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INDIA DIALOGUE 2016
제15차 한국-인도 대화 결과 보고서

The Korea-Indi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Responding to
Emerging Global and
Regional Challenges

- 01 KOREA-INDIA DIALOGUE 2016

일

시

2016년 11월 18-19일 (November 18-19, 2016)

장

소

한국, 서울, 웨스틴 조선 (The Westin Chosun, Seoul, South Korea)

공동주관

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지

원

한국국제교류재단 (The Korea Foundation)

- 02 KOREA-INDIA DIALOGUE 2016

목차

04

1. 공동 선언문 Joint Statement

07

2. 종합 보고 Executive Summary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16

3. 세션별 요약 Session Summaries

17 		

제1세션: 신 안보체제에서의 한-인도 전략적 협력

		

제2세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향상

		

제3세션: 방위산업분야 전략적 양자협력

		

제4세션: 한-인도 에너지 협력

		

제5세션: 소득불균형 증가와 중소기업 역량 증진

		

제6세션: 한-인도 문화 및 교육교류 증진

33		

Session 1: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New World Security Order

		

Session 2: Upgrading India-Korea CEPA for Its Full Potential

		

Session 3: Bilateral Strategic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ies

		

Session 4: India-Korea Collaboration in Energy

		

Session 5: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SME’s Capacity Building

		

Session 6: Enhancing Cultural and Education Exchange between India and Korea

49

4. 참석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52

5. 프로그램 Program

- 03 KOREA-INDIA DIALOGUE 2016

Joint Statement
공동 선언문

- 04 KOREA-INDIA DIALOGUE 2016

JOINT STATEMENT
15th Korea-India Dialogue
18-19 November 2016
Seoul

The 15th Korea-India Dialogue co-organized by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and th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and was held on 18-19 November,
2016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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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Indi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Responding to Emerging Global and Regional Challenges”.
The dialogue deliberations emphasized the following points:
1)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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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vision enunciated by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2) In this context it was emphasized that the long standing collaboration between ICRIER and SFIA in
organizing the Annual India-Korea Dialogue is very important.
3) The participants noted that the Asian strategic milieu is in a state of flux and that the Korea-Indi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should proactively engage in ensuring the evolution of a stable and peaceful
regional security order.
4) It was recommended that bilateral strategic engagement should be supplemented with minilaterals
involving like-minded countries in Asia.
5) In further strengthening of Korea-India economic engagement the dialogue recognized the growth
trajectories in the two countries and developments in an increasingly protectionist global trade regime
that have reinforced the complementarities that exist between Korea and India.
6) The participants welcomed the decision of the two governments to accelerate talks to upgrade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Participants agreed that upgradation of
CEPA would address the concerns in both countries that presently result in low utilization of CEPA and
enhance bilateral trade.
7) Correspondingly, participants also emphasized the need to increase bilateral investments in order to
strengthen and deepen the economic linka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8) It was noted that the significantly improved business environment in India along with easing of FDI
restrictions in sectors such as defense production were a great opportunity for Korean businesses to
scale up existing investments and also diversify into newer a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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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identified two sectors with great potential for Korea-India collaboration –
defense industries and energy. It was recommended that
•Korean shipyards consider setting up partly/wholly owned ship building facilities in India for
constructing modern generation crude tankers, product carriers and LNG tankers etc.
•The two countries join hands to mutually benefit from India’s drive to augment nuclear power
capacity with particular focus on equipment, machinery, R & D as well as jointly owned nuclear
power plants.
•That India and Korea join capital and technology to build new manufacturing facilities in India for
solar power plants and distribution networks.
•That Korean companies be encouraged to look at India as a major investment destination for
natural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two countries should forge a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maritime domain to encompass
shipbuilding, skilling of humans resourc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test and
evaluation facilities, and putting in place regulatory and policy framework to introduce India as a
shipbuilding nation.
•In addition to accessing the large order book of strategic projects in India, Korean shipbuilding
firms will gain from the new business opportunities, employment avenues for its trained
workforce and regain the small & medium shipbuilding markets that it has lost to China.
10) A notable focus was on cultural industries which needs to be explored in future Korea India dialogue.
For example, the dialogue could focus on how Indian craft industries could be revived using the
example of Korea.
11)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dustry organizations enhance matchmaking activities to
facilitate collaboration between Venture SME’s i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he Indian side should
work to set up a services centre solely for SME collaboration between India and Korea.
12) Participants noted that people to people contacts were absolutely necessary for giving India-Korea
relations greater traction. In particular, it was recommended that efforts be made to identify and
develop new opportunities for Korean-Indian cooperation in production of media, film, music and
digital conten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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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16th India-Korea Dialogue would be held in New Delhi in Oct/Nov 2017.

Jung Ku-Hyun

Rajat Kathuria

President, SFIA

Director & CE, IC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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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종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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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국-인도 대화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 서울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새로운 세계 및 역내 위기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약 40명의 참가자가 포럼에
참석했으며 무역, 방위산업, 에너지, 문화 등 여러방면에서 한-인도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인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돌파구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신 안보체제에서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한-인도 대화 이후 세계안보체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세계화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었다. 또한, 북한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실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결점이 불안정한
세계정세에 혼란을 더욱 가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션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이 주변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의문에 싸여 있다. 현재 중국의 전략적 관심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점차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중국이 단극체제를 원하는지 양극체제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내에서 미국의 부재를 원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강대국경쟁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는 아시아의 평화, 개방, 안전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북한, 그리고 남중국해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에
있어서 즉각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 그리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또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국과 인도는 공통된 아시아관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차이를 좁혀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세션은 한-인도 경제관계에 대해 논하였는데, 특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CEPA는 2010년 1월에 발효되어 다방면에서 양자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CEPA 이전의 한-인도 관계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CEPA를 통해 민간협력, 전략적 동반자 협력, 조세, 운송, 심지어 국가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할 기회가
생겼다. 한-인도 동반자관계는 이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도 교역 조건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CEPA의 운용률은 여전히 낮았고, 다수의 품목이 “민감”하거나 “예외”항목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CEPA는 비효율적이었고 이로인해 무역수지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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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예정일을 앞당기는 것이었다. 이는 양국의 무역규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CEPA의 용인항목 또한 두 국가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갱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과 인도에 상호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 측의 수차례 협정개정 요구 이후, 양측은 2014년 1월 CEPA 개정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인도 측 통산부 장관이
2016년 8월 협상을 시작했다. 이처럼 CEPA가 개선된다면 양자 무역과 투자부문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기회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세 번째 세션은 한인도 방위산업협력에 대해 토론하였다. 양측은 지금까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과 인도는 불안정하고 복잡한 안보문제에 직면해 있다.
패권국과 부상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미·중 관계는 국제 및 역내 안보 질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그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인도의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와 한국은 방산·군수 분야에서 높은 협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상호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이러한 협력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인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인 이익창출을 바라지만, 한국 측은 보다 장기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군수 분야와 관련된 임박한 문제들은 현존하는 양자 안보 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인도의 미·중과의 관계는 무기체계 증강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인도는
군사교류, 산업협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 등 다방면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자국의 에너지 분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분야 관련
문제들과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과 인도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더불어 양측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한-인도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 중 하나이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의 우수성을 인지하는 인도는 특히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된 기기들을 한국으로부터 대량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인도 정부는 태양열
에너지 기기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에너지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에너지수송이 있다. 인도 국제무역의
90%는 외국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도는 물류부문에 특히 취약하다. 인도와 한국은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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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인도가 에너지 수입 강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기업은 인도에 조선소를 설립하여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선박 제조를 통해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국과 인도가 석유 및 천연가스 주요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가 서방국가들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비롯한 기타 기구에 의해 좌우된다면, 실질적으로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인도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협력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주요수입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국제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 불균형의 증가와 중소기업의 역량 증진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본주의는 내재적
특수성에 의해 여러 문제에 봉착해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부 격차일 것이고,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형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인도와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소득 불균형과 중소기업의 역량 증진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마 피케티의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을 필두로 불균형의 증가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20%의 부유층은 1983년 세계종합소득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심지어 2011년에는 44.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부의 분배는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뉴노멀”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저성장, 장기침체, 만연한 실업과 소득 불균형의 증대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에 일조하는 요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양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생태계의 핵심은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문화 및 교육교류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과 인도의 문화교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교류의 흔적은 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약 1,000여 명의
인도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국제유학생의 비율 중 1%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에는 약 166,000명의 인도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유학생의 6명중 1명은 인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인도 인적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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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인적교류 향상을 위해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음식을 들을 수 있다. 지난
16년간 한식당은 인도에서 그 입지를 다져왔다. 구글 검색을 통해 인도의 4개 도시인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내
한식당을 찾아보면, 총 20개의 한식당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저명한
경제신문사인 민트(Mint)는 지난 십 년간 호주, 미국, 그리고 독일의 저널리스트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주관해왔다. 이는
인도와 다른 교류 국가들이 서로 상이한 문화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뉴스룸을 재탄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인도는
문화 모자이크(cultural mosaic)로 알려져있지만, 또 다른 사고방식을 장려하는 제도 또한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
프로그램이 인도와 한국 간에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인도 관계 또한 한층 더 견고해질 것이다.
정리: 안 충 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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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5th meeting of Korea-India Dialogue took place from November 18 to 19 at The Westin Chosun, Seoul,
South Korea. The forum was held under the topic of “The Korea-India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Responding
to Emerging Global and Regional Challenges.” Approximately 40 participants took part in this meeting and had
earnest discussions to enhance the Korea-India partnership in a variety of realms, including trade, defense
industries, energy, and culture. The forum provided a productive opportunity to identify breakthroughs amid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 first session of the forum examined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in a global security order that has
undergone a major shift since the last Korea-India dialogue. The merits of globalization have increasingly
been disavowed, as seen in British voters’ approval to exit the European Union and the U.S. election of Donald
Trump, who advocated nationalistic themes. In addition, repeated nuclear and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and
continuous erosion of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are exacerbating the turbulence in the world order. The
session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East Asia.
Part of the session delved into China’s perspective of Asia and the world as a whole. Both remain in question.
For now, it appears China’s strategic interests will be confined largely to East Asia and Central Asia and gradually
expand to Southeast Asia and the Indian Ocean. Whether or not China wants a unipolar or bi-polar (G2) world is
under debate. However, it is clear that Beijing envisions no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t
is sharply at odds with the U.S. establishment’s wishes. Thus, great-power rivalry will likely continue eve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Korea and India are clearly aware that Asia should be peaceful, open and secure. There are three dangerous areas
that challenge those objectives: Afghanistan, North Korea and the South China Sea.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is an immediate problem for South Korea. Competing territorial claims over islands such as Dokdo
and Sekaku and parts of the South China Sea also remain stalemated. Korea and India have a common strategic
vision of Asia and the globe. Therefore, it is critical that they work together to manage differences and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The second session dealt with Korea-India economic ties. Most of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i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which was activated in January 2010. CEPA catapulted bilateral
cooperation in all aspects. Up until then, the Korea-India relationship was relatively limited. With CEPA,
opportunities dramatically opened up in many areas, including civil cooperation, strategic partnership, taxation,
transportation, and even in national security. Korea-India partnership became far sturdier under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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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rade conditions have been a nagging issue. Concession rates are low and many items are in “sensitive”
and “exclusion” categories. Consequently, CEPA has not been efficient and trade balance has deteriorated. The
most effective remedy would be to accelerate the tariff reduction schedule. It would not only increase the bilateral
trade volume but also would help address India’s trade deficit vis-à-vis Korea. Furthermore, the concession of
CEPA should be updated based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n both sides. That will help both Korea and India
to enjoy a win-win arrangement.
After repeated requests by Korea to revise the agreement, the two sides agreed in May 2015 to upgrade CEPA. To
that end, the trade ministers of Korea and India began negotiations in August 2016. The upgrade is expected to
boost opportunities and economic benefits, including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The third session focu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Indian and Korean defense industries. Despite unceasing
efforts, visible progress has been limited. Both Korea and India face turbulent and complex security challenges.
With the growing tension between the established and rising powers, U.S.-China relations remain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dynamics. Meanwhile, Russia is reasserting itself militarily and
becoming more visible around the world. Without a doubt,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is
increasing. As such, India’s emerging prominence and its evolving relations with nearby powers, namely China,
Japan, Korea, and Russia, is noteworthy.
There is exceptional potential for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Korea. Both
sides should capitalize on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in enhancing such cooperation. India apparently seeks to
generate direct profits in the near term, while Korea should have a longer-term approach. Most of the impending
issues in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cooperation should be addressed in many of the existing bilateral defense
dialogues and cooperation mechanisms. Korean and Indian evolv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lso have an undeniably significant impact on their weapons systems and acquisition programs. Korea and India
should pursue a win-win strategy of military exchange, industrial cooper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local
production.
In the fourth session, the participants reflected on their nation’s energy sector. They examined energyrelated challenges, future directions and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Also discussed wer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Korea and India and their stance toward the Paris Agreement on combating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is a possible area for India-Korea cooperation. In a tacit acknowledgement of Korea’s
manufacturing sector, India is importing the bulk of its equipment, particularly solar energy hardware. However,
an unequivocal goal of the Indian government is national self-sufficiency in solar energy equipment. Anoth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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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nergy cooperation is energy transportation. Ninety percent of India’s international trade is transported by
foreign ships, making it especially vulnerable in terms of logistics. India and Korea could collaborate especially in
oil and gas. Korean firms could install shipyards in India and build ships to transport oil and natural gas as India
becomes a bigger energy importer.
Although Korea and India are major importers of oil and gas, they are not involved in international energy
governance. There is no realistic international energy governance if it is dominated by Western countries, OPEC,
and some other organizations. The time has come for countries like India and Korea to join hands to find some
solutions and to consider being creators of a new international energy order, where the interest of big importers
of oil and gas are well protected.
In the fifth session,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SME’s capacity building was the main topic. Capitalism is facing a
number of difficult issues due to inherent idiosyncrasies. Perhaps the most serious difficulty in capitalist societies
is inequality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followed by inequality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large enterprises. These issues are visible in India and Korea. Against this backdrop,
relevant experts from India and Korea discussed the income imbalances and possible solutions to bolster the
capacity of SMEs.
In the wake of the best-seller book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y Thomas Piketty, rising inequality
is now a recognized global phenomenon. According to World Bank data, the top 20% in wealth in the world
accounted for 44.2% of the global income in 2011, up from 40% in 1983. The situation in India is no different. The
rural-urban income gap is widening; the share of informal employ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is rising; wealth
distribution is skewed; and jobless growth is entrenched.
As for Korea, the economy reflects a “New Normal,” characterized by slow growth, secular stagnation, widespread
unemployment, and widening income inequality. One of the many contributors to the inequality can be found
in the acute dichotomy between large conglomerates (LCs) and SMEs. Korea needs a new business ecosystem
that resolves existing conditions. The essence of a new ecosystem can be summarized as the globalization of
Korea’s SMEs.
In the last session, participants shared their ideas for enhancing cultural and education exchange. Cultural ties
between Korea and India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but the visible evidence falls far short. For example,
there are about 1,000 Indian students in Korea, which is approximately 1% of the nation’s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In contrast, there are 166,000 Indi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or about one in six of the foreign
students. There is an urgent need to step forward Korea-India people-to-peopl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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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power could play a leading in facilitating people-to-people contact between Korea and India. Food is an
emblematic example. In the past 16 years, Korean restaurants have gained a foothold in India. A Google search
for them in Delhi, Mumbai, Chennai and Kolkata yields 20 Korean restaurants. Another example is exchange
programs. For example, for the past ten years, Mint, a prominent Indian economic newspaper, hosted journalists
on an exchange program from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is helps both India and partner
countries in recreating a global newsroom from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cultures. Although India is known
as a cultural mosaic, it is encouraging to have an institution that thinks differently. Similar exchange programs
between India and Korea is necessary and this could markedly facilitate bilateral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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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Summaries
세션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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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신 안보체제에서의 한인도 전략적 협력

지난 한-인도 대화 이후 세계안보체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선언과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세계화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었다. 또 다른 변화의
움직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국가로부터 멀어지며 중국을 가까이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전략적 상호이익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실은 인도에 걱정의 근원으로 다가왔다. 또한, 북한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향후 핵무기보유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조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결점이 불안정한 세계정세에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은 확실치 않은 그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의 정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중국의 부상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전반과 전 세계의 현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GDP는 점차 8%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에 들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군사부문으로는 2015년 중국의 국방비지출은 아시아 전체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의 합계를 뛰어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으며. 이러한 상황이 향후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
부상하는 중국이 인도양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은 해군 군함으로 인도를 둘러싸려 하고 있으며,
인도의 주변국인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일대일로 정책 배후에 있는 중국의
의도가 있다. 표면상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과 유라시아 전반국가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증진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선의의 군사계획인지 혹은 새로운 식민지화를 위한 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과연 주변국과 전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현재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향후 이는 점차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내에서 점차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단극체제를 원하는지 양극체제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내에서 미국의 부재를 원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강대국 경쟁의 기조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지는 강력하고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비록 미국이 다른 국가를 도울 수 있는 역량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 되살아 날것이라는 기대와 혁신의 고향이라는 믿음이 있는 한, 향후 몇십 년간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G2체 제와 다극 체제 사이에서 선택에 기로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인도 전략적 파트너십의 공동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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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아시아의 평화, 개방, 안전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북한, 그리고 남중국해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남한에 있어서 즉각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 그리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또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인도의
아시아관과 세계관은 다극 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국가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평화를 존속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강력해지면,
이는 전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영토주장을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견해를
보인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섬들에 가설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마치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또
다른 문제로는 국경을 넘는 테러의 위협이 있다. 많은 국가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도를 돕기 위해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 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인도와 한국의 입장은 동일하다. 그들은 공통된
아시아관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의 정체체계는 경제적 번영에 집중하고 있다. 인도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안도와 한국은 서로 협력하여 차이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른 성장을 유지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더는 중국이 숨죽이고 때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중국 정부의 핵심이익임을 선언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주장한 영역에 대한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원했다.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 내 필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에 대한 재균형전략을 취했다. 역내 패권의 발전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존속하려는 조치가 취해졌다.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두 강대국이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을 두려워했다.
남한은 두 강대국의 패권경쟁 가능성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의 위협도 받고 있다. 2016년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으며 5차 핵실험 또한 성공적으로 마쳤다. 북한은 현재 8-10개의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100개의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은은 절대 핵 보유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을 위협할 기회를 노릴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얻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과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과 국제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 18 KOREA-INDIA DIALOGUE 2016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남한이 중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국은
분명히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간의 양자
무역 또한 급증했다. 한·중 무역량은 한국의 무역상대국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3위를 차지하는 일본과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두 강대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며, 중국과는 특히 경제 분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두 강대국에 의해 갈라지게 된다면,
한국은 약소국으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항상 눈치를 살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핵심적 중견국 외교를 시행한다면 두 국가들에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두루 갖추었다.
핵심적 중견국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려면, 한국의 외교는 주변국들에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할 것이다. 예측 불가한
외교는 대한민국을 오히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은 무슨 일이 있든
북한으로부터의 군사 보호를 받기 위해 미국과의 동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설득시켜야 한다. 또한, 미국에는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며,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핵심적 중견 국가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해당국은 계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국제규범에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다자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인도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스로 중견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상기 4개국은 역내 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은 주로 이러한 핵심국가들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모든 핵심 중견국들은 서로 유사한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점차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중국의 외교정책이 공격적으로 변화하면서 중국 정부의 영토 주장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향상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는 중견국들은 그들의 국익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 19 KOREA-INDIA DIALOGUE 2016

모든 다국적 기구는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다. 강대국 간의 심각한 패권경쟁 속에서 중견국이 역내 안보를 강화하는 데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한국과 인도를 비롯한 다른 핵심 중견국들은 주도적으로
소다자주의 기구를 창설하여 제도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인도는 핵심 중견 국가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며 한국과 유사한 경제 및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강대국이 상호 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견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핵심 중견국들은 중국과 같은 도전국으로부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중국의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중견국들의 두 역할은 두 강대국이
향후 몇 년 동안 충돌할 가능성을 억지할 것이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경제 분야에 크게 집중되어있다. 이제 안보협력에도 노력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강대국들의 시선을 끌 수 있으나 그들을 위협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는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는 핵심 중견국들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인도는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또 다른 핵심 중견국인 한국과도 협력을
도모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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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향상

이번 세션에서는 한-인도 경제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특히 2010년 1월에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하: CEPA)를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협정은 한국이 브릭스(BRICs) 국가와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FTA)
이었으며, 인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의미가 각별했다.
한-인도 CEPA는 양측 모두 FTA에 생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무역협정을 벤치마킹하여 체결되었다. CEPA
를 비준하기 전, 한국과 인도는 각 국가의 산업시장의 기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CEPA에서 한국이 맡은 분야는
자동차산업, 조선업, 철강, 에너지, 중소기업인력, 시청각 콘텐츠 등이며, 인도는 섬유 및 가죽제품, 제약, 관광, 보건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맡았다.
무역협정 이전의 한-인도 관계는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나, 2010년 협정을 맺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인도 양자협력은 다방면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한국과 인도는 수차례의 협력 기회가 있었으며,
민간협력, 전략적 동반자 협력, 조세, 운송, 심지어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자 관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전의 한-인도 양자 무역은 120억 달러에 그쳤으나, 2015년에 들어서는 무역 규모가
1,62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2015년 인도는 한국의 수출국 순위에서 7위, 수입국 순위에서 2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인도의 수출국 순위에서 22위, 수입국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2011년 1월 개최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위한 첫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인도는 무역 규모를 증가시키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운용률 극대화와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증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는 현저히 떨어졌다. 한국의 인도로의 수출은 지난 몇 년간 부진했으며,
인도로부터의 무역 수지 적자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1분기의 수출량과 수입량은 각각 2.4%와 9.5%로
떨어졌다. 상호출자 또한 양국의 경제 규모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인도가 한국의 투자국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 해외투자 비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적은 편에 속한다.
무역 규모의 격차는 인도의 본질적인 장애물인 복잡한 과정과 서류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인도 수출품의
낮은 경쟁력 또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양국의 기대치 차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 CEPA는 좋은 의도로 비준되었으나
실질적인 문제들이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양보범위와 낮은 운용률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양국의 규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수의 품목의 “민감”하거나 “예외”항목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 상품의
규제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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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운용률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 인도의 모든 관세철폐 유예기간은 총 10년으로 한국의 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관세철폐와 CEPA 운용률을 검토했을 때, 2016년 한국의 수출에 해당하는 CEPA 운용률은 62.3%였으며 수입에
대한 운용률은 72.2%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도 수출품에 대한 영역별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와 제조업 부문이 선적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의 총수입품 중의 단 1.4%만 차지한다. 인도는 IT 제품과 서비스 및 인적자원 부문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인다. IT
분야를 주도하는 두 주요국가로 미국과 인도를 들을 수 있다. 농식품의 경우 미국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 호주,
베트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이아몬드와 귀금속 부문에서 인도는 한국시장의 45%를 차지하며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 정부는 CEPA를 향상하기 위해 몇 차례 정책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장벽의 완화나 관세의 절감 등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을 사업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한국시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교역을 하고자 하거나 한국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인도기업들을 겨냥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사업장으로서의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한국에서의 사업개발 장려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대한
인식관리 또한 중요하다. 한국은 브랜드에 민감한 시장이며, 한국 내 인도에 대한 인식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더 나은 “메이드 인 인디아”의 신뢰도를 쌓을 필요가 있으며, 인도 정부의 주도적인 국가적 인지도 향상 프로세스는
필수적이다.
한국 측의 수차례 협정개정 요구 이후, 양측은 2014년 1월 CEPA 개정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인도 측의
통상장관회의는 2016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이처럼 CEPA가 개선된다면 양자 무역과 투자부문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기회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CEPA를 통한 이익을 증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세인하 예정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양국의 무역 규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CEPA의 용인항목 또한 두 국가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갱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과 인도에 상호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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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방위산업분야 전략적 양자협력

이번 세션은 한국과 인도의 방산협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양국은 지금까지 방산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했
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국과 인도는 불안정하고 복잡한 안보문제에 직면해 있다. 패권국과 부상
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미·중 관계는 국제 및 역내 안보 질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군사적 입
지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그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인도의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2015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인도
관계는 외교, 방위/안보, 국제문제 및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면에서 급증한 양자 무역과 협력에서 반영되듯이 경제적 유
대를 통해 그 관계가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인도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양국의 미국, 중국, 일
본, 러시아, 그리고 호주에 대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그들 모두 재래식 및 핵무기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군사 억지력을 갖
추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양측은 해상안보,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해항의 자유와 항공 출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국과 인도의 상호 안보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1) 경제발전 및 안정 2) 민주화 3) 전면전 억지 및 파키스탄과 북한과의 국
경분쟁 방지 4) 해상교통로와 물과 에너지 보존을 통한 석유 및 기타 천연자원 보호 5)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테러의 비
확산 및 확산저지
한국과 인도는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지속하길 원하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헤징 전
략을 고수하고자 한다. 그들은 양자 및 다자 안보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역과 통상을 위해 해상안보와 해상
교통로의 보호를 강조하는 것을 재개하려 한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인도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목표는 파키스탄과 핵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국가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강대국들과 안보협력을 향
상하고자 한다.
인도와 한국은 앞서 언급한 불안정하고 복잡한 안보 문제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의 안보·방위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그들의 적국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 안보 메커
니즘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인도와 한국은 방산·군수 분야에서 기술이전을 통해 상호 비교우위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과 인도는 방산·군수 분야의 협력을 위해 군사전략에 대한 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역내 및 국제적 위협평가와 이에
대한 양국의 대처능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양국은 안보, 방위, 군사교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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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두 국가는 서로가 더욱 뛰어난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장비, 제조업, 해군
군함, 그리고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반면, 인도는 군사 소프트웨어, 핵,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한-인도 합작 연구를 추진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방산·군수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반적으로 인도는 단기간
에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원하지만, 한국은 보다 장기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협력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들은
현존하는 양자 국방회담 및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양국의 미·중과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한-인도 무
기체계 중강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인도는 군사교류, 산업협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에서 양측 모
두에게 이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인도 방산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 해상(특히 조선 분야) 2) 군수품 3) 대포 4) 항공우주 5) 장갑차
6) 전기 및 전자광학 감시시스템 7) 전자전 및 사이버 전쟁 도구 8) 항행 위성 시스템을 비롯한 우주기반 시스템
방산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측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문화적 차
이로 인한 상호이해의 부족, 복잡한 규제정책과 국방조달절차 등이 있다. 인도에서는 관련협상이 규제절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7년 동안 협상이 지연되었으며 결국 결렬된 바가 있다.
양측의 이러한 상호이해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인도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양자 방위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에 체
결한 국방 공동 연구개발협력 MOU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와 한국의 방위사업청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양측의 장관급 안보회의로는 2013년에 개최된 국방정책회담이 있는데, 이는 2016년 12월 2+2회담으로 점차 확
대되었다. 이는 국방문제와 관련된 전 관련 부처의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부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인도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했으며, 정기적인 양자교류와 상호이해를 돕기 위한 다
양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몇 가지 주요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희망하며, 이는 성공적인 미래를 의
미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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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한-인도 에너지 협력

이번 세션에서 한국과 인도 측 참가자들은 자국의 에너지 분야가 처한 위기와 향방에 대해 검토했으며, 양자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또한 한국과 인도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더불어 양측의 파리기후변화협약 관련 입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파리협약 하에 서명국들은 그들의 탄소배출감소목표치를 현재 국가별 기여방안(INDCs)보다
증가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국가별 기여방안에 대한 이성적인 자체평가와 더불어, 기후변화 외교를 통해 한인도 협력을 더욱 증진하려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한국의 가장 큰 전력 분야 공기업으로서 전력자원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등의 전력사업을
모두 통할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 성과, 능력으로 인해 한전은 2016년 5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글로벌 순위 중 전력유틸리티 분야 1위를 달성했다. 한전은 이와 같은 경험을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길 원하며
에너지개발 분야에 기여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전력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21년 전 첫 프로젝트인
필리핀을 시작으로, 한전은 24개국에서 총 3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한전은 현재 전 세계에 글로벌 에너지
벨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한-인도 에너지협업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ROMM 비즈니스 모델을 인도의 구형 발전소에
적용하여 발전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인도의 데이터에 의하면, 인도 내 발전용 석탄 기계의 67.7%가 15년 이상 가동된
기기이다. ROMM 모델은 화석 연료발전 효율성을 향상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한전은 그들의 경험과 기술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모델이 인도에서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양방향 원격검침, 지리정보시스템, 배전 자동화 시스템 등 한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의 에너지
손실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가능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파일럿 프로젝트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인도와
같이 잠재력이 있는 국가가 한전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한다면,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인도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을 적용하여 고립지역에도 전기를 보급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인도는
태양열과 풍력 프로젝트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을 확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시스템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구축할 수 있다. 가정, 건물, 공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은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한전은 현재 인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시설에
이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사업화 가능성 조사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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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과거 보전예방을 위한 EPC 프로젝트를 인도와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경험의 부족과 문화적 차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고객들로부터의
느린 피드백과 복잡하고도 느린 작업절차가 있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인프라의 부족과 시간을 많이 잡는 복잡한 법적
규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그들은 인도 정부에 인프라 향상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분명 서로에게 더 많은 상호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많은 국가들처럼 인도 또한 화석 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은 국민과 그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도 국민이 좋은 수준의 삶을 누림으로써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건강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화석 연료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야심 찬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천연가스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2050년이 도래하면,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게도 천연가스는
석탄을 대체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천연가스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핵에너지 다음으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현재 인도에는 약 7억 명의 사람들이 천연가스를 접할 기회가 없다. 인도는 기후관리
기여도를 충족시키고 국민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아프리카, 모잠비크, 러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해외에서 가스를 얻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한-인도 상호협력이 가능한 한 분야이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의 우수성을 인지하며 인도는 특히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된 기기들을 한국으로부터 대량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태양열 에너지 기기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에너지협력 가능 분야로는 에너지수송이 있다. 인도는 90%에 해당하는 국제무역이 외국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부문에서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인도와 한국은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
협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주 원동력이 천연가스 되도록 만들기 위해 인도는 이를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더 많은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인도는 선박과 에너지 터미널을 필요로 한다. 인도 정부는 머지않아 인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스빈곤문제를 박멸하기
위해 20개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만드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이는 한국과 보다 큰 규모로 협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한국 조선소가 인도에서 LNG 선박을 제조한다면, 이는 향후 70년 동안 12억 인구에게 LNG를 제공하는
수단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은 인도에 조선소를 세울 수 있으며, LNG 선박을 제조한다는 조건 하에 그
조선소를 소유할 수 있다. LNG만큼 한-인도 관계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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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협력 가능한 분야로는 핵에너지가 있다. 미래에는 핵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핵에너지는 전 세계의 에너지빈곤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에는 27억 명에 달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중 6억 명이 인도에
있다. 공동 연구개발 및 기기제조는 핵에너지 분야에서의 또 다른 협력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완전히
안전하게 핵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비록 한국과 인도가 석유 및 천연가스 주요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가 서방국가들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비롯한 기타 기구에 의해 움직인다면, 실질적으로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 에너지 에이전시들의 대부분은 OECD 회원국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에너지 수입국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인도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협력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주요수입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국제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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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세션

소득불균형 증가와 중소기업 역량 증진

자본주의는 내재적 특수성에 의해 여러 문제에 봉착해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부 격차일
것이고,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형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인도와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소득
불균형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마 피케티의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을 필두로 불균형의 증가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20%의 부유층은 1983년 세계종합소득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심지어 2011년에는 44.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제 불균형의 증가는 공공연하게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으로 작업한 학술지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비율이
1%씩 감소할 때마다 소득 불균형이 0.1-0.2% 증가한다. 즉, 만약 노동자의 할당량(임금)이 감소할 때마다 불균형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부의 분배는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만연한 상황이다. 스위스은행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약 150,000명의 소득이 100만-500만 루피(INR)에 해당된다. 10억 루피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단 67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도의 억만장자 숫자가 동일한 소득수준을 가진 여느 나라들보다도 심각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정부는 10년마다 소비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조사결과는 하위
20%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임금감소가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킨다는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가설을 고려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소득과 수익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인구의 60%가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인 인도에 있어서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도에는
약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매달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GDP 상의 수익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노동력 상실, 노동자의 기술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불일치, 제도적 범의, 노동법의 부족 등. 사람들이 보통 예상하는 바와 달리, 인도 산업은 숙련노동에 더욱
경쟁력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엄청난 숫자의 비숙련 노동인구가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심화되고 있는 모순이다.
인도 정부는 불균형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빈곤층에 재분배하는 직접적인 사회이전이다. 그러나 인도는 사회안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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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 상태로는 매우 초기적인 단계에 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있다. 인도경제의 총가구 중 15%가 비교적으로 비생산적인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인도 GDP의 15%
가 약 50%의 노동인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각하게 비생산적이다. 이들 노동자는 제조업 부문, 특히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세계 경제에서 역동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구글과 삼성 같은 대기업들 또한 젊고 역동적인 회사였고
성장하는 기업이었다. 이들이 바로 많은 나라들의 증가하는 노동력에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전 세계 90%의
비즈니스들이 중소기업이며 이들은 전 세계 고용률에 50%를 차지한다. 오늘날 인도의 노동력은 약 5억 명 정도이며 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이들 중 약 20%를 고용한다. 중소기업의 발전이 인도의 불균형한 소득과 부의 분배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굳건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와는 달리, 한국경제의 경우 “뉴노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저성장,
장기침체, 만연한 실업과 소득 불균형의 증대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에 기여하는 요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양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현 상황을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생태계의 핵심은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몇 가지 외부적 위험요소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리밸런싱과 그들의 기술력이 한국의
조선업, 철강 분야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이다. 중국경제의 계속되는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침체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 하에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무역 보호주의가 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부터의 출구전략 타이밍인데, 이는 원-달러환율 변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1990년 29%에서 2013년 45%를 기록하면서 아시아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이 급속도로 소득 양극화를 겪게 된 주된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양분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특히 온 산업에서 다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 하단 레벨에는 주로 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소규모
생계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 30%는 혁신적이지만 나머지는 자급자족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최하층은 소규모, 가업, 그리고 내수시장의 생계 중심이며 그들 대부분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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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생산성 측면으로 볼 때 중소기업들의 성과는 대기업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차이 또한
상당하며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심화될 뿐이다. 총 생산량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할당량은
각각 절반에 가깝다. 그러나 소득 평균으로 비교해볼 때, 대기업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중소기업은 60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황과 불균형의 증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조 간의 극심한 양분화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강점을 결합하는 제도적 실험을 시행했다. 이 실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각 11
명의 대표를 초청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융합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한국 대기업의 강점은 기술, 자본, 그리고
널리 퍼져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유연성, 창의력, 그리고 혁신성을 갖추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그들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득 양극화의 해결과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세우기 위한 관건은 한국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세계화하는가 일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해외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향상시킴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한데, 이는 필요한 규제 완화, 부문별 개혁, 그리고 포용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한-인도 벤처기업협력은 호혜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들은
ICT 파워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각종 협력 프로그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나라의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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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세션

한-인도 문화 및 교육교류 증진

마지막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문화 및 교육교류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과 인도의 문화교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교류의 흔적은 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약 1,000여
명의 인도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국제유학생의 비율 중 1%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에는 약 166,000명의
인도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유학생의 6명 중 1명은 인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인도 인적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한국과 인도 간의 인적교류를 향상하기 위해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음식을 들을 수
있다. 지난 16년간 한식당은 인도에서 그 입지를 다져왔다. 구글 검색을 통해 인도의 4개 도시인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내 한식당을 찾아보면, 총 20개의 한식당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루가온 시에는 총 6~7개의 시방 베이커리가
있는데, 이곳에선 망고 빙수, 팥빙수, 커피 빙수 등 다양한 한국의 디저트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프트 파워는 두 국가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 다른 예시로는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저명한 경제신문사인 민트(Mint)는 지난 십 년간 호주, 미국,
그리고 독일의 저널리스트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주관해왔다. 이를 통해 인도와 다른 교류 국가들이 서로 상이한
문화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뉴스룸을 재탄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록 인도는 문화 모자이크(cultural mosaic)로
알려졌지만, 그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는 것 또한 유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 프로그램이 인도와 한국
간에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인도 관계 또한 한층 더 견고해질 것이다.
CJ E&M은 한국의 미디어, 영화, 엔터테인먼트& 음악, 그리고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아시아의 주요
콘텐츠 회사로서 CJ E&M은 전 세계계의 대중들을 접하기 위해 3가지 주요 전략을 세웠다: 1) 세계화 – 국외에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2) 디지털화 –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및 배포 3) 이벤트 확대 – 통합된 미디어
패키징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도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한국과 인도가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을
전망된다. CJ E&M과 같은 기업을 통해서 양국은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등을 공동제작하여 다양한
지역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배급 또한 협력 가능한 또 다른 분야이며, 문화교류를 이행할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인도에서의 K-콘서트나 한국에서의 I-콘서트 등의 상호 문화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는 것
또한 한-인도 협력을 가능케 하는 분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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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인적교류는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이며, 보다 발전이 필요한 분야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인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그곳을 찾아가고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은 세계은행 산하에
녹색성장신탁기금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인도의 한
공직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기금에 소속되어있는 한국인 전문가단이 도시계획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위해 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시 주를 방문하였다.
히마찰 프라데시는 인도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산간 지역이다. 주도인 심라는 영국식 건축양식을 띄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히마찰 프라데시는 인구밀도가 높지만, 식자율, 기대수명, 사망률을 볼 때 인도에서 높은 복지 수준을 가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라의 60% 이상의 주민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용버스는 전체 교통수단의 2%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심라의 인프라와 국토는 눈에 띄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2016년 10월 한국에서 8명의 대표단이 심라로 초빙되었다. 세계은행, 교통, ICT, 건설, 매립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심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문서를 정독한 후, 버스 터미널과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찰하는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그들은 또한 히마찰 프라데시의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대표단이 조사를 마친 후에 심라 주의 공무원이 그들을
방문하여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프로젝트의 과정은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재활용이다.
그렇다면 재활용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바로 시민들이다. 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히마찰 프라데시의 공무원들에게 한국에서 공익캠페인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리고 왜 시민들이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원조를 통한 인적교류 또한 양국의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국내적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대중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CJ E&M과 같은 기업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TV 프로그램인 “꽃보다 청춘”은 젊은이들이 페루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다루어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들 젊은이들이 여행을 가는 국가마다 방영 후 그 국가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인도를 여행하는 내용으로 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한류우드와 볼리우드는 특수성이 있는 문화이며, 한인도 문화협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측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문화협력이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되길 기대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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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New World
Security Order

Session 1

The world security order has undergone a major shift since the last Korea-India dialogue. First, the merits of
globalization have increasingly been disavowed, as seen in British voters’ approval to exit the European Union
and the U.S. election of Donald Trump, who advocates nationalistic policies. Another important shift derives
from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ncreasing alienation from the West and move toward China. There is a
strategic convergence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that is a source of concern to India. Third, repeated nuclear
and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could be precursors to becoming a nuclear weapons power. Fourth, there is a
continuous weakness of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Lastly,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brings a host of
policy uncertainties.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East Asia?
The rise of China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is changing the status quo in East Asia and the world. By most
projections, GDP will steadily expand by 8% in China and it will have the biggest economy by 2025. Militarily,
China’s defense spending in 2015 exceeded that of all the other Asian countries combined. Does this mean that
other East Asian countries must elevate their defense budget? What are the global implications?
It is very clear that going forward China is eyeing the Indian Ocean region. It is attempting to surround India
with naval bases and is paying more attention to India’s neighbors Sri Lanka and Bangladesh. Another issue is
China’s intention behind its One Belt One Road (OBOR) Initiative. Ostensibly, it aims at promoting connec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rest of Eurasia. But is it a benign martial plan or is it an attempt toward
new colonization?
How exactly does China view its neighbors and the rest of the world? At present, it appears Beijing’s strategic
interests will focus on East Asia and Central Asia and later incrementally point toward Southeast Asia and Indian
Ocean. China seems to be gradually becoming more assertiv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re is a debate around
whether China wants a unipolar or bi-polar (G2) world, but it is clear that in its vision, the U.S. military is out of
the Asia-Pacific region.
Great-power rivalry probably will continue eve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entire U.S. establishment is
strong and vocal. It will not allow the United States abandon the Asia-Pacific region. Despite the significant decline
in U.S. capacity to assist other countries, the belief persists that the United States is a very resilient power and
home of innovation and will continue to become the strong power for many decades to come. Washington will
have to choose between a G2 or a multi-polar world. In this context, what could be the common objectives for
the India-South Korea strategic partnership?
Both countries are clearly aware of the fact that there should be a peaceful, open, and secure Asia. This should
continue but there are three dangerous areas of concern: Afghanistan, North Korea, and the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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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missile program is an immediate problem for the Republic of Korea (ROK). Competing territorial
issues involving islands such as Dokdo and Senkaku and parts of the South China Sea remain stalemated. In this
context, India is very clear that Asia as well as the world will be multi-polar. If one country becomes predominantly
powerful, it will not be good for peace, as history shows. Whenever one part becomes extremely powerful, it has
adverse implications on the entire region. Many believe tha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China claims over
much of the South China Sea. This will likely occur when China finishes its plan to install air strips on islets or
other assets in the South China Sea. Another major problem for India is cross-border terrorism. Many countries
are aware of the situation and helping India through relief funds.
Obviously it is very important that peace and stability in Asia continues. India and the Korea have the same
principles. They have a common strategic vision of Asia and the globe, and the political system of both is only
concerned with economic prosperity. India strongly believes that all of the East Asia countries can grow together
and can help each other. India and Korea should work together to manage differences and ensure that peace and
stability in Asia is not interrupted.
China has maintained rapid economic growth rate for several decades. President Xi Jingping has decided that
China should no longer be discreet and bide its time. He has declared the 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s
core interests of Beijing and demanded Washington respect its position. On the hand, the United States has
demonstrated its intention to protect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at area. President Barack Obama has pursued
a rebalancing strategy in Asia to protect the U.S. vital national interests in the region. Steps have been taken to
block the emergence of regional hegemony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to
maintain free trade and democracy. Many Asian countries worry that the two great powers will eventually end up
waging war against each other.
South Korea not only faces the potential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but nuclear
threat from Pyongyang. In 2016, North Korea successfully fire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conducted its
fifth nuclear test. There is speculation that the North possesses 8 to 10 nuclear warheads and by 2020 will have
almost 100 nuclear warheads. It is clear that President Kim Jung-eun will not give up nuclear capabilities. And
whenever he has a chance, he will utilize them to threaten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occupied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ns have no choice but to maintain strong military ties with the United States to receive extended
deterrence that the U.S. nuclear umbrella provides. As long as Washington preserves its policy of internationalism
and leadership in free trade and democracy, the United States will want to maintain its alliance ties with Korea.

- 34 KOREA-INDIA DIALOGUE 2016

If U.S. troops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will have to move toward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ully realizes that it will happen.
The ROK is already closely linked to China in economic terms. As the Chinese economy expanded rapidly, bilateral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allooned. The volume is now more than the combined volume of the
ROK’s No. 2 and 3 trade partner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spectively. Thus, Seoul must deal with the
two great powers simultaneously; with the United States militarily and economically and with China, especially
in economic areas. If the ROK is pulled apart by the two great powers, it will be considered a small power and
will always have to read the faces of Chinese and U.S. leaders. However, if the ROK dares to carry out its pivotal
middle-power diplomacy, then it could be treated better by both sides.
The ROK is equipped with both hard power and soft power to play a constructive role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 To be treated as a pivotal middle power, its diplomacy must be consistent and predictable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Without predictable diplomacy, the ROK may always be stuck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It must convince China that no matter what, it will remain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ceive
military protection from North Korea. And it must convince the United States that no matter what,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ill not waver but not hinder the United States from leading the global economic order.
In order to satisfy the conditions to become a pivotal middle power, one should be considered as a middle
power in a hierarchical sense, geo-strategically situated between great powers, abide by the international rules,
contribute to the global society, and resolve conflict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Korea, Indonesia, Australia,
and India satisfy these parameters and differ from ordinary self-identifiable middle powers. These four powers
have both hard and soft powers to make a considerable impact on regional affairs, and great powers usually
appreciate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ese pivotal powers.
All of these pivotal middle powers face a very similar security and economic environment in the region. They
are increasingly economically dependent on China, but as their foreign policy becomes more assertive, they feel
threatened by Beijing’s territorial claims at the same time. These countries need to maintain good ties with China
for economic benefits, but also have to uphold or improve their ties with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purposes.
There is room for these like-minded powers to collaborate for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nd for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Every multilateral organization is dominated by great powers. And it is doubtful if middle powers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in strengthening regional security amid acut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great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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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K, India, and other pivotal middle powers together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creating mini-multilateral
or mini-lateral organizations and suggesting measures to enhance institutional cooperation.
India satisfies the pivotal middle-power criteria and has a similar economic and security environment as the ROK.
That means the ROK and India must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two great
powers have a reciprocal viewpoint. Therefore, there is a role to play, bridging and mediating role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to maintain peace and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Pivotal middle powers can assist
the U.S. desire to sustain powerful predominance over potential challengers, in this case China. Pivotal middle
powers may also be able to alleviate China’s level of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order. These two roles of
the pivotal middle powers may lower the likelihood of clash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in the years to come.
South Korea and India’s cooperation heavily focus on economic areas. It is about time to focus on security
cooperation as well. Such cooperation may attract attention from the great powers, but should not intimidate
them. That should be the strategy of the like-minded pivotal middle powers. India achieved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cooperation with Japan, so there must be room for pushing cooperation with another pivotal middle
pow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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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Upgrading India-Korea CEPA for Its Full Potential

This session dealt with the economic ties between Korea and India with emphasis on their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was launched in January 2010. The agreement was Korea’s first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a BRIC country and India’s first FTA with an OECD country.
The Korea-India CEPA was an early step in FTAs for both countries and has been used to benchmark many
other trade pacts. Before signing CEPA, Korea and India examined market opportunities of industries. For South
Korea, key areas covered in CEPA are automobiles, shipbuilding, steel, energy, SMEs manpower, and audio-visual
contents. For India, the key areas are textile leather goods, pharmaceuticals, tourism, healthcare, and renewable
energy.
Before the trade pact, Korea-India relations were relatively limited, but progressed dramatically after agreement’s
launch in 2010; bilateral cooperation expanded in all perspectives. After 2010, Korea and India saw numerous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terms of civil cooperation, strategic partnership, taxation, transportation, and
even in national security, solidifying their relationship. Pre-CEPA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only
worth US$12 billion. But by 2015, the trade volume value had soared to US$162 billion. India was the 7th and 23rd
largest export and import partner of Korea in 2015, and Korea was the 22nd and 11th largest export and import
partner of India in 2015.
At the First Joint Committee Meeting on CEPA in January 2011, Korea and India agreed to improve CEPA by 1)
increasing the trade volume; 2)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CEPA; and 3) expanding trade liberalization.
Nevertheless, progress toward those objectives has been slow. Korea’s exports to India have been lackluster for
the last few years and trade deficit from India is getting worse. In the first quarter of 2016 exports and imports
dropped by 2.4% and 9.5%, respectively. Mutual investment also is too low considering their economic sizes and
potential. Despite India being the 16th largest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 the share of Korea among other
foreign investments into India is fairly small.
The gap in the trade volumes is due to inherent obstacles in India in terms of processes and paperwork. The low
competitiveness of Indian exports to Korea exacerbates the problem. Another issue is a difference in expectations
by both sides. CEPA was signed with good intentions but practical issues hindered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pact. A third issue derives from concession scope and low utilization. This is related to the regulatory
environments in both countries. Many items are placed in “sensitive” and “exclusion categories.” Thus, regulations
of certain products should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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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utilization has been a major point of contention. India has a grace period of up to 10 years for total tariff
elimination, a comparatively longer period than that of Korea with seven years. A review of tariff elimination plans
and CEPA utility rates reveals a CEPA utilization rate of 62.3% for Korea’s export and 72.2% for Korea’s import as
of 2015. That is significantly lower than FTAs Korea has signed with key developing countries.
A sector-by-sector review of Indian exports to Korea reveals that raw materials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shipments, though they comprise only 1.4% of Korea’s total imports. In IT products,
services & personnel sector, India is highly cost competitive. The two leading countries in the IT sector are the
United States and India. For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the United States is a dominant player followed by
China, Australia, and Vietnam. For diamonds and jewelry, India is the single main supplier to Korea with a market
share of 45%.
The Indian government has made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CEPA. Easing tariff barriers and
tariff rates could be a solution. Moreover, promotion of Korea as a business destination, particularly its market
opportunity appeal, could be a stimulant. For Indian businesses wanting to do trade with Korea or sell into the
Korean market, a primary focus is to advertise advantages of Korea as a business destination and to encourage
business development in Korea. For Indian businesses interested in investing in Korea,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actively supporting Indian companies in signing and maintain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Korean SMEs to share market knowledge and localizing in Korea. Lastly, perception management about India is
important. Korea is a very brand conscious market and there are perception issues regarding India. Better “Made
in India” credibility is needed and the Indian government’s proactive promotion of the national branding process
is essential.
After repeated requests by Korea to revise the agreement, the two sides agreed in January 2014 to upgrade CEPA.
To that end, the trade ministers of Korea and India began negotiations in August 2016. The upgrade is expected
to boost opportunities and economic benefits, including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raise CEPA benefits would be to accelerate the tariff reduction schedule. It would
not only increase the bilateral trade volume but also would help address India’s trade deficit vis-à-vis Korea.
Furthermore, the concession of CEPA should be updated based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n both sides. That
will help both Korea and India to reap a win-win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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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Bilateral Strategic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ies

This session focu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defense industries of Korea and India, which, despite continuous
efforts, has yielded negligible results. Both countries are facing turbulent and complex security challenges. U.S.China relations, marked by growing tension between their established and ascending power, respectively, remain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dynamics. In addition, Russia is reasserting itself militarily
and establishing a visible presence around the world. Without a doubt,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is pointed upward. India’s emerging prominence and its evolving relations with neighboring powers,
namely China, Japan, Korea, and Russia, is thus noteworthy.
Korea and India signed Strategic Partnership and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s in 2010 and 2015,
respectively. Their deepening relationship is reflected in burgeoning bilateral trade and cooperation in a variety
of realms, including diplomacy, defense/security, global issues and culture underscored by economic ties.
Furthermore, they share strategic interests. Both countrie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and Australia are significantly important and they are interested in a full spectrum of military deterrence,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Recently, they have addressed maritime security, particularly in freedom of navigation
(FON) and aviation access over the South China Sea.
The mutual security interests of Korea and India include: 1)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2) democratization;
3) deterrence of all-out war and containment of border conflicts with Pakistan and North Korea; 4) securing oil
and other natural resources through protection of sea line of communication (SLOC) and preservation of water
and energy; 5)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nuclear
terrorism.
Korea and India want to maintain a robust defense posture, manage their alliances and partnerships, and maintain
a hedging strateg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y also aim to expand and deep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security relations and try to renew the emphasis on maritime security and SLOC protection for their
trade and commerce. For Korea,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paramount. For India, the top priority is
maintaining nuclear balance with Pakistan. Both countries are willing to enhance security cooperation with major
pow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t the global level.
India and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aforementioned turbulent complex security challenges and resolve
pending security/defense issues. They should also share their experience and information on their adversaries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North Korean and Pakistani nuclear missiles, and engage bilateral and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s. Also, they should advance defense industrial and logistics cooperation by maximizing
comparative advantage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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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cooperation, India and Korea conduct talks derived from their military strategies,
which are based on threat assessments regionally and globally and their response capability. They also make
plans for security, defense, and military exchanges and have the Joint Committee on Defense Industrial and
Logistics Cooperation. Both sides bring comparative advantages to the table. Korea excels in military hardware,
manufacturing, naval vessel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dia excels in military
software, nuclear, missiles and satellite technologies. There are also ample opportunities for joint ventures in R&D.
There is substantial potential to capitalize on the aforementioned comparative advantages for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cooperation. Overall, India apparently seeks to generate direct profits in a short term, while Korea
should have a longer-term approach. Impending issues involved for cooperation should be addressed in the many
existing bilateral defense dialogues and cooperation mechanisms. The two countries’ evolv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lso have an undeniably significant impact on their weapons systems and acquisition
policies. Korea and India should pursue a win-win strategy of military exchange, industrial cooper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local production.
There are many potential areas of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1) maritime (especially
in shipbuilding); 2) munitions; 3) artillery; 4) aerospace; 5) armored vehicles; 6) surveillance, electronic and
electro-optical systems; 7) electronic warfare and cyber warfare tools; 8) space-based systems, including satellite
navigation systems.
Despite persistent efforts for seeking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y on both sides, their efforts are hindered by
several challenges. They include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due to cultural differences, a difficult regulatory
regimen and defense procurement procedure. In India, negotiations have been stalled for up to seven years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about regulatory procedures and eventually terminated.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lack of understanding, Korea and India have signed a number of bilateral defense
agreements over the past few years. They include the 2010 Defense R&D Collaboration Agreement. This implies
collaboration of India’s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DRDO) and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The highest level of interaction between the two defense ministries is the
Defense Policy Dialogue (DPD), which was initiated in 2013 and was later upgraded as a part of 2+2 Dialogue held
on December 2016. It will be the umbrella organization for all ministries of defense-related issues to be discussed
As such, Korea and India have done the hardest work in terms of putting together institutional framework, having
regular bilateral interactions, and facilitating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different levels and forums. They are
expecting two to three major partnerships in the foreseeable future. This will be a harbinger of futur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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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India-Korea Collaboration in Energy

In this session, Korean and Indian participants examined the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ir country’s
energy sector, and attempted to identify areas of bilateral cooperation. They also discussed their country’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position on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on combating climate change.
Under the Paris Agreement, signatory states were asked to enhance their emission reduction ambitions, beyond
their current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Along with the rational self-evaluation of their
INDCs, participants considered whether there is any room for further strengthening of Korea-India cooperation in
terms of climate change diplomac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e largest electric utility in South Korea, is responsible for power
supply from power generation to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Thanks to its global top technology,
outstanding financial performance, and high potential, KEPCO was No. 1 ranked in the global utility sector of the
Forbes international magazine in May 2016. KEPCO wants to share its experienc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energy sector so that everyone in the world can enjoy the benefits and
convenience of the electricity. Starting from the first project from the Philippines 21 years ago, KEPCO has been
involved in some 39 projects in 24 countries. KEPCO is now building a global energy belt around the world.
KEPCO suggests three ways for Korea-India power collaboration. First, it could implement its ROMM (Rehabilitation,
Ope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business model to old Indian power plants raise their power generation
efficiency. According to data from India, 67.7% of the country’s thermal coal units have been working for more
than 15 years. The ROMM model is one of the best op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fossil fuel genera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s. KEPCO is willing to provide its experience and technology to be fully utilized in India.
Second, India could reduce energy loss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by utilizing KEPCO’s exper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d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DA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is model, a feasibility study must be
conducted and followed by a pilot project. The last step is to use the feasibility study and pilot operation as a
springboard. If a country with a great potential like India takes advantage of KEPCO’s know-how and experience,
it will attain its goal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ird, India could provide rural electrification by applying micro-grid technology in isolated area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dia could expand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and wind projects. Another
recommendation is deployment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ESS) for stable and efficient operation of system
and renewable energy. Energy management systems for homes (HEM), buildings (BEM) and factories (FEM) will
result in 100 smart cities by 2022. KEPCO is now conducting feasibility study in India for the deployment of ESS
to renewable energ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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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has one experience of doing business with India, its EPC project in Maintenance Prevention. Unfortunately,
it resulted in a deficit. Lack of experience and cultural gap were contributing causes. The major challenges were
slow response from clients and both complicated and slow work procedures. Korean companies had difficulties
with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complicated legal restrictions, which were time-consuming. Therefore, they
asked for mor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improve infrastructure and to promot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This will surely open up a lot of new opportunities for mutual prosperity and cooperation.
As in many other countries, fossil fuels still dominate India’s energy mix. Yet, India has been very proactive
in fulfilling its commitmen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a’s commitment to the Paris Agreement was
basically driven by their commitment to its people and to ensure they live comfortably and have a reasonably
good standard of life so as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To that end, India has
committed itself to probably the most ambitious renewable energy plan in the world to transition from fossil fuels.
Incentivizing use of natural gas is core component of the plan as well. By 2050, in India and many other countries,
natural gas will play a crucial role by gradually replacing coal. Natural gas will be the leading energy source
followed by renewables and nuclear energy. Currently, India has 700 million people who do not have access to
natural gas. To fulfill its commitment to climate control and to ensure access to green energy for its people, India
is aggressively hunting for gas access overseas, including Africa, Mozambique, Russia, and Latin America.
One possible area for India-Korea energy cooperation is renewable energy. In tacit acknowledgement of Korea’s
manufacturing sector, India is importing the bulk of its equipment, particularly solar energy hardware. However,
the Indian government clearly wants to have national self-sufficiency in solar energy equipment. Another area
of energy cooperation is energy transportation. Ninety percent of India’s international trade is transported by
foreign ships, making it especially vulnerable in terms of logistics. India and Korea could collaborate especially
in oil and gas.
To have an economy primarily powered by natural gas, India has no options but to import. In order to import more
gas, India needs to build more ships and energy terminals.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government of India plans
to build 20 liquefied natural gas (LNG) terminals for sustainable growth of India and to eradicate gas poverty.
That opens large-scale room for cooperation with Korea. If Korean companies can build LNG ships in India, it
would create the means to provide LNG for 1.26 billion people for the next 70 years. Korean firms can construct
shipyards in India and own them as their propert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build LNG ships. There is nothing
more secure than LNG to take India-Korea relationship into a completely different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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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area of collaboration could be nuclear energy. The future is all about nuclear and to that end, we must
collaborate to ensure its safety. Nuclear energy is going to be the game-changer as it could completely eradicate
energy poverty of the world. The world has 2.7 billion impoverished people in terms of regular access to energy,
including 600 million in India. Joint R&D and production of equipment is another possibility in nuclear energy to
make it absolutely safe for future generations.
Although Korea and India are major importers of natural gas and oil, they are not involved in international energy
governance. There is no realistic international energy governance if it is dominated by Western countries, OPEC,
and some other organizations. Currently, international energy agencies are created by OECD member countries.
They do not really take energy importing countries into consideration. The time has come for countries like India
and Korea to join hands to find some solutions and to consider being creators of a new international energy order,
where the interest of big importers of oil and gas are wel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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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SME’s Capacity Building

Capitalism is facing a number of difficult issues due to inherent idiosyncrasies. Perhaps the most serious difficulty
is capitalist societies is inequality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followed by the inequality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large enterprises. These issues are particularly serious in a capitalist
society, and they are visible in India and Korea. Against this backdrop, relevant experts from India and Korea
discussed the rising income inequality in their countries and the possible solutions for capacity building of SMEs.
In the wake of the best-seller book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by Thomas Piketty, rising inequality
is now a recognized global phenomenon. According to World Bank data, the top 20% in wealth in the world
accounted for 44.2% of the global income in 2011, up from 40% in 1983. There is no doubt that this is now a
worldwide phenomenon.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published an academic paper which argued that 1% reduction in the labor income share results in an
increase in inequality of 0.1-0.2%. In other words, if the share of labor (in wages) declines, inequality increases.
The situation in India is no different. The rural-urban income gap is widening; the share of informal employ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is rising; wealth distribution is skewed; and jobless growth is rampant. According to Credit
Suisse’s analysis, there are approximately 150,000 people in India who are in 1 to 5 million income earning brackets
in rupees.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arning more than a billion is only about 67. This indicates that the
number of billionaires in India is disproportionately high compared to any other country at the same level of income.
The Indian government conducts a nationwide sample survey every 10 years to gauge consumption. The latest
results show consumption has declined in the bottom 20% of the population and increased by the top 20%.
Acknowledging the hypothesis suggested from ILO, where the decrease in labor income causes the increase
in inequal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gap between wages and profits has been widening since the early
2000s. This is especially worrying for India since 60% of population is in the ages of 15 to 64, the productive age
group. There are about a million workers joining the workforce every month and India needs to be able to provide
employment for these people.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rising share of profits in GDP and declining share of wages: labor loss, mismatch
between skills, institutional malice, lack of labor laws, etc. Contrary to common expectation, Indian industries are
competitive in skilled labor, but they have an abundant supply of unskilled labor. This is a contradiction that has
emerged over the years.
The Indian government has adopted some measures to address growing inequalities. Economists suggest two
solutions. The first is direct social transfers by taxing the rich and redistributing to the poor. Yet, soci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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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ocial safety net has not yet emerged in India and it is at a nascent state at the moment. The second is job
creation. Given that 15% of India’s livelihood in the economy is supported by relatively less productive agricultural
sector, this means that 15% of GDP in India is supporting 50% of workforce. That’s grossly unproductive. These
workers should be transferred to manufacturing sector, particularly SMEs.
SMEs are a dynamic component of the global economy. Large enterprises such as Google and Samsung started
as young and dynamic firms and growing enterprises. That is the kind that provides employment to a growing
workforce in a large number of countries. Ninety percent of the businesses in the world are SMEs and they provide
50% of the employment worldwide. India’s workforce is about 500 million people today and increasing. SMEs
employ about 20% of them. Development of SMEs can address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nd
the unemployment in India.
In contrast to India’s robust growth outlook, Korea’s economy is directly influenced by a “New Normal,”
characterized by slow growth, secular stagnation, widespread unemployment, and widening income inequality.
One of the many contributors to the inequality can be found in the acute dichotomy between large conglomerates
(LCs) and SMEs. Korea needs a new business ecosystem that resolves existing conditions. The essence of a new
ecosystem can be summarized as the globalization of Korea’s SMEs.
The Korean economy is facing several external risk factors and challenges. The first is China’s rebalancing and
its technological catch-up with Korea’s shipbuilding, iron steel, etc. Ongoing transformation of China’s economy
and resultant slowdown of its economy would also impact Korea’s economy. The second challenge derives from
the newly emerging trade protectionism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third is the timing of the U.S. central
bank’s exit strategy from the quantitative easing, which might cause extreme volatility in the Korean won- todollar exchange rate.
The income share of South Korea’s top 10% has risen fastest among Asian countries, jumping from 29% in
1990 to 45% in 2013. The main reason why Korea has had such rapid income polarization can be explained
from acute dichotomy between large conglomerates (LCs) and SMEs. Korea’s SMEs are extremely multi-layered
across all industries. At the very bottom level, there are mostly micro-businesses, which are run like a micro
family livelihood (self-sufficient) business. Among the SME start-ups, 30% are innovative and the rest are selfsupporting. Overall, the grassroots of businesses are micro, family, and domestic market livelihood-oriented and
they are technologically outdated.
On top of that, the performance of the SMEs is less than one-third of the LCs in terms of productivity. The main
cause for income polarization is the wage disparity between LCs and SMEs. There is a wide wag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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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even within LCs and it only gets worse within SMEs. In terms of total
output, LCs and all SMEs account for nearly half of the total output each. However, in average wage comparison,
it is 100 at LCs but 60 at SMEs.
In an attempt to resolve this ongoing syndrome and rising inequality and distinguished dichotomy structure
between LCs and SMEs,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KCCP) conducted an institutional experiment
to combine the relative strength of LCs and SMEs by inviting 11 representatives from both sides to promote the
convergence of LCs and SMEs. The advantage of the Korea’s LCs can be found from its technology, capital, and
widespread global networks. On the other hand, SMEs has flexibility, creativity, and innovativeness. By combining
relative strengths from LCs and SMEs, they could nurture a synergistic project, which can enhance productivity of
SMEs as well as produce a win-win outcome for LCs.
The key to resolve income polarization and new economic growth strategy should be based on how to globalize
Korea’s SMEs. Joint overseas export promotion is required by LCs and SMEs using LC’s overseas networks.
Furthermore, Korea should develop a new business ecosystem for inclusive growth by improving the SME
productivity in line with LCs. A new engine of sustainable growth must be pursu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necessary deregulations, sector reforms, and creation of an inclusive new business
ecosystem. In addition, Korea-India venture business cooperation is critical for mutual benefits. They could work
on a variety of collaborative programs by utilizing their ICT power and innovative ideas so that business ventures
in both countries could eventually enter the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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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ing Cultural and Education Exchange between
India and Korea

Session 6

In the last session, participants shared their ideas for enhancing cultural and education exchange. Cultural ties
between Korea and India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but the amount of visible evidence of the deep relationship
is quite depressing. For example, there are about 1,000 Indian students in Korea, which is approximately 1% of the
nation’s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In contrast, there are 166,000 Indi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or
about one in six of the foreign students. There is an urgent need to step up Korea-India people-to-people contact.
Soft power could play a leading in facilitating people-to-people contact between Korea and India. Food is an
emblematic example. In the past 16 years, Korean restaurants have gained a foothold in India. A Google search for
them in Delhi, Mumbai, Chennai and Kolkata yields 20 Korean restaurants. Also, are six to seven Sibang bakeries
in Gurugram which sell different kinds of Korean desserts, such as Mango Bingsu, Red-bean Bingsu and Coffee
Bean Bingsu. From these examples it is clear that soft power is something that deserves more attention from the
two countries and to be taken at a policy level, given that many have already attributed such a solid head start.
Another example is exchange programs. For example, for the past ten years, an India’s well-known economic
newspaper, Mint, hosted journalists on an exchange program from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is helps both India and partner countries in recreating a global newsroom from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cultures. Though India is known as a cultural mosaic, it is great to have a foreign body who think differently. Similar
exchange programs between India and Korea is necessary and this could markedly facilitate bilateral connections.
CJ E&M is a Korea-based large conglomerate focusing on media, films, live entertainment & music, and animations.
As a leading contents company in Asia, CJ E&M devised three primary strategies to reach the global audience:
1) globaliz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ntents outside of Korea; 2) digitalization –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their contents through digital media platforms; and 3) event expansion – creation of new business
models with the integrated media packaging.
Since India’s entertainment contents industry is rapidly expanding, there must be many opportunities for Korea
and India collaboration in the near future. Through companies like CJ E&M, the two countries could engage in coproduction of TV programs, films, music, and digital contents for different regions. Content distribution through
the internet is another area, and also relatively easier way for cultural exchange. Mutual cultural festival events,
such as K-Con in India or I-Con in Korea, could be another area of collaboration.
People-to-people exchange between Korea and India is largely lacking and it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eveloped. To that end, people need to actually go and see for themselves as seeing is believing. At the World
Bank, Korea has the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which facilitates the spread of spreading of Korea’s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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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strategies to developing countries; this might be us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from an Indian official, a
group of Korean experts from the fund visited Himachal Pradesh in India to offer advice, support and suggestions
on urban planning.
Himachal Pradesh on the upper part of the Indian peninsula is a mountainous state. The capital, Shimla, is a beautiful
city rich in British architecture. Himachal Pradesh is densely-populated but its literacy rate, life expectancy, and
mortality rate implies that it is one of the better well-being states in India. Sixty percent of the capital’s population
owns cars and public buses only provide 2% of the transportation. Yet there is clearly lack of infrastructure and
land space in Shimla,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earthquakes.
An eight-person delegation from Korea was invited to Shimla on October 2016. They included experts from the
World Bank, transportation, ICT, building and housing, and landfills. The group perused government documents to
grasp the situation in Shimla and conducted field study to observe public facilities, such as bus terminals, waste
facilities and landfills in the state. They also interacted with Himachal Pradesh government officials to hear about
their daily routine. After the group finished its study, Shimla state officials also came to listen to their advice.
Communication is the essential part of any kind of urban development. When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itiate a project of urban development, each step has to be communicated to the public. For example, in waste
disposal, the No. 1 process is recycling. Then who actually does it? It is the public, so that is why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Korean experts informed officials of the Himachal Pradesh about how Korea does its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and emphasized the fact that they should be involved in every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Such people-to-people contact through assistance is one way of enhancing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also important to create more awareness of Korea and India within each other’s country. Mass
media could play a key role and companies like CJ E&M could be the facilitator. For instance, a TV program in
Korea called “Youth Over Flowers” was a big success when it cast a group of young men touring Peru. Tourism
to destinations visiting by the group has leaped by double digits. Likewise, similar programs could be produced,
broadcasting young Koreans touring India. Hallyuwood and Bollywood are unique cultures and collaboration
would be natural. Hopefully such collaboration could turn into a realit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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