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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장지호 ㆍ김정렬 ㆍ조영희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의 경제개혁은 외형적으로는 신자
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이의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발전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의 국가주
도 발전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모델의 정책 레짐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동 추의
반동과 같이 국가통제주의와 자유방임의 2개 축 사이를 반복하는 정책변
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고 인도의 산업발전전략을 둘러싼 이
코노믹 거버넌스의 진화과정과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
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도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각 시기별 정책환경의 변화와 주요 정책변동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인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기업유형별(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유형
별(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대외개방,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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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R&D, 공기업, SEZ)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경제발전 이론들을 검토하여 정부-기업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한 포괄성, 정보 공유성, 신뢰성, 투명성, 관료 자율성의
다섯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업 간 관계를 발전지
향적 관계와 지대추구적 관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인
도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
근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이코노믹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
서는 연구목적을 비롯한 전체적인 연구내용과 방향을 소개하였고, 제2장
에서는 국가경제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경제발전 이
론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
서는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감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국가계획경제라는 이데올로기하에
적극적인 국가개입과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우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
치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패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이어
1980년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성장 중심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하면
서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전 시기까지 정부는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나,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친기업적인 전략
(pro-business strategy)을 지향함으로써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업발전전략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
존 국가역할의 변화를 시도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전제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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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혜적인 정책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인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1990년대
대규모 경제개혁이 발생하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급격한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외환위기의 IMF의 금융구
제체제로 들어서면서 인도 정부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대외시장 개방과
각종 산업정책의 규제완화를 시도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를 지향
하는 친시장적 전략(pro-market strategy)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 인도
는 경제개혁의 규모와 범위에 비해 의외로 높은 성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정치체제와 이해집단의 갈등과 충돌
로 인해 개혁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지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
다. 어쨌든 이 시기의 경제개혁정책은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우연하고 급
작스럽게 발생한 정책변동이라기보다는, 이미 1980년대부터 축적된 정부
의 친기업적인 태도변화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
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1990년
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산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성장에 따른 재분배와 형평성의 문제가 주요 정
책의제로 자주 등장하면서 경제발전과 친서민정책의 양립을 위한 이른바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정부는 그
동안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국제경쟁체제하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전적인 기업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데 주력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의 대기업들 역시 경영실적이 부실한 계열사를 과
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경영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외개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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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보호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로비활동과 정
책압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과거 마할라노
비스 모델(Mahalanobis model)에 근거하여 전통적으로 소규모 기업은 반
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보호주의 신드롬이 고착화
되어 있다. 다른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종종 보이지만,
특히 인도의 소규모 가내수공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산업보호주의 성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인도의 영세
-중소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보호에 안주하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욕
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역량과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저
해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즉 인도의 중소기업은 형평성과 분배의 연속
선상에서 논의되면서 보호주의 정책이 지속되다가 1990년대 이후 경제자
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부분적인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및 투자
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기반의 다양화라는 맥락에서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정책도 영세규모
산업의 성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
고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경제개혁 이후 인
도 정부는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점차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조업의 성장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지역간 격차도 매우 심한 편이다. 이처럼
인도의 제조업의 발전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프라, 자본,
기술력 등과 같은 자원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대
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발정책이므로 그 이면에는 정부, 기업, 지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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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물질적ㆍ가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
로 IT 산업이 중점육성 산업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1960년대 후
반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건에 의해 우연한 기회에 다소 즉흥적으로 등장
하였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는 국가가 I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
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성공적인 대표 국가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발전지향적인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
제 인도의 IT산업 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가 비일관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기업과의 지대추구적 관계를 형성하
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인도의 IT산업 부문은 정부규제가 가장 약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초기단계에서는 상당수준의 국가개입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7장에서는 정부-기업 간 관계를 포괄성, 정보공유성, 투명성, 신뢰성,
관료자율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먼저 포괄성의 경우 기업결사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산업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들
이 산업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력화하고 있는데, 이들 중 가
장 조직화되고 정책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 중 하나가 기업결사체
다. 최근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결사체로는 FICCI, ASSOCHAM,
CII가 있다. 이들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유도하고 국가 혹은 지역적 수준
에서 보다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업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 정부우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는 기업결사체의 영향력이 그리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
부-기업 간 관계가 신뢰가 아닌 지대추구 혹은 공모결탁의 관계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친기업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업결사체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히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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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업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부-기업 간 관
계형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공유성과 관련하여 최근 인도 정부는 전자정부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National e-Governance Plan(NEGP)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가 제공하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받
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대한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정책의지 부재
로 인해 실제로는 단순히 기술적인 조치이자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E-Readiness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업데이트, 유저 프렌들리 환경조성, 전자정부의 역량강화를 위
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전의 산업 라이선스 시스템하에서는
산업승인과 허가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정책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심각했었다. 기업인들은 델리의 정부청사 주변
에 특정한 로비스트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지경이
라고 푸념할 정도로 행정의 투명성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비밀주의적인 환경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패
관행을 초래하였다. 1991년 이후 주식시장과 관련된 스캔들도 이러한 불
투명한 정책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소규모 투자자들 간에는 주식시장에 나
도는 정보들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도 정부는 정부-기업 간 정보공유와 투명성 제고
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하나가 시민들의 알 권
리/정보법(right to information)의 제정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부기관에만 개방되었던 정보들을 일반대중에게도 공개하는 것으로, 재
정관련 부처가 정보를 개방할 경우 자연스럽게 일반시민들의 대중감사를
받게 되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관료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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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40년간 인도의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에 비해
약한 위상에 있으며,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화 정책의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자본을 보유하고 규제체제의 재분배 메커니즘하에서 효
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하여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
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도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고 이의 대가로 기업은
정치자금을 마련해주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해 관료자율성의 확보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정부-기업 간 관계는 행정개혁의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며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인도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
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변화
와 이코노믹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편이지만, 경제개혁 이후 지역개발과 산업정책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각 지역
별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특성이 차이가 있어 지역주의 양상이 강한 편
이며, 특히 부족단위의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영향력이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적인 관계형성이 필
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각 주정부의 인프라와 거버넌스의 역량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며,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과 정책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발전지향적인
이코노믹 거버넌스는 다소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9

국문요약 │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3

19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9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21

제2장 경제발전 이론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유형
1. 신고전파 경제이론: 정부-기업 간 지대추구적 관계

23

26

가. 지대추구론(Rent-Seeking Theory)

27

나. 약탈적 국가론(Predatory State Theory)

28

2. 발전국가론: 정부-기업 간 발전지향적 관계

29

가. 사적이익 관리론(Private Interest Government)

30

나. 연계된 자율성 이론(Embedded Autonomy)

32

3. 이코노믹 거버넌스 분석모형

제3장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34

37

1. 독립 이후~1970년대: 사회주의 국가주도 전략

38

2. 1980년대: 친기업적인 전략(Pro-Business Strategy)

39

가. 1980년대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39

나. 정부-기업 간 관계의 변화

42

다. 1980년 경제개혁의 의미와 성과

3. 1990년대: 친시장적인 전략(Pro-Market Strategy)

43
44

가. 1990년대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44

나.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46

다. 1990년대 경제개혁의 의미와 성과

47

4. 2000년~현재: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

제4장 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대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48

50

50

가. 대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50

나. 주요 대기업의 대응전략 변화

52

다. 대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57

2. 중소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57

가. 중소기업의 현황과 성과

57

나.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58

다. 중소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62

제5장 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제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64

64

가. 제조업의 현황과 성과

64

나. 제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65

다. 제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70

2. 서비스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71

가.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성과

71

나. 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73

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정

77

라. 정보통신 인프라

81

마. 서비스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83

제6장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대외개방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85

85

가. 대외개방정책의 현황

85

나. 대외개방정책의 성과

86

2. 인프라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87

가. 인프라 정책의 주요 내용

87

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88

3. 세금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89

가.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세금체계

89

나. 간접세의 중복구조

90

다. 부가가치세(VAT)

90

라. 면세구조

91

4. R&D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91

가. R&D 정책의 주요 내용

91

나. R&D 정책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93

5. 공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95

6. SEZ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96

가. SEZ의 주요 내용

96

나. SEZ를 둘러싼 논쟁과 정책갈등

97

제7장 정부-기업 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 포괄성
가. 기업결사체의 등장 배경과 주요 활동
나. 기업결사체의 정책 영향력과 경제개혁에 대한 태도

2. 정보공유성

99

99
99
105
107

가. Public Accountability Information Systems(PAIS)

107

나. e-Biz 프로젝트

107

3. 투명성

110

가. 사업승인 및 허가제도와 부패

110

나. 정보공개와 투명성

111

다. 모니터링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111

라. 개방된 정부(Open Government)

112

4. 신뢰성

112

가. 관료부패

112

나. 관료부패와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113

다. 부패방지제도의 낮은 실효성의 원인

115

라. 정치적 분권화와 부패의 관계

115

5. 관료 자율성

116

가. 관료 자율성의 형성과정

116

나. 관료와 기업에 대한 평가와 위상

117

제8장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19

1. 중앙정부-주정부 간 관계

119

가. 정부간 관계에 대한 헌법규정

119

나. 시대별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발전과정

120

2. 지방정부: 판차야트 라지(Panchayat Raj)

122

가. 농촌지역의 자치정부(Rural Local Government)

122

나. PRI 권한 강화를 위한 3개의 F's 이양

123

다. 지역 부족사회와 주정부 간 관계

123

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분권화 수준 차이

124

3.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들

124

가. 기획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분권화 정책

124

나.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의체

125

다. 회계 및 감사제도

126

라. 산업발전 규제법

126

4.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27

가. 인도의 지역주의

127

나. 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

129

다. 서벵갈 지역 사례-정부간 관계의 변화

130

라.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31

제9장 결론

135

1. 연구요약

135

2.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141

참고문헌

147

Executive Summary

154

표 차례

표 2-1. 경제발전 이론: 정부-기업 관계 유형

25

표 2-2.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인들

36

표 5-1. 인도 서비스산업의 현황

71

표 5-2. 인도의 IT 산업

73

표 5-3. National e-Governance Plan: NeGP

76

표 5-4.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동과정

82

표 7-1. 인도 주요 기업결사체 현황

105

표 7-2. Mission Mode Projects(MMPs)

108

그림 차례

그림 2-1. 정부-기업 관계 유형: 지대추구 vs. 발전지향

33

그림 2-2. 이코노믹 거버넌스 분석모형

34

그림 8-1. 인도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27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개혁을 위한 대규모의 정책변
동을 시도하였다. 라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위 LPG라 불
리는 자유화(Libera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2003년 이후 연평균 5~8%
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국가발전이 가시화되었으며, 약 11억
인구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인도 경제성장의 잠재력에 대한 호
평과 기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Doing Business Report”에 따
르면, 2004년 이후 인도는 사업등록, 신용, 세금, 무역 등 7개 영역의 기업
환경 개혁 부문에서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특히 무
역부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도의 민주적인 정치체제
는 다원주의적 인도사회에서 정책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타협과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정책대안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
여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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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힌두식 경제성
장 속도(hindu rate of growth)’라는 표현으로 느린 경제속도와 불안정한 성
장추세를 지적하며, 중단기적으로 볼 때 급속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올해
뉴델리에서 열린 재외거주 인도인 모임에 참석해 인도의 경제발전 과정을
‘느리게 움직이는 코끼리’로 표현하면서, 인도정부가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분권적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경제개혁의 추진이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 인도는 13억 인구가 참여하는 양적인 차원에
서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성숙한 민주의식이 결여된 불안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 메
커니즘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집행을 지연시키고 혼란스럽게 하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빈민층
과 사회적 약자 집단들은 정치세력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
형을 주장하면서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장중심의 경제자유화 정
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개혁 이후 지방분권화 정책은 주
정부에 높은 수준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정
부간 관계의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의 경제개혁은 다양한 집단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
민적 합의가 전제된 것이 아닌 기업, 중산계층, 부농 등의 사회 내 특정 지배
계급의 지지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비해 정치사회 구
조가 훨씬 다층적으로 분화되고 복잡하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정
치경제적 변수들과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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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이 발효되고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마련
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인도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해 현황보고 중
심의 단순한 사실적 기술보다는 인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발전경로나 패턴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인과적인 분석을 통해 한-인도간 경제적 협력과 발
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이코노믹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의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본 연구는 정부-기
업 간 관계와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보
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비롯한 전체
적인 연구내용과 방향을 소개할 것이고, 제2장에서는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
한 다양한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경제발전 이론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
코노믹 거버넌스 발전과정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이후부
터 현재까지 인도의 산업정책의 내용을 시기별로 구별하여 정리할 것이다.
각 시기는 ① 독립 이후~1970년대: 사회주의 국가주도 전략, ② 1980년대:
친기업적 전략(pro-business strategy), ③ 1990년대: 친시장적 전략(pro-market
strategy), ④ 2000년~현재: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의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1991년 경제개혁을 전후
로 정책변동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1980년대 정책변동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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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4, 5, 6장에서는 인도 산업정책의 발전과정 및 주요 내용과 특징을
기업유형별, 산업유형별,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고 각 영역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제7장에서는 정
부-기업 간 관계를 포괄성, 정보공유성, 투명성, 신뢰성, 관료자율성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지대추구적 관계와 발전지향적 관계의 두 가지 유
형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8장에서는 인도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기능
과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변
화와 이코노믹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9장
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적 협력강화에 있
어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2│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제2장
경제발전 이론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유형

지난 50여 년간 각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설명하는 다양한 경제발전
이론들이 등장하였는데, 최근에는 이 이론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느 이론이 각 국가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쟁이 되고 있다. 경제발전 이론은 크게 네 가지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대순으로 볼 때 근대화 이론, 종속이론, 신고전파 경제
이론, 발전국가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대화 이론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에서 성공적이었던 민주적 자본주의의 서구 모델로서 전 세계에 걸쳐 큰 영
향을 미쳤다. 근대화 이론은 모든 국가가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를 거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후발산
업국가의 경우 자원과 시장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가
산업화 프로젝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Clark &
Jung 2004). 그러나 1960년대 후반 근대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의 발전전략은 경제침체와 독재정치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 근대화 이론은
개도국의 개혁과 성장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대화 이론에 대한 반발로 종속이론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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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서구 자본주의가 개발도상국을 약탈하고 후퇴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지도자와 상류계층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독점적 지대를 유지하
기 위하여 중심적인 정치적ㆍ경제적 이익들과 동맹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
였다(Chase-Dunn 1989).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속이론 역시 사
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붕괴와 수출지향적인 개발도상국들의 성공적인 경제
적 발전 등을 경험하면서 그 이론적 한계와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어떤
경제체제하에서도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신고전주의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종속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반동은 “가격을
올바르게 하라(get the prices right)”는 격언과 함께 선진국과 IMF 및 세계
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들이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사고를 확
산시키게 되었다(Balassa 1981; Bhagwati 1993).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이론 역시 실제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론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싱가포르,
대만, 한국에서 국가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아시아
물력론(east asian dynamism)이 성공적인 국가발전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경
제발전과 개혁에서 “국가를 되돌리다(bringing the state back in)”라는 주장
과 경쟁력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격을 왜곡하라(get the prices
wrong)”는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이 새롭게 평가받는 발전국가론이 등장하게
되었다(Amsden 1989; Chan 1993; Wade 1990; Woo-Cumings 1999). 이
러한 발전국가론의 기본 가정은 정부가 경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완전성이 산업화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
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원희소성과 높은 진
입장벽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시장실패와 혼합되면서 더욱 증폭된다.
이를테면 기존의 기업들은 새로운 진입자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시장
권력을 사용하는 독과점을 발생시키는데, 국가는 이러한 왜곡된 상황을 교정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새롭게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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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보호해주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신흥 산
업을 자극하기 위하여 가격을 왜곡함으로써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집중시
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국가 산업구조를 결정짓는 정교한 산업정
책을 포함하며, 강력하고 자율적인 발전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산업개혁을 촉
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Amsden 1989; Wade 1990).
이러한 발전국가론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둬 경험적인 실증을
함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지향하는 선진국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
제기구들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효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World
Bank 1993).
이러한 경제발전 이론들 중에서 특히 정부-기업 간 관계에 초점을 둔 이
론은 신고전파 경제이론과 발전국가론이다. 이 이론들은 정부와 기업 관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논쟁에서 각각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제시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친밀한 관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신고전파 경
제이론의 지대추구론과 약탈적 국가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뒤이어 이와는
반대로 정부와 기업 간의 친밀한 관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하는 발전국가론의 연계된 자율성 이론과 사적이익 관리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표 2-1. 경제발전 이론: 정부-기업 관계 유형 ❚
정치경제
사조
비교기준

사회주의

신중상주의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대표적 정책

중앙기획

산업정책

총수요관리정책

경쟁정책

자유시장

정부 개입의 강도

매우 강함

다소 강함

보통

다소 약함

매우 약함

다소 작음

보통

다소 큼

매우 큼

시장 자율의 크기

매우 작음

초기 선도자

막스, 레닌

거센크론, 베버 케인스, 슘페터 하이에크, 뢰프케 스미스,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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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계승자

주요 특징

스카치폴(신베버
리안 국가주의),
슈미터 ( 조합주
의), 홀(역사적 제
도주의), 로드(거
버넌스)

사무엘슨(신고전
파 통합), 크루그
먼(후기 케인지
안), 프리맨(네오
슘페토리안 기술
혁신 이론), 포터
(국제경쟁력)

프리드먼(통화주
의), 펠트스타인
(공급경제학), 루
커스(합리적 기대
론), 뷰케넌(공공
선택론), 코즈(합
리적 제도주의)

선택적 정부개입
(정책금융과 세
제혜택 및 정부보
조금), 공영화(국
통제경제, 보호무
유화와 공기업화)
역, 국가만능주의
와 재규제, 준보
호무역 ( 수출입
기준, 고시 등 비
관세장벽의 활용)

유효수요 이론,
복지국가(베버리
지 보고서), 자유
와 방임의 조화,
제3의 길(좌와 우
의 사이길 모색),
관리무역(자유무
역과 보호무역의
절충)

기업식 정부(기
업의 관리방식에
대한 정부의 벤치
마킹), 민영화(사
자율균형, 자유무
유화와 민간위탁)
역, 야경국가
와 탈규제, 준자
유무역( G A T T ,
WTO, FTA 등 국
제규범 중시)

스탈린(요소투입
집중), 모택동(자
립경제), 등소평
(흑묘백묘론), 신
막시안 저발전론
(종속이론)

리카르도(비교우
위 이론), 근대화
론(정통발전 이
론), 무정부주의

1. 신고전파 경제이론: 정부-기업 간 지대추구적 관계
시장실패란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개별적인 선호
나 선택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산출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러한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불완전한 정보, 거래비용 등 여
러 가지 원인들로부터 유발되는데, 이는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
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개념은 발전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구조주의 경제학은 개발도상국의 저개발의 상태를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사례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와 정책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가져온다고 맹신함으로써 국가를 지나치게 이상적이
고 유익하게 개념화하였다는 데 그 한계가 있었다(Onis 1995). 이에 신고전
파 경제이론은 구조주의 경제학이 주장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
개입이 오히려 정부실패를 유발하고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정부-기업 간의 친밀한 관계는 관료부패와 행정의 비

26│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효율성을 유발하여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illick 1989). 다음에서는 이러한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이론적 근거로 제
시하는 지대추구론과 약탈적 국가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지대추구론(Rent-Seeking Theory)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개인적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합
리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즉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
며, 경제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이용
한다는 것이다(Grindle 1991).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개인은 혼자의 힘으로 자
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는 다른 개인들과
협력하여 집단행동을 모색하며,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권리주장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Alt & Chrystal 1983). 예를 들
어 로비는 특정 이익집단이 경쟁시장에서 획득할 수 없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
해 국가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지대추구적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다(Samuels &
Mercuro 1984).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이지만 이
윤이 낮아 기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국가는 이러한
산업을 우선투자 영역으로 선택하고 전략적 산업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고 한다.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관세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며, 한정된 수의 기
업에 면허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진입을 규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개입은
독점적 지대를 창조한다. 여기서 기업가들은 관료와 분배적 연합을 구성하고
지대를 잡기 위하여 로비활동 및 뇌물공여 등 지대추구 행위를 한다. 이러한
지대추구가 전제된 정부-기업 간 친밀한 관계는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독점적
요소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지속시킨다(Islam
1994). Bhagwati(1982)는 이러한 지대추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비생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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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추구(unproductive profit-seeking)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 개념 역
시 경제적 행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전
제한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자유시장의 조건하에서 일어난다면 상당수 개인
의 이기적 행동이 집합되어 결국 공동선으로 융합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되지만, 이와는 달리 이윤극대화 행동이 국가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지대
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artinussen 1997). 예컨대 국가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생산자나
수입자로 하여금 면허와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면, 기업은 정부의 면허와 허
가를 획득하기 위한 비생산적인 노력에 경주할 것이며, 이와 같은 지대추구
행위는 생산적 행위로부터 비생산적 행위로 자원을 이전시킴으로써 경제 전반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약탈적 국가론(Predatory State Theory)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시장에서의 이윤추구적인 인간에 대한 가정이 정치
가나 관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치가의 자기이익은 권
력에 대한 장악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로서 표현된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권력
유지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혹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공공
자원을 사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도 취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정
치가의 단기적 시야와 공공이익에 대한 헌신의 결핍 때문에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Grindle 1991). 마찬가지로 관료의 경우도 이
와 같은 논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관료 역시 다른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
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일반적으로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는 자신의
경제후생의 극대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책자원을 공급할 때, 관료들은 가
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자원을 팔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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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배함으로써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부패와 고객
주의(clientalism)와 같은 지대추구적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분석은 약탈적 국가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합
리적 행위자로서 국가(관료집단)는 국민 전체의 희생하에 자신의 부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세를 징수하거나 단기적 세입을 극대화하려
고 한다. 약탈적 국가는 주로 무역과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과도평가된
환율을 유지하며, 비능률적 관료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국가는 권
력을 유지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발전전략을 도입하거나 추진하
기도 한다(Grindle 1991, pp. 49-50). 이와 같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약탈
적 국가론은 국가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은 국가
를 잘 조직화되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가와
관료들의 힘 있는 이익집단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기적이며 자기극대화가
주요 관심사인 정치 엘리트와 관료집단이 사회적 후생의 차원에서 장기적이
고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
각이라고 간주한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이러한 약탈적 국가론은 내용적인
면에서 앞서 살펴본 지대추구론과 서로 잘 보완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힘 있
는 지대추구 집단과 더불어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가 동시에 존
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경제성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할 것이고 결국 경제
적 위기로 인해 국가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즉 단기적 차원에서 자기이익 극대화의 성향을 가지는 기업가와 관료들에 의
한 단합은 잘못된 경제적 구조를 창출하고 가속화시키게 된다(Onis 1995).

2. 발전국가론: 정부-기업 간 발전지향적 관계
정부-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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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손실을 우려하는 신고전파 경제이론과는 반대로 신제도주의는 오히려
정부-기업 간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된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와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
심으로 발전된 국가-사회 시너지 이론(state-society synergy)은 정부-기업
간 관계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여기서는 유럽학자인 슈
트렉(Streeck)과 슈미터(Schmitter)의 사적이익 관리론과 미국학자인 에반스
(Evans)의 연계된 자율성 이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사적이익 관리론(Private Interest Government)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질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자발적 단합의 원리에 의한 공동체 모델, 둘째, 경쟁원칙에 의
한 시장 모델 셋째, 계층제적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주의 모델이 그것이
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럽국가에는 이러한 기존 모델과는 구별되는 신조합
주의라는 새로운 이론이 발전되어왔다. 이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행동을 상호
조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즉 정치적 협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방식이다. 그 중에서 사적이익 관리론은 좀더 중간적이고 부
문적인 수준에서 기업결사체와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발전 모델은 국가개입주의나
시장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반복적인 변화 속에서 발전해왔다. 1950년대부터
등장한 국가개입주의는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였으며, 국가주의의 한계나 반관료제가 중요한 정치학적 이슈로 등장
하였다. 그리고 국가역할의 축소를 요구하는 주장들은 대부분 사회적 질서의
원리로서 시장자유주의나 공동체로의 환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과는 달리 국가와 시장 혹은 정부와 기업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중도적 전략이 일부 국가에서 발전되어왔다. 즉 직접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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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입과 규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적으로 조직화된 이익의 공적이용
이라는 사적이익 관리론이 등장하였다(Streeck & Schmitter, 1985). 시장자유
주의는 본질적으로 관료적 제약으로부터 개인의 자기이익의 자유화에 목적을
둔다. 즉 각 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허용된다면 가장 합리
적인 선택을 결정하고, 결국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공동체 모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집합적 이익을 결집하
려는 시도로서, 이의 기본전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추구와는 별도로 국가의
개입이나 조정 없이 사회적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적 가치와 공동체적 일
체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적이익 관리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의 집
합적 자기이익, 즉 개인 이익의 전환장치로서 기업결사체를 들고 있다. 공공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된 기업결사체와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은 국가
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보다 더욱 효과적인 사회경제 질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
할 수 있다고 본다(Streeck & Schmitter 1985).
사적이익 관리론에 의하면, 우선 국가는 정책결정 과정에 기업결사체의 참여
를 유도하고 이들로부터 정책형성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음으로써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는 산업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
한 실질적인 산업현장의 정보들을 정부-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할 수 있
으며, 특히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포함된 산업정책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노
하우의 정보공유의 측면에서 기업결사체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Streeck 1983). 다음으로 사적이익 관리방식은 시장실패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에 있어서 이익당사자들의 규제되지 않은 상호작용은 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집합적 재화를 공급하는 데 실패하게 되며, 더구나
규제가 부재한 기업 간의 자유경쟁은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사회적 분열과 불공
평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통제가 요구되는데,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높은 통제비용을 초래하는 한편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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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적이익 관리는 기업결사체의 조정과정을 통해 기업들의 자기이익의 조직
화함으로써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Streeck & Schmitter 1985).

나. 연계된 자율성 이론(Embedded Autonomy)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사회 또는 정부-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분석한 유
용한 이론 중 하나로 에반스(Evans)의 연계된 자율성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념과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제로섬적인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국가-사회간 시너지는
신흥산업국가에서 성공적인 경제변화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연계된 자율성이라는 특징을 발현할 때 가장 성공적
이고 효과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다. 즉 지대추구적인 사회집단에 의해 도구적으로 조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관료제하에서 국가 엘리트가 사회의 개별행위자들과 친밀한 접
촉을 유지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반스(Evans)는 연계성과 자율성을 성공적인 경제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율성만 강한 국가는 지식 및 정
보의 원천을 결핍하게 되고, 정책수행에서 사영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
는 한편, 자율성이 약한 연계 네트워크는 국가가 사부문의 개별적 이익을 초
월하는 집합적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두 요소의 결합만이 국가가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세우고 추구할 수 있으며,
사회로부터의 정보와 협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Evans 1997).
에반스(Evans)는 자신의 이론을 신흥산업국의 첨단정보산업 발전에 적용
하였는데, 특히 한국이 첨단기술산업의 비교우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을
연계된 자율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강하고 응집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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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와 개별 산업자본과의 밀집한 연계를 통해 국가가 제한적 규제자나 직
접적인 생산자로 행동하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출현이나 성장을 용이하게
하는 산파역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상호
연계성과 자율성이 낮은 편인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는 국가기업에 의한 직
접적 생산에 의존해야만 하였고,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이들 국가는 첨단
정보산업에서 한국보다 훨씬 뒤처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에반스는 경제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의 힘은 장기적
인 발전목표를 정의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며, 국가권력의 기반
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으로부터의 협력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산업개
혁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은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급의 차원뿐
만 아니라, 지식 및 정보의 원천과 정책집행의 원동력으로서 조직화된 사회
집단과 국가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Evans 1997).
❚ 그림 2-1. 정부-기업 관계 유형: 지대추구 vs. 발전지향 ❚
정부-기업간
정부-기업간
상호관계유형
상호관계유형

정부우위
지대추구

기업우위

제도적
제도적
특성
특성

비교

발전지향
평등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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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코노믹 거버넌스 분석모형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소들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
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정책(수단), 정
부-기업 간 관계, 정부간 관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
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 그림 2-2. 이코노믹 거버넌스 분석모형 ❚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정책(수단)적 요소는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
내외 정책환경과 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 법률, 제도, 정책수단 등의 내용
을 포함한다. 정책환경은 경제위기, 정권변화, 국제기구의 압력, 우연한 사건
등과 같이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거시적인 환경변화를 의미하며, 산업정
책의 내용적 측면은 국가개입의 강도, 대외시장개방, 지원방식, 기업 선별방
식, 자원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될 것이다. 산업정책을 둘러싼 환경이나
정책의 변화는 관련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구조변화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산업정책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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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을 포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형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산업유형에 따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책,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정부-기업 간 관계는 우선 앞서 살펴본 경제발전 이론에 근거하여 경
제적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발전지향적 관계와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지대추구적 관계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정부-기업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로 포괄성, 정보공유성, 투명성, 신뢰성, 관료자율성을 활용하였다(김시
윤 2000). 포괄성이란 정부-기업 관계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포괄적 기업결사
체나 이익단체가 존재하느냐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
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
는 거시적인 정책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 조직은 발전지향적인 정부기업 간 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공모적 결탁이
나 지대추구적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Olson 1982, pp. 48-53). 정보
공유성은 정부와 기업 간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제도화된 채널 혹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원활한
정보의 흐름은 정부의 정책의도를 예측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이나 전략적 조작에 의한 정보교환은 지
대추구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투명성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규칙이
나 기준의 공개 여부를 말한다. 정부-기업 관계의 투명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적 불확실성을 떨어트려 지대추구의 매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정
부에 대한 경쟁적인 로비활동을 축소시키고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데 전념
하도록 만든다(Schneider & Maxfield 1997; Biddle & Milor 1997). 다음
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는 거래비용과 감시비용을 감소시키며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를 더욱 잘 작동하도록 하는 발전지향적 관계를 형성하지만,
반면에 사적 신뢰의 증가는 경쟁원리 및 공정한 게임규칙에 위배되는 경향을
오히려 가중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비효율성을 유발한다(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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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관료자율성은 관료가 기업으로부터 갖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료들이 사회적ㆍ경제적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료자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고객주의나 기업에 의한 포획을 초래하는 지대추구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료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의 향상을 통해 관
료자율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발전지향적인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간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인도의 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간
지방분권 시스템과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산
업정책과 관련한 정부간 사무 및 권한의 분배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이다. 인도의 분권화 수준은 높은 편이며, 특히 경제개혁 이후 지역경제발전
에 있어서 주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적인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정부간 관계가 필수적인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로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
부와 주정부 간의 정책 불일치, 지역의 정치행정, 문화, 관습 등에 상당한 영
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와 각 주정부의 거버넌스의 역량을 제대
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표 2-2.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인들 ❚

산업정책
(수단)

정부기업 관계
정부간 관계

정책환경
국가개입의 정도
대외시장개방
지원방식
기업 선별방식
자원
포괄성
정보공유성
투명성
신뢰성
관료자율성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경제적 위기, 정권변화, 국제기구, 우연한 사건 등
강-약, 개입-방관
폐쇄-부분개방-전면개방
직접적-간접적, 단기적-장기적
다국적기업-국내기업, 중소기업-대기업
인프라, 재정(세금), 공기업 등
기업을 대표하는 포괄적 결사체의 유무
정책결정과 기업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정책결정 과정이나 규칙의 공개 여부
기업의 관료에 대한 신뢰, 제도화된 채널
관료의 독립성과 책임성
분권화의 수준, 사무 및 자원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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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인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
적인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도의 산업
정책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학자에 따라 인도 산업정책의 변동시기
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991년 경제위기를 기
점으로 정책변동의 시기를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는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며, 특히 1980년
대의 산업정책의 변화는 1990년대에 대규모 경제개혁의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를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단절
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정책변동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도의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는데, ① 독립 이후~1970년대: 사
회주의 국가주도 전략(state-led strategy), ② 1980년대: 친기업적인 전략(pro-

37

제3장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

business strategy), ③ 1990년대: 친시장적인 전략(pro-market strategy), ④
2000년~현재: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이 그것이다.

1. 독립 이후~1970년대: 사회주의 국가주도 전략
1955년 인도 정부는 제2,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55/56~64/65년)을
수립하면서 계획위원회 산하에 ‘경제학자패널’을 설치하여 네루-마할라노비
스 성장모형을 수립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총 527페이지에 이르는 보고
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모형의 주요 내용은 인도의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국가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Chakravatty
1987; GOI 1955). 이른바 네루식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주도형 산업화
(Nehruvian Socialist Strategy: State Led Industrialization)는 높은 수준의
규제와 보호주의, 계획경제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형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연방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제시되는 국가의 역할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①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을 위
해 필요한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 명령, 관리의 확대, ② 노
동조합의 형성과 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③ 독점권 규제활동이 그것이
다. 정부의 규제활동에는 주로 자본통제, 공업의 설립․입지․운영에 대한
규제,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 및 수출 통제, 시멘트 및 철강 분야 생산물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주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가
들이 대부분 지향하였는데, 국유제와 전체주의적 성향의 마르크스주의와 레
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이른바 자본주의와 공
산주의가 아닌 제3의 길로 정의되었다. 인도의 사회주의 국가주도형 산업화
전략도 식민주의의 경험으로 인해 자본주의 선진국가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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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한 불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 직
후 세계경제에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였으며, 케인스 이
론에 근거하여 국가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소련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발전 모델을 지향하였다(Keynes 1933). 당시 정부 보고서에 따르
면, 인도의 연방 민주주의는 사회주의형 사회로 향한 중간지점이라고 명시되
어 있고, 민간기업의 방치는 독점력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국민을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 및 통제
의 강화와 공공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전제되었다. 이는 마르크스
주의적 논리와 유사하며,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감이 내재되어 있다. 특
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내용은 적자재정의 위험, 인플레이션, 국제
수지 위기의 가능성, 고용악화 등 많은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더욱 적극적인 국가계획경제’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인도의 정치행정 시스템 전반
에 걸쳐 부패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2. 1980년대: 친기업적인 전략(Pro-Business Strategy)
가. 1980년대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1980년 정권에 복귀한 인디라 간디 정부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구상과 우선 정책
과제로서 생산성의 최대화(maximizing production)를 제시하였다(Paranjape
1980). 이후 약 1년 동안 ‘생산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극적인 정책변동을 꾀하였
다. 그녀가 추진한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
화로, 주로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정부규제를 완화하였다. 공공영역
에 대기업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기존에 대기업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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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던 독과점 규제법(MRTP: The Monopoly and Trade Restrictions Act)
의 라이선싱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화학, 약품, 세라믹, 시멘트 등의 핵심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세금감면뿐만 아니라 대출확대, 사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함으로써 시장에서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대폭 급증하였다.
셋째, 노동통제의 완화로서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을 가진 인디라 간디는 경
제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의 이해관계보다 국익우선을 강조하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노동자들의 시위를
통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이른바
재분배 중심의 사회주의에서 성장우선적 발전으로 전환된 것이다(Nayar
1989). 당시 India Times는 인디라 간디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해 “정책 중요
도의 우선순위가 재분배적 정의에서 성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묘사하였
다(India Times 1981. 2. 22).
넷째,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제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친기
업적 성향을 띠는 관료들을 전면에 배치하였고, 거시적인 정책변동을 위해 성
장우선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기
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
거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수단들이 강조되었다. 특히 노조운
동,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공공투자의 감소, 열악한 인프라 등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정책수단들이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변동
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많은 정책혜택을 누리면서 경제성장의 견인
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섯째, 대외개방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인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석
유, 기술, 장비 등의 수입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1981년 수입자유화를 시작
하였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정부태도의 변
화를 부분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기업가들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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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자국기업의 위협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외개방정책을 비
판하였다. 이에 따라 1983~84년 정부는 다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전환
했고, 때마침 IMF 협정도 종결되는 시점이어서 대외경제에 대한 폐쇄적이고
국내기업들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회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섯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지속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소비증가와 성장을 이끌었으며, 수요증대뿐만 아니라 공급차원에서의 제
약요인도 완화시켰는데, 특히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였다. 이외에도
전자 및 컴퓨터 산업의 성장을 진작시키고 산업간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국가개입과 규제정책이 공존
하였는데, 공공부문 중심의 공급정책, 선별적 수입제도 도입, 실질적인 해외직
접투자(FDI)의 제한, 외환관리법에 의한 외환유출 제한, 강력하고 엄격한 노동
법을 도입하였다. 우선 산업개발 및 규제법(Industry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을 통해 이른바 라이선스 라지(license-permit-quota raj)를
구성하여 기업의 규모, 업종, 입지선정 등에서 엄격한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국
영 기업체 및 대기업 보호를 위한 독점규제법 도입, 공기업 활동영역지정, 대기
업 진출을 금지한 중소기업 산업지정 등 공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사기업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대부분이었다.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는 제한된 자유화 정책,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허가
제 및 수입할당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통제제도, 자립경제를 위해 선별
적 수출정책을 통해 수입과 수출을 모두 통제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도 허가제
를 실시하였다. 한편 외환규제법(FERA)을 제정하여 14개 은행의 국영화와 금
융시스템의 엄격한 규제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
는 사업장에는 근로위원회의 설립을 의무화하였고, 지역 및 산업별 노동분쟁조
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분쟁조정관을 임명하였다.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노동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으로 근로자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노동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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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기업 간 관계의 변화
이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의 정책변동은 다소 추상적이고 제한적
인 측면이 있지만, 대외개방과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분명한 이코노믹 거버넌스
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970년대의 사회주의적 국
가주도 전략의 성향이 남아있지만, 1980년대에는 성장중심의 모델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
부문의 규제완화와 비효율성의 문제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
부지출의 확대, 노동통제 확대, 기업에 대한 자본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재
분배 정책의 축소, 친기업적 성향, 노동운동의 통제, 간헐적이지만 대외경제개
방의 노력을 보임으로써 국가주의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친기업적인 규제완화
를 통한 자유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지향하는 다소 혼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
러한 정책변화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전 시기에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기업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이거나 미온적인 지지에 그쳤
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태도로 변
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와 경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
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다(Pederson 2000; Virmani 2004). 이러한 변화는 인디
라 간디가 정치에 복귀하면서 시작되었고, 그녀의 암살 이후 라지브 간디가 정
권을 이어받아 경제자유화 정책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보포스 스캔들로 인해 강력한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한계를 보였
다(Rodrick & Subramanian 2005).1)

1) 라지브 간디와 인디라 간디가 추진한 발전전략의 차이점은 인디라 간디는 기존의 기업세력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시키면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라지브 간디는 확실한 경제자유화로의 전환을
선포하였다는 것이다. 라지브 간디의 대표적인 경제자문 관료들로는 L. K. Jha, Manmohan Singh,
Montek Singh Ahluwalia, Abid Hussain 등이 있는데, 이들 중 Manmohan Singh와 Ahluwalia는
1991년 정책변동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지향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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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디라 간디와 라지브 간디가 추진했던 친기업적 전략을 통한 정
부-기업 간 관계의 변화는 경제 레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였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Kohli(1989)
는 1977년 선거 당시 인디라 간디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의 표밭인
이른바 힌두지역(hindi belt)에서 선거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
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디라 간디의 정치적 발언은 점점 비세속적ㆍ비다원
적ㆍ집단적이며 기업지향적으로 변해갔다. 즉 인디라 간디는 당시 경제개방
이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지지확보를
위해 기업집단을 집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2) 다시 말해 산업분야의 기득권
자들을 우대하고 이들의 권한과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 가격통제
제거, 세금감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변화는 결국 정치적 논리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다. 1980년 경제개혁의 의미와 성과
일부 학자들은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성장 현상을 주목하고
이 시기의 정책들이 인도의 경제발전의 점화장치가 되었음을 집중 분석하였다.
이들은 1980년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재해석을 강조하면서, 인도 정부의 경제자
유화를 위한 노력은 1991년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10년 전인 1980년대부터 이미
상당수준의 정책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의 특징은 1990년대의 경제개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e Long 2003; Williamson and Zagha 2002;

적 결단은 이와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1980년대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이미 경제개혁에 대
한 선호과 마인드가 확고하였으며, 단지 1991년 경제위기가 대규모 정책변동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2) Kohli(1989)는 인도의 정치문화를 크게 2개의 패키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세속주의적 사회주의
(Secularism-Socialism)고 다른 하나는 힌두 극단주의이다. 이 2개의 정치편향은 각각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정당성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인디라 간디의 경우는 첫 번째 패키지를 버리고
두 번째 패키지로 정치적 선호를 전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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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mann et al., Wallack 2003; Ahluwalia 1995; Unel 2003; Pritchett
1997).3) 이들은 1980년대 경제성장의 지표나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당시 세계경제의 흐름이 그다지 좋은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이
후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1991년 직후에는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4) 즉 1980년대 경제개혁은 근본
적인 정책 프레임의 변화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기업에 대한 일종
의 태도변화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가격 및 시장 왜곡의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실제
상당수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의 변화는 기업가들에게 정부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해소
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는 이후 1991년 경제위기에 인도 정부가 재빠르
게 대응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1990년대: 친시장적인 전략(Pro-Market Strategy)
가. 1990년대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 경제를 둘러싼 급격한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

3) 이 연구들은 주로 ‘Divergence’나 ‘Big Time’이라는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1980년대 정책변동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1990년대 경제개혁정책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들이 있는
데, Hulten & Srinivasan(1999), Balakrishnan & Pushpagandan(1994), Ahuluwalia(2002), Srinivasan
& Tendulker(2003) 등이 그것이다. 특히 Ahluwalia(2002)와 Srinivanan & Tendulkar(2003)의 연구는
1980년대 인도의 경제성장은 재정확대 정책(fiscal expansion)으로 인한 것이지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니었
으며, 결국 1991년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1991년 인도의 대대적인 경제개혁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경험적 데이터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1990년 인도의 대외경제개방 정책이 경제성장
의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국내기업 중심의 정책(pro-indigenous)이 지속가능
한 인도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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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있었다(Jenkins 1999; Pedersen 2000; Nayar 2001; Harris and Corbridge
2000).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지난 40여 년간 네루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도 경제개발정책의 초석이 되어왔던 마할라노비스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었으며, 1990년 8월 걸프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의 급상승으로 재정적자와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국내 경제사정
이 점차 악화되어 1991년 IMF 체제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은행 보
고서는 인도의 예산적자와 국제수지 적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문제들
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1년 인도 국민회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
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Wadhva 1994).5) 이 시기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산업 라이선스 폐지, 독과점 규제법 제거, 공기업의 민영
화, 세금감면, 노동통제, 대외개방, 시장진입 장벽의 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무역, 외국자본, 관세 등 대외개방의 측면에서 상당수준의 정책변
화가 발생하였는데, 1991년부터 시작된 수입할당제의 폐지는 2001년에 완료
되었고 관세축소, 환율조정, 외국자본 레짐의 자유화 등 다양한 규제들이 완
화되면서 산업에 대한 통제가 거의 해체되었다. 과거 철강, 중공업, 통신, 광
물, 항공 등 대부분의 공공재들은 공기업의 대상이었으나, 군항공, 조선, 원자
력, 철도를 제외하고 모두 민영화되었고, 중앙정부에 의한 산업허가제도 민감
한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폐지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 등 독점적인
경제권력을 보호하는 독과점 규제법이 기업 간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

5) 인도의 산업경제 구조의 조정을 대출조건으로 전제한 것으로, 정부의 지출을 줄이도록 요구하였기 때
문에 예산을 증가할 수 없었다(특히 세금감면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축소로 인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초기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이내 문제에 봉착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보조금의 삭감은 농부, 수출업자 등의 정치적 저항을 유발했고, 더욱이 사회지출에 대한 삭
감은 선거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기업들이 인프라 부문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하였
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정부투자의 감소는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94년 인도정
부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적자재정은 가능하지
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 정책은 사회지출과
공공부문의 감소라는 결과만 가져오고 말았다(Kum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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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률인 산업경쟁법(New Competition Law)으로 전환되었다.

나.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친시장경제주의 정책 엘리트들은 그동안의 규제정책들이 많은 비용을 초
래하고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대외개방과 자유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Bhagwati & Desai 1965; Bhagwati
and Srinivasan 1971; Ahulwalia 1985). 만모한 싱, 치담바라, 몬테크 싱과
같이 인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지지한 주요 인사들이 경제관련 주요
요직에 배치되었으나, 경제개혁에 반대하는 국수주의자나 대중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스텔스(잠행전략) 전략을 응용하였다(Jenkins 1999).
인도 정부는 기존의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기업 스
스로도 산업경쟁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집단의 조직화와 로비 행태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일부 인도 기업집단의 조직화와 로비활동은 1990년대에 들어 더욱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을 통한 규제완화를 환
영하면서도 대외개방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Kochanek
1996). 이러한 기업집단의 조직화와 로비활동 등으로 인해 경제개혁의 속도
와 범위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결사체
인 CII의 경우 대외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FICCI와
ASSOCHAM과 같은 조직은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찬성하지만 대외
개방정책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경제개혁정책이 발표된 2~3년 이후 국제수지의 위기가 다소
완화되자, 인도의 다양한 기업집단들은 모임을 결성하여 대외개방에 대해 조
직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였다(Kochannek 1996). 이들은 급속한 대외개방
은 인도의 국내기업을 붕괴시키고 특히 자본재 산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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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매우 낮은 속도로 감축하고 외국자본의 유입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지역경제와의 선별적인 통합과 부분적인 개방을 주장
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의 경제개혁에 대한 저항은 당시 인도의 야당인
BJP의 스와데시(Swadeshi) 정치에 강한 반향을 불렀으며, 지적재산권, 상품,
서비스에 대한 급속한 무역개방과 같이 민감한 이슈들은 인도 보수주의자들
을 더욱 민감하게 자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BJP는 경제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분노를 효과적으로 군집하여 1990년 중반 정부여당을 본격적으로 비판
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당시 인도의 경제자유화정책에 대한 격렬한 찬반대립
은 경제발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보여주었다.

다. 1990년대 경제개혁의 의미와 성과
이 시기의 경제개혁은 그 강도에 비해 정책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Jekins 1999; Kumar 2000; Frankel 2005). Ahuluwalia(2002)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경제개혁을 통해 산업성장과 대외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그 성과는 실망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각종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매년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대에 비해 실망스런 결과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Ahluwalia 2002; Patnaik 1999; Chauduri 2002). 실제 1990년대 이후 산업성
장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거나,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에는 개혁
이후 오히려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공공부문 투자의 감소, GDP 대비
정부부채의 증가, 미약한 수출성장은 여전히 수입증가율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기업투자를 비롯한 사적자본의 투자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공공부문의 투자는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외개방의 강도도 과거의
수준에 비해서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 상당히
온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Nayar 2001). 종합하자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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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1990년대의 경제개혁은 경제발전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지만, 그렇다고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Bardhan(2002)은 1991년 인도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국
가발전 궤도를 재편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구조는
보다 다양화ㆍ유동화ㆍ해체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소수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각 지역의
부농들 역시 일반 기업, 무역, 부동산, 교통, 소규모 산업 등으로 투자의 범위를
보다 다양화하고 넓혀나갔다. 그러나 당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관료들이 마지못
해 수용하는 정도이며, 어디까지나 기존의 정치적인 균형을 전제한 것이므로 크게
과장되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전혀 공동화(空
洞化, hollow out)되지 않았으며, 세계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투입에 의한 긴급하
고 일시적인 결과일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엘리트
관료와 전문가 집단들은 국내외 기업들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정부축소(retreat of state)를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규제중심의 통제주의적 국가가 별다른 성과를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 사회 내 상위 기득권 계층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반면 하위계층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조직화
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4. 2000년~현재: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
인도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못하고 서
민들을 위한 재분배 정책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할 경우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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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보연합(UPA) 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지난 총
선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2009년 총선 이후 인도
신정부는 2009/10년 예산안을 의회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경제 위주의 재분배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즉 고용창출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농촌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신정부 예산안의 핵심 과제는 9%대의 경제성장률 재진
입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지속가
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
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9%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
으로 지난 해 대비 정부지출이 36% 증가한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하였다.
특히 도로, 철도, 전력 등 인프라 투자와 수출기업의 금융지원 지출을 대폭
늘렸다. 둘째, 농민을 비롯한 빈곤층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대출, 고용 및 식량 보장, 농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출도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재정적자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인하를 줄이는 대신 간접세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신정부의 경기부양과 친서민정책을 동시에 지향하는 포괄적인 전
략은 국내에서는 대체로 환영받았지만, 외국기업이나 해외투자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대중영합주의에 이끌려
예산안을 마련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농민층에 대한 대대
적 지원을 포함한 이번 예산안은 지방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 인프라 개발업자들에게는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민영화, 시장
개방, 세제개혁 등 인도 경제의 구조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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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대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가. 대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인도 대기업의 구조는 한국의 재벌기업과 유사한 구조로서, 소수의 대기업
그룹이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여러 개의 계열사가 확장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인도 산업경제의 2/3를 차지하는 20대
기업들 중 3/4 이상이 가족기업(Indian Business House)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 경제감독센터(Centre for Monitoring the Indian Economy)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대기업들은 이전의 경제지배구조
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산업영역의 활동을 점차 축소시키고
정보통신, 미디어, 의약, 생명공학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적극적인
진출과 산업구조의 재편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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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Industrial Policy Resolution(1956), Industrial Licensing
Clause(1961),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1969)와
같은 제도들은 수입대체 전략과 대기업의 생산활동 규제가 주요 내용이었으
므로, 이 시기 대부분의 인도 기업들은 특정한 목표나 지향점 없이 정부의
보호와 지시에 따라 두서없는 생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낮은 생산성과 품질,
오래된 기술, 지대추구, 국제경제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혁 이
후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어 인도의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였
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해
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거 라이선스 체제의 보호
시장경제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대기업들은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면
에서 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과거 보
호주의 정책환경하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가 없었으나, 시
장이 개방되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자유로워지면서 핵심 경쟁력, 생산개발,
비용절감 운영 및 관리방식, 경영과정의 리엔지니어링, 전략기획, 기업가 정
신, 전문적 관리, 새로운 수단 및 도구의 개발 등이 강조되어 기업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과거 인도 대기업이 누리던 독점적 지위와 정부규제로 인한 보호
조치들이 점차 폐지되면서 초기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하였던 일
부 기업들도 새로운 경쟁체제에 당황하기 시작하였다(GheMawat & Khanna
1998; Herdeck & Piramal 1985; Khanna & Palepu 1996; Piramal 1996;
Palade 2000). 1970~80년대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연합체 중의 하나였던
Bombay Club(현재는 영향력이 매우 미약해진 상태)은 정부의 개혁정책이
너무 빠르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도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서 국내 대기업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인도 국내기업들이 외국의 다
국적기업처럼 풍부한 자원이나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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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adras Rubber Manufacturing 회장은 인
도 국내기업에 대한 공평한 경쟁의 기회(level playing field)를 요구하며 특
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대기업의 대응전략 변화
인도 경제잡지인 Business India에 따르면, 1990년대 100대 기업 선정에
서 상위 50위를 기록하던 일부 기업들이 1997년에는 재선정되지 못했는데,
이는 부실하게 경영한 대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된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
서 흥미로운 사실은 퇴출된 기업을 대신해 외국기업들이 순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20개의 인도 국내 신생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도 국내기업들이 치열간 경쟁체제하에 스스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경제개혁 이후 국내기업의 역량이 점진적으
로 향상되었는데, 특히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
업들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곧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개혁의 요
구사항들을 보다 민첩하고 용이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alande 2000). 인도 대기업들은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재구조
화와 새로운 경영모델을 도입하여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6)

1) 타타 그룹(Tata Group)의 사례
120년의 역사를 지닌 타타 그룹은 일반 생활용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한 재벌형 대기업이다. 타타 그룹은

6) Som(2003)의 연구에서는 자동차, IT, 금융, 시멘트, 화학, 페트롤, 의약, 철강, 직물 등 각 산업영역별
로 1997~2002년까지 11개 인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조직관리 및 경영기법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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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2001년 28개 계열사 기업들이 연간
3천만 루피의 순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응하여
기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총수의 경영전략 변화: 1938년 이래 회장직을 계속 연임했던 총수
로 Jehangir Ratanji Dahabhoy로부터 Ratan Tata가 새롭게 총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기업목표와 성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리더로서 그동안 무기
력하고 수동적인 기업의 전략을 보다 공격적이고 대응적으로 전환하면서 보
다 민첩하고 현대화된 기술과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소비자지향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Piranmal 1996).
나) 부실기업 정리: 타타 그룹은 강철, 자동차, 전력, 화학, 차(tea), 호텔,
직물, 엔지니어링, 시멘트, 정보통신,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 계열사
가 진출된 상태였는데, 이들 중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산업은 과감하게 정리
하고 타타엔지니어링과 타타전력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
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직물산업 중단, 1990년 Lakme, Tata Pharma와
Merind 등을 처분하였는데, 좋은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은 유지하되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영역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것이 현재 불문율과 같은 사내정
책으로 지속되고 있다.
다) 전문경영인 관리체제: 타타그룹과 계열사들은 더 이상 타타 집안의
상속자들에 의해 경영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타타 그
룹 소유자들이 가족중심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
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재창출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
고 있다.
라) 기업의 재구조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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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 등 기업조직 내부의 재구조화를 시도하였
다. 이러한 조치들은 계열사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Tisco는 1990년대
초반 시멘트 산업과 부진 기업들을 자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시설의 현대화,
비용절감, 고부가가치 생산품목으로의 전환 등의 재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이
외에도 조직 재구조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단위조직의 재구조
화, 직무충실, 대응성, 독립성, 통제범위, 인적자원 관리, 성과책임제, 팀제,
외부전문가 채용 등을 시행하였다.
마) 인적관리 시스템 재정비: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구
성원들의 보다 나은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투명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통한
동기부여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Tisco는 오늘날 인도의 철강기업들 중 비용
생산성의 가장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Telco, Tata Tea,
Tata Consultancy Services(TCS)가 경제효율성을 제고한 성공사례로 알려
져 있다.
바) 지식기반 산업에 주력: 지식기반 산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경쟁력 수
준을 향상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 시장대응성, 기술변화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ndica의 출시로 인해 소형차 산업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차량생산의 대부분은 인도 국내산으로 하고 디자인
만 외국에서 진행하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외국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 릴라이언스 그룹(Reliance Group)의 사례
독립 직후 1958년 설립된 릴라이언스 그룹은 미화 2,000달러 미만의 초
기투자 자본으로 소규모 제조업 공장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인도의 주요 대
기업이자 세계 5위의 석유화학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릴라이언스의 경영방식
은 중점분야에서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이른바 통합사슬(integrated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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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릴라이언스 그룹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기업들과
상품경쟁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시장 개방으로 인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 특히 직물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테르 직물생산과 관련하여 일찍이 외국기술을 도입하고 빠
른 생산공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의 폴리에스테르 생산기업으로 성
장하고 있다. 릴라이언스 그룹도 경제자유화 정책 이후 기업경영 방식의 변
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점산업 분야의 변화: 릴라이언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정 중점사
업을 꾸준히 육성하여 성장경로를 지속시킨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물-섬유-정유 단계별로 성장하는 방식인 단일수직 가치 체인(single vertical
value chain) 방식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규제정책이 완화되면서
릴라이언스 그룹은 딜레마에 봉착하여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투자와 개척에 대
한 결정을 해야 했다. 그동안 특정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을 추구했
던 기업철학의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모바일 네트워크의 정보통신 분야에 진
출하여 오늘날 대표적인 통신회사가 되었다.
나)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 경제개혁 이전까지 기업 회장인 Dhirubhai
Ambani와 그의 두 아들인 Mukesh와 Anil Ambani가 최고정책결정자의 역
할을 하였다. 고위관리자들과 소유주와의 관계는 모호하게 정의되고 느슨하
게 연결된 관계였다. 그러나 기업환경 및 정책변동으로 경영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두 유형의 고위관리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전 회장
중심의 주요 인물들로 구성된 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계열사의 고위직 인물
들로 구성된 라인으로 구분되었다. 1990년 이후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한 이
해가 높고 세계경제체제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선호하는 새로운 세대의 전문
경영인들이 영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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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전문적 지식과 관
리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외부의 인적자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조직 내부 인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시도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방식 및 구조의
불가피한 변화를 수반하였다(Ghoshal et al. 2001).

3) 인포시스(Infosys)의 사례
인포시스는 1981년 설립되어 199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정보통신
관련 신생기업이다. 600달러의 초기 투자자본과 6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불과 7년 만에 총 7억 5천만 달러의 예산규모와 회사자산가치 150억 달러,
1만 9천여 명의 고용직원, 1인당 가치가 백만 달러 정도로 평가되는 100여
명의 IT 전문가와 전문 경영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보이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991년 경제개혁정책의 도전과 기
회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인포시스는 자체 인공위성을 구축함으로써 과거 직원들이 고객들이 있는 해
외 현지로 직접 이동하여 서비스하는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성을 통
해 방갈로르에서 모든 업무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IT 산업분야에서 다른 산업영역에 비해 산업허가 및 등록의 규
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경제개혁 이후 IT 기업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다. IT 분야는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IT 기업들은 숙련된 전
문가들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인포시스의 경우 초기 주식옵
션으로 인재들을 채용하였고 이러한 채용정책은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경쟁력 높은 인재들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인적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 이후 인포시스는 지속적인
자기창조, 높은 투명성,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충성심, 몰입도, 신뢰도, 도전적
인 실험정신을 지향하며, 혁신적인 경영전략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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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경제자유화 정책 이후 인도의 국내 대기업들은 성과가 부실한 사업을 폐
지하거나 새로운 경영 및 관리방식을 수용하면서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경제개혁은 단순히 국내
기업의 보호장벽을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험하고자 하는 의지, 새로
운 영역으로의 도전, 비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시도 등 대기업의 경영 마인드
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한때 커다란 몸집의 코끼리로 비유되
면서 방만한 경영을 하였던 타타 그룹의 경우는 7개의 주요 육성산업을 선
택하고 집중하여 환경변화에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
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릴라이언스 그룹의 경우도 핵심
역량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통해 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
다. 인포시스는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기업 간 경쟁과열의 위
기를 잘 극복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전환의 기회를 유도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정부와 기업
간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로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가. 중소기업의 현황과 성과
인도의 중소기업발전법(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의 정의에 따르면, 영세 및 중소기업(SSEs: Small Scale Enterprises)은 투
자 자산가치가 5크로 이하 규모인 사업체를 말한다. 인도의 중소기업은 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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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조업의 45%, 수출의 40%를 자치하고 있다. 제4차 중소기업부가 주관
한 All India Census(2006~07) 조사에서 인도의 총 중소기업 수는 260만 개
이며, 약 6천만 명의 인구가 고용되어 있다. 이는 농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비율
의 고용률이며 그 범위도 매우 넓고 다양한데, 산간지역뿐만 아니라 여성, 영세
부문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의 57% 정도가 1인 소유주
체제로 경영되고 있다. 인도 중소기업의 분포는 다양한 산업영역과 지역으로
분권화된 상태이며,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특별한 도전이자
기회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술개발, 신용, 시장의 현대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과 부의 창출을 위한 창조적이고 경쟁적인 산업구조의 정비가 필
요한 상태이다. 특히 북동부 지역은 인프라와 환경보전 문제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러한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를 활용한다면 더
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행정기관들이 설립되고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전체 규모 중 13% 정도의 중소기업들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제도
적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미등
록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전략(dual strategy)을 시행함으로
써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2006년 새롭게 제정된 ｢영세-중소기업발전법(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Act)｣의 Provision of Voluntary Filing
of Enterprise Memoranda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
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가지 비재정적 조치들도 동원하고 있다.
반대로 중소기업도 정부에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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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일례로 2009년 8월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
하는 19개의 주요 기업연합체는 수상과의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의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구책 마련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토론하였다. 토의 결
과 수상은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조직을 구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신용, 마케팅, 노동, 파산회생, 퇴출정책, 인프라, 기술개발,
세금 등 각 분야별 정책과 북동부지역과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의 개발을 위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2010년 1월 수상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
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통제
적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중소기업 보호정책
가) 중소기업 보호지정품목: 산업발전 및 규제법은 중앙정부가 산업 전반
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인도 정부의 산업규제를 보여주
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적 근거이다. 특히 영세 및 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품
목들이 보호지정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1951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총 37
개의 아이템이 등록되어 있었고, 이후 1957, 1962, 1979년에 각각 새로운
아이템의 추가적으로 증가되어 현재 총 38개의 영역에 171개의 아이템이 지
정되어 있다.
나)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954년 중소기
업발전조직(Small Industries Development Organization)을 설립하였고, 각
산업분야별로 Handloom, Handicraft Coards, Coir Board, Central Silk
Board, Khadi and Village Industry Commission의 하위조직을 설립하였
다. 그리고 주정부는 Entry 24 of the State List of the Seventh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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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제하에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현
재 지정목록의 아이템을 제외하고 소규모 산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통제
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편이다.
다) 보조금 정책: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제도는 즉흥적이
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중소기업을 위한 친기업적인 환경조성
을 위해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집행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
으며,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경영을 위한 인프라, 정보, 신용대출 등의 부분에
서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섹터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Credit Linked Capital Subsidy Scheme
에 근거하여 2009년 4월 현재 총 1,403개의 중소기업이 81.53크로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며, 7,910개의 중소기업의 총 344.84크로의 정부지원을 받
았다(Economic Survey 2009-2010, Government of India). Credit Guarantee
Fund Scheme for Micro and Medium Entreprises에 의거하여 2009년 4
월부터 12월까지 제3자 보증 없이 중소기업 운영을 위한 대출금액으로 총
4,465크로로 대폭 확대하였다.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
가)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약화: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건은 중소산
업의 현대화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대외개방경제 체제하에서 경쟁력이 뒤처지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중소기업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자문위원회는 의류, 신발,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들을 생산
하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급진적 정책변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2년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와 보호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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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약화되기 시작되었는데, 투자 상한선의 제한이나 우대지정 목록 수가 점
차 줄어들어 800개에서 326개로 축소되었다.
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정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Schemes for Establishment of Mini Tool Rooms, Design
Clinic, IPR 기준, Lean Manufacturing Practices의 채택, 다양한 IT Tool 등
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영세-중소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정보제공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 장비 등에 대한 투자
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의 일
부로 중소기업 섹터의 강화를 위한 10개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중 5개의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기준, 품질기술
기법, 지적재산권, 기업가의 역량 강화, 경영관리 개발, Mini-Tool Rooms의
지원 등 이다. 2009~10년에 2개의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Le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Scheme for MSMEs와 Design
Clinic Scheme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국무총리 산하 기술개발국
가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2009부터 2020년까지 총 3.63크로의 예산을 인
력개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러스트 접근법(Cluster Approach)을 활용하고 있는데, 종소기업 클러
스트 프로그램하에 27개의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일부 시범연구가 시작
되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약한 개입(soft intervention)’과 ‘공동
시설센터(common facility centre)’의 운용이다. 현재까지 28개주의 441클러
스터들과 7UTs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완화: 인도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관리
와 정부의 잦은 감사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Companies Act에 규정된 기업회생 및 파산신청 과정 및 절차 등의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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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적 규정과 절
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최근 비조직영역 기업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Enterprise in the Unorganized Sector)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를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예: Employer’s Liability Act,
Weekly Holidays Act, Employment Exchange, Compulsory Notification
of Vacancies Act, Apprentices Act).

다. 중소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인도는 사회주의 전통하에서 소규모 기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검
증되지 않은 이른바 보호주의 신드롬이 고착화되어 있었다. 다른 국가의 산
업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종종 보이지만, 특히 인도의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 분야에서 이러한 특징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
호주의 산업정책은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
며, 특히 외국자본에 대항하는 역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한 초기 Factories Act와 같은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은 시장의 경직성을 유
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영역의 대기업과 조직화되지 못한 영역의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노동시장의 분리를 가져오는
이른바 기업유형별 스키즘(Schism)이 유발되었다. 이는 기업유형간 인력흐름
의 경직화를 유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인도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정책에 안주하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의욕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
지 못하였다. Morris & Basant(2005)는 중소기업의 느린 성장과 정책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1960년대 인도 중소기업들은
경제발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대기업의 파편화의 결과로 형성된 것
이라고 분석하면서, 당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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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자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96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재분배 정책의 연속
선상에서 논의되고 보호중심의 정책이 지속되고 강화되다가 1990년대 이후
산업허가제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Companies Act에는 중소기업과 정부, 대기업, 외국기업과의 파트너
십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규정을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력의 업그레이드와 신용 및
투자자본의 대출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
제자유화 정책 시행에 있어 자본주의 사회적 기반의 다양화라는 맥락에서 여
전히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른바 직교정책(orthogonal policy)
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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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제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가. 제조업의 현황과 성과
2004년부터 제조업의 비중이 농업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도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제조업>농업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
도 인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농업(18.4%)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며, 서비스업(61.2%)과 광업 및 제조업(20.4%)의 비중이 점차 높
아지고 있다. 최근 제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과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GDP의 15%를 차지하는 제조업
의 경우 성장가능성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던 것이 사실이며, 비슷한 발전단
계에 있는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중 직물, 경공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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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멘트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GATT 라운드의 가장 큰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거대한 편견으로 인해 제조
업은 수입대체 전략으로 전환되어 그 기회를 상실하였다. 인도의 제조업은
매우 이원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의 67%를 차지하는 조직화된
부문에서의 고용은 12%에 불과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조직화된 부문에서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아울러 비조직화 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더딘 반면, 조
직화된 부문은 연간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11차 경제개발
계획의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조직화된 부문에서의 고용을 확대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비조직화 부문에서는 생산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나. 제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NMIZ(National Manufacturing & Investment Zone)
가) NMIZ의 설립목적과 특징
인도 정부는 산업정책진흥부와 통산산업부의 주관하에 NMIZ를 설치하여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NMIZ는 제조업과 관련한 공동 인프라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근접성, 네트워킹, 업무효율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경쟁적
인 환경을 제공하여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지역이다. 다시 말해, NMIZ는 내수와 수출을 위한 제조업 설비
및 부대 서비스와 인프라를 고루 갖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한 지역으로,
생산설비 및 공공설비, 물류, 환경보호, 거주지역, 행정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
공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NMIZ의 설립목적은 △ 제조업 투자 촉진 △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국제시장의 허브로의 성장 △2022년까지 제조
업 GDP 비율을 25%까지 증진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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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MIZ의 구조 및 관리체계
산업정책진흥부가 주무부처로 중앙정부가 구성한 High Powered Committee가
NMIZ 설치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집행하고 모니터링한다. NMIZ마다
SPV(Special Purpose Vehicle)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각종 행정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며, 특히 NMIZ 내의 기업활동 허
가, 변경, 유지와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다. NMIZ 지역의 구조는 제조업 설비,
부대 물류시설 및 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공정 지역과, 주거, 상업 및 사회 인프
라를 포괄하는 비공정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정 지역은 특별경제지구
(special economic zone), 산업파크 및 물류창고 지역(Industrial Parks &
Warehousing Zones), 수출특화 설비(Export Oriented Units), DTA 설비 등
이 구축되어 있다. 내부 인프라는 Developer에 의해 설계되고 관리되며, 해당
지역과 외부와의 연결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 SPV(Special Purpose Vehicle)의 기능과 역할
SPV는 NMIZ 내 지역개발 계획과 토지이용, 공정 지역과 비공정 지역의
구분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설계, 영향평가 분석, 입주기업 선정을 결정하
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각종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제안들은 SPV의 승
인하에 수렴된다. 원칙적으로 1명의 CEO에 의해 운영되지만, NMIZ 개발자,
기업연합체, 제조업자들도 참여한다. SPV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 세부
마스터플랜의 계획 및 집행 △ Developer와 Co-developer 임명(Developer는
NMIZ 내부 인프라와 설비의 건축, 디자인, 조직관리, 재원마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 국내외 투자유치 △ 생산과 수출 촉진 △ NMIZ
내부설비의 설치승인 △ NMIZ의 기능과 업무수행의 리뷰 △ 내부 인프라 사
용료 규제 △특별 서비스에 대한 권한 이양 △ 기타 주정부로부터 규정된 기
능들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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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MIZ 설치 시 정부의 역할
중앙정부는 NMIZ와 관련한 각종 제안들을 검토하고 지역선정의 승인을
담당한다. NMIZ 설치업무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직을 통해 중
앙부처와 주정부 간 협조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NMIZ 설치와
관련한 문제들을 조정한다. 중앙정부는 NMIZ를 위한 도로, 철도, 항구, 공
항, 통신서비스 등을 포괄한 각종 인프라가 NMIZ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프라 개발은 가능한 공사 파트너십
(Public Privte Partnership)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
정부의 경우 NMIZ 운영에서 실질적인 집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토지, 전력, 도로, 용수 등의 인프라들을 설치하거나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주정부가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여 NMIZ 설치를 제안하면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가 이어진다. 승인 이후 주정부는 NMIZ를 공시하고 인프라 설치에 필
요한 토지를 획득하는데, 토지수용과 관련한 절차는 항상 주정부가 독립적으
로 처리한다. 토지확정 이후의 절차들은 SPV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된다.
NMIZ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정부는 공시한 모든 인프라와 설비들이 지정된
시간 내에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보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권한을
보장받는다. 또한 주정부는 NMIZ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조치와 같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공시하기도 하는데, 주정부는 NMIZ 내에서 지방자치세
를 거둘 수 없으며, NMIZ 내의 각종 생활시설은 사용료에 의해 운영된다.

2) High Level Committee on Manufacturing(HLCM)
제조업과 관련한 산업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책갈등이나 부
처간 충돌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소속된 기관이다. 재정부, 통상
산업부, 경제자문위원회, 기획위원회, 산업관련 부처장관 등 각종 산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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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처의 고위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 Council(NMCC)
2004년 제조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간 조화와 일관성을 도모하기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서, 주요 목적은 제조업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발전이다. 위
원회의 구성원들은 대․중․소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골고루 위촉되고
주로 학계와 정부관료가 참여하고 있다. 직물, 보석, 가죽, 자동차부품, 의약,
식품, 화학, IT, 기술개발, 해운-운송, 종이, 캐피탈, 광산, 강철 등은 지속적
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용창출을 가져올 분야들로서, 각 분야 서브
그룹(Sub-group)들은 관계부처들과 미팅을 주재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를 제공한다.

4) 세금체계와 기술의 현대화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세금체계의 체계화와 국제기준에 근거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근 모든 주정부가 VAT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관적인 세금체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정 보완하고 통일화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여전히 물품입시세(octroi), 진입세(entry
tax)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는 단계적으로 CST를 폐지하고 있다. 그리
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해 외국기업 및 투자자들과의 협
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독자적
인 기술력 향상 및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술혁신을 위
한 인력개발, R&D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5) 경직적인 노동법 문제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경직된 노동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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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Contract Labour
Act에 의거하여 정부가 기업의 아웃소싱을 제한하거나 혹은 Industrial
Dispute Act의 Chapter VB에 의거해 1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
장에서 강제해고나 감축, 폐점을 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
한 노동법들이 제조업 분야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
견들이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기업의 투자동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꼽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에 대한 개정 검토나 자유로운 임용해고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정책들이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National
Common Minimum Programme도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
률 개정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기 때문에 논의과정이 지지부진하고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직된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제조
업자들은 소규모 사업의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인프라 문제
인도는 통신, 전력, 도로, 철도, 공항, 항공 등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의 공
급부족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미 설치된 인프라의 비효율적인 활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간 이동 시 차량의 체크포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상태나 용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이동속도는 매우 느리다. 철
도의 경우 최근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델리와 뭄베이 구간의 정체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동-서 구간을 잇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진행속도가 더딘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통
제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나 느리고 중복된 행정절차 때문이다. 항만과 항
공의 체증현상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새로운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방갈
로드나 하이데라바드의 경우 공항에서 주변 지역으로 잊는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도시 내부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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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1990년대 경제개혁 이후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제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으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테면 제조업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나 제도적 발전은 있었으나, 실제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Ahluwalia(2002)는 인도의 경제
개혁 이후 제조업의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한 반면에,
Balskrishnan & Pushpangandan(1994)와 Rao(1996)은 Ahluwalia 분석의
측정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은 각
지역간 격차도 매우 심한 편이며, 특히 노동집약 산업이나 인프라가 요구되
는 산업들은 정부의 경제개혁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ghion et al. 2006; Gupta, Hasan and Kumar 2008). 즉 제조업의 성과
는 각 주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주정부의 거버넌스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노동규제가 높은 주정부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반면, 경제자유화와 인프라의 수준이 높은 주정부에서는 제조
업의 성장과 발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upta
외(2008)는 1980~2004년 Annual Survey of Industries Data의 자료를 활
용하여 인도 3개 주의 제조업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의 성과가 각 지역별ㆍ산업영역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가정하
였는데, 분석결과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분야에서는 개혁의 효과가 많이 나
타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프라, 자본, 기술력 등의 자원이 부
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발정책 분야이므로 정부, 기업,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행위자
들의 물질적ㆍ가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
과 충돌로 정책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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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성과
1) 서비스산업 일반
인도의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GDP의 약 60%를 차
지하고 연평균 7~8.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9%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2006~07년에는 11.2%의 성장률, GDP
의 54.5%까지 상승함). 그러나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각 하위영역은 각각 다른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역, 호텔 및 요식업,
교통, 부동산 등은 감소 추세이지만, 컴퓨터와 관련한 서비스 영역은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율은 조직화된 영역에서
26%로 GDP의 5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 노동시장의 유
연성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금융, 보험, 부동산, 그 외 비즈니스 서비스 영
역에서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농
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조사된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는 각 지역의 소규모 무
역, 호텔, 교통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 표 5-1. 인도 서비스산업의 현황 ❚
구 분
무역
호텔 및 요식업
철도
교통
Storage
통신
금융 & 보험
부동산
Pub. Ad.
기타

6차계획
5.3
5.4
2.8
6.9
3.5
6.7
7.5
7.3
6.1
3.9

7차계획
6.5
6.9
5.7
7.0
1.8
5.3
13.4
8.1
7.9
6.0

8차계획
9.1
11.23
1.9
8.4
2.4
14.1
8.2
6.1
3.9
7.0

9차계획
7.3
9.3
4.7
6.0
2.2
21.8
9.0
7.2
8.5
7.0

10차계획
9.3
9.0
7.7
11.4
5.6
22.1
9.3
8.3
5.2
7.6

자료: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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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산업 부문의 현황과 성과
가) 인도소프트웨어협회(NASSCOM)에 따르면, 2007년 인도 IT시장의
규모는 총 478억 달러로 전년(374억 달러) 대비 약 28% 성장하였다. 이는
10년 전인 1998년에 대비해 10배 증가한 규모이다. 2007년 기준으로 소프
트웨어 산업이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이며, 소프트웨어 서비
스산업의 2/3가 해외수출을 하고 있어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이다. 2007년
소프트웨어 수출규모는 31.9억 달러로 전년보다 32% 이상 성장하였으며, 지
난 10여 년간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ITES,
BPO 부문을 포함한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수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인 IT 아웃소싱(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프라 관리,
테스트)은 전체 수출규모의 57%(18.1억 달러)를 차지하고, BPO, Software
Product & Engineering Service가 각각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
히 인도의 소프트웨어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7~08년에는 총 200만 명
이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중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120만 명으로
전체 인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IT/ITeS/BPO에 종사하
는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아니
지만 상당규모의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하였다. 2006년에는 318개 기업과 75
억 달러의 투자액을 유치하였는데, 이 중 IT-BPO 부문의 투자비중(28%)이
가장 높다. 또한 포천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175개 기업이 인도
에 R&D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의존도
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 IT와 BPO 서비스는 크게 IT 서비스, ITES-BPO, 소프트웨어 제품 &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구분된다. 우선 IT 서비스는 주로 Custom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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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43%), Application Management(15.4%), IS Outsourcing(14.3%),
IT컨설팅, System Integration, Network Consulting & Integration, Software
Testing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ITES-BPO는 금융, 보험, 하이테크,
통신, 제조업, 언론, 출판, 엔터테인먼트, 건설, 보건, 항공, 교통 등과 같은 다양
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단순업무 위주의 아웃소싱이었으나, 최근
에는 의사결정, 연구, 제품개발 등 상품생산 전반에 걸쳐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도 IT-BPO 기업의 전략을 살펴
보면, 미국, 영국 및 유럽 등지에 인도 IT기업의 지점들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
대다수의 IT와 BPO 관련 기업들은 지역 기업을 인수하거나 혹은 현지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on-site와 offshore 전략을 혼합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정부의 투자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해
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인도 IT기업의 진
출에 다소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전망이 높은 편이
다. 엔지니어링과 R&D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최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 표 5-2. 인도의 IT 산업 ❚
(단위: 달러)

구 분
IT 서비스
ITES-BPO
소프트웨어 품 & 엔지니어링 서비스
합 계

2004~05
10
4.6
3.1
17.7

2005~06
13.3
6.3
4
23.6

2006~07
18
8.4
4.9
31.4

2007~08
23.1
10.9
6.3
40.3

자료: NASSCOM Strategic Review 2008.

나. 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서비스산업 정책(일반)
가) 인도 서비스산업은 각 분야별로 규제의 정도가 각각 다른데,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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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금융분야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편이고(서비스 분야의 금융대출에서의
과도한 제약과 절차), 반면 보건분야는 너무 규제가 미약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도한 세금부과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는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유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본유동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 인도는 서비스나 IT 산업의 규모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은 부
족한 편이다. 아웃소싱의 유형이 점차 BPO로 전환되고 있는데, 데이터 전송,
고객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경제통계, 법률, 의료, 의약, 언론, 영어구사력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적합한 경쟁력있는 인
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수적인 상태이나, 공교육은 여전히 실제 직
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 중앙정
부와 주정부는 지식경제의 성장과 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의 Craftmen Training
Scheme에 의거하여 1,913개의 산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에는
사립으로 운영되는 3,552개의 산업교육훈련센터(Industrial Training Centers)
와 공립으로 운영되는 주립교육훈련기관(State Council of Vocational Training)
이 있다. 이들 중 60%는 엔지니어링과 무역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는데, 공교육 8~12학년을 이수한 학생들이 신청 가능하며 총 6개월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교육훈련기관(National Council of
Vocational Training)은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
하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이러한 교육기관
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Ministry of MSME, Ministry of Rural은 새로
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들은 UGC, 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AICTE), Medical Council of India의 규제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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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내용과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 정
부는 고등교육의 강화, 교육기관의 확충(사교육 확대), 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위한 X-plan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다) 2008~09년 인도 재무부 장관은 국가기술개발(National Skill Development
Mission)의 출범식에서 “본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인도 전국의 정부부처에 확
산되고 운영될 것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국가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영리 조직
을 설치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사영역에 걸쳐 1만 5,000크로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정책은 현재까지 시행 중이지만, 직업훈련 프로
그램의 경우 주로 제조업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영역으
로 더욱 확장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직업훈련 프로그
램의 경우 단기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2) IT산업
가) 인도 중앙 및 주정부는 IT와 BPO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Export
Oriented Units(EOU),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STPI),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EHTP), Star Export House Scheme
& Target Plus Scheme, Service Tax Exemption 등과 같이 정보기술 산업과
관련한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와 국내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들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들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현재 48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STPI 프로그램으로, 이
파크에 입주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각종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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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예: Customs Duty, Service Tax, Excise Duty, Rebate for Payment of
Central Sales Tax 등). 이 프로그램을 위한 토지수용 문제에서 다소 논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IT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 e-Governance 프로젝트: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MCA21)하
의 27개 현대화 프로젝트(Mission Mode project) 시행으로 컴퓨터 전산화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자정부 프로그램은 공
공서비스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내의 IT와 BPO 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 표 5-3. National e-Governance Plan: NeGP ❚
번호

중앙정부
category

주정부
category

통합서비스
category

1

소득세

토지기록

EDI(e-Commerce)

2

비자 & 이민

도로교통

e-Biz

3

MCA21

재사등록

Common Service Centres

4

보험

농업

Indian Postal

5

시민 데이터베이스

Treasuries

e-Gateway

6

Central Excise

시정

e-Courts

7

연금

Gram Panchayats

e-Procurement

8

뱅킹

상업세

9

e-Office

경찰

10

노동교환

11

e-Distirict

자료: ｢인도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중간보고서｣.

다) 정보보호: EU는 안전지대 협약(Safe Harbour Decision)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송신에 있어서 인도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역량에 대한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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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다. EU는 인도를 포함한 비유럽국가, 특히 유럽 수준의 정보관련
법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는 외국기업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IT와 BPO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가입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법을 제정하였고, 특
히 IT와 BPO에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2000년에는 정보기술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방지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Indian
Contract Act나 Indian Penal Code 등의 규정과 연계하여 2000년에 IT
Act를 개정하는 등(43A조, 72A조, 84A)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 스스로도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
하고 있는데, NASSCOM은 National Skills Registry를 만들어 IT나 BPO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SRO(Self Regulatory
Organization)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벤치마킹과
관련한 정보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정비한 정
보보호와 관련한 제도화의 수준은 높지만, 해당 제도나 법률들이 제대로 집
행되거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보보호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정
1) 1960년대: 국가계획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등장
1962년 중국인도 국경분쟁(Sino-Indian Conflict) 이후 군대통상금지 문
제가 불거지면서 책임부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IT를 포함한 전자산업에 관
한 이슈가 처음으로 국가정책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인도의 전자산업
정책의 태동은 경제발전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사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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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인도 정부의 전자산업정책의 내용은 1966년에 작성된 Bhabha 보고
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외형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처간 정책갈등이 존재하였는데, 특히 원자
력부(Department of Atomic Energy)와 국방부(Ministry of Defence)가 핵
심적인 갈등 당사자였다. 1965년 국가안보 환경이 긴장되면서 전자산업의
정책형성과 집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국방부에 주어졌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새롭게 구성된 전자위원회(Electronic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는 국방부 3명, 원자력부 3명, 통신부의 1명으로 구성됨). 그러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정책의제들은 대부분 국방부의 반대로 정책형성에 실패
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전자산업정책은 혼선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책갈등은 1970년 전자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는데, 당시 유명 과학
자인 Narashimhan이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잠재가능성과 국가개입의 문
제점에 대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
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높은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
적격한 산업구조이며, 수출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
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개입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상당한 방해가 되
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전자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주장
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결
과 3개월 뒤인 1970년 6월 인도의 전자산업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독립적
인 부서로서 전자부(DOE: Department of Electronic)가 설립되었다.

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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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bha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인도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강
조하고 있다. 당시 IBM은 중고 컴퓨터와 프린팅 기계를 수입하고 인도에서
다시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환율차이에 근거한 수
익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이윤을 남기고 있었
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외국 기업의 왜곡된 경제활동을 규제하려고 하였으
나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73년 말 전자부(DOE)는
IBM, ICL를 비롯한 인도 현지에서 이와 유사한 생산 및 무역활동을 전재하
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생산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수출로 인해 얻은 이익을 인도의 R&D에
투자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외국 기업과 인도 정부 간의 팽팽한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다가, 결국 1977년 11월 IBM은 철수를
결정하고 인도에서의 생산활동을 중단하였다.

나) 컴퓨터 관련 공기업의 육성
Bhabha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약화뿐만 아니라 인도 국내 컴퓨터 기업
들을 개발하여 국내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
국적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고품질 외국 컴퓨터의 침투를 저지하여
외국제품의 시장잠식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972년 전
자부는 미니컴퓨터의 국내 자체생산을 위한 패널을 조직하여 미니컴퓨터 기
술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인도의 기술력만으로 미
니컴퓨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부와
원자력부의 지원을 받으며 설립된 ECIL(Electronics Corporation of India)
은 미니컴퓨터 생산과 관련하여 정책독점을 하였으며,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기술개발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ECIL은 인도 국내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 아니라 타이완과 일본의 기술
력에 의해 흡수되어 버리는 실망스런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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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0년대: The Software Export Scheme의 시행
일반적으로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1991년 경제자유화 정책의 영향으
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정책은 전자부가 설립된 지
6년 뒤인 1972년에 전자부가 시행한 수출지향적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인
Software Export Scheme의 시행으로 시작된다. 즉 국내기업들에 대한 컨설
팅 업무를 제공하였는데 Tata Consultance Services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정책도 역시 실패하였는데,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경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파견되는 직원들의 이동 및 거주비용, 인력, 낮은 수익 등이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한편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중고 컴퓨터 수입의 1/3은 국내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드웨어 산업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1980년대: 국가개입의 강화
The Software Export Scheme에 이어 1980년대 후반 정부는 New Computer
Policy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이처럼 인도 정부가 소프트웨어 수출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들의 정치적인 제안이 바탕이 되었으며, IT정책 형성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해관계는 점차 복잡해져갔다. 산업보호주의자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의 두 유형의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대안이며, 거시적
인 차원에서 국가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보호주
의를 지향하는 하드웨어 산업과 수출지향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잠재력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Wipro와 같은 하드웨어 전문 제조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
하는 기회가 되었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전자부는 소프트
웨어 산업의 자본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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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6-1989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정책
전자부는 Computer Software Export, Software Development and Training
Policy(1986)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과 개발에 주
력하였다. 이 정책들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입세 감면, 금융
기관의 대출완화, 수출시장확대를 위한 보조금, 잠재고객들과 인도 산업과의
연계 등이며, 이전의 MRTP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이나 시
장에 대한 규제정책들도 대폭 완화되었다.

라. 정보통신 인프라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하였으나, 여전히 통신 인프라가 큰 장애요소로 남아 있
었다.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의 프로그래머들이 고
객이 있는 외국으로 직접 이동을 해야 했는데, 특히 1970년대의 Software
Export Scheme하의 이러한 시스템은 산업성장을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기업들은 효과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재로서 자체 인공위성을 만들
기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9년 InternationalPacket-Switiching Service를 시행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외국에 직접 서비스를 송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Higher-End Project하의 일부 프로그램은 인도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직원들의 해외이동 및 체류와 관련한 경비를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 국내기업들이 IPSS에 접속하는 데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이에 대한 책임권한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전자부 간의 업무분배를
둘러싼 정책갈등으로 혼선을 빚게 되었다.

81

제5장 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

❚ 표 5-4.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동과정 ❚
정책(연도)
조직설립(1970)

내

용

인도의 전자산업을 총괄하는 Dept. of Electronics의 설치

소프트웨어 수출정책(1972)
(Software Export Scheme)

5년 내에 외화가득률(foreign exchange earnings)을 통해 하드
웨어 가격을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하드웨어의 수입 허용

소프트웨어 산업
자유화 정책(1976)
(Liberalization of Policies
related to Software Industry)

하드웨어 수입관세 100% → 40%로 절감
소프트웨어 수출관련 절차의 신속화
수출장려지역(EPZ)의 소프트웨어 수출 인센티브 부여

소프트웨어 수출정책
(1981)
(Software Export Policy)

국내생산 컴퓨터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입 하드웨어에 대한
관세를 올림.
하드웨어수입을 허가받은 기업들은 국내수요 혹은 수출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함.
소프트웨어 수출업자들은 중고 컴퓨터를 수입할 수 있음.

컴퓨터 정책(1984)
New Computer Policy

수입절차의 간소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를 위한 수입관세 인하 100% → 60%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외환절차 간소화
온라인을 통한 수출소득세 면제 100% → 50%
소프트웨어 수출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접속을 원활히 하기 위
해 인공위성을 통한 국내 컴퓨터 네트워크인 indonet의 활성화

소프트웨어 정책(1986)
Software policy

최초로 소프트웨어 산업과 하드웨어 산업을 독립분야로 분류
하드웨어 수입 자유화
소프트웨어 수출업자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하드웨어 수입자들에 대한 수출규정 강화

STPI 정책(1988)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

New
Economic Policy(1991)
Import duties on Imported
Software(1992~95)
Income Tax Exemption
(1993~99)

Dept. of Electronics 산하에 설치된 STPs는 소프트웨어를 수
출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 수출기업에는 처음
5년간 관세면제 조치와 더불어 사무실과 각종 장비, 초고속 인
공위성 접속과 충분한 전력을 제공받음. 수입증명서, 소프트웨어
상품증명서(software valuation), 프로젝트 승인, 시장분석, 영업
지원, 교육,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함. STPs에서의 통신 인프
라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출의무규정을 적용함.

루피의 평가절하와 부분적 전환
위성연결을 통한 통신비용 절감
STPs에 부과된 수출 의무규정 철폐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 20% 감세
1994년 소프트웨어 부문 65% 감세, 1995년 제품 10% 감세
소프트웨어 수출부문 소득세 면제

자료: Suma S. Athrey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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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비스산업 정책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은 1990년대 경제개혁 이전부터 이미 시장경제 메커
니즘에 의한 산업 발전구조가 형성되고 정부의 규제가 가장 완화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개입이 동시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산업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주목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발전국가론
에 근거하여 자발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진 국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IT 산업 정책과정에서 정부는 비일관적이거나 강압적인 정책 행
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상
반된 견해로 구분된다. 하나는 1991년 경제자유화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가져왔다는 시각으로, 정부는 자본, 인프라, 교육
및 훈련, 수출 등 많은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의 연구들은 주로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요인을 낮은 수준의 임금, 영어구사력을 갖춘 고급인력, 외국투자자본의 증가
에 두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은 1970~80년대
국가개입의 효과가 누적된 결과이며, 서비스 산업분야에서의 정책변동은 외형
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는 다른 산업영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 레짐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규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성장시켰다고 분석한다. 즉 인
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은 1980년대까지 초기 국가의 보호와 개발계획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인 국가개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연구들은 주로 1991년 이전부터 초기 소프트
웨어 산업의 형성과정과 발전경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도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1991년 이후 경제자유화 정책과 시장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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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도의 IT 산업 발전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들의 적
극적인 노력이 적절이 결합되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분야 역
시 다른 산업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과 협력의 결
과물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발전지향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지대추
구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해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조합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Saraswat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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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1. 대외개방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대외개방정책의 현황
2000년까지 인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인도-스리랑카 FTA가
유일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 인도-태국의 부분적 FTA로
서 ‘조기관세 자유화조치(EHS: Early Harvest Scheme)’를 체결하였고, 이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EU, 캐나다, 걸프협력회의(GCC), 남미, 칠레 등으
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FTA 제의를 받고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산업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협력은 주로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양자협력에는 인도-스웨덴, 인도-리비아, 인
도-헝가리, 인도-폴란드, 인도-벨라루스의 공동위원회가 있으며 주로 기술협
력 위주다. 이와 유사하게 EU, ASSEAN, CEO/Leader’s Forum(일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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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러시아 등과도 경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약들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
다. 또한 FICCI, CII, ASSOCHAM 등과 같은 대표적인 국내 기업결사체
들도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유기술협정 레짐(Liberal Foreign Technology Collaboration
Regime)을 형성하여 인도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외국기술의 도입과 권장은 외국투자자
본(FDI)과 외국기술협력(FTC)의 두 가지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도는
태국과의 부분적인 FTA에서 부정적인 성과를 경험한 이후 전략적으로 자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가(싱가포르)나 FDI 투자 및 기술협력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국가들(한국, 일본, EU 등)과 우선적인 체결을 맺고
있으며,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최대한 제조업의 양허수준은 낮게 제시
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업 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양허를 위한 유보기간을 최대
한 연장하는 보호중심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강조하는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대외개방정책의 성과
경제개혁 이후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도 높은 대외개방정책이 실
제 인도 산업의 재구조화와 새로운 기술도입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실증적인 평가는 거의 없다. 대외개방과 경제효율성과의 인과관
계는 순차성이 있는데, 적어도 후진 산업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
어, 한국의 경우 국가가 산업경쟁력 향상을 먼저 유도하고 그 이후에 성공적
인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형성하였다(Amsden 1989; Kohli 2004). 반면에
인도는 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한 국가적 지원이 없었
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인프라는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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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대외개방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나 시민들의 반감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는데, FICCI의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제자유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나, 대외경제에 대한 개방은 우리의 정책목표가 아니다”라고 종
종 언급함으로써 인도 국내기업들이 대외개방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ohli 1989). 이외에도 외국기술 유입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이 낮은 편이고, 기업의 경우도 R&D에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
족한 편이다. 2009~10년 정부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 인도 산업을 보호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수동
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지향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중점화하여 여전히 폐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2. 인프라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인프라 정책의 주요 내용
국무총리 산하 인프라위원회는 인프라 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대기 및 식수, 운송, 전력, 통신의 송수신, 관계용수 저장 등을 위한 인
프라 투자규모를 GDP의 4.6%에서 8%까지 확대시키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
러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9%까지 성장해야
하며, 실제 공공부문의 지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인도 경
제를 평가하는 다양한 국내외 의견들이 인도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프라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이에 대
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공-사 파트
너십(PPPs: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

87

제6장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

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몇십 년간 실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공-사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척되고 있다. 2003년
IIUS(Industrial Infrastructure Upgradation Scheme)에 의거하여 각 산업기
능별로 공-사 파트너십을 통한 질 높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인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공-사 파트너십
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각 사례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전
개양상과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최근 도로, 항공,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민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가장 유용한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특히 사적 자
본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BOOT(Build-Own-OperateTransfer)과 같은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
을 협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인도 정부는 효과적인 PPPs를 실행하기 위해 리스크 최소화와 안정
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위한 규격화된 정책 프레임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Model Concession Agreement(MCAs)는 성공적인 PPPs를 위한 안정적인
규제정책 및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분야별로 MCA 매뉴얼이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MCA는 이미 승인되어 공고가 된 상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프라 건설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하
고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PPPs의
과정에서 간혹 특정 사기업의 특혜와 같은 부패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
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개경쟁이 전제되어야 성공적인
PPPs가 보장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규제기관이나 제도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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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 있다. 인프라 건설은 정부와 사업자 간의 원만한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최근 분권화 정책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갈
등으로 인해 인프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
라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정부간 사무배분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세금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세금체계
인도의 세금체계는 매우 복잡하며 실제 규정내용과 집행상의 괴리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많은 외국기업들이 인도의 세금체계로 인해 혼란과
진입장벽을 겪고 있다. 세금규정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권, 해석, 상황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의 납세와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정대로 납세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동종업계의 불문율이나 정부의 동
향을 살피며 처신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델리 KOTRA 박민준 과장과의
인터뷰). 최근 인도 정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있
는데, 1991~2004년 최대 15~20%까지 감세하였으며, 이는 특히 제조업 부
문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가져왔다. 투자환경 개선
을 위한 ASEAN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는 5%, 8%, 10% 3개의 세금구
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간접세 체계를 고안하기 위해 설
립된 Kelkar Task Force 팀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인도-태국 자유협정 이
후 82개의 항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품목들은 제외되
고 있다. 예를 들어 TV에 대한 관세가 12.5% 감소되었으나, 일부 투입재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10~20%까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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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세의 중복구조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간접세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인도의 세금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CENVAT의 추가부담금 때
문에 중앙정부는 가급적 간접세의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정부의 판매세, 양도세, 신규등록세와 같은 추가부담금이 중복 부
과되어 이른바 세금에 세금이 붙는 상황(tax-on-tax)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
한 비효율적인 세율체계는 정부의 중립성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
정 과정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어, 결국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국가재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의 간접세 구조는 인도 제조
업 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곡된 관세구조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 부가가치세(VAT)
주정부 경제장관위원회(Committee of State Fiance Ministers)는 2005년
4월 주 판매세(12.5%와 4%의 두 가지 유형)를 대신하는 부가가치세
VAT(Value Added Tax)의 신설에 착수하였다. 이는 설계상 여러 가지 결
함을 갖고 있었으나, 과거의 세금체계에 비해 훨씬 발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입세(Entry Tax)나 물품입시세(Octroi)가 지속되고 있으며,
페트롤과 같이 제조업 운송에 매우 중요한 품목들을 포함한 여러 품목들이
여전히 VAT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불합리적이고 비효
율적인 세금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특별한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앙과 주정부의 VAT를 합산하면 30%에 이르
는데 계속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Kelkar Task Force팀은 제조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OECD 국가의 VAT 평균치인 정부관세를 20%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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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라. 면세구조
2005년 3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IT/전자제품
목록들은 모두 면세대상이 되었다. 이외에도 ITA에 있는 다른 많은 투입재
의 목록들이 앞으로 계속 면세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일부 핵
심적인 기초 원자재, 금속,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이 면세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앞으로 왜곡된 면세구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4. R&D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R&D 정책의 주요 내용
1) R&D 지원정책의 증대
1991년 이전까지 정부의 기업 R&D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은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는 산업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연구 및 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중반 지식위원회(Knowledge Commission)을 설립하였는데, 이 조직은 21세
기 지식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자문, S&T 연구기관
의 지식창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제도형성 및 관리, 지적재산권 보호, 농업
과 산업에서의 지식활용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같은 해 인도 정부는
방갈로르의 Indian Institute of Science(IISc)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교육과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
도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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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기업 간 연계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
인도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은 지원하기 위하여 낮은 이자의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TePP(Technopreneur Promotion
Programme), HGT(Home Grown Technologies Programme), PATSER(Programme
Aimed at Technological Self Reliance), TDB(Technology Development
Board) 등이 있다. 이들 중 TePP는 개인연구자에게 소규모 정부지원금을 제
공하는 것이고, HGT와 PATSER는 정부기관과 학계의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다. 최근 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부-기업 간 파트너십 사례
로 CSIR(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의 NMITLI(New
Millennuim Indian Technology Leadership Initiatives)을 들 수 있는데, 이
는 정부와 기업 간 공동 연구작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기술 리더십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위한 각종 세금 감면
및 혜택 정책을 시행되고 있다.

3) R&D 개발 네트워크의 증가
Ambanis(Reliance), Tatas, Birlas, Mahindra 등와 같은 인도의 대기업
들 뿐만 아니라, Infosys Technologies(컴퓨터 소프트웨어), Ranbaxy(의약),
Bharti(통신)와 같은 신생 기업들도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와 기업 간 R&D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을 하고 있으며, Deming Prize와 같은 생산품질수상도 정기적으로 수여하고
있다.

4) 특허법 개정과 R&D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최근 특허법의 개정은 인도 산업계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책구조
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인도 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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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물론 지적재산권법이 실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좀더 지켜볼 사안이며, 현재 이들 새로운 법에 대
한 인도 정부의 태도도 다소 소극적이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5) 전문가집단의 정책 영향력 증대
최근 인도 정부는 산업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
학공동체의 참여, 지적재산권법 제정, 다학제간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를 발
전시키고 있다. Scientific Advisory Council to the Prime Minister(SAC-PM),
Scientific Advisory Council to the Cabinet 등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 학자
및 기술전문가들의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나. R&D 정책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1) 지나친 규제와 인센티브 부족
한편 연구소의 자율성을 저해할 만큼의 정부의 지나친 통제가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제 경
험적 실험과 응용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들 역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향
상을 위한 의지가 약한 편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허가 없이 제품생산을 바
꾸기 힘들기 때문에 인도 기업들은 가급적 외국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직접적인 접근
이 힘들기 때문에 인도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CSIR를 비롯한 일부 연구소들이 기업경영을 시도하면서 자
체적인 예산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규제와 자원부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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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 인도 정부의 R&D 지원 프로그램들의 범위와
예산규모는 다른 영역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약하며,
또한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소기업, 신생기
업, 지역기업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2) 하이테크 섹터의 부재
인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도입할 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이
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 산업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15%밖에 미치지 못하며, 수입을 통한 내생적
기술향상의 노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건은 1991년 661건에서 2002년에 307건으로 오히려 감소하
는 추세이며, 2001~02년 인도 기업의 89%가 자체적인 R&D 투자에 대한
보고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의약이나 자동차산업 부분에서 두드러진 성장이
보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R&D에 대한 투자는 전체 예산의 약 1%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
한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인데, 연구개발에 대한 시드캐피탈의 부족, 정부
지원의 부족, 지역시장 요구의 부재, 학계접근의 장벽,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장벽, 기술개발에 대한 최고정책결정자들의 비전과 관심 부족,
충분한 투자와 장비 부족, 적절한 인재와 기술력 부족, 관료제적인 경직된
조직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기타 문제점
효과적인 산학협력의 부재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과학기술의 응용은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연구개발의 파급효과가 국내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이 외에도 R&D 정책들을 둘러싼 부정부패,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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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속도의 인프라 개발, 실천력이 부족한 인도인들의 태도(knowing-doing
gap), 전문성에 대한 수동적 자세, 기술발전에 대한 정체된 시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5. 공기업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인도의 공기업은 산업성장의 기초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조직화된 부문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수준의 공기업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2002~03년에는 119개에서
2004~05년에는 143개로 증가하고 이윤 규모도 4만 3,315크로에서 7만 4,432
크로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인도 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Annual
Survey of Industries)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기업 제조부문의
총생산성이 사기업의 경우보다 더욱 높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공기
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자본에 비해 이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고 부채를 줄이는 안정적인 경영방식을 선호하
는 수동적인 조직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도의 공기업들은 고용과 재
정(수익)의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2002~03년에는 적자 공기업 수가 105
개에서 2004~05년에는 73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공기
업들이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으며, 더구나 부실 공기업의 처분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공기업을 회생시키기 위
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2009년 총선 이후 UPA 정권의 산업정책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이해관계
를 고려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양립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축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여론이 진행되고 있
다. 2009년 총선에서 통일진보연합이 발표했던 “소외되지 않고 사회 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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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계층에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는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세
속적이고 다원화된 인도를 지향한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대국가의 민주체제하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
라고 할 수 있다.

6. SEZ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SEZ의 주요 내용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은 자본투자 유치를 통한 산
업화, 특히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지정한 특
별경제활동 구역이다. 이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활동을 진작하고 이
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주도의 의도적인 경제발전계획 중
하나다. SEZ 이전에 이와 유사한 EPZ(Export Processing Zones)가 존재하
였는데, 이는 단순히 다른 지역과의 지리적인 경계를 구분하는 차원에 불과하
고 과거의 규제레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와는 달리 SEZ는 자본 및 인프라를 비롯한 자원과 기업친화적인 제도들이 구
축되어 독립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산업단지로서 더욱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Aggarwal 2006). 2000년 이후 EPZ가 SEZ로 전환되
고 2004년에 새로운 3개의 SEZ가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SEZ Act(2005),
SEZ Rules(2006)에 의해 더욱 공고해졌다. SEZ는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활
동을 보장하는 반면, 국가는 행정절차의 지원 등 최소한의 역할로 축소되었다.
특별경제구역의 성과나 성공 여부를 떠나서 SEZ의 설치는 산업 및 경제발전
에 대한 확실한 정부태도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EPZ와 SEZ는 이미 오래 전부터 등장된 개념이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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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입대
체에서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직된 노동법, 사회주의적 성향의
잔존, 지역주민의 정책 저항, 인프라 부족, 복잡한 절차, 금융, 무역, 재정, 세
금, 관세 등과 관련한 복잡한 법적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SEZ의 실질적인 운영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Gopalakrishinan
2007). 그러나 인도 정부는 SEZ는 외국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기업에 대한 혜택으로의 전환된다고 적극적
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도의 SEZ는 1965년 구자라트의 칸들에 아시아
최초의 특별경제구역이 설립되었고, 이후 몸베이의 산타크루즈(1973), 1980
년대 중반 타밀나두의 첸나이, 케랄라의 코친, 서벵갈의 파타, 우타르프라데시
의 노이다, 안드라프라데시의 바샤카파트남 등 각 지역에 분산되어 개설되었
다. 그러나 인도 SEZ의 80%는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안드라
프라데시, 구자라트, 하르야나 등 대부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지
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서벵갈, 우타르프라데시, 오리샤 등 인프라는 열
악하지만 자원이 풍족한 지역에도 다수 분포되어 있다.

나. SEZ를 둘러싼 논쟁과 정책갈등
정부와 기업은 SEZ와 같은 수출지향적 정책에 의한 성장은 결국 인도 전
체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SEZ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SEZ의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며 안정
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SEZ 내의 수익이 인도 국내산업의 이익으로 직결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의 규제완화도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떨어트려 대규모의 기업에만 유리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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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gopal 2006). 이들은 SEZ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투자를 해
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와 같이 SEZ를 강하
게 반대하는 일부 운동가들은 인도의 산업발전 단계에서는 SEZ와 같은 경
제발전특구보다는 오히려 특별농업지역(Special Agriculture Zones)이 더 유
용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enon 2007).
한편 각 주의 지역적 특성과 주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SEZ의 규모와
성과의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 충돌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SEZ
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정의와 충돌되는 측면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 계층인 농부, 노동자, 지역주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환
경문제를 유발하였다. 특히 SEZ는 인도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는데, 토
지수용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요구에만 집중하는가 하면 대기업들은 지역주
민을 몰아내기 위해 지역 마피아를 고용하기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반감을
샀다. 이에 따라 SEZ에 저항하는 지역주민운동의 확산되었으며, 2007년 카르
나타카 주 방갈로르의 농민조직인 Karnataka Rajya Raitha Sangha(Peasant’s
Association)의 저항운동, 서벵갈 주의 나디그람(Nadigram) 사태, 하르야나의
자자르 지역 농민저항이 발생하였으며, 포스코의 오리샤 분쟁도 SEZ 사례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쟁은 지역주민, 정당, 주
정부, 언론, 좌익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특히 공산당이
SEZ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007년 6월 SEZ를 반대하는 수
많은 운동가들이 델리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SEZ에
반대하는 운동이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 운동만 언론의 주목을 받
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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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부-기업 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 포괄성
가. 기업결사체의 등장 배경과 주요 활동
경제개혁 이후 산업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등장하고 세력
화되었는데, 이들 중 가장 조직화되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 중의 하
나가 기업결사체(indian business community)이며, 대표적으로 FICCI,
ASSOCHAM, CII가 있다. FICCI는 3개의 기업결사체 중 가장 규모가 크
고 널리 알려진 조직으로 25만 개의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
어 있으며, 주로 가족중심으로 경영되는 인도 국내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ASSOCHAM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업결사체로, 15만 개의 기
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국적기업들
도 포함되어 있다. CII는 가장 최근에 조직된 단체로, 역사는 짧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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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높으며 주로 새로운 신생기업이나 산업분
야, 컴퓨터, 전자,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군들을 대변한다. 이들의 등장 배경
과 주요 활동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FICCI(Federation of India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는 1927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설립목적은 식민시대의 영국 기업에
대항하는 국내기업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국민회의당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
였다. 영국 식민지하의 산업화 패턴은 인도 국내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
1909년 Indian Council Act의 수정으로 인해 Bombay와 Bengal Chambers
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영국의 인도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
다. 당시 영국은 자국의 이득을 위해 Calcultta Trades Association, Bengal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공식적인 조직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
로 인도의 내부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FICCI는 이러
한 영국의 인도 식민경제에 대항한 최초의 인도 국내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오
늘날 400여 명의 전문가 자문위원과 40여 개의 산업경제 부문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국영기업, 지역기업 등을 포함한 25만 개의 기업들이 회원으
로 가입된 대규모 기업결사체로 성장하였다.
FICCI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정부와 협력하여 정책 이슈를 형
성하고 기업의 효과성, 경쟁력, 사업기회 확장, 서비스의 특화, 글로벌 네트
워크 형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①
네트워킹: 회원제도, 중앙-주정부간 조정을 위한 강령, 기업인과 정치 리더와
의 미팅 주선, 세미나, 트레이닝 프로그램, 컨퍼런스 등 참여, ② 정책참여:
다양한 국가정책위원회나 경제문제와 관련한 임시 조직된 정부기구에의 참
여, 입법 및 규제 정책과정의 전문 자문위원으로 참여, 정부 및 관련 이해당
사자의 관계형성에서 기업을 대표하여 수출입 정보, 기술협력 및 투자정보
등 제공, ③ 사업서비스: 무역관련 전시회, 바이어-셀러 포럼개발, ④ 정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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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경제산업 관련 다양한 주제의 발간물 및 보고서 제공, 회원정보집 발행,
매월 소식지 발행, 우수기업에 대한 FICCI상 수여, 각 지역의 외국사무소
운영 등 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ASSOCHAM(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SSOCHAM은 1920년 설립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결
사체로 현재 국내외 경제전문가와 외국의 다국적기업, 국내 주요 20대 기업을
포함한 1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결사체 중 하나다. 이 조직
은 설립 초기 직물관련 산업의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된, 인도 내부의 영국 자본을 대변하는 조직이었으며, 독립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조직은 점차 쇠퇴하다
가 1980년대 중반 주요 대기업 간의 내부경쟁으로 FICCI가 다소 중심적 역할
을 상실하면서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롭게 리뉴얼되는 과정에서 회
원, 조직, 자원관리 등을 새롭게 경영 리모델링 하였으며, 주요 대상집단을 뭄
베이를 중심으로 한 인도 서부지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점차 북동부지역의
기업들까지 확대하게 되면서 FICCI와 충돌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FICCI와 ASSOCHAM이 패권을 다투고 있을 때, 인도의 국내외 기업환경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들 조직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결사체의 방향과 전략의 변화가 절실한 시기에 신생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새로운 기업결사체인 CII가 등장하게 되었다.

3) CII(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가) 등장 배경
초기 CII의 전신은 1895년 5개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All
Members of Beng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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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영국 식민정부의 철강산업정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Engineering
and Iron Trades Association(EITA)으로 재설립되었다. 이후 1942년에 인도
의 엔지니어링 산업을 대표하는 결사체로서 IEA(Indian Engineering Association
(1895년 영국 기업가에 의해 설립됨)로 재조직되었으나, 영국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에 치중하며 인도 국내기업의 이해관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였다. 이후 IEA는 Indian Chamber of Commerce와 합
병하여 EAI를 설립하였는데, 주로 인도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변하였으며
IEA와는 경영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이후 세계환경에 대비하고 인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AIEI, CEI(Confederation of Engineering
Industry)로 개명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CEI는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결사체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1991년
경제개혁과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 이후 현재의 명칭인 CII로 바뀌었다. CII
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비산업 영역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역이 통합되어 오늘날 가장 눈에 띄게 성장
하고 있는 기업결사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FICCI나 ASSOCHAM과
같이 대기업이나 엘리트 중심의 경영방식과는 달리 주로 젋은 기업인이나 전문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진을 구성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세련된 방식
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인도에 기반한 수출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관료들과 보다 긴밀한 관
계(전문성을 교류하는 차원에서)를 형성하여 정부의 주니어 파트너로서 정책영
향력을 높이고 있으며, 실제 1991년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 형성과정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나) 주요 기능과 역할
CII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 인도 산업의 성장과 발전 △ 산업사회에 대
한 기여도 강화 △ 기업과 정부에 최신 정보와 데이터 제공 △ 기업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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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에너지 관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식 제고 및 지원 △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경쟁력 강화 △ 경쟁조직과의 협력 강화 △ 글로벌
경 제하에서 인도 산업의 세계화이다. 이러한 역할들은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각 기업과 중앙-주정부
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이슈에 관한 긴밀한 상호작용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업 회원들과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담론형성 과정을 통해 기업
간 동의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발전
CII는 기업들로 하여금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
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
다. 즉 기업의 생산성 및 이윤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11년의 어젠다로 ‘Business for Livelihood’를
설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Social Development and
Community Affairs Council(SDCA)을 통해 ‘More For India’이라는 슬로건
아래 빈민층, 아동, 여성 등 소수자를 위한 교육, 보건복지, 안전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라니(Jamshed Irani) 박사의 주관하에 하층
카스트(S/T, S/C)를 위한 Affirmative Action Task Force을 구성하여 기업활
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민보건(건
강), 교육, 기초생계, 다양성, 기술개발, 환경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120개의 NGO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CII와 NEDFi(North Eastern Development
Finace Corporation)의 주관하에 친환경적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인도의 100
대 낙후지역 중 하나인 사마스티푸르 지역의 비하르 프로젝트와 북동부 지역과
시장을 연계시키는 Art-North-East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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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 세대가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았으며, Rural Business Hubs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지역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이니탈
지역의 과일, 하르하냐 지역의 바이오 디젤, 라자스탄 지역의 카페트 등 4RBH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라) 정보공유와 글로벌 네트워크
정부, NGO, 국제기구 등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과 국제
경제활동 및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경쟁조직, 학술단체, 국가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회원들간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다. 인도 국내 64개 사무소와 9개의 해외지사(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를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개국에
걸쳐 200여 개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예: US-India Business
Summit(뉴욕), EU-India Business Summits(리스본), India Conference(베
를린)].

마) R&D 개발
Specialized Services Division은 기업들에 수준 높은 정보와 다양한 분
석을 바탕으로 기업활동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세미
나와 워크숍,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종 연구소와 협력하여 R&D
를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바) 조정업무
CII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각 산업영역 및 분야별로 각각 ASCON
(Associated Construction & Investment Company)을 설치하였다. 이는 우
산조직(umbrella body)의 유형으로 114개의 산업연합체(sectoral association)
와 23개의 분야별 독립조직(sector specific division), 14개의 위원회
(committee)를 설치하여 동일 산업군 혹은 다른 영역간의 정보교환과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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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을 형성하여 복잡한 이해관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
❚ 표 7-1. 인도 주요 기업결사체 현황 ❚
구 분
설립연도
회원수
가입회원조직
예산(crores)
직원수

FICCI
1927년
1543(443)명
250,000개
44
450명

ASSOCHAM
1920년
750(125)명
150 000개
9
90명

CII
1992년
4803(646)명
95 000개
131
769명

자료: Hardgrave & Kochanek(2007).

나. 기업결사체의 정책 영향력과 경제개혁에 대한 태도
인도의 기업결사체들은 1991년 경제개혁의 실질적인 수혜자였음에도 불구
하고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정책 이슈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봄베이 클럽의 회원들은 대외개방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요구하였고, 다른 기업결사체들도 이러
한 봄베이 클럽의 문제제기에 적극 동조하였으며 특히 FICCI가 가장 적극
적인 태도를 보였다. 1980년대 조직 리뉴얼에 성공한 FICCI와 ASSOCHAM
은 서로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서로 비슷한 이미지를 형성해나갔
다. 이들은 국내기업은 정부규제의 수준을 완화하는 것은 환영하였지만 대외
개방에 있어서는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였다. 1993년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던 시점에서 이들의 정책저항은 절정을 이루었는데
특히 FICCI는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에 가장 많은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CII는 이와는 달리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
며, 국내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용자세
를 보였다. 그러나 CII도 기본적으로는 관세 및 가격 정책에 국내기업 보호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CII는 수출지향적인 산업집단들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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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입대체 레짐에서 기반을 다진 인도 국내기업들이 대외개방에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성숙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인 데 반해, FICCI와
ASSOCHAM은 대외개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경제자유화를 둘러싼 복잡한 의견대립과 정치적 과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II와 같은 일부 기업집단과 조직들이 인도의 대외개방경제를 지
지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 중대한 정책변동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
었다.
알루왈리아 (Ahluwalia)는 산업발전에서 공-사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기업이 정책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ndian Express 2004. 12. 29).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나 타이완에서 볼 수
있는 ‘Incorporated’의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정부와 기업결사체 간
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나름의 이른바 ‘India Incorporated’가 형
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1960~70년대에 형성된 사회주의하의
정부우위의 전통으로 인해 기업결사체의 정책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는 신뢰에 바탕을 둔 발전지
향적 관계라기보다는 지대추구적 혹은 공모결탁의 부정적인 관계의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Kochanek 1996).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정
부의 기업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면서 FICCI나 CII 등과 같은 경제개발 단
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업조직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맹목적인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반응
하며 기업 스스로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생산적인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형
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hina 2005;
Manoj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또한 기업결사체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아직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각 지역단위에서 정부-기업 간 건전
한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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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유성
가. Public Accountability Information Systems(PAIS)
PAIS는 정부의 예산편성과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
에 대해 다양한 정책집단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중앙정부
의 e-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판찬야트 Ghars 단위에 인터
넷 키오스트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지역 라디오센터 등이 PAIS
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나. e-Biz 프로젝트
1) 전자정부 프로젝트(NEGP: National e-Governance Plan)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e-Biz 프로젝트로서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ission Mode
Project(MMP)을 실시하고 있다. e-Biz 포털을 통해 기업은 산업활동과 관
련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 외 이용자들은 기업활
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단일창구로서 활용될 것이
다.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므로 현재까지 완성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프로젝트는 방갈로르 지역의 인포시스가 담당하고
있으며,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9개의 중앙부처, 5개의 주정부(하르야나, 타밀
나두, 안드라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델리)가 29개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1 단계로 특정 단일서비스의 전산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안드라프라데시는 토지등록 절차의 전산화, 델리는 재산세 부과의 전산화,
타밀나두는 학생들의 시험결과의 전산화 작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2단계에는
보다 많은 주와 지역에 걸쳐 약 200개의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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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2) 정보통신부와 행정개혁부가 주도한 National e-Governance Plan은 25
개의 Mission Mode Projects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단위별로 중앙,
주, 통합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대상집단별로 시민(G2C)과 기업(G2B)
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전자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중앙, 주, 지방정부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의 전 과정을
G2B 포털의 단일창구를 통해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안드라프라데
시, 하르야나, 마하라슈트라, 우타르프라데시 4개 지역의 8개의 중앙부처와 5
개의 주정부, 1개의 지방정부에서 25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젝
트가 시행되고 있다.
❚ 표 7-2. Mission Mode Projects(MMPs) ❚
구분(지역)

중앙

G2C
(for citizen)

소득세
여권, 비자, 이민
National citizen ID

G2B
(for business)

Excise
Company Affairs
(DCA21)

주
토지등록
재산등록
Road Trasport
농업
Municipalities
Panchayats
police

상업세

통합

Common Serivce
Centres
Indian Portal

EDI
E-Biz
E-Procurment
National E-govenance
gateway

자료: Arvind Virmani(2007)

3) DCA 21: DCA(DigiTech Controls and Automations)는 기업과 기
업부(Department of Company Affairs) 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다 건전하고 편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등록한 기업에는 고유등록번호(Global Location Number-GL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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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어 보다 편리한 접속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DCA21 비전의 구체
적인 내용은 △ 기업과 관련한 자료의 전산화 △ 기업등록 및 법률관련 정
보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자료접근의 용이성과 불편사항의 접수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등록 및 인증관련 비용부과 절차의 간
소화이다. DCA는 전국 각 주의 주요 도시에 35개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약
45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MCA-21: Ministry of Corporate Affair는 2006년에 National e-Government
Initiative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사업등록 전자화의 근간이 되었다. 그 결과 사
업등록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었는데, 특히 기업(상호명) 승인은 기존에는 4~6
일이 소요되었으나 2일로 줄어들었으며, 사업등록증 발급에 드는 시간도 9~10
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들었다. 재산등록 전산화도 그동안 비형식적으로 운영되
던 것을 2005년 네루대학 도시재개발미션(Urban Renewal Mission)의 일환으
로 더욱 체계화하였다. 세금체계와 관련해서 2005년 모든 주에서 통일된 VAT
시스템이 시작되어 2008년에 VAT 시스템이 정착화되었다.
5)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는 무역촉진을 위해 전자정보의 상
호교류 및 공유정보를 교환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통합 시스템이다.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부(Customs Department), 외국무역위원회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수송 및 항공관련 조직(Port Trusts,
Shipping Lines, Shipping Agents, Airlines, Airports), 컨테이너 코퍼레이션
(Container Corporation), 은행, 수출입 관계자들 등이다. 최근 EDI는 기존의 오래
된 레가시 시스템(legacy system)에서 새로운 기술의 전자화 과정으로 변환되어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수출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사결정 패턴이 바뀌고 있다.

109

제7장 정부-기업 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

6) Programme Outcome & Response Monitoring Division(PO&RM):
이는 정부의 예산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의 모니터링 기준과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NIC(National Information Center)에 의해 운영
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587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각 현장에서 취합된 다양한 정보들은 중앙 및 주정부의 데이터로
수집되고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장된다.
7)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 전자정부에 대한 최고정책결정자들의 정책의
지의 부재로 인해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실현과 E-Readiness를 위한 인프라 부족을 극
복하기 위하여 오래된 데이터의 업데이트, 유저 프렌들리 환경조성, 전자정
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3. 투명성
가. 사업승인 및 허가제도와 부패
1970년대에는 산업부 산하에 Secretariat for Industrial Approval과
Project Approval Board와 같이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행정기
관이 설립되고, 산업승인제도(Industrial Licensing and Approvals)가 시행
되면서 국가의 기업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처럼 사업승
인 및 허가제도가 특정 정부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정책결정 과정의 투
명성과 부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기업인들은 델리에 특정한 로비스트
들을 두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끊임없이 푸념할
정도로 행정절차의 지연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과 정보력이 월등한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은 로비활동을 통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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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점하게 되고,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상당히 불리한 여건
에 처하게 되었다.

나. 정보공개와 투명성
인도의 자본시장에서 정보공개와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법률 및 규정의 제도적 장치는 미약한 편이다. 정보를 승인
하는(공증하는) 독립된 기관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데 1991년 이후의 주식
시장과 관련된 스캔들도 이러한 불투명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소규모 투
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나도는 정보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증대되고 있다. 투
자자들은 투자기관의 자본사용과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
고 있으며,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의한 기업통제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다. 모니터링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인도 정부는 Industrial Entrepreneurs' Memorandum(IEM), Industrial
Licence, Letter of Intent(LOI), 외국투자 데이터, Industrial Production
Returns 등과 같은 산업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
로 인프라 섹터에서의 투자승인, 기술이전, 사적투자 및 외국투자 등을 모니
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Industries Act에 규정된 지정목록은 경제자유화 정책
이후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환경, 안전, 국가안보와 관련한 5개 산업분야만
남아 있으며, 이들 중 2개 산업부문도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산업전략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 있다.7)

7) List of industries reserved for the public sector는 원자력, 철도 부문이며, 강제 품목은 알코올, 담
배, 우주선(국방), 총기 및 탄약 등 폭발 관련물, 독극물 등 위해 화학물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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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방된 정부(Open Government)
정책결정 및 집행을 둘러싼 비밀주의적 환경은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관행을 초래하였다.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에 의한 정보조작과 부패문제를 방지하기 위
하여 알 권리/정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Right to Information)을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이 법률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법률의
효용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시민들이 이 법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면 정부의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와 부패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다. 이외에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많은 정책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를 테면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부기관에만 개방되었던 정
보들을 일반대중들에도 공개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관련 부처가 정보를 개방
할 경우 정부는 자연스럽게 일반시민들의 대중감사를 받게 되고 정책의 투
명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부분 인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투명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책형성과 변동과
정을 웹 사이트를 통해 비교적 투명하게 게재하고 개방할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결사체의 공식적이고 투
명한 방식의 로비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특히 외자유치에서 기업의
참여와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 정책 왜곡과 부패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4. 신뢰성
가. 관료부패
인도에서 부패는 ‘삶의 방식(corruption is a way of life)’이라고 묘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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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으며, 특히 관료부패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은 편이다. Samuel & Manubhai(1997)는 인
도 관료부패의 원인으로 첫째,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부 독점
으로 인한 경쟁감소와 비효율성, 둘째, 정책결정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재
량권, 셋째, 시민요구에 대한 대응성의 부족, 넷째, 정부와 시민 간 정보의
장벽, 다섯째, 부패의 일상화를 들고 있다. 미탈 회장은 오리샤 주와 자르칸
트 주에서 추진 중인 제철소 건설작업이 정부의 느린 의사결정으로 지연되
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대인도 투자를 추진 중인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느린 의사결정과 뿌리깊은 관료주의, 만연한 부패로
인해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유발한다며 관료역량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본 연구의 인터
뷰 대상자인 POSCO-India의 Sharan 부사장은 특히 상위 정책결정 수준보
다는 하위 수준에서 일선 관료들과 시민들 간의 ‘일상적이고 미미한 부패
(petty corruption)’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관계는 정책집행의 왜곡을
가져오고 정책지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네루대의 Manoj
교수는 인도 관료들이 전통적으로 사회 내에서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누렸
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을 보전하려는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므로 관
료들의 인식전환과 개혁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인도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미디어의 역할강화로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관료부패와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인도 최초의 부패방지와 관련된 제도는 1941년에 설립된 Delhi Special
Police를 설립한 것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였고, 이후 1963년
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CBI)가 실질적으로 조직체계와 권한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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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운영된 반부패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
교할 때 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정치권의 부패방지제
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약하였다. 또한 CBI는 DSPE법에 의하여 중앙정
부가 주정부의 관료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인도 헌법은
주정부의 법률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CBI의
실제 법률적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정부의 집권정당이
중앙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집행에서 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BI 영향력의 행사는 주정부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
이는 경우에만 가능했다(Narasimhan 1997). 각 주정부는 각각 자체적인 반
부패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분권체계
로 인해 중앙과 주정부가 동시에 연관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므로 부패방지제도들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정부는 영국식 관료통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정책지연과 혼란만
가져오고 오히려 관료부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다.
Palmier(1985)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소송이나 감사와 같은 부패 통제장치
가 오히려 더 많은 부패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dia(2007)에 따르면, 부패와 관련한 사건들이
대법원에 3만 3,635건, 고등법원 334만 1,040건, 지방법원 2,530만 6,458건
계류 중이지만, 느린 절차와 실효성 있는 처벌제도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부
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Alexander 1995). 2008년에 세계은행이 주관
한 5개의 대규모 보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과거 CBI의 장이었던 Joginder Singh은 인터뷰에서 “국가는 당연히 이 사건
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도의 법적 체계
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돈을 수령한 부패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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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 부패방지제도의 낮은 실효성의 원인
1980~90년대 세계은행과 IMF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산업발전을 둘러싼
부정부패와 지대추구적인 행태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장 자
유화와 탈규제 정책을 시행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
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정치 리더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부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신들도 부패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부패는 상황적ㆍ구조적ㆍ문화적ㆍ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
로 작용된 현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도의 부패방지
제도는 정책환경적 맥락과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크루거(Anne
Krueger)는 약탈적 국가 혹은 관료의 대중영합주의가 부패를 양산하므로 국
가의 개입과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신자유주의자로, 특히 인도의
경우, 산업 라이선스 시스템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Dhareswal(2000)과 Ackerman(1999)은 인도의 관료부패는 근본적으로 연성
국가(soft state)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부패와 지대추
구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경제적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라. 정치적 분권화와 부패의 관계
정치적 분권화는 부패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내 복잡한 이해집
단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부패 네트워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하
고 고객주의가 팽배한 상황하에서 정치 브로커, 지역의원, 지방기업 등 자본
과 정보력을 갖춘 지역의 상위 계층과 엘리트들은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포
획할 수 있다. 즉 분권화는 지역의 권력화를 강화하여 이른바 ‘분권화된 부
패(decentralized corruption)’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형식적인 분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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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모니터링 제도로 인해 권력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
지 않아 사회적 약자 계층들의 참여가 소외되는 사회적 구조하에서는 관료
의 자율성과 부패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Cambridge & Kumar 2002;
Harris & White 1996; Robbins 2000). Crook와 Manor(2000)의 연구는
인도의 카르나타카 주, 방글라데시, 가나의 정치적 분권화 과정을 분석하였
는데,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경우 정치적 분권화를 통해 공적자금이 소수 권
력자들로 인해 전용되는 현상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하위 일선 관료들의 소
규모 부패(petty corruption)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5. 관료 자율성
가. 관료 자율성의 형성과정
2009년 세계은행에서 출간한 뺷인도의 투자환경(India’s Investment
Climate: Voices of the Poor)뺸에 의하면, 인도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관료부패와 낮은 신뢰도를 꼽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강
화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 of India)도 성
공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관료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관료, 정치인, 기업인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층적
임과 동시에 간헐적이며 고정되지 않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최초 관
계형성은 인도 독립을 위한 자본형성 과정에서 시작되었는데, 기업은 이 과정
에서 독립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
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국가와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낮은 위상을 점하고 있
었다. 그러나 관료와 기업 간의 지대추구적 관계는 견고하였으며, 기업활동에
대한 사업승인이나 허가와 관련한 상당한 부패가 양산되었다. 인도 정부의 기

116│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업에 대한 통제는 공익의 명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점차
교환거래적 관계로 바뀌어갔고, 라이선스를 둘러싼 기업과 관료는 수요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들은 라이선스 시스템을 통해 독과점, 보호,
수익성을 보호받았으며, 이에 따른 정치자금과 블랙머니가 제공되었다. 인도
의 산업 라이선스 시스템은 이러한 지대추구적 관계를 고착화시켰는데, 일반
적으로 다음의 시기별 발전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시기(1951~1969년)에는
기업들이 라이선스 라지 시스템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식적ㆍ
비공식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두 번째 시기인 1970년대에는 의회의 분열,
정당의 파편화, 정당조직의 부식, 규제법률의 제정 등 제2의 정치적 변화로
새로운 관계변화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시기인 1970~80년대 후반에는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국방영역까지 라이선스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지대
추구적 관계의 고착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라지브 간디가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라이선스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기존의 지대추구적 관계
를 형성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관료, 정치인, 국내기업 등의 저항에 부딪
혔다. 인도의 규제정책은 지대추구, 정부와 기업 간의 높은 의존성, 중상주의
엘리트(mercantilist-oriented business elite) 등을 유발하였다. 인도의 기업들
은 여전히 방어적이며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즉 정부는 기업을 보호해주
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관료에게 돈을 주는 체제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이다. 이러한 관료와 기업 간의 관계는 행정개혁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며,
전반적으로 인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관료와 기업에 대한 평가와 위상
인도 관료는 본래부터 부패하고 게으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은 아
니었다. Appleby(1953)는 1950년대 당시 인도 관료들의 이미지를 매우 정
직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Maheshwari(2005)는 “오늘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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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료들은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버린 듯하며, 자신의 개인적 선호(판단)의
편향이 매우 심하다. 일반시민들이 관료에 대한 인식은 거만하며 자기중심적
이고 접근하기 힘들며 권력에 집착하는 이미지로 비춰진다”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질은 방만한 인력, 낭비, 부패, 정치화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35년간 고위공직을 지냈던 Parakash(2006)도 “인도 관료들은 과
거 관료들이 누렸던 독점적 위상과 권력에 집착한다. 시민들의 요구와 불만
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요구는 관료들로부터 어떠한 대답
도 듣지 못한다. 시민과 정부의 거리감을 매우 크며, 친화적이고 조력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다. 부패가 만연하고 고위관직자들은 엄청난 돈을 횡령하며,
관인과 서류, 환율, 여권, 운전면허, 카스트 증명서 등 공식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0년간 인도 비즈니
스 엘리트들은 여전히 국가에 비해 그 위상이 약한 편이며, 정치적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정치인과 정책결정자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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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 중앙정부-주정부 간 관계
가. 정부간 관계에 대한 헌법규정
인도 헌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배분, 정치권력 및 세수분배에 관
한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조 3개항).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연방조항(제1항)에서는 중앙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태에 대
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주요 권한
을 행사하는 97개의 항목 및 국방, 외교, 통화, 금융, 소득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주조항(제2항)에서는 주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질서 유지, 경찰, 복지, 보건, 교육, 지방행정, 산업, 농업, 토지세 등 총
6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공유조항(제3항)에서는 중앙과 주정부
가 공동의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으로 총 47개의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가
장 중요한 부분은 민형사법과 사회 및 경제계획과 관련한 항목이다. 이 밖의
모든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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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방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정하고 있다. 인도
헌법 제302조에는 ‘공익’을 근거로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중앙
정부나 주정부 모두 공익에 위배되는 어떤 유형의 상거래나 생산활동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공동시장(common market) 운영에 있
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제한하는 규정이 있
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
도 헌법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주의 연합(union of states)을 지향하
는 체계로, 이는 주정부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느슨하게 연결된 미
국의 연방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즉 국가통합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가장 우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적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주정부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잔여적 권한을 남겨두었다.
이를테면 주수상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긴급상황 발동권 등이 있으며,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도 주정부의 재정권이나 개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상
대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인도 헌법의 특성 때문에 인도 고유의 특징을
가진 준연방 시스템(quasi-federal)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정부와 지
방정부의 독립적인 권한, 기능, 예산,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분권화 추
세에 따라 주정부는 지역산업정책 및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상당수준의 재량권
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1992년 수정헌
법 제73, 74조를 통해 지방정부인 Phanchanyats와 Municipalities가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지역 정치인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새
로운 정치적 긴장으로서 정부간 갈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나. 시대별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발전과정
1) 독립 이후~1970년대: 중앙집권화의 강화
독립 이후부터 30여 년간 단일정당이 지배하면서 중앙집권적 요소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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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었다. 국가계획경제 정책, 산업 라이선싱, 주요 은행의 국유화 등 주정
부의 산업경제 영역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강화하였고, 당시 사법 판례들도
이러한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우위가 반영되는 판결이 대부분이
었다. 한편 재정위원회(Finance Commission)는 주정부에 예산기획과 사용
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분권적 요소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2) 1980년대: 정부간 관계에 대한 재논의-Sarkaria Commission
1970년대까지 정치체제의 안정, 지역갈등 약화, 오랜 스테그네이션 이후
의 생산의 증대라는 정치경제적 안정상태가 지속되었으나, 1980년대 일당지
배체제에서 다른 정당으로의 정권변화와 지역 재편성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정부간 관계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의 중앙집권
적 국가계획경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정부들
은 중앙정부가 국가의 위기상항을 빌미로 주정부에 대해 과도한 간섭과 개
입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1983년 Sarkaria Commission를 발
족하여 인도의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인도 정부간
관계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착수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집행되었으나 일부는 기각되었다.

3) 1990년대~현재: 분권화의 심화
1990년대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국가통제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권화의 이슈
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실제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의 권한이양이 이루어
져 주정부의 역할과 재량권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정치경제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구조에 중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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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 과거에 비해 주정부의 권한이 다소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세금
부과나 관세체계 등의 재무행정에서는 여전히 자치권이 약하였다. 또한 분권
화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지역간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량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간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로 예산지원을
확대하거나 예산분배와 관련한 재정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2. 지방정부: 판차야트 라지(Panchayat Raj)
가. 농촌지역의 자치정부(Rural Local Government)
2004년 UPA 정부는 National Common Minimum Programme을 채택하
면서 지역단위의 판차야트 라지 제도(Panchayat Laj Institutions)를 강화시켰
으며, 이는 독립적인 행정부로서 Ministry of Panchayat Raj를 설립하는 계
기가 되었다. 이 부서는 판차야트가 보다 효과적인 자치정부가 되기 위한 행
동강령과 150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 기능과 재
정의 효과적인 권한 이양 △ 지역개발위원회(district planning committees)
와 지역개발계획의 법률적 권한 강화 △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집행 △ Gram
Shbhas로의 권한이양을 통한 책임 강화 △ 여성 및 젠더의 임파워먼트 △
SCs, STs 및 OBCs의 하층 카스트와 여성들을 위한 할당제 △ 소수 및 사회
적 약자 집단들을 위한 정책 △ 선거집행 △ PRI 재무회계감사의 강화 △
PRI와 관련된 기관과 정책의 관리 △ PRI의 역량강화 및 개발 △ 판차야트
레포트 작성 △ 사법적 판단 및 해석 △ 정보통신을 통한 e-거버넌스의 실현
△ 지역 비즈니스 허브의 구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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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I 권한 강화를 위한 3개의 F’s 이양
지난 10년간 중앙-주정부 간 꾸준한 논의를 거쳐 주정부에서 판차야트 단
위로 11분야 29개의 업무를 이양하면서 이른바 사무와 기능(functions), 재
정(funds), 공무원 및 인력(functionaries)의 재분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무와
기능 차원에서는 상당수준 지방 이양이 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필
수요소인 재정과 인력의 재분배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들
요소가 어느 정도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정부의 통제와 개입이 지속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판차야트의 가장 낮은 단위인 Gram Panchayat
만 일부 세금부과의 권한이 주어지고, 이의 상위기관인 Samitis와 District
혹은 Zilla Panchayat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RI에 주어진 권
한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케랄라, 카르나타카, 마드야프라데
시 등 주정부 예산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판차야트에 상당수준의 재정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케랄라의 경우 주정부의 예산 중 약 40%가 PRI의 예산
으로 배정되고 있으며, 카르나타카나 마드야프라데시의 경우 Zilla 판차야트
에 더욱 많이 배정되고 있다.

다. 지역 부족사회와 주정부 간 관계
인도는 30개 주, 220개 이상의 부족단위 지역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산
업 및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부족사회와 주정부(tribe-state)
와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부족정부(tribal government)나 판
차야트와 같은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이익집단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이들이 주정부의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농계급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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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인해 비료값 등 농업보조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
개혁정책을 지지하였다. 부농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Sharad Joshi는 경제개혁
정책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까지도 지지할 정도이며, 이들의 정계
진출과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잉여자
금을 중소기업, 운송업, 부동산, 무역 등 농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Cassen & Joshi 1995).

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분권화 수준 차이
각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화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케랄라
주의 판차야트는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지방분권의 권한이양의 교본으로 인용되고 있다. 카르나타카나 마드야
프라데시의 경우도 비교적 분권화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의 경우 수정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과 권한분배 이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지방정부의 자치 거버
넌스의 역량을 떨어트리고, 자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경우 분권화 강화가
판차야트의 재정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들
가. 기획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분권화 정책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국가발전위원
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가 승인한 Approach Paper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주정부의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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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마다 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주정부와의 회의에
서 각 주정부의 연간 개발계획의 규모를 상의하여 결정하고 승인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빈곤감소를 위한 기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제정 및 사회통
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주정부가 중앙정부의 개
혁추진 속도와 강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재량권과 정책 우선순위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원 계획
(Centrally Sponsored Schemes)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기획위원회의 주정부에 대한 분권화는 대부분 Gadgil Formula에 의해 만들
어졌으나 권한이양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Finance
Commission)는 헌법에 규정된 주정부에 대한 예산분배 및 권한이양과 관련
한 업무와 정부간 수직적 불균형의 문제를 조정하는 주무부처였으나, 현재 기
획위원회와 다른 행정부처들이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다.

나.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의체
정부간 원활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Inter-State Council, Zonal Councils, National Integration Council
등과 같은 정부간 갈등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적 협의체가 존재한
다. 이 조직들은 정부간 정책조화와 갈등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
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Zonal Council이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으
며, 이 외에도 각 정책 이슈별로 구성된 여러 유형의 협의체로서 National
Water Resource Council, Advisory Council on Food Grains Management
and Public Distribution, The Mineral Advisory Board 등이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Central Councils of Health, Local Self Government and
Family Welfare, Transport Development, Education 등이 있다. 한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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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정부 간의 전반적인 관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면서 정
부간 관계위원회(Second Commission on Centre-State Relations)가 설립되
었는데, 이 조직은 정부(중앙-주-지방), 정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요구(투입)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

다. 회계 및 감사제도
중앙정부가 배분한 예산사용에 있어서 주정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상당한 누출(substantial leakage)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주정부의 재정관리를 위해 성과에 기반한 조건부
예산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반면에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지 않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지
방정부 회계감사 과정의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제11차 재정위원회에서는 판
차야트의 재정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의 요건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2차 재정위원회에서 이의 시행을 최종적
으로 제도화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만 감독관 제도(audit general
office)가 설치되는 데 그치고,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경우 잘못된 예산사용을
감독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라. 산업발전 규제법
｢산업발전 규제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s Act)｣은 중
앙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을 통제하는 법률적 근거이며, 중앙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역의 산업을 불합리하게 통제하는 근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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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주정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역산업과
개발정책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특정 산업부분에 대한 특별법 정도가 충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
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Central
Advisory Council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 그림 8-1. 인도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

4.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가. 인도의 지역주의
인도는 근본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연방주의에 기반한 국가이지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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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이 매우 강한 편으로 인도 고유의 독특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며,
일부의 경우 분리독립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는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
도의 지역주의가 강한 이유는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 소외지역 주민들의 정
치적 각성, 지방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 성향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8)

1) 인도 지역주의에 대한 정의
Hardgrave(1984)에 따르면, “인도의 지역주의는 문화적ㆍ언어적 다양성에
뿌리를 둔 것으로, 주단위에서 종족적ㆍ경제적 현상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을 하며 발현되는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일체감, 참여확대, 자원을 위
한 지역간 경쟁의 표현이며, 특히 주정부간 경쟁은 중앙의 재정분배 및 개발
투자, 교육 및 직업기회 증대 등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중앙정부의
불공정, 차별, 무관심 등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언어, 인종, 종교,
문화적 욕구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이것이 정치화되었을 때는 치명
적인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Azam과 Fadia의 정의에 따르
면, 인도의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되거나 소외당한 저개
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각성의 결과로 생긴 것이며, 인도의 주민들은 국가
전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체성보다는 지역사회나 주정부에 더욱 큰 소속감
과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이른바 ‘내 지역 사람쓰기(sons of the soil)’를
선호하는 지역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8) 특히 1990년 이후 하위 카스트 계층의 정치의식화와 지역정당의 발전이 더욱 심화되었다. 인도의 지역
주의 역사는 다음에 근거한다. 첫째, 영국의 식민정부와의 분리통치(divide and rule), 간접통치(indirect
rule)를 통해 인도의 지역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 독립과정에서 이슬람교의 분리독립을
경험하였다. 셋째, 인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562개의 군주국(princely states)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주편성 과정에서 언어경계에 따라 단일언어 주의 설립요청이 많았고. 그 결과 지역주의적 요소를 최대
한 살린 기이한 형태의 연방주의가 발전되었다. 다시 말해 인도의 연방주의는 권력통제의 수단이나 독
립된 주들의 연합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통치체제에서 독립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점진적인 권력이양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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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정당의 등장과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정당과의 연합이 증가하면서 주정부는
점차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 의
해 중앙정부의 개입과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Keshavananda
Bharati Case에 의해 공포된 헌법의 기본구조 역시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주정부가 자체적인 재정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먼저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
인도의 각 지역들은 경제발전과 거버넌스의 역량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차
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질문
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ORF의 책임연구원인 Saran은
주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의 차이를 지역간 경제발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거버넌스의 역량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정책갈등 조정능
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특히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시
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주정부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
책집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그러나 Sharan(POSCO India)
과 Manoj 교수(네루대)는 주정부간의 경제적 격차는 정부의 거버넌스의 역량
도 크지만 역사적인 문제(historical incidence)라고 보고 있다. 이를테면 구자
라트는 오래 전부터 상업적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이미 상당
한 자원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기업진출이 유리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상업적 인센티브가 이미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자본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특정 정치 리더가 통치를 잘 해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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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특정 관료나 정치인의 역량과 같은 개인적 요
소에서 성공요인을 찾는다는 무리라는 평가를 하였다. 즉 주정부의 격차는 계
획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파급효과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평가
하였다.

다. 서벵갈 지역 사례-정부간 관계의 변화
서벵갈 지역은 중앙집권적인 좌파정부가 강세이며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빈민층을 위한 성장에 따른 분배와 형평성의 문제가 중
요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개발이나 제조업 성장 문제에도 관심을 갖으면서
성장과 분배의 양립을 지향하는 이른바 친서민적 성장(pro-poor growth)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식민시대부터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활발한 산업활동과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좌파정권의 집
권으로 경제는 서서히 쇠퇴하였으며, 1967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
으로 제조업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점차 경제가 회복
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 2000~04년에는 주정부 중 제조업 부문에서 2위를
자치하였다(Sengupta 2006). 이처럼 서벵갈이 경제부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좌파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과 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다. 서벵갈의 주수상이었던 Bhattacharya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도그마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우리도 변하고
있다. 중국을 보라. 1978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중국
은 세상이 변함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정책 역시 바꾸고 있다. 덩샤오
핑이 말하기를 우리는 현재의 사실(현상)에서 진리를 배우며, 책에서 배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India
daily, 2005. 8. 27). 이는 서벵갈 정치지도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마인드 세트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Sitaram Yechury도 CPM(Communist Par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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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Maxist)의 정기학술지인 The Maxist(2004)의 “Social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이라는 논문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최근 Left Front는 주내의 기업과 외국기업들의 활동에서 주정부의 역할을 축
소시키고 규제와 통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더욱 예측가능하고 발전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WBIDC(West
Bengal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의 One-Window Facility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외자유치에 성공한 다른 주들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토지수용 과
정에서 농부들의 강한 저항으로 거래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문제로 Singur지역에서의 Tata Motors와 Nadigram
에서의 SEZ가 실패하는 경험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세금체계로서
Value Added Tax(VAT)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다른 주에 비해 가장 늦
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기업 간의 투명성과 신뢰,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벵갈 사례의 정책적 함의는 각 지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효
율적인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그동안 기업에 대한
통제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던 주정부의 태도와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간의 갈등조정 및 협상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발
전지향적인 이코노믹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라.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1) Kohli(1989)는 중앙-주정부와의 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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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였는데, 중앙정부와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 주정
부(중앙정부와 같은 정당이 집권한 주)의 경우가 경제발전의 수준이 훨씬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계은행과 CII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인도
의 경우 주정부간 투자환경의 차이가 극심하고 이에 따른 투자의 불균형, 특
히 외국인투자는 대외자본에 친화적인 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있다(예: 투자환경이 좋은 주는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안
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투자환경이 열악한 주는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서벵갈). 이러한 투자환경의 차이는 곧 경제성장률의 차이로 이어지고, 투자
환경이 열악한 주의 경우는 여전히 1980년대와 다름없는 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Dail & Sen(2009)은 1985~2006년 동안 인도 16개 주의 데
이터를 바탕으로 정부-기업 간 관계가 인도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이에 따른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 수준에서 정부-기업 간
관계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는
데, 분석 결과 정부-기업 간 관계가 공모-결탁 관계가 아닌 발전지향적 관계
로 발전하면서 인도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
다. 이 외에도 인도 각 주의 경제성장과 정부-기업 간 관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Nayyar 2008; Sachs Bajpai & Ramiah
2002; Kochhar, Kumar, Rajan, Subramanian & Tokatlidis 2006; Purifield
2005). Nayyar(2008)의 연구는 인도의 경우 지형적 조건과 경제성과가 상
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인도의 지역적 격차는 정부-기업 간 관계를 규
정하는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일반적으로 내륙지방과 해
안지방을 비교했을 때 해안지방의 경제발전이 높다. Demurger 2002;
Kanbur and Zhang 2005; Heilig 2006). 펀잡이나 하르야나와 같은 내륙지
방보다 오리샤와 같은 해안지방이 오히려 발전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2) 인도 경제개혁의 효과는 주정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학자간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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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각 주정부의 제도적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테면 친고용주(pro-employer) 정책을 지향하는 지역
이 친노동자(pro-worker) 정책을 지향하는 지역에 비하여 규제완화의 수준의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리더십, 자원, 지역문화, 전통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많이 있다.
3) 획일적인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 히마찰프라데시, 잠무 카슈미르, 우
타란찰 지역 등의 산업화를 위한 획일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
이 제기되고 있다. 히마찰프라데시나 우타란찰 지역에서는 관세감면이 오히
려 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으며, 주변 북동부 지역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특정 산간지역이나 일부 지역의 도로
나 철도건설과 같은 특정 사업에 부분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전면적이고 일
괄적인 적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판차야트 단위에
서 집행되고 있으나,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역정책들
이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주정부의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 1980년대 이후 인도 대부분의 주
에서 정부-기업 간 관계변화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정부마다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경로로 발전ㆍ진화하
고 있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정체된 상태에 있거나 경
로의존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케
랄라가 바람직한 정부-기업 관계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카르나
타카와 타밀나두는 다른 주들보다 초기단계의 발전수준이 높으며, 안드라프
라데시는 속도가 빠른 편이고, 케랄라는 비교적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반면에 비하르나 마드야프라데시와 같은 인도 동북부 지역은 여전
히 별다른 변화나 향상이 없다. 서벵갈은 과거에는 화려한 경제성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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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1980년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시 회
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주마다 정부-기업 간 관계의 진화과정이나
패턴 및 경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주정부의
독립적 자치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즉 정치적 자치 수준 및 주사법권의 차이
가 주정부간 제도적 여건의 차이를 발생시켰고, 이는 곧 경제성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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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 론

1. 연구요약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의 경제개혁은 외형적으로는 신자유
주의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이의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발전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의 국가주도의
발전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시장모델의 정책 레짐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정
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동추의 반동과 같이
국가통제주의와 자유방임의 2개의 축을 오고감을 반복하는 정책변동의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고 인도의 산업발전전략을
둘러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진화과정과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주제별로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도의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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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불신감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국가계획경제라는 이데올로기하에 적극적
인 국가개입과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우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가 형성되었
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치행정 시스
템 전반에 걸쳐 부패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이어 1980년대는 사회
주의 국가에서 경제성장중심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전 시기까지 정부는 기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친기업적인 전략(pro-business strategy)을 지향함으로써 정부의 기업
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업발전전략은 경
제발전을 위한 기존의 국가역할의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전제된 기업에 대한 시혜적인 정책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인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1990
년대 대규모 경제개혁이 발생하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1990년대는 급격한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외환위기로 IMF의 금융
구제체제로 들어서면서 인도 정부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대외시장 개방과
각종 산업정책의 규제완화를 시도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를 지향하
는 친시장적 전략(pro-market strategy)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 인도는
경제개혁의 규모와 범위에 비해 이외로 높은 성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정치체제와 이해집단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개혁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지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시기의
경제개혁정책은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우연하고 급작스럽게 발생한 정책변동
이라기보다는 이미 1980년대부터 축적된 정부의 친기업적인 태도변화가 지
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산업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성장에 따른
재분배와 형평성의 문제가 주요 정책의제로 자주 등장하면서 경제발전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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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의 양립을 위한 이른바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
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1991년 IMF 체제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산업정책의 차이를 분석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미 1980년대부터 정부의 기업에 대한 태도의 변
화와 부분적인 대외개방과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친기업적 전략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어 1990년대 대규모의 경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정부는 그동안 국내기
업에 대한 보호주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국제경쟁체제하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전적인 기업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의 대기업들 역시 경영실적이 부실한 계열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경영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
히 대외개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로비활동과 정책압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과거 마할라노비스 모델(Mahalanobis model)에 근거
하여 전통적으로 소규모 기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보호주의 신드롬이 고착화되어 있다. 다른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종종 보이지만, 특히 인도의 소규모 가내수공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산업보호주의 성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은 인도의 영세-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보호에 안주하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역량과 외국
자본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즉 인도의 중소기업은 형
평성과 분배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되면서 보호주의 정책이 지속되다가 1990
년대 이후 경제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부분적인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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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
출 및 투자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기반의 다양화라는 맥락에서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도 영세
규모 산업의 성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셋째, 인도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경제개혁 이후 인도 정부는 제조
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점차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조업의 성장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
한 상태이며 지역간 격차도 매우 심한 편이다. 이처럼 인도의 제조업의 발전
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프라, 자본, 기술력 등과 같은 자원
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
발정책이므로 그 이면에는 정부, 기업,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
한 행위자들의 물질적ㆍ가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
음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IT 산업이 중점육성 산업이며, 소
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1960년대 후반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건에 의해 우연
한 기회에 다소 즉흥적으로 등장하였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는 국가가 IT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성공적인 대표 국가산업
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발전지향적인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인도의 IT 산업 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가 비일관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기업과의 지대추구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인도의 IT 산업 부문은 정부규제가
가장 약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초기단계에서는 상당수준의 국가
개입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정부-기업 간 관계를 포괄성, 정보공유성, 투명성, 신뢰성, 관료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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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먼저 포괄성의 경우 기업결사체의 활동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산업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산업정책 결
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력화하고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조직화되고 정책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 중 하나가 기업결사체이다. 최근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결사체로는 FICCI, ASSOCHAM, CII가 있다. 이들은 친기업
적인 정책을 유도하고 국가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보다 자율적인 기업활동
을 전개할 수 있는 기업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 정부우위의 이코노믹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는 기업결사체의 영
향력이 그리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업 간 관계가 신뢰가 아닌 지
대추구 혹은 공모결탁의 관계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친기업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업결사체들은 보다 조직
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히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가 아니
라,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보
다 생산적인 정부-기업 간 관계형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 공유성과 관련하여 최근 인도 정부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National e-Governance Plan(NEGP)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가 제공
하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대한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정책의지의 부재로 인해 실
제로는 단순히 기술적인 조치이자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E-Readiness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업데이
트, 유저 프렌들리 환경조성, 전자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투명성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전의 산업 라이선
스 시스템하에서는 산업승인과 허가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권한
이 집중되면서 정책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심각했었다. 기업인들은 델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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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사 주변에 특정한 로비스트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
는 지경이라고 푸념할 정도로 행정의 투명성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였다. 이
처럼 정부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비밀주의적인 환경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패관행을 초래하였다. 1991년 이후 주식시장과 관련된 스캔들도 이러한
불투명한 정책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소규모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나도는
정보들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도 정부
는 정부-기업 간 정보공유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
는데, 이들 중 하나가 시민들의 알 권리/정보법(right to information)의 제
정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부기관에만 개방되었던 정보들을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하는 것으로, 재정관련 부처가 정보를 개방할 경우 자연스
럽게 일반시민들의 대중감사를 받게 되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관료 자율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40년간 인도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에 비해 약한 위상에 있으며,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자신들을 위
한 정치적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자본을 보유하고 규제체제의 재분배 메커니즘하에서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하여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
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도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을 보호해주고 이의 대가로 기업은 정치
자금을 마련해주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해 관료 자율성의 확보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정부-기업 간 관계는 행정개혁의 실패의 주요 원인이며 국가경
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섯째, 인도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이코노믹 거버넌스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편이지
만, 경제개혁 이후 지역개발과 산업정책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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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각 지역별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특성에 차이
가 있어 지역주의 양상이 강한 편이며, 특히 부족단위의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영향력이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의 경제자유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적인 관계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각 주정부의 인프라와 거버넌스의
역량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며,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과
정책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발전
지향적인 이코노믹 거버넌스는 다소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인도 정부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친시장적 경제자유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
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
면서 거대수요시장의 잠재력과 경제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 Goldman Sachs(2003)는 인도 경제가 6~8%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향후 20~30년 내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면
서, 2015년에는 현재 중국 수준의 GDP 규모를 달성하고 2032년에는 일본과
같은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Kochhar 외(2006)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제조업의 성장을 주목하고 산업구조의 다각적인 변화를 분석하
였다. Pand, Pinto & Wes(2007)는 인도 제조업이 높은 세금,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조세개혁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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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Mitra & Ural(2007)은 인도 제조업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무역자유
화 정책이 산업의 성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Hsieh &
Klenow(2007)는 1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요
소생산성(TFP)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인도 경제개혁의 성공요인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자본 및 노동자원의 분배가 개선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인도 정부
가 발행한 India Vision 2020에서 인도의 산업구조는 현재 서비스 및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업(공업) 부문이 크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본 연구의 현지 인터뷰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이외로 인도의 혼란스러운
경제개혁과 거버넌스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엄밀히 말해 이러한 정책혼란이 오히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진통일
뿐이며 사회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정기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언급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이처럼 인도의 산업경제 정책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대외개방을 비롯한 경제개혁
의 수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 낮은 편이고, 정부역량의 부족으로 제
도개혁이 기대하는 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추세도 불안정하여 중단기적으로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부정적
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Foreign Policy Magazine(2007)의 국가실패지수
(index of failed states)에 따르면, 인도는 177개국 중 110위를 기록하였는
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 동률 62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5년간은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그 이후 5년간은 5.4%대
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그나마 이것도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
제침체로 인한 상대적인 비율이며, 당시 정부가 목표로 하였던 7.5%에 비하
면 낮은 성장률이어서 인도의 경제개혁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인도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인 평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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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변동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비효율성이나 더딘 정책집행 속도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Nambiar et al.
1999; Chauduri 2002). 아울러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딜레마, 지역, 계
급, 종교, 성별 등의 다양성과 재분배 및 형평성 문제에 따른 정치적 부담, 인
종국가주의 등의 정치적 동원, 이로 인한 여당 내각의 급속한 붕괴(집권기간
이 짧음)가 불안정한 산업정책 변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Deaton & Dreze
2002; Sen & Himanshu 200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인도의 경제개혁이 기대만큼의 정책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고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인프라나 자원부족, 제도적
요인, 문화적 편향이나 의식구조와 같은 문화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이고 다
양한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기득권의 저항과 제도의 경로의존성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하고 이의 정책
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인도의 산업발전전략 변화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계획경제 체제에서
고착화된 이해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과
거 기득권을 누리던 조직이나 이익집단들의 정책저항을 유발하였다. 예를 들
어 정부조직이나 관료들은 국가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정책결정자로서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누렸던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자
유화 정책은 자연히 이들의 이해관계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경제개혁정책을
마지못해 수용하거나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정책집행
을 왜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저항적 행태를 표출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경
우도 기본적으로 경제자유화 정책을 지지하지만 대외개방에 있어서는 기존의
국가보호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경쟁에 대한 두려움
과 거부감으로 과거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의 경제개혁과 개발정책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들
은 국가 전체의 공익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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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위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정부
와의 지대추구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제개
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인도는 과거 산업 라이선스 체제에서 형성되었던 정부-기업 간 지대
추구적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국가우위의
전통과 관료제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관료부패의 고착화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과거 제도를 답습하는 경로의
존성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화 정책의 본래 목표가 정책집행
단계에서 왜곡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의미가 많이 희석
되고 있다. 인도의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은 사실 개혁
의 반작용으로 어느 국가에서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가 고도로 분화된 사회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가 선거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만, 선거의 양적 규모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 하고 있다. 즉
복잡한 정치체제와 성숙한 민주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민주적 분권체제는
오히려 집단간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우위의 구조를 보이
면서 동시에 지역분권화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국가권력이 분산되어 있
는 연성국가(soft state)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국가우위는 경제성장
과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발전지향적 의미에서 강한 국가라기보다는 시민에
군림하는 강압적인 국가를 의미하며, 약한 국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자유롭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약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인도의 거버넌스 구조는 신자유
주의적 경제개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작지만 강한 국가’와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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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크지만 약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제조업 성장과 지역개
발사업에서 주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면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
도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주의 성향이 강해 각각 독립적인 의사결정 규
칙과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공동체와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도 부족한 상태다.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책 저항은 사업을 지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정책의 비효율성을 유발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과 인도의 성공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실천적
인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도는 산업분
야나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
으므로 지역연구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하며 산업분야별ㆍ지역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형성과정과 구조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도 산업경제정책의 전체의 보편성과 부분의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 주마다 기업환경의 차이와 정치적ㆍ문화적 특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투자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거시적인 인도
전체경제의 흐름과는 별도로 각 주정부의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고유성에 대
한 개별적인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경제개혁 이후 분권화 정책
을 통한 주정부의 독립적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이들과의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와의 긴밀
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자본유치에 노력을 기울
여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여
전히 인프라, 세금, 노동, 금융, R&D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제규제가 존

145

제9장 결론 │

재하며,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한 관련
제도나 법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업분야별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최근 인도 중앙정부가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높은 편
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고도로 분화된 배타적 다양성의 사회구조와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치환경, 부패한 관료제도, 시민사회, 인도 고유의 문화적 편향 등
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적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나 시민들이 다국적기업이나 대외개방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에 대규모 사업을 시도하기보다는 점진적
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했지만,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경우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부딪쳐 실패
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 할 때가 많다. 이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외
국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논리와 분석적인 계산의
의해 합리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인도의 특수한 기업환경을 고려하여 현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얻은 신뢰와 경험이 더욱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사회의 고유한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하고 급진적인 계획보다는 점진적인 접근이 더욱 유용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현재 인도에 진
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한국 기업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점유율과 명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기업들과는 달리 인도의 전통, 의식 등 인도 문화에 대해 이해 하려는 태
도가 많이 부족하여 양국간 심리적 거리감과 문화적 간극이 크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따라서 인도 지역을 진출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사업적인 마인드보다
는 인도의 복잡한 이코노믹 거버넌스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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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dian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Governance
Jiho Jang, Jung-Yul Kim, and Younghee Cho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Indian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in term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dian economic
governance. Especially,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of Indian economic
governance are examined in detail based on five standards to determine the
relations: conclusiveness, information sharing, trust, transparency, bureaucratic
discretion. Further, local governments' authorities, functions, and roles within
the Indian economic governance, in addition to those of federal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also researched with regard to their interactions for
economic policy-making. Besides, several factors to affect the governance such
as industrial types and specific policy areas are considered so as to minimize
possible biases. This study shows that Indian economic reform has been
significantly affected by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ough
Indian government has accentuate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 other
words, two distinctive and conflicting policy ideas have been dominant
simultaneously in deciding Indi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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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highly localized and multi-layered
political system of India. The complicatedly tangled interest battles of the
country over industrial policies have hindered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have caused serious (re)distributional problems. Moreover, strong
socialistic tradition and remarkable political power of lower income groups
have exacerbated situations in accelerating neoliberal schemes. As a result,
Indian economic reforms have swung between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marketization, rather than have been totally based on neoliberal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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