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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 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이순철 송영철

인도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소득증대와 함께 날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인도 경제 전체 GDP 대비 6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타 산업에 대한 생산요소로도 활용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인도 서비스 수출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1970/71년 14.4%에서 2007/08년 65%로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인
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
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의 국가별 인적자원 및 교육수준 비교 결과, 인도의 과학 및
수학 교육 수준은 중국보다 높은 것은 물론 거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경영대학교의 수준은 한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의 과학 및 엔지니어링 등록비중은 20%로 한국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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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엔지니어링의 비중을 제외한 과학 등록 비
중은 14.3%로 한국(8.2%)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제경
쟁력보고서는 인도의 과학자와 기술자의 능력수준을 세계 3위로 평가하
였으며, 경영교육기관의 질(12위), 외국 기술허가의 보급(17위),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20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인
도의 전문인력 경쟁력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도 정부는 고등교육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1950/51년 750개 단과대학과 30개 종합대학교에 불
과하던 고등교육기관이 2005년 각각 1만 7,000개, 230개로 증가함과 동
시에 학생 수도 1,100만에 달하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인도의 고등교육정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
을 창설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고 특히 과학 및 기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
내게 되었다. 특히 인도 경제성장의 중심인 IT산업의 발전은 우수한 인력
들의 활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도 정부가 국가적 전략으로 충실
하게 이들을 양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매년 엔지니어링 학
위소지자, 컴퓨터 응용학 석사, Science 학위소지자, 인문 및 상경계열 학
위소지자가 거의 300만 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그중 공학 및 기술 분야
졸업생이 매년 50만 명씩 배출되면서 IT 및 ITES 분야에 수많은 우수인
력 투입을 가능케 하였다. IT산업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
장률을 기록하며 인도 경제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하는 데 촉진
제 역할을 했다. 또한 IT산업의 발전으로 간접고용 유발 및 인력자원 개
발, 연관 및 비연관 산업 성장에 대한 영향 등의 효과가 발생했으며 IT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증가하였다.
인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도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노동이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도 인력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생산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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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전문화 또는 특화, 구조적 변화가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비중변화분석(shift-share analysis)’
을 이용하였는데 이 분석은 생산성의 변화를 구조적 변화, 개별기업단위
의 변화, 기술적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중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국,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문을 분석한 결과 인도는 모두 부(-)의 효과를 보이며 인도의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노동이동의 경직성에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정결과는 인도의
경우 [I], [II], 그리고 [III]의 효과 모두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개선은 인력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한 효과와 더불어, 산업 내 생산성
증가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핵심
적인 부문, 즉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인도
의 경우 노동할당 변화 효과와 산업 내 노동생산성 개선 효과에서 정(+)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인도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
리 경제구조가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인도 서비스업의 구조변화는 노동생산성에 의한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중심의 인
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
도 서비스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식기반인력의 전문화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 산업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및 개선 ② 해외전문인력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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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지식경제부 주관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소관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
체, 민간교육단체,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총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또한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우수 해외인력 채용 등 해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인력의 국제적 협업 강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
구된다. 국제적 협업 강화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 협력에 의한 국제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IT하드
웨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반면, 인도는 IT S/W분야에 강점이 있기에 이
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앞으로 인도와 ‘전문직 서비스 협의체’를 설립할 경우, 이를 통하여
양국 간 기술협력은 물론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즉 한국의 IT전문연구소와 인도의 IT전문연구소 간에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평가 및 도출하여 향후 국제시장에 진
출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도의 저렴한 전문인력과
한국의 IT 하드웨어가 결합된 저가의 고급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해
외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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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인도에서 지식서비스1)에 대한 수요는 소득 증대와 함께 커지고 있으며,
인도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통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면서 경
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에 기반을 둔 인
도의 서비스 산업은 인도 GDP의 60%를 차지하며 그 자체로 인도 경제에
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대한 생산요소로 활용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IT, 제약,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은 인도 경제의 개방과 함께 최근 15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서비스 수출은 자국의 제조
업 수출에 비해 38%, 전 세계 서비스 교역보다는 12%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해 왔다. 현재 서비스 수출 비중은 인도 전체 교역(trade)의 26%를 차지하
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에서의 비중은 2006/07년도 기준 상품부문의 1%에
비해 훨씬 높은 2.64%를 기록하였다.

1) OECD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산업은 지식 및 정보의 창출, 분배와 활용에 기반을 둔 지식집약도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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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인도 GDP 구성의 변화 추이(1980~2007년) ❚
(단위: %)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인도의 서비스 수출 중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약 40%)를 필두로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의 수출비중은 1970/71년 14.4%에서 2007/08년 65%로 증
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표 1-1. 인도 서비스 부문별 매출 추이(1970/71~2007/08년) ❚
구 분

수출액
(백만 달러)

전체 서비스 수출 중 비중(%)

1970/71

292

16.8

49.7

5.5

13.7

-

비즈니스
2)
서비스
14.4

1980/81

2,804

43.5

16.3

2.3

4.0

-

33.9

1990/91

4,551

32.0

21.6

2.4

0.3

-

43.6

2000/01

16,268

21.5

12.6

1.7

4.0

39.0

21.3

2003/04

26,868

18.7

11.9

1.6

0.9

47.6

19.2

2004/05

43,249

15.4

14.8

2.0

0.9

40.9

11.9

2005/06

57,659

13.6

11

1.8

0.5

40.9

16.1

2006/07

76,181

12

10.6

1.6

0.3

41.1

25.3

2007/08

87,687

12.9

10.8

1.8

0.4

46.0

19

여행

운송

1)

보험

GNIE

소프트웨어

주: 1) GNIE는 다른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서비스를 칭함.
2) 2000/01년도부터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 서비스와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함.
자료: 인도 중앙은행, Annual Report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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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도의 IT서비스가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급속하게 확대
하면서, OECD 회원국의 기타 서비스2) 수입 중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은 1990년의 1.6%에서 2002년 5.8%로 크게 증가했다.3)
특히 최근 IT산업의 급성장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말하
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도 IT산업은 1998년부터 연평균 30%의 고성장을 기
록하고 있다. 또한 IT산업의 수출은 2001년부터 내수를 앞지르기 시작하여
2008년 전체 IT시장의 85%에 달하였으며, 이 중 IT서비스 및 BPO 수출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 협회인 NASSCOM의 2009년도 보
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IT-BPO 및 소프트웨어 수출의 분야별 실적은 2008
년 기준 IT서비스 수출 310억 달러, BPO 수출 125억 달러, 엔지니어링 서
비스 및 R&D, 소프트웨어 상품 수출 86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33%,
32%, 32% 성장했다.

❚ 그림 1-2. 인도 IT 아웃소싱 분야별 발전 추이 ❚
(단위: 십억 달러)

자료: NASSCOM(2009).

2) IMF는 서비스를 이동(transport), 여행(travel),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음.
3) Rajeev and Vani(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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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는 IT 하드웨어를 포함한 IT수출이 전년도 319억 달러에서
28% 증가한 40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동 분야의 직접고
용은 전년보다 37만 5,000명이 추가로 투입되어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8년도 인도 IT산업의 매출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약 640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인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의 1.2%에서 2008년도 5.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그림 1-3. 인도 IT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

이렇게 IT 등 인도 서비스 산업이 최근 급성장하는 데는 풍부한 인력, 특
히 전문인력들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인도의 노동시
장을 살펴보자. 11억에 가까운 인구 대국인 인도는 청장년층 인구(15~64세)
가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가용노동력이 풍부한 청년국가이다. 넓은 국
토와 다양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으나 충분한 개발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
인력자원 중심의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의 66%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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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인도의 인구 구성 및 전망 ❚
(단위: 백만 명)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총인구

1,010

1,093

1,175

1,256

1,331

▪ 14세 이하

361

368

370

372

373

▪ 15~64세

604

673

747

819

882

▪ 65세 이상

45

51

58

65

76

자료: P. N. Mari Bhatt, “Indian Demographic Scenario 2025”, Institute of Economic Growth(India
Vision 2020에서 재인용)

총 11억 인구 중 GDP의 15%에 불과한 농업부문에 인구의 2/3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법인으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
자는 총 1억 90만 명이다.4) 사업장 노동자의 53.9%인 5,440만 명이 고용
된 노동자이며, 나머지 46.1%는 자영업자이다. 이 중 남성 노동자는 7,830
만 명, 여성 노동자는 2,020만 명, 아동 노동이 24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하고 비숙련 직업에서의 아동 노동력 착취도 계속되
고 있다. 제조업 노동자가 전체의 25.3%인 2,550만 명을 차지하여 가장 비
중이 높았으며, 소매업 2,510만 명(24.9%), 가축사육 920만 명(9.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고용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국한하여 농업을 제외한 부문별 노동 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795만 명(28.9%)으로 역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매업 1,247만 명(20.1%), 교육 721만 명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고).

4)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Censu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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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비농업 부문별 노동인력 구성(자영업 제외) ❚
(단위: 명)

종사자 수
(Number of employment)

주요 직업군
소계
1

광업(채굴․채석업)

2

제조업

3

여성

아동

515,056

86,002

4,158

17,949,520

3,580,652

405,704

전기․수도․가스 공급

420,229

29,325

1,357

4

건설

514,245

69,797

12,270

5

이륜자동차 판매․보수․유지

1,499,315

67,868

41,790

6

도매업

1,542,391

195,291

36,035

7

소매업

12,472,251

1,569,684

541,377

8

요식업

2,620,084

331,351

106,148

9

운송․저장

1,736,283

143,829

54,189

10

우편․통신

1,011,736

166,125

21,499

11

금융중개업

1,493,433

270,634

9,852

12

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

2,130,625

303,076

40,903

13

공공행정․국방․사회안보 유지

5,778,340

867,160

14,303

14

교육

7,207,258

2,783,719

38,659

15

보건

2,275,022

864,139

27,765

16

공동체 및 대인서비스

2,927,670

448,115

85,831

17

기타 직업군

3,871

821

49

62,097,329

11,777,588

1,441,889

비농업 직업군 전체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Census 2005.

인도는 미비한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으로 인한 열세를 지식기반산업 전문
인력을 앞세운 서비스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 2002년 인도 정부가 발표한 ‘Vision 2020’은 향후 서비스업에서
1,2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인
도 정부는 교육을 최우선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부족한 교육기관 확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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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확보 및 자질 향상 등에 주력해오고 있다. 인도는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7/08~2011/12)에서 정부 산하에 National Knowledge Commission
을 두고 5년 동안 총 3조 루피를 공교육 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인도의 초․중등 교육은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대학교 이상
의 고등교육은 교육기관의 수도 많고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시스템과 프로그
램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는 총 1만 7,232개에 달하는 대학을
통해 2007년 기준 280만 명의 학사학위 소지자와 1만여 명의 박사를 배출
하는 등,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과학기술 수
준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인적자원개발부(Department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 따르면,
인도는 총 347개의 종합대학[중앙대학 18개, 주립대학 205개, 독립
(deemed) 대학 99개, 국가공인 연구기관 18개, 사립대학 7개]과 1만 6,885
개의 단과대학을 갖추고 있다.
인도에는 현재 총 1만 7,232개의 대학에 990만 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
다. 매년 230만 명의 일반 대학졸업자와 49만 5,000명의 기술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 학위 소지자도 3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
의 MIT를 모델로 설립된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IT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표 1-4. 인도 고등교육 기관의 확장 추이 ❚
(단위: 개)

연 도

일반대학

전문대학

종합대학

1951년

370

208

27

1998년

7,199

2,075

229

2007년

16,885

347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Gov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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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인문학, 상경 및 일반과학 전공 대학졸업생 수는 2007년까지
모두 3,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2003년까지는 총 2,198만 6,000명,
2004년은 246만 명 등)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고용된 IT-BPO 전문가 수는 1998년도의 20만 명에서 2007
년도 1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이 두터운 인구 구성과 광범
위하게 구축된 아카데미 인프라(academic infrastructure)의 영향에 의한 것
으로 분석된다.

❚ 표 1-5. 인도의 대학졸업자 (2006~2007년도) ❚
(단위: 명)

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학위소지자 diploma
소지자

분

컴퓨터
응용학
석사

인문학
학위
소지자

Science
학위
소지자

상경계
학위
소지자

합계

2006년 졸업생 수

222,000

189,000

30,000 1,200,000 505,000 565,000 2,711,000

2007년 졸업생 수

264,000

196,000

35,000

n.a.

n.a.

n.a.

n.a.

❚ 표 1-6. 인도 공학 및 기술분야 졸업생 수 ❚
(단위: 명)

구

분

2006/07년

2007/08년

공과대학 (4년제)

222,000

264,000

공과대학 (3년제)

189,000

196,000

응용컴퓨터분야 석사

30,000

35,000

441,000

495,000

소

계

자료: CSO; RBI.

세계경제포럼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인도의 과학자 및 기술자의 능
력은 전체 조사대상 104개국 중 3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우수한 전문인력
들이 인도의 경쟁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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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인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 ❚
경쟁적 강점

순위

경쟁적 약점

순위

과학자와 기술자의 능력

3

공립학교의 질

37

지방 공급업자의 수

4

지적재산권 보호

52

지방의 부품조달 능력

5

기업파산법의 효력

53

지방의 자본시장 접근성

8

부패에 대한 기업 비용

53

지방의 가공기계 이용도

9

백만명당 특허권

57

지역기반 경쟁자들의 규모

11

경찰 서비스의 의존도

62

경영교육 기관의 질

12

지역의 불균형

69

기업활동의 분권화

16

경쟁적 강점의 본질

83

수학, 과학 교육의 질

17

1만 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84

지역 경쟁의 크기

17

선진화된 기술제품의 정부조달

88

경제정책의 분권화

17

전반적 인프라의 질

90

외국 기술허가의 보급

20

항구기반 시설의 질

93

주별 구역개발

24

전기공급의 질

108

과학연구기관의 질

27

100명당 이동전화기 보급대수

115

세금제도의 인센티브 효과

28

관세 자유화

131

주: 30위 이내는 강점으로, 그 밖의 순위는 약점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인도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있다”고 할 정도
로, 인도는 풍부한 IT 엔지니어(세계 3위)와 영어구사가 가능한 IT 전문인력
(2위)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인도의 경영기관 및 수학/과학 교육기관의 수준(quality)은 각각 12위와 17
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자 및 기술자의 능력(3위)과 과학연구기관의 질
(27위)도 강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는 영어 공용화에 힘입어 고학력자는 물론이고 보통 수준의 교
육을 받은 인력들도 국제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구사 능력이 우
수하다. 매년 공학 및 기술 분야에서 배출되는 영어구사가 가능한 40만 명
의 인력은 미국이나 유럽 등과 10~12시간의 시차를 이용한 24시간 교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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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가능케 한다. 전체 인구의 약 40%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으
며,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간단한 단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and Everest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이
러한 인도의 풍부한 인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으로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도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문직 임금 수준은 선진국의 1/3~1/5(2006년 기준) 정도이며, 평
균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1.5배 정도 높은 뉴델리의 임금수준과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 및 유럽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실제로 미국은 IT 개발, 콜센터, R&D 등 인도로부터의
IT 아웃소싱을 통해 연간 30~50%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Kinsey 2006).

❚ 그림 1-4. 주요국의 IT 서비스 중 ADM 분야의 인건비 비교(2006년) ❚
(미국 IT 인건비 = 100)

주: ADM(Application Development & Management)은 IT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
보시스템 운영 전반을 칭함.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and Everest Research Institute(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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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인도의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이 인도 경제, 특히 서비
스 산업 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인도 인력이 서
비스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도
인력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도의 인력 경쟁력은 인도
지식경제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 및 인력 양성정책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교역 및 인력 양성정책에는 인도 정부의 교육 계획
과 지출, 인도의 고등교육 구조, 산업진흥정책과 인력공급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 정부의 해외이민정책과
Diaspora5)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 인력의 활용과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인도 인력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살펴보는데, 인
도 서비스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IT산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 인력의 해외이주와 인도 해외이주자들이 인도 경제
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인도 인력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즉 인도 인력이 산업생산,
특히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노동
생산성을 추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인도 기업 자료를 이용
하고, 특히 한국과 중국과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떻게 인
력, 특히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인도의 인력 육성정책 및 제도, 경쟁력 및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로부
터 한국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을 벤치마킹한다. 이

5) 해외로 이주해 나간 재외인도인들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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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인도 전문인력 양성 제도
및 정책이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서비
스 산업으로 인력의 단계적 전환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 범위를 벗어나기에
추후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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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 전문인력 경쟁력과 정부 정책

1. 인도 전문인력의 경쟁력
가. 인도 인력의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
인도의 지식경제지수(Knowledge Economic Index), 교육(education),
정보 및 통신 분야(ICT)의 수준은 세계수준의 1/3에 머물 정도로 매우 낮
다. 세계은행에서 경제수준, 교육, 정보 및 통신분야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인도의 지식경제지수는 2008년 기준 140개 국가 중 100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1995년 105위에서 조금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교육과 ICT 분야에서
지난 몇 년간 매우 인상적인 성장과 절대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교육 및 ICT 각각 105위, 112위를 차지하며 세계은행에서 추정한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지식기반산업이 상당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지식경제지수(KEI), 교육(education), 정보 및 통
신 분야(ITC)의 낮은 순위에서 나타나듯이 아직까지 세계적인 수준에는 한
참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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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인도의 지식경제지수, 혁신, 교육 및 정보통신의 상대적 수준 ❚

주 : 0~10까지의 지수를 적용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낮고 클수록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 세계은행.

최근 인도의 강력한 교육정책으로 성인문맹률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
직까지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과정은 물론, 중
등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며, 특히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
는 해당연령 학생들의 수가 세계 1억 400만 명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다. 물론 인도는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크게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과학, 엔지니어, IT, R&D 인력들도
전체 인구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인도의 초등교육, 고등교육 등록자 수를 살펴보면,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내 인터넷
보급수준 및 GDP 대비 교육비 지출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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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인적자원 및 취학수준 비교 ❚

자료: 세계은행.

하지만 인도교육은 질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인도의 과학 및 수학교육 수준은 중국보다 높은 것은 물론 거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 등 교육관련 스태프의 교육수준도 중국보다
높았으며 경영대학교의 수준은 놀랍게도 중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물론
한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뇌유출은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지만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3. 인적자원 및 교육수준 비교 ❚

자료: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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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과학 및 엔지니어링 등록비중은 20%로 한국의 약 40%보다는 낮
은 수준이지만, 엔지니어링의 비중을 제외한 과학 등록비중만 보면 한국의
8.2%에 비해 인도는 14.3%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 분야를 제외한 GDP 대비 R&D 비중, 산학공동연구, 과학기술관련 논
문 발표 수, 특허 등록 수, Hightech의 수출비중 등은 모두 한국 또는 중국
보다 적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도의 인력 경쟁력이
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2-1. 인도의 과학 및 엔지니어링 현황 및 수준 ❚
인 도
구

중 국

한 국

분
실제

지수

실제

지수

실제

지수

과학 및 엔지니어링
등록비중 (%), 2006

20.26

3.72

n/a

n/a

39.9

9.68

과학 등록비중(%), 2006
(Science Enrollment Ratio)

14.35

8.3

n/a

n/a

8.2

3.51

GDP대비 R&D비중(2006)

0.61

4.95

1.34

7.73

2.99

9.59

산학공동연구, 2007(1-7)

3.5

6.77

4.1

8.06

5.4

9.68

과학기술논문 수, 2005

14,608.00

9.21

41,596.00

9.71

16,396.00

9.35

과학기술논문 수(백만 명당),
2005

13.35

4.39

31.89

5.47

339.5

8.2

2002～2006 평균 특허등록

316.4

8.43

448.2

8.64

4,233.20

9.71

제조분야 High-tech
수출비중, 2005

4.9

4.57

30.6

9.15

32.3

9.38

민간부문의 R&D, 2007(1-7)

4.2

8.15

3.9

7.58

5.6

9.6

주: 산학 공동연구 및 민간부문의 R&D지출 항목은 1~7까지의 지수를 적용한 것으로서 1에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낮고, 클수록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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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R&D 지출 및 연구인력의 증가율 국제비교 ❚
(단위: %)

자료: OECD(2006).

인도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들은 완벽한 영어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들은 초창기의 단순작업에서 벗어나
현재 IT 및 제약, 식품, 우주항공 등 인도의 핵심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은행 및 재무, 보험, 제조서비스 등 전문성을 요구하
는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표 2-2. 산업별 BPO 활용범위 ❚
산업
세부 사업

응용분야

은행 및 재무
소매금융, 상업금융,
대출, 투자, 부동산
- Credit application
evaluation
- Customer support
- Lead generation
- Financial modeling
- Research
- Portpolio management

보험

제조

생명, 상해, 재산 등
각종 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장기보험
- Agent services
- Actuarial analysis
- Underwriting
support
- Claims processing
- Policy
administration
- Risk management
- Product
development

OEM생산, 화학, 석유화학,
제약 등
-

Supply chain services
Forecasting & planning
Sourcing/procurement/ordering
Equipment monitoring
Field services support
Logistic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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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
산업

은행 및 재무

보험

제조

세부 사업

항공, 자동차제조,
자동차렌트, 철도,
육상운송, 배송, 물류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장비

제약, 바이오테크,
의료장비

응용분야

-

- Technical support
and customer care
- Contract
management
- IT maintenance and
operations services
- Assurance and
billing

- Clinical data
management
- Medical writing
- Supply chain &
logistics support
- Customer contact
centers

Asset monitoring
Airline operations
Revenue management
Customer support
Marketing services
Contract management

자료: NASSCOM.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이용을 넘어서 동 분야 인력의 활용을 위해 Cisco,
Intel, IBM, GE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 R&D센터를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다.

❚ 표 2-3. 다국적 기업의 인도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진출 현황 ❚
분 야

회사명

중장비

GE Energy Systems, John Deere Ingersoll Rand, FMC,
Schlumberger

자동차

BMW, GM, Volkswagen, TRW, Hella, Ferrari, Delphi,
Honda, Visteon, Lear, PSA

첨단 / 이동통신
의 료
산업기계류

Motorola, Xerox, Ericsson, Snap On, Intel
Lifescan (J&J)
Emerson, Krohne, Endress & Hauser

전 자

Panasonic, Mitsubishi, Analog Devices, Intel, Olympus, Fujitsu,
Texas Instruments, HP, Zoran, RCA, Toshiba, Hitachi, Sony,
Philips

항 공

S Boeing, Airbus, UTC, GE Aircraft

자료: Booz Allen Ha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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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듀크(Duke)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엔지니어링 인력 활용
수준이 미국,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도의 엔지니어링 인력 수
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인도 인력은 75%로 미국 기업환경에 가장 적합한 엔지니어링
인력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중국이 각각 59%, 54%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
전문인력보다 인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 측면과 기술관련
지식, 영어능력, 교육 및 훈련, 빠른 학습능력,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 등으
로 분석되었다.

❚ 그림 2-5. 미국기업에 대한 미국, 중국, 인도 엔지니어링 인력의 업무적합도 조사 결과 ❚

자료: Duke University(2006).

나.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
1) 독립 이후의 인도 경제와 교육정책
1947년 인도가 독립하여 공업화에 착수했을 때 경제성장을 위한 가용자원
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인도 정부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개발정책을
수행하려 했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대중의 문맹률 개선을 위한 투자였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기초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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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정동현(2006)은 인도 정부가 불균형적인 투자를 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인도 정부는 처음부터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화 단계로 진입하여 공기업 중심의 공급주의 경제체제 설립을 원했다. 그 결
과 엄청난 금융자원이 국가 소유의 기관들에 투자되었고 이러한 투자는 기
초교육을 받은 인력보다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인력수요 상황에서 기초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발정책에 의한 엘리트의 정치 등용은 후손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엘리트 지배계층들이 후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부여하
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자
연스럽게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도는 초등, 중등 교육보다 고등교육 부문에 더
욱 치중하게 되었으며, 실제 인도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1980년대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1980년대 중순부터 초등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도 그때부터 점차 증가하였
다. 즉 교육정책의 기조는 기초교육에 두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투자는 고
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인도에는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6개의 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등교육 기관이다. 또한 인도경영대학(IIM: Indian Institutes of
Management), 인도과학원(IISc: Indian Institute of Science)도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부상했으며,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산하에 뛰어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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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인도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교육지출 비중 ❚
(단위: %)

주: 1차: 1951/52-55/56, 2차: 1956/57-60/61, 3차: 1961/62-65/66, 임시: 1966/67-68/69, 4차: 1969/
70-73/74, 5차: 1974/75-78/79, 6차: 1980/81-84/85, 7차: 1985/86-89/90, 임시: 1990/91-91/92, 8
차: 1992/93-96/97, 9차: 1997/98-2001/02, 10차: 2002/03-06/07.
자료: Government of India.

이런 교육기관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은 정책입안자들이 기대했던 것보
다 느린 인도경제 및 산업발전하에서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맞는 좋은 직업
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
했다. 독립 이후 30~40년간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가 나
타나는데 이러한 우수인력들의 해외유출은 인도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
한 양질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인도의 고등교육 구조
지난 50여 년간 인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및 금융지원을 통해 세계 최대
의 고등교육 제도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현재 인도의 교육정책은 지식과 과
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우선 넘쳐나는 초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은 너
무나 부족한 상황이며, 더욱이 비탄력적인 관료주의적 교육체제는 교육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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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인도는
과학자, 엔지니어, technician 등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인도의 고등교육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1950/51년 750개 단과대학과 30
개 종합대학교에 학생 수 26만 3,000명에서 2005년 1만 7,000개의 단과대
학과 230개의 종합대학 및 특수대학으로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도 1,100만
에 달한다. 또한 인도 직업학교는 6,500여 개로 등록학생 수가 1,000만에
달한다. 이는 매년 등록학생 수가 5.1%씩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지만 학위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엔지니어링 과정을 인수한 학생은 단지 5%
정도이며, 이는 과학(Science) 수업을 수강한 학생 비중인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엔지니어링보다는 전문직을 요구하는 과학 분야에 대한
강의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사립교육 역시 급증하여 2000/01년 1만 3,072개의 고등교육 재단
이 설립되었고, 이 중 42%는 완전 민간소유이며, 총 고등교육 등록학생의
37%가 동 사립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즉 총 840만 명의 학생 중 310
만 명의 학생이 사립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립교육은 공공부문
으로부터 전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운영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인도에는 성과가 좋은 대학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독립대학(Deemed
University)이 있으며, 총 221개 대학 중 39개 종합 대학과 7개의 개방대학
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학은 University Grants Commission(UGC)이
정하는데, UGC는 1956년 UGC 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로 대학 및 연구
기관들에 표준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학 간의 협력, 교육표준화에 대
한 의사결정, 각종 교육 재정 및 사업지원을 한다. 따라서 UGC가 각 대학
의 성과 및 각종 사업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도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UGC 및 몇몇 교육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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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제공하는 9,703개의 대학 중 550개 대학만이
엔지니어링과 기술관련 학과가 있으며, 의대 및 경영대학은 각각 655개, 600
개가 있다.

❚ 표 2-4. 인도 고등교육기관별 등록 현황 ❚
Gross
Net enrollment
enrollment rate
rate

Type of institution

All groups
All students

18-23 23-29 Government

Percent of population

Degree students*

Local Private
body aided
Percent

Private
unaided

9.5

8.7

1.5

4.1

1.5

29.4

15.0

1.3

1.2

0.2

58.4

2.3

30.2

9.1
41.0

Agriculture
Engineering
Technology
Medicine

0.7

0.6

0.1

26.2

0.7

32.1

0.1

0.1

0.0

38.1

4.0

27.9

30.1

Other subjects

7.4

6.8

1.2

56.1

1.4

29.1

13.4

Diploma students**
(below degree)

1.9

1.7

0.4

40.8

1.6

25.0

32.5

0.0

0.0

0.0

37.2

3.8

35.0

24.1

0.8

0.7

0.1

35.8

0.4

29.5

34.3

0.2

0.1

0.0

13.1

0.5

36.5

49.9

Agriculture
Engineering
Technology
Medicine
Crafts
Other subjects
Diploma students***
(above graduate level)
Agriculture
Engineering
Technology
Medicine

0.0

0.0

0.0

33.2

0.0

31.4

35.3

1.0

0.8

0.2

49.6

2.8

19.0

28.6

1.5

1.1

0.6

43.3

1.4

28.2

27.1

0.0

0.0

0.0

22.1

6.6

71.3

0.0

0.2

0.2

0.1

22.1

2.4

28.3

47.2
24.4

0.0

0.0

0.0

40.9

0.0

34.7

Crafts

0.0

0.0

0.0

58.2

0.0

5.0

36.8

Other subjects

1.2

0.9

0.5

47.7

1.1

27.8

23.4

13.0

11.6

2.5

50.8

1.5

28.6

19.1

All students
자료: Government of India.
주: * 일반 4년제 대학교육에 해당.
** 전문대 교육에 해당.
*** 대학원 교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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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대학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중에서 공과계열로 가장 주목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아래의 4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인도 인재양성의 산실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가) 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공과대학은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해외로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
하고 있는 대학이다. 인도에는 총 7개의 IIT가 있는데 각 캠퍼스마다 특성화
가 이루어져 있고 델리, 첸나이, 뭄바이, 칸푸르, 카라그푸르, 구아하티, 루르
키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공과대학은 혹독한 훈련 및 엄격한 학사시스템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졸업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곳에 입학하
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학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 표 2-5. 인도의 주요 공과대학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위 20위 대학
College
IIT Kanpur
IIT Bombay
IIT Madras
IIT Kharagpur
Institute of Technology, Banaras Hindu University, Varanasi
IIT Guwahati
NIT Waramgal
NIT Trichy
Thapar Institute of Engineering & Technology, Patiala
Netaji Subhas Institute of Technology(DIT), New Delhi
NIT Suratkal
Motilal Nehru National Instutute of Technology, Allahabad
Punjab Engineering College, Chandigadh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Hyderabad
Birla Institute of Technology & Science, Pilani
IIT Roorkee
NIT Rourkela
NIT Kurukshetra
Indi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llahabad
Delhi College of Engineering, New Delhi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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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Rank
77.5
75.6
73.8
73.1
72.0
71.6
70.0
67.6
66.7
64.5
64.2
62.1
60.3
60.2
59.9
59.2
58.5
57.5
57.1
57.1

나) 인도과학원(IISc: Indian Institute of Science)
인도 남부 중심도시이며 인도의 IT도시인 방갈로르에 세워진 인도과학원
은 대학원 과정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의 명문 이공계열 졸업
생들이 혹독한 경쟁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집단이다. 그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Electronics & Communication Engineering
◦ Aeronautical Engineering
◦ Heat and Power Engineering
◦ High Voltage Engineering & Power Engineering
◦ Bio-Chemistry & Chemistry Physics/Mathematics 등임.
❚ 표 2-6. 인도 각 지역별 공과대학 순위 ❚
S No.
North
1
2
3
4
5
South
1
2
3
4
5
East
1
2
3
4
5
West
1
2
3
4
5

College

Overall Rank

IIT Kanpur
IT-BHU, Varanasi
Thapar Institute of Engg & Technology, Patiala
Netaji Subhash Institute of Technology, New Delhi
MN-NIT, Allahabad

1
5
9
10
12

IIT Madras
NIT Warangal
NIT Trichy
NIT Suratkal
IIIT Hyderabad

3
7
8
11
14

IIT Kharagpur
IIT Guwahati
NIT Rourkela
Jadavpur University, Calcutta
SIT Kolkata (Formerly IIIT)

4
6
17
25
27

IIT Bombay
Government College of Engineering, Pune
Sardar Patel College of Engineering, Bombay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Pune
Bharatiya Vidyapeeth's College of Engineering, Bombay

2
24
26
34
42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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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IT
NIT는 이전의 Regional Engineering College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 전
체의 각 주 단위 구역에 설립된 15개의 지역통합공과대학이다.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각 주에서 50%의 학생을 모집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주에서 선발하고 있다. 동 대학은 해당 주립종합대학과 연계된
교육시스템으로 주정부의 관리와 지원하에 학사 행정이 이루어진다. 2002년
도에 MIT의 인력양성개발 태스크포스팀에 의해 새롭게 개선되었으며, REC
에서 NIT로 이름을 바꾸고 이를 IIT에 준하여 육성시킬 계획이다.

▸ NIT List
1) S.V.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urat
2)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Jaipur
3)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Bhopal
4)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llahabad
5)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Trichy
6)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urathkal
7)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Calicut
8)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Durgapur
9)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Hamirpur
10)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urukshetra
11)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Warangal
12)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Jamshedpur
13)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Jalandhar
14)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Jalandhar
15)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ilchar
16)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Nagpur
17)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Patna
18)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rinagar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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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산업의 부상과 인도의 교육정책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인도의 고등교육정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을
창설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고 과학 및 기술 분야에 다양하게 영항을 주고
있다. 특히 IIT, IIM 등을 포함한 수많은 과기대 및 법대들은 인도 IT산업
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많은 인도 전문인력들이 미국 및 여타 선진국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1990년대
IT붐(dot.com boom)과 Y2K 문제로 많은 인도 전문인력들에 대한 수요증
가와 경쟁력이 확인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인도 고등교육에 대
한 투자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인도의 교육정
책과 제도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계기가 된다.
인도 전문인력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도공과대학인 IIT 졸업생의
약 30%(14만 졸업생 중 4만 이상)가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미국에서 새로운 IT기업이 설립되면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인도인이 고용되
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정도로 인도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는 높은 편이다.
인도 IT산업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은 우수한 IT인력이며, 이 인력은 인
도 정부가 국가적 전략으로 충실하게 양성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인력양성 및 IT 개발정책도 같
이 실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기초로 IT 산업 성장
정책이 정해지고, 이것은 곧바로 각 지방 주정부의 개발정책에도 영향을 미
친다. 이에 각 주정부는 각 주별 특성에 부합하는 IT산업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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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인도 주정부별 IT정책관련 웹사이트 주소록 ❚
Andaman & Nicobar (UT)
Andhra Pradesh
Arunachal Pradesh
Assam
Bihar
Chandigarh (UT)
Chhattisgarh
Delhi
Goa
Gujarat
Haryana
Himachal Pradesh
Jammu & Kashmir
Jharkhand
Karnataka
Kerala
Lakshdweep (UT)
Madhya Pradesh
Maharashtra
Manipur
Meghalaya
Orissa
Pondicherry (UT)
Punjab
Rajasthan
Sikkim
Tamil Nadu
Tripura
Uttar Pradesh
Uttranchal
West Bengal

andaman.nic.in
www.aponline.gov.in
arunachalpradesh.nic.in
assamgovt.nic.in
bihar.nic.in
chandigarh.nic.in
chhattisgarh.nic.in
delhigovt.nic.in
goagovt.nic.in
www.gujaratindia.com
haryana.nic.in
himachal.nic.in
jammukashmir.nic.in
jharkhand.nic.in
www.karnataka.nic.in
www.kerala.gov.in
lakshdweep.nic.in
www.mp.nic.in
maharashtra.gov.in
manipur.nic.in
meghalaya.nic.in
orissagov.nic.in
pondicherry.nic.in
punjabgovt.nic.in
www.rajasthan.gov.in
sikkimgov.nic.in
www.tn.gov.in
tripura.nic.in
upgov.ua.nic.in
gov.ua.nic.in
www.wbgov.com

이러한 주정부 정책의 핵심에는 IT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 및 각종 제도의 정비와 지원시스템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인력양성 계획도 포함된다. IT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다 전문화되
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정부, 민간교육부
문, 기업 자체 교육 등이 면밀히 시행된다. 특히 Digital contents 산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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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표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세울 때 이에 대한 전문인력의 육성은 지
역대학이나 전문기업의 직업훈련시스템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
를 들어 IT산업 성장을 위하여 태스크 포스팀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IT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특정 목표를 두고 2003년 타타그룹의 지원을 받아
Task Force o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IT & ITEES를
결성하고, 향후 장기적인 IT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분석
하여 인력육성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수많은 인력
양성정책이 제시된다.

❚ 표 2-8. 인도 IT인력 육성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
태스크포스팀 구성원

비 고

Shri F.C. Kohli Former Dy. Chairman, Tata Consultancy Services

Chairman

2

Shri Pramod Bhasin President, M/s GE Capital Services India

Co-Chairman

3

Chairmant University Grants Commission (UGC)

1

Member

4

Chairman All India Council of Technical Education (AICTE)

Member

5

Prof. N. Balakrishnan, Indian Institute of Science, Bangalore

Member

Shri Rajendra Singh Pawar Chairman, NIIT Limited

Member

6
7
8

Shri Pratik Kumar Vice Presiden(HR), M/s WIPRO
Technologies, Bangalore
Ms. Hema Ravi Chandar Vice President(HR), M/s Infosys
Technologies Ltd.

Member
Member

9

Ms. Shyama Chona Princial, Delhi Public School, R.K. Puram

Member

10

Shri Kiran Karnik President, NASSCOM

Member

11

Representative of DG, Council of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Member

12

Additional Secretary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ember

13

Adviser(C&I) Planning Commission

Member

14

Representative of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mber

15

Joint Secretary & Financial Adviser,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ember

16

Shri Vinnie Mehta Executive Director, MAIT

Member

17

Shri Pankaj Agrawala Joint Secretary,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nve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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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의 직업교육
인도의 직업교육은 고등교육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각 분야별로 다
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6,500여개 교육기관에 1,00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인도의
직업교육은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규대학을 졸업한 학
사출신들이 직업교육의 1/3 정도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만도 1,500여 개에 달한다. 이 경
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5:25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국제개발기구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해외파견인력 교육제도
인도 직업훈련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일부 주정부가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
기 위하여 언어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정부는 해외
취업을 위해 해외파견인력공사(Overseas Manpower Corporation Limited)
를 설립하였다. 타밀나두의 경우 1978년 11월 회사법에 따라 주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1984년 이민법에 따라 해외인력공사로 등록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민법에 따라 이 공사의 해외인력 파견을 승인해 왔다.
이 공사가 설립된 이후 4만 591명이 해외에 취업했으며, 2006년 5월 1일
~2008년 3월 31일 사이 367명의 지원자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캐나
다의 경우 74명의 기술인력을 이 회사를 통해 채용했으며, 캐나다 취업희망
자는 동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 공사는 영어말하기, 기술실습, 면
접방법, 이민자 취업시험에 대한 다양한 자료 등을 제공한다.

5) 기업 자체교육
인도 기업들도 자체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인도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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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인력양성관련 프로그램은 자체 교육시스템과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
동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TCS, 샤티암, 위프로와 같은 인도 IT 대기업은
물론 파트니컴퓨터와 같은 중견기업들도 대학을 졸업한 IT관련학과 전공자
위주로 선발한 신입사원 또는 중견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자기회사의 표준업
무내용에 부합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직무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사내교육프로그램은 기존 업무에의 적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동향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세계적인 인도 IT기업인 Infosys는 개인의 학습능력, 학업성취도, 개념 지
식정도, 인포시스 기업문화에 대한 적응도 등을 기준으로 인력을 선발하고,
지속적인 훈련 및 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인포시스는 1,000여명을 동시
에 수용할 수 있는 랩, 비디오 회의실, 1만여 권의 서적을 소장한 도서관 등
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신입사원에 대해선 14.5주간 기본교육을
시키고, 분기별로 100여개의 교육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
용한 통합 트레이닝 시스템(ILIT & e-Learning)을 운영하고 있다.
L&T Infotech는 현재 600명 이상의 도메인 전문인력을 포함, 약 6,000
여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본 인력들은 첨단분야의 최신 프로
젝트를 통해 검증된 전문인력이며, 지속적인 최신기술 습득 및 리더십 개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문기술 능력을 습득하
고 있다.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와의 밀접한 공동연구관계는 교육기관의 산업현
장감을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기업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숙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도 제1의 IT기업인 타타컨설팅서비스
(TCS)는 방갈로르에 있는 IISc(India Institute of Science)에 타타연구관을
설립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기업 차원의 재정적 기여는 물론 성과물을 산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비단 인
도 IT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외국기업 및 제조기업까지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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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 10월 영국 쿡슨 전자는 IISc와의 제휴를 통해 학내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였고 이곳에서 하이테크 전자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많은 박사급 인력을 비롯한 전문인력들은 최고 수준의
실험 및 장비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에 힘쓰고 있다.

다. 해외이민정책 및 Diaspora
인도는 과학기술인력(HRST)의 두뇌유출(brain drain) 측면에서 미국, 캐
나다, 호주, 영국과 같은 선진국으로의 인재이동(이주)이 높은 상위국가 중
하나이다.

1) 정치적 인식의 변화
1990년대 초, ‘두뇌유출’에 대한 정치적 인식은 전 총리인 간디(Rajiv
Gandhi)의 ‘두뇌은행(brain bank)’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인도
IT 전문 인력들의 이주가 ‘두뇌유출’ 또는 인도의 인재와 기술의 국제화를
통한 ‘두뇌은행’이라는 개념에서 ‘두뇌획득(Brain Gain)’이라는 관점으로 인
식이 전환되고 있다. 또한 자유화, 세계화, 경쟁력이 국가의 어젠다가 된 근
래에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해외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인도인(NRIs)과
인도계(PIOs)의 존재가 본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관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HRST 이주 정책
가) 제한정책
인도는 일반적으로 인재들의 해외이주에 대해 제한적 정책을 가지고 있으
나 인도를 떠나는 총인력의 15%를 차지하는 의사와 의대생의 해외이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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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다루는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확실한 정책적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체 고등교육을 대
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 보상정책
공식적인 경로(송금, 은행예금)로 투자를 하거나, 유동개발채권(floated
development bond), 인도 회사의 담보, 합작회사 등을 통해 자금을 인도에
보내는 NRIs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정책이 있다. 대부분의 인센
티브는 인도에 거주하는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이자율과 더 낮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귀화정책
귀화정책은 특정 목적을 바탕으로 영구적, 임시적 귀화를 장려하는 데 목
표를 두고 있다. 영구 귀국자들을 위해 인도 정부의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CSIR)가 시작한 Pool Officers Scheme이 있으며,
일시귀국 과학자를 위해 CSIR과 UNDP가 합동으로 시작한

TOKTEN-

INRIST 제도가 있다. 1980년대 초 The University Grants Commission은
상당한 연구지원조건과 연봉으로 해외 과학자에게 강사나 교수직을 제공함으
로써 인도 대학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시작했으나 빈약한 규정으로 인해
철회하였다.
최근 인도 정부는 인도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시민권을 얻은 인도출신들을
위한 PIO-Card를 도입하였다. 인도에서 180일까지 체류하는 데 비자를 면
제해주고 농작에 대한 재산 소유를 제외한 재정, 교육 분야에서 NRIs와 동
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PIO 카드 계획은 인도와 인도 태생 해외이주민들과
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많은 PIO 카드 소지자들이 이중국적
을 원했기 때문에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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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3년과 2004년 ‘해외 인도인의 날(Pravasi Bharatiya Divas)’ 축
하행사에서 인도는 주로 서구권의 몇몇 지정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게 이중국적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라) 개발정책
인도는 인력수출국인 개발도상국과 인력수입국인 선진국 사이의 개발 격
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두뇌유출을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단지 선거기간 동안 정당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세계
적 임금수준 및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과학단지와 수출진흥구역(EPZs)의 조
성을 통해 두뇌유출을 감소시키겠다는 정책들을 내세우긴 하지만 일단 권력
을 잡고나면 더 이상 후속조치는 없는, 선거용 전략적 공약들로 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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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 전문인력 활용과 효과

1.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가. IT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인도에서는 매년 엔지니어링 학위소지자, 컴퓨터 응용학 석사, Science 학
위소지자, 인문 및 상경계열 학위소지자가 거의 300만 명 배출되고 있으며,
그중 공학 및 기술 분야 졸업생이 매년 50만 명씩 배출되면서 IT, ITES 분
야에 수많은 우수인력 투입을 가능케 하였고, 이는 인도 경제, 특히 IT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IT산업은 인도 경제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촉
진제 역할을 했다. 인도의 IT산업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1.4%
씩 성장하였으며, 그중 국내와 수출 각각 23.3%, 34.4%의 성장률을 기록하
였다. 또한 인도 IT산업은 2007~10년까지 매년 23%씩 성장하여 2000~10
년 기간 연평균 28.9%의 성장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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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인도 IT 및 ITES 분야의 성장 현황 및 전망 ❚

자료: NASSCOM.in

한편 2007/08년도 인도 IT산업의 총매출은 약 39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8/09년에는 그 규모가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IT
서비스기업들의 성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Infosys는 총
매출증가율이 2000년 이후 매년 45%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 SW기업인
Tata 컨설팅도 전년동기대비 총매출이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의 IT 및 ITES산업이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체 GDP 대비 1998년 1.2%에서 2008년 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IT산업의 전체수출 대비 비중도 1998년 1.8%에서 2007년 32%,
2008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05년 183억 달러에
서 2008년 약 400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IT산업의 수출 증가는
인도 외환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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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인도의 IT-BPO 산업동향 ❚
(단위: 십억 달러)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 전망

10.4

13.5

17.8

23.5

31.0

- 수출

7.3

10.0

13.3

18.0

23.1

- 국내

3.1

3.5

4.5

5.5

7.9

ITES-BPO

3.4

5.2

7.2

9.5

12.5

- 수출

3.1

4.6

6.3

8.4

10.9

- 국내

0.3

0.6

0.9

1.1

1.6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R&D,
SW제품

2.9

3.8

5.3

6.5

8.5

- 수출

2.5

3.1

4.0

4.9

6.3

- 국내

0.4

0.7

1.3

1.6

2.2

총 SW와 서비스

16.7

22.5

30.3

39.5

52.0

- 총 수출

12.9

17.7

23.6

31.3

40.3

하드웨어

5.0

5.6

7.1

8.5

12.0

- 수출

0.5

0.5

0.6

0.5

0.5

- 국내

4.4

5.1

6.5

8.0

11.5

21.6

28.2

37.4

48.0

64.0

구 분
IT 서비스

총 IT산업
자료: NASSCOM.

전문인력이 IT산업에 종사함에 따라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직
접적인 고용확대 효과도 발생한다. 인도 IT산업에 종사하는 지식전문가의 수
는 2002년 약 50만 명에서 2008년 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이는 매년 IT분야에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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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IT-BPO분야에 고용된 지식전문가 현황 ❚
(단위: 명)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170,000

205,000

296,000

390,000

513,000

690,000

860,000

946,809

BPO Exports 106,000

180,000

216,000

316,000

415,000

553,000

700,000

789,806

Domestic
Market

246,250

285,000

318,000

352,000

365,000

378,000

450,000

500,000

Total

522,250

670,000

830,000 1,058,000 1,293,000 1,621,000 2,010,000 2,236,614

IT Exp. &
Services
Exports

주 : 하드웨어 분야의 고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NASSCOM.

인도 IT 부문의 수출은 2010년 600억 달러 규모로 향후 2배 가까이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인도 IT 부문은 취업대상 엔지니어의 약
80%, 대학졸업생의 60% 이상을 고용하는 등 고용창출 측면에서 상당한 기
여를 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전체 도시 취업희망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
모이다.

❚ 표 3-3. IT산업이 인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2003년 이후 IT수출이 인도의 순 석유수입액 초과
취업대상 엔지니어의 약 80%, 취업대상 졸업생의 60% 수용
IT일자리는 다른 분야 일자리의 1.4배 창출, 도시 취업대상의 1/3 수용
인도 주택수요의 70~75% 창출
상업용지 수요 전망의 2/3 점유
5성 호텔의 호텔방 2/3 확대 주도
Budget Hotel 수요의 1/3 차지
항공여행 증가분의 약 20% 점유
신용카드의 약 12%, 온라인거래의 20% 점유
신규주택대출의 17% 차지
차량판매의 13% 차지
멀티플렉스 영화관 상영 수요 1/3 기여
중산층 증가의 1/5 기여
개인소득세 수입의 13~14% 차지
자료: CLSA(2007. 2. 9), Global I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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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 주요 IT기업의 사례
1) Infosys 사례
1981년 초기자본금 250달러와 함께 인도 방갈로르에서 7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Infosys는 현재 17개국에 40여 개소의 세일즈 오피스와 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성장했다. Infosys는 세계 2,000여 개 기업들
에 소프트웨어, ITEB 솔루션 등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
니스와 기술컨설팅, 응용서비스, 시스템통합, 생산엔지니어링, 소비자 소프트
웨어 개발․유지, 각종 실험서비스, IT 인프라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등을 주요 서비스 분야로 삼고 있다.
Infosys는 2007/08년 총매출 약 150억 달러, 종업원 수 9만 1,000명에
이르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총매출이 연평균 45%씩 증
가하였으며(Offshore 아웃소싱 증가), 종업원 수도 2000년 이후 연평균
44%씩 증가하여 총매출과 동일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즉 매년 1만 여개
의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2) WIPRO 사례
1945년 인도 방갈로르에 설립된 WIPRO는 1980년 IT분야에 진출하여
세계 40여 개 국가에 53개소의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90여 개 국가
에 600여 개 자사 계열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순이익이 2000년부터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IT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등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 내 최대 음성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B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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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Infosys의 총매출과 종업원 수 ❚
(단위: 십만 달러, 명)

자료: Thomson Research.

업체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텔레콤 스위치, 통신 장치
및 어플리케이션, 반도체 등 R&D 아웃소싱도 하고 있다.
2007/08년 WIPRO의 총매출은 약 200억 달러에 이르고, 종업원 수도 9
만 6,000명에 이른다. 총매출은 연평균 31%씩 증가한 반면 종업원 수는 연
평균 35% 이상 증가하여 WIPRO 역시 매년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는 등 인도의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Satyam 사례
Satyam Computer Services Ltd.는 1987년 인도 하이드라바드에 설립되
어, Applicatio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Business Intelligence
and Data Warehousing(BI&DW),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Consulting and Enterprise Solutions, Embedded Services, Engineering
Solutions, Enterprise Storage Solutions, ERP, Infrastructu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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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WIPRO의 총매출과 종업원 수 ❚
(단위: 십만 달러, 명)

자료: Thomson Research.

Services, Managed IT Services, Quality Consulting, GIS Technology,
High-Tech Solutions, MES and LIMS, Silicon Design Services, Six
Sigma Consult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 30여 개의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영국 등
66개 국가의 670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3이 포춘지 500대
기업들이다.

❚ 그림 3-4. Satyam Computer Service Ltd.의 총매출과 종업원 수 ❚
(단위: 십만 달러, 명)

자료: Thomson Research.

51

제3장 인도 전문인력 활용과 효과 │

2007/08년 총매출은 84.7억 달러이며, 종업원 수는 4만 5,965명이다.
2000년 이후 매년 총매출이 35%씩 증가하였으며, 종업원 수는 매년 23%씩
증가하였다. Satyam은 매년 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도의 경제성
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간접적 효과
지식전문가들이 인도 경제성장의 주력산업인 IT분야에 종사함에 따라 IT
산업의 성장은 물론 직접적인 고용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간
접고용효과 및 여타 다른 산업의 성장 견인, 교육 등에 미치는 효과도 발생
한다.

가. 간접고용
현재 인도 IT산업에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직접고용뿐 아니라 인도 IT
산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용도 매우 많다. 2006/07년 기준 인도 IT산
업에의 간접적인 고용효과만도 약 65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노무직인 운전사, 유지․보수원, 케이터링, 보안원 등만도 약 14만 명에 이
를 정도로 간접고용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인력자원 개발
전문가의 요소투입은 산업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문인력 수요증
가 및 고용으로 이어져 이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이 요구된다. 인도
IT산업의 발전은 전문적인 전문가 풀의 개발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
의 다양한 지원 및 개발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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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도 IT기업의 68%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전문인력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의 10대 IT기업인
Infosys, Wipro, TCS, HCL, Satyam 등은 2007/08년 10만 명 정도의 직
원들에게 약 4억 3,025만 달러 규모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6)
인도 기업들의 교육 및 훈련은 일반적인 사내교육도 있지만, 대학과 같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예로 BMC
Software는 Symbiosis, BITS-Pilant와 공동 MBA 과정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Panti Computer Systems는 Birl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BITS)와 MB 또는 MBA 공동과정 신설, First Source는 ICFAI와
MBA 프로그램 운영, TESCO는 IIM과 IRMC와 특수 경영과정을 공동 운
영하고 있다.

❚ 그림 3-5. 인도 IT산업 단순노무직 서비스 고용 현황 ❚
(단위: 명)

자료: NASSCOM.

6) 인도의 주요 기업들은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고용하는 시점에서 80% 정도 교육을 수행하고, 사내 교육 및 훈
련비용의 80%도 고용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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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 및 비연관 산업 성장
IT 및 ITES 산업의 성장은 여타 다른 산업의 산출량 등에 영향을 미친다.
IT 및 ITES 산업분야에서 1달러를 지출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생산은 약 2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6년 인도 IT 및 ITES 산업에서
의 158억 달러 지출이 다른 산업에 약 310억 달러 규모의 생산 증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IT 및 ITES 산업의 지출 승수효과7)는 거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3-4. IT 및 ITES 산업의 여타 산업 승수효과(2006년) ❚
구 분
기타서비스
건설 및 주택
교통서비스
의류 등
통신
식품
엔터테인먼트 및 여행
내구소비재
건강 및 보험
연료 및 에너지
호텔 및 식당
교육 및 연구
자동차
IT 인프라
출판
총합

IT지출
(10억 달러)
5.45
3.15
1.28
0.73
1.00
0.56
0.63
0.43
0.58
0.42
0.45
0.62
0.27
0.20
0.09
15.83

생산효과
(10억 달러)
10.48
6.18
2.77
1.59
1.59
1.38
1.30
1.12
1.01
0.95
0.95
0.76
0.66
0.43
0.19
31.34

생산승수
1.9
2.0
2.2
2.2
1.6
2.5
2.0
2.6
1.7
2.3
2.1
1.2
2.5
2.1
2.2
2.0

자료: NASSCOM(2007b).

또한 IT 및 ITES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크게 증

7) 어떤 경제변량(經濟變量)이 다른 경제변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한 부분의 산업 성장이 다
른 산업의 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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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FDI 유입은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으며, 이 중 서비스분야 20%, 컴퓨터관련 산업 15%, 그리고 통신
분야 8%로 주로 인도 전문인력이 종사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즉 우수
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로 미국의 IBM은 미국에서 고용을 축소하고 인도로 사업을 확
장했으며 그밖에 Citicorp, Honeywell, Motorola, Sprint, Oracle, Digital
Equioment, Verison, Huges, Duet Technologies, Cisco Systems, Texas
Instruments, Computer Associate, Pentafour, Eco Soft, British Telecom,
SAP, Philips, Siemens, Yahoo, Google, Accenture, Sun Microsystems,
Ericsson, 12 Technologies, HP, Intel, Microsoft, Nortel 등 많은 기업이
인도에 투자, 진출하였다.

❚ 표 3-5. 인도의 FDI 유입 현황 ❚
Cumulative
% age to total
Inflows
Inflows
(April ’00 to Jan. ’09) (In terms of rupees)
78,742
22%
(18,118)

Ranks

Sector

2007-08
(April-March)

2008-09
(April–Jan. ’09)

1

SERVICES SECTOR

26,589
(6,615)

23,045
(5,061)

5,623
(1,410)

6,944
(1,599)

39,111
(8,876)

5,103
(1,261)
8,749
(2,179)
6,989
(1,743)
2,697
(675)
3,875
(967)
4,686
(1,177)
5,729
(1,427)
920
(229)

10,797
(2,374)
10,632
(2,408)
7,974
(1,866)
4,824
(1,074)
4,079
(924)
3,608
(850)
1,196
(263)
2,561
(579)

27,544
(6,216)
21,794
(5,119)
21,360
(5,029)
14,680
(3,310)
13,709
(3,130)
10,956
(2,613)
9,442
(2,244)
8,701
(1,964)

2
3
4
5
6
7
8
9
10

COMPUTER
SOFTWARE &
HARDWARE
TELECOMMUNICATI
ONS
HOUSING & REAL
ESTATE
CONSTRUCTION
ACTIVITIES
AUTOMOBILE
INDUSTRY
POWER
METALLURGICAL
INDUSTRIES
PETROLEUM &
NATURAL GAS
CEHMICALS

11%
8%
6%
6%
4%
4%
3%
3%
2%

자료: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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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각종 금융투자 관련 펀드가 급격히 증가하며 인도 IT관련 산업에
2,000만 달러 상당의 각종 펀드가 형성되었다. 실제 2000년 말에는 그 규모
가 인도 전체 펀드의 65%에 해당하는 1억 1,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3. 인도 인력 해외이주 및 역할
가. 해외이주 및 인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 많은 전문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
외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이주는 인도의 실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주요 세계기관 및 산업에 투입되어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947년 독립한 이후, 수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특히 엔지니어, 과학자, 교사, 회계사, 의사, 전문
경영인, 호텔업자, 사업가와 같은 엘리트계급층에 많이 속해 있다. 2001년
기준 미국 거주 인도인은 약 150만 명이며 총 해외거주 인도인은 1,8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이는 인도 국
가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7년도 NRI의 본국 송금액은 약 410억 달
러에 이르며 이는 인도 전체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1) 영국에서의 인도계 이주민의 영향력
영국의 국민건강보험(NHS: National Health Services)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총 10만명의 의사 가운데 약 6%가 인도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0년에 영국으로 이민 온 1만 8,250명의 해외 IT 전문가 중 60%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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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474명이 역시 인도 출신이다. 영국 내 인도인들의 영향력은 정치권에
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도 출신의 영국 상․하원의원은 각각 4명, 6
명이고 시의회 의원은 250~300명이다.

❚ 그림 3-6. OECD국가에서의 해외거주 인도인(PIOs)의 비중 (2001년) ❚
(단위: %)

자료: http://www.indiandiaspora.nic.in, Evalueserve Analysis.

2) 미국 지식집약섹터에서의 인도 이주민들의 성공
미국으로의 이민은 1965년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가 폐지되면
서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내 인도인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민자
커뮤니티이다. 미국에서 인도인은 공학, IT, 의약, 금융, 공공행정, 회계를 포
함한 거의 모든 지식집약 전문직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Merrill
Lynch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슬럼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도인들의 재산
은 더 늘어났다고 한다. 1,700만 명의 미국 내 인도 이주민들 중에서 20만
가정의 평균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미국 내 인도계의 평균 연소득
이 미국인의 연평균소득인 2만 8,884달러보다 훨씬 높은 6만 93달러로 나타
났다. 67%의 인도계 이민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이는 미국인들보다 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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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수치이며, 그들 중 44% 이상이 경영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1995～98년 사이 미국의 전문직 비자발급 대상자 중 45%가 인도 출신이다.

3) IT
미국의 인도계 IT분야 종사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총 IT 인력의 단
3%에 불과하지만 그들 중 다수가 중소기업의 중역이거나 IT기업의 창립자
이다. IT 분야에서 저명한 인도계 인사는 Gujuraj Deshpande(Sycamore
CEO), Arun Netravali(전, Bell Labs회장) 등이 있다. MIT, Stanford나
Carnegie Mellon 대학과 같은 유명한 기관에서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들 중
에도 몇몇 인도계 교수들이 있다.

4) 국제금융경영
다음은 미국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도인들을 나열한 리스트이다. 이는 미
국에서 성공한 수많은 인도인들 중 일부분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인도인들이
미국 내 유명한 기업의 경영자문이나 투자은행에서 중역을 맡고 있다.
❚ 표 3-6. 국제금융 부문의 인도계 주요직책 임용사례 ❚
성 명
Rajat Gupta
Victor Menezes

직 책
CEO

부회장

회 사
McKinsey and Co.
Citygroup

Rono Dutta

CEO

United Airlines

Vijay Gordia

CEO

Vinmar International Ltd.

Shailesh Metha

CEO

Providian

James Wadia

CEO

Arthur Anderson & Co.

Rakesh Gangwal

CEO

U.S Airways

Ramani Nayar

CEO

Hartford Insurance &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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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산업
미국에는 약 3만 8,000명의 인도계 의사들이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전체
의사의 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의학을 전공하는 인도인, 인도계 미국인이
전체 미국 의학전공 학생 중 약 10%를 차지한다.

6) 소규모 사업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인들(PIOs)은 미국 내 전체 13만 5,000개 편의점
가운데 7만 7,000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3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
다. 미국 내 전체 4만 7,040개의 호텔 중 1만 7,000개가 인도인들 소유이며,
7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7) 실리콘밸리에서의 인도인의 성공
미국 내 인도인 공동체의 성공과 영향은 IT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Dun&Bradstreet의 1998년 연구에 따르면, 인도 이주민은 실리콘밸리에서
778개의 창업을 했으며 총 1만 6,598개의 직업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998년 Business Week는 1990년 실리콘밸리의 신생기업 중 적어
도 한 명 이상의 인도인 창업자가 있는 경우가 40%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Evalueserves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가 인도인 소유이거나 적어
도 인도인이 중역으로 있는 회사가 650~700개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인도계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기술적인 전문성, 서양 문
화 및 사회와의 친숙함과 미국 시스템 안에서 작업능력, 유창한 영어, 기술
적인 능력과 경영수완과의 조합, 인도 회사나 기업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
외 생산 가능, 작업비용 절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 인도인의 성공에 있어 IIT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다. IIT는
인도의 기술공학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1953년 네루(Jawaharlal Ner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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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이 세운, 인도 전역에 7개의 캠퍼스를 가진 대학이며 1960년대 초 수많
은 IIT 졸업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IT회사
에 종사하게 되었다. IIT의 많은 졸업생들이 미국 산업의 상위계층을 차지하
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세계적인 회사와 실리콘밸리의 회사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McKinsey and Co., Citygroup, United Airlines, Arthur Anderson
& Co., U.S Airways, Hartford Insurance & Financial Group과 같은 회
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미국 공학 분야에서 인도인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US Census 2000’
의 자료를 보면 과학, 기술 직종의 외국계 전문가들 중 학사학위 소지자의
17%, 석사학위 소지자의 29%, 박사학위 소지자의 38%가 인도인으로 나타
났다. 인도인들은 미국 대학들이 수여하는 과학, 기술 전공 학위의 14% 가
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인 중국을 앞서고 있다. 현재 과학, 기술 학위를
가진 미국인 인력의 절반 이상이 40세 이상이다. 이는 이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차이는 늘어나는 인도계 기술
경영진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
1985-2000년 사이 미국에서 컴퓨터, 정보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인도계 학생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규모는 외국계 학생모임 중 가장 큰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기술, 과학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진
입하는 인도 기술경영진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에서 인도계 의사들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제의
학대학원생의 거의 20%가 인도계이다. 인도인이 미국 인구의 0.6%를 차지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의료직에서 차지하는 인도인들의 위치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인도 의사들은 1947년 인도 독립 후 미국으로 이주하
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 미국인 의사가 부족해짐에 따라 국제의학대학원
생을 고용증가와 함께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1984년 몇몇 인도계
의료전문가들이 문화적 장벽과 국제의학대학원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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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해결하기 위해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ans of Indian
Origin(AAPI)을 설립하였으며 AAPI는 급속하게 성장해 현재 100개의 산
하단체를 둔 통솔기구가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수인종 의료협
회가 되었다.
AAPI는 의료보장제도의 입법문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미국 내 소수민족
의료협회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의료수요 증가와 미국 내 의료진의 부족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로 인해 국제의사와 간호사의 필요성 및 미국으로의 의료인력 이민은 더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2년 재외동포위원회(High Level Committee on Indian Diaspora)가
인도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 인도인들의 연간소득은 인도의
국내총생산에 가까운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타나났다. 막대한 자본
과 기술력 등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NRIs의 송금과 투자는 인
도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NRIs의 예금은 국제차관의 공여 등
을 통해 인도가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인도 재외동포의 규모(70만)가 전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모리셔스
는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이후 현지 기업 설립을 통한 인도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대(對)인도 직접투자 규모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
국에 정착한 인도 이민자들의 평균 연봉은 약 3만 달러에 달하여 타 인종의
평균 연봉(약 1만 6,000달러)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평균 연봉(약 2만 4,000
달러)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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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네트워크
대부분의 인도 상인은 현지 도소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광범위한
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이로 통해 본국의 수출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형성하여 판매되는 직․간접 무역 형태를 통한 경제적 거래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 거래 네트워크 통해 특화된 소비재 수요 창출
인상(印商) 커뮤니티, 특히 사업가와 전문직은 거주국에서 새로운 인도산
제품을 소개하고 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
에 전시효과를 통해 현지시장의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지 주민들
사이에 제품과 브랜드명의 사용을 촉진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인도 섬유
나 인도계 패션 디자이너들은 미국 주류층 사이에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인도산 향수, 공산품, 보석을 소개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 인상 네트워크는 인도 기업들이 현지시장에 진출 시 전략수립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현지 법률과 규제, 정부와 업계의 관행에 관한 최
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상거래 시 발생하는 다양한 교역장벽을 완화시키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직접투자
재외 인도인들의 본국 송금이 인도의 FDI 유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인도의 FDI 유입은 정책 투명성 결여, 복잡한 절차 및 잦은 승
인지연, 관료주의 등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으로 인해 승인액에 비
해 실제 유입액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1991년부터 2001년 5월까지 인도의

8) U.S. Current Population Surveys; Desai et al.(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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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승인액 2조 3,366억 루피 중에서 실제 유입액은 8,271억 루피로 35%
규모의 저조한 실제 유입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재외 인도인의 인도투자는 동기간 승인액 980억 루피 중 실제 879억 루
피가 유입되었으며, 이는 90%에 가까운 유입률로 재외 인도인의 인도투자가
실질적으로 인도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도
재외 인도인들의 자금이 FDI의 형태로 인도에 상당량 유입되고 있다. 인도
에 귀환한 재외 인도인(NRI)의 예금은 ‘NRI Bank’라는 별도의 은행에 예
탁(2004년 5, 6월 들어 약 10억 달러 예탁)이 가능하다.
FDI는 특히 2004년 5월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개정된 FDI관련 규정이 다국적 기업에 의한 재투자 소득 및 인도 내
에서 NRI가 공유한 취득액에 주식지분의 유입허용을 포함함에 따라 유입액
이 5억 9,6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인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
FDI 유입액의 1/3 가량은 NRIs에 의한 것이다.

3) 민간이전
인도의 자금유입은 대부분 이전수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당
시 인도는 해외로부터 GDP의 총 2.9%에 달하는 135억 달러가 이전수입으
로 유입되었다. 이는 동년 한국(1.4%), 중국(0.6%)에 비해 크게 앞서는 비
율로서 해외로부터 유입이 인도의 이전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NRI로부터의 자금유입은 민간이전지출, 직접투자 및 금융투자, 예금의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민간이전지출에는 송금과 선물이 포함된다. 이는 대
부분 가족에 대한 송금과 해외 예금의 본국 이전이며, 기타 친척 및 자선기
관에 대한 선물과 기부, NRI의 금과 은 수입 등이 있다. 2007년 한 해 동
안 NRI의 송금액은 약 410억 달러9)로, 이는 인도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9) 인도중앙은행의 RBI bulletin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총 NRI 규모는 약 410억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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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달하는 규모이며, NRI의 투자는 주로 직접투자 및 금융투자에 집중되
어 있다.

4) 기술이전
재외 인도인들은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판매전략 및 기타 전문성을 전수
하였고, 일부는 인도의 경제, 사회 등 주요 영역으로 귀환하여 모국 발전에
기여하였다. 인도 IT산업은 인상들과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선순환의 고
리를 형성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도의 전문인력들은
모교에 대한 투자(인도공과대학 IIT의 경우)를 통해 본국의 기술인력 양성과
동 인력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실
리콘밸리 기술인력의 30~40%가 인도 기술자이고,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난 10년간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을 거듭한 데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
도 IT 기술인력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과학과 기술, 문화 및 경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도인들이 활동하
고 있으며 미국의 경영, 금융 등의 부문에도 인도 전문가 풀 형성 및 미국과
본국과의 호혜적 발전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노동생산성 분석
가. 분석방법
여기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여 인도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고
자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별로 노동이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인도 인력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생산성 증가에 대한 전문화 또는 특화, 구조적 변화가 생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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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소위 ‘비중변화분석(shift-share analysis)’을 이용하
고자 한다. 이 분석의 장점은 생산성의 변화를 구조적 변화, 개별기업단위의
변화, 기술적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사
용하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주로  로 서술되어, 노동 한 단위 투입 시 평균적으로 생

산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는 생산량, 주로 부가가치로
나타내며,  은 노동투입량을 말한다. 이 노동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에서 는 산업을 말하며,

는 산업의 생산량을, 그리고  는 산업

의 노동투입량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 비중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2)    ( 산업의 노동생산성)



(3)    (총노동투입량 대비 산업의 노동투입 비중)




이제 방정식 (2)와 (3)을 방정식 (1)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4)  

  


식 (4)을 이용하여, 우리는 변화량 또는 증가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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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5)를 ‘증가율’형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6)











 


[I]

[II]





  



[III]

위 식의 첫 번째 항([I])은 산업간 노동의 할당 변화가 생산성 증가에 기
여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총고용에서 고용의 비중이 생산성이 낮
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동 항의 부호는 정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이는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낮은 산업활동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활동으로 이동하는 한 국가의 능력을 반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항([II])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산업간 노동할당 변화 간의 상
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효과는 만약 생산성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
문이 총고용 비중도 증가할 경우 정(+)의 값을 가지게 된다.
셋째 항([III])은 산업 내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다면 동 항은 정(+)의 값을 가지게
된다.

나. 자료
인도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각 효과별로 추정하기 위하여 본고는 로이터
(Reuters Knowledge)의 기업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동 기업정보 데이터
는 각 연도별로 기업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
료는 기업별 재무자료는 물론 산업별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산업 코드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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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목적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기업 자료를
산업별로 집계하여 재분류하였으며 2003~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업
회계자료는 대부분 매년 12월말 기준이지만, 인도의 경우 인도 회기연도를
반영하여 3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국가는 단순히 인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을 같이 분
석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생산성은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서비스업 중 지식기
반서비스업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을 서비스업을 다시 세분화
하여 금융, ITC, 제약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인도의
자료는 서비스 산업의 세분화 구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의 경우 금
융, ITC, 제약회사의 숫자가 너무 미미하여 세분화된 서비스업 분야의 노동
생산성은 추정하지 못하였다.

❚ 표 3-7. 각국별 산업분류 활용 ❚
서비스업 세부분류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ITC

제약

인도

O

O

O

O

O

한국

O

O

O

O

O

중국

O

O

-

-

-

동 자료에서 기업재무자료가 없는 기업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또한 6년
기간 동안의 재무 및 회계자료가 없거나 한 기간이라도 자료가 없는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동 분석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완전하게 반영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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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인도, 한국, 중국의 노동생산성을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해 보았다.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중국이 가장 크고, 그 다
음으로 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치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제조업
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 속에서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열악한 인도의 경우 제
조업의 생산성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문을 분석해 보면, 산업 내 노동생산성
([III]) 변화는 3개 국가 모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
동할당 비중 변화([I])와 상호작용([II]) 효과는 중국과 한국의 경우만 정(+)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는 모두 부(-)의 효과를 보였다. 즉
인도의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노동이동의 경직
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정결과를 고찰해보면, 우선 3개국
중 인도가 노동생산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I]과 [III]의 효과가 모두 부(-)의 값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I]
과 [II]의 효과가 모두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I], [II], 그리고 [III]의 효과 모두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개선은 인력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한 효과와 더불어, 산업 내 생산성 증가 효
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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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인도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
산업

I

II

III

합계

제조업

-0.1571

-0.0316

0.5090

0.3203

서비스

0.1571

0.0093

0.1641

0.3304

❚ 표 3-9. 중국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
산 업

I

II

III

합계

제조업

0.99071

0.53078

1.02738

2.54887

서비스

-0.24610

0.24189

-0.30464

-0.30884

❚ 표 3-10. 한국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
산 업

I

II

III

합계

제조업

0.00750

0.00107

0.40228

0.41085

서비스

-0.00750

-0.00040

0.15919

0.15130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 즉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노
동생산성 변화를 추정하였다. 금융과 의약 및 건강 부문의 노동생산성 변화
는 한국과 인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ITC의 경우 인도의 노동생
산성 변화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가 IT 분야에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생산성 개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노동할당 변화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내 생산성 변화만 정
(+)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도의 경우 노동할당 변화 효
과와 산업 내 노동생산성 개선 효과에서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69

제3장 인도 전문인력 활용과 효과 │

❚ 표 3-11. 인도 주요 지식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
I

II

III

합계

금융

0.0122

-0.0002

0.0170

0.0290

ITC

0.1437

-0.0067

0.0440

0.1811

의약/건강

0.0120

-0.0004

0.0234

0.0350

산 업

서비스

❚ 표 3-12. 한국 주요 지식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
I

II

III

합계

금융

-0.0019

-0.0003

0.0367

0.0345

ITC

-0.0011

-0.0001

0.0199

0.0187

의약/건강

-0.0006

-0.0001

0.0227

0.0220

산 업

서비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인도의 경우 경제 내의 구조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구조가 전반적인 생산성 성장에 의해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Dollar and Wolff 1988;
Timmer and Szirmai 1999). 즉 인도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구조가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인도
의 서비스업 구조변화는 노동생산성에 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도의 IT 성장에서 전문인력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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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인도 경제의 급성장이 서비스업에 의해 견인되고 있고, 이
서비스업의 성장은 인도의 우수한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
으며, 인도 인력의 경쟁력 및 정부정책은 물론 인도 인력의 활용과 그 효과
를 고찰하였다.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중심의 인력을 전문적
으로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노동생산성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인도는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인도 인력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양성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따라 한국도 서비스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
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식기반인력의 전문화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으로 전문
인력의 국제적 협업강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지식기반인력
의 전문화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산업중심의 교육시스템 구
축 및 개선 ② 해외전문인력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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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협업 강화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협력에
의한 국제시장 진출도 필요하다.

1. 전문인력의 전문화 및 혁신역량 강화
가. 산업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및 개선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정책
수립 시, 인력 양성 계획 수립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서비스 산업의 전
문인력 양성 정책은 전략적인 산업 육성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
기보다는 일반적인 대학교육, 직업훈련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
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핵심요소는 전문인력이므로 기존의 다른 산업정책과
는 달리 모든 지식기반산업정책은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령 ‘디자인산업 향후 5년 이내 20% 성장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이를 위해서는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대학교육, 직업훈련, 산․학 협동
프로그램 등에서 각각 몇 명을 육성하여 공급한다는 명확한 계획이 요구된다.
산업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지
식경제부가 주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관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 민간
교육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식경제부 내의 ‘지식서비스과’가 각 기관 및 업계 등을
총괄하는 항구적인 TF(가칭 ‘지식기반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TF’)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동 TF는 중앙정부의 지식기반산업정책을
지방정부, 교육기관 및 대학, 기업 등의 인력공급 방안 마련과 연계하여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산업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주요 전문인력 양성
분야인 과학 및 엔지니어링, 법률 및 금융, 의학 및 의료 등은 물론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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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서비스를 포함하는 인력 양성 교육 및 공급체계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정
책수립 시, 관련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용해야 한다. 가
령 특정 대학과 계약 운영제, 전문대학원 지정 및 운용, 주요 기업체와의 인
력교육 MOU 체결 및 추진 등을 그 예로 들수 있다.

❚ 그림 4-1.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공급체계 안 ❚

‘지식기반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TF’의 주요 추진사업 및 계
획 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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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TF 주요 사업 구상 및 계획 분야 ❚

TF팀은 ①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인력육성을 위한 교과과정 프로그램
및 교수훈련사업 ②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부분인 대학, 직업훈련,
업계 등 필요한 설비 및 시설 개선과 설립 ③ 산업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대학, 직업훈련, 업계 등 필요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 ④ 해외
취업을 위한 해외취업훈련 사업 ⑤ 해외에서 전문인력 육성이 가능한 외국
업체, 재외교포, 해외진출 한국기업 활용방안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지식기반산업 육성 정책 수립 시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으로 운
영한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1)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활
동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 내 비중이 증대되면 경제변동 폭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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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2)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은 여
타 산업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조업 고용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전문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향후 상대적으로 높
은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해외인력 파견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청년실업 해소
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력의 해외유출은 ‘두뇌유출(brain drain)’
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두뇌획득(brain gain)’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해외로 전문인력이 유출될 경우 그 인력 때문에 자금송금, 네트워킹 확대,
노하우의 국내 전수, 외국인투자 확대, 국가이미지 개선 등의 순선환적인 혜
택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도의 경우 ‘해외파견인력공사’를 설립하여 인
력의 전문 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해외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국고용정보원’, ‘에리츠해외이주공사’ 등을 통하
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6~10개월에 걸친 비즈
니스, 무역 및 회계, IT, 언어 등의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더불어 해외취
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식전문인력 육성반’을 신설
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식기반 전문인력 육성과 동시에 해외취업을
활성화한다.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의 해외취업 분야를 지식전문분야에 특화하
고, 동 분야의 교육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여 글로벌화된 지식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한다.
특히 한국의 전문인력들이 해외로 취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위
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기관’으로의 취업이 가능한 전문인력 육
성도 중요하다. ‘지식전문인력 육성반’은 ‘국제기구 및 기관 특별반’을 별도
설립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식전문인력 육성반’의 전문인력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KOTR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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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KOTRA가 각종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기관을 발굴하며,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으로 KOTRA를 통한 인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TRA는
주요국에 무역관을 설립하였으며 따라서 현지 무역관의 필요에 따라 ‘한국고
용정보원’의 ‘지식전문인력 육성반’에서 협동 육성한 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인턴기회를 부여한 후, 세계 주요 국제기구 및 기관에 진출시키는 단계적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KOTRA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
진해야 하며, 또한 KOTRA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관 및 기업 발굴 사업
도 동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차선책으로 ‘(가칭)해외전문인력이주공사’를 설립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전
문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KOTRA 등을 통해 국제기구 및 기관에 취업을 알
선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의 재외이민자들로 구성된 ‘Korea Diaspora’를 구성하여, 본국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국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및 귀화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현지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률과 규제, 정부와
업계의 관행에 관한 최신 정보,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취업 및 국내 귀화 등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
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워싱턴DC 등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
며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해외전문인력 적극 활용에 의한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 관점
에서 우수 해외인력 채용 등 해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지식서비스의 인력 공급 문제는 양적인 부족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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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부족이 문제이며, 특히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급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표 4-1. 디자인산업의 인력현황 사례 ❚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 연간 디자이너 배출: 세계 2위
- 미국 3.8만명, 한국 3.6만명

◦ 국가 디자인 경쟁력 순위: 세계 14위
- World Economic Forum, 2005 발표

◦ 전문 디자인 기업: 2,245개

◦ 세계 100대 디자인 기업: 0개

자료: 지식경제부(2008).

따라서 단계적으로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전까지는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의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전
자, 정보, 법률, 의학, 금융 분야 등 해외 한국 유학생 우수인력 등을 채용․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제도인 Gold카드제도, IT카드제도,
Science카드제도, 브레인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주요 대
학 등에 현지 우수인력 채용박람회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기술재단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및 해외 명문대생 채용을 통한 지한파 양성 지원도 가
능하다.
해외 인력양성기관 등에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한국기업을 위한 우수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지
식기반분야에 우선적으로 파견해야 한다. 특히 사업서비스 분야의 해외연수
를 장려 및 지원한다. 컨설팅, 은행, 금융, 법률 등에서 실무경력이 있고 외
국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강사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도 있다.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식기반 비즈니스 스쿨 및 아카데미, 해
외진출 성공전략 연수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정보제공 강화 및 진출업체간 협력을 유도하여 관련 인력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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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공관, 통상채널을 통한 중앙
정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간 ‘전문직 서비스 협의체’ 설
립을 통한 각종 관련 기술 및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 및 협력해야 할 것이
다. 가령 인도의 경우 인도상공부, 인도과학기술부 등과 지식경제부 간에
MOU를 체결하여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필
요한 분야에 대하여 인력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도에
‘A Work in Korea’라는 지식기반 전문인력 고용센터를 운영하여 인도의
전문인력을 국내 업체에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 센터
는 현지 무역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며 여기에서 채용된 인력에게는 ‘특별노
동허가제’와 ‘특별입국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인도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에 의한 국제시장 진출
한국은 IT하드웨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반면, 인도는 IT S/W분야에 강점
이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국간 동 분야의 산업협력은 대부분 민간수준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Samsung Electronics India Software Operations
(SISO), LG India 연구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한국이 협력하여 국제시장에 진출하려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인도와 ‘전문직 서비스 협의체’를 설립할 경우, 이를 통하여 양국
간 기술협력은 물론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즉 한국
의 IT전문연구소와 인도의 IT전문연구소 간에 MOU를 체결하고, 양국간 비
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평가 및 도출하고, 이로부터 향후 국제시장에 진출 가능
한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인도의 저렴한 전문인력과 한국의 IT 하드웨어를 통
합하여 저가의 고급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78│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 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자동차디자인, BT, NT, 의료 및 보건 등
매우 다양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인도 연구소 및 협회간 MOU는 많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MOU를 확대 개
편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도 소프트웨어
협회인 NASSCOM이나 인도 정보산업진흥원(Electronics and Computer
Software Export Promotion Council) 같은 인도 IT 전문기관과 한국의 정
보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
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 인도 기관의 인력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 동등한 수준에서 양국 협력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인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인도의 각 주정부 IT산업 연구소 및 진흥원(예: 타밀나두의 경우
e-governance를 지원하는 주정부 산하의 Ellect)과 한국 지자체의 정보산업
진흥원(예: 서울정보산업진흥원)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의해 지방 전
문 인력 및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산․관․학 필요사업 발굴 → 정
부간 MOU 활용에 관한 협의 → 프로그램 개발(산․관․학) → 정부지원→
인력투입 순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지원은 정부간 협의 및 재
정적 지원이 주요 현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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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dia’s Professional Manpower and Growth of
Service Industry: Implication for Development
of Knowledge Service Industry of Korea
Soon-cheul Lee and Young-chul Song

The demand for service industry in India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with rising incomes. Furthermore, its weight and importance have grown and
now accounts for 60% of India's GDP. In particular,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has risen as a new engine of development and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 the economy overall, by
being used as a factor stimulating production for other industries as well.
India's service sector is especially strong in the IT service sector, as made
apparent by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software and business service
exports to 65.5% in 2007/8, up from 14.4% in 1980/1. The analysis shows
that India's abundant professional manpower has played a key role for the
recent development of service sector, including IT.
A World Bank survey shows that the level of education and human
capital in India are higher than those of China and nearly the same as Korea.
In particular, India's science registration percentage is 14.3%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These results that demonstrate the high quality of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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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apital and its competitiveness, comes from the government
educational policy that focuses on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he Indian government's decision to concentrate on higher
education for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has resulted in great increases in
the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were key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T sector, which was part of the Indian government's
national strategic policy. This made it possible for a huge pool of human
capital with bachelor's degrees in engineering, business, computer, etc. to
enter into IT and ITES sectors. As a result, the IT sector has grown by an
average of over 30% annually after 2000, which contributed to an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8%. Furthermore, these also resulted in indirect
employment effects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influencing growth in
both related and unrelated industries, including FDI in the IT sector.
Although India has had a low level of education in the past, it appears
that India's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achieving fast economic growth
with government policies focusing on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Thus,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also

train professional manpower to

stimulate growth in service sector, like India. Accomplishing this task would
necessitate some policies such as 1) setting up an industry-oriented
educational system and devis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aid system,
2) enhancing competitiveness through introduction of overseas professional
manpow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hould

set

up

industry-oriented plans for the education system and build a general system in
connec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offices, private education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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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is necessary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arding professional manpower, which
means Korea needs to make inroads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lemented by mutual cooperation. For instance, the combination of
Korea's knowhow in IT hardware

and

Indian expertise in software is

expected to create synergistic effects benefitting both countries. In addition,
there is much room for consideration of promoting overseas expansion by
businesses, as well as creation of a technology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India by establishing a ‘professional service organization.’ Finally, a
combination with cheap professional manpower of India and IT hardware of
Korea will make possible a strong entry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through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high qualit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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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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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생
산공정에 참여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데 있다.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의 원인 및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
안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생산네트워크는 여
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도 초국경 기업의 국경간 생산분할
이 주요 원인임은 틀림없다.
기업들의 생산공정 분할은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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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교역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분할 이론에 기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2월 발행
정가 5,000원 / 110면
ISBN 978-89-322-2143-4 / 978-89-322-2064-2(세트)
KIEP의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자료 발간자료목록

09-01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 권율ㆍ정지선
08-01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ㆍ중 FTA 대비 / 이창영
08-02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 정재완ㆍ방호경
08-03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과제 / 정형곤ㆍ나승권
08-04 한ㆍ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 정성춘ㆍ이형근
08-05 한ㆍ중ㆍ일 對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
교 / 김한성ㆍ이재호ㆍ백유진
08-06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 방호경
08-07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ᆞ일 FTA에의 시사점 / 김양희ㆍ정성춘ㆍ정지원
ㆍ이형근
08-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 윤창인
08-09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ㆍ김태준ㆍ문우식ㆍ송치영ㆍ유재원
ㆍ채희율
08-10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 서진교ㆍ정철ㆍ
송백훈ㆍ남호선ㆍ박순찬ㆍ이홍식ㆍ송유철
08-11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 박순찬ㆍ김우영ㆍ이종한ㆍ이홍
식ㆍ최종일
08-12 시장개방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홍식ㆍ박순찬ㆍ김우영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ㆍ박상남

*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ㆍ안형도ㆍ박세훈ㆍ정옥주ㆍ이성수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ᆞ중 관계 변화
를 중심으로 / 양평섭ㆍ구은아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07-06 한ᆞ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ㆍ배희연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ㆍ안준성
07-09 한ᆞ중ᆞ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ㆍ고희채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 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ㆍ한홍렬ㆍ김관호 외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ㆍ박순찬ㆍ정재완 외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06-06 한ᆞ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ㆍ김관호ㆍ이준규ㆍ현혜정

이순철(李淳喆)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
인도응용경제연구원(NCAER)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인도 통상학부 교수
(現, E-mail: sclee@pufs.ac.kr)

저서 및 논문
인도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공저, 2006)
한․인도 CEPA 양허안․민감품목 작성을 위한 산업별 분석 (공저, 2006)
인도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공저, 2007, 국민경제자문회의) 외

송영철(宋泳澈)
중앙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現, E-mail: ycsong@kiep.go.kr)

연구자료 08-07

일본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에의 시사점
김양희·정성춘·정지원·이형근
이 연구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에서 출
발해 일본농업을 한국과 비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과 관
련하여, 한국측에는 일본의 약한 농업
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한 제조업도 중
간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협상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
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농업이 우
리보다 약하다는 통념이 기정사실
화 되어 있으나 정작 그 논거는 분명
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
로 무엇이 어느 정도 약한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일본농업의 경쟁력 실태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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