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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다. 인도의 2020년 3월의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
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약 2년간 인도의 상
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고용 충격의 특
징을 일자리 특성 및 개인 특성별로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고
용충격은 여성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
차 봉쇄조치 이전에 취업상태인 남성은 1차 봉쇄조치 시기에도 취업상태를 유
지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1차 봉쇄조치 기간에 실직상태로 전환되어
도 봉쇄조치 해제 이후 여성보다 쉽게 취업이 되었다.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공
식, 비공식, 자영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차 봉쇄조치 시행 전후로 다른 고
용형태의 노동자에 비해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환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자영업 부문으로의 전환이 높
은 것으로 보아 취업상태를 유지한 노동자들도 본래의 고용형태가 아닌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극명
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실업자로의 전환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자영
업 부문으로의 전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1차 봉쇄조치가 해
제된 이후 회복기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봉쇄조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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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봉쇄
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1차 봉쇄조치보다 크지 않다. 2차 봉쇄조치 시
행으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
성의 실업상태로의 전환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2차 봉쇄조치로 인해 실업상태
가 된 노동자의 경우 봉쇄조치 이후 대체적으로 본인이 속했던 고용형태로 복
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1·2차 봉쇄조치가 인도인들의 지출행태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
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가 소득 분위와 지역별로 인도인의 지출에 미친 영
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과 2021년 2월을 기
준으로 소득 분위를 4개로 구분한 후 각각 1차, 2차 봉쇄조치 전후 인도인의 소
비지출에 대한 추이를 소득별·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1
차 봉쇄조치 이후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감소율이 높으며, 1차 봉쇄조치 해제 이
후 지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경기 침
체 시에 지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경기 회복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필
수재를 중심으로 지출을 빠르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1차 봉쇄조치로
인한 지출 감소는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
제 이후 지출 증가율도 크게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 인도인의 소비지출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1차 봉쇄조치로 인해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증가율은 작게 나타난다.
또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전기료 지출 항목은 1차 봉쇄조치로 인해 감소된

4

•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지출 규모가 봉쇄조치 해제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2차 봉쇄조치 시
기에는 지출 감소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필수재인 전기료
항목의 특성이 반영된 지출 양상이다. 교통비와 교육비 항목은 2020년 1차 봉
쇄조치로 지출이 급감한 대표적인 지출 항목이다. 이는 2020년 1차 봉쇄조치
가 이동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비와 건강비 지
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지출 규모
가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도시 지역 소득 1분위
의 교통비 지출이 동 지역 다른 소득 분위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
소득 1분위의 건강비 지출이 소득 2, 3분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로 인도인들의 소비지출 추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소
득층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두 차례 봉쇄조치를 실시한 인도의 노동시장과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봉쇄조치로 인해 저소득층, 여성,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 취약계층
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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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세계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
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례 없는 충격을 가져왔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코로나19 팬
데믹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실업의 급증, 노동가능인구 구성의
변화,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확대, 자동화 증가 등의 변화가 있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인도는
2020년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확진자 수는 급증하여, 3월 30
일에는 100명, 4월 14일에는 10,000명, 5월 16일에는 85,000명으로 코로나
19가 인도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인도정부는 2월부터 중국에 최근
방문한 관광객은 입국을 금지하고,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7일간 강력
한 봉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7.6%까지 오르기도 하였으며, 실업률은
23.52%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인도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성장률(-23.4%)
을 기록할 만큼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2020년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
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2021년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
치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약 2년
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먼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소득, 직업,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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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 성별 등의 개인 특성별로 나타난 고용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코로
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한 고용충격의 특징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고
용구조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1·2차 봉쇄조치가
인도인들의 지출행태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코로나19가 소득
분위와 지역별로 인도인의 지출에 미친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
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0년 초반 코로나19의 확산 양상
은 예측이 쉽지 않았던 만큼 본 연구는 급격한 경기 침체가 지출 및 불평등 양
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코
로나19 위기는 저학력 또는 저임금 노동자, 여성, 이주자에게 고용과 소득을
불균형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1)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고용충격에
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여성의 고용이 남성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
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 Alon et al.(2020)은 미국에서 기존의 경기 침체와 다
르게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 침체는 여성의 고용상태와 임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Dang and Nguyen(2021)도 중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의 6개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실직을 더 많이 했고, 소득도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였
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큰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일을 하
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인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문들도 많다. Lee et al.(2020),
Dhingra and Machin(2021), Abraham, Basole, and Kesar(2021)는 일
용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크게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가 있었
고, Deshpande(2020)는 인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더 큰 노동
시장 이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Bussolo, Kotia, and Sharma(2021)는
1) Adams-Prassl et al.(2020); Guven, Sotirakopoulos, and Ulker(2020); Kikuchi, Kitao, and
Mikoshiba(2021); Deshpande(2020).

제1장 서론

•

13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도의 고용형태 변화를 연구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도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큰 고용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와 비슷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인도의 봉쇄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 직
업,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 지역, 성별 등의 개인 특성별로 나타난 고용영
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서론과 제4장 결론을 제외하
면 본론은 크게 제2장 코로나19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제3장 코로
나19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은 2020년 3월 시작
된 코로나19 사태,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진행된 봉쇄조치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2021년 3월 다시 진행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봉쇄
조치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고
용충격을 살펴보고, 이러한 고용충격이 부문별로 미친 비대칭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성별 등 개인 특성과 고용형태 등 일자리 특성별로 고용영향
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은
코로나19가 인도인들의 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가 가구
당 월평균 지출에 미친 영향을 소득 분위와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세부 품
목별로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비, 전기료, 교통비, 교육비, 건강 관련 지출도 함
께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분석과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1년 봉쇄조치 시기
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인도의 노동시장과 지출에
미친 주요한 영향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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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코로나19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배경 및 분석 방법
2.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3. 2021년 2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
4. 소결

1. 배경 및 분석 방법
가. 배경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30일, 케랄라
(Kerala)주에서이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여 총확진자 수가 3월 30일경 1천 명 돌파, 4월 14일에 1만
명 돌파, 5월 20일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도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인도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국내외 봉쇄조치들을 시행하였는데,
2월 7일부터 근래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차단, 관광비자 발급 중단, 2월
28일부터 국제선 운항 중단 등의 외국으로부터의 확진자 유입 차단정책을 펼
쳤다. 국내 정책으로는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7일간의 봉쇄조치를 단
행하였다. 인도는 세계에서 봉쇄조치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한 나라 중 하나인
데, 1차 봉쇄조치 계획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만 시행할 계획
이었으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최종적으로 5월 31일까지 봉쇄조치를 연장
했다.2) 초기 봉쇄조치 시기에는 병원, 약국, 식료품 가게 등 필수 서비스를 제
외한 모든 상점과 사무실이 문을 닫았으며, 학교 및 종교 시설도 폐쇄하고, 지
하철, 버스, 장거리 철도 및 항공편 또한 운행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시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인도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비교적 덜 위험한 농업, 도로·
건물 건설 등의 산업에 대한 재개를 이내 허락했다. 5월 1일 인도정부는 전국
을 코로나19 감염 정도에 따라 그린, 오렌지, 레드 존으로 구분하였고, 레드 존
은 앞선 강력한 봉쇄조치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델리, 벵갈루루,

2)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봉쇄조치 시기 동안 인도의 봉쇄 정도는 100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
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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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첸나이, 아마다바드 같은 인도에서 규모가 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
시들은 모두 레드 존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봉쇄조치를 17일까지 연장했다.
5월 16일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가 8만 5,940명을 기록함에 따라, 총확진자
수로는 중국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7일 최종적으로 봉쇄조치를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길게 봉쇄조치 정책을 시행한
국가가 되었다.

그림 2-1. 각국의 봉쇄 정도

자료: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검색일: 2022. 3. 3)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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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3월 25일부터 68일간 지속된 전국 봉쇄조치를 종료하고 마비되다시
피 했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6월부터 봉쇄조치 해제를 시행하였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월 17일 9만 7,894명의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0월 말 4만 명대, 11월 말 3만 명대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12월 말에서 2021
년 2~3월까지는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듦
에 따라 단계별 봉쇄조치 해제로 경제활동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경제가 안정
을 찾아감에 따라 2020년 4/4분기에는 0.4%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경제가
정상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1년 3월부터 인도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4
월 4일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자체 최고기록인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4월
30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당시 단일 국가에서
집계된 수치 중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의 주정부가 각
각 긴급명령 및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지방의 주정부들은 야간 통행금지
등을 포함하여 각각의 실정에 맞는 봉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두 번의 봉쇄조치 기간 동안 인도는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용 및
산업 충격으로 인해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봉쇄조치 기간인 2020년 4월에는 실업률이 23.52%까지 치솟았고, 2차 봉쇄
조치 기간인 2021년 5월에도 실업률이 11.84%까지 치솟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봉쇄조치로 인한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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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도의 실업률 추이(2020년 1월~2021년 12월)

자료: Statista, “Impact on unemployment rate due to the coronavirus (COVID-19) lockdown in India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4) 재인용.

나.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그로 인한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개인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모두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PHS(Consumer Pyramids
Household Survey)는 인도의 CMIE(Center for Monitoring the Indian
Economy)에서 조사하여 제공하는 자료로서 1년에 3번 동일한 가구를 조사하
는 패널자료이다. 약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시행되
는 조사 중 가장 큰 정기 가구 조사인 CPHS는 2014년 1월에 시작되어, 현재
22차 자료까지 조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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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S는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 조
사이며,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
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소득, 소비, 주거, 자산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 취업형태, 소득, 소비, 노동이동 등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
에 걸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 방식은 원래 대면 조사가 원칙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도에서
전국 봉쇄조치로 인해, 2020년 3월부터는 전화 조사로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평소 정기 조사에서 응답률이 95%였다면, 코로나19 봉쇄조치 시기의 응답률
은 60% 정도로 줄어들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된 19차 조사는 평
균 응답률이 64.4%로 줄어들었고, 2020년 5월에서 8월까지 진행된 20차 조
사에서는 응답률이 43.8%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응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1차 조사에서는 70.6%, 22차 조
사에서는 73.4%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도시-농촌 비율을 보면, 봉쇄조치
기간에 약간 변화가 있었으나, 4월 중순에는 다시 봉쇄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
아온 것을 볼 수 있다. CPHS 조사를 담당하는 CMIE에서는 이 제한된 샘플이
여전히 여러 차원에서 인도 인구를 대변하는 샘플이라고 말하고 있다.3)
CPHS 자료의 전체 약 17만 가구는 4개월 동안 조사되고, 이 4개월 동안 조
사된 차수를 한 차수(wave)라고 한다. 각각의 차수에 조사된 자료는 인도 인구
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조사 차수는 바로 이
전의 조사 차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어서, 각 가구는 평균적으로 4개월마
다 조사된다. 각 차수 안에서도 가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달도 고르게 잘 분포
되어 있다. 따라서 CPHS 자료는 각 달별 코호트의 정보가 4개월 단위로 제공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두 가지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취업상태, 고용형태, 직
3) CMIE 홈페이지, “Wave 22 delivers more data in spite of lockdowns”(검색일: 2022. 2. 17).

20

•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업은 개인 단위 조사자료를 사용하고, 가구 소득은 가구 단위 조사자료를 사용
했다. CPHS는 개인의 취업상태에 대해 조사한 달의 상태에 대해서만 물어보
기 때문에, 4개월마다의 고용상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봉쇄조치 전후의 개인
의 고용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12월, 그리고
봉쇄조치 시기인 2020년 4월, 봉쇄조치 후인 2020년 8월, 12월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먼저 개인의 취업상태(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를 보여주는 변수 중 개인
이 ‘실업상태, 일하기를 원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응답하였다면, 실업
자로 정의하고, ‘실업상태,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이나 ‘실업상태, 일하기를 원하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은 비경제활동인
구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로, 인도의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에는 고용형태
(employment arrangement) 변수가 있다. 이 변수는 각 개인을 ① 정규직
(permanent salaried) ② 임시직(temporary salaried) ③ 자영업(selfemployed) ④ 일용직(daily wage or causal)으로 나누고 있다. 이 변수를 사
용해 인도 노동시장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재정의하였다. 인도 노동시
장을 구분할 때 주로 공식(formal sector), 비공식(informal sector) 부문으
로 분류한다. 불규칙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인도의 경
제활동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분석이 인도 노동시
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서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다시 ① 공식 부문 노동자 ② 비공식 부문 노동자 ③ 자영업 노동자로 나누고
④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추가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여부와 고용형
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수행했다. [표 2-1]에 제시된 표
본 특징을 보면, 세 가지 고용형태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관련 자료와는 다르게,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료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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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가 4월에 조사를 받았다면 4월의 소득, 소
비 자료뿐만 아니라 3월, 2월, 1월의 자료도 조사하기 때문에, 각 가구의 소득
및 소비를 매달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을 분석할 때에는 월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2-1. 표본 특징
(단위: %)

구분

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

자영업

여성

27.18

29.75

11.20

도시

84.35

60.14

59.48

고등 교육 이상

55.40

21.96

28.08

취업

70.96

67.61

83.34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분석 방법
본 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노동시장
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이다. 특히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강력한 제한을
둔 봉쇄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크
게 위축되고 고용충격의 규모가 컸다.
본 장에서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
믹 및 1차 봉쇄조치로 인한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기 위해, 전체적인 고용충
격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및 이에 따른 소득 변화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 2020년
3월 25일에서 5월 31일까지 진행된 1차 봉쇄조치에 발생한 고용충격을 봉쇄조
치 시행 전후의 고용 상황을 비교하여 고용충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조치 시기에 기초하여 2020
년을 봉쇄조치 전 시기(1시기: 2019년 12월~2020년 1월), 봉쇄조치 시기(2시
기: 2020년 4~5월), 봉쇄조치 이후의 시기(3시기: 2020년 8~9월)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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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쇄조치의 고용충격을 보기 위해 1시기와 2시기를 비교하고, 봉쇄조치 해
제 이후의 회복 양상을 보기 위해 2시기와 3시기를 비교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고용충격의 전체적인 그림 이면에 있는 고용구조의 변화
를 살펴본다. 봉쇄조치로 인한 고용충격은 단순히 실직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가 변하고, 봉쇄조치 해제 이후에 원래의 고용형태로의
복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봉쇄조치가 고용 형태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예를 들어 기존 경기 침체 시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고용에 더 큰 변동성이
있다. 이는 남성이 경기에 더 민감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경기 침체에서는 여성의 고용이 남성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임시직과 서비스직에서 고용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용형태별 1인당 가구 소득이 봉쇄조치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당연히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더 취약할 것이
다. 이들은 공식 부문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사회적
보험 장치도 없으며, 경제봉쇄에 대응하여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
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고, 공식 부문
노동자들보다 저축도 적게 하고, 신용도도 낮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회복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체적으로 관찰
하고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충격이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고용형태, 직업군의 차이에서 오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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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가. 고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조치에 따른 전체적인 고용충격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 분석은 분석 표본을 봉쇄조치 전 시기(1시기)에 취업상태에 있고, 봉쇄조
치 시기(2시기)와 봉쇄조치 해제 시기(3시기)에 자료 조사에 응답을 한 개인으
로 제한하였다.4) 전체적인 고용충격을 분석하고 봉쇄조치 전후의 고용상태 이
행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분석 표본을 아래 [표 2-2]와 같이 네 개의 집단
으로 나누었다. 봉쇄조치 전 시기인 1시기에 취업상태에 있는 개인의 고용상태
가 2시기와 3시기에 변화할 수 있는 경로는 네 가지로 나뉜다. ‘영향 없음’ 집
단에는 2시기와 3시기에 모두 취업상태를 유지한 개인이 포함된다. ‘회복 못
함’ 집단에는 2시기와 3시기에 모두 실업상태인 개인이 포함된다. ‘회복’ 집단
에는 2시기에 실업하였으나, 3시기에 다시 취업상태로 복귀한 개인이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지연된 실직’ 집단에는 2시기에 취업상태를 유지하다 3시기에
실업상태로 전환된 개인을 포함한다.5)

4) 분석 표본을 봉쇄조치 전 시기에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배경에는, 고용시장의 전체적인 충
격 및 봉쇄조치 기간 전후의 이행경로를 보기 위함이다. 이 분석 표본에는 총 22,035명이 포함되어 있
으며, 도시 거주민의 비중은 약 66%, 여성의 비중은 약 10%,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
람의 비중은 약 32%이다.
5) Abraham, Basole, and Kesar(2021)에서 사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고용상태 이행경로 구분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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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봉쇄조치 전후의 고용상태 이행경로 구분
구분

1시기

2시기

3시기

영향 없음

취업

취업

취업

회복 못함

취업

실업

실업

회복

취업

실업

취업

지연된 실직

취업

취업

실업

주: 한 개인이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제한적 의미의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상태도 포함.
자료: Abraham, Basole, and Kesar(202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용이 크게 위축되었
으며, 고용충격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표 2-3]에 나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고용충격 결과를 보면, 표본 중 60.38%는 1시기, 2시기, 3시기
에 모두 취업상태인 ‘영향 없음’ 집단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본 중
25.47%는 봉쇄조치 기간 동안 실직을 하였으나, 봉쇄조치 해제 이후에 취업상
태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표본의 약 9.7%는 봉쇄조치 기간에 실직한
후 3시기에 다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인도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규
모의 고용충격을 가져왔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단순히 인도 노동시장의
계절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의 노동시장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노동시
장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시점(baseline)에 대한 분석을 동일하게 시행했다. 기
준시점은 앞서 정의된 코로나19 봉쇄 전후 시기의 정확히 1년 전 시점으로, 각
각 2018년 12월~2019년 1월, 2019년 4~5월, 2019년 8~9월이다. 기준시점
시기의 결과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의 부정
적 고용충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기준시점 시기의 결과를 보면, 전체 표
본의 약 90%는 1시기-2시기-3시기에서 고용상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약 60% 정도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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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실직 후에 다시 취업을 한 비중이 기준시점 시기에는 3.97%인 것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9.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된 실직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4.46%로 기준시점 기간의 3.74%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평균만 살펴본다면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준 이질적 충격을 간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남녀 간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
인다. 남성과 여성 모두 기준시점 기간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녀를 비교해보았을 때는 여성에게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봉쇄조치 기간 이전에 취업상태에 있던 남성
의 약 63%는 봉쇄조치 시기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상태에 있는 반면, 여성
의 경우에는 약 27%만이 동일한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
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봉쇄조
치 이전에 취업상태에 있던 개인이 봉쇄조치 시기에 실직한 이후에도 다시 취
업을 하지 못한 남성은 단 6.77%인 것에 비해 여성은 38.85%나 된다.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표 2-3. 코로나19의 고용충격
(단위: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구분
영향 없음

기준시점(baseline) 기간

전체

남성

여성

60.38

63.65

27.68

영향 없음

구분

전체

남성

여성

90.91

93.98

64.63

회복 못함

9.69

6.77

38.85

회복 못함

3.97

2.17

19.38

회복

25.47

25.82

21.95

회복

1.38

1.12

3.57

지연된 실직

4.46

3.75

11.52

지연된 실직

3.74

2.72

12.42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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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형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야기한 고용충격 이면의 인도 노동시
장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봉쇄조치를 거치면서 실직을 한 개인은 봉쇄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실직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다. 다시 취업을 했다면 거시적
인 지표인 실업률은 다시 정상화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봉쇄조치가 해제된 6월 이후에 고용상태는 코
로나19 봉쇄조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봉쇄조치 시기에 실
직을 하지 않았어도 고용형태가 변했을 수 있고, 실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라도
본래의 고용형태 혹은 직업군이 아닌 다른 직업군으로 했을 수도 있다. 특히 인
도의 고용형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으로의 이전이 있었다
면, 노동시장이 봉쇄조치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는 기존 법률 또는 규제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보수 혹은 비보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 비공식 노동자는 안정적
인 고용 계약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지 못
하는 가장 취약한 고용형태이다.
따라서 앞서 구분된 세 시기별로 고용형태별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봉쇄조치 전 시기(1시기: 2019년 12~2020년 1월)와 봉
쇄조치 시기(2시기: 2020년 4~5월)를 비교하여, 봉쇄조치가 고용형태별 구성
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고, 봉쇄조치가 해제된 이후의 시기(3시기: 2020년
8~9월)에는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제2장 코로나19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27

그림 2-3. 고용형태의 변화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1)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인한 충격
봉쇄조치 전 시기(1시기: 2019년 12~2020년 1월)와 봉쇄조치 시기(2시기:
2020년 4~5월)를 비교한 결과가 [표 2-4]와 [표 2-5]에 나타나 있다. [표 2-4]
는 1시기에서 2시기로 경제활동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매트릭
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전인 1시기에 취업상태에 있던 개인의 약
35%가 봉쇄조치가 시행된 2시기에 실직 상태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
었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 12월에서 2019년 4월의 전환상태가 5.3% 정도
인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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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고용상태의 변화(1시기~2시기)
(단위: %)

전체
구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64.09

15.41

20.49

실업

15.50

29.32

55.18

비경제활동인구

5.24

3.30

91.46

남성
구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67.03

16.24

16.73

실업

19.62

34.68

45.70

비경제활동인구

11.96

8.06

79.97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구분

취업

취업

36.95

7.80

55.25

실업

5.29

16.07

78.64

비경제활동인구

3.08

1.76

95.16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러한 변화 속에 누가 가장 많이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이 되었
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2-5]는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1시기에서 2시
기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매트릭스이다. 공식, 비공식, 자영업의 세 가지 고용형
태 중에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업자로의 전환 비중이 가장
높다. 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실업으로의 전환은 25.71%이고, 자영업자의 실업
으로의 전환은 28.06%인 것에 비해,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실업으로의 전환
은 50.24%에 다다른다. 1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노동자들의 실업으로
의 전환 비중이 각각 4.01%, 6.77%, 5.01%인 것으로 보아 봉쇄조치로 인한
고용충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6)

6) 2018년 12월, 2019년 1~4월, 5월의 고용형태 구성 변화를 보여주는 매트릭스는 부록 [표 1]에 정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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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자영업으로의 전환도 각각 23.65%,
20.1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상태를 유지한 노동자들이 본래
의 고용형태가 아닌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자영업자로의 변화가 코로나19가 야기한 특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표 2-4] 단순 고용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1시기 취업자 중 남성은 32.97%가 실업/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는데, 여성은 63.05%가 실업/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다. 고용형
태별 변화도 여성의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비공식 부문 여성 취업자
의 70.78%가 실직/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반면, 남성은 47.12%만이 전환
되었다. 공식 부문 취업자와 자영업자의 실직/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은 여
성이 각각 56.03%, 55.23%로, 남성은 22.38%, 25.93%로 여성이 훨씬 더 높
게 나타났다.
또한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자영업으로의 전환도 남성에게서 훨씬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공식 부문-자영업 전환 비중이 25.92%인
것에 비해, 여성은 3.13%이고, 남성의 비공식-자영업 전환 비중이 22.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6.52%이다.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자영업자로의 전환은 남
성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고용형태의 구성 변화(1시기~2시기)
(단위: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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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41.37

9.26

23.65

25.71

비공식

5.03

24.54

20.18

50.24

자영업

6.31

8.40

57.23

28.06

실업

0.85

1.96

3.05

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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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단위: %)

남성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42.29

9.42

25.92

22.38

비공식

5.53

25.09

22.26

47.12

자영업

6.69

8.45

58.93

25.93

실업

1.68

3.95

7.31

87.05

여성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33.04

7.81

3.13

56.03

비공식

1.76

20.94

6.52

70.78

자영업

1.44

7.86

35.47

55.23

실업

0.53

1.19

1.41

96.88

주: 한 개인이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제한적 의미의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상태도 포함.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 이후의 회복
6월에 인도정부는 57일간 진행된 봉쇄조치를 해제했다. 앞의 [그림 2-3]에
서 볼 수 있듯이, 봉쇄조치가 해제된 6월 이후에 고용상태는 코로나19 봉쇄조
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듯 보인다. 봉쇄조치가 해제된 후 인도 노동시장이 어
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2시기와 3시기의 취업상태와 고용구조를
비교하였다. 먼저 [표 2-6]에 제시된 취업상태를 보면, 2시기에 취업상태에 있
던 노동자의 약 13%가 3시기에는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다. 이
는 1시기에 취업상태에 있던 노동자의 35.9%가 2시기에는 실업 혹은 비경제
활동인구로 전환된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적은 수치이다. 또한 실업에서 취업
상태로 전환된 비중이 약 62%에 이르는 것은 노동시장이 봉쇄조치 해제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시으로 나타났다. 남성
은 단 9%가 3시기에 실업으로 전환된 반면, 여성은 48%나 실업으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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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남녀 둘 다 1시기~2시기 전환 비중보다는 작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
를 비교해보았을 때,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큰 고용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실업에서 취업상태로 전환된 비중도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크
다. 남성은 약 68%가 실업에서 취업상태로 전환된 반면, 여성은 약 20% 정도
만 취업상태로 전환되었다. 봉쇄조치로 인한 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그
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

표 2-6. 회복시기의 고용상태 변화(2시기~3시기)
(단위: %)

전체
구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실업

86.94

3.00

10.07

61.73

15.82

22.45

비경제활동인구

10.81

3.26

85.93

구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취업

90.47

3.02

6.50

실업

68.01

15.37

16.62

비경제활동인구

27.44

6.89

65.67

구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51.48

2.72

45.80

실업

20.03

18.77

61.21

비경제활동인구

3.72

1.71

94.57

여성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러나 이러한 회복 이면에 고용형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분
석을 추가적으로 하여 고용형태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2-7]에 나타난 2시기~3시기 고용형태 변화 매트릭스를 보면, 봉쇄조치 시
기에도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많은 고용형태가 자영업으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시기에 실업상태였던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봉쇄조치 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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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또는 비공식 부문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자영업으로의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봉쇄조치 시기에
대폭으로 늘어난 자영업자의 비중이 봉쇄조치가 해제되고 난 뒤에도 봉쇄조치
이전보다는 늘어난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실업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았고, 취업자 중에서도 남성은 자영업으
로의 전환이 두드러진 반면, 여성은 오히려 비공식 부문으로의 전환이 더 비중
이 컸다.

표 2-7. 고용형태의 변화(2시기~3시기)
(단위: %)

전체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45.79

15.16

27.90

11.14

비공식

6.20

50.25

26.41

17.14

자영업

7.88

15.01

65.39

11.72

실업

1.46

8.77

7.65

82.12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남성
공식

46.61

15.69

30.36

7.33

비공식

6.59

52.20

29.34

11.88

자영업

8.35

15.37

67.37

8.91

실업

3.25

19.51

17.79

59.44

여성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37.86

10.00

3.93

48.21

비공식

3.98

39.20

9.80

47.01

자영업

1.56

10.09

38.78

49.57

실업

0.38

2.32

1.56

95.75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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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회복시기의 고용형태 변화(취업자만)
(단위: %)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소득
코로나19가 가져온 고용충격으로 인해 인도 노동자들은 소득의 감소를 경험
했다. 이에 이번에는 봉쇄조치가 가져온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
나19 팬데믹 시기의 1인당 가구 소득의 변화는 취업률의 변화 추세를 반영한
다. [그림 2-5]는 1인당 가구 소득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구주의 2019년
12월 고용형태에 따라 가구를 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 자영업 가구로 분류하
고,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각 월별 1인당 평균 소득을 추정했다. 코
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이후의 고용형태별 이질적인 소득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 2020년 2월(코로나19 봉쇄조치 직전 달)의 1인당 평균 소득을 100으로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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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조치 기간이었던 2020년 4월과 5월에 공식, 비공식, 자영업 부문의
고용형태의 평균 1인당 가구 소득이 급감했다. 특히 비공식 부문 종사 가구는
2020년 2월 대비 약 8% 정도 소득이 감소할 정도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소
득은 2020년 6월 이후 봉쇄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공식 부문
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도 봉쇄조치 기간에 줄어들었으나, 비공식 부문 종사
가구의 소득보다는 감소폭이 작다. 다른 특징으로는 봉쇄조치 해제 이후에 비
공식 부문 종사 가구의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빠르게 봉쇄조치 이전으로 회
복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존재하던 공식-비공식 부문의 임금 차
이가 봉쇄조치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5. 고용형태별 1인당 가구 평균 소득 변화 추이(2019년 1월~2021년 7월)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5]가 가구를 세 가지 고용형태로 구분하여 임금 추이를 그린 것이라
면, [그림 2-6]은 CPHS에서 제공하는 가구별 직업군을 사용하여 임금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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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것이다. CPHS는 각 가구를 20여 가지의 직업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4개의 광범위한 직업군으로(사업가, 임금 근로자, 농업 종사자, 그리
고 비공식 부문 종사자)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를 이용해서 1인당 평균 소득
추이를 다시 그려보면, 앞의 그래프와 다른 점이 있다. 이 새로운 분류에서는
농업 종사자의 소득 변화가 코로나 봉쇄조치 시점에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업 종사자 범주에는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직화된 농부
(organized farmers)가 대부분인데, 이 농부들은 전체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봉쇄조치와 상관없이 소득의 변화가 계절성을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7)

그림 2-6. 직업군별 1인당 가구 평균 소득 변화 추이(2019년 1월~2021년 7월)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7) [부록 그림 1]에 표준화(normalize) 하지 않은 그래프를 보면, 농업 소득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계절
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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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2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
본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인도의 2021년 2차 대유행에 대한 분석도 하고자
한다. 인도는 2021년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2
차 대유행을 겪었다. 2차 대유행은 2020년 인도가 겪었던 1차 대유행보다 일
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컸다. 이에 인도정부는 다시 봉쇄조치를 시행했
는데, 4월부터 6월 초까지 주별로 다른 수준의 봉쇄조치를 시행했다. 2020년
에 진행된 1차 봉쇄조치보다는 제한 수준이 적은 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 1차 봉쇄조치와 비슷한 수준의 제한을 하였다.8)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21년을 2차 봉쇄조치 전 시기(1시기: 2020년 12~2021년 1월), 봉쇄조치
시기(2시기: 2021년 4~5월), 봉쇄조치 이후의 시기(3시기: 2021년 8~9월)로
구분하여 2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봉쇄조치가 인도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이 1차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논
의하고자 한다.
[표 2-8]에 따르면 2021년 1기에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2기에도 고
용형태와 상관없이 대부분 원래의 고용형태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87.35%의
공식 부문 노동자, 78.03%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 84.52%의 자영업자가 2차
봉쇄조치 시기에도 같은 고용형태에 종사하였다. 이는 앞선 1차 대유행으로 인
한 봉쇄조치의 영향과 비교해보았을 때 고용충격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로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다른 고용형
태 노동자에 비해 실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8) 노윤재, 김민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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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봉쇄조치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이전과 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여전히 차이는 존재하는데, 여성은 2차 봉쇄조치 시기에 남성보
다 훨씬 많이 실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2
차 봉쇄조치 시기에 실직을 많이 하였다.

표 2-8. 2차 봉쇄조치(1시기~2시기)
(단위: %)

전체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87.35

2.52

5.74

4.40

비공식

2.03

78.03

9.71

10.23

자영업

2.29

7.95

84.52

5.24

실업

0.27

1.48

1.25

97.00
실업

남성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공식

87.88

2.51

5.98

3.64

비공식

2.10

78.89

10.38

8.63

자영업

2.38

7.95

85.37

4.30

실업

0.59

3.19

2.79

93.43

여성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80.45

2.65

2.65

14.26

비공식

1.41

70.70

3.99

23.90

자영업

0.82

7.87

69.08

22.23

실업

0.13

0.73

0.57

98.58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회복기에도 1차 봉쇄조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미 2차 봉쇄조치로 인
한 고용충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기에도 대다수의 노동자가 원래의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봉쇄조치에서 실직을 했던 노동자들이 회
복기에 비공식 부문으로의 복귀를 한 것은 1차 봉쇄조치와는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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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차 봉쇄조치(2시기~3시기)
(단위: %)

전체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공식

91.06

3.46

2.83

실업
2.65

비공식

1.44

85.11

8.39

5.06

자영업

1.53

6.47

88.43

3.56

실업

0.39

2.21

1.30

96.10

남성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91.58

3.47

3.00

1.95

비공식

1.45

86.10

8.95

3.50

자영업

1.59

6.54

89.19

2.69

실업

0.96

5.44

3.31

90.29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여성
공식

84.20

3.33

0.62

11.85

비공식

1.34

76.91

3.84

17.92

자영업

0.61

5.39

75.30

18.70

실업

0.13

0.69

0.36

98.82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소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
계경제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을 받았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나라 중에 하나이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완화 과정에 기초하여 2020년을 세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취업상태, 고용형태, 그리고 소득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소득, 직업,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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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등의 개인 특성별로 나타난 고용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시
기에 발생한 고용충격의 특징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고용구조 변화를 가
늠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시기에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충격이 차별적이었으며,
특히 여성과 비공식 부문 종사자에게 고용충격이 더욱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실직 비중이 높았고, 이는 소득의 대폭 감소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실직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차별적인 고용충격은 경기 회복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
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회복기에도 공식 부문이 아닌 자영업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회복기에도 재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지표로만 보면, 인도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도의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봉쇄조치 해제 이후에 회복이 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표는 회복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고용 구조나 형
태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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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코로나19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

1. 배경 및 분석 방법
2.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3. 세부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4. 소결

1. 배경 및 분석 방법
가.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에 비해서 비대면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
한 개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양적완화 조치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 급등을 통한 소득계층 간 불평등 확
대로 이어졌다. 인도의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
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가 인도 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 중 소비지출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하겠다.
경제 주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은 소비지출에 반영
된다. 가계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하거나 향후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면, 예비 저축을 늘리고 소비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은 가계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각 개인의 소비는 소득과 자산 규모에 의해 결정됨을 감안하면,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추이 분석을 통해 한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CMIE 데이터는 인도의 소비행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 식료품비,
전기료, 교통비, 교육비, 건강 관련 소비지출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소득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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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소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
행하고 있다.
CMIE 데이터는 2011년 인구조사(Census)에 근거하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 방법에 의하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각각
64.5%와 35.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CMIE
데이터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 표본 결과와 도시 지역 결과가 유사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거주 지역(도시, 농촌)에 따라 소비 양상이 다른 경
우 그 결과도 함께 제시하겠다.

표 3-1. 봉쇄조치 전후 인도의 실업률(2020년 2월~2021년 7월)
(단위: %)

20/2

20/3

20/4

20/5

20/6

20/7

21/3

21/4

21/5

21/6

21/7

7.8

8.8

23.5

21.7

10.2

7.4

7.5

8.0

11.6

9.2

7.0

자료: Center for Monitoring the Indian Economy Pvt. Ltd., https://unemploymentinindia.cmie.com/(검색일:
2022. 2. 3).

소득 분위는 인도의 봉쇄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0년 2월과 2021년 2
월을 기준으로 4개 분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소득 분위에 근거하여
2019년 8월~2020년 8월(2020년 2월 기준)과 2020년 9월~2021년 7월
(2021년 2월 기준)을 각각 살펴본다. CMIE의 실업률 통계에 의하면 2020년
4월 인도의 실업률은 23.5%로 전월의 8.8%에서 급격히 상승했으며, 2021년
5월의 실업률도 전월대비 3.6%p 증가했다.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했던 시
점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설정한다면 기존의 소득 분위와 괴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봉쇄조치가 실시되기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나누었다. 또
한 2019년 8월~2020년 8월 기간과 2020년 9월~2021년 7월 기간을 살펴봄
으로써 계절성(Seasonality)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제3장 코로나19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

•

43

표 3-2. 소득 분위와 지역에 따른 소득
(단위: 루피)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19/8~20/8

19/8~20/8

19/8~20/8

20/9~21/7

(기준: 20/1)

(기준: 20/2)

(기준: 20/8)

(기준: 21/2)

도시 지역

38,274

39,864

41,715

43,448

농촌 지역

49,171

48,337

54,851

52,173

전체 지역

43,871

44,219

48,557

47,961

도시 지역

53,605

53,571

56,870

48,543

농촌 지역

50,885

51,212

52,828

45,568

전체 지역

52,716

52,812

55,687

47,702

도시 지역

76,469

75,542

79,251

66,034

농촌 지역

69,462

68,529

69,415

57,201

전체 지역

74,548

73,628

76,851

63,808

도시 지역

152,713

148,578

149,805

132,205

농촌 지역

111,752

109,563

105,370

87,138

전체 지역

144,378

140,452

142,451

124,047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2]는 소득 분위와 지역에 따른 2019년 8월~2020년 8월과 2020년
9월 ~2021년 7월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 분위 구분은 도
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 구분을 하고 있다. 2020년 봉쇄조치 분석에서 활용할 소득 분위 기준시점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2019년 8월~2020년 8월 소득을 합산하면 도시 지
역의 소득 분위별 소득 차이가 농촌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 봉쇄조치 분석에서 활용할 소득 분위 기준시점(2021년 2월)으로
2020년 9월~2021년 7월 소득을 합산하면 농촌 지역 소득 1분위의 소득이 소
득 2분위보다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20년 8월 소득 기준
으로 2019년 8월~2020년 8월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며,
2020년 1월 소득 기준의 경우 농촌 지역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 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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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소득 규모 차이가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지 않지
만,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소득이 계절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따
라서 농촌 지역의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소득지출 추이를 해석함에 있어
서 주의가 요구된다.
CMIE 데이터는 가구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9)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을 가구원 수로 나눈 수치를 분석했다. 가구원
수 고려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는 비슷하며, 구체적인 수치
를 통한 비교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
원이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당 월평
균 지출 추이를 보여줄 것이다.

2.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그림 3-1]의 왼쪽 그림은 2020년 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4분위로 구분하
고, 각 분위별 가구의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1]의 오른쪽 그림은 2021년 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동
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그림 3-1]의 왼쪽 그림을 살펴보면, 소득 3
분위 이하 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2019년 11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한 인도 비은행 금융회사(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금융 경색과 민간소비 위축이
반영된 결과이다. 금융 경색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소득 4분위 가구
는 소비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9)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 8~10인, 11~15인, 15인 이상 가구원 수를 구분하였다. 각각의 경우 가구
원 수를 8인, 11인, 15인으로 가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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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소득 분위별 월평균 지출(2019년 8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2019년 8월~2020년 8월>

<2020년 9월~2021년 7월>

주: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소득 분위는 각각 2020년 2월과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9년 10월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하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의 일시적 증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가구 지출 확대보다는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Diwali)가 해당 월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
한 일시적 지출 증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11월 지출 추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10)
2020년 봉쇄조치 시작이 3월 25일이었음을 감안하여 봉쇄조치로 인한 지
출 추이 분석에서는 2020년 2월과 4월의 지출 변화를 비교하겠다. 2020년 2
월 대비 4월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감소율은 소득 분위별로 28.9%(소득 1분
위)~43.8%(소득 4분위)로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지출 감소가 크게 발생했다.
또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2020년 2월 대비 4월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감소율
이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지출 감소 여력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

10) 디왈리 축제는 2019년 10월 27일, 2020년 11월 14일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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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봉쇄조치 이후 지출 회복 추이 분석에서는 봉쇄조치로 인한 지출 감
소와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2020년 4월과 봉쇄조치의 영향이 없는 2020년 6
월의 지출 변화를 비교하겠다. 2020년 4월 대비 6월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 증
가율은 소득 분위별로 29.6%(소득 4분위)~40.6%(소득 2분위)로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 1, 2분위 가구가 소득 3, 4분위 가구에 비
해서 2020년 4월 대비 6월 가구당 월평균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코로나19와 봉쇄조치 상황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고용 상황 속에서
최대한 지출 규모를 줄였던 저소득층이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필수
적인 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규모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1]의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2021년 봉쇄조치 시기의 지출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2021년 3월 대비 5월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감소율은 1.0%
(소득 1분위)~8.6%(소득 4분위)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감소율이 높게 나타
났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지출 감소 여력이 높다는 점은 2020년 봉쇄조치
시기와 동일하게 해석 가능하다. 2021년 봉쇄조치의 강도가 2020년 봉쇄조치
에 비해서 낮았으며, 봉쇄조치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도 2021년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2021년 봉쇄조치로 인한 가구 지출 감소가 크지
않았다.
2020년 봉쇄조치 전후의 소비지출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겠다. 도시 지역
의 소득 분위별 2020년 2월 대비 4월 지출 감소율은 31.2%(소득 1분위)~
45.0%(소득 4분위), 농촌 지역은 26.8%(소득 1분위)~39.6%(소득 4분위)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의 2020년 4월 대비 6월 지출 증가율은 30.6%(소득
4분위)~46.8%(소득 1분위)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
났다. 농촌 지역은 22.4%(소득 4분위)~34.4%(소득 2분위)의 지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소득 1분위 가구는 소득 2분위와 비슷한 33.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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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별 월평균 지출(2019년 8월~2020년 8월)
(단위: 루피)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주: 소득 분위는 2020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서 봉쇄조치 시기에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
났으며, 봉쇄조치 이후 지출 증가율도 크게 나타났다. 앞서 소득 분위별 분석에
서 봉쇄조치로 인해서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던 소득 4분위의 지출 증가율
이 작게 나타났던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봉쇄조치
로 인해서 고용 안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도시 지역의 지출 변동이 크게 일어났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소득 3분위와 소득 4
분위의 지출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고소득층일수록 지출 감소 여력이 높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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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역별 월평균 지출(2020년 9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주: 소득 분위는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21년 봉쇄조치 상황을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소득 3, 4분위 가구의 2021
년 3월 대비 5월 지출 감소율은 각각 7.0%, 9.0%를 기록했으며, 농촌 지역의
수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소득 4
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 분위에서 2021년 6월 지출이 2021년 4월 지
출보다 많았다. 2021년 봉쇄조치 전후를 비교하면 거주 지역에 따른 지출 추이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4]는 앞서 살펴본 [그림 3-1]에서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
당 월평균 지출 추이를 보여준다. 가구원 수 고려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봉쇄조치 전후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은 구체적인 수치로 가구원 수 고려 여부가 월평균 지출 변화
율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장에서 분석 기간으로 주요하게 다
루고 있는 2020년 2월 대비 2020년 4월과 2020년 4월 대비 2020년 6월의
지출 변화율을 살피고 있다. [표 3-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 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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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해당 시기의 월평균 지출 변화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정 수치
가 과소 혹은 과대 계산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후술하게 될 세부 품목별 가구
당 월평균 지출 분석에서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수치를 활용하겠다.
그림 3-4.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월평균 지출
(단위: 루피)

<2019년 8월~2020년 8월>

<2020년 9월~2021년 7월>

주: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소득 분위는 각각 2020년 2월과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3. 가구원 수 고려 여부에 따른 월평균 지출 비교
(단위: 루피, %)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가구원 수를 고려한 경우
20/2
2,283
(-28.9)
2,846
(-33.1)
3,726
(-37.7)
5,847
(-43.8)

20/4
1,622
1,905
2,321
3,283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20/6

20/2

2,258

8,555

(39.2)

(-27.8)

2,680

10,673

(40.6)

(-33.0)

3,171

13,030

(36.7)

(-38.3)

4,254

19,419

(29.6)

(-44.4)

주: 1) 2020년 2월 괄호의 수치는 2020년 2월 대비 4월의 월평균 지출 변화율임.
2) 2020년 6월 괄호의 수치는 2020년 4월 대비 6월의 월평균 지출 변화율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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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6,177
7,147
8,035
10,800

20/6
8,616
(39.5)
9,966
(39.5)
11,048
(37.5)
13,867
(28.4)

3. 세부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본 절에서는 세부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을 통해서 소득 분위
와 지역별로 특징적인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림 3-5]는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비 지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
은 2019년 10월 이후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서 언급한 인
도의 2019년 민간소비 위축이 반영된 현상이며, 후술할 세부 품목별 지출 추이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020년 2월 대비 4월 식료품비 지출 감소율은 12.8%(소득 1분위)~22.4%
(소득 4분위)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난다. 소득 4분
위의 2021년 3월 대비 5월 식료품비 지출 감소율은 2.9%를 기록하며, 다른 소
득 분위에 비해서 지출 감소율이 높았지만, 2020년 봉쇄조치에 비해서는 그 수
치는 크지 않다.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지출 감소는 영양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일시적인 영양 섭취 부족으로도 만성적인 건
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영양 섭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8월~2020년 8월(2020년 2월 기준)과 2020년 9월~2021년 7월
(2021년 2월 기준)의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을 비교하면 2020년 2월 기준이
소득 분위별로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식
료품비 지출 추이는 [표 3-2]에서 살펴보았듯이 2019년 8월~2020년 8월 기
간의 소득 분위별 소득 차이가 2020년 9월~2021년 7월 기간보다 더 크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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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2019년 8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2019년 8월~2020년 8월>

<2020년 9월~2021년 7월>

주: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소득 분위는 각각 2020년 2월과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20년 4월 대비 6월 식료품비 지출 증가율은 11.7%(소득 4분위)~21.6%
(소득 1분위)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지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2020년 2월과 6월의 식료품비 지출을 비교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식료품비 지출은 봉쇄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소득 1분위 가구는 상대
적으로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여력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식료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필수재인 식료품 지출을 우선적으
로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을 보면 도시 지역의 2020년 2월 대비 4월 식료품비 지출 감소율
은 16.7%(소득 1분위)~23.3%(소득 4분위), 농촌 지역은 9.2%(소득 1분위)~
19.7%(소득 4분위)를 기록했다. 두 지역 모두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의 2020년 4월 대비 6월 지출 증
가율은 12.5%(소득 4분위)~28.2%(소득 1분위), 농촌 지역은 7.0%(소득 4분
위)~16.7%(소득 2분위)이다.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식료품비 지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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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쇄조치 전후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2020년 봉쇄조치 당시에 농촌 지역
의 월평균 지출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3-6. 지역별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2019년 8월~2020년 8월)
(단위: 루피)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주: 소득 분위는 2020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4]를 살펴보면 2020년 봉쇄조치는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월평균 지출 대비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서 다른 지출 품목에 비해서 생존에 필수적인 식료품비 감소는 경제
위축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가구당 월평균 지출 대비 월평균 식료품비
(단위: %)

구분
소득
소득
소득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0/2
52.1
49.4
46.1
37.5

도시 지역
20/4
63.0
61.6
59.6
52.3

20/6
55.0
52.7
50.3
45.1

20/2
50.1
50.6
47.9
42.4

농촌 지역
20/4
62.1
62.3
61.0
56.4

20/6
54.3
54.1
52.8
49.3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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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월평균 전기료 지출(2019년 8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2019년 8월~2020년 8월>

<2020년 9월~2021년 7월>

주: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소득 분위는 각각 2020년 2월과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인도의 월평균 전기료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2월 대비 4월 전기료
지출 감소율은 20.4%(소득 1분위)~30.0%(소득 4분위)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
록 전기료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020년 6월의 전기료 지출은 봉쇄조
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 2월보다 많았다. 본 장에서 분석하는 세부 품목 중
에 전기료 지출이 가장 빠르게 봉쇄조치 이전의 지출 규모를 회복한 지출 항목
이다.
봉쇄조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구의 전
기료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봉쇄조치의 경우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전기료 지출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인도의 2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0년 봉쇄조치가 가정의 전기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Pathak
et al.(2020)은 이동제한 조치로 에어컨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점, 에어컨
사용 최소화 권고 조치, 소득 감소분으로 인한 전기 사용 자제가 전기 소비 감
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1년 봉쇄조치에도 각 소득 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 지출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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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았다. 2021년 3월 대비 5월의 전기료 지출은 감소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4월 대비 5월의 전기료 지출은 소득 3분위는 5.7%, 소득 4분위
는 9.1%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봉쇄조치 상황에서 각 가정이 필수
재인 전기료 지출을 감소해야 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은 겪지 않았음을 추론
할 수 있다.
교통비의 경우 지역별로 2020년 봉쇄조치 이후 지출 추이가 확연하게 다르
게 나타나므로 지역별 교통비 지출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분위와 지역에 상관없이 2020년 4월 봉쇄조치는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2020년 봉쇄조치 시행 이전에는 소득 분위
가 높을수록 교통비 지출이 많았으며, 소득 분위에 따른 교통비 지출 차이는 도
시 지역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은 2020년 봉쇄조치 이
후 소득 1분위를 제외하고 소득 분위별 교통비 지출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8. 지역별 월평균 교통비 지출(2019년 8월~2020년 8월)
(단위: 루피)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주: 소득 분위는 2020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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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를 살펴보면 2021년 5월 봉쇄조치로 인해서 각 지역과 소득 분위
의 교통비 지출이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봉쇄조치와 같은 급격한 감소 양상
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득 분위별 교통
비 지출 양상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지역은 소득 1분위의 교통비
지출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8]의 2020년 8월 도시 지
역 교통비 지출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림 3-8]과 [그림 3-9]의 소득 분위 구
분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 8월과 9월에 급격하게 교통비 지출
추이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림 3-9. 지역별 월평균 교통비 지출(2020년 9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도시 지역>

주: 소득 분위는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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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표 3-5. 지역별 월평균 교통비 지출(2020년 1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구분

20/1

20/4

20/7

20/10

21/1

21/4

21/7

소득 1분위

53

2

33

42

88

79

99

도시

소득 2분위

86

2

50

61

74

71

79

지역

소득 3분위

120

5

62

82

84

74

83

소득 4분위

165

6

66

92

90

77

87

소득 1분위

52

2

25

43

60

53

63

농촌

소득 2분위

81

2

44

61

65

61

71

지역

소득 3분위

106

4

55

75

71

60

68

소득 4분위

124

5

63

61

68

44

69

주: 소득 분위는 해당 월이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소득 분위의 결정시점을 2021년 2월로 설정한 것이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교통비 지출이 많았던 추이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5]는
소득 분위 구분을 해당 월로 설정하고 지역과 소득 분위별 교통비 지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 지역의 2021년 1월 소득 1분위의 교통비 지출은 소득 4
분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2021년 4월과 7월에는 교통비 지출이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서 많았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도 2020년 10월 이후부터 소
득 분위와 교통비 지출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9]와 [표 3-5]의 결과를 보면 소득 분위 기준 설정에 의해서 소득 분위와 지
역별 교통비 지출액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함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득 분위별 교통비 지출 양상이 변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의 대중교통을
활용한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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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월평균 교육비 지출(2019년 8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2019년 8월~2020년 8월>

<2020년 9월~2021년 7월>

주: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소득 분위는 각각 2020년 2월과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간에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당 월평균 교육
비가 높았다. 특히 소득 4분위의 교육비 지출이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 2020년 봉쇄조치로 인해서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가구당 교육
비 지출이 급감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구당 교통비 지출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서 인도의 교육활동이 전면 중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7월 소득 3, 4분위의 교육비 지출이 전월대비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기가 시작하는 여름에 일시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소득 분위와 다르게 소득 4분위의 경우 2021년의 교육비
지출 규모가 완연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비 지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교육비 지출을 회복하지 못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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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지역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2019년 8월~2020년 8월)
(단위: 루피)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주: 소득 분위는 2020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1]의 2019년 8월~2020년 8월의 지역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을 살
펴보겠다. 2020년 봉쇄조치는 거주 지역과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으며, 봉쇄조치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소득 4분위 가구
와 다른 소득 분위 간의 교육비 지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 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3-12]를 보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소득 1분위 가구는 2020년 9월
이후에도 교육비 증가 규모가 크지 않다. 반면 소득 2분위 가구와 소득 3분위
가구는 교육비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월~2021년
7월 기간에 도시 지역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소득 차이가 약 5,000루피,
도시 지역 소득 2분위와 소득 3분위의 1만 7,500루피였음을 감안하면, 교육비
지출 증가를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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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지역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2020년 9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주: 소득 분위는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9년 8월~2020년 8월의 건강비11) 지출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당
월평균 건강비 지출이 높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러한 건강
비 지출 추이는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2020년 9월~
2021년 7월의 기간을 살펴보면 소득 4분위의 건강비 지출이 가장 높았으며,
2021년 5월부터 소득 1분위의 건강비 지출이 소득 4분위 다음을 차지했다. 이
러한 결과는 건강비 관련 지출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많다는 일반적인 상식
과 배치된다.

11) CPHS는 “Monthly household expenditure on health”라는 건강 관련 지출 변수를 수집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비로 통일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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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월평균 건강비 지출(2019년 8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2019년 8월~2020년 8월>

<2020년 9월~2021년 7월>

주: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소득 분위는 각각 2020년 2월과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도시 지역의 월평균 건강비 지출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건강비 지출이 소
득 2, 3분위보다 높다. 농촌 지역의 경우 소득 4분위를 제외하고는 소득 분위
에 따라 건강비 지출 추이가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저소득층이 소
득 수준에 비해서 건강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된 양상은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
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보건, 위생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의료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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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지역별 월평균 건강비 지출(2020년 9월~2021년 7월)
(단위: 루피)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주: 소득 분위는 2021년 2월 기준임.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소결
본 장에서는 코로나19가 인도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지역별, 소득 분위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 1차 봉쇄조치 전후의 소비지출 변화는
2021년 2차 봉쇄조치 시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인도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2020년 1차 봉쇄조치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제 이후에는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가구당 월평균 지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2차 봉쇄조치 시행 전후에도 규모는 작지만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0년 봉쇄
조치 상황에서 식료품비, 전기료와 같은 필수재의 지출 감소율은 전체 지출 감
소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지출 감소율이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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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 추이 양상은 인간의 삶의 영위에 반
드시 필요한 필수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본 장에서는 봉쇄조치 전후의 세부 품목별 지출 추이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
다. 필수재인 식료품비와 전기료의 경우 1차 봉쇄조치 전후 지출 감소가 봉쇄
조치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비, 교통비 지출 항
목의 경우 2020년 1차 봉쇄조치로 인한 지출 감소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크
게 나타난 품목이다. 이는 이동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2020년 봉쇄조치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가구당 교통비, 건강비 지출이 높았던 소비행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
지되지 않고 있음을 도시 지역 1분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재가 아
닌 품목의 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인의 지출 양상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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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환경 등
에 전례 없이 큰 변화를 일으켰다. 몇몇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봉쇄조치를 시행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유발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세
계 각국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은 2021
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정례회의
이후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를 실시하여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응
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시행했다. 봉
쇄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민간소비 위
축을 포함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
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2020년 초에 시행했다. 인도는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2020년 4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14.7%p 상승하였으며, 2020년 5월 대비 6월
의 실업률은 11.5%p 하락했다. 2020년 봉쇄조치에 비해서 비교적 완화된 형
태의 봉쇄조치를 시행한 2021년의 경우에도 2021년 4월 대비 5월 실업률은
3.6%p 상승했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가장 큰 변동을
겪은 국가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인도의 봉쇄조치 정책이 인도의 노동시
장과 소비지출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정책이 인도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도의 노동시장
에 성별, 고용형태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주었다. 2020년 봉쇄조치로 인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노동시장에 더 쉽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봉쇄조
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 부
문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실직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도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고용 보험, 기업 차원의 안전망과 같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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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
로 나타난다.
코로나19는 인도 가구의 소비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봉쇄
조치 기간에는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 지출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건강비가 높았
던 소비행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
다. 일반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건강비 지출이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저
소득층의 건강비 지출 상승은 해당 소득계층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소
득층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강력한 봉쇄
조치로 인한 대규모 실업 증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경기 침체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 상황을 제공해주었
다. 본 연구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두 차례 봉쇄조치를 실시한 인도의 노동시장
과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와 봉쇄조치로 인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두 차례 봉쇄조치는 실
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억제 정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러한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인도는 2022년 3월 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
로 4,000명 이하를 기록했지만, 3차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1월 일일 신
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급격
하게 변화하며 예측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
산을 예방하기 위해 인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로서의 성격보다
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봉쇄조치가 개별 집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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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
로 하고 있지만,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한국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2020년과 2021
년 인도에서 시행한 봉쇄조치가 정책적으로 성공한 정책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는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확산이 어떤 양상을 보
였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양상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
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유발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
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양상과
규모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줄 것인
지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도에서 시행했던
봉쇄조치와 급격한 실업률 상승은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
는 현상이다.
한국정부는 2017년부터 신남방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협력 수요
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1월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신남방정책플
러스는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인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코로나19 이후 인도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서 인도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 본 연구가 향후 인도와의 보건의료 협력, 나아가 인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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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고용형태의 구성 변화(2018년 12월, 2019년 1월~2019년 4월, 5월)
(단위: %)

전체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85.03

3.46

7.49

4.01

비공식

1.74

78.64

12.85

6.77

자영업

2.37

9.32

83.30

5.01

실업

0.40

1.85

1.46

96.29

자영업

실업

남성
구분

공식

비공식

공식

86.04

3.47

8.10

2.39

비공식

1.83

80.19

14.14

3.85

자영업

2.43

9.38

84.80

3.39

실업

0.91

4.36

3.87

90.87

여성
구분

공식

비공식

자영업

실업

공식

76.44

3.35

2.28

17.94

비공식

1.21

69.56

5.34

23.90

자영업

1.58

8.51

63.89

26.01

실업

0.21

0.92

0.58

98.29

주: 한 개인이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제한적 의미의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상태도 포함.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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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1인당 가구 평균 소득 변화 추이(2019년 1월~2021년 7월)

자료: CPH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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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India

Yoon Jae Ro and Seung Jin Cho

The Covid-19 pandemic led to significant reductions in economic
activity across the world. In India,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created unprecedented disruptions in the labor market including
employment loss and a decline in incomes. Furthermore, the
Covid-19 pandemic is having unequal impacts on the consumption
of Indian household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ndian households. We examine the impact of lockdown
measures that India imposed during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the
pandemic. The first lockdown in India was from March 25th, 2020,
to May 31st, 2020, which was considered the longest lockdow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second lockdown was from
April to June 2021. We focus on the differential impact of these
shocks on employment, income, and consumption, using data from
a large household panel survey.
Firstly, we observe large and heterogeneous reductions in
employment and income in formal and informal segme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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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in India. Informal wage workers were significantly
more vulnerable to the loss of employment than formal workers
during the lockdown. Furthermore, income declined significantly
more for the households of the informal wage worker. There was a
differential impact of the shocks on labor market outcomes for male
and female workers. We find that women were more likely to lose
employment during the lockdown, and more likely to not return to
work subsequently post the lockdown relative to men.
Second, we document the impacts of the lockdown on household
consumption. We find that consumption decreased the most for the
households with initially higher pre-pandemic income. Also, this
group has the slowest recovery rate to the pre-pandemic
consumption level. For all households, the consumption of food and
fuel dropped less than the consumption of durables.
When the labor market fluctuates rapidly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the harm is relatively concentrated on the low-income
and vulnerable groups. This study shows the Covid-19 pandemic
caused great economic damage to women and informal workers,
who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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