Geunhye that resulted in the elevation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to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s an
extremely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ongoing endeavor of India and Korea to deepen and enhance their
engagement.
2) It is now incumbent upon the various stakeholders from the academia, the policy making community
and industry representatives to deliberate and develop clear strategies and measures to bring to fruition
the vision enunciated by Prime Minister Modi and President Park.
3) In this context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llaboration between ICRIER and SFIA in organizing the
Annual India-Korea Dialogu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4) With regard to the Asian strategic milieu the participants noted that the India and Korea bilateral
partnership has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the evolution of a stable and peaceful regional security order.
5) It was recommended that bilateral strategic engagement should be supplemented with minilaterals
involving like-minded third countries in Asia. Beginning as track two initiatives these could progress to
the track 1.5 level and eventually pave the way for regular dialogue at the governmental level.
6) A notable focus of discussions at the 14th dialogue was the “Make in India Initiative” and Opportunities

for SME’s. It is recommended that: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dustry organizations enhance matchmaking activities
to facilitate collaboration between SME’s i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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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articular, the Indian should work to set up a services centre solely for SME collaboration
between India and Korea.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setting up a Korean Industrial Zone on the lines of the
zone being developed in Rajasthan in western or southern India.
7) Participants welcomed the decision of the two governments to commence negotiations to amend the
India-Korea CEPA by June 2016 with a view to achieving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bilateral trade. It was hoped that the amended CEPA would effectively address the concerns in both
countries that presently results in low utilization of CEPA.
8) Participants welcomed the expansion of direct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lso hoped that
the number would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to boost peoples’ movement.
9) In further strengthening of India-Korea economic engagement the dialogue recognized the growth
trajectories in the two countries and development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at have reinforced
the complementarities that exist between India and Korea.
10) Notably the following were underlined:
	•Cooperation in urban planning and the Smart Cities initiative of the Indian government.
•Cooperation in defense producti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shipbuilding and railways.
•Cooperation in green growth, clean energy and nuclear energy.
•Cooperation in ICT and space technology.
•Cooperation in creative industries and setting up of joint innovation centres.
•Joint projects in third countries.
11) Participants further observed that the setting up of an India-Korea Program would give the dialogue
greater traction through focused evidence based policy oriented research and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funding for this program could be considered unde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outlined in the India – 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For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n May 2015.
12)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15th India-Korea Dialogue would be held in Seoul in Oct/Nov 2016.

Jung Ku-Hyun

Rajat Kathuria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Director & C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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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종합 보고

제 14차 한 · 인도 다이얼로그는 양국간 정상회담이 2014년 1월에 이어 2015년 5월 연속 이루어져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된 직후 개최되어 그 의미가 유난히 컸다. 특히 이번 한 · 인도
다이얼로그는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해양에서의 중국 세력 확장이 세계 경제는 물론 아시아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모디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인도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한 층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다.
제1세션에서는 아시아의 포괄적인 안보 환경을 남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동북아와 한국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특히 2015년
5월에 격상된 한인도 관계를 군사안보 영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한국 측 발표자는
아시아의 안보 현안과 추이를 (1)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동시 부상과 새로운 역학 구조 형성, (2)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 중진국들의 영향력 증대와 이들 국가들의 안보 딜레마, (3) 사실상 불가능한 정경 분리, (4)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등에 따른 아시아 전략 지대(strategic zone)의 가속화, (5) 강화되는 역내 경제 협력과 심화되고
있는 군사 안보적 경쟁 등으로 설명했다. 또한 발표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토론자들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힘의 투사 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히 한인도 관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로 격상된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협력관계를 제안하며 그 예시로 한 · 미 ·
인도 간 삼각 군사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도 측 발표자는 최근 인도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그 동안 심화된
중국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은
인도의 장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인도는 군사안보 문제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으며 모디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인도의 동방 정책인 ‘Act East’ 차원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도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과의 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필요한 관계이며, 한국 군사기술의 장점과 인도
군사기술의 장점들을 접목시킬 경우 상호보완적인 군사협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한인도 관계는 다른 나라의 관계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며 양자간의 현안에도 이견이 없는
점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양국 관계를 다음 단계로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한인도 관계가 지난 20여 년 동안 다방면으로 발전했지만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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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에서는 ‘한-인도 FTA의 활용 극대화 및 새로운 아시아경제협력 구상을 위한 협력방안(Cooperation for Full
Potential of Korea-India CEPA and the New Asian Economic Initiatives)’ 이 논의됐다. 인도 측 발표자는 CEPA 발효
이후 인도의 무역수지 악화를 지적하고, 인도산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원산지 규정에서의 부가가치
기준 완화, 대인도 수입 확대 및 인도 IT 전문가의 취업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인도
측 발표자는 아직 CEPA의 개정을 논의하기에 이른 시점이며, 그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노력을 통해 CEPA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 발표자는 (동)아시아 내에서 매우 복잡다기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과 지역통합구상들을
분석하며, 역사적인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대립 등 양자 간 문제가 거의 없는 한국과 인도가 최근 설정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하여 지역 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인도가 공히 (i)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지역협력체 회원국이며, (ii) RCEP 협상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협조
경험에 기반하여 아시아의 지역구도를 견인하는 지도력(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의 발제에 대해 한국측 토론자는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확대됐지만, 인도산 나프타(Naphtha) 수출이
연간 20~30억 달러 정도 과소 집계된 점, 인도산 망고는 위생검역 과정만 통과하면 수입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하고,
일본에 비해 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 점, 한국의 양자 FTA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인도 CEPA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정체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 한국 수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교역 증대를 위한 상호 직접투자의 확대,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교역 범위의 확대, 이를 위한 직항편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3세션에서는 ‘제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기회(‘Make in India’ Initiative & Opportunities for SMEs)’가 논의됐다.
인도 측 발표자는 모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정책 등으로
(1) 인프라 투자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약 790억 달러), (2)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전기, 도로, 항만 개발 투자에 대한
100%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3) 민간항공, 국방, 철도, 은행 보험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4) 5개의 산업화와 개발을
담당하는 새로운 정부기구의 출범, (5) 100개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6) 에너지 부문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 및 단일 부서화,
(7) 법인세 인하 추진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도 측 발표자는 (1) 토지 개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높은 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이 어려운 점, (3) 효율성이 낮게 운영되고 있는 특별경제자유구역(SEZ), (4) 복잡한
기존 노동법을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노동법 개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모디 정부의 정책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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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발표자는 한국의 산업육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요 거점도시 주변과 해안선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특히 농촌의 잉여인력을 산업으로 흡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것은 인도의 산업육성
정책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표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며, 전통 제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산업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민간협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중소기업의 잉여 공유제 등 동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및 경험 전수 강화를 주문했다.
인도 측 토론자는 인도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높은 성과와 인도 내 좋은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최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협상 등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4세션에서는 한-인도 제조업 부문의 실태와 앞으로의 투자 및 개혁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조선, 자동차, 철강, 및 반도체 부문의 한국 제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앞으로 인도 제조업에 큰 도움이 되고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15년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 아래,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개혁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토지수용 절차 간소화 및 이주 비용 합리화와 투자/
제조 단지(NIMZ) 설립, 둘째,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셋째, 노동시장 개혁, 넷째, 만성적인 거시경제 문제점 해소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제조업 시장으로서 인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과거
농산물, 보석, 석유 등 1차 산업 생산품이 주를 이루었던 인도의 제조업 수출 패턴이 최근에 들어서 화학, 엔지니어링, 섬유,
전자 등 공산품 위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산품의 수출 비중은 70% 수준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2010년 한국의 인도 수출은 114억 달러를 기록하여, 인도가 한국의 국가별 수출 순위에서 7위로 부상하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투자금액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수가
50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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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 측 참가자는 한국과 인도가 방위산업 부문에서 많은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국 간
방위산업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복잡한 무기 획득 프로세스, 기술 이전에 필요한 복잡한 과정, 공동생산체계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제 5세션에서는 ‘연구개발과 첨단산업의 한-인도 협력 (India-Korea Collaboration in R&D and High-tech Industries)’ 가
논의됐다. 한국 측 발표자는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2011년부터 진행해온 과학기술분야 한-인도 공동워크숍을 통해 양국
과학기술자 전문가들이 논의한 협력 분야와 실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한국의 강점인 세계 4위 경쟁력의
나노 기술 분야의 인도와 한국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아시아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킹 구축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한국 측 발표자는 정부의 나노 기술에 대한 (1) 민관합동 국가 나노 종합발전계획 수립, (2) 탄탄한 인프라시설 구축, (3)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한국을 세계 4위 나노 기술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향후 10년간 지속될 제 4기 국가 나노 기술 종합발전계획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학 · 연 · 산 · 관의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및 인력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 정부의 공동 협약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분야의 한-인도 공동워크숍은 에너지, 환경, 나노
재료, 의약, 로보틱스, 자동차, ICT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뤘고, 일부 분야는 양국 정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대형
공동연구개발 과제로 발전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과학기술협력은 정부 및 민간차원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민간차원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 측 발표자는 인도의 클린에너지, 천연가스, 기타 에너지 소비현황 등을 설명하며 인도가 세계 4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900억 달러 상당의 연료 수입에 의존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인도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개발 최우선정책과,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참여로
인도의 에너지 정책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인도 측 발표자는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를 비추어, 한국이 인도에서 초대형 선박을 공동으로 생산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또 다른 발표자는 인도는
한국과 함께 소프트웨어 분야의 윈-윈 시나리오를 통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동협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희망하며 더 나아가 인도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과정 졸업생들을 더 높은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양국 간 인력 교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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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양국 간의 목표와 산출물이 뚜렷한 협력이 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자문, 선택된 분야로의 집중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EU의 프로그램이 장기간으로 지원되며, 개인 보다는 대중을 위한 연구활동
및 범용 사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인도는 한국과 함께 인도 스마트
도시 건설, 에어버스 공동개발, 국방분야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리: 조 충 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 12 KOREA-INDIA DIALOGUE 2015

The 14th Korea-India dialogue was conducted in May 2015 and was meaningful in that it was held after the KoreaIndia summit of January 2014, when the countries elevated their relations to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The
dialogue was especially timely and attention grabbing because it coincided with economic slowdown in China and
its naval expansion affecting the world economy and Asian security, respectively, and the Indi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new economic policies to raise India’s political and economic profile.
The first session analyzed the overall security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Asia, India, Northeast
Asia and South Korea. It included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heightened Korea-India relationship and the
necessity to move it toward military and security concerns.
A presenter from South Korea reviewed five characteristics of Asia’s security situation and Korea and Northeast
Asia’s perspective on them. First,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a new structure of dynamics has emerged
with the rise of China, India, Japan and other countries. Second, the overall influence of South Korea, Vietnam,
Indonesia, Australia and middle power countries is ascending alongside an expanding security dilemma. Third,
economics, politics and the military are interrelated like never before; it is difficult to separate economics from
politics. Fourth, Asia has become the central strategic zone with the unrelenting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India. Fifth, Asia is facing unprecedented military threats in terms of size and challenges that could weaken
some parts of Asia.
The presenter also stressed that defense spending in Asia is rising in conjunction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and the capacity to project power are steadily expanding. Amid this
change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of Korea and India lends itself to more practical cooperation. For instance,
a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Korea, U.S. and India) enforcement could be formed.
India’s part of the program noted that the new government’s opening up economic policy is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and raising the chances of narrowing its economic gap with China. The presenter for the Indian delegation
said the scenario make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new strategic partnerships essential elements to
India’s future. Therefore, India cannot ignore the pending military and security issues.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is stressing that India must “Act East,” making improvement in the U.S.-Japan-Korea relationship imperative.
From India’s perspective long-term cooperation 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s extremely necessary. With the
implementation of each country’s strong points in military technology, there could be a systematic and mutual
supplementation of mili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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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ssants agreed that Korea-India relations are not hindered by historical problems or pending issues,
but political will to elevate relations to the next level is absent so far. For the past 20 years the relationship has
improved significantly. Still, more communication in practical and complimentary fields has not occurred. The
discussants felt both countries should devise more practical and detailed ways for cooperation in diplomacy and
security.
The second session explored cooperation to realize the full potential of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and new Asian economic initiatives. The presenter from India commented since
the CEPA went into effect, India’s trade balance has worsened. He cited four needs to reverse the situation: (1)
simplified custom procedures for Indian fruits and vegetables; (2) lower standards for value-added in regards to
rules of origin; and (3) increased import of Indian goods into Korea; and (4) easier entry of Indian IT job seekers
into Korea. In conclusion the Indian counterpart stated that the upgrading of Korea-India CEPA is premature and
further co-efforts in fully utilizing the given agreement are more pressing.
While analyzing the complex and diverse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regional integration plans, the presenter
from Korea stated that Korea and India could contribute to regional integration since they now have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and an untroubled relationship. He also emphasized that both countries are parties to
regional coope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Asia-Europe Summit and East Asia Summit, and are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for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Based on these experiences,
Korea and India could demonstrate leadership in the Asian region.
In regard to the trade imbalance, the Korean discussant said India’s export of Naphtha is underestimated by $2
billion to $3 billion annually; Indian mangos could be imported if they satisfy sanitation standards; and if the
CEPA is not upgraded amid ensuing bilateral and mega free trade agreements, bilateral trade will stagnate and
Indian exports into Korea will be in disadvantageous position. Furthermore, to boost the chances for a sustainable
increase in trade, more bilateral direct investment into not only manufacture sectors but also service sectors and
more non-stop flights are needed.
“Make in India Initiative & Opportunities for SMEs” was the theme of the third session. The presenter from India
explained the Modi administration’s “Make in India” policy and action to expand infrastructure and support.
The measures include: (1) larger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bout $79 billion); (2) an end to limits on foreign
investment into the development of electricity, roads and ports; (3) further opening up in private aviation, national
defense, railroads, banks and pensions; (4) a new government institution to oversee five areas of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5) plans to build 100 smart cities; (6) simpl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ntegration
of departments in the energy sector; and (7) lower corpor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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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er from India also highlighted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give the Modi administration’s policies
a chance to have a swift impact: (1) stiff regulations on land development; (2) difficulty in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3) inefficiently managed special economic zones
(SEZ); and (4) complex labor laws.
The presenter from Korea explained that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have revolved around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situated around major cities and coastlines. The complexes play a huge role in absorbing
surplus labor from rural communities. That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Indian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Furthermore, he explained that Korean creative economy policy is one of the ways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mote growth of medium-sized companies. In order to inje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to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to raise productivity and to provide groundbreaking
opportunities, an innovative ecology that connects the governmen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s needed.
In addition to those steps, the presenter explained that overcoming the double-layered structure of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is needed. For further cooperation and experience sharing, both countries should immerse
themselves in the experience of the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KCCP), which support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searching for suitable sectors and allows corporations to share surpluses.
The presenter from India positively responded to the success of Korean companies in India, and commented that
business negotiations should be completed swiftly to form diverse business partnerships discussed at summits.
In the fourth session, an in-depth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 and India manufacturing sectors, including
future investment plans and reform plans, was conducted. Most of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success cases in
Korea’s shipbuilding, auto, steel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would greatly assist India’s manufacturing sector.
The “Make in India” campaign has provided a comprehensive reform program for manufacturers. The key
components are: (1) simplification of land expropriation procedures, rationalization of moving costs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vestment and manufacturing zones; (2) infrastructure development (electric power,
coal, roads, railways and ports) and more investment in it; (3) labor market reform aimed at higher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and (4) solutions to chronic macro-economic problems such as inflation, current account and
budget deficits,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n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seems
to be quite high. Unlike in the past, when India focused on primary industries like agriculture, precious stones and
fuel, India’s current export trend favors chemicals, engineering, fiber and electronic products. Experts predict that
the portion of industrial products in total exports will eventually reach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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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0, Indian exports amounted to $11.4 billion, and is the seventh largest export country of Korea. Over 500
Korean companies have settled in India while Korean investment in India reached $330 million annually. One
participant from Korea noted that Korea and India share commonalities in the defense sector. However, they
need to resolve problems involving national defense, cultural misunderstanding, acquisition of complex weaponry,
technology transfer and co-production systems.
The fifth session was “India-Korea Collaboration in R&D and High-tech Industries.” The Korean presenter
introduced science and technology businesses spawned by bilateral consultations since 2011, and Korea-India
co-workshops that collaborated on nanotechnology, where Korea is ranking fourth globally. Also,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an Asian central research networking was stressed.
Regarding Korea’s government-sponsor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the Korean presenter highlighted four
major elements: (1) private and governm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sectors
on creating a national nanotechnology development plan, (2)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infrastructure, (3)
continuous R&D investment and human resources training programs that have become the basis of Korea ranking
fourth as a nanotechnology country, (4) the fourth national nanotechnology development plan, which will be
performed through a 10-year collaboration between academia, industries and researchers. Importance is placed
on fostering industrialization of technology, advancing in the global market and push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workforces.
The Korea-India co-workshops, which stemmed from bilateral agreements, focu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They focused on energy, environment, nonmaterial, medicine, robotics, automobiles and ICT. Information regarding
certain agenda was chosen as co-research subjects, and the joint efforts have been developed into a practical,
successful collaboration model. It was pointed out that maintaining a tight relationship among private sectors will
be important for future Asia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which Korea and India will take part.
The presenter from India spoke about India’s clean energy, natural gas and energy resources. He pointed out that
India ranks fourth in energy consumption worldwide with $190 billion spent on energy imports. In order to change
the energy consumption patter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is
welcoming collaboration with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help reach its objective. The presenter also noted that
Hyundai automobiles manufactured in India are of exceptional quality and in light of this success, Korea should
consider co-manufacturing shipbuilding parts in India. Furthermore, the presenter also expressed hope that Korea
and India would develop a new standard for the global market. Also, communication is required so that STEM
progr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graduate students can cultivate their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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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ssants mentioned that the requisites for successful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will be clearly
setting bilateral goals, continu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sultations, and concentrating on chosen areas of
collaboration. Specifically, we should take note of the EU work program like airbus co-development aimed at
conducting long-term research and benefiting the general public. Finally, the discussants agreed that Korea and
India should collaborate closely on the construction of smart cities in India and bilateral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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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Summary
세션별 요약

제1세션

아시아 안보와 한-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제1세션에서는 아시아의 포괄적인 안보 환경을 남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동북아와 한국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특히 2015년
5월에 격상된 한인도 관계를 군사안보 영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한인도 관계는 지난
20여년 동안 다방면으로 발전했지만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모든 참석자들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가 다가왔다는데 동의했다.
한국 측 발표자는 아시아의 안보 현안과 주요 추이를 한국과 동북아의 시각에서 조명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설명했다. 발표자는 (1) 아시아의 역사상 최초로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 등의 주요국들이 동시에 전략적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역학 구조가 형성, (2)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의 중진국들의 종합적인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들 국가들의 안보 딜레마도 지속적으로 확대, (3) 종전과는 달리 경제적인 영역과 정치군사적인 영역간의
연관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밀접한 만큼 정경분리가 사실상 불가능, (4)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필두로 아시아는
중심적인 전략 지대(strategic zone)로 자리 매김, (5) 아시아는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위협과 도전들을 안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경제적으로는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군사 안보적
경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발표자는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힘의 투사 능력은 그 어느 때 보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예로, 2013년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종합적인 방위비 지출(약 3,899억 달러)은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약 3,060억
달러)을 능가했으며, 비록 미국이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 확실하며, 특히 해군력, 공군력, 그리고 무인항공기, 초음속 탄도·순항미사일 등이 지속
보강되어갈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표자는 2015년 5월 18일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 관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단계로 격상되었고, 이것은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구축된 특수 관계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는 미국 국방부가 2015년 2월 최초로 인도와의 국방 협력을 위한 특수
부서를 신설했고, 차세대 무인전투기, 정보 · 정찰 · 감시 (ISR),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등을 심층적으로 공동연구 ·
개발 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미인도 군사협력이 기대되는 만큼, 한인도 군사협력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여 한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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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간 삼각 군사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로 중요시해야 하며, 한인도 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상호간의 전략 이익이 제고되는 상생(win-win) 관계인 만큼 특히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측 발표자는 최근 인도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그 동안 심화된
중국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은
인도의 장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인도는 군사안보 문제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으며 모디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인도의 동방 정책인 ‘Act East’ 차원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미 인도는 외교정책의 전통적인 기조였던 비동맹외교를 사실상 포기했고 냉전 당시에 유효했던 대외협력
기조도 근본적으로 개편되었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는 인도의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이 이토록 급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전략적인 부상이며, 특히 중국의 힘의 투사 능력이 이미 인도양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도의 입장에서는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발표자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국과의 핵에너지 협정을 인도는 체결했고, 군사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국과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중국과의 군사적인
마찰을 최대한 예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인도 국경분쟁 문제,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경제적 지원, 그리고 인도양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해군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군사협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도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과의 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필요한 관계이며 한국
군사기술의 장점과 인도 군사기술의 장점들을 접목시킬 경우, 상호보완적인 군사협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발표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인도 간의 보다 밀접한 외교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과 군사력이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대적인 힘은 부분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이 또한 미국의 잠재력을 평가절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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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인도 관계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며 양자간의 현안에도 문제가 없는
점은 분명 큰 이점이지만, 동시에 양국 관계를 다음 단계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가 사실상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한인도 협력은 미국 · 일본 · 호주 등 한국과 인도가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직간접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군사안보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약: 이 정 민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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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한-인도 FTA의 활용 극대화 및
새로운 아시아경제협력 구상을 위한 협력 방안

인도 측 발표자는 인도와 한국이 아시아가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아가게 될 ‘아시아 중심의 21세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발표자는 이를 위해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 협정의 활용을 극대화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2030년경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도가 최근 수년간 보여 준 빠른 성장이 지속될 경우, 넓게는 세계경제, 좁게는
아시아에서의 경제 판도가 크게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인도 측 발표자는 CEPA의 5년간 운영성과 및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협정의 개정(upgrading)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첫째, CEPA 발효 이후의 5년간 한국에 대한 인도의 무역역조가 악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협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며, 그 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협정의 활용률을 크게 개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키는 작업을 통해 인도 제품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무역역조의 악화를 고려할 때 한국 측이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도산
망고 및 여타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광택 처리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원산지 규정에서의
부가가치 기준 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산 원자재 및 부품 수입 확대를 위한 캠페인 등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셋째, 특히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동 분야의 구매계약에서 인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전문직종의 피고용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CEPA의 전문직 이동 챕터 규정을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넷째, 인도 정부 및 정책담당자들은 최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약속한 100억 달러 상당의 협력기금 설치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동 기금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도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양국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섯째, CEPA가 이미 기업활동에 매우 우호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협상이 종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하게 조인하여 발효시킬 필요가 있음도 지적됐다. 동
협정에 기반하여 한국 기업들이 대인도 투자를 활성화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모디(Modi)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 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인도 측 발표자는 지금은 아직 한-인도
CEPA의 개정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며, 그 보다는 전술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노력을 통해 CEPA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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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발표자는 (동)아시아 내에서 매우 복잡다기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과 지역통합구상들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역사적인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대립 등의 양자간 문제가 거의 없는 한국과 인도가 최근 설정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하여 지역 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인도가 공히 (i)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지역협력체의 회원국이며, (ii) RCEP 협상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협조 경험에 기반하여 아시아의 지역구도를 견인하는 지도력(leadership)을 발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다양한 구상이 개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도력의 부재(vacuum)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아시아에서는 현재 (i) 전통적으로
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ii) 최근 TPP와 RCEP의 협상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다시금 시작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지도력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편,
(iii) 주도권을 잠정적으로 위임 받은 ASEAN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측 발표자는 아시아의 향후 지역협력 및 통합구도에서는 (i) 지역 협력체 및 통합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양상 (ii) 이들이 회원국 및 미래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iii)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갈등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가
양자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면서 협력의 지평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이슈들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통합에 대한 협력방안의 공동 모색을 통해 지도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의 발제에 대해 한국 측 토론자는 한인도 CEPA와 관련한 인도 측의 오해에 대해 우선 설명했다. 2010년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확대되었지만, 이는 인도산 나프타(Naphtha) 수출이 연간 20~30억 달러 정도 과소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망고의 경우도, 이미 필리핀, 태국, 타이완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산 망고 수입을 저지할 이유가 없다며 위생검역 과정만 통과하면 인도산 망고는 다른
수입국보다 관세, 가격, 맛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측 토론자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양허 수준이 낮고, 한국의 양자 FTA가 지속 확대되고 다국간 메가 FTA가 체결되는 상황이어서 한인도 CEPA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양국 간 교역은 정체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 한국 수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CEPA 개선은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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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교역 증대를 위해서는 양국 간 상호 투자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으며, 교역의 범위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직항편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양국 간 항공협정
개정으로 주당 직항편이 19편으로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 간 주당 1,000편의 직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양국 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강화와 직항 증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요약: 박 성 훈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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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제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기회

인도 측 발제자는 모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 정책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인도 중소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 정부는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2014/15년 정부 예산에 570억 달러 규모에 달했던 인프라 개발 투자금액이 2015/16년에는 790억 달러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전기, 도로, 항만 건설 투자에 100%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됐다.
5개의 산업회랑 개발(industrial corridors)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기구도 신설했다.
아울러 100개의 스마트 시티 추진계획이 발표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됐다.
대규모 건설투자 계획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경우, 환경규제를 간소화하고, 민관합동(PPP) 투자계획의
환경규제 관련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소규모 산업분야는 아예 환경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동안 분리되어 있었던
전기, 석탄, 신 · 재생 에너지 관련 부서를 하나의 에너지 관련 정부 부서로 관리를 통합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규를 통합한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관련 법규가 현재 개정 중이며, 노조 설립을 위한 조합원 동의 요건은 30%로 상향 수정했다. 14개의 기업 관련
규제를 하나의 포털에 통합하여 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할 예정이다. 2016년 4월부터
통합 간접세(GST)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디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파산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사업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많았던 민간항공, 국방, 철도, 은행 보험, 연금 등의 분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로
개방했다. 특히 철도 건설에는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고, 보험, 국방, 민간항공, 방송 등에는 49%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와 상표권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 산업에 대한 적합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여 혁신 주도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생산의 45%,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4,2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자영사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32.4억
달러 규모의 은행 융자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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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토지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한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 조율 등이 과제이다. 특별경제자유구역
(SEZ)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건설에
관련된 각종 규제와 정부 기구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복잡한 기존 노동법을 통합 및 단순화한 새로운 노동법(Uniform
Labor) 개정안도 독립적인 심의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도 측 발제자는 낡은
법규정과 규제, 절차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측 발제자는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으로서 동반성장 전략과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경험이 인도의
중소기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산업육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요 거점도시 주변과 해안선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재된 산업단지는 주변 농촌으로부터 잉여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흡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은 인도의 산업육성 정책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창조 경제는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 산업구조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민간협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대 · 중소기업의
잉여 공유제 등 상생협력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 ·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해외 동반진출
및 마케팅 협력,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 억제, 용역 대금의 조기 지급 등의 과제를 협의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확산의 일환으로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각 지역을 거점으로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특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창조경제 지역센터’ 1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대구에서 운영하는 지역 센터는
섬유 및 전자 분야의 인근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도록 연구개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인천 지역은 국제공항이 인근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적인 물류 그룹인 한진 그룹이 인천
지역 물류 및 운송 분야의 중소기업들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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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과 지역창조경제센터의 운영을 통해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상시화 하고 상호
이득이 되는 거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분야로도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측 발제자는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인도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했다.
인도 측 토론자는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성과와 인도 내 좋은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최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무협상 등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약: 김 종 석 여의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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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제조업의 한-인도 협력(조선, 철강, 자동차, 방위산업 등)

이번 제 14차 한인도 다이얼로그 제 4세션에서는 한-인도간 제조업 부문 양국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투자 및 개혁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조선, 자동차, 철광, 및 반도체 부문 한국 제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앞으로 인도
제조업에 큰 도움이 되고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15년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 아래,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개혁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토지수용 절차 간소화 및 이주 비용
합리화와 투자/제조 단지(NIMZ) 설립, 둘째, 인프라 개발(전력, 석탄, 도로, 철도, 항만) 투자 확대, 셋째, 노동시장 개혁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넷째, 만성적인 거시경제 문제점(인플레이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금융시장 불안정)
해소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시장으로서 인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공산품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해왔던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최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인도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은 10년 전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을 대체하는 인도 제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향후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젊은 층의 인구 동태 역시 인도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큰 요인이다. 현재 인도의 경제활동인구(15-64세)
규모는 전체 인구의 2/3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형성되었을 경우,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미 정보통신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기술 인력은 인증이 되었고 인도 제조업의 또
다른 강점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농산물, 보석, 석유 등 1차 산업 생산품이 주를 이루었던 인도의 제조업 수출 패턴이 최근에 들어서 화학, 엔지니어링,
섬유, 전자 등 공산품 위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산품의 수출 비중은 70% 수준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제조업은 오랫동안 한국 경제 산업을 이끌어왔으며 한국이 주요 경제국가로 성장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1997~1998년 IMF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도 그리고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벗어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공장을 지으려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고 고용을 해야 한다. 섣불리 공장을 지으면 안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R&D)도 필수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4 R&D 지출 집중도(GDP 대비 총 R&D 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투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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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협력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양국 간 FTA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2010년 한국의 인도 수출은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인도가 한국의 국가별 수출 순위에서 7위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인도 투자금액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수도 50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방위산업 또한 눈여겨볼 제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한 한국 측 참가자는 한국과 인도는 방위산업 부문 많은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위권의 방산수출국으로
성장했고 방위산업의 구조도 첨단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양국간의 방위산업 및 문화 이해 부족,
복잡한 무기 획득 프로세스, 기술 이전에 필요한 복잡한 과정, 공동 생산 체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한 많다고 지적했다.
요약: 장 국 현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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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세션

연구개발과 첨단산업의 한-인도 협력
(정보기술/인터넷, 게임/컨텐츠, 그린/신에너지 등)

한국 측 발표자는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2011년부터 진행해온 과학기술분야 한-인도 공동워크숍을 통해 양국 과학기술자
전문가들이 논의한 협력 분야와 실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한국의 강점인 세계 4위 경쟁력의 나노기술
분야의 인도와 한국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킹 구축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지난 15년간 나노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 한국은 현재 미국, 일본, 등 나노기술
선도 국가 그룹에서 세계 4위의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나노기술의 산업화 확산
계획을 마련 중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 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나노 2025)을 통해 나노기술기반의
기술혁신과 확산을 통한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는 한국의 나노기술 경쟁력은, 세계 4위의 연간 5,000 편의 과학 인용 논문, 세계 3위의 미국 특허 등록,
나노기술 응용 제품 수 세계 3위, 대학내 나노기술 관련 학과 136개와 학생 2만 명, 나노기술 관련 회사 520개 등을
기반으로 명실 공히 세계 4위 수준이며, 이러한 경쟁력은 한국의 R&D 투자가 매년 증가하여 GDP 3.7%에 이른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나노기술과 정보기술이 접목된 국가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6개의 국가 나노팹센터
(수원, 대전, 광주 포항, 전주, 송도)는 분야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전문가 인력양성을 통해
한국이 나노기술의 선진국대열에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정부는 나노기술 관련 국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국가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인력양성 및 교류,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학·연·산·관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최근에는 국제협력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발표자는 한국과 인도와의 과학기술분야의 한-인도 공동워크숍은 양국 정부의 공동 협약에 근거하여 2011년에
시작되었고, 에너지, 환경, 나노 재료, 의약, 로보틱스, 자동차, ICT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금년 11월 26~27일 하이드라바드(Hyderabad)에서 개최될 제 7회 한-인도 공동워크숍의 주제, Green Mobility and
Energy Materials 분야를 소개했다. 또한 그는 공동워크숍에서 논의 된 일부 의제가 양국 정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공동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예를 소개했다.
현재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공식 채널인 인도 뱅갈로 소재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는 양국간의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서울에게 개최되는 양국 과학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과학기술협력은 정부 및 민간차원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으므로, 민간차원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30 KOREA-INDIA DIALOGUE 2015

인도 측 발표자는 한국 정부의 열정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인도의 클린에너지, 천연가스, 에너지 매체
등에 대한 언급과 7억의 인구가 천연가스의 혜택이 없이 오직 화석 에너지에만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점과 정부의 중요
대체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자는 인도가 현재 4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현재 약 1,900억 달러를 연료 수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에너지
소비의 패턴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1,750억 와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도가 필요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인도의 에너지정책이 실현되도록 협력하여 미래의 아시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하는 것이다. 인도는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여 2050년경에 경제적으로 일등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그는 2030년경에는
아프리카도 발전을 할 것이므로 인도와 함께 한국이 아프리카 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1940년대에는
석탄에너지, 1960년대에는 석유에너지, 2070년에는 태양에너지 시대로 진입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으며, 인도에서
제조된 현대자동차의 성능이 최고 수준이고, 이에 따라 크게 성공한 점을 기반으로 한국이 초대형 선박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인도 측 발표자는 인도의 IT 기업 수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이하인 이유는 한국의 재벌이
계열사를 통해 거의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발표자는 한국에서 IT사업을
하기 매우 어렵지만, 이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 비즈니스 방법과 생각의 문제라는 점을 언급했다. 지금 한국 기업이 인도
회사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며, 인도 벵갈루루에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PA)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좋은 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도인들이 생길 수 있도록 떠오르는 기술분야에서 인도의 인재들이 육성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발표자는 장차 하드웨어 가격보다 훨씬 비싼 소프트웨어에 더욱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한국과
인도가 함께 윈-윈 시나리오를 통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구 프로젝트
나 씨앗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협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희망했다. 또한 그는 인도에 있는 약 350만 명의 STEM과정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졸업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양국 간 인력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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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토론자는 한국과 인도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양국 간의 목표와 산출물이 뚜렷해야
한다는 점, 양자 및 다자간 자문, 선택 된 분야의 집중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는 EU
의 경우는 EU Frame Work 프로그램(FP 7)이 Horizon 2020 프로그램으로 이미 변환되는 등 EU 프로그램이 장기로
지원되고, 개인이 아닌 대중을 위한 연구활동과 대중의 범용 사용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EU의 에어버스 공동개발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가 지정학적 분쟁이 없고,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인도의 스마트 도시 건설, 국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요약: 이 해 원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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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Asian Security and Korea-Indi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first session, an analysis of the overall security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Asia, India,
Northeast Asia and Korea was made. Although the Korea-India relationship has been developed over the past
20 years it was agreed that more practical and complementary interchanges could have occurred. An in-depth
discussion explored the elevated Korea-India relationship and the discussants mentioned the necessity to include
military and security issues. They also agreed that more ways to cooperate in diplomacy and security should be
pursued.
A presenter from Korea reviewed five characteristics of Asia’s security situation and its progression from Korea
and Northeast Asia’s perspective. First,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a new structure of dynamics has emerged
with the rise of China, India, Japan and other countries. Second, the overall influence of South Korea, Vietnam,
Indonesia, Australia and middle power countries is ascending alongside an expanding security dilemma. Third,
economics, politics and the military are interrelated like never before; it is difficult to separate economics from
politics. Fourth, Asia has become the central strategic zone with the unrelenting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India. Fifth, Asia is facing unprecedented military threats in terms of size and challenges that could weaken
some parts of Asia. This means that while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has further strengthened, military and
security competition is intensifying.
Furthermore, the presenter stressed that Asia’s defense spending is rising, thanks to its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For instance, in 2013, total military spending in Asia, about $390 billion, surpassed that of NATO
member nations, excluding the U.S. As for China, military modernization and the capacity to project power is
expanding steadily. Although, the U.S. is maintaining military hegemony, its gap between China will be reduced
by 2020, the result of uninterrupted upgrades in naval and air power, unmanned aircraft and supersonic ballistic
missiles and cruise missiles.
Additionally, with the May 18, 2015 visit of Indian Prime Minister Modi to Korea leading to elevation of the
Korea-Indian relationship to 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the presenter stressed that further comprehensive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s India’s the third after that of
Russia and Japan. In February 2015, for the first time, the U.S. Defense Department established a special division
for military defense cooperation with India, including a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ext-generation
unmanned combat aircraft,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and a hybrid electrical power
system. Simultaneously, Korea should develop a Korea-India military cooperation system that could be further
expanded to include Japan for a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structure. Therefore, Korea should concentrate on
the Korea-India relationship and lay out detailed military cooperation measures because the strengthening of this
relationship could lead to a win-win in strategic interests for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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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er from India stated that the new government’s opening up economic policy is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and raising the chances of narrowing its economic gap with China. Thu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new strategic partnerships are essential to India’s future. India cannot ignore pending military
and security issues. Given Prime Minister Modi’s “Act East” policy, an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of the U.S.,
Japan and Korea is required. Already, India has shelved its traditional non-alignment diplomacy and fundamentally
changed the ba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the time of the Cold War. The reason for the shift is the
strategic rise of China. India cannot ignore the fact that China’s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are spreading to the
Indian Ocean.
For instance, the presenter mentioned, India has signed a nuclear energy agreement with the U.S while furthering
military cooperation and is discussing comprehensive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K., developments that were
unimaginable before. As the South China Sea issue is ever more contentious, India has decided to consolidat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prevent military friction with China as much as possible. However, military
cooperation with China will be fundamentally limited due to conflicting territorial border claims by Beijing, China’s
continuous military and economic aid to Pakistan, and China’s advancing military power in the Indian Ocean.
Therefore, long-term cooperation with Korea is extremely necessary for India. With the implementation of each
country’s strong points in military technology, there could be a systematic and mutual supplementation of military
cooperation.
Overall, the discussants opinion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presenters. There was a common agreement that a
more comprehensive and detaile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should be planned and promoted. While
most participants agreed the military rise of China will weaken U.S. power relatively, caution is needed in avoiding
underestimation of U.S potential.
The bright side is that Korea-India relations are not hindered by historical problems or major pending issues.
Political will to elevate relations to the next level is absent so far. However, the relationship could indirectly help
lead to expanded Indian relates with the U.S., Japan and Australia. Accordingly, a detaile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measure should be d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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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Cooperation for Full Potential of Korea-India CEPA and
the New Asian Economic Initiatives

The presenter from the part of India highlighted that in the 21st century Asia is the center within which Korea
and India will lead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as such,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should be
advanced.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that went into effect played
an instrumental role, and ways to further this agreement should be devised. India’s population is expected to
surpass that of China in 2030, and if India’s rapid development observed throughout the past years is sustained,
the economic situation of both Asia and the world could change dramatically.
The presenter from India made several comments on CEPA underperformance the past five years and on
upgrading the pact. First, he noted that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CEPA, India’s balance of trade to Korea has
worsened and said fully utilizing the CEPA is needed more than upgrading the pact. In particular,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ould help boost Indian exports to Korea. Second, considering the
deterioration of the balance of trade, the presenter from India no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how
sincerity by simplifying customs clearance of Indian mango and other fruits and vegetables, decreasing a special
sales tax on diamonds, lowering the value-added standards on the rules of origin, and encouraging increased
importation of Indian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into Korea for use by SMEs.
Third, the presenter urged Korea to give Indian companies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as Indi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IT and software industries. He also suggested Korea fully
recognize the mobility of professionals, and allow those from India to enter and freely find a job. Fourth, the Indian
government and policymakers have enthusiastically welcomed the establishment of a $10 billion cooperation
fund promised by Korea during the Korea-India summit held in May 2015, and pointed out that in order for the
fund to fare well, both countries should find a way to better utilize products made in India. Fifth, although the
CEPA already contains corporate-friendly rules, a swift ratification of an agreement to prevent double taxation
should be done to better utilize the agreement. In addition, with the agreement making investment in India more
favorable to Korean companies, India could support the effort through the “Make in India” policy promoted by the
Prime Minister Modi.
In conclusion, the Indian counterpart stated that upgrading the Korean-Indian CEPA would be premature, and
further joint efforts in fully utilizing the given agreement are more pressing.
The presenter from Korea, analyzing the complex and diverse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regional integration
plans, stated that Korea and India could contribute to regional integration. He emphasized that Korea and India
are both members of regional coope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Asia-Europe Summit and East Asia Summit
and are participating in the negotiations for a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gainst this
backdrop of cooperation, the presenter felt Korea and India could demonstrate leadership in the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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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the presenter noted that in Asia, the traditional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for leadership
is ensuing, a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which is opting to “Pivot to Asia” through trade
and RCEP, is becoming more observable, and ASEAN is failing to perform in its capacity as temporarily delegated
leader. As such, the Korean presenter said for the future of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solving problems
regarding the complex entanglement of various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uncertainty of party
countries being unable to put forth a forward vision, and solv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powerful countries
should be done first. As such, the presenter suggested that Korea and India may further their partnership to global
issues, especially regarding Asian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their co-efforts and leadership.
In regards to the Indian view of the CEPA’s effectiveness, the Korean discussant said there is some misunderstanding.
He acknowledged that India’s trade imbalance had swelled since the CEPA went into effect. However, he said
that Naphtha export from India into Korea was underestimated by $2 billion to $3 billion annually, so the trade
imbalance should not be of grave concern. As for Indian mangos, he said there is no refuse them if they satisfy
sanitation standards because the market is already opened to the other countries such as Philippine, Thailand and
Taiwan and Indian mangos will get high competiveness in terms of tariff, price and taste.
Furthermore, one Korean discussant pointed out that if Korea’s concession rate is lower than that of Japan, and
if the CEPA is not upgraded amid ensuing bilateral and mega FTAs, bilateral trade will be stagnant, and Indian
exports to Korea will be disadvantaged. He pointed out that for improvement in trade relations, there is no better
solution than bilateral investment. In order to improve trade areas to service sectors, non-stop air flights should
absolutely be increased. Especially, due to a bilateral revision of the aviation agreement, weekly non-stop air
flights have increased to 19 fights. However, this number is still low considering more than 1,000 weekly fligh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fore, strengthening service sector cooperation and an increase in non-stop air
flights cannot be over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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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Make in India” Initiative & Opportunities for SMEs

The presenter from India explained the avidly pursued “Make in India” policy, which is aimed by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what kind of opportunities it offer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olicies for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encouraging investment are the following. The Indi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79 billion in 2015/16 from $57 billion in 2014/15. In the past,
foreign investment in electric facilities, roads, ports and construction was limited. Now there is no limit. Five
industrial corridors are being planned and a new government department has been established to oversee them.
Furthermore, 100 smart cities are being planned and funds have been earmarked for their construction.
For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energy industry,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minimized and
licensing procedures have been simplified for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projects. Furthermore, separate
government departments for electricity, coal, renewable energy have been merged into a single energy-related
government department.
In the labor market, an internet portal is being managed for transparency of regulations. All 14 related corporation
regulations have been integrated to one portal, where regulation and processes have been simplified. To help
spur higher employment and investments, laws are being amended. For example, employee pre-approval needed
to form a labor union at a workplace was increased to 30%. Meanwhile, the corporate tax rate is expected to
be lowered to 25% from 30%, and the Modi administration is trying to implement 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 by April 2016. Additionally, regulations regarding business bankruptcy have been minimized, and further
investment incentives are being created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 for business disputes.
Foreign investors also have been given relief. Limits have been eased in the private aviation sector, national
defense, railroads, banks, insurance and pensions. In particular, total access to railroad construction has been
given and possible foreign share in pensions, national defense, private aviation and broadcasting is now up
to 4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has been strengthened, and a business ecology encouraging
innovative development has been formed. For example, allowing trademark rights can now be requested through
the internet.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one of the important pillars of development for India. It accounts
for 45% of industrial production, 40% of Indian exports and employs about 42 million people. In order to foster
and assist independent enterprises, the government is making a large amount of budget for financial support and
encouraging bank loans worth $32.4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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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still work to be done. Reform of regulation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related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s needed along with other outdated laws and regulations. Estate development regulations need
attention and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 The special economic
zones (SEZ) should be more efficiently managed, and there should be further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gration of complicated labor laws needs to be swiftly provided through independent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interested parties.
The Korean presenter outlined policies on corporate partnerships and having a “creative economy” and explained
how they could have implications for India’s policies on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 following
are the main points of the presentation.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revolve around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situated around major
cities and coastlines. The complexes play a huge role in absorbing surplus labor from rural communities. That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Indian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President Park Geun-hye has championed a creative economy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help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 creative economy involves the u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o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to improve productivity and to create
innovative opportunities. To this end, an ecological environment that connects the government, corporation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re taking place.
In order to tackle the two-layer structure of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and to improve the corporate
environm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 public advisory body, the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KCCP) has been created. The government-funded commission provides independent consulting
and implements ways for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cooperate and survive
together by searching for suitable sector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for large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share surpluses. Specifically, win-win strategies for both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being discussed for co-research and development, joint advancement
into foreign markets with marketing coordination, curbing abusive practices by large corporations and prompt
payments.
The conglomerates like Samsung and LG have established and managed 18 new regional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those facilitate cooperation and mutually profitable endeavors between large and
regional smaller enterprises. For example, in Daegu, Samsung is cooperating with regional enterprises in fibers and
electronics and providing R&D and other methods of support for the smaller companies to gain competitiveness.
In Incheon, logistics operator Hanjin Corp. is cooperating with local medium-sized enterprises, taking advantage
of their close proximity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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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ordination effort could lead to societal integration and an increase in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of
Korea. The presenter from Korea expressed hoped that the approach could be of use to the Indian government as
it tries to vitalize its economy by develop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resenter from India positively responded to the success of Korean companies in India, and commented
that business negotiations should swiftly conclude in order for diverse economic partnerships discussed through
summits to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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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India Collabor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Shipbuilding, Steel, Auto, Defense Industry, etc.)

Session 4

Session four delved into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Korea and India. It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sectors,
future investments and reform plans. Most of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Korean success in shipbuilding,
automobiles, steel industry, semiconductors will help significantly India’s manufacturers.
The government-sponsored “Make in India” campaign includes a comprehensive reform program to induce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main policy challenges are: (1) simplification of land expropriation,
rationalization of moving costs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vestment and Manufacturing Zones (NIMZ);
(2) infrastructure development (electric power, coal, road, railways and ports) and investment increase; (3) labor
market reform (increase in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4) solutions to chronic macro-economic problems
(inflation, current account and budget deficits,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ian manufacturing sector in the global market seems to be quite high. Contrary
to the decreasing price competitiveness of China’s manufacturing sector, which had played the role of assembly
center for the world, the Indian manufacturing sector seems to persist in price competitiveness with maintaining
its 10-year level.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vestment by global corporations in Indian manufacturers as
an alternative to China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dian technical expertise already has been proven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
Manufacturing could be next. Demographics favor the future potential of manufacturers. Currently,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 15-64) accounts for two-thirds of the national population. When vocational
training takes place, high-quality workforces will be available.
Unlike the past, when India focused on primary industries like agriculture, precious stones and fuel, India’s export
trend is changing to chemicals, engineering, fiber, electronic products. In the future, experts predict that the
portion of exports in the industrial products will increase to 70%.
Manufacturing industry has led Korea’s economic growth and helped the economy overcome the 1997 Asian
currency crisis and the 2007-2008 global financial crisis. Building a factory requires large-scale investments,
employment and R&D. According to the OECD 2014 R&D expenditure concentration (total R&D expenditure over
GDP), since 2000 Korea has increased investment significantly and ranks the first in terms of R&D investment
compared to GDP.
Korea and India economic collaboration is advancing. In 2010, bilateral FTA has taken place and the bilateral
relations have been upgraded to strategic partnership status. In 2010, Korea exported $11.4 billion to India, and
India was Korea’s seventh-largest export destination. Since then, more than 500 Korean companies have entered
India and Korean investment in India reached $330 million an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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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nd Indian national defense industries are also one of the important manufacturing areas. One of Korean
discussant has pointed out that Korea and India share commonalities in the defense-related industries. Specifically,
since 1970s, Korea has experienced a tremendous leap and has ranked tenth in defense exports and modernization
of defense industry structure. Still, there are problem areas that both countries need to resolve, including national
defense, cultural misunderstanding, complex weapon acquisition, technology transfer and co-produ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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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Korea Collaboration in R&D and High-tech Industries
(IT/Internet, Games / Contents, Green / New Energy, etc.)

Session 5

The Korean presenter reviewed Korea-India business collaboration in scientific technology, a result of bilateral
consultations since 2011. The presenter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an Asian central research
networking. The following are the main points of the presentation.
During the past 15 years, Korea has invested heavily in nanotechnology R&D and infrastructure. As a result, in
rankings Korean nanotechnology is fourth in global competitiveness with more than 5,000 science journal citations
per year; third in U.S. patent registrations; and third globally in the quantity of nanotechnology products. There
are 136 university departments related to nanotechnology with more than 20,000 students and 520 companies
that are related to nanotechnology. This competitiveness is the result of an annual increase of R&D investment
that accounts for over 3.7% of GDP.
Furthermore, the government along with related agencies have draft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plans and
trained personnel and fostered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transfers to facilitate smooth collaboration on
nanotechnology between universities, the business community and government. Part of this effort is six Nano-fab
centers (in Suwon, Daejeon, Gwangju, Pohang, Jeonju, Songdo) to promote regional R&D and workforce training in
nanotechnology. Recently, the main interests lie in global market advancement and training of global professional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is rapid development, Korea is planning to expand the nanotechnology industry in the next 10 years.
Starting in 2016, with the fourth nanotechnology development plan (Nano 2025), Korea will attempt to use
nanotechnology to expand main industries and foster new industrial development.
The presenter pointed out that Korea and India science technology co-workshops started since 2011, and have
focused on energy, environment, nanomaterials, medicine, robotics, automobiles and ICT. In November 26~27,
2015, the seventh Korea-India workshop was conducted. The subject was green mobility and energy materials.
Currently, Korea and India’s 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 for scientific technology is a collaboration center in
Bangalore, India. Fields for further collaboration were discussed at a summit of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s
in November 2015. Furthermore, it was pointed out that maintaining a tight relationship among private sectors
will be important for future Asia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in which
Korea and India will take part.
The presenter from India commented the avid ardor of the energy policy of India; mentioned the challenges of
India’s clean energy, natural gas and energy mediums; and pointed out the challenge of having to rely on fossil
energy without the benefit of natural gas and the main policies of India regard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The
following are the key elements of th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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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resenter from India, India ranks fourth as an energy consumer and is spending $190 billion to
import fuel. In order to change these energy consumption patterns, the Indian government will devote 17.5 billion
watt to new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by 2022, and will require investments totaling more than $250
billion.
India needs to collaborate with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help it implement an energy policy. India wishes to
rank first economically by 2050. It also wants to establish an energy hub and focus on solar energy and use of
biomass to produce energy. Another objective is to be active in Africa where it is expected to be developed overall
by 2030. India hopes Korea would join in the Africa development work. The presenter also noted that Hyundai
automobiles manufactured in India are of exceptional quality and given this success, and in light of the success,
Korea should consider co-manufacturing parts of shipbuilding in India.
Another presenter from India pointed out that the contribution to the Korean market accounts for less than 1% in
India’s IT company’s revenue, and because Korean conglomerates operate mostly through their own subsidiaries.
For India, it is very difficult to conduct IT business in Korea not because of language difficulties but because of
business customs and business thinking. Currently, Korean industries are starting to invest in Indian companies.
An example is the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 of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in
Bangalore.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a paradigm shift is required for more Indians in technology to be
trained and to be able to speak Korean.
The presenter hoped for a collaboration of programs regarding research and seed projects so that a new global
standard could be created and advanced in the global market through a win-win scenario. This is because in the
future, software prices will be much more expensive than that of hardware prices. Furthermore, communication
of human resources will be required. For instance, the STEM program consisting of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could develop their talents through this human resource communication.
The presenter from Korea noted that the prerequisites for Korea and India to successfully collaborate will be to set
clear bilateral go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sultations, and continuous focus on select areas of collaboration.
Specifically, we should take note of the EU Frame Work program (FP 7) which has been changed to Horizon 2020.
This program calls for long-term support and the participation of corporations for research that could be used by
the general public. Furthermore, Korea and India could collaborate on Indian smart city construction, and further
cooperate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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