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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사업 부문 투자 여건 검토
(인도 정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공투자만으로는 인도의 미비된 인프라를 빠르게
개선,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한국)
• India - 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for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May 18, 2015)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rovide US $10
billion for mutual cooperation in infrastructure, comprising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US $ 1 billion) and
export credits (US $ 9 billion) for priority sectors, including smart cities, railways,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and
other sectors to be agreed. The two governments and the EXIM Banks of the two countries will hold consultations to chalk
out a roadmap in order to materialize the envisioned financial support for priority sectors.”

(일본의 경우와의 비교)
• Joint Statement on India and Japan Vision 2025: Special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for Peace and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World (December 12, 2015)

인프라 사업 부문 투자 여건 검토 (계속)
< 외국 기업의 인도 인프라 부문 투자에 대한 우호적 환경 >
• 사업 분야, 기술, 지역, 수출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외국 투자 환경 자유화
• 분쟁 발생 후 외국 중재로 해결된 경우, 외국 중재판정이 인도에서도 인정, 집행 용이
• 매년 기업 상장 수 증가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 국제예탁증서(IDRs), 그린본드, 마살라본드 등 자금조달 유형 및 자본거래 방식 확대 (투자 자금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완화)
• 회사법특별법원, 환경재판소 등 독립적인 재판기구 설립에 따른 사법시스템 개선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중앙은행(RBI), 외환위원회(FEBI) 등 정부 독립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따른 정부 정책의 연속성 보장
•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대 시장
• 급성장 중인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은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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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의 이해
< 인도의 주요 외국인 투자 법규 >
•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 산업정책진흥부 정책(Policies by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 인도의 주요 외국인 투자 행정 조직 >
•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MoF)
•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 산업정책진흥부(Th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oC&I)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의 이해 (계속)

< 외국인 직접 투자 – 부문별 투자 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 >
• 복권, 담배, 농업 등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 발전, 제조, 건설업, 고속도로 등의 부문 100% 개방
• 보험 부문 49% 외국인 투자 가능
• 개발가능 부지 및 재개발 지역의 공항, 지하철 선로, 항구의 자동승인방식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의 이해 (계속)
< 투자 진출 방법 >
• 승인 방식: 정부 사전 승인 필요
• 자동승인 방식: 사전 승인 불필요 (투자 통지 및 신고로써 가능)
•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는 회사, 파트너쉽, 유한책임 회사 및 공동 투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능
•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오피스/지점/연락사무소를 통하여도 가능
<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도적 보장 >
• 소수주주 보호
• 기업지배구조
• 주식 상장, 환매, 옵션 등의 방법을 포함한 투자자의 계약상 출구 전략

인프라 사업기회 및 투자모델 분석

인프라 사업기회 및 투자모델 분석
< 인프라 부문의 투자 기회 - 부문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기회 존재 >
• 철도 :
- 인도의 철도 기술이 낡아 개선 필요
- 현 교통 상황에 부응하는 도로망 개발 필요
- 고속 및 준고속 철도망 발전 계획
• 고속도로 :
- 도로망 확장 및 개선 절실
- 산업 간선도로, 투자 지구 및 스마트 시티 등의 연결망 발전
• 공항 : 활주로, 항공기 취급, 주기 공간 등의 인프라 역량 부족
• 항구 : 정박, 항로 연결 등을 위한 인프라 부족
• 전력 :
- 대부분의 주가 전력 부족
- 재생가능 전력, 특히 태양열 부문에서 상당한 발전 가능성

인프라 사업기회 및 투자모델 분석 (계속)
< 민관협력(PPP Projects) - 인도 정부는 민관협력을 선호 >
• 정부 프로젝트의 민관협력 조달을 위하여 이하 분야에 있어 대규모 표준화 작업 진행 :
- 중앙 및 주 고속도로
- 개발 가능 부지 및 공항
- 철도 : 기관차, 선로, 도시 교통 시스템
- 전력 : 전력 송수신 시스템
• 인도 정부는 민관협력이 시장 트렌드에 맞도록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 중
• 진행중인 재협상을 민관협력으로 유인

인프라 사업기회 및 투자모델 분석 (계속)
< EPC 사업 등 입찰 기회 >
• 심각한 인프라 부족 및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인프라 전 부문의 광범위한 조달 입찰 기회
- 공급, 설계, 및 건설 도급 기회
- 상당 수의 프로젝트는 기술을 기반
- 한국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기회
• 민간 부문 투자의 상당 부분이 향후 수년간 인프라 발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자 및 도급자 모두에게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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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및 범위 검토
< 공급 및 도급 계약에 있어 세금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메카니즘 확립 >
• 인프라 부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EPC 계약 분리
- 계약을 공급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체결
- 이에 따라 공급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 별개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
- 소유권 및 위험이 계약별로 이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사는 보증을 통하여 위험을 최소화
• 일괄수주계약은 발주사의 위험이 낮은 경우의 전형적 계약방식
• EPC/공급 서비스 계약을 위한 법인 설립은 불필요 – 그러나, 도급 지역 사무소로서 프로젝트
오피스를 두는 것이 일반적
• 세금 혜택 또한 고려 대상

법적 책임 및 범위 검토 (계속)
< 제조물책임 >
• 불법행위법 (Tort law)
- 구매자는 제조사의 의무이행 위반을 입증
-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최종 소비자/사용자도 보호
• 계약법 (Contract law)
- 계약이 적절히 이행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배상액 산정
• 기타 법률
- 매매계약 대상인 물품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기준을 규정 (물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1930)
- 하자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정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6)
 배상액은 손해금을 기준으로하며 일반적으로 직접 손해로 제한
 간접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인정
 당사자의 책임은 계약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제한 불가

법적 책임 및 범위 검토 (계속)
< 주요 세무 이슈 – 과세 >
• 인도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Source Rule’을 적용
• 외국 기업의 거래 주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인도 자산으로부터 형성된 경우
간접주식양수도 또한 과세대상
• 소득이 인도 비거주자/ 외국 기업에게 지급된 경우 과세가 보류
• 외국 기업도 사전 조세통칙제도(Authority for Advance Ruling)를 통하여 세액결정 가능
• 주요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상품서비스세(GST) 이행 추진중
< 주요 세무 이슈 – EPC 계약 관련 >
• 계약 구조 구성
• 다중 계약 (분리발주) 구조
• 컨소시움/조합(Association of Persons)에 대한 과세 가능성
• 전형적인 EPC 계약/공급 서비스 계약 과세 대상 리스트 검토

인도 투자 진출 체크리스트

인도 투자 진출 체크리스트
• 시장성 조사 (세금감면 혜택 분야 등 검토)
• 전체적인 사업 계획 모니터링
• 사업체 형태 선택 (법인설립 필요 여부 등 검토)
• 실사
• 지역 및 국제적 경쟁업계 분석
• 외국환 위험 경감을 위한 대비책 마련
• 잠재적인 파트너 선정 시 평판 및 기준 확인 필수
• 규제 승인 필요 여부 확인
• 자문사 선정 (법률, 세무, 투자 자문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문 확보)

동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전달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특정 분야의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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