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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
인도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인도의 GDP 성장률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실질 성장률은 작년 6.0%보다 높은
7.6%이다. 공급측면에서, 제조업 부문의 급격한 상승세에 힘입어 총부가가치 상승
률은 작년 6.9%에서 올해 7.0%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 부문
의 경우, 공공행정 및 무역·운송 부분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올해는 작년보다
0.3% 감소한 7.5%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
하고 인도가 2018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인도의 성장세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정되어 있
는 총선으로 인해 시장에 배분될 정치자금이 더 활발한 소비를 위한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이러한 장미빛 전망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활발한 소비환경, 안
정화된 GST 제도, 사회기반시설 투자증가, 개혁정책효과 등으로 인해 올해 하반
기에는 7.5%의 더 높은 GDP성장이 예측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7월 이후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몇 달간
인도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마이너스로 접어든 식품 물가지수와
완화된 에너지 물가지수가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다수의 농산물이 최저보장가격
(Minimum Support Prices: MSPs)을 밑돌고 있으며, 건강식품 생산량은 식품 물가
지수 하락을 촉진해왔다. 한편 국제원유가격 하락 및 휘발류·디젤 소비세 절감으
로 인해 에너지 물가지수 또한 감소하였다.
반면, 근원물가지수1)는 최근 6개월 동안 5%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이는 건
강·교육 부문의 공급이 불충분해 해당 물가지수가 정체된 영향이 크다. 침체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도매물가지수 또한 둔화되기 시작해 작년 12월, 4%
미만으로 하락했다.

1)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는 물가 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일시적인 공급 충격의 영향을 제외
한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말함. 대부분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 부분을 제거해 계산. (매일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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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경제동향분석 및 전망

※ 출처: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
- 작년과 동일한 7.2%의 GDP 성장률이 예측됨
- 활발한 소비환경, 안정화된 GST 제도, 사회기반시설 투자증가, 개혁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7.5%의 더 높은 GDP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총고정자본형성2)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총고정자본형성이 작년 9.3%에 비해 올해 12.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에 따라, 투자율 또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왕성한 정부 지출이
주요 원인
- 수출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여전히 수입 성장
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지출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개인소비지출의 성장률은 작년 7.4%에 비해 올해 6.4%로 감소가 예측됨.
높은 이자율이 소비지출을 좀먹었기 때문
- 정부지출 성장률은 줄어들긴 하겠으나, 9.2%의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
로 보임

2)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란 생산주체가 구입 또는 자가 생산한 모든 자본재를 말
함.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
나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입하는데, 이렇게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
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입을 총고정자본형성이라 함. (매경시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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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

총부가가치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총부가가치 성장률은 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농업과 산업 부문의 상승세가 예상되기 때문

●

제조업이 공급측면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농업은 작년 5.0%에서 올해 3.8%로 성장 둔화가 예측됨
- 제조업은 작년 6.1%에서 올해 7.4%로 성장률이 상승할 것. 특히 제조, 전
기·설비, 건설 부문의 고성장이 원인

●

서비스 부분은 침체될 것으로 전망
- 서비스 부문 성장률은 올해 7.5%로, 작년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보임.
공공행정과 무역·운송 부분에서의 약세가 원인
- 특히 공공행정과 방위 부분 성장률은 급격한 하락이 예측됨. 정부가 상반
기에 예산을 집중 배치함에 따라 나머지 기간에는 재정적으로 더 긴축 할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재정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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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및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

석탄·석유 생산량 저조에 따른 핵심부문3) 생산량 둔화
- 핵심부문 생산량은 작년 11월 3.4%에 비해 12월 2.6%로 감소됨. 반면 작
년 한 해 핵심부문 평균 성장률은 평균 4.8%로, 재작년 3.9%에 비해 양호
- 핵심부문의 성장둔화는 주로 석탄, 정유, 원유에서의 저조한 생산량이 원
인. 석유제품 성장률의 경우, 16년 만에 처음으로 수축됨

●

철강과 시멘트가 두 자리 수 성장으로 해당 월 생산량 주도
- 천연가스생산은 작년 12월, 3월 이후 최고치인 4.2%를 기록. 철강과 시
멘트 생산 또한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
- 핵심부문의 생산량은 전체 산업생산 중 40.27%를 차지

3) 핵심부문(Core Sector)은 인도연방정부가 지정한 8개 핵심 산업군; 전기, 철강, 정유, 원유, 석탄, 시멘트,
천연가스, 비료. 산업부문의 성장을 판단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됨. (Open Government Data Platform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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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및 Ministry of Industry

●

소비자물가지수는 하향세를 이어감
-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12월 2.2%로 하락. 식품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에너지 물가지수가 둔화되었기 때문
- 침체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도매물가지수 또한 둔화되어 작년 12
월, 이전 달 4.6%보다 더 감소한 3.8%를 기록

●

소비자 식품물가지수 마이너스 대로 진입,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감소를 주도
- 2018년 10월 이후 마이너스로 접어든 소비자 식품물가지수가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 에너지물가지수 또한 국내 휘발유·디젤
가격의 하락세에 따라 급감
- 반면, 근원물가지수는 건강·교육 부문 덕분에 건전한 수치를 확고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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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및 Ministry of Industry

●

도매 식품물가지수는 상향 궤도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저조4)
- 도매물가지수 중 식품물가지수가 작년 12월 상향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
구하고, 채소, 콩, 설탕, 계란 물가하락으로 인해 여전히 저조
- 도매 에너지물가지수는 국제 원유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해 작년 12
월, 절반으로 추락

※ 출처: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및 Ministry of Industry
4) 출처: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및 Ministry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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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inistry of Commerce 및 Reserve Bank of India (RBI)

●

2달 연속 상품무역 둔화
- 상품수출 증가율은 작년 11월 0.8%에 뒤이어 12월 0.4%를 기록하며 2달
연속 둔화세를 유지
- 상품수입 증가율은 작년 12월, 27개월 만에 또 다시 역성장. 금 수입의
급격한 위축 및 석유 수입의 지속적 하락이 원인

●

금 수입 급감에 따른 상품수입 저조
- 주요 수출 품목 중 철광석(-16%), 가죽(-7%), 면직물(-6%), 보석 및 장신
구(-19%) 수출은 위축된 반면 전자기기(51%), 플라스틱과 고무(20%) 수출은
증가
- 저조한 원유 가격으로 인해 이미 예측되었던 바대로 원유 수입 감소. 마
찬가지로, 금 수입 감소는 부진한 농가의 수입 및 이에 따른 금 수요 하락
이 원인

●

저조한 상품수입에 따른 무역적자 완화
- 작년 12월, 수입 증가율 둔화에 따라 무역흑자가 점차적으로 개선
- 경상수지적자는 2019년 2분기 191억달러(GDP의 2.9%)까지 확대. 한편, 무
역적자가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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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eserve Bank of India (RBI) 및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Promotion (DIPP)

●

달러 당 70-71 환율로 루피가치 회복세
- 작년 말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달러 당 루피의 환율이 회복세를 이어감.
해외간접투자 유입 증가 및 국내물가안정에 따른 결과로 보임

●

인도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대폭 감소
- 외환보유액은 올해 1월까지 4달 연속 4억 달러 미만 선을 유지
- 외환보유액 감소는 루피 가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인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결과로 보임

●

인도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하향조정
- 인도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목표치를 하회하고 세계경제성장이 둔
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내수시장 성장이 감소할 것을 우려, 기준금리를
0.25%만큼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
- 인도중앙은행은 이 같은 긴축재정 완화를 통해 기업민심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인도산업연합은 금리완화추세가 계속될 것이며, 특히 물
가지수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시점에 수요촉진기제가 될 것이라며 희
망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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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년 잠정예산편성 개요
●

2019년 잠정예산편성은 농가소득지원정책,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들을 위
한 대규모연금정책, 봉급생활자들을 위한 대규모 세금감면정책 등 획기적인
조치들을 포함
1) 농가소득지원정책(Pradhan Mantri Kisan Yoyana: PM-KISAN)
- 2헥타르 이하 크기의 땅을 소유한 영세 농민들이 지원 대상
- 매년 3차례에 걸쳐 총 6천루피를 계좌로 직접 지급
- 고품질 농산물 조달 및 농민의 비공식 대출 의존도 감소 목적
2) 대규모연금정책(Pradhan Mantri Shram Yogi Maandhan: PM-SYM)
- 60세 이상, 월급 1만5천루피 이하의 잡역부들이 지원 대상
- 매달 3천루피의 고정액수를 연금으로 지급
- 경제활동가능연령일 때, 매달 일정액수를 납부해야함
3) 봉급생활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정책들
- 연봉 50만루피 이하 개인 세금납부자들에게 소득세 전액 환급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40만에서 50만루피로 상향조정됨
-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여 소비지출을 촉진하기 위함

●

GDP의 3.4%를 예산재정적자의 목표수치로 정함에 따라, 2019년 잠정예산
편성은 포퓰리즘보다 검약을 택함. 작년에도 애초 전망되었던 수치보다
0.1% 더 적은 3.4%로 재정적자를 마감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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