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GVC 개편에 따른 미래차 시장 개척 상담회(안)
India-Korea Auto Component Partnership & Match Making Meet 

- ’21.6.28(월), 뉴델리무역관 -

1. 추진 배경

◦ 인도내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대기질은 지속 저하되고 있으며,

석유 수입에 대한 부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

- ‘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한 인도는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3~35% 감축 필요
 

◦ 인도는 ‘30년까지 전기차를 100% 인도 자체 생산 할 것을 목표

- 150CC의 이륜차는 ’25년 3월, 삼륜차는 ‘23년 3월부터 전기차로 전환

< ’14년 ~ ‘25년 인도 전기차 시장 예측 >

Source: Frost & Sullivan EV Report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인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디정부는 자

국내 생산을 강조하며,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발표



◦ 인도 정부 정책에 맞춰 인도내 완성차기업들이 현지화 비율을 높

이고 있으며, 인도 1, 2차 밴더들도 한국의 제품을 단순 수입하

기 보다 OEM 및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생산하기 위해 노력  

2. 사업 추진 전략

◦ 인도 자동차부품 협회(ACMA)와 협력하여 웨비나와 화상상담회를

통해 한국기업과 인도기업간 미래차 분야 협력 체계 구축
 

3. 사업 개요

◦ (사업명) 인도 미래자동차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

◦ (목적) 인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인도 자동차 

시장 진출을 통해 인도 전기자동차 GVC 시장 선점

◦ (일시/장소) ① 웨비나(6.24일), ② 화상상담회(7.21~23, 3일간)

◦ (참가규모) 인도 기진출 한국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 40개사,

한국과 OEM·기술협력 등을 희망하는 인도기업 40개사

* 6.9일 현재 인도기업은 37개사 모집완료(첨부파일 참조)

◦ (품목) Electric/ Electronic (PCB, Sensors), EV Components,

Telematics/ Infotainment, New technologies, Tools & dies

◦ (협력기관 등) 인도 자동차부품협회(ACMA) 등과 협력

* 인도 자동차부품협회 (이하 ACMA :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는 인도 전역에 약 850개 자동차 부품사를 회원으로 보유
하고 있으며, 회원의 매출은 인도 전체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의 85% 차지

- (기능) 무역촉진, 기술 혁신, 품질 향상 등에 관련하여 무역사절단, 전시회
참가,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수행

* 2016년 6월,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행사와 연계하여 KOTRA와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KOAA Show 등 다양한 행사에 연사
참가, 바이어 유치 등의 협업을 진행



4. 추진 일정

◦ (사업수요 개발) ACMA와 행사에 대한 사전 면담 실시(4.30)

◦ (인도기업 유치) ACMA측에서 1차 리스트(6.9), 최종 리스트(6.18)

송부 예정

◦ (국내기업 유치) KOTRA 소재부품팀에서 국내기업 유치(~7.9) 및 

매칭 실시(~7.14)

◦ (상담실시) 사전 매칭된 기업간 상담 실시, 언론 홍보

◦ (후속지원) 행사관련 정보 취합 후 해외시장 뉴스에 게재 예정,

2차 상담 등 추가 지원 

5. 참가신청 방법 

◦ 첨부의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소재부품팀과 뉴델리무역관 담당자

에게 7월 9일 금요일까지 송부 

◦ 사업참가 인도기업 리스트 : www.onlinekorea.org/acma 참조

 

□ 담당자 및 문의처

◦ 소재부품팀 : 정성훈 대리 02-3460-7664, jsh777@kotra.or.kr

◦ 뉴델리무역관 : 박혜영 대리 +91-70426-21126, southasia@kotra.or.kr

http://www.onlinekorea.org/ac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