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12-23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12-23
2012년 KIEP 연구보고서

전략지역심층연구 12-23

Collected Papers I

논문집
Ⅰ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Srinagar

인도 동
·남아시아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Shimla
Chandigarh

Dehradun
Itanagar

New Delhi
Gangtok

Dispur
Lucknow

Agartala
Kolkata

Bhopal

Kohima

Imphal

Ranchi
Gadhinagar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러시아/몽골,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Shillong

Patna

Jaipu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Aizawl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Raipur
Bhubaneswar
Mumbai

Hyderabad
Panaji

12-01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대응과 시사점
Bangalore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Chennai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Thiruvananthapuram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인도·동남아시아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India ·Southeast Asia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12-03

India · Southeast Asia

12-06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12-10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12-13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12-15

중남미 엘리트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12-17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인도·동남아시아

12-2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중앙아시아

12-2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러시아·몽골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중동·중남미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943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9 788932 223391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T.02-3460-1001 F.02-3460-1122 •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2339-1
978-89-322-2064-2 (세트)

정가 15,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인도 ․ 동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12-23
논문집 Ⅰ

인도 ․ 동남아시아

머리말
브릭스(BRICs) 국가들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중동, 아프
리카 지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한국
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국가들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으나, 발전 방법과 방향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은 석유 및
가스, 광물 등 자원에너지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세
계 주요국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
가들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IT,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부문의 발전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신흥경제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세계 여
러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
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신흥경제국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지역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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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 중 ‘논문 공모 사업’은 국내에서 신흥경제국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논문을 공모하고 발간하여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은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어 크게는 8개 지역(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2012년도 논문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원 신흥지역연구센터의 이장규 소장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을 총괄했습니
다. 격무 속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온 이장규 소장의 노고 덕분에
이 연구 논문집이 발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의 선정 단계부터
연구의 중간심의와 최종심에 좋은 논평을 해주어 각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원내외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들 드립니다.
이 논문집 발간이 신흥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과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의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협력이 증진되
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들의 개인
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 논문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
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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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도는 328만 7,000km²(한반도의 15배)의 국토를 가진 국가로 28개 주와 수
도, 7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되는 언어 또한 영어와 힌디어를 중
심으로 14개의 공식 언어가 사용되는 각 권역별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가진 국
가로서1) 현재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국 기업들이 시장 선점
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기업들도 현재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1) 박양섭(2007), ｢인도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 뺷인도연구뺸, 제12권 2호, 한국인도학회, pp.
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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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2010년 기준 한국의 7위 수출시장이며, 16위의 수입국으로 인도
통계 기준(2009/10년), 한국은 인도의 14위 수출시장, 10위 국가이다.2) 또한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FDI)액은 지난 10년간 약 10억 달러인데 이는 전
체 FDI 규모의 약 1% 수준으로 아직은 미미하나 대부분이 현대차, LG전
자, 삼성전자, 포스코 등과 같은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에 치우쳐 있다. 그리
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인데 그 중 상위 4대 품목은 10년간 연평균 25%가 넘는 수출증
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증가에 따라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부품의 수출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
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우 전망이 높다. 반면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나프타), 식물성 물질, 천
연섬유사, 기타 금속광물, 원료 등으로 특히 수입 1위 품목인 나프타가 대
인도 수입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우리나라의 나프타 수
입 1위 국가이다.
전체적으로 한 ․ 인도 교역은 매년 무역수지가 교역액 증가율보다 흑자규
모 증가율이 2배 이상 높고, 양국의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며, 앞으로
2) 현재까지 약 160여 개 한국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철강업체인 POSCO 역시 인도정부와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짓기로 합의하
고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인도에서 외국인직접투자로
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인도정부는 POSCO 투자의 성패가 전 세계에 대규모 인도 투자의
가능성을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POSCO의 인도 진출 성패에 따라 이
미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00~09년) 한 ․ 인도 교역규모는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
인도 수출액은 2000년 13억 2,000만 달러에서 2009년 80억 1,000만 달러로 약 6배, 수입액
은 2000년 9억 8,000만 달러에서 2009년 41억 4,000만 달러로 약 4배,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3억 4,000만 달러에서 2009년 38억 7,000만 달러로 약 11배 증가하였다. KOTR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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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무역수지
적자 및 고용개선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도시장은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더불어 법률 및 제도,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DP 기준 구매력이 2010년 기준 4조 5,553억
달러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소비시장인 인도시장은 한국기업의 매우
주요한 수출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시
장에 섣불리 진출하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진입장벽
이 존재하는데 인도의 경우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해외 다국적기업의 직
접투자를 아직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해외를 타깃으로 하는 국제마케팅의 경우, 해외 진출기업은 판매상품의
상품화와 브랜드화 및 마케팅 프로그램의 현지화를 통해 현지 환경간의 적
합성을 높여 마케팅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마케팅
전략은 그 전략이 수행되는 환경과 적합성이 높을수록 마케팅 성과가 향상
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신규 진출기업과 현지
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과 적합성의 함수로서, 진출국가의 환경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현지에 잘 적용할 때 높은 성과를 낼 것이다.3)
따라서 효과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흥 유망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인도의 시장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진출해 있거나

3) 본국 시장에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해외 현지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준화할 것인
지 혹은 현지 시장의 환경과 소비자 니즈에 따라 어느 정도 현지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실제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토하는 것은 학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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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예정인 한국기업의 인식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인도시장의 진
출촉진과 상품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외시장 진출동기
가. 전략적 동기
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 그 동기에 따
라 시장지향형(market seekers), 자원지향형(raw material seekers), 생산효율
지향형(production efficiency seekers), 지식지향형(knowledge seekers), 위험
회피지향형(local risk overcome) 등의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4)
첫째, 시장지향형으로 기존의 시장점유율과 판매망을 유지하면서 제3국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 생산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에 진출하여 현지 생산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자원지향형으로 현지국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본국으로
수입하거나 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또는
자원 부족국에서 자원 풍부국으로 진출이 이루어진다.
셋째, 생산효율지향형으로 이는 현지국의 생산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
렴한 지역을 찾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출하는 것으로 노동집약적 산
4) 정홍주ㆍ이영수(2004), 뺷국제통상의 이해뺸, 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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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전자기업들이 임
금이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동남아, 중남미 등의 현지
로 전자제품 조립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넷째, 지식지향형으로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경영관리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진출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유럽의 기업들이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계 기업들을 합병, 인수하여 우수한 기술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다섯째, 위험회피지향형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진
출하여 위험도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진출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상의 전략적인 동기 이외에도 다른 동기들에 의해 해외진출이 이루어
지며, 일반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동기가 있어야 다국적기업으로서 해외진
출이 이루어진다.
나. 행동적 동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외부 환경 또는 조직 내부에서 최고경영층의 개
인적인 경영철학이나 목표에 따라 혹은 기업의 조직 구성원이나 그룹에 대
한 공약 등의 이유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동적 동기를 유발하는 외
적 요인을 아하로니(Yair Aharoni)는 1차 요인과 2차 요인으로 분류하였다.5)
1차 요인으로는 외국정부, 자사제품의 해외 대리점 및 고객 등의 요청과
자사제품의 판매시장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외진출을 시도한다. 뿐만
5) Aharoni, Y.(1966),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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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외국기업과 경쟁이 예상될 경우에도 발생한다.
2차 요인으로는 생산요소 및 관련 제품의 시장확대, 노후화된 기계 등의
생산설비 재이용, 노하우의 자본화 연구개발 및 기타 고정비의 분산, 그리
고 현지국과 무역관계협정을 맺고 있는 제3국 시장에의 우회진출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적 동
기의 입장에서 보면,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특정한 동기나 기회가 주
어졌을 때 기존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동기로 인한 의사결정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다. 경제적 동기
기업은 현지의 실물자산, 생산요소, 금융 등 현지 시장의 불완전한 상태
로 인해 해외진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물자산시장이 불완전한
것은 현지 정부의 국내시장 보호정책이나 독점기업들의 경쟁 때문에 형성
된다. 현지국이 불완전한 시장일지라도 충분한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판단
되면 경영활동범위에 제한 없이 기업들은 진출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현지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 전문적 경영관리기법, 제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 첨단기술, 막대한 자금공급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는 생산, 마케팅, 재무, 연구, 개발, 운송, 구
매 등 전 분야에 걸쳐 비교우위의 폭을 확대한 결과로서, 이는 기업의 성장
에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6)

6) 김철(2003), 뺷해외직접투자론뺸,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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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들의 신규시장 진입을 위해 전략적, 행동적, 경제적 동기로
인해 해외시장에 진출을 고려하게 되며, 더불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라고 할 수 있는 기업성장을 위해 내부경영자원과 함께 신시장을 확대진출
을 꾀한다.

2. 인도시장 진출 요인과 특징
가. 전략적 요인
인도는 28개의 주와 18개의 공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로 다양한 경제
적, 문화적 스펙트럼이 공존하고 있다. 매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인도의 상류층 및 중상류층은 총인구의 1%이며, 중류층이 4%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가 중하류 및 하류층 인구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매킨
지는 2015년에는 중상류층 이상이 2%로 늘어나고 중류층이 4%에서 19%
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매킨지의 전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
더라도 여전히 80%라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하류층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
라는 시장은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7)
이 같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인도의 시장환경은 최근 소비시장이나 산
업구조 모두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고도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소득수준
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모두 10% 이상의 임금인상이

7) Mckinsey & Company(2007), The Rise of India’s Consumer Market 2007', Mckinsey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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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며, 심지어 공무원의 경우 2010년 임금인상률은 평균 40%까지
인상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임금인상률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
비를 주도할 중산층이 2010년 1.6억 명, 3,140만 가구로 총가구 수의 13%에
서 2015년에는 2.7억 명, 5,330만 가구로 20%, 2025년에는 5억 8,000만 명,
1억 2,800만 가구로 41%로까지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규모 자체의 확대만
이 아니라 소비구조도 변화되고 있다.8) 특히 인도의 중산층 가구는 전체
소득의 평균 50%를 지출로 소비하고 있어 인도 소비시장 확대에 직접적으
로 기여하고 있어 전략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9)

특히 인도는 중산층의 부상과 함께 소비자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1~2년간 지방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실제로 인도 인구의 60%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소비
재의 매출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들이 창출하는 연간 수요는
2010년 기준 10억 달러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에는 100억 달
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인도 지방마케팅협회(RMAI)는
2010년에 인도 중앙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2017년에는 지방의 구매력이
도시의 구매력보다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인도의 주요 생
활소비재기업인 힌두스탄유니레버(Hindustan Unilever) 매출의 60%도 지방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층 시장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젊
은 인구의 부상도 소비구조 변화의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인구의
75%가 35세 이하로 중국보다 훨씬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8) Mckinsey & Company(2011), Global Insitute “Bird of Gold”, 2011.
9) 인도 국가응용경제연구소(NCAER)는 중산층 개념을 가구 연소득 7,500달러에서 3만 8,000
달러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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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나 지출구조가 이전세대와 확연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응용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기회복과정에서 젊은
층은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에 적게는 50%, 많게는 100%가 넘는 소
비증가율을 보였으며 통신, 헬스케어, 미용, 교육, 레저 등에 대한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소비시장 확대와 소비구조 변화는, 특히 소매유통분야의 성장
을 가져와 인도의 소매유통산업은 농업에 이은 제2위의 산업으로, 3,506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2010년 소매유통 매출규모는 3,530억 달러로 전년 대
비 12% 성장하였으며 2014년까지 5,4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서 국제적인 컨설팅사인 딜로이트사는 향후 10년 동안 인도 소매유통시장
이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월마트, 까르푸
와 같은 글로벌 소매유통기업들은 미래의 고객으로 젊은층을 주요 타깃 소
비자층으로 삼고 소비자 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이유 또한 이 같
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나. 행동적 요인
인도는 17세기 동인도회사와 같은 오랜 기간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은 국
가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도는 무역과 자본, 선진국에서의 기술도입 등
경제적으로 폐쇄적인 투자환경을 유지해왔다. 1947년 독립 이후 철저한 국
내 산업보호정책을 통한 인도정부의 보호 아래 인도 현지 기업들이 성장해
왔으며, 국내산업에서도 산업인허가제를 통하여 국내기업 사이의 경쟁도
제한시켜왔다. 이는 자국 기업의 독점권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많
은 기득권을 보장받았지만 결국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대표적 산업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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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저성장의 원인이 되었다.
1991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인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1991년 7월 대외개방ㆍ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인도의 외국인 정책방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
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소극적이던 인도정부는 자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모
든 부문에서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표 2-1. 업종별 외국인 투자한도

업종

투자한도(%)

비고

대부분 품목

100

자동승인

은행

74

자동승인

통신

74

49%까지는 자동승인 그 이상은 FIPB 승인 필요

방송

20~100

보험

26

자동승인

금융업(은행 제외)

100

투자금액에 따라 상이 자동승인

소매업

51

싱글브랜드 FIPB 승인 필요

무역업

100

품목별 FIPB 승인 필요

FIPB 승인 필요

자료: KOTRA(2011), 對인도 투자진출 현황 및 진출전략.

주목할 사항은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관인 외국인투자
진흥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를 설립하여 과거 소
극적인 투자 유치 자세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와 같은 노력은 외국인투자승인절차의 간소화로 이어졌으며, 외국인 소유
지분이 40% 이상인 경우 적용되었던 송금 규제도 완화되었다. 세제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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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적용하고 영세기업의 지분소유가 24%까지
허용되고 수출기업과 전력, 전자,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외국인 지분소유
를 100%까지 허용하였다.
현 인도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인 인도준비
은행(RBI)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방식과 중앙정부(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으며, 투자원금과 이윤의 자유로운 이체
를 허용하고 있다.
인도의 법규와 정책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인프라가 열악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성장과 12억 명 인구라는 거대 내수시장을 무기
로 신흥시장 중에서도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회계 및 컨
설팅기관인 언스트앤영 2012년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매력도 조사
(2012 India Attractiveness Survey)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인도시장과
그 성장잠재력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글로벌 순위에서 인도는 FDI
선호 대상국으로 미국, 중국, 영국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였다.
현재 인도 도시별 투자선호도는 방갈로르, 뭄바이, 첸나이, 뉴델리, 푸나
등 5개 도시를 주로 손꼽고 있고, 상기 5개 도시는 투자프로젝트 건수의
43%, 고용창출의 34%,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6%를 차지한다. 그리고 인도
에 투자가 몰리는 분야는 기술, 소매유통 및 소비재 분야로 2011년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 면에서 각각 146개, 83개를 차지함과 동시
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한 인도 진출 글로벌 기업 382개 중 70%는
현재 인도 내 사업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기진출 기업들이 인도 사업성과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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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10)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시장잠재력, 강력한 국내수요, 가격경쟁력
그리고 많은 고학력 노동자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발길이 인도
로 향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 인구는 향후 15년 동안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내수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인도는 이미 구매력평가기준으로 세계 3위 시장으로 커졌고, 젊
고 역동적인 인구구조, 거대 내수시장을 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는 물론
외국 중소 중견기업들까지 인도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인도
의 높은 성장속도와 시장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인도 정부정책의 변화, 산
업 및 시장경쟁구조 변화를 주시한 리스크관리에 유념하고 장기적인 안목
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는 자사 경영자의 행동적 요인에
의거 대거 인도 진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
다. 경제적 요인
인도는 서남아 GDP의 81%를 차지하는 서남아 지역의 거인으로 시티은
행 글로벌 리서치 그룹은 구매력평가기준으로 볼 때 인도의 2010년 국내총
생산(GDP)은 4.1조 달러로 미국(14.1조 달러), 중국(9.9조 달러), 일본(4.3조 달
러)에 이어 세계 4위 국가이며 2050년경에는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풍부한
젊은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

10) Ernst & Young India Attractiveness Survey(2011).
11) The Financial Express, Business Standard, Ernst & Young, 뭄바이무역관.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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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의 경제전문지인 Business India12)도 인
도는 1992년 개방 후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8%
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황금기를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국
제통화기금(IMF)도 2011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4.3%, 선진국 경제성장률
을 2.4%,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을 6.4%로 전망하면서도 인도는 이보다 훨
씬 높은 8.4%를 전망한 것도 인도 경제의 낙관적인 미래를 뒷받침해준다.
인도는 인구구조상 부양률이 점차 낮아지며, 저축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도의 부양률은 2005년
59.6%에서 2030년에는 46.7%로 하락했다.13)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저축률이 떨어지지만, 인도의 경우 미래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인도사회가 중산층 위주의 사회로 변모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14)
우리나라는 부양률이 2005년 38.9%에서 56.5%로 증가하여 경제활동 인
구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인도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인도는 경제개혁 ․ 개방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과
개인소득의 증가로 인해 인도의 젊은층과 중산층의 소비성향이 변화하고
있다.

12) 인도 뭄바이에서 1978년에 설립된 Business India Publications Ltd.가 운영하는 인도의 경
제뉴스잡지로, 발간부수는 110만 부 상당이다(www.businessindiagroup.com).
13) 김찬완(2006), 뺷급성장하는 인도의 소비시장: 신소매유통산업을 중심으로뺸, 남아시아 연구소.
14) 뺷매일경제뺸(2006), ｢세계지식포럼 섹션｣.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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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인도 국가 개요 및 성장률 추이

구분

인도
국가
개요

내용

국명

인도, 인디아(INDIA)

위치

남부아시아(동경 77° 00", 북위 20° 00")

면적

3,287,590㎢ (한반도의 약 15배, 남한면적의 약 33배)

기후

열대몬순기후, 온대기후, 고산기후(북부지역)로 구성

수도

뉴델리(New Delhi)

인구

약 11억 4,800만 명(2008년 기준)

주요도시

New Delhi(1,280만 명), Mumbai(1,640만 명), Kolkata(1,320만 명),
Chennai(640만 명), Bangalore(570만 명) 등

민족구성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언어

힌디어 45%, 벵골어 8%

종교

힌두교 80.5%, 이슬람교 13.4%, 그리스도교 2.3%

건국(독립)일
정부형태
국가원수 등

1947년 8월 15일(영연방으로부터 독립)
연방공화제, 내각책임제
프라티바 파틸(Pratibha Patil) 대통령(2007년 7월 취임)

인도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KOTRA(뉴델리무역관). 국가동향보고서. 2007. 11.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인도 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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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도 연령별 인구 전망

(단위: 백만 명)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

총인구

1,021

1,103

1,183

1,260

1,332

1,395

1,449

0~14세

349

354

355

353

350

341

327

15~64세

622

691

761

829

889

942

988

65세 이상

50

58

67

78

93

112

134

주: 인구 전망은 UN 전망치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중간 시나리오.
자료: UN(2004),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04 Revision.

인도의 좌파는 중산층이 저지르는 소비주의라는 원죄를 결코 용서치 않
는다. 현 인도의 중산층은 다른 세상으로 옮겨와 그곳에서 욕망을 보급하고
있으며, 소비는 정체성을 세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쇼핑은 사실상 국
가스포츠가 되었을 정도로 현재 인도는 쇼핑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15)
이 같은 자유로운 쇼핑은 인도의 젊은 소비자층에서 과거의 간디주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적 소비를 리드해가고 있다. 이는 인도 소
비자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욕망의 분출을 통해 인도 내 소비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결국 인도는 자유로운 경제주체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현재 11억 명의 인구 가운데 절대빈곤층이 25%, 1인당 국민소득은 낮지
만 인구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이 노동 가능 젊은 인구이며, 65%가 25세
이하라는 사실은 인도의 성장잠재력과 소비증대를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성장력을 바탕으로 인도 내에서는 현재 소비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다.16)

15) The Times of India(2006. 12. 25), Consumerism is a window to new india.
16) Rakesh Jhunjhunwala, Wall street Journal(200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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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금융 산업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소비세대인 20~30대 전문직 종사자는
구세대와는 다른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내 지속적인 소비 패러
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도경제의 성장은 소비의 축인 전문직 종사자
및 중산층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민간소비에 의존한 성장은 인도의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수지 적
자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만, 현 인도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민간소비를 기반으로 기업투자가 증대하고
있으며, 2004년 투자율이 32.2%에서 2007/08년에는 38.4% 수준으로 증가
했다.
표 2-4. 인도 경제계층 변화 전망

구분

(단위: 백만 명, %)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2025년*

상류층

0

0

0

1

2

중상류층

0

0

1

1

9

중류층

1

2

4

19

32

중하류층

6

18

41

43

36

하류층

93

80

54

35

22

총인구 수

755

928

1,107

1,278

1,429

주: 2015년, 2025년은 예측치
자료: The Rise of india’s Market. Mckinsey & Company(2006).

인도 대도시지역 소비자들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 소비, 저축
및 투자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외식, 영화, 책, 음악, 여가
활동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성향의 변화와 연평균 400만 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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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해외여행객, 20만 명 수준의 화이트컬러 해외취업,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인 등의 영향으로 서구식 문화와 신유통채널의 증가 및 이에 대한 거
부감 없는 수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2-5. 인도 소득계층 분석

구분

연간 실질
가구소득

가구 수

세계화된
인도

1만 달러
이상

100만
(0.6%)

중소기업 사장, 기업 침실 1-2개 주택, 컬러 TV, 휴
및 정부기관 종사자, 대전화, 냉장고, 세탁기,
5,000~1만 달러대의 자동차
부농

상승하는
인도

4,000~
1만 달러

4,000만
(21%)

샐러리맨, IT, 미디어 컬러 TV, 냉장고, 전화기, 스
분야 등 신흥업종 종 쿠터, 오토바이 또는 4,000달
러 이하 자동차
사자 상인

고통받는
인도

1,500~
4,000달러

궁핍한
인도

1,500달러
이하

주요 작업

1억 1,000만 상인, 서비스업종
종사자, 농부
(57.5%)
4,000만
(21%)

소유재산

자전거, 라디오, 흑백 TV

자급자족 농민 농장
시계
인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KOTRA, 인도 현지 보고서 재구성.
김찬완(2006), 뺷급성장하는 인도의 소비시장: 신소매유통시장을 중심으로뺸, 남아시아 연
구소.

인도는 명목 GDP에서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구매력을 포함
한 PPP(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경제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다
음 세계 4위의 소비수요를 가지고 있는 거대시장이다. 실질적으로 인도의
경제가 지금과 같은 고성장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여러 의견이 있
지만 높은 인구증가율과 해외직접투자액이 연 24.4% 증가하는 등 투자 신
뢰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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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수준의 증가로 인해 소매유통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은 점에서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 해외시장 진출 전략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경영자들은 진출할 시장과 진출시킬 목표제품을 선정한 후에 시장과 목
표제품에 적합한 진입방식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마케팅
계획과 상호 연관시켜 해외진입방식의 유형에는 수출진입방식, 라이선싱
및 계약방식 그리고 해외직접투자가 대표적으로 통용되는데, 이를 선행연
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순철 외(2006)17)에서는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
인도 투자동기는 요소추구에 의한 비용절감형과 거대 소비시장의 잠재성을
고려한 시장추구형이 혼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최시령(2010)18)은 한국기
업의 인도 현지 경영전략을 정치법률적 환경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는데,
환경을 행정처리 측면, 법규 측면, 정부규제 측면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총 16개의 세부 법률 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치적 환경요인 중
에서는 법규나 정부규제와 같은 공식적인 요인보다는 행정관행에 가장 큰
17) 이순철 · 정재환 · 최윤정 · 오민아(2006),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연
구｣, KIEP 연구보고서 제06-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 최시령(2010), ｢한국기업의 인도 현지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정치법률적 환경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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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충제 외(2010)19)는 인도의 권역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권역별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징과 평가, 그리고 권역별
활용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우리 기업들은 북부와 남부 권역에 많이 진출해
있으며 이는 이들 권역이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재정 지원이 상
대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광서(2004)20)도 우리나라 기업
의 인도시장 진출전략 연구를 통해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전략을 제안하였다. 즉 인도는 사회
간접자본이 미비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효율성이 낮으며 비록 개방조치
를 취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까다로운 무역장벽과 송금 제한조치가 남아 있
다고 지적하였다.
현지 진출기업이 아닌 인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손유석
(2009)21)은 한국 벤처기업의 인도시장 진출방법을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제안하였다. 손유석(2009)22)
은 개발제품의 수명주기와 인도의 타깃 시장상황을 사전분석하여 이를 서
로 연계해 적기에 수출해야 하며, 공적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과 수출을 시작하고 나면 현지화를 고려한 제품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을

19)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순철(2010), 뺷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전략뺸, KIEP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2(1), 연구보고서 제10-23호,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20) 박광서(2004),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시장 진출 전략｣, 뺷국제경영리뷰뺸, 제8권 1호, 한국
국제경영관리학회, pp. 15-36.
21) 손유석(2009), ｢한국 벤처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방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원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2) 손유석(2009),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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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표옥연(2006)23)은 한국 콘텐츠산업의 인도와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연구에서 인도에 영상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류를 활용하되
인도문화가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과도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언
어가 통하는 미국기업의 아웃소싱 경향을 활용하되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으
로부터 부가가치가 크거나 연관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그 일부를
다시 인도로 재아웃소싱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하였다. 홍석
빈(2011)24)은 최근의 인도 소비시장이 빅뱅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하고 인도
시장 자체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인해 인도시장에서 한국기업이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최윤정(2004)25)은 한국기업의 인도 수출 유망 품목군별로 인도시장 전망
을 살펴본 후 앞으로 한국기업이 인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는 가격요인이 인도인의 소비 결정에 당분간 가장 중요할 것이므로 적정가
격을 제시하여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행하되 한국산 제품은 생산
과 유통구조상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
므로 중저가제품만으로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수 소비자 혹은 틈
새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며, 한국 수출이 단가상승보
다는 물량 확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필
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이상의 선행연구를 도식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23) 표옥연(2006), ｢한국 콘텐츠산업의 친디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건국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4) 홍석빈(2011), ｢인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1, 2011. 6. 1.
25) 최윤정(2004. 4), ｢최근 한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의 배경과 향후 과제｣, 뺷월간 KIEP 세계
경제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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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관련 선행이론 정리

연구자

연구내용

인도 진출 시 행정이 비효율적이며 세무조사와 같은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박광서 자주 취해지고 있으므로 인도시장의 이질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특히
(2004) 인도시장이 처음인 중소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하려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윤정
(2004)

인도에서도 저가 다량의 물량공세보다는 높은 가격이면서도 고객의 현재의 요구
를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품질과 기능을 개선하여 제시하는 전략을 택
하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진출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인도 진출을 확대
하겠다는 기업도 많아 전망이 밝다고 예상하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포함한 인
이순철 도 특유의 투자와 마케팅 장벽이 단시일 내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
(2006) 붙였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향후 경영전략으로는 인력과 노무 관리의 현지화,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화와 현지 유통경로 확보, 현지 기술인력과 금융시스템 활
용을 제안하였다.
최시령
(2010)

법규요인으로 적용의 비합리성, 운용의 불확실성, 시스템 불일치성, 사회주의적 성
향, 잦은 변경을, 행정처리요인으로 관료부패, 처리지연, 관료주의, 관료의 경영간섭,
형식주의, 강제적 경비 요구를, 정부규제요인으로 과실송금 제한, 외환규제, 현지인
채용의무, 현지 부품 사용의무, 수출의무제도를 포함하였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전역에 걸쳐 유통 딜러점을 확대하고 판매제품도 단순 기능
의 저가제품에서 탈피하여 인도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좀 더 고급화된 제품들
홍석빈
을 내놓기 시작했다면서 인도시장에 관심이 있는 수출기업들은 구매의사 결정에
(2011)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젊은층을 겨냥하거나 부상하는 지방 소비자층을 염두에
둔 마케팅 채널 다양화를 지적했다.
자료: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도 진출전략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지 투자 진
출에 집중해 있으며, 직접수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무역과 관
련된 연구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대기업이 많고 진출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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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특정 성장산업의 진출전략으로 무역과 투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
나 정부의 지원전략을 포함한 지원방향 위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점에
서 한계를 갖는다.26)

Ⅲ. 실증조사를 위한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가.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 진출요인과 자사가 가지
고 있는 상품전략과 브랜드전략 및 현지화 전략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
고 진출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즉 인도 진출요인과 유형별 전략을 파악
한다. 이는 이장로(2003)27)가 제시한 상품전략별로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선분석한 후, 현지 시장에서의 기존 제품에 가까울수록 가격경
쟁우위가 높으며, 신제품에 가까울수록 차별적 우위가 큰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 가격우위와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인도시장에
진입하여 선호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전략별 진출과 진출전략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판명될 것이다.

26) 최시령(2010), 전게서; 손유석(2009), 전게서; 표옥연(2006), 전게서; 최재순(2010), ｢우리나
라 중소 환경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7) 이장로(2003), 뺷국제마케팅뺸, 무역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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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orter(1980)28)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분석
모델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Porter의 산업경쟁력 분석모델은 산업 전
체의 경쟁률이 왜 높고 낮은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줌으로써 신규 진출기업의 미래경쟁력의 높낮이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림 3-1. 연구모형

진출요인

진출전략

전략적 요인

상품전략

행동적 요인

브랜드 전략

경제적 요인

현지화 전략

진출성과

진출성과

나. 가설 설정
위 연구모형의 설계도식을 바탕으로 가설 설정을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
고 있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설
정된 가설들의 주요 이론적 개념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모
형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바를 바탕으로 인도시장 진출요인과 진출전략에
따른 진출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28) Porter, M. E(1980),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The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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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H1.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1. 전략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행동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경제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전략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2. 행동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3. 경제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전략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2. 행동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3. 경제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4. 인도시장 진출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4-1. 상품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브랜드 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현지화 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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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요인과 진출전략이 진출기대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따
라서 실증분석을 위한 적절한 모집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도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실제 마케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
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를 유선전화와 e-mail, 팩스 조사를 함께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표 3-1. 표본개요

구분

내용

연구대상

인도 진출 우리나라 기업 200개 사

조사기간

2012년 6월 11일~6월 30일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

임의표본 추출법
전화 및 e-mali, 팩스 조사 병행

나.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인도시장 진출요인과 진출전략, 진출성과 및 인구통계학적 특
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정홍주 ․ 이영수(2004)29)와 김철(2003)30)의 척
29) 정홍주 ․ 이영수(2004), 전게서.
30) 김철(200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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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진출전략으로
는 이장로(2003)31)와 Porter(1980)32)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진출성과는 Cavusgil et al.(2004)33)와 이광현
(1998)34), 조연성 · 원동환(2010)35)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의 진출성과에
대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활용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의 설문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지 구성내역

요인

항목

번호

문항 수

1-15

15

Likert 5점 정홍주 · 이영수(2004),
김철(2003)
척도

1-15

15

Likert 5점 Porter(1980),
이장로(2003)
척도

전략적 요인
진출요인

행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상품전략

진출전략

브랜드 전략
현지화 전략

척도

진출성과

진출성과

1-5

5

〃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기업 현황

1-7

7

명목척도

계

출처

Cavusgil et al.(2004)
이광현(1998)
조연성 · 원동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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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장로(2003), 전게서.
32) Porter, M. E(1980), op. cit.
33) Cavusgil, S. T., S. Deligonul, and C. Zhang(2004), “Curbing Foreign Distributor Opportunism:
An Examination of Trust, Contracts and the Legal Environment in International Channel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Vol. 12, No. 2: pp. 7-27.
34) 이광현(1998), 뺷21세기 기업생존전략뺸, 석정.
35) 조연성 · 원동환(2010), ｢기업가 정신과 시장지향성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장지향성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뺷무역학회지뺸, 제35권 1호, 한국무역학회, pp. 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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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해결과 가설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남자 135명(70.7%), 여자 56명(29.3%)으로 나
타났고, 연령은 20대 26명(13.6%), 30대 65명(34.0%), 40대 61명(31.9%), 50
대 이상 39명(20.4%)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는 제조업체 165개 사(86.4%), 오퍼상 12개 사(6.3%),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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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5.8%) 순으로 나타났고, 취급품목은 기계가 48개 사(25.1%), 기계
부품 23개 사(12.0%), 생활소비재 19개 사(9.9%), 전자 13개 사(6.8%), 섬유
의류 12개 사(6.3%), 전기 12개 사(6.3%), 수송기계 6개 사(3.1%), IT 5개 사
(2.6%), 식품 5개 사(2.6%), 전자부품 3개 사(1.6%) 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10명 이하 45개 사(23.6%), 11~50명 59개 사(30.9%), 51~100
명 36개 사(18.8%), 101명 이상 51개 사(26.7%)로 나타났고, 2011년 기준
매출액은 10억 미만 27개 사(14.1%), 10~25억 미만 28개 사(14.7%), 25~50
억 미만 18개 사(9.4%), 50-100억 미만 31개 사(16.2%), 100-500억 미만 56
개 사(29.3%), 500억 이상 31개 사(16.2%)로 나타났다.
인도시장 수출기간은 1년 이내 51개 사(26.7%), 1~3년 42명(22.0%), 3~5년
31개 사(16.2%), 5~10년 42개 사(22.0%), 10년 이상 25개 사(13.1%)로 나타
났다.
나.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
로 활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일
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
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
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곧 타당성이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베리멕스(Varimex)회전을 실시하였다.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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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멕스는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
법이다. 각 변수의 요인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 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은 ±.40 이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
였다.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고유
치(eigen value)는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곧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고
유치 1 이상, 요인적 재량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각회전방법 중 베
리멕스 회전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척도로 측
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
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
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
도가 있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진출요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진출요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먼
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결과 χ²=1312.535(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
이에 요인을 이룰 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
과 KMO 값이 0.882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자
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
념을 바탕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결과로서 요인 1(23.274%)은
‘경제적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20.172%)는 ‘전략적 요인’으로 명명
하였으며, 요인 3(18.202%)은 ‘행동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3개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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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 진출요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성분
구분

경제적
요인

전략적
요인

행동적
요인

14. 당사 기업의 전문적 경영관리기법의 접목을 위해서이다.

.839

.129

.157

15. 당사 기업의 제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첨단기
술 및 막대한 자금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811

.105

.150

13. 당사 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772

.049

.308

12. 현지 충분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729

.199

.222

11. 현지의 실물자산, 생산요소, 금융 등 현지 시장의 불완전한 상
태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707

.195

.121

3. 생산효율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170

.822

.198

2. 자원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088

.765

.224

4. 지식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368

.701

.185

1. 시장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001

.685

.103

5. 위험회피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182

.618

.277

7. 자사제품의 해외대리점이나 고객의 요청 때문이다.

.146

.155

.817

9. 현지국과의 제3국 시장에서의 우회진출 때문이다.

.238

.201

.720

6. 조직 내부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철학 때문이다.

.172

.356

.669

10. 국내시장에서의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0

.341

.610

8. 생산요소 및 관련 제품의 시장확대 때문이다.

.404

.081

.554

3.491

3.026

2.730

고유값
분산설명(%)

23.274 20.172 18.202

누적설명(%)

23.274 43.446 61.648

신뢰도
주: KMO =0.882, Bartlett’s test 결과 χ²=1312.535(df=105,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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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전략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진출전략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3-4]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결과 χ²=2361.215(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 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933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자료의 요
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
탕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결과로서 요인 1(26.722%)은 ‘브랜
드 전략’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26.065%)는 ‘현지화 전략’으로 명명하였
으며, 요인 3(24.023%)은 ‘상품전략’으로 명명하였다. 이 3개의 요인 적재값
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4. 진출전략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성분
구분

브랜드 현지화
전략
전략

상품
전략

9. 우리 회사는 라이선싱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방법을 통해 수출하
.853
였다.

.207

.283

10. 우리 회사는 인도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자사상표나
.840
다른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였다.

.222

.188

6. 우리 회사는 자사 상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였다.

.805

.194

.370

8. 우리 회사는 브랜드 사용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였다.

.795

.189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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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성분
구분

브랜드 현지화
전략
전략

상품
전략

7. 우리 회사는 독점적 자산의 사용권을 인도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793
수출하였다.

.334

.207

15. 우리 회사는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 상황에 따라 대처하려는
.230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다.

.857

.172

14. 우리 회사는 현지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출하였다.

.170

.838

.183

11. 우리 회사는 현지 시장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출하였다.

.202

.837

.259

13. 우리 회사는 현지에 맞는 생산방식으로 진출하였다.

.277

.786

.286

12. 우리 회사는 인도식 제품의 현지화를 통해 진출하였다.

.211

.711

.333

4. 우리 회사는 해외시장 개척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진출하였다.

.221

.154

.819

2. 우리 회사는 생산 유휴시설 가동을 위해 진출하였다.

.225

.290

.786

1. 우리 회사는 국내 수요한계로 과잉생산품 판매를 위해 진출하였다.

.375

.224

.735

5. 우리 회사는 전문적 지식과 인근 지역의 개방정책에 부합하기 때
.333
문에 진출하였다.

.324

.722

3. 우리 회사는 간접비 흡수와 원가절감을 위해 진출하였다.

.265

.331

.718

고유값

4.008

3.910

3.603

분산설명(%)

26.722 26.065 24.023

누적설명(%)

26.722 52.787 76.809

신뢰도

.937

.921

.905

주: KMO =0.933, Bartlett’s test 결과 χ²=2361.215(df=105, Sig.=0.000)

3) 진출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진출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3-5]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결과 χ²=929.732(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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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이룰 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905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자료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82.993%)은 ‘진출성과’로 명명하였다.
이 1개의 요인 적재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
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5. 진출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진출성과

5. 우리 회사는 인도시장에서 경쟁업체와 비교한 매출 성장에 만족하고 있다.

.942

3. 우리 회사는 인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925

2. 우리 회사는 인도 수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912

4 우리 회사는 지난 3년간 수출성과에 대해 기대치보다 만족하고 있다.

.899

1. 우리 회사는 인도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877

고유값

4.150

분산설명(%)

82.993

누적설명(%)

82.993

신뢰도

.948

주: KMO =0.905, Bartlett’s test 결과 χ²=929.732(df=10, Sig.=0.000)

다.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관
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인도시장 진출요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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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진출성과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1) 각 변수간 상관관계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6]과 같다. 분석결과 인도시장 진출요인의 하위요인별 전략적 요인,
행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진출전략의 하위요인별 상품전략, 브랜드 전
략, 현지화 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진출성과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인도시장 진출전략의 하위요인별 상품
전략, 브랜드 전략, 현지화 전략도 진출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3-6. 각 변수간 상관관계 검정

진출요인
구분

진출
요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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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

상품
전략

브랜드
전략

1

행동적 요인

.570***

경제적 요인

***

.546***

***

***

.526***

***

***

.663***

***

***

.553***

***

***

브랜드 전략
현지화 전략
진출성과

***

행동적
요인

전략적 요인

상품전략
진출
전략

전략적
요인

진출전략

p<.001

.412
.524
.478
.305
.410

***
***
***

진출
성과

현지화
전략

1

.563
.468
.446
.453

***
***

1

.551
.391
.441

***

1

.620
.739

1

.660

1
.666***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위한 상품, 브랜드, 현지화 전략에 관한 연구

2) 가설의 검증
가) 가설 1의 검증
H1.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전략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행동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경제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7]은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상품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2.1%이
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6.983, p<.001). 독
립변수별로는 전략적 요인, 행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상품전략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경제적 요

표 3-7.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상품전략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052

.258

전략적 요인

.313

.082

표준화
계수

t

p

.202

.840

3.832***

.000

F

R²

46.983***

.421

베타

.260

***

행동적 요인

.325

.091

.265

3.586

경제적 요인

.313

.076

.274

4.117***

.000
.000

종속변수: 상품전략
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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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높아지면 상품전략은 .274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적 요
인이 높아지면 상품전략은 .265의 상승이, 전략적 요인이 높아지면 상품전
략은 .26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전략 향상을 위해서는 전략적, 행동적,
경제적 진출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 가설 2의 검증
H2.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전략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행동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경제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8]은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브랜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7%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9.32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전략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브랜드 전략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경제적
요인이 높아지면 브랜드 전략은 .38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략
적 요인이 높아지면 브랜드 전략은 .25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브랜드 전략 향상을 위해서는 전략적, 경
제적 진출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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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브랜드 전략에 미치는 영향

구분
(상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173

.301

표준화
계수

t

p

F

R²

베타

-.574
***

.566

전략적 요인

.347

.096

.256

행동적 요인

.155

.106

.112

1.457

.147

경제적 요인

.496

.089

.385

5.573***

.000

3.634

.000
39.324

***

.377

종속변수: 브랜드 전략
주:

***

p<.001

다) 가설 3의 검증
H3.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전략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행동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경제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9]는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현지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8.742,
p<.001). 독립변수별로는 행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현지화 전략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행동적
요인이 높아지면 현지화 전략은 .30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적 요인이 높아지면 현지화 전략은 .30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전략 향상을 위해서는 행동적, 경

4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제적 진출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9.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현지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구분

B

표준오차

(상수)

.468

.308

전략적 요인

.056

.098

표준화
계수

t

p

1.517

.131

.570

.570

F

R²

베타

.045

***

행동적 요인

.391

.109

.308

3.596

경제적 요인

.241

.091

.205

2.644**

.000

18.742

***

.219

.009

종속변수: 현지화 전략
주:

**

p<.01,

***

p<.001

라) 가설 4의 검증
H4. 인도시장 진출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상품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브랜드 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현지화 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10]은 인도시장 진출전략이 진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3.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12.863,
p<.001). 독립변수별로는 상품전략, 브랜드 전략, 현지화 전략이 진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상
품전략이 높아지면 진출성과는 .41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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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략이 높아지면 진출성과는 .283의 상승이, 브랜드 전략이 높아지면 진
출성과는 .23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시장 진출을 통한 진출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상품전략, 브랜
드 전략, 현지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10.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진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구분
(상수)
상품전략

B

표준오차

.073

.157

.441

.069

표준화
계수

t

p

F

R²

베타

.465
.410

6.429

브랜드 전략

.221

.057

.232

3.859

현지화 전략

.296

.060

.283

4.944

***
***
***

.643
.000
112.863

***

.639

.000
.000

종속변수: 진출성과
***

주:

p<.001

3) 가설검증 결과 요약
이상의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H1
H1-1

내용

채택 여부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전략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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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가설

내용

채택여부

H1-2

행동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경제적 요인은 상품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부분채택
이다.

H2-1

전략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

행동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3

경제적 요인은 브랜드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인도시장 진출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부분채택
이다.

H3-1

전략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2

행동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3

경제적 요인은 현지화 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인도시장 진출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1

상품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2

브랜드 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3

현지화 전략은 진출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Ⅳ.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신흥 유망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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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인도시장의 진출 촉진과 상품브랜드, 현지화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상품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전략
적 요인, 행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상품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경제적 요인이 높아지면 상
품전략은 .274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적 요인이 높아지면 상
품전략은 .265의 상승이, 전략적 요인이 높아지면 상품전략은 .260의 상승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브랜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전략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브랜드 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경제적 요인이 높아지면 브랜드
전략은 .38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략적 요인이 높아지면 브랜
드 전략은 .25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도시장 진출요인이 현지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행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현지화 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행동적 요인이 높아지면 현지화
전략은 .30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이 높아지면 현지
화 전략은 .30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도시장 진출전략이 진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상품
전략, 브랜드 전략, 현지화 전략이 진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상품전략이 높아지면 진출성과
는 .41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화 전략이 높아지면 진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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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83의 상승, 브랜드 전략이 높아지면 진출성과는 .23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인도 진출 희망 중소기업들의 진출요인은 자사의 전략
과 오너나 사장의 새로운 목표 실현과 진입을 위한 행동적 요인 및 매출증
진을 위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지 진출
전략 또한 상품 측면에서 현지 직접생산이나 완제품의 수출을 위해 중소기
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됨에 따라 대기업과 동반제휴를 통한 상품수출
이 요구되고, 브랜드 측면에서 자사 브랜드를 대다수 그대로 활용하되 현
지 소비수준을 고려한 현지에 조화되는 브랜드의 사용과 문화환경에 맞는
현지화를 위해 생산이나 유통판매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여야
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인도시장의 다
양한 소비계층의 분류와 분산, 욕구 수준이 달라 초기 진입과 정착이 어려
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기진입에 성공한 대기업과의 연대나 현지 기업
과의 협력제휴를 통해 동반협력과 자문을 받아 진출하는 것이 유리함을 시
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따른 초기 위험을 줄이고 인도시장에
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 5개 광역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여
지역환경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인도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장기간의 투자와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철저한
현지 소비자에 맞는 상품과 친화적인 브랜드 및 판매영업 또한 현지인의
채용과 공동 영업을 통한 판매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인도는 초기 진입
단계로서 선진 글로벌 업체들의 풍부한 자금력과 유통 관련 노하우를 바
탕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바로 정면승부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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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많은바, 현지 우수 중소 · 중견 기업과 제휴한 차별적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2. 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발전적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기업과의 협력진출
인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초기 바로 정착하기에는
투자환경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전력,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아직까지 부
족하여 이에 따른 인도시장 진입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유통망 선점을 통해
단계별 정착계획을 가지고 진출해야 한다. 실제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대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자본력이 약한 중
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지 않으면 인도시장에서 성공하
기가 어렵다.
인도에서 성공한 극소수의 중소기업 사례를 볼 때, 대부분 대기업과 동
반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협력업체와 동반진출한 대기업들은 더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현지에 중소
자동차업체와 협력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듯이 현지 기진출
정착한 국내 대기업이나 현지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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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
인도기업들은 대부분 카스트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카스트 공동체에 의해 운영된다. 잘못된 경영활동
은 그만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므로 인도기업들은 오래된 카스트
공동체의 유지보호를 위해 기대이상의 의사결정기간을 소비한다. 특히 새
로운 투자결정에는 매우 신중하다. 그러므로 인도기업과 합작진출한 기업
들은 인도 파트너 기업의 기대이상의 느린 의사결정으로 업무 및 영업전략
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인도기업과 합작투자로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인 포드자동차와 인도 마
힌드라의 합작투자의 경우 포드자동차는 인도 마힌드라와 합작하여 인도
자동차산업에 진출하였으나 진출 초기에 인도 파트너 기업의 투자결정 지
연으로 현대자동차보다 약 1년 먼저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현대자동차보다 10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이에 포드자동차는 인도의 자동
차 주요 시장인 소형차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에 선점당하는 늦장 마케팅으
로 현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합작으로 진출한 포드, IBM, 도요타, 스즈키, 대우자동차 등 대부
분 다국적기업들도 합작진출로 인한 복잡한 의사결정과 느린 행정으로 단
독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인도에
서는 합작투자가 단독투자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시
장은 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독투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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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전략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동기로는 값싼 인건비 및 원자재 활
용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인도는 원자재보다 거대한 소비시장의
잠재성을 보고 진출하는 시장추구형이다. 따라서 경영 및 제품의 판매를
생산거점 진출이 아닌 현지화를 통해 현지 시장에서 판매처를 확대해나가
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언어만
해도 18개 언어가 있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도 현지인을 고용하여 함께 시장
을 개척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도 진출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도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품을 현지 수준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
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인도시장에서 제품판매를 위
해 5개 거점지역을 우선으로 선점하여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때 성공을 거
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라. 브랜드 전략
인도는 38%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한편, 약 8.44억 명 인구
중 1.5억 명 정도는 인도 내에서 상류층에 속한다. 인도시장은 상위층 생활
수준의 인구만으로도 구매력이 상당이 큰 규모로 시장잠재력이 큰 나라이
다. 인도 중산층들은 품질에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의 브랜드별 제품 구입
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산층의 소
득이 늘어감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양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까지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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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가품 시장이 주류인바, 이러한 인도시장을 반영하여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동시에 겨냥한 차별적 브랜드
전략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 현지화 전략
한국적 혁신운동과 생산방식을 현지에 무리하게 주입하다보면, 생산성은
나빠지고 생산비용을 증가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
에 기진출했던 대형 할인점 중 상당수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그 모양
새를 바꾸어 영업하고 있다. 반면 인도 내 광고에서 현지인을 모델로 삼는
것을 물론이려니와 광고 Concept 역시 인도화하여 인도인의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이는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생산과 마케팅을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철저
한 현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척도임을 반증한다.
현지에서 형성되는 제반 혁신활동은 전술한 인도의 상관습과 문화적 행
태 및 현지의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인도사회와 진출기업이 견고한 연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항구적인
Business 수행역량 형성의 근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인도 진출 시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의 형태로 진
입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인도시장은 아직까진 불안정한 시장구
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기업환경 특성상 합작투자를 할 경
우 합작파트너와의 갈등이 상존하므로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인도 중산층 중심의 시장전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로 인해 과거 한국기업들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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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류층만 겨냥하는 전략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점차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어 상류층만을 겨냥하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한 계층을 겨냥한 전략보다는 소비계층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
여 시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연구를 통해 인도시
장의 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업입장에서는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상
황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러 방면에서 연관성
을 찾는 동시에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및
관련 논문과 학술지의 발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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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본 설문에 응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위한 상품, 브랜드,
현지화 전략에 관한 연구”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 인
도시장에 수출하고 계신 기업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현 수준과 개선방
안을 도출하고자 작성된 설문입니다.
본 설문지로 얻어지는 결과는 본 연구 자료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데 다소의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다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본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연구자: 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김병욱 드림
Tel: 02) 482-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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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의 내용은 귀사의 인도시장 진출(수출입)에 대한 진출요인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에 따라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다소
다소 매우
그렇지 그렇지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①

②

③

④

⑤

1.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시장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
2.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자원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략
적 3.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생산효율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요
4.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지식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
5.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위험회피지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6.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조직 내부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철학 때문이다.
7.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자사제품의 해외 대리점이나 고객
행
의 요청 때문이다.
동
적 8.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생산요소 및 관련 제품의 시장 확
요 대 때문이다.
인
9.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현지국과의 제3국 시장에서의 우
회진출 때문이다.
10. 국내시장에서의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1.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현지의 실물자산, 생산요소, 금융
등 현지시장의 불완전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12.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현지 충분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경
제 13.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당사 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기 위해서이다.
적
요
14.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당사 기업의 전문적 경영관리기
인
법의 접목을 위해서이다.
15. 우리 회사의 인도시장 진출 동기는 당사 기업의 제품 및 생산요소 시
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첨단기술 및 막대한 자금 공급능력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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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의 내용은 귀사가 인도시장의 진출전략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문항에 따라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다소
다소 매우
그렇지 그렇지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①

1. 우리 회사는 국내 수요한계로 과잉생산품 판매를 위해 진출하였다.
2. 우리 회사는 생산 유휴 시설 가동을 위해 진출하였다.
상
품 3. 우리 회사는 간접비 흡수와 원가절감을 위해 진출하였다.
전
략 4. 우리 회사는 해외시장 개척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진출하였다.
5. 우리 회사는 전문적 지식과 인근 지역의 개방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진출하였다.
6. 우리 회사는 자사 상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였다.
7. 우리 회사는 독점적 자산의 사용권을 인도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
브 출하였다.
랜
8. 우리 회사는 브랜드 사용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였다.
드
전 9. 우리 회사는 라이선싱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방법을 통해 수출하
략 였다.
10. 우리 회사는 인도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자사 상표나 다른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였다.
11. 우리 회사는 현지 시장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출하였다.
현 12. 우리 회사는 인도식 제품의 현지화를 통해 진출하였다.
지
13. 우리 회사는 현지에 맞는 생산방식으로 진출하였다.
화
전 14. 우리 회사는 현지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출하였다.
략
15. 우리 회사는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 상황에 따라 대처하려는 전략
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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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의 내용은 귀사의 최근 3년간 진출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문항에 따라 해당
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소
보통 다소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1. 우리 회사는 인도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우리 회사는 인도 수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3. 우리 회사는 인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4. 우리 회사는 지난 3년간 수출성과에 대해 기대치보다
만족하고 있다.
5. 우리 회사는 인도시장에서 경쟁업체와 비교한 매출
성장에 만족하고 있다.

Ⅳ. 다음은 통계를 위한 일반적 특성과 귀사의 기업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사의 기업 형태는?
① 제조업체
⑤ 기타 (

② 무역업체

③ 유통업체

④ 복합업체

)

6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4. 귀사의 취급품목은?
① 식품

② 섬유의류

③ 생활소비재

⑤ 전기, 전자, 부품

⑥ 유통

⑧ 기계, 운송 및 부품

⑨ 기타 (

④ IT, 정보통신

⑦ 자동차 부품

5. 귀사의 종업원 수는?
① 10명 이하

② 11~50명

③ 51~100명

④ 101~300명

⑤ 300명 이상
6. 귀사의 매출액은(2011년 기준)?
① 10억 원 미만

② 10억~25억 원 미만

③ 25억~50억 원 미만

④ 50억~100억 원 미만

⑤ 100억 원 이상
7. 귀사는 인도시장에 수출한 기간?
① 1년 이내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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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BOP 시장 특성에 따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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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아시아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신흥국
이 부상하고 있다. 지역별 총생산을 보면 1980년 유럽(29.7%), 미국(22.5%),
아시아(7.1%)에서 2010년 아시아(22.8%), 유럽(21.4%), 미국(19.7%)의 순으
로 나타난다(Beinhocker, Davis & Mendonca 2009). 아시아 지역의 신흥시장
은 선진국을 대체할 정도의 잠재적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경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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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소비시장 또는 판매시장으로서 신흥시장의 매력을 규명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2050년경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GDP 성장률
의 40~50%를 점유하며, 양국의 1인당 소득도 서방 선진 7개국(G7)의 1/2
또는 1/3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Ghemawat 2010; Johnson & Nair
2011). 그러나 기회요인에 비해 신흥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선 그다지 알
려져 있지 않다. 결국 균형적 시각에서 신흥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체
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저소득소비계층(the Bottom of the Pyramid:
이하 BOP 시장)을 다루는 연구들이 점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저소득계층은
하루 소득 2~8달러, 연소득 750~3,000달러, 인구 37억~40억 명, 그리고 구
매력 기준 2.3조~5조 달러에 달하는 광범위한 시장이다. 즉 BOP 시장은 절
대인구 또는 총구매력은 매력적이나 소득 기준 빈곤층에 속하는 시장이라
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시장처럼 BOP 시장
의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신흥국
BOP 시장을 잠재적 판매시장으로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기획재정부 20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이룩한 한국은 무역
2조 달러를 향해 가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 한국은 신흥국 BOP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과제를 안
고 있다. 선진국의 침체 지속과 신흥국의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BOP 시장으로 과감히 도전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기업 차원의 대도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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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중요성
2004년 Prahalad의 소개 이후 신흥국 저소득소비계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가령 신흥국 BOP 시장에 대해 적극적 진출을 주장하는 시각
(Prahalad 2004; Prahalad & Hammond 2002; Prahalad & Hart 2002)과 ‘정중
동’ 신중한 모색을 주장하는 관점(Jaiswal 2007; Karnani 2006 & 2007)이 대
조적이다. 신흥국 BOP 시장에 대해 전자는 신천지로 보는 반면, 후자는 신
기루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 시각은 저소득계층의 잠재력에 이견을
보일 뿐이지 BOP 시장의 존재, 의미, 진출 필요성 및 전략적 대응을 부인
하진 않는다. 이에 본고는 아시아 지역의 저소득계층에 대해 주의를 환기
시키고자 한다.
사실 아시아 지역의 저소득소비계층에 관심을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존
재한다. 지리적으로 저소득소비계층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및 남미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Rashid & Rahman 2009). 엄밀히 BOP 시장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71.5%), 아프리카(12.3%), 남미(9%), 그리고 동유럽
(6.3%)의 순이다. 아시아 ․ 아프리카는 주로 농촌지역, 동유럽 ․ 중남미는 도
시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다. 그 중 아시아 지역은 인구의 83%, 구
매력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BOP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Hammond,
Kramer, Katz, Tran & Walker 2007). 가령 중국 인구의 52%, 인도 인구의
86%일 정도로 양국에 저소득계층이 집중되어 있다. 인도의 경우 2020년경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Beinhocker et al.
2009). 특히 인도에서 하루 소득 1.56달러 이하인 저소득소비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5%에 달한다. 또한 2010년 한 ․ 인도 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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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
됨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의존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결국 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BOP 시장, 즉 인도로의 진출 가능성과 성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사실 신흥국 BOP 시장으로 진출하는 모든 기업이 성공하진 않는다. 가
령 기업시민, 기부, 자선, 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실행하는 보편적 접근으론
부족하다. 달리 말해 신흥국 BOP 시장의 특성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저소득소비계층의 양적 및 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
황별 맞춤형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저소득소비계층의 특성에
따른 상황별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대안별 성공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네 파트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소비계
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언급한다. 둘째, 저소득소
비계층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 소비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존 문헌을 정리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신흥시장의 특성에 따라 선택 가
능한 대안적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신
흥국 BOP 시장으로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넷째, 다수사례 분석을 토대로 BOP 시장에 적합한 전략적 대안
과 대안별 특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 정리, 기업 및 경영자를 위한
시사점, 그리고 논문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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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연구
1. BOP 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신흥국 저소득소비계층도 판매시장으로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진출 필요성을 제기한다. 수명주기로 보면 저소득계층은 도입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시장이다(Hart & Christensen 2002). 세계은행은 하루 2달러 미
만을 빈곤층, 1.25달러에 미달하는 계층을 절대빈곤층으로 분류한다. 하루
2달러 기준으로 신흥국의 약 50%, 총 30억 명이 빈곤층에 속해 있다(George
2009). 결국 신흥국 BOP 시장의 특성을 알고, 먼저 선점한다면 국가 및 기
업 차원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일반적, 소비적 및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BOP 시장에 대한 이론적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소비계층이 공유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자. BOP 시장은
양적 속성과 질적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인당 연 소득이 1,500달
러에 미달하는 40억 명 인구를 가진 시장이다(Prahalad & Hart 2002; Prahalad
& Ramaswamy 2002). 연소득이 2,000달러 미만으로 40억 명 인구가 속해
있는 시장이다(Prahalad & Hammond 2002). 하루 2달러, 연소득 750달러에
미달하지만 40억 명을 가진 소비시장이다(Prahalad 2004). Hammond et al.
(2007)은 전 세계 40억 명 인구에 해당하며 연간 3,000달러를 버는 총 5조 달
러의 구매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한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BOP 시장은 하루 8달러 미만의 소득을 벌지만, 연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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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2.3조 달러에 육박하는 37억 명의 시장으로 보고 있다(WEF & BCG
2009). 다음, 질적 측면에서 절대 다수 인구가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서 생활하고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한다(London 2008). 혹은 경제적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축소에도 적극 기여해야 하는 개도국의
빈곤층 시장이다(Olsen & Boxenbaum 2009). 결국 BOP 시장은 절대적 인구
규모(37억~40억 명), 일 소득(2~8달러), 연소득(750~3,000달러), 그리고 잠
재적 구매력 수준(2.3조~5조 달러)이지만 빈곤을 경험하는 소비계층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처럼 이들의 구매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부
터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관점으로 신흥국 저소득계층을 이해할 수도 있다. 대다수
저소득계층은 비공식 경제, 또는 법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경제권에 편
입되어 있다(Hammond et al. 2007; London 2008; Prahalad & Hart 2002;
SadreGhazi & Duyster 2008; Subrahmanyan & Gomez-Arias 2008). 우선 지
역별로 비공식 경제는 아시아의 30%, 동유럽의 40%, 그리고 아프리카 ․ 남
미 ․ 카리브 연안국이 43%를 차지한다(Hammond et al. 2007). 비공식경제에
서 생산자들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
어진다. 다음으로 BOP 시장은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범죄활동을 예방하는
법률체계가 미흡하고 사법집행도 느슨하다(Dittmann 2010). 도시지역에 공
공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
다. 또한 집단 규범, 평판/명성 및 사적 권력처럼 비공식적 룰이 시장 메커
니즘을 대신한다.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비공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며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도 요원하다. 예컨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은 혈연간 부조, 제한된 예금, 고리대금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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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 이처럼 비공식경제에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선 신용제공을 위한 접
근성 강화가 급선무이다(Prahalad & Hart 2002). 또는 그들을 공식경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부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공
유하는 것이다(Hammond et al. 2007). 또한 BOP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
회, 문화, 경제적 활동들이 공식 데이터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는 다국적기업
으로 하여금 저소득소비계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Dittmann 2010; SadreGhazi & Duysters 2008). 가령 BOP 시장의 규모, 구매
력, 소비자, 시장구조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접근하기 어렵다
(Dittmann 2010). 결과적으로 BOP 시장에 대한 공식적 데이터 부재와 숨겨
진 정보로 인해 정보수집 비용이 과도히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희소한 시
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 또는 비영리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과의 파트너십은 과도한 비용 발생을 감소시킨다(Dittmann
2010). 이로 인해 다국적기업은 현지 시장에 정통한 파트너를 활용할 필요
성이 생긴다.
셋째, 저소득계층도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잠재적 소비시
장이다(Prahalad & Hart 2002). 개별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층이지만, 이들의
총구매력은 실제로 큰 편이다(Hammond & Prahalad 2004; Prahalad &
Hammond 2002). 총 18개 신흥국(체제전환국 포함)에 속한 6억 8,000만 가
구가 연간 1.7조 달러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브라질은 2,500만
가구 730억 달러, 중국 2억 8,600만 가구 6,910억 달러, 그리고 인도는 1억
7,100만 가구가 연간 3,780억 달러를 창출한다(Hammond & Prahalad 2004).
특히 잠재 소비자 집단으로서 저소득계층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강한 소
비 열망을 지니고 있다(Hart & Christensen 2002; Karnani 2006; Praha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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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2012; Prahalad & Hammond 2002; Prahalad & Hart 2002). 가령 식
료품(58%), 연료(8.7%), 건축자재(6.7%), 교통(3.6%), 의료(3.2%), 통신(1%)
및 기타(18.8%)의 순으로 지출한다. 저소득계층은 은행, 통신, 수도, 위생, 의
류, 식품, 주택 및 연료 등 기본 의식주 위주로 소비한다(Hammond & Prahalad
2004; London & Hart 2004; Rashid & Rahman 2009; Van den waeyenberg &
Hens 2008). 다만 금융제도 및 금융기관이 낙후되어 신용창출이 제한적이
기 때문에 미충족된 욕구의 실현이 어려울 뿐이다(Hammond et al. 2007;
SadreGhazi & Duysters 2008). 향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Hammond et al. 2007). 사실
저소득계층은 고가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구매도 주저하지 않는다(Pitta,
Guesalaga & Marshall 2008; Prahalad & Hammond 2002). 가령 인도 소비자
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브랜드 의류, 또는 안락한 삶에 대한 개인적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Prahalad & Ramaswamy 2002). 단지 개인의 욕구를 제품/서
비스 구매로 연결시키는 지식, 경험 또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Dittmann
2010; Pitta et al. 2008; SadreGhazi & Duysters 2008). BOP 시장에서 품목별
소비성향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
자 욕구를 깨우고, 소비자 기대수준을 제고할 수단 또는 방법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 즉 현지 중심의 제품혁신과 지속적 소비자 교육을 통해 잠재적
욕구 표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Prahalad 2004). 더군다나 BOP 시장에
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 현지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 반영, 그리고 성능 대
비 저렴한 가격 제시 등은 수요진작으로 연결되기도 한다(Prahalad &
Ramaswamy 2002). 결국 BOP 시장의 잠재적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
체적 전략과 이를 실현할 역량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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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BOP 시장의 혁신과 다국적기업

혁신의 동인

시사점

TV 및 정보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빈곤층은 다양한 제품/서비스에 노출되고 소
비의 미덕을 갈망하고 있음

규제 완화, 정부 역할 및 국제 구호조직의 역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신흥시장으로 진출
할 축소
하는 데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선진국, 신흥국 중산층의 치열한 경쟁과 글 빈곤층은 이익 성장을 위한 거대한 미개척시
로벌 공급과잉
장을 대표함.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로의 이민을 억제할 농촌지역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출시해야
필요성
함.
자료: Prahalad & Hart(2002).

정리하면 세계인구의 2/3에 달하는 40억 명의 저소득계층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업은 대도약(great leap)
을 기대할 수 있다(Hart & Christensen 2002). 발상의 전환은 신흥국 BOP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즉 신흥국 BOP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및 시스템의 근본
적 혁신이 요구된다(Hammond & Prahalad 2004; Jaiswal 2007; Prahalad
2012; Prahalad & Hart 2002; Simanis & Hart 2006). 심지어 선진국 시장에
앞서 파괴적 혁신제품을 BOP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할 것을 주장한다(Hart
& Christensen 2002; Christensen, Baumann, Ruggles & Sadtler 2006). 오히려
BOP 시장에서의 성공이 선진국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첩
경이 된다. 결국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 제품개발
이 가능하다. 가령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현지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기술적 역량으로 해결함으로써 ‘안나푸르나(Annapurna)’ 소금을 개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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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Hammond & Prahalad 2004). 따라서 제품시장 차원에서 BOP 시장
의 특성과 제품시장 지식을 결합하는 자회사의 역량이 중요할 것이다.

2. BOP 시장 진출 연구모형 도출
사실 BOP 시장의 이질성을 간과하는 비차별적 시장접근은 실패할 수밖
에 없다(Prahalad 2012; SadreGhazi & Duyster 2008). 앞서 일반적, 제도적
및 소비적 특성에 따르면 저소득계층도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가령 BOP 시장은 지리적으로 산재해 있고, 문화적으로 이질적
이며, 제도적으로 비공식경제에 속하는 특성을 지닌다(Hammond et al.
2007; Jaiswal 2007). 더군다나 BOP 시장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빈곤 자체
로 인해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는 시장이다(London 2008). 즉 BOP 시장의
다면성을 고려할 때 보편적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 또는 특정 상
황에 적합한 전략이 요구된다(Prahalad 2012). 이에 기업도 BOP 시장의 이
중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한다. 결국 통합적 관점
(Holistic perspective)을 중심으로 BOP 시장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
다(Ireland 2008; Jaiswal 2007; Subrahmanyan & Gomez-Arias 2008). 따라서
본고는 사례연구를 통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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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BOP 시장 전략

BOP 1.0

BOP 2.0

소비자

비즈니스 파트너

일방적 들어주기

심도 있는 대화

가격인하

상상력 제고

패키지 수정, 유통망 확대

자원과 능력 결합, 상호 몰입 제고

NGO를 내세운 독립적 거래관계

NGO를 활용한 직접적, 인적 거래 관계

BOP 대상 판매활동

비즈니스 공동 벤처기업

자료: Simanis and Hart(2008).

신흥국 BOP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상황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상황변수의 도입으로 저소득계층의 욕구, 삶의 조건 및 우선순위에 대
한 이해가 가능하다(Kirchgeorg & Winn 2006). 이에 본 연구는 BOP 시장의
외부특성과 진출기업의 내부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도출
할 것이다.
우선 신흥국 BOP 시장을 소비자(Prahalad & Hammond 2002; Prahalad &
Hart 2002; Prahalad & Lieberthal 1998), 또는 생산자(Jaiswal 2007; Karnani
2006, 2007 & 2009; Rashid & Rahman 2009) 관점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이
들을 고객 및 소비자로 이해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빈곤감소가 가능할 것
으로 설명한다. 즉 신제품 출시, 선택의 다양성 및 구매력 증가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Hammond & Prahalad 2004). 가령 저소득계층을 위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구매력 증가 및 선택기회 제고로 연결된다
(Karnani 2007; Kirchgeorg & Winn 2006). 반면 빈곤감소와 소득증가를 동
시에 달성하려면 저소득계층을 생산자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Simanis
& Hart 2008; Karnani 2006, 2007 & 2009). 예컨대 Karnani(2006,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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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는 저소득계층을 공급자로 보는 시각을 지지하는 동시에, 실질소득증
가를 빈곤축소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에 Dittmann(2010)은 BOP 시장을
생산자 시장(Producer market)과 소비자 시장(Consumer market)으로 구분한
후 다양한 기업사례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고는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 시
장을 BOP 시장의 외부적 특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Porter & Kramer(2002)는 기업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를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과 사회적 효익(Social benefit)으로 구분한다. 즉 경
제적 효익의 추구를 순수 비즈니스(Pure business), 사회적 효익의 지향을
순수 자선(Pure philanthropy)으로 파악한다. 순수 비즈니스와 순수 자선은
다른 가치이지만, 양자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다국적
기업은 저소득계층에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빈곤퇴치와 이익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Prahalad & Hart 2002; Olsen & Boxenbaum 2009). 신흥시장
일수록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의 동시추구는 기업의 경쟁우위 달성에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다(Porter & Kramer 2006 & 2011). 즉 기업 차원에서
공동의 가치창출 여부는 자원축적과 전략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에
해당한다(Porter & Kramer 2002). 즉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핵심 동인이다(London
2008). 결국 저소득계층을 소비자, 생산자 또는 기업가로 간주하는 것은 경
제적 이윤과 사회적 이해를 추구하는 출발점이다(George 2009). 특히 전략
은 누구(Who)를 대상으로 무슨(What) 가치제안을 어떻게(How) 전달할 것
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Anderson & Markides 2006). 따라서 본고는 저소
득계층을 생산자 ․ 소비자 시장으로 나누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사회적 ․ 경
제적 효익으로 구분하여 BOP 시장 진입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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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모형: BOP 시장 진입전략

Ⅲ. 인도시장 개관
저소득소비계층처럼 불확실한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다차원적 접근의
상황이론이 요구된다(Bamberger 2008). 달리 말해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한
다면 진출시장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Li & Kozhikode 2008;
Luo, Sun & Wang 2011; Peng, Wang & Jiang. 2008). 이에 본고는 국가, 산
업 및 기업 차원으로 나누어 인도시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문화, 행정, 지리 및 경제적 차이를 중심으로 인도시장
을 간단히 정리한다. 다음으로 글로벌기업과 로컬기업이 각축을 벌이는 인
도 자동차산업(예. 소형차 시장)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흥국 BOP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사회적 기업(SE: Social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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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e)을 대상으로 심층적 사례분석을 수행한다. 결국 국가, 산업 및 기업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인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인도(India): CAGE1) Framework
글로벌 통합 또는 지역별 대응에 대한 압력은 다국적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신흥시장의 이질성은 현지로 진출하려는 다국적기업에 외국
인비용을 부담시킨다. Ghemawat(2001)은 외국인비용의 원천으로 문화적
거리, 행정적 거리, 지리적 거리 및 경제적 거리를 언급하고 있다. 모국과
차이가 적은 국가로 진입할수록 외국인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비용의 원천을 이해함으로써 외국인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의 대응도 가능하다(Ghemawat 2007). 결국 CAGE 분석틀을
적용한다면 신흥시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문화, 제도, 지리 및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인도시장의 전반적 특
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
2000년 기준 민족적 구성은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그리
고 몽골족/기타(3%)로 인종적 분포를 보인다. 순수 혈통의 인도 아리안족은
1) Ghemawat(2001)에 따르면 국별 이질성이 커질수록 해외시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외국인비
용: Liability of foreignness)도 증가한다. 보통 외국인비용은 문화적(Cultural), 행정적
(Administrative), 지리적(Geographical) 및 경제적(Economic distance) 차이에 비례하여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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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인도는 다양한 인종의 혼혈에 가깝다. 언어
로는 힌디어(41%), 벵골어(8.1%), 텔루구어(7.2%), 마라티어(7%), 타밀어
(5.9%) 등이 통용되고 있다. 인도의 국어는 힌디어이지만, 헌법에서 인정하
는 지정어가 18개,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용어는 22개에 달한다. 가령 인
도의 각 주에서는 뱅골어, 텔루구어, 마라티어, 타밀어, 우르두어, 구자라트
어, 말라얄람어, 칸나다어, 펀자브어, 아샘어, 카슈미르어, 신드어, 산스크리
트 등 다양한 공용어가 사용된다. 결국 총 22개 공용어를 사용하는 인도는
22가지 색깔의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볼 수 있다.
종교적으로 힌두교(80.5%), 이슬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및 불교(0.8%), 자이나교(0.4%)의 순으로 다신교 신앙이 일반적이다. 인도
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및 시크교의 4대 종교 발생지이지만 이슬람교,
기독교와 같은 외래종교도 함께 공존한다. 인도 국민의 80% 이상이 신봉할
정도로 힌두교는 인도 제1의 종교이다. 힌두교는 인도인의 생활 깊숙이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신앙의 절대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신교
전통에 뿌리를 둔 힌두교는 외래문화에 관대한 편이며, 힌두교 경전은 종
교적, 사회적 이념이자 국민의 정신적 표상으로 받들어진다. 결국 12억 명
인구의 인도는 넓은 지역에 다민족이 모여 있는 대국으로서 언어적, 종교
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행정적 거리(Administrative distance)
인도의 정부형태는 연방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원수로는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있다. 행정조직으로 29개 주
(State), 7개 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도의 행정수

7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도는 뉴델리에 소재하고 있다. 미국처럼 인도도 양원제(상원 245석, 하원
545석) 중심의 의회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정당으로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그리고
인도공산당(CPI: Communism Party of India)이 있으며, 현재 인도국민회의
가 인도의 수권 정당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및 세계무역기
구(WTO)에 가입해 있는 회원국이다. 특히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신흥 경제대국(BRICs) 회의를 창설함으로써 개도국간 교역 확대와 개도국
의 발언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의 15위 교역 상대국(수출 9
위, 수입 15위)인 반면, 한국은 인도의 7위 교역 상대국(수출 8위, 수입 9위)
이다. 2010년 1월 1일자로 한 ․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
되었다. 향후 상품,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
협력이 기대된다.
2009년 5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연합세력인 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였다. 특히 통일진보연합 중
인도국민회의(INC)가 최다 의석 수를 획득함에 따라 만모한 싱 총리는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싱 정부는 안정적 의회 권력을 바탕으
로 경기부양책과 농민, 서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당분간 힌두교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인도인민당의 정권 재창출
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하에서 싱 정부는 개방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 촉진,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외국인투자자
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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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리적 거리(Geographic distance)
인도는 아라비아 해(Arabian Sea)와 뱅골 만(Bay of Bengal)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남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국가이다. 세계 총면적의 2.4%, 세계 7위
의 면적을 가진 인도는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에 달하는 대국(大國)이
다. 인도 영토는 히말라야 산맥군의 북부 고산지, 갠지스와 인더스 강 유역의
평원과 사막지대, 그리고 남쪽의 고원지대로 나눈다. 북부 고산지대는 히말
라야 고봉으로 연결되며, 큰 고원과 협곡으로 둘러싸인 북부 지형은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길이 2,400km, 폭 240~320km에 달하는
평원 지대는 인더스, 갠지스,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을 끼고 있으며
현재 인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문명 발생의 본거지이다. 인도의 사막
지대로서 라자스탄(Rajasthan) 지역은 아라발리(Aravalli) 산맥 기준 북쪽으로
타르(Thar) 사막을 중심으로 자이살메르(Jaisalmer), 조드푸르(Jodhpur)가 있으
며, 산맥의 남쪽으로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는 자이푸르(Jaipur)와
우다이푸르(Udaipur)처럼 대도시들이 발달하였다. 데칸(Deccan)고원으로 유
명한 고원지대는 빈디야 산맥을 경계로 평원지대와 분리되어 있다. 예로부터
빈디야(Vindhya) 산맥은 인도를 북부와 남부로 단절시키고, 고원지대는 동쪽
과 서쪽을 다른 문화권으로 인식하는 지리적 경계가 되고 있다.
인도의 기후는 크게 혹서기(3~6월), 우기(7~9월) 및 건기(10~12월)로 구분
하는데, ‘고온다습’ 함이 특징인 열대몬순기후를 보여준다. 가령 5~6월의 연평
균 기온은 섭씨 40도 이상을 웃돌고 불쾌감을 줄 정도로 습도도 높은 편이다.
인도의 겨울과 여름 날씨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북동 계절풍, 인도양, 아
라비아 해, 벵골 만처럼 해양에서 대륙으로 부는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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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특히 인도의 우기는 남동 계절풍의 영향으로 태풍과 가뭄이 반복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반면 최북부 레 나닥 지역은 눈이 오고 얼음
이 얼 정도로 지리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는 기후이다.
2011년 7월 기준 인구는 약 12억 500만 명에 달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7년 기준 여성 1인당 2.8명을 출산하였으나
지역별 출산율에 상당한 편차(예: Kerala 주 1.8명 vs Pradesh 지역 4.7명)가
존재한다. 남미 또는 동유럽에 비해 대다수 인도 인구는 주로 농촌지역
(Rural area)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도시로의
인구 이동, 즉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급격한 도시
화로 비하르(Bihar),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주는 인구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는 반면,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타밀 나두(Tamil Nadu) 주처
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유입인구가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뭄바이이며, 그 뒤를 캘커타, 델리가 따르고 있다.
라. 경제적 거리(Economic distance)
2003년부터 인도는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오고 있다. 비록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5.1%까지 하락하였으나, 내수시
장의 고성장에 힘입어 2009년부터 성장세로 반전하였다. 2020년까지 명목
GDP는 6조 6,2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경제성장률도 8%대를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현재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고 있으나, 2,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외부충격의 완충제 역할을 하리라 판단된다. 그
러나 인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내수침체의 복병이 되는 동시에, 경기하강
에 따른 높은 실업률도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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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상 GDP

12,813

12,735

16,076

18,873

경제성장률

6.8

8.0

8.6

8.1

산업생산증가율

4.8

6.6

10.1

3.6

소비자물가상승률

8.4

10.9

11.9

7.0

실업률

10.4

10.7

10.8

10.6

외환보유액

2,466

2,586

2,679

2,967

상품수출

1,986

1,682

2,191

2,516

상품수입

2,910

2,470

3,486

3,985

경상수지

-309

-266

-434

-503

자료: Golbal Window, Thomson One DB 활용하여 재구성
EIU, Global Insight, IFS, Reserve Bank of Indi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8.0% 이상 견고한 성장
률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2020년까지 평균 5%를 상회하는 실질 GDP 증가
율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브라질과 러시아를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 신흥경제대국(BRIC)의 주요 지표

국가

(단위: 억 명, %)

실질 GDP 증가율
인당 실질 GDP 증가율
산업생산 증가율
인구
(2008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브라질

1.9

4.3

4.7

4.1

2.8

3.2

2.8

6.6

6.6

3.9

러시아

1.4

10.0

2.6

3.0

10.4

2.9

3.4

11.8

2.6

2.8

인도

11.8

7.4

8.0

5.8

2.3

6.5

4.7

7.4

10.1

4.7

중국

13.3

8.4

10.1

7.2

7.6

9.4

6.7

11.2

14.8

9.2

주: 1) 2010년, 2020년은 추정치.
자료: Golbal Window, Thomson One DB 활용하여 재구성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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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인도의 총인구는 14억 8,000명으로
중국의 14억 6,000명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7년경 15~64세의
경제활동가능인구는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달
리 말해 젊은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소비여력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IT 서비스업, 제약, 풍력 및 태양광 분야에
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가 지닌 경쟁우위의 원천은 고급
숙련 노동력에 대한 저렴한 공급으로부터 기인한다. 2030년 기점 총인구
및 경제활동가능인구에서 인도가 우위를 점하겠으나, 지금 현재 고급인력
의 만성적 부족은 인도의 교육제도에 달려 있다. 즉 저소득계층의 교육기
회를 점차 확대하는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제도 강화
가 필요해보인다.
표 3-3. 인도 및 중국의 인구 증가 추이

연도
총인구
15~64세
인구

(단위: 억 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인도

10.4

11.3

12.1

12.9

13.7

14.3

14.8

중국

12.7

13.1

13.5

14.0

14.3

14.5

14.6

인도

6.3

7.0

7.8

8.5

9.2

9.7

10.2

중국

8.6

9.2

9.7

10.0

10.0

10.0

9.8

자료: UN 인구추계 DB.

2. 인도 자동차시장 분석
인도 자동차시장은 구매력 증가, 중산층 확대, 도로망 개선, 대중교통 부
족,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 하나이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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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성차 시장은 연간 생산규모 243만 대, 연평균 12%의 고속성장이 기
대된다. 저소득소비계층은 주택 구입보다 기본적 의식주 또는 내구 소비재
구입을 훨씬 더 선호한다(Hart & London 2005). 가령 전기, 식수, 또는 통신
뿐 아니라 TV,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첨단제품 구입도 망설이지 않는다
(Prahalad & Hammond 2002). 사실 인도 가정은 소득 중 2.5%를 교통비로
지출하며, 저소득계층은 전체 가구 교통비 중 71%를 차지한다(Hammond et
al. 2007). 이에 본 연구는 타타자동차 Nano 사례를 통해 인도의 승용차 시
장에서 저소득계층의 질적 소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1년 기준 타타자동차(Tata Motors)는 인도 현지에서 점유율 13%를 차
지하고 있는 대표적 인도 재벌(Business House) 중 하나이다. 우선 이 회사
는 인도 자동차시장의 잠재력을 연간 170만~200만 대 수준을 상회할 것으
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계층 중 모터사이클 구입이 가능한 소비계
층(예. Upper bottom of the pyramid)을 목표시장으로 삼았다. 2008년 저소
득계층을 목표시장으로 타타는 초소형 자동차, 나노(Nano)를 출시하였다.
이륜차 또는 삼륜차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저마진, 저가격으로 구입 가능성
을 제고한 후 ‘박리다매’한다면 이윤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표 3-4. 인도 자동차시장 판매동향

(단위: 만 대)

스즈키
마루티

현대

타타

마힌
드라

GM

도요타

폭스
바겐

합계

2009년

83.7

29.0

21.4

13.6

6.9

5.4

1.9

174.9

2010년

106.2

35.7

29.0

16.0

11.0

7.5

5.5

230.6

2011년

99.7

37.4

31.9

17.3

11.1

13.6

11.4

243.0

2012년 1Q

32.2

11.0

10.7

6.1

2.8

5.2

3.4

79.0

자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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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OP 시장에서 타타 나노 사례를 마케팅믹스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나노는 최소한의 안전과 편안함을 갖췄지만, 잘 굴러가는 단순
하고 저렴한 제품 콘셉트으로 출시되었다. 가령 인도 및 유럽(유로Ⅳ)의 배
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면/측면 충돌에 대한 국내외 기
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둘째, 나노의 가격은 현지 통화로 10만 루피(2,350달
러 또는 1,500유로)로 책정하였다. 이를 위해 타타는 저렴한 원자재 사용,
불필요한 사양(예. 에어컨, 오디오) 배제로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자동
차 구입자금을 소액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타타 나노는 SuzukiMaruti사의 Maruti 800(예. 20만 루피)에 비해 1/2가격으로 판매되는 세계
최저가 자동차이다. 셋째, 2008년 1월 뉴델리 자동차 박람회에서 나노는 대
중들에 처음 소개되었다. 타타자동차가 타타그룹의 계열사라는 것은 자연
스러운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촉진전략이다. 사실 타타그룹은 홍차, 소
금에서 화학제품, 통신서비스 분야로 다각화된 대기업인 동시에, 현지에서
존경받는 기업이기도 하다. 타타는 나노 판매를 위해 공개유통(Open distribution)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인도 서벵골(West Bengal) 싱구르(Singur)에
서 모듈형태의 반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시장 인근 조립장(Assembly units)
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다.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을 하나
없앰으로써 유통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아직까지 타타 나노사례를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BOP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사례도 의미가 있다(Jaiswal
2007). 다만 타타 나노사례에서 인도 승용차 시장을 공략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는 있다. 우선 나노는 저소득계층 중 상위 소득군에 속한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혁신적 비용절감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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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소형 승용차를 출시하였으나, 정작 목표 고객층에 ‘싸구려’란 인식을
심어주었다. 저소득계층도 소비에 대해 미충족된 높은 수준의 욕구를 지니
고 있다(Hart & London 2005; Prahalad 2004; Prahalad & Hammond 2002;
Prahalad & Hart 2002). 즉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지 무조
건 저가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둘째, 신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제품, 디자인, 가격, 촉진 및 유통전략을 현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
다(Van den waeyenberg & Hens 2008). 예컨대 세탁비누로 세안하는 습관을
고려함으로써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세탁 겸용 세안비누를 개발할 수 있었
다. 즉 제품시장 차원에서 경쟁력은 제품시장 지식을 활용하는 기업의 역
량에 달려 있다. 셋째, 정부, 비영리조직,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
로써 BOP 시장으로의 침투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가령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자사의 ‘안나푸르나’ 소금을 소비자들이 혁신적 신제품으로 인
식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에 요오드결핍증의 위험과 발병 가능
성을 알리고 인도정부를 설득하여 정책 수립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3. 다국적기업 및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현지의 상황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Bamberger
2008; Kostova, Roth & Dacin 2008; Li & Kozhikode 2008; Meyer 2004;
Meyer, Mudambi & Narula 2011). 그러나 신흥시장일수록 계량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Bonaglia, Goldstein & Mathews
2007). 그런 점에서 방대한 문헌연구, 혹은 특정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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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질적 방법론도 적용할 수 있다(Bamberger 2008; Smit, Sheombar &
Silvius 2009). 만약 초기 탐색적 연구라면 사례연구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
하다(Eisenhardt, 1989; Yin 2002). 본고는 인도 BOP 시장과 조직 차원의 특
성을 결합함으로써 전략적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국적기
업(힌두스탄 유니레버, 네슬레 인디아), 사회적 기업(아라빈드 안과 병원,
그라민 은행)을 선정하여 심층적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다국적기업(MNE) 사례분석

1) Hindustan Unilever Limited(HUL)
유니레버는 세계 170여 국에서 50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400여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생활용품기업이다. 2009년 기준 매출액 398억
2,300만 유로, 영업이익 50억 2,000만 유로, 직원 수 16만 3,000명인 세계적
기업이다. 유니레버(Unilever)가 51% 지분을 출자하여 인도에 설립한 힌두
스탄 레버(Hindustan Lever)가 전신이다.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비누, 샴푸,
세제, 크림, 음료 등 주로 생활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인도에서 매출액 1,198억 루피(26억 달러), 순이익 135억 루피(3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07년 힌두스탄 유니레버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경
쟁자로는 크라프트 식품, 네슬레, P&G 등이다. 본사의 미션(Add vitality to
life)에 따라 힌두스탄 유니레버도 인도 저소득계층으로 삶의 활력을 고취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핵심 성공요인: 인도인들은 일급 또는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
에 한 번에 많은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한다. 이에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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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른 구매력을 고려하여 개별 포장제품(Single serve packaging)으로 저소득계층의 수요에 대응하였다. 둘째, 인도의 저소득계층
은 원거리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농촌의 소
규모 판매시장에 접근하고자 ‘프로젝트 샤크티(Project Shakti)’를 추진
하였다. 인도 전역 15개 주, 100개 시 ․ 군, 10만여 마을을 대상으로 빈
곤층 여성을 판매원으로 활용하는 유통망 개척 프로젝트였다. 달리 말
해 건강 및 위생 용품을 도매가로 구입한 후 적정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마을단위 인적 판매(Personal selling)조직이다. 가령 은행 대출로 220~
330달러의 제품을 구입, 지역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15~22달러를 마진
으로 남긴다(Dittmann 2010). 샤크티는 판매원 조직(Shakti Ammas)과
커뮤니케이션 조직(Shakti Vani)으로 구분된다. 샤크티 암마스는 인적
판매를 전담하는 인력, 샤크티 바니는 제품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구분한다(Sridharan & Viswannathan 2008). 결국 샤크티 프로젝
트를 통해 4만 5,000명 이상의 판매원들이 배출되었고, 일부 농촌지역
으로 접근성이 제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저소득소비계층의 미
충족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제품 차원의 혁신을 가속화하였다. 1995
년 당시 부족한 인프라, 낙후된 저장시설, 험한 기후 때문에 경쟁사
Tata 소금은 요오드 성분이 증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힌두스탄 유
니레버는 요오드가 장기간 보존되도록 캡슐형태인 ‘안나푸르나 소금’
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안비누와 세탁비누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인도 소비자들의 습관을 고려하여 피부자극이 덜한 세탁 겸용 세안비
누를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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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stle India
1866년 네슬레(Nestle)는 스위스의 앙리 네슬레(Henri Nestle)에 의해 설
립되었다. 142년 전통의 네슬레는 스위스 이외 지역에서 매출(68%), 고용
(98%) 및 법인 설립(94%)을 수행하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이다. 영 · 유아
식, 인스턴트커피, 분말유제품, 초콜릿, 스프, 광천수, 아이스크림, 시리얼,
애견식품, 동물사료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89개 국가에서 468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총 28만 명의 종
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네슬레는 영양(Nutrition), 건강(Health), 그리고 웰니스(Wellness)에 전략
적 방향을 두고 있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고객이 어디서, 무엇을 원하든
그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수동적 사회적 책임
(CSR)을 넘어 전사 차원에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즉 글로벌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농촌지역 사회개
발 및 CSV 어워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가령 영양부족, 수질정
화, 농촌개발을 위해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개인, 비영리조직, 중소
기업을 선정하여 최고 50만 프랑을 지원하기도 한다. 결국 네슬레는 포춘
(Fortune)이 선정한 ‘존경받는 50대 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다.
1962년 네슬레는 낙농사업(Milk business)을 위해 정부허가를 받아 인도
북부 펀자브(Punjab) 주 모가(Moga)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당시 이 지역은
전기, 교통, TV 및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낙후된 시골이었다. 심지어 관개
시설의 미비, 비위생적 주변환경 때문에 송아지 사망률이 60%에 달할 정도
로 열악하였다. 우선 네슬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육기술, 자금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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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축산농가부터 적극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냉장시설과 관개시설에
대한 투자는 송아지 폐사율 하락, 신선한 원유공급 및 곡물 생산성증대로
이는 다시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 처음 180곳에 불과하던 원유생산
농가도 650여 마을의 7만 5,000낙농가로 늘었고, 송아지 사망률이 75%까지
떨어진 반면 원유생산량은 50배로 증가하였다.
네슬레는 현지 생산자를 자사의 가치사슬활동에 참여시켜 클러스터를
먼저 조성한다. 이는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산지로부터 고품질 원료를 직
거래하는 혁신적 사업방식이다. 현재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현지 생산자들
로부터 커피, 코코아 등 고품질 원재료를 직접 조달받고 있다. 예컨대 지역
별 커피 클러스터에 생산자들을 입주시키고 재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생산자 공동체를 조직한다. 결국 커피 재배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품질 원두를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네슬레
사업 중 캡슐커피는 현저한 성장성이 돋보이는 사업이다. 실제로 캡슐커피
의 성공이 고품질 원두에 있음을 인식하고 커피농가의 생산기술 제고에 투
자한 결과이다. 2000년 이후 캡슐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Nespresso)는
3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 핵심 성공요인: 우선 네슬레 회장과 최고경영자는 공유가치창출(CSV)을
앞세워 신흥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즉 영양부족, 수질정화, 농촌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해를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을 수행
한다. 달리 말해 선언적, 형식적, 수동적 실행보다 전사 전략에 사회적
책임을 통합할 방법을 고민한다. 둘째, 산지 직거래방식처럼 생산자 중
심으로 공동의 가치창출에 집중한다. 즉 구매비용 절감, 고품질 원료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지 지역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도 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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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셋째, 지역별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자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추구한다. 결과적으로 네슬레는 구매비용, 유통비용,
고품질 원료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과 생산성 및 소득 증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사회적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모가 지역의 경우
전기 ․ 전화 공급, 초등학교 ․ 중학교 설립, 인근 지역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더군다나 낙농가들의 구매력 증가는 네슬레 제품 구입
으로 이어져 경제적 이윤창출에도 기여한다. 넷째, 생산자 혁신 클러스
터 조성 시 비영리조직(NGOs)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 가령 남미의 커피 클러스터에서 친환경 유기농방식으로 재배한
고품질 원두에 열대우림(Rainforest Alliance)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신뢰
성을 확보한다.
나. 사회적 기업사례 분석

1) Aravind Eye Care System(AECS)
인도에서 빈민을 위해 존재하는 세계적 수준의 안과병원이 있다. 1976년
일명 ‘Dr. V’로 유명한 고빈다파 벤카타스와미(Govindappa Venkataswamy)
는 가난한 빈민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 ․ 무료로 제공하는 아라빈드 안과 병
원을 설립한다. 처음 인도 남부 타밀나두(Tamil Nadu) 주, 마두라이(Madurai)
시에서 11개의 병상을 가진 조그만 병원으로 시작하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빈다파는 ‘부자든 빈민이던 아픈 사람은 공평한 의술을 받아야 한다’
는 철학으로 병원을 설립하였다. 무엇보다 ‘병원이 이윤을 남기지 않고선
빈민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사명감(mission-oriented)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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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전체 환자 1/3은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지만, 나머지 2/3는
아예 무상으로 수술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비용은 미국의 1/30
수준인 3,500루피(105달러)에 불과하다. 조만간 병원이 파산할 것이란 우려
에도 불구하고 2009년 아라빈드 병원이 거둔 수입은 약 2,500만 달러로서
각종 비용을 제하더라도 순이익 1,100만 달러를 창출하였다. 현재 5개의 병
원, 의료용품 제조센터, 연구기관 및 교육시설을 보유할 정도로 빈곤층을
위한 세계 최대의 안과병원이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0만
5,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치료받았고, 30만 건의 백내장 수술이 행해졌다.
매년 250만 명에 달하는 외래환자, 30만 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 그럼에도
4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핵심 성공요인: 아라빈드 병원의 성공은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존경받
는 의사이자 설립자의 헌신이다. 자선 또는 기부에 머무는 비영리조직
에서 탈피하여 ‘돈 버는 자선’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SE)을 설립하였
다. 또한 무료 진료를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독특한 병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환자를 위한 무료 시술과 지속적인 자선을 위해 이윤창
출을 동시에 추구한다. 결국 이는 ‘맥도널드’ 방식을 모방한 아라빈드
병원만의 혁신적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시력 ․ 안압 ․ 혈압 등
각종 검사, 사전상담, 의사처방 등 분업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반복작업은 고졸 여성인력을 채용한 후 교육시켜 활용한다. 의사
들은 순수 진료에만 집중해 비용의 거품을 없앴고 시간손실(Loss time)
을 최소화했다. 둘째, 수술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혁신하였
다. 한 수술실에 여러 개의 침대를 두어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
한다. 즉 한 환자의 수술을 마친 의사는 곧바로 의자를 돌려 옆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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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기 중인 다른 환자의 수술을 집도한다. 타밀나두의 5개 아라빈
드 병원에서는 120여 명의 의사들이 매일 7,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
고, 850여 명을 수술할 정도로 환자 진료의 회전율을 제고하였다. 셋째,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수정체를 저렴하게 조달받고자 자체 연구소
(Aurolab)를 설립하였다. 오로랩 연구소를 통해 4~5달러 원가로 인공수
정체를 제조하는 특허를 보유할 수 있었다. 2007년 기준 약 70만 개의
인공수정체를 생산하여 세계 3위로 부상하는 동시에, 매출 560만 달러,
이익 260만 달러를 올려 영업이익률 46%를 달성하였다.

2) Grameen Bank
1976년 무하마드 유누스(Mohammad Yunus)는 자선만으론 빈곤을 퇴치
할 수 없으며, 빈곤은 곧 여성문제라는 신념에서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였
다. 방글라데시 현지어로 ‘그라민’(Grameen)은 ‘마을’(Village)이란 의미이
다. 설립자는 기존 은행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던 빈곤층 여성 대상 무담보
소액대출(Micro credit or Micro finance) 사업을 시작한다. 자활의지는 있으
되 종자돈이 없는 빈곤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신용을 제공한다. 전체
대출자 236만 명 가운데 여성이 224만 명으로 95%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
라민 은행은 빈곤층 대출에 따른 상환불능위험을 줄이기 위해 독특한 대출
시스템을 운영한다. 즉 여성 중심의 소규모 집단에 신용을 지원하고 공동
으로 대출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먼저 비혈연관계로 맺어진 소집단(5명
전후)은 약자를 도울 것이란 서약을 하고 대출을 받는다. 대출금 상환에 연
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집단대출자들은 사업이 성공하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받는다. 대출금 상환실적에 따라 추가대출, 우대금리 적용, 상품 가입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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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다. 즉 대출자 개인의 자활의지에 따라 대출
이 중단, 연장 또는 증액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2007년 현재 전국에 2,185
개 지점, 직원 수 1만 8,000여 명, 240만 명에게 1,600억 다카(약 3조 3,600
억 원)를 대출하는 대형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대출금상환율이 무
려 96%를 상회할 정도로 재무적으로 건실하다. 최근 소액대출 외에 가족대
출, 계절대출, 기술대출, 2차 주택대출, 기계임차대출, 토지구매대출 등 다
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 핵심 성공요인: 유누스는 ‘강인한 자립의지가 곧 신용’이라는 절대신
념, 즉 빈곤층의 자활의지를 믿고 무담보 신용대출을 시작하였다. 여기
서 그라민 은행을 세운 설립자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둘째, 무담보이지만 집단대출방식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운영한다. 보통
1년 동안 매주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집단 내 한
사람의 연체는 다른 구성원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 연
대와 공동책임이 강조된다. 또한 대출 재원의 67%는 대출자들의 저축
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은행, 대출자, 가족 등 지역사회에서 유대
감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둘째, 그라민 신탁(Grameen Trust), 그
라민 재단(Grameen Foundation)처럼 비영리조직을 별도로 설립하여 글
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전자는 그라민 모델을 도입하려
는 신흥국을 지원하고, 후자는 선진국 대중교육, 기금 조성 및 제휴 추
진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현지에서 ‘그라민 은행’과 ‘무하마드 유누
스’는 신뢰할 만한 사업파트너로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
점에 있다. 달리 말해 다국적기업에 일종의 ‘신뢰’에 대한 보증수표로
서 그라민 은행 또는 유누스의 평판/명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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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프랑스 및 일본 기업들이 제휴 또는 합작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Grameen-Telenor), 낙농제품(Grameen-Danone) 및 친환경 의류
(Grameen-Uniqlo)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그라민 은행과 덴마크
Telenor는 그라민 폰(Grameenphone)과 그라민 통신(Grameen Telecom)
을 제휴방식으로 설립하였다. 이들은 ‘Village Phone Program’(VPP)에
서 농촌 지역의 빈곤층 자립을 위해 단말기 제공, 사용법 교육 및 임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Ⅳ. BOP 시장 진출전략
1. 유형별 전략 도출
저소득계층도 기회 또는 위험이 공존하는 점에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 기준 절대규모는 커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빈곤층에 속하
는 시장이다. 그러면 BOP 시장의 이중성에 대해 조직이 어떤 식으로 대응
할 것인지 기존 문헌을 살펴보자.
Prahalad(2004)는 구매력 창출, 고객욕구 실현, 판매접근성 제고, 그리고
현지 중심의 해결책 탐색을 제안하고 있다. 또는 BOP 시장에서 구매력 저
하, 시장변동성, 저렴한 노동력을 고려하여 현지에 최적화된 마케팅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Dawar & Chattopadhyay 2002). 분명한 점은 비영리조직
활용, 공동의 가치창출, 그리고 현지화된 역량 개발처럼 선진국 시장과 다른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하다(London & Hart 2004). Porter & Kramer(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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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는 제품/시장, 가치사슬 활동의 재정의 및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조성
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BOP 시장의 이중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반적 솔루션에 불과하다. 달리 말해 신흥국 BOP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BOP 시장에서 통합적
관점에 의한 상황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Jaiswal 2007; Kirchgeorg &
Winn 2006; Leung, Bhagat, Buchan, Erez & Gibson 2005; Porter & Kramer
2002; Smit et al. 2009; Subrahmanyan & Gomez-Arias 2008).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이중적 특성에 대해 기업도 양면적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BOP 시장의 유형과 조직의 가치지향성 정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전략
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에 따라 힌두스탄 유니레버와 네슬레 인디아는 경제적 이윤창
출을 우선하지만, 사회적 이해관계도 충족시키는 사례이다. 반면 아라빈드
병원과 그라민 은행은 사회적 효익 추구에 충실한 동시에, 경제적 이윤도
창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국 BOP 시장 유형과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에 따라 서로 다른 네 가지 전략 대안이 존재한다. 한편 생산자 시장에서
사회적 효익을 추구하는 적합한 인도 사례가 없는 관계로 방글라데시 그라
민 은행 사례분석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인도 BOP
시장의 유형과 조직의 가치지향성 정도를 다음의 2X2 모형에 사례기업을
도식화하였다. 다음으로 BOP 시장 진출전략에 따른 성공요인과 개별 전략
의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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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전략 제 비교
본고는 내부 기업 차원에서 조직의 가치지향성과 외부 시장 차원에서
BOP 시장의 유형을 결합함으로써 상황별 진입전략을 도식화하였다. 우선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소비자(Consumer) 시장에서 경제적(Economic) 가치를
지향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신흥국의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은 상황 특유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Delios & Beamish 1999; Meyer &
Peng 2005). 결과적으로 현지 시장에 적합한 역량개발을 통해 상황 특유의
역량이 축적된다(Meyer, Estrin, Bhaumik & Peng 2009). 달리 말해 기업은
제품시장지식(Product market knowledge)을 활용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이질
성에 대응할 수 있다(Khanna & Palepu 2010). 인도 BOP 시장의 구매력 수
준 저하, 소비자 욕구 파편화, 원거리 판매시장의 특성에 대응할 경우 로컬
시장에서 문제 해결 솔루션, 즉 마케팅 중심의 현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
표적으로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소량 단위 포장, 캡슐형태의 요오드 소금,
세탁 겸용 세안비누, 그리고 ‘샤크티 프로젝트’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주
었다.
둘째, 네슬레 인디아는 생산자(Producer) 시장에서 경제적(Economic) 효
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저소득소비계층을 단순히
소비자로 인식하는 한계를 탈피하고자 한다. 즉 빈곤을 완화시키는 과정에
저소득계층을 핵심 주체로 참여시킨다면 빈곤축소도 가능할 것이다(Simanis
& Hart 2006). 가령 네슬레 인디아는 낙농 클러스터에 축산농가를 참여시
키고 각종 기술, 자금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혁신 네트워크를 구
축하였다. 생산자 네트워크 구축에 비용이 들지만, 그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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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제품 구입으로 보상받는 ‘선순환’의 모범사례이다. 이처럼 원유, 카
카오 또는 커피의 경우 네슬레는 로컬 생산자의 협력을 유인하는 현지 직
거래방식으로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고품질 원두 재
배에 따라 커피농가의 실질소득 보장(Real Farmer Income), 원두 생산과정
에서 일정 품질수준 유지(AAA Sustainable Quality), 그리고 환경친화적 기
준을 통과한 커피에 대해 인증서(Rainforest Alliance)를 부여하고 있다. 특
히 생산자 네트워크에 비영리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로컬 클러스터의 평판
/명성으로 이어져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아라빈드 안과병원은 소비자(Consumer)를 대상으로 사회적(Social)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주로 빈곤층 환자를 유 ․ 무료로 수술하는 안(眼)
질환 전문 병원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진단, 수술 및 치료를 중심으로 백
내장 환자 진료에 특화된 소비자 시장을 목표로 한다. 아라빈드 병원의 성
공은 획기적인 비용절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성공적
으로 공략한 결과이다. 예컨대 안과 진료 프로세스의 분업화, 백내장 수술
방식의 표준화는 전문성 제고로 연결되었다. 또한 자체 오로랩 연구소를
통해 인공수정체를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준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대기시간 감소, 의료인력의 생산성 증대, 인공수정체 조달
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라인드 안과병원은 설립자의 확
고한 철학, 틈새시장의 선정과 공략, 차별화된 병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독
자적인 역량 개발과 축적으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성공리
에 추구하고 있는 병원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Producer) 시장을 중심으로 사회적(Social) 효익을 추
구하는 전략대안이다. 그라민 은행은 빈곤층 여성의 자립을 위해 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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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기인한다. 즉 빈곤층 여성
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대출금의 안정적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았다. 사실 그라민 그룹
은 은행, 이동통신, 전기(Grameen Shakti), 낙농, 의류, 의료보험, 신탁, 재단
등 수익 및 공익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창출하는 시너지도 상당하다. 가령
그라민 은행과 그라민 텔레콤은 ‘Village Phone Ladies’에서 농촌지역 여성
회원에게 선불제 방식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즉 빈
곤층 여성들은 자신이 임대받은 휴대폰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결국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그라민 은행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평판 또는 명성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라민 텔레콤처럼 각 계열사들은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결국 그라민 은행은 계열사를
활용하여 생산자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그라민 은행의 평판 또는 명성은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협력을 이
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령 덴마크의 Telenor, 프랑스의 Danone,
일본의 Uniqlo 등이 그라민 그룹과 직 ․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사례이다. 따
라서 농촌지역의 저소득계층으로 진입할 경우 현지에서 믿고 신뢰할 만한
비영리조직과 제휴관계에 참여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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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BOP 시장별 진입전략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1. 소결론
본 연구는 신흥국, 인도 BOP 시장으로 진출할 필요성과 기업의 대응전
략을 도출하였다. 즉 BOP 시장의 이중성에 대해 기업도 양면적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신흥국 다국적기업일수록 이율배반적 상황을 동시에
활용하는 양면적 시각(Ambidexterity perspective)이 요구된다(Luo & Rui
2009). 심지어 BOP 시장에서는 소비자, 생산자, 기업가, 다국적기업, 비영리조
직 및 정부 중 핵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가치창출(Co-cre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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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 원천으로 작용한다(Prahalad & Ramaswamy 2002 & 2004). 결국 기
업은 경제적 이윤뿐 아니라 사회적 효익 모두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진
지한 고민이 필요하다(Porter & Kramer 2002, 2006 & 2011). 따라서 소비자 ․
생산자 또는 경제적 ․ 사회적 이해를 절충시킬 수 있는 기업만이 빈곤감소
(Poverty alleviation)와 이윤창출(Economic profit)에 공헌할 것이다. 이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 내용을 소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 시장에서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는 것을 로컬 솔루션 탐색
(Local solution-seeking) 전략으로 부른다. 즉 BOP 시장에서 미충족된 요구
의 발견, 이에 대한 성공적 충족은 제품시장지식의 축적에 달려 있다. 가령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캡슐형태의 요오드 소금, 세탁과 세안을 겸비한 세탁
겸용 세안비누 출시로 현지 시장 욕구에 대응하였다. 또한 샤크티 프로젝
트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마을단위로 인적 판매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원
거리 농촌지역으로 판매망을 확장하였다. 결국 소비자 시장에서 경제적 효
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제품시장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글로벌 차원의 학습 능력과 역량은 로컬시장
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 시장에서 사회적 효익을 추구하는 니치 공략(Niche innovation)
전략은 틈새시장을 선정하여 혁신적 방법을 활용한 수익모델 구축이 급선
무이다. 예컨대 아라빈드 병원은 빈곤층의 백내장 환자들에게 혁신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과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회적 기업에도 불구
하고 이윤창출을 지속할 정도로 탁월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분
업화, 전문화 및 표준화 방식을 서비스 혁신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
이다. 가령 백내장 수술에 도입한 ‘컨베이어시스템’은 환자 대기시간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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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시에, 신속한 수술로 진료 회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소비자 시장에서 사회적 효익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틈새시장에 적
합한 효율적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절실하다. 또한 인공수정체
공급처럼 핵심 역량의 보유뿐만 아니라, ‘돈 버는 자선’처럼 무형의 평판
또는 명성의 확보도 중요하다.
셋째, 생산자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산자 클러스터 조성
(Cluster-building) 모델은 생산자들을 가치사슬활동에 통합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다. 원유, 커피 및 카카오처럼 생산자, 금융기관, 네슬레 및 비영리조
직이 참여하는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운영한다. 예컨대 네슬레
인디아는 모가 지역 낙농 클러스터를 통해 관개시설, 집유설비 및 냉장시
스템 도입에 자금을 지원하고, 위생 및 기술이전에 대해 집중적 교육을 제
공한다. 결국 구매, 생산 및 유통의 가치사슬활동에 축산농가를 참여시킴으
로써 고품질 원유 확보,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한다. 또한 생산자 직거래
방식으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함으로써 구매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얻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 시장에서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지별
로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생산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생산자 시장에서 사회적 효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공동체 가치 제고
(Community value)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라민 은행은 Micro credit 또
는 Micro finance, 즉 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을 지속가능한 수익모델로 만들
었다. 빈곤층 여성 대상 무담보 대출에도 불구하고 그라민 은행의 실제 대
출금상환율은 96%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여성
중심의 대출, 대출자의 강한 자립의지, 대출자들간 인적 연대, 자활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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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돋우는 그라민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농촌지역 빈곤층에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동반 발전을 모색한다. 가령 공동체 가
치창출을 위해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인프라 사업, 혹은 국가 대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결국 그라민 은행은 생산자 및
기업가를 참여시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
하고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BOP 시장의 유형과 조직의 가치지향성에 따라 시장 진입전략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저소득계층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보편적 접근법으로 성공할 수 없는 시장임을 알아야 한다. 즉 상황
에 따라 설립자 철학, 전사 전략 통합, 수익모델 창출, 현지 시장 지식, 제품
/시장 혁신, 클러스터 조성, 비영리조직 제휴, 또는 무형자산(평판/명성)의
적절한 활용이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할 것이다. 즉 저소득계층이
이중적 시장이라면 기업도 상황별 전략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과 사회적 효익 추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저소득계층을 소비자, 생산자 및 기
업가로 인식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가치사슬활동에 저소득소비계층을 적극 동참시키는 노력
이 요청된다. 다만 다국적기업은 사회적 효익 추구를, 사회적 기업은 경제
적 이윤창출을 좀 더 추구하려는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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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의 다국적기업들도 가까운 미래의 소비시장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일본계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아시아 신흥시장,
저소득계층으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선진국 중심의 일
방적 시각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흥국
저소득소비계층에서 제2, 제3의 신흥 경제대국(BRIC)을 찾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 절실하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으
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령 예비 시장조사를 통해 테스트 베드를
선정한 후 파일럿 프로젝트를 가동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례
기업 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러
다국적기업과 사회적 기업 대상 분석사례를 추가함으로써 BOP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계적 실증연구로 연결
될 수 있는 연구명제(Research proposition)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향후 성공기업뿐만 아니라 실패기업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을 통해 객관
성 제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신흥국 BOP 시장으로 진출한 한국기업 사
례들을 조사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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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도는 과거 계획경제체제에서 낙후된 후진경제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하였다.1) 그로 인해 외국기업은 인도 내
시장 접근이 어렵게 되었고, 인도기업들은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1) Bagwati, J.(1993), “India in Transition,” Oxford: Cl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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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기존의 인도 내에서
활동하던 외국기업들에는 1970년대 초 외국환관리법을 통해 보유지분을
40%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IBM, 코카콜라 같은 몇몇 기업들
은 지분을 인도기업들에 넘기고 1970년대 중반 인도를 떠났다.
1990년대 초반 경제자유화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한동안 인도 경제성장
의 성과는 기대만큼 못 미쳤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가 고도성
장 궤도에 오르면서 7~8%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경제자유화로
인해 인도기업은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의 인허가 위주에서 벗어나 경쟁과
감독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높은 성장기회를 갖는 반면, 과거의 보호막
으로부터 벗어나 경쟁에서 탈락할 위험 역시 존재하게 되었다.
경제자유화 이전에 인도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에서만 활동하였고 기
업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경제 제도 및 기관이 전반적으로 발달하지 못하
였다. 제도여건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은 이미 터전을 잡은
기존 기업과 달리 설립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인도기업들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전문 분야의 기업형태보다는 여타 다른 개도국에서처럼 상호
보완하면서 의존하는 다양한 업종을 거느리는 기업그룹의 형태를 보여주
었다.2)
경제자유화 이후 인도경제는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개방화, 외국인투자
자유화와 규제 철폐 등 수출촉진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기업활동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시장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인도 기업들은 구
조조정을 통해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2) Tarun Khanna, Krishna Palepu(2004), “The Evolution of Concentrated Ownership in India
Broad Patterns and a History of the Indian Software Industry,” NBER Working Paper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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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위해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업성장의 동력을 해외에서 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해외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
다3). 국내시장에서도 시장자유화에 따라 무역장벽을 낮추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국인자본투자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경제자유화 이후 기업환경이 변화되자, 경쟁력 있는 분야로 떠오르는 산
업은 주로 인도의 풍부한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해외시장 진
출을 염두에 둔 산업이다.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과거 자본력에 기반을
둔 기업과 달리, 창의적이면서 기술력을 활용하는 기업들이다. 또한 이 기
업들은 이전의 인도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기업그룹형태와는 달리 전문적
으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면서 매
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인도에서 이
러한 기업들은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인도 경제를 상징하는 기업으
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IT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약산업의 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보다는 국
제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특히 IT 소프트웨어산업은 높은 고용효과
와 수출로 인해 인도경제를 이끄는 대표적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1950~60
년대, 인도 제약시장에서는 인도의 제약기업들보다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주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1970~80년대로 접어들면서 제약분야의 자립을
다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아프리카, 동구권에 진출하면서 인도 제
약업계의 명성을 떨쳤고 그 후 선진국 제약시장에서도 복제약(generics)의
3) Ram Kumar Kakani, Tejas Joshi(2006), “Cross Holdings Strategy to Increase Control: Case
of the Tata Group,” Jamshedpur School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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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급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중남미, 동남아, 중국 등과 같은 신흥국에
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신약개발, 임상실험, 계약생산 등에서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21세기 새로운 인도경제를 상징하는 인도의 전문화 IT 소프트
웨어 및 제약 산업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 기업들이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국제무대로 진출하면서 성장하게 된 배경을 다룬다. 이러한 분야의 기업들
은 보통 초기 설비투자가 많지 않으면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한 분야에
만 전문화하는 기업들이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인도 전문화 IT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약산업에 속
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이론 및 배경, 전략과 성과, 인도 국내
타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인도 전문화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기업의 생성과
여건 변화
1. 인도 전문화 민간기업
근대적 인도 민간기업은 19세기 중엽 영국의 인도 통치가 본격적으로 진
행되던 시기에 인도기업들이 면화, 황마, 차 등을 가공 및 생산하면서 생겨
났다. 인도의 대표적 기업인 타타(Tata)그룹과 비를라((Birla)그룹은 19세기
중반 이후 설립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타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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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경우 영국 통치 하에서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최초로 섬유업에
진출한 이후, 이어서 호텔, 제철, 발전, 제지, 시멘트, 식용유, 항공 등 다양
한 분야에 진출하였다.
독립 후 인도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면서 민간기업의 활동
을 인허가제도로 규제하였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소비재산업과 경공업분야
로 제한되었고 중공업 및 기간산업 분야는 정부에서 세운 100여 개가 넘는
공기업에서 담당하는, 이른바 혼합경제체제였다. 그 기간 동안 인도 민간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기존 사업분야에서도 사업확장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은 끈질기게 새로운 분야 혹은 타 분야로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이어갔
다. 그 결과 인도 민간기업들은 개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그룹의 형
태, 즉 한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업그룹에 대해서 윌리암슨(WIlliamson, O. 1985)은 기업은
제도를 포함하는 기업환경에 맞추어 최적의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노동, 자본, 제품시장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시장과는 달리 인도, 브라
질, 멕시코 등에서는 기업의 활동여건이 불완전하고 경제활동에서 왜곡현
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시장의 기업들은 주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선진국 기업들과 달리, 기업들간의 상호 보완을 위해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한다고 하였다.4)
칸나와 팔레푸(Khanna, T. and K. Palepu 2000)5)는 기업은 처음 생성될
때 자본, 인력, 행정 등 여러 면에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데

4) Williamson O.(1985).
5) Khanna, T. and K. Palepu(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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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에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경
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 기업이 자본 및 인력을 지원해
새로운 기업을 출범시키는 것에 비해 단독적으로 기업이 설립되는 것은 어
려웠으며, 이에 인도기업들은 한 울타리(그룹)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해왔다고 설명하였다.
표 1-1.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제도적 특징 비교

특징

선진국

개도국 및 신흥공업국

금융

자본시장 발달, 금융규제와 제도가 잘 발 자본시장 미발달, 금융부문이 정부의 통
달되어 있음. 이자율이 자율적으로 결정, 제를 받음. 이자율 규제, 규제와 감시 미
금융 중계업자가 폭넓게 존재
비, 금융 중계업자 미비

생산

효율적인 법규, 생산정보 확산, 활발한 법규와 정보 확산이 미비, 소비자 보호가
소비자 보호
미진척

노동

유연한 노동시장, 유능한 노동력 풍부

정부규제 안정성과 성장지향적
집행

예측 가능

기업초점 전문화와 이익 위주 경영

노동 이동 경직, 노동조합 정치화
이념적 지향, 부패만연
예측 미비
분산화와 성장 위주

자료: Khanna, T. and K. Palepu(2000).

인도경제는 계획경제 하에서 폐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및 제
도가 잘 발달되질 않아서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기 어려웠다. 결국 새로운
기업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인력 등과 같은 요소들이 기업 외부로
부터 조달되어야 했는데, 당시 인도경제의 기업환경은 이러한 조달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들은 주로
기존 기업 내부에서 생겨났다. 생겨난 기업들은 점차 그 기업이 성장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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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후 별도 기업으로 출범되었다. 하지만 경제자유화 이후에는 경제여
건이 변화하고 성숙해지면서 차츰 경제자유화 이전의 기업들과는 차별적으
로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났다.6)
특히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 시장에서는 과거 기업그룹 소속 회사들이
아니라 선진국 기업과 같은 형태의 단독회사들이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바
탕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7) 현재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은
타타 TCS와 같은 소수의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인도 경제자유화
전후에서 생겨났으며 주로 IT 소프트웨어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전문회사
들이다. 인도 제약회사들 역시 경제자유화 이후에 출범한 기업들이 다수이
고, 대부분이 제약 한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

2. 인도 IT 소프트웨어기업
1980년대에 들면서 인도경제는 부분적 경제자유화로 산업생산율이 증가
하는 등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동안 인도가 소련으로부터 국제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받던 원유공급이 끊
기게 되었고, 인도경제의 재정적자 및 무역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인도경제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세계의 경제상황은 인도와는 다르
게 급변하고 있었는데 1990년에 들어서면서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
6) 이한상(2003).
7) 이한상(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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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해외의 다국적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해지자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인도와 같은 나라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개인용 컴
퓨터(PC) 및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더욱 좁아졌고 통신비용은 급
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개인컴퓨터의 보급은 인도 IT 소프
트웨어산업의 생성과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컴퓨터 보급에 따른
프로그램과 웹페이지 작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기술자가 필요하
게 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충분
한 과학기술 인력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도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인도의
과학기술인력 수요가 해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다국
적기업들이 인도인 기술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와서
공부를 마치고, NASA, Silicon Valley 및 저명한 IT 다국적기업에서 근무
한 인도인들의 우수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TI(Texas Instrument)사는 미국
본사에 근무한 인도인력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 인도의 IT Valley로 불리는 방갈로르에 지사를 설치하였다.8)
초창기 인도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외국회사의 IT 작업을 할 때, 바디쇼
핑(body shopping)이라 불리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단기비자를 받은
인도인 기술자를 해외의 고객회사에 보내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비자수속 등 절차도 복잡하고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
지만 1990년대 들어 인도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고객기업들과의 일

8) Far Eastern Economic Review(1999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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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통신혁명으로 인한 변
화였다.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인도 곳곳에 위성안테나가 설치되어 통신기
술들을 이용해 해외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자, 손쉽게 상
호간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인 기술자를 해외 수주기업
에 직접 보내지 않더라도 현지에 보낸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
다. 해외기업들이 인도 IT 서비스기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들 기업에 수
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도 IT 산업에서 본격적
인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 해외 다국적 IT 기업들은 방갈로르(Bangalore)를 인도 내 진출
지로 주목했는데, 이곳은 일년 내내 지속되는 온화한 기온과 깨끗한 환경
으로 인도인들이 선호하던 은퇴지 중의 하나였다. 방갈로르 인근에 기술학
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인력조달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수월하였다는
장점과 힌두스탄항공(Hindustan Aeronotics Limited)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저명한 인도 공기업들의 공장이 위치한 것 역시 진출지로 주목하는
이유였다. 방갈로르가 위치한 남부의 인도인들이 북부 인도인들에 비해 학
문 및 성격적으로 과학기술 지향이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갈로르의 IT Valley 성공은 인도 다른 주에도 큰 자극이 되었다. 인도
각 주정부들은 각 지역에 방갈로르와 비슷한 여건을 갖춘 IT 단지를 조성
하여 국내외 IT 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인도정부 또한 당시 어려운
전력사정과 외국과의 통신망 설치가 힘들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기업인 STPI
(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를 세워 IT 기업들을 지원하였다. 이
STPI는 인도 여러 도시에 IT 단지를 세워 지원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은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코임바토르, 뭄바이, 뿌네, 델리, 콜카타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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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여러 IT 기업들과 지사들이 진출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국영개발회사 아센다스(Asendas)는 방갈로르의 IT Valley로
의 성공 가능성을 일찍이 예감하였다. 1992년 인도의 타타그룹 및 카르나
티크주의 개발위원회와 합작을 통해 방갈로르 외곽 69에이커의 부지에 약
200만square feet의 International Tech Park(이하 ITP)를 건설하였다. 이
Tech Park는 여러 동의 건물에 현대적 시설과 위성통신시설, 쇼핑몰, 피트
니스센터 등을 갖춘 단지였다. 현재도 이 단지는 인도 IT 산업의 성공적인
상징적 건물로 운영되고 있다. 방갈로르의 성공에 힘입어 첸나이, 푸네, 나
그푸르, 하이데라바드에서도 방갈로르와 거의 같은 규모로 ITP가 세워져
운영 중이다.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은 1980년대 초 농업 위주의 인도 산업구조에서는 전체
산업비중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총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1998년 GDP의 1.2%, 2011년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총 876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왔다(표 2-1).

표 2-1. 인도 IT-Software 부문의 성장

(단위: 십억 달러)

가치

5년간
성장률(%)
평균성장
2010~11 2011~12 2011~12
률(%)
(E)
(P)

연도

2007~
08

2008~
09

2009~
10

전체 ITSoftware 매출

52.1

59.9

64.0

76.3

87.6

14.8

13.9

수출

40.4

47.1

49.7

59.0

68.7

16.4

14.2

내수

11.7

12.8

14.3

17.3

19.0

9.7

12.8

주: P: 임시, E: 추정
자료: NASSCOM(Economic Survey 2011. 12).

∙ 118

인도 전문화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기업의 성장연구: 해외시장 진출 및 전문화 기업 사례

2011년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직접 종사자 수는 약 280만 명이
고 간접 종사자는 890만 명으로 인도 최대 고용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9)
또한 1998년 인도 총수출(제품 및 서비스)의 4% 미만이었던 인도 IT 소프
트웨어산업은 2011년 690억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인도 전체 수출 총계의
2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도의 대외수출부문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부문이다. 1980년대까지 선진국 기업들은 회사 내의 관련 업무를 거
의 자체 인력을 통해 해결하였다. 기업 내에서도 주요 업무가 있는 반면 중
요도가 낮은 일이 있게 마련이다. 경쟁이 치열해면서 차츰 기업들은 중요
도가 낮은 업무를 외주로 주게 되었다. 마침 통신산업 및 인터넷이 발달하
면서 영어에 능숙한 인도인에게 이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되었다. 현
재 BPO 부문은 인도 IT 소프트웨어산업 고용 중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1년 전체 IT 수출 690억 달러에서 BPO 부문은 23%(약 160억 달
러)를 차지하고 있다.

3. 인도 제약기업
인도 제약산업은 1892년 영국통치 하에서 콜카타에 세워진 민간기업
Bengal Chemical and Pharmaceutical Works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1911년 제정된 특허법(Indian Patents and Designs Act)은 제약산업 전반에
9)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2011. 12), Economic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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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 특허법은 제품뿐만 아니라 제약과정에도
적용되었다. 이 시기 인도 제약시장에 진출해 있던 외국 제약회사들은 인
도 밖에서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혹은 벌크약)
을 수입해서 인도에서 제품을 생산했다. 반면 인도 국내회사들은 낙후된
제조기술과 특허법으로 인해 제약이 심했고, 그 결과 인도 내에서 비중을
거의 차지하지 못하였다. 인도 제약시장에서 다국적회사들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당시의 여러 보고서들은 인도 특허권의 80~90%가 외국인에
의해 등록되어 인도 제약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The Patent Enquiry Committee 1948~50, The Ayyangar Committee
1957~59)10)
1970년대까지 인도 제약시장은 여전히 해외 다국적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1950~60년대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생겨난 국영회사들이 단지 값싼
제약 원료 및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인도정
부는 국내 제약기업을 키우고 제약수입을 줄이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
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국내 제약기업에 유리한 특허법을 강구
하게 된다. 인도정부는 또한 당시 인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제약업체를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회사주식지분을 4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법안
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인도시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인도에서 철수하였다.
인도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여러 보고서의 건의를 바탕으로 국내기업

10) Ravi Kiran & Sunita Mishra(2011), “Research and Development, Exports and Patenting in
the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A Post Trips Analysis,” Eurasian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4(7), p. 54.

∙ 120

인도 전문화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기업의 성장연구: 해외시장 진출 및 전문화 기업 사례

육성 및 해외수입 감소를 위해, 1970년 The Patent Act를 발표했다. 이는 제
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조과정의 특허권만을 인정하는 법안이었
다. 이 특허법은 인도 제약회사들과 여러 정당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1970년부터 인도 제약산업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1995년 GATT를 이
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멤버가 되면서 인도는 WTO의 지적재산권
조항인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 TRIPs 조항은 모든 국가에서 제품특허보호를 규정하고 이와 아울러 관
세와 비관세조치들도 차츰 낮아졌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인 인도는 1995년
부터 2005년까지 TRIPs 조항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10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인도에서 제품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제품제조과정 특허만을 인정하는
1970년 특허법이 발효되자 Anji Reddy(1940~)－당시 인도 국영제약회사인
IDPL(India Drugs and Pharmaceutical Limited)의 직원이었고 나중에 DR.
Reddies Laboratories를 설립한－를 포함해 많은 종사자들이 등장하게 되었
는데 이들은 추후 인도 제약업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약화된
특허권과 인도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들은 수많은 민간 제약업체들을
성장토록 하였으며 그 덕분에 인도 국민들은 약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인도 제약회사들은 그 후 급속히 성장한다.
인도 제약산업의 시장규모는 1980년대 150억 루피(약 15억 달러, 10루피
/1달러) 규모에서 2010년 1만 61억 루피(약 201억 달러, 50루피/1달러) 수준
으로 증가했다. 현재 생산량으로서는 세계 3위(전 세계의 10%) 규모이고
가치 측면에서는 13위이다. 이와 같이 생산량은 많지만, 가치 측면이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인도인의 약 사용빈도가 낮은 것과 선진국과 비교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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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준의 저렴한 약값 때문이다.11) 1970년 제약회사의 수는 약 2,000개
에서 1995년 2만 4,000개 회사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API)
의 규모는 1965년 1.8억 루피에서 1995년 151.8억 루피, 약 배합성분(포뮬
레이션) 규모는 15억 루피에서 793.5억 루피로 증가했다. 인도 제약회사들
은 1980년대 말부터 특허기간이 지난 복제약(generic)을 본격적으로 수출했
는데 이 복제약들은 생산량이 많으면서 동시에 가격이 저렴해 수출이 급격
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기간 전체 제약 매출액에서 복제약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22%에서 1994년 24%, 2006년 32%, 2009년 50%
로 계속 증가하였다.12)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규정에 따라 인도는 2005년부터
과정특허는 물론 제품특허에 대해서도 20년 기간 동안을 인정해주어야 했
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제품특허까지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가 심했
으나 차츰 제품특허를 인정하는 것에 국내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어갔다.
CII(Conferation of Indian Industry), ASSOCHAM(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와 같은 경제단체들도 찬성으로 돌아섰다.13) 제품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1970년 특허법 하에서 번성한 대규모 제약회사들인
란박시나 닥터레디스도 이러한 여론에 따라 새로운 특허규정에 따라 수익
을 올리는 쪽으로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11) Sumit Gohshal(2011. 12. 11), “The 63,000 Crore Rupee Question”, Business India, pp.
58-63.
12) Uwe Perlitz(2008), “India’s phamaceutical industry on course for globalisation,” Deutsche
Bank Research, April 9, www.dbresearch.com.
13) Ravi Kiran & Sunita Mishra, Ibid, p. 55.

∙ 122

인도 전문화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기업의 성장연구: 해외시장 진출 및 전문화 기업 사례

제품특허를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과도기인 1996~2005년 사이에도 인도 제
약업계는 성장을 지속해 대체적으로 의약품의 자급자족을 달성하였다. 1996
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도 국내제약시장의 명목판매성장률은 매년 9%에 달
했는데 이는 그동안의 세계 연평균 7%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었
다.14) 인도 제약시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노령인구증가, 소득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생산 측면에서의 이유는 서방
에 비해 낮은 인건비에 따른 생산비용의 차이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96년 인도 제약업계는 세계시장에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5년에는 그 비중이 2%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인도 제약업계에 속한
회사는 약 2만 개이며 약 5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아시아에
서의 제약업계 비중은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순(전 세계 인도 13위, 한국
15위)이며 현재 인도인의 연간 개인당 약 소비는 10달러 수준이다. 2009년
한국의 시장규모는 약 18조 원이고 수출 13.9억 달러, 수입 38.8억 달러로
인도와 달리 커다란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15)
인도 제약시장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항생제(anti-infective)로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각각 약 10%의 심장혈관약
(cardio-vascular), 감기약(cold-remedies), 진통제(pain-killer)이다. 반면 흔히 문
명약(against civilization diseases)이라고 불리는 당뇨(diabetes), 천식(asthma),
비만(obesity)약과 일반약(life style)인 우울증약(anti-depression), 흡연금지약
(help to quit smoking), 주름방지약(anti-wrinkle formulation)은 크게 비중을

14) Uwe Perlitz, Ibid.
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뺷2010년 의약품산업분석보고서뺸,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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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지 않는다. 인도 제약업계는 약 7만 가지의 약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 제약산업의 성장요건으로는 인도의 높은 GDP 성장률과 인구증가
율, 중산층의 증가, 제약업계의 해외진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인도가
세계 제약업계에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은 인도의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풀
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인도는 매년 약 11만 5,000명의 석사와 1만 2,000명의
박사가 화학전공으로 졸업한다. 독일에서 매년 3,000명 석사와 1,500명 박
사가 졸업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수치이다. 게다가 인도 제약업계의 임금
비용은 유럽의 30%, 미국의 20%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인도 제약업계는
생산비용 측면에서 서구 유럽국가들에 비해 50% 더 저렴하다.16)

Ⅲ. 인도 전문화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산업 및 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중
이 높다. 또한 인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이면서 동시에 해외시장 의존도가 큰 산업이다.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초는 해외기업의 IT 산업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인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몇 기업들이 해외기업의 IT 관련
소프트웨어작업을 수주한데서 출발한 것이 현재 인도경제를 이끄는 주력산

16) Uwe Perlitz,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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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제약산업도 과거에는 인도 제약시장을 일방적으
로 다국적기업에 장악당할 정도로 미약했으나, 현재는 개도국 제약시장은
물론 선진국 제약시장에까지 진출하여 제약성분(Formulation), 원료의약품
(API), 복제약(Generic)을 판매하고 선진국 제약기업들과 같이 계약생산, 임
상실험, 연구개발 등을 상호 논의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1. 해외시장 진출 배경
계획경제기간에 인도는 전반적으로 자립경제 이념에 맞추어 수출보다는
수입대체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높은 관세 및 쿼터제로 해외로부터의
물품 수입은 제한하는 반면,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생산하는 것
은 장려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만, 홍콩, 중국 등의 경제개발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수입대체전략보다는 수출촉진전략이 효과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
었다.17) 그 사실을 깨달은 인도는 1990년대부터 시장개방정책 및 수출촉진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 인도경제의 총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으나 해외시장을 겨냥한 제약분야와 IT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은 커
다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 IT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진출은 초기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거
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유하는 내부자원, 즉 인력과 기술을 해
외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업의

17) P. Krugman & Maurice Obstfeld(2003), “International Economics, 6th Edition,” Addison
Wesley, pp. 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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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회를 국내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전략의 일원이었다.18) 인도
제약산업 역시 인도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제품가격 제한으로 국내시장 수
익이 제한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약에 대한 규제가
약한 아프리카 및 동구권지역에 우선적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점차 기술력
을 인정받으면서 선진국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인도 소프트웨어 및 제약 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하
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우선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은 당시 인도에서 IT 산
업이 발달하지 않아 거의 시장형성이 되지 않았던 반면, 외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에서는 IT 산업 붐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급작
스런 붐이 일어나자 서방국가에서는 이를 지원할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하
게 되었다. 또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던 시기, 밀레니엄 버그 문
제에 각국이 관심을 가지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IT 기술진
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소프트웨어작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논리 및 사고력을 요하는 작업
으로, 이는 일처리에 우수한 노동력을 요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그런데
초기 인도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임금은 미국인 기술자 인건비의 1/10보다
도 적었다. 따라서 인도 소프트웨어회사들은 인도가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
자의 풍부하고 우수한 저임금의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창출
을 계획하였다. 당시 보편적인 IT 기술은 인도인 기술진에게 교육 등을 통
해 알려져 있었으나 전문기술은 여전히 부족해 선진국 기업의 수주를 받아
일하면서 이를 IT-소프트웨어 기술획득의 기회로 삼았다.

18) 박대위, 구종순(2012), 뺷무역개론뺸, 유원북스, pp. 1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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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약기업들이 아프리카 및 동구권에 처음 진출하게 되었을때도 크
게 주목받게 되었다. 인도 약의 품질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과 같으면
서 약값이 저렴한 편이었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동구권에서 인도 복제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2001년 당시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제약업체
인 Cipla 회사가 미국에서는 연간 1만 2,000달러에 상당하는 수준의 에이즈
치료약을 300달러로 아프리카에 공급해 큰 논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약
은 세 가지 성분의 조합이었는데 이 세 가지 성분은 각기 다른 회사가 특허
를 가지고 있어서 특허권을 따르는 미국회사로서는 이 약을 300달러로 공
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약산업은 점진적 단계를 거쳐 성공적으로
해외진출을 하였다. 인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 전
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인도의 대표적 기업그룹이었던 아딧디
야 비를라(Aditya Birla)그룹은 당시 주력부문이었던 레이온, 비스코스, 아
크릴섬유 생산에서 인도정부가 확장계획에 인허가를 내주질 않자 해외로
눈을 돌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로 진출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국가들에서 인도에서와 같은 부문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생산시설을 세웠다.19)
경제자유화 이후에 아딧디야 비를라 그룹은 여전히 과거 전통을 이으면
서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알루미늄 기업인 힌달코(Hindalco)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다국적기업 알루미늄 기업인 캐나다의 알칸(Alcan)사
를 인수하고 노벨리스로 개명하였다. 아딧디야 비를라 그룹은 현재 성공적
19) N. Radhakrishnan, Raju Bist, Karthikeyan M., Sudipt Dutta(1997), “The Making of A
Birla,” Business India. (September 22-Octo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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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2011년 그룹 매출액 약 350억 달러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서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자유화 이
전에는 인도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산업 및 제약산업이 모델로 삼을 대상이 제한
적이었기 때문에 양 산업은 자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인도의 양 산업은 지금까지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양 산업에서 인도제품의 품질은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으면
서 납기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신뢰의 원칙을
살려 지금까지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 산업
이 이와 같은 비교우위를 살리는 데는 인도의 풍부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영어를 사용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경영진의 노력 등의 강점에서 비롯
된다.

2. 해외시장진출
가. 인도 IT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
1970~80년대 인도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못하고 있었던 배경에는 인도의
엄격한 외국환규제법이 있었다. 인도의 첫 IT 소프트웨어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타타 TCS도 원래 타타그룹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컴퓨
터 도입 및 관리를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인도정부의 엄격한 외국환 규제
때문에 컴퓨터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당시 미국 컴퓨터회사인 버
로우(Burrough)사를 통해 해외에서 컴퓨터 관련 자료처리를 수주하고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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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벌어들였다.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컴퓨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에 타타 TCS는 버로우사의 인도 판매대리점 역할을 하였다.
인도 IT 소프트웨어산업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IT 대표
회사 인포시스(Infosys)사의 대표 창립자인 나랴얀느 무르티(N R Narayana
Murthy)도 여러 인터뷰에서 초창기 소프트웨어사업을 할 때의 어려움으로
인도정부의 외환 규제로 컴퓨터 및 관련 장비를 제때에 구입할 수 없었던
것을 꼽았다. 하지만 1990년 초 경제자유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해결된
뒤에는 매출이 급속히 증가 했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당시 인도경제의 규
제는 엄격하였고 기업의 확장을 억누르고 있었다. 인도 IT 소프트웨어산업
의 붐은 인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가져다주었다. 초창기에는 인도
또한 컴퓨터 전공자가 적었기 때문에 수학, 과학 등 이공 관련 분야의 많은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산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인도 곳곳에 컴퓨터 관련
학원이 세워졌으며 이곳에서 교육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기술자로 배출되었
다. 대표적인 컴퓨터 교육업체 중의 하나인 NIIT는 그 후 소프트웨어사업
으로 뻗어나갔고 중국 등 해외의 컴퓨터 교육사업에까지 진출하였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부문은 인문계 전공자를 대거 소프트
웨어산업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영어를 잘하면 컴퓨터 전공을 하
지 않더라도 BPO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으며 일반회사의 2~3배 임금을 받
을 수 있었다. 이에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는 영어공부 붐이 일어났고, 인도
곳곳에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학원이 세워져 고등학교 졸업자나 영어에 익
숙치 않은 중소도시 출신자들이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현상이 생겼다.
지난 경제자유화 이전에 모국어가 영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인도 국민의
약 3% 정도였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10%를 넘어서면서 인도를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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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사용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 영향으로 인도 교육계는 더없는 인기
를 누리고 있다. 특히 인도교육은 대학에서부터 거의 전 분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데 전기, 전자 등 자연계열에서는 IT 소프트웨어산업이, 인문 ․ 사
회계는 BPO 산업 및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들이 고용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생동감 있는 교육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여러 민간
사립학교도 설립되어서 과거와 달리 교육도 사업의 일종이라는 인식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독립 후 인도가 겉으로는 비동맹을 표방하면서 친소련정책을 펴고 있을
때에도 인도 국민 대다수는 미국을 선호하였다. 특히 인도 학생들의 유학
희망국은 미국이 절대적이었다. 1965년 미국은 이민법을 완화하여 유학생
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직업을 얻고 미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이 17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해외이주
민들 중에서 미국사회에 가장 잘 정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이들 중
많은 수가 IT 및 제약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의 IT 소프트
웨어산업 및 제약산업을 연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해외거주 인
도인들이 인도에 있는 부모 및 친척에게 보내는 송금이 포함된 이전수지가
2010년 531억 달러로 같은 해, 경상수지 적자 817억 달러의 상당 부문을 메
워주고 있다.

20) Anoothi Vishal and Suman Tarafdar(2012. 3. 18), “Welcome India,” Business India, pp.
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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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인도 제약기업들은 1970~80년대에 걸쳐 다국적 제약업체들을 인도 제약
시장에서 밀어내고 점차 성장해나갔다. 그러나 당시 인도정부가 제정한 약
값 통제법(Drug Price Control Order)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
진출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말을 분기점으로 인
도 제약기업들의 수출이 수입을 앞서가기 시작하였다. 1996년 이후부터 인
도 제약업계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WTO의 TRIPs의 조항
에 따라, 제품특허권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개발자의 허가
없이 복제약 제조가 가능했기에 주로 복제약을 생산하고 수출하였다, 그러
나 제품특허권을 이행하게 되면서 이전의 복제약 생산 및 수출 위주에서
자체적 신약개발, 계약연구 및 계약생산으로 인도 제약산업의 중심이 옮겨
가기 시작하였다.
2011년 인도의 제약산업은 84.8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21) 미국,
서유럽, 일본에서 복제약시장이 급성장하면서 1996년 이후 수출이 연평균
22%씩 성장했는데 이는 당시 세계 제약수출 평균 성장률인 11%의 두배였
다. 또한 2006년 인도 제약산업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 또한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2011년의 수출은 84.83억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16.85
억 달러로 수출초과가 거의 68억 달러에 달하면서 엄청난 무역흑자를 이루
었다.

21) Ravi Kiran, Sunita Mishra, Ibid,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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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도 제약산업의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성장률)

수입(성장률)

무역수지

2006

31.84(30.2)

6.46(46.8)

25.38

2007

41.59(30.6)

7.01(8.44)

34.58

2008

50.78(22.1)

9.24(31.9)

41.54

2009

51.91(2.2)

10.97(18.7)

40.94

2010

66.76(28.6)

12.04(9.7)

54.72

2011

84.83(27.0)

16.85(39.9)

67.98

자료: 인도상무부, Export Import Data Bank.22)

인도 제약회사 수출시장의 80% 이상은 미국과 서유럽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국민들이 약값 지출 비용이 높은 것에 민감해짐에 따
라 인도, 중국,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복제약 수입을 허가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반면 과거부터 인도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신흥국인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인도 제약업계가 장기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포스트 Trips 기간(1995~현재)에 인도 제약산업은 그 이전과 비교해 양적
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TRIPs 준수로
인해 인도 제약기업들은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개발 지출이나 특
허등록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인도 제약시장은 또 다
른 도약을 경험한다. 과거 인도의 큰 제약회사들은 복제를 위한 성분 분해

22) http://commerce.nic.in/eidb/ecomq.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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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engineering)나 기존 지식 적용, 혹은 성분을 약간 조정하는 것에 대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를 했다. 2005년 TRIPs 준수 이후 인도기업들은 평균
매출액의 2%에 머물렀던 기존의 연구개발 예산을 평균 5%로 증가시켰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으로 원료의약품(API), 복제약(generic)을 수출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이들 국가에 약성분 검사신청을 위한 DMFs (Drug Master
Fillings)나 ANDAs(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s)를 신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Export-Import Bank India 2007).
인도 제약 협회(Organiz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ers)에 따르면 인도
는 미국 FDA에 원료의약품 수출을 위한 검사인 DMF를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이다. 또한 포스트 TRIPs 기간에 인도의 큰 제약회사들인 란박시나 닥
터레디스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했다고 조사되었다.23) 인도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을 포스트 TRIPs 이후 생존수단(survival kit)으로 여기고 있다. 그
들은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을 흡수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 외국
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기술제휴 대상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방향에서도 약 제조의 새로운 과정
개발 및 약성분 개발에도 힘 쏟고 있다.

3. 파급효과
인도 IT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약산업 모두 국내외적으로 인도를 대표하
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IT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을 대신해 서비스업
23) Ravi Kiran and Sunita Mishra, Ibid,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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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인도의 제조업은 인도가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 민
간기업을 억압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타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 2011
년 인도의 2차 산업의 비중은 약 28%로 중국의 40% 이상과 비교해 턱없이
작아 그로 인해 고용, 수출, 내수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행
히 IT 소프트웨어산업이 이끄는 서비스업이 고용, 수출을 주도하면서 인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회사 및 제약기업 중에는 해외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
한 회사도 다수이다. 소프트웨어기업 인포시스와 제약기업 닥터레디스 모
두 뉴욕주식시장에 등록되어 있다. 해외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이를 통해 해외자본을 조달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이를 통해 주된 고객인
해외 다국적기업들에 회사를 공개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기업 기준을 갖추
도록 함이었다. 인포시스는 나스닥 등록을 위해 회계 기준을 인도 내 기준
에서 국제표준회계 기준으로 바꾸었으며 회계감사도 저명한 국제회계회사
에 맡겼다.
인포시스가 회계부분을 이와 같은 국제 기준에 맞추고 나자 매출이 두드
러지게 달라졌고, 이에 인도의 다른 IT 기업들도 인포시스를 따라 회계부분
을 국제 기준 맞추는 기업들이 늘어갔다. 인포시스의 매출은 1981년 창립
후부터 1991년 경제자유화 시작 전까지 10년 기간 동안에 창립 당시보다
매출이 약 10배 증가한 160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매출이 1991년의 약 1,300배가 증가한 21억 달러에 이를 만큼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인포시스가 그동안 실행했던 기업의 사회
적 책임 강조와 회계의 국제표준 기준 채택 등이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포시스의 국제화를 이끈 인포시스 회장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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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yana Murthy는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저술가, 인터뷰어,
포럼강사로서 인포시스의 성장과정을 설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인도기업들도 자연스레 인포시스의 경영사례를 따르
면서 인도경영의 국제화에 공헌하고 있다.24)
인도의 대표적인 IT 기업 TCS, 인포시스, 위프로는 모두 자선단체를 세
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TCS는 타타그룹이라는 거대그룹
기업에 속해 있는 IT 회사이다. 타타그룹의 모기업인 Tata sons 주식의 약
3/2인 66%가 타타가문이 세운 여러 자선단체에 속해 있다. 또한 TCS를 포
함한 타타기업들은 회사이익의 3% 이상을 자선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인포시스 또한 회사 차원의 인포시스 재단을 설립하여 인도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또 다른 IT 기업 위프로
(Wipro)의 창립자인 Ajim Premji는 개인으로는 최대 규모인 약 20억 달러를
출원하여 자선재단을 세우고 인도 농촌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
한 일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예가 있었
다. 인도의 대표적 기업가문인 말와리 계통의 비를라그룹이 여러 교육기관
과 사원을 세우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다. 최근 인도기업인들, 특히
IT 기업인들에게서 보이는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모습은 인도에서 기
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제약업계의 명성은 또한 의료부문에까지 이어져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중동국가로부터 인도에서 진료를 받으러 방문하고 있다. 또한 간호부문에

24) N. R. Narayana Murthy(2009), A Better India A Better World, Pengui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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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영향이 이어져 인도인 간호사들이 미국 등 서방국가 및 중동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를 메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저렴한 약값을 통해 혜택을 본 것
은 처음에는 인도 국민이었다. 만약 인도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특허
를 그대로 인정해주었더라면 많은 연구개발비용이 들고 약값도 비쌌을 것
이다. 장기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약 개발의 특성상 인도 제약시장은
여전히 다국적 제약기업의 주무대가 되었을 것이고 인도 제약업계는 현재
와 같은 위상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이 선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대폭 약값을 낮추었더라도 많은 인도인들이 필
요한 약을 못 사고 고통을 당했으리라고 보인다.
인도 제약업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약들을 약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제
가 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구소련권의 국가들에 수출했다.25) 이러한 국
가들은 인도로부터 선진국에서 개발한 약과 같은 성분의 약을 저렴하게 수
입하였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결국 인
도 제약업계는 비록 선진국의 개발자에게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
았지만 인도 국민들과 인도 약을 수출한 제3세계 및 구소련 국가 국민들에
게 저렴하게 약을 공급함으로써 긍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인도는 치료약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바이오제약부문에서도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바이오제약부문은 현재 전 세계 제약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
하면서 앞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잠재약으로 구분되고 있다. 바이오제약
이 앞으로 화학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제약을 점차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25) Hemant N. Joshi(2003. 1), “Analysis of the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Pharmaceut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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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6) 다만 이 부문은 아직 선진국에서도 규제와
감독이 확정되지 않아 치료약부문에 비해 제품으로 출시되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고 따라서 비용 역시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인도 제
약업계의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닥터레디스 등 인
도의 대표적 제약기업들도 이 바이오제약부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27)

Ⅳ. 전문화 기업 사례연구
1. IT 소프트웨어기업: 타타 TCS, 인포시스 등
1990년 이후 인도 경제자유화 정책에 따른 자본 및 제품 시장 등 경제 전
반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여러 회사들이 국제적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타타 TCS, 인포시스(Infosys), 위프로(Wipro),
사트얌(Satyam) 등인데 이 회사들 중 타타 TCS만이 그룹회사 소속이고 나
머지는 소프트웨어분야 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회사들이었다. 타타 TCS는
타타그룹이 모회사로서 인도에서 가장 큰 IT 회사이면서 오래된 회사이다.
2011년 기준 매출 101.7억 달러, 순이익 22.0억 달러, 기업 종사자 수가 24.3
만 명에 달하는 거대회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IT-BPO 회사들

26) Export-Import Bank of India(2007),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Surging Globally,”
Ocational Paper No. 119, p. 13. www.eximbankindia.com/op/oplast.pdf.
27) Sumit Ghoshal(2012), “Mid-course correction, Dr. Reddy’s Laboratories is at a crossroad,”
Business India. (Januar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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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IBM, Accenture 등과 함께 전 세계 10위 안의 회사에 TCS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8) 반면 인포시스는 1981년 IT 기술진 7인이 창업한
전문 IT 회사이다. 2011년 기준 69.9억 달러 매출, 20.1억 달러 이익, 기업
종사자 수는 15.1만 명이다.
인도 소프트웨어회사들은 미국회사들처럼 크진 않으나 수익률은 보통
더 높은 편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보디쇼핑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명성과 신뢰를 쌓아 수출증가를 이루었다. 2000년도 미국
Fortune 500개 회사 중에서 약 185개의 회사가 인도와 거래하고 있을 정도
로 미국시장에 널리 진출했다. 인도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성공하게 된 이
유로는 흔히 낮은 인건비, 일상에서의 영어 사용, 기업가 전통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똑같이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소프트웨어산
업이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위와 같은 조건이 소프트웨어산
업 성공의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29)
인도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처음 시작한 TCS는 창립 당시 인도의 여러
제반여건이 부족할 때 기존 타타그룹의 자본과 기술, 전문경영인의 도움을
받았다. 반면 인포시스는 국외의 외부기관을 활용해서 성장하였다. 소프트
웨어산업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능력이 회사의 성공을 이끌어낸다. 인
포시스는 시장, 자본 등 인도 경제제도 내에 부족한 것을 해외에서 찾아냄
으로써 사업을 발전시켰다. 또한 인포시스는 외국 거주 인도인 기술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스톡옵션을 내거는 방안으로

28) Deborshi Chaki(2012), “At the Crossroads,” Business India, p. 57.
29) Daksesh Parikh(2011), “Drawing the Line- India’s IT and BPO industry readies for its
next phase of growth,” Business India. (Septemb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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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나스낙에 등록하기도 했다.
현재 TCS, 인포시스, 위프로 등 여러 인도 소프트웨어회사들은 인도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등록되어 시장이 회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정
보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윤리 또한 인도 다른 산업의 기업
들과 비교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화가
다른 분야보다 앞서 있으며 보다 나은 기업윤리를 유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인도의 소프트웨어회사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위직에 외국인이
많으며, 유명 다국적 회계회사들이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TCS
는 전 세계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2003년 진출하여 외국계
회사들의 IT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고, 위프로(Wipro) 역시 2007년 서울에
사무소를 세웠다.
가. 인도 IT 소프트웨어 ․ BPO 기업의 사업방향 전환
인도 IT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은 인도로 봐서는 드물
게 수출주도형 산업이면서 매년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산업이다.
또한 인도 IT ․ BPO 산업은 인도가 가진 풍부한 고급인력의 장점을 살리면
서 인도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두뇌집약형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들
어서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인도 IT ․ BPO 업계 역시 이전보다는
낮은 매출성장률이 예측된다.
인도의 소프트웨어업체 협회인 Nassocom은 인도 IT ․ BPO 성장률이
2011년 16%에서 2012년 1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포
시스(Infosys) CEO는 2012년 매출이 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13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이유로 세계경기 위축으로 회사들이 IT 관련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을 꼽
았다. 특히 회사 매출의 35% 가량을 차지하는 은행, 금융서비스 및 보험 부
문에서의 매출감소가 우려되고 있다.30) 또 다른 이유로 Nassocom은 최근
에 와서 인도와 아웃소싱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필
리핀의 부상을 들고 있다. 또한 인도 IT ․ BPO 매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기회복속도가 느린 점 역시 우려하고 있다.
인도 IT ․ BPO 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가 생겨났고 또한 세계 IT 시
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력 및 규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도 소프트업계의 현재 매출비중은 각 산업분야 서비스 컨설팅이 50%,
BPO 분야가 약 20%, 하드웨어 12~14% 그리고 소프트제품 및 엔지니어링
이 나머지인 15~16%를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업들은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인수합병의 방법을 통해 규모를 키우
고 있다.31) 최근 발표된 KPMG 자료에 의하면 2000~05년 152건이었던 인
도 IT ․ BPO 기업 인수합병이 2006~11년 654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32) 미
국 IT ․ BPO 회사 iGate사는 인도 뭄바이에 기반을 둔 IT 업체 Patni사를
2011년 12.2억 달러로 인수합병했고, BPO 사업이 주력인 인도회사 Genpact
사는 IT 서비스가 주력인 같은 인도회사 Headstrong사를 5.5억 달러로 인수
했다.
전문가들은 인도 IT 소프트회사들의 향후 전망으로 그동안 해온 규모 확
30) Parthasarathi Swami, Meenu Shekar and Namrata Choksey(2012), “In the Hotseat,” Business
India. (August 5)
31) 이명무, 김윤호(2010), ｢인도 IT 서비스 산업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연구｣, 뺷남아시아
연구뺸, 제16권 1호, pp. 51-75.
32) Deborshi Chaki, Ibid,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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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전문 핵심능력배양의 전략은 지속하되 현재 전 세계 경제 및 IT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인도 IT 산업모델이 해외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인도에서 개발하는 offshore모델이었던 반면 앞으로는 개발센터와 고객이 더 밀접하게 상호 소통
하는 쪽(중심 ․ 외곽 모델)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
을 쫒아 외국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CTS)사는 첸나이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7년 고객에 근접하고자
미국 뉴저지로 본사를 옮겼는데 이후 2011년 64.6억 달러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회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나스닥 및
S&P 지수에도 포함되고 있다.
또한 IT 서비스에서 컨설팅의 비중보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프
트웨어 제품개발을 위해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제품
시장은 현재 20억 달러 수준인데 2015년까지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더불어 인도 온라인 시장규모 역시 매년 18%씩 성장하고 있
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6.6%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다. 인도 온라인 시장
의 규모는 2015년까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국내 소프트웨
어 제품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33) 이에 따라 TCS는 국내 중소기업
을 목표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제품 iON을 출시하고 앞으로 5년
에 걸쳐 10억 달러 매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도 IT 대
기업들은 주로 선진국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포시스 회사는 매
출이 북미와 유럽에 각각 64%와 22%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지나치게

33) Ibid,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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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집중된 시장을 신흥국 및 아시아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2. 인도의 제약기업들: Ranbaxy, Dr. Reddies 등
인도 제약산업 규모는 2011년 약 220억 달러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인도
약값이 선진국에 비해 휠씬 저렴한 것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
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파이자 회사의 고지혈제인 리피토가 특허 만
료 전 약값이 4달러였을 때 인도에서는 같은 성분의 약값이 9~11루피(약
0.2달러)수준이었다.34) 지난 10년간 수백 가지 약이 특허 만료 후 복제약이
되었고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복제약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현재 인도 제약업계는 복제약 제조와 제약성분 제조, 해외개발제품의 임상
연구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인종적 다양성은 임상실험연구의 커다
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제약업계는 계약제품제조 및 계약연
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몇몇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의약성분 제조에 뛰
어들어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 인도 제약회사 란박시, 닥터레디스 등은 인도 제약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해외로 진출하여 성장하였다. 이 회사들이 복제약을 위
해서 개발한 제약방법도 나중에 해외시장에서 특허를 받았다. 란박시는 인
도를 대표하는 제약회사로 성장한 후(2011년 매출 18.1억 달러) 2008년 인
도 제약업계의 가능성을 높게 본 일본의 다이치 산쿄 회사에 매각되었다.
34) Sumit Ghoshal(20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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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치 산쿄는 2010년 매출 98억 달러로 전 세계 17위의 제약회사이다. 닥
터레디스(2011년 21.0억 달러 매출) 또한 복제약, 원료의약품 제조로 커왔
으며 최근에는 바이오제약에까지 진출하면서 인도 제약회사로는 처음으로
나스닥에 상장해 국제회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한국 제약회사들은 인도
로부터 제약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가. 인도 제약업계의 M&A: 대규모 회사 인수에서 중소규모 회사로의
확대
인도 제약산업은 현재 연평균 15% 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이 시
장의 70%, 다국적회사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제약산업은 인
도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소프트웨어산업과 함께 연구개발을 위주
로 교육받은 풍부하고 우수한 인재, 빠른 경제성장 및 대규모 시장, 해외시
장개척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인도 제약산업은 특성상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의 특허권을 포함한 기술교류 및 외국인투자가 절실히 요구
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이 약값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복제약
(generics) 사용을 허용하게 되자 인도 제약업계는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
국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복제약의 브랜드 열세를 만회
하고자 란박시, 닥터레디스 등 인도의 큰 제약기업들은 선진국 기업을 인
수하거나 연구개발회사를 세우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닥터
레디스는 2006년 당시 독일시장의 3.5%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독일
에서 네 번째로 큰 복제약회사인 Betapharm을 4.8억 유로에 인수하였다.
인도가 1995년 WTO 가입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하여 제품특허를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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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보호해주면서 그동안 인도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철수하였던 많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다시 인도시장에 돌아오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
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거대 소비시장,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비용, 신
약개발에 따른 낮은 연구개발비 및 임상실험비용의 저렴함 등을 인도 제약
시장의 장점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외국계 회사들은 인도 내에 자
체 회사를 설립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인도 제약기업들의 인수에 적극적이
다. 다국적기업들은 처음에는 인도의 대규모 제약회사 위주로 인수, 합병에
참여했으나 차츰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넓혀가고 있다.35) 외국계 제약회사가
인도 대규모 제약기업을 인수한 예로는 미국의 대표적 복제약회사인 밀란
사(Mylan Labs)가 2006년 7.36억 달러로 하이데라바드에 기반을 둔 Matrix
제약회사를 인수한 것이 있다. 또한 2010년에는 미국의 Abbott사가 뭄바이
에 기반을 둔 Piramal Healthcare사를 37.2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최근에는 외국계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같은 인도기업, 인도의 민간지분
투자(PE 투자, 사모펀드) 그리고 기관투자(QIP: qualified institutional placement)까지 다양하게 인도 제약기업의 인수에 참여하고 또한 대기업 인수
위주에서 중소기업 인수에까지 확대되고 있다.36) 2009년 프랑스 다국적 제
약회사 Sanofi-Aventis가 하이데라바드에 기반을 둔 백신 제조회사 Shanta
Biotech를 7.83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뭄바이에 기반을
둔 브랜드 영양제회사인 Universal Medicare를 연간 매출 약 11억 루피
(2,200만 달러)를 고려하여 매출의 4배 가량인 45억 루피(약 9,000만 달러)

35) Sumit Ghoshal(2011a), “A Silver Lining,” Business India, p. 76. (October 2)
36) Ibid,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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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수하였다. Universal Medicare는 산화방지제, 비타민, 미네랄보충제 등
영양제뿐만 아니라 관절염약, 골밀약, 간장약 등 40여 개의 브랜드약을 판
매하는 회사이다. 또한 이 회사의 강점은 이 회사 대부분의 약들이 인도정
부가 정한 약값 제한규정(Drug Price Control Order)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의 커다란 민간자본투자회사 중 하나인 ChrysCapital도 Ahmedabad
에 기반을 둔 제약회사인 에리스 생명과학(Eris Lifesciences)을 최근 인수하
였다. 2011년도에 20억 루피(약 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에리스생명과
학은 심장병, 당뇨, 소화제, 골밀도강화제 등의 70여 개 브랜드 약을 판매하
고 계약약품 제조도 한다. 에리스가 설립된 지 4년 정도밖에 안된 신생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거둔 것을 고려할 때 에리스의 인수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매출액의 4~5배인 80억~100억 루피(약 1.6
억~2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인도 제약회사 인수대상은 몇
년 전의 수십억, 수억 달러가 들어가던 큰 제약회사에서 최근에는 연간 매
출액이 10억~20억 루피(인수금액 1억 달러 전 ․ 후)인 중간 규모 및 그 이하
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Ⅴ. 결론
인도경제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폐쇄경제 하에서 경제성장률이 낮
고 경제 제도 및 여건이 후진적일 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하는 기업그
룹이 대체적인 인도기업의 형태였다. 그러나 경제자유화 이후 시장경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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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억압이 줄어들었으며 자본시장 및 고용시장을 뒷받
침하는 제도 및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인도기업들도 과거의 기
업그룹 모습이 줄어들면서 선진국 기업들처럼 전문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전문기업은 초기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해외시장을 주로
겨냥하면서 연구개발 비중이 큰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 산업에서 특히 두
드러져 보인다.
인도는 1960~70년대 수출지향적 시장경제체제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
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뒤이은 태국, 그리고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뒤
늦게 경제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무역수지를 가늠하는 인도 제조업의 수준은 국제경쟁력이
낮고 또한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중국의 40%에 훨씬 못 미치
는 28%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 적자상태에서 인도의 대표적인 수
출지향산업인 IT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약산업은 수입에 비해 커다란 수출
초과를 기록하여, 매년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메우는 데 커다란 기
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양 산업이 수출초과를 달성하고 인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배경에는 경제자유화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기업환경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통신혁명, 복제약 사용허가 등 해외에서 비롯된 수요확대와 인
도가 가진 풍부하고 유능한 고급인력 등 생산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IT 소프
트웨어산업은 1980년대 초 인도 경제에서 비중이 거의 없었는데 비해 2011
년에는 인도 GDP의 7.5%까지 증가했고, 제약산업도 총매출 220억 달러,
최근 연평균성장률이 15%로서 인도 경제성장률의 2배 가량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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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에서 IT 소프트웨어산업 및 제약산업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인도 경제발전의 선도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제2,
제3의 소프트웨어산업 및 제약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그러
면서 인도가 가진 풍부하고 유능한 고급인력이 계속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의 교육, 보건 등 여전히 열악한 인적 및 사회 간접자원에 특히 지속적
인 관심과 투자를 쏟아야 하겠다.
최근 미국 및 서방, 특히 EU 경제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IT 서비스분야의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인도 IT 소프트웨어는 성장률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도 IT 소프트웨어업계는 국내외 IT 기업의 인수합
병을 통하여 규모를 키우고 있고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또한 지금까지의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위주였던 것에서 소프트웨어 제품개발로의 확
대 및 방향 수정을 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커가는 인도 내 IT 서비스시
장과 함께 하려고 계획한다. 인도의 첸나이에서 본사를 미국 뉴저지로 옮
긴 후 세계적인 다국적회사로 성장한 Cognizant Technology Service(CTS)처
럼 인도 IT 서비스기업들은 고객과의 소통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에도 관
심을 두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도 인도기업들과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서로
복제약, 원료의약품, 임상실험, 계약생산 및 연구, 신약개발 등 인도 제약시
장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인도 IT 소프트웨어업계의 다양한 IT 서비스 개발능력을 활용하고자 삼
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연구소를
세우고 있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인턴실습을 인도기업으로 보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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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 인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인도 IT 인력과 영어보조교사가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인도 IT 기업인 TCS와 Wipro가 서울에 지사를 세우고 상호 IT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더욱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약부
문에서도 한국은 제약원료 등을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한국 제약업계
의 인도 진출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 제약업계의 관
심이 국제화보다는 주로 국내시장 위주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도 제약기업 Cipla는 2006년 한국에 지사를 세우고 한국 제약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외 닥터레디스를 포함 여러 인도 제약업체들이
한국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상응해 한국 제약기업들도 인도에
지사 설립, 바이오제약분야에서의 협력 강화,37) 인도 제약기업 인수 등 여
러 방법으로 인도 진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이번 논
문작성에서 인도 제약의 수출입 통계 등 1차적인 자료수집이 미진하였는데
이는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 외 논문 구성, 탈오자 등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37) 정무섭 외(2011), ｢인도시장의 부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CEO Information 793호, 삼성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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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도 금융시스템과 채권시장
1. 개요
인도에서는 1991년 전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서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로 은행부문의 규제개혁과 주식시장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채권시장에서도 낮은 저축률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자
금조달 수요 등으로 국채시장 규모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편
이나, 금융채를 포함한 회사채 시장규모는 열위에 놓여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 차원에서 채권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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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인도 은행산업의 경제규모 대비
자금공급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다. 2009년 말 현재 인도 은행들의 GDP 대
비 신용잔액비율은 75.2%로, 동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가
장 낮다. 개별 은행의 규모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성장을 구
가하는 국가의 위상과는 달리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위 그룹에 속하는
대형은행 수가 적다. The Banker誌(2012년 7월호)가 발표하는 세계은행 순
위(Tier1 자본 기준)에서 중국의 4대 은행이 모두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반면, 인도 은행 중 100위 이내에는 60위인 SBI(State Bank of India)가 유
일하다. 다만 상위 200위 은행 중 인도에서는 ICICI 은행, HDFC Bank,
Punjab National Bank, Bank of Baroda, Canara, Aris Bank 등 6개 은행이 포
함되었다.
반면 주식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1994년
NSE(National Stock Exchange) 설립을 계기로, 주식시장의 현대화가 급속도
록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시장규모의 확대나 유동성의 향상도 꾸준하게 진
전되었고, 시가 총액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 중 파
생상품의 거래액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도 금융시스템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큰 문제가 없는 반면
은행부문이나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불가피하여,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은행부문이나 회사채시장의 개선은 인도의 경

1) Oura(2008).

∙ 152

인도 채권시장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제정책에서 중요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장기 자
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현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회사채 시장육
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인도경제는 급격한 루피화 약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국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기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중앙은행은 물론 국부펀드,
연기금, 보험과 연금펀드 등 장기 투자자들이 인도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정부는 자국 통화가치 급락에 따른 리스
크를 최소화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인도의 채권시장 육성은 대외충격
의 완충역할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표 1-1.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 규모 비교

국내 신용
잔액

(단위: GDP 대비 %)

채권시장 잔액
국채

금융채

회사채

시가 총액

인도

75.2

37.3

4.6

1.6

197.8

한국

123.6

46.8

25.2

37.8

107.6

중국

138.4

27.6

15.1

8.9

68.5

홍콩

199.2

13.7

10.2

5.3

1,207.7

싱가포르

138.0

46.2

10.2

1.2

290.6

말레이시아

150.3

54.2

24.7

27.0

171.7

인도네시아

42.0

12.0

0.7

0.9

51.0

태국

123.6

52.1

0.5

18.2

87.1

주: 1) 국내 신용 잔액은 2009년 기준, 다른 통계는 2010년 기준
자료: WFE, BIS, Asian Bonds Online 등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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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인도의 인프라 정비와 기업의 자금조달 등 실물부
문의 성장을 지원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금융부문, 그 중 채
권시장의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1장
에서는 전반적인 인도 금융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인도 채
권시장 발전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았다. 3장에서는 인도 채권시
장, 국채, 회사채, 증권화시장, 기관투자자들의 구조와 개별 시장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4장과 5장에서는 과거 주요 신흥국 채권시장 육성
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으로부터 인도 채권시장의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하
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인도 채권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며, 대부
분 여타 신흥국에 비해 발전속도가 지체되고 있는 회사채 시장육성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고 있다. 우선 ICMA Center(2008)에 의하면, 회사채 시장발
전으로 얻는 이익 중 하나는 대기업의 새로운 자본조달 원천이며, 중소기
업도 자본시장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특
히 은행을 대체하여 새로운 자금조달이 이루어져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Raghaven and Sarwono(2012)는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발전 요인
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채시장의 성장은 회사채 시장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은행대출 중심의 자금조달형태는 회사채 시장발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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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 개방도, 주식시장 규모 등
은 회사채 시장과 관계가 낮은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인도시장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아니지만, 신흥국 성장과정에서 채권시
장의 발전은 실물과 금융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존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M. R. Chatu Mongal Sanakul(2000)은 기업에 채권시장이
은행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이 될 수 있으며, 위기상
황에서 선진화된 채권시장의 보유는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ihaljek et al.(2002)는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과 같이 회사채 시장의 선진화를 이룬 한 국가가 신
용위기에 직면하는 경우에 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
다고 설명하였다, Yoshitomai and Shirai(2001)는 채권시장이 효과적으로 작
동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기업의 투자가 기업가정신과 거리가 먼 단기투자에 편중되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국의 채권시장 부재로 해외로부터
차입비중이 높으면, 과도한 외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
고 있다.

Ⅱ. 인도 채권시장 발전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채권시장 성장의 의의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수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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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고성
장에 따라 인프라 정비를 중심으로 설비투자 수요가 확대하고 있어, 기업
이 장기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의 육성은 중요한 과제다.
또한 채권시장 발전은 다른 자금조달수단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아시아 채권시장은 평상시 기능을 비
교적 유지하고, 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위기 발생 직후 국채
나 회사채 발행에 신중한 움직임이 보였지만, 이후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대다수가 국내시장으로 회귀를 모색하
였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 도피처로서, 국내 금융자본
시장을 정비하는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IMF는 위기

그림 2-1. 아시아 채권시장 발행잔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1)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합계.
자료: Asian Bond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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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아시아 국가들의 은행대출이 억제되어, 대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확대
하여 회사채 시장이 은행부문의 완충(spare tire)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하
고 있다.
이처럼 위기 도래 시 해외로부터 자본유입이나 국내은행의 대출이 감소
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채권시장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인도에서
도 이러한 기능은 당연히 기대될 수 있다. 또한 해외기관투자가(FII)에 의한
국채 및 회사채 시장에 대한 투자범위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채
권시장을 정비하는 것은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동을 견디어낼 수 있는 시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인도의 금융채 및 회사채 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아, 시장확대를 위해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2. 채권시장 발전의 필요성
가. 금융중개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금융시스템 관계의 관점에서, 저축률 및 투자율
을 살펴보면, 그동안 인도는 저축과 투자 격차가 작고, 투자의 대부분은 국
내 저축에 의해 조달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저축 ․ 투
자 갭은 컸지만, 당시 경제성장은 주로 공공부문 투자에 의존한 바가 크며,
이는 국내외 차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적자 및 경상수
지적자가 확대되고,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은 1991년 금융위기를 초래
하였다.
이후 공공투자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지출의 확대로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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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저축률이나 투자율의 상
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1990년대 후반 경제성장률 저하요인이 되었
다. 2004년 재정책임 및 예산관리법(The 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 제정을 계기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이 가시화되었다. 공
기업의 저축증가도 공공부문 저축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투자만 감소하고 민간부문 투자가 급증한 결과,
투자에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경제성장은 민간
부문 투자에 의해 견인되었다. 따라서 성장의 동력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
문으로 이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부문은 경제개혁에 의한 효율성 향상
이나 비용삭감 등으로 기업수익이 급증하고, 내부 유보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투자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가계부문에서는 소득수준의
늘어나면서 저축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주택투자와 부동산투자가 증가했다.
가계부문과 함께 기업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저축률 상승의 결과로, 경
제 전체의 저축률 · 투자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투자 붐과 고성장으로 이어
졌다. 또한 경제개혁에 따라 투자여건이 개선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 향상
이 투자확대로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완화와
과잉유동성 하에서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의 자본유입이 확대된 것
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축률 및 투자율의 상승이 불가
피하다. 인도에서는 가계부문이 지속적으로 저축초과로 나타난 반면 기업 ·
공공 부문은 투자초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축을 투자로 중개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행신용의 GDP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은 저축으로부터 투자로 자금중개에서 은행부문이 충분히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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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부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서 가계부문의 금융저축을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표 2-1.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1950년대

1960년대

(단위: GDP 대비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
04년도

2005~
09년도

저축
가계
기업
공공

6.6
1.0
2.0

7.6
1.5
3.2

11.4
1.5
4.2

13.5
1.7
3.7

17.3
3.7
1.8

22.7
4.0
-0.8

23.3
8.2
2.7

계

9.6

12.3

17.1

18.9

22.8

25.9

33.2

투자
기계
기업
공공

4.7
1.9
4.6

4.9
2.9
7.3

6.9
2.6
8.6

6.8
4.5
10.6

7.4
7.4
8.5

12.1
6.8
6.6

11.8
14.0
8.8

계

11.2

15.1

18.1

21.9

23.3

25.5

34.6

저축 ․ 투자
가계
기업
공공

1.9
-0.9
-2.6

2.7
-1.4
-4.1

4.5
-1.1
-4.4

6.7
-2.8
-6.9

9.9
-3.7
-6.7

10.6
-2.8
-7.4

11.5
-5.8
-6.1

계

-1.6

-2.8

-1.0

-3.0

-0.5

0.4

-0.4

자료: RBI DB에서 재작성.

또한 금융중개나 자금배분의 효율성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저축률에
는 GDP 성장률, 인구구조, 금리수준 등 많은 요인이 영향을 준다. 인도의
저축률은 앞으로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금
융중개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고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은행
부문이나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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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자금 조달 수요의 확대
기업부문의 자금조달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 첫째, 1990년대 자금조달액 증가가 제한적이었다. 1990년대에는 내부자
금의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즉, 외부자금의 중요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은행차입과 주식발행의 비율은 상승한 반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이외의
차입비율은 저하되었다.
둘째, 2003년도 이후 투자 붐을 통해 자금조달액은 급증했다. 이에따라
내부자금 의존도는 다시 줄어들고, 외부자금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심각한 특수요인도 작용했다. 즉 같은
기간 중 내부자금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경기침체로 기업이익이 축소했기
때문이다.
외부자금의 추이를 보면, 은행차입 비율이 안정적이지만, 주식발행은 다
소 상승하고 있어, 절대규모에서 모두 급증하였다. 동시에 비은행이나 해외
에서 차입도 늘어났다. 회사채 발행은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지만, 2008년도
에는 차입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액이 전년 331억 루피에서
8.3배인 2,765억 루피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자금조달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해외신용이 위
축되는 동시에 대내외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2008년도 비금
융기업의 자금조달액은 전년 대비 13.3% 줄어들어 8.7조 루피가 되었다. 해
외로부터 자금조달(대외상업차입, ADR이나 GDR의 발행, 대외단기차입
등)이 36.9% 줄어든 요인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주식이나 CP 발행이 대폭
감소한 것 외에 은행신용이 5.3% 줄어들었다. 은행신용의 전년 동월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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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증가율은 2008년 10월 29.8%를 정점으로 급속히 정체되었다.
2009년도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2007년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는 국내
의 은행신용, 주식발행, 채권발행 등이 모두 확대됐기 때문이다. 향후 인도
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
되면, 기업들은 외부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화사채
시장의 육성은 인도의 자본시장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2-2. 은행신용의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비, %)

자료: CEIC.

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1) 공공부문
인도의 인프라투자 소요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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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금조달은 중요한 과제다. 제11차 5개년 계획(2007~11년도)에서는 투
자액 중 중앙정부 37.2%, 주정부 32.6%, 민간부문 30.1%를 부담하고 있다.
표 1-3. 제11차 5개년 계획의 인프라투자 자금조달방법

(단위: 십억 루피, %)

중앙정부

주정부

민간

합계

예산

2,000

4,447

-

6,447

내부자금

1,697

679

1,859

4,235

차입

3,959

1,584

4,337

9,880

합계

7,656(37.2)

6,709(32.6)

6,196(30.1)

20,562(100.0)

자료: Planning Commission.

인도에서는 재정적자의 제약이 커서 비생산적 지출의 축소를 도모하고,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부
문의 자금거출방법으로서 재정지출 이외에 신용보완, 공공금융기관에 의한
신용공급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부의 인프라나 배전 등 민간
부문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보완에 의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시켜서 민관제휴(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추진을 유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2005년에 도입된 viability gap funding2)이 있다. 이는 적격으로 인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는 도덕적 해이 회피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정하여, 자금의 15% 이상은 프
2) PPP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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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완성 후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금융기관에 의한 신용공급에 대해서 보면, 예전에는 개발 금
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규
모가 축소되면서, 인프라 정비를 위해 장기대출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IDFC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나 IIFCL(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imited)이 설립되었다. IIFCL은 2006년 1월에 자본금
300억 루피로 출범했는데, 2008년도 이후 IIFCL은 일정액의 정부보증부 비
과세채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IDFC 및 IIFCL은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간접대출
(refinance),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확약대출(takeout financing scheme), viability gap funding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3월 현재 IIFCL의 대출 잔액
은 2,130억 루피이며, 45.2%가 전력 관련, 40.8%는 도로 관련이다. 하지만
이들 금융기관은 공공성격이 강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금조달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해외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이나 각국 원조기관 등으로부터 공적 자금은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며, 민간기반으로는 직접투자, 해외기관투자가(FII: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에 의한 채권투자, 대외상업차입(ECB) 등이 있다.
해외로부터 자금도입은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운영이나 국내 금융시스템
정비를 실시하면서, 신중하게 자본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대외상업차입은 이중 불일치(통화와 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 규제완화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해외자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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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다양한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이다. 한편 인프라 관련 산업의 직접투
자는 다른 업종에 비교하면 투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화되고 있지만,
최근 유입액은 연간 50억 달러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

3) 민간자금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자금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PP 또는 이외의
형태로 민간자금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PPP 제도를 구축하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
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술했지만, 각국 사례로부터 보면 민간자금 도입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제의 정비(프로젝트 인가절차의 간략화 등), 신
용보완의 실시, 기관투자가의 육성 등이다.3)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민간자금의 30.0%가 주식, 70.0%가 차입에 의
해 조달되었다. 차입의 자금조달처는 은행, 비은행, 기관투자가, 해외금융기
관 등이다. 인프라 정비사업이 민간부문에 개방된 것은 1990년대 처음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간자금 조달의 중심이 된 것은 은행이다.4) 광공업부문
대출에 차지하는 인프라 정비 관련 대출의 비율은 2000년 3월 3.6%에서
2011년 3월에는 32.5%로 상승했다. 인프라 관련 산업에 대한 대출액은 2000
년도 724억 루피에서 2011년도에는 5조 2,661억 루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인프라 정비는 중장기적인 과제이며, 부채의 대부분을 예금에 의

3) 칠레는 인프라 정비를 위한 민간자금 도입의 성공사례로, 이는 주식 및 회사채 시장 정비와
함께 정부서비스의 전자화, 정책의 투명성, 통계정비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4) 1990년대에는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2000년 이후 점차 역할이 축소되었다. 또
한 국제적으로 최근 인프라 개발의 자금조달에서 은행의 역할은 축소하고 있어, 인도와 같
이 확대하는 사례는 드물다.

∙ 164

인도 채권시장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그림 2-3. 인프라 관련 은행대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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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년도 3월 말 기준.
자료: RBI.

존하는 인도 은행에서 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쉽고, 특정 부문에 신용
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은행이 인프라 정비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금공급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게 되므로, 향후 합병 등을 통한 대형은행 출범이
신용공급의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인프라 정비에 관한 자금조달에서 은행이 중심적인 역
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은행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① 2003년 이후 은행 등에 의한 인프라
대출(infrastructure lending) 정의를 명확하게 적시한 것인데, 이는 총자산의
75% 이상을 인프라 대출로 충당하는 전문 비은행을 인정하고, 비과세채권
발행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비은행에 은행이 대출할 경우에 리스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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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향조정하였다. ② 인프라 대출에서 단일차입인 등에 대한 대출액 제
한 완화, ③ 은행에 대한 인프라 대출 실시를 위한 장기채권 발행 인정, ④
IIFCL에 인프라 대출의 리파이넌스(refinance)를 인정, ⑤ 은행에 대해 인프
라 관련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면, 등급이 없어도 일정한 제한 하에 투자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잔존기간 7년 이상의 인프라
관련 기업채권에 대해 시가 평가를 면제하였다.
은행이나 비은행 이외 자금공급주체로는 보험사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
자가가 있다. 이들은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을 모으는 금융기관이며, 인프라
정비 투자에 적합하지만, 주로 국채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따
라서 인프라 프로젝트의 평가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회사채 시장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회
사채시장 확대로, 장기자금을 인프라 투자에 연결시키는 동시에 인프라 투
자의 리스크를 금융시스템 전반에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시장개혁이 추진되어, 회사채 발행잔액은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인프라 프
로젝트에 관련된 채권을 증권화하기 용이한 법적 정비 등도 필요하다. 그
리고 인프라 투자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CDS나 금리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5)

5) 2010년 7월 인도 중앙은행은 CDS 거래지침 초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0년 국채선물거래는
2009년 8월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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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 채권시장의 구조와 특징
1. 국채시장
가. 현황과 특징
국채시장의 정비 및 실제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이
다. 1980년대까지는 소위 금융억압 아래 국채는 인위적인 저금리에서 발행
되고 있었다. 또한 법정유동성비율(SLR: Statutory Liquidity Ratio) 규제에
의해,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한 국채 등의 강제 보유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이는 1989년 38.5%에 달하고 있었다.
1990년대 경제개혁 속에 국채시장에서도 입찰 발행의 도입(1992년), 발
행금리의 자유화, 유통시장의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1996년에는 프라이머
리 딜러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17개 사 딜러가 발행 입찰 참여나 유통시장
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3월 이후 공매 규제가 점차로 완화되어, 양 방향
의 가격제시를 항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해 9월 이후 중앙은행은 연
간 국채 발행 예정 수준을 사전에 발표하였다.
중앙은행은 기존 입찰에 참여해서 발행가격을 유도할 수 있었지만, 이는
2006년에 금지되었다. 국채와 지방채의 Repo 거래는 주로 시장과 중앙은행
에서 이루어져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단기금융시
장에서 운용수단이 되고 있다.
상대거래인 Repo 거래와 함께 2001년 민간부문에서 설립된 결제기관인
CCIL(Clearing Corporation of India Limited)을 통해 CBLO(Collateralized

1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Borrowing and Lending Obligations)라는 국채를 담보로 한 대차거래가 2004년
1월에 개시되었다. CCIL이 거래에 관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CBLO는 Repo 거래보다도 안전하다고 간주되어, 관련 거래가 급속히 확대
되고 있다. 이는 기관투자가도 참여할 수 있는 폭 넓은 거래이며, 자금의
주요 공급원은 투자신탁, 수요처는 은행이다.6)
프라이머리 딜러가 금리 리스크를 헤지하는 수단은 외국은행을 중심으
로 비교적 발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2009년 8월 거래소에서
10년 국채 선물거래가 개시되고 있어, 딜러의 비용축소에 기여하고 있다. 유
통시장의 거래방법으로는 2005년 8월 도입된 NDS-OM(Negotiated Dealing
System-Order Matching Segment)이라는 전자거래시스템이 시장참여자에게
호평을 받아, 거래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거래는 투명성이 높
고, 비용도 낮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채권거래의 매우 일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의 상황은 예외적이다. 한편, 국채의 결제는 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및 DVP(Delivery vs. Payment)에서 이루어지
고 있어, 다음 영업일(T+1)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과제
국채는 고정금리부 채권이며, 기간은 30년 물 채권까지 발행되고 있다.
최근 기간 10년 물 이하 채권의 발행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 국채 발
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에 29.5%에서 2010년도에는 37.3%으
로 확대되었다. 종목 수가 많지만 개별 종목의 규모가 작은 특징을 지니고
6) 다만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레버리지의 상승을 초래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 때
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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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향후 지표종목을 만드는 것이 과제다.
GDP 대비 국채 발행잔액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
다. 따라서 절대적인 규모는 국제적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다. 2010년 말
발행잔액은 약 23.3조 루피로, 단기국채 잔액은 약 1.3조 루피, 지방채 잔액
은 약 5.9조 루피로 구성되어 있다. 유통시장의 거래 회전율은 84.2%(2010
년 회계연도 기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아시아 국채의 회전율 비교(2011년 말 기준)
14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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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주: 인도는 2010년 4월∼2011년 3월 말 기준.
자료: CEIC, RBI, Asia Bonds Online 등에서 재작성.

다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일부 종목만이며, 거래의 50% 정도
가 10년 채권, 20% 정도가 5년 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채
의 보유자 구성을 보면 중앙은행, 상업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이 주요 투
자가이다(표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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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채 보유주체 구성비율 추이

(단위: %)

상업은행

중앙은행

보험사

연기금

금융기관

프라이머리
딜러

기타

2008년

56.2

7.2

21.8

4.4

1.4

0.3

8.6

2009년

60.0

8.1

21.0

4.8

2.2

0.2

3.4

2010년

59.1

10.4

20.8

4.9

2.6

0.1

2.4

자료: RBI DB.

향후 인도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위험(risk free)의 수익률 곡
선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채는 약간의 종목 정리는 이루어지고 있
지만, 규모가 큰 지표종목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불충분하다. 수익률
곡선의 확립은 회사채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채 시장의 확대를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불가피하다. 이에 국채의 강제보유제도가 유통시장의
거래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면도 있어, 시장정비의 관점에서 법정 유동성비
율의 추가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회사채시장
가. 현황과 특징
회사채 발행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모채가 차지하고 있다.
공모채는 각종 서류제출, 채권 발행형태 규제, 채권 상장 시 발행기관의 과
도한 정보공개의무 등의 규제가 존재하며, 발행등록제도는 정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공모채 발행은 동일조건에 비해 모집기간이 1개월에 달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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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업부문의 자금조달액 추이

주식

(단위: 십억 루피)

채권
공모

사모

합계

2000년

34

27

678

706

2001년

13

63

649

711

2002년

15

26

669

696

2003년

189

43

639

682

2004년

244

39

834

873

2005년

274

0

965

965

2006년

329

6

1,459

1,465

2007년

797

73

2,127

2,200

2008년

147

15

2,041

2,056

2009년

551

25

3,424

3,449

2010년

482

22

-

-

자료: SEBI, RBI DB.

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발행주체의 비용은 매우 높은 편이다.
사모채는 50개 사 이내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에
판매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작성 부담이 적고, 조건의 재협상도 용이하
게 실시할 수 있는 등 유연한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은 1일 내에 할 수 있
고, 당일 수차례 발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모채의 대부분은 은행에 의
해 구입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신디케이트론과 같은 경우도 많다.7) 2008년

7) 동아시아에서도 공모채와 사모채의 문제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공모채는 발행인
가에 3개월 정도가 필요한 반면 사모채(투자가가 적격기관투자가 19개 사 이내)는 1개월 이
내에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사모채 발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공모채
의 발행증가를 저해하고 있다. 사모채는 공개의무도 적어, 발행주체의 투명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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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모채의 상장이 인가되었지만 의무화되지 않아, 투명성은 부족한 편
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유동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유통시장에
서 거래는 AA등급 이상의 채권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 회사채 발행이 증가
하지 않는 큰 원인은 금융시스템이 은행 중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
업은 최근까지 정부계 개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은행대출과 사모채 발행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좌우한다.
① 은행대출 금리는 중앙은행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사모채 발행금리는
규제 외이며, 후자가 선택되는 요인이 된다.8) ② 은행을 통한 대규모 대출
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사모채 투자는 상황에 따라 용이하게 실행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모채는 다양한 이유로 은행대출의 대체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모채는 민간기업이나 은행과 함께 공기업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2005
년도까지 정부계 기업의 발행액이 민간부문을 상회하고 있었지만, 2006년
도 이후 역전되는 추세에 있다.9)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발행주체에서 차지
하는 금융기관의 비중이 매우 높다. 다만 최근 발행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기관 이외의 발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0)

8) 2010년 6월까지 최우대 대출금리(Prime Lending Rates) 제도가 존재하여, 이보다 낮은 금
리로 대출하는 것은 규제되었다.
9) 정부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일부는 실질적인 정부보증채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장엔진이 민간부문으로 이동하고, 민간기업의
신용능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10) 동아시아에서도 발행주체는 정부 관련 기업의 비율이 높고, 민간기업은 은행이나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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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주체별 사모채 발행 구성내역 추이

(단위: 십억 루피)

민간부문

공공부문

합계

금융기관

기타

소계

금융기관

기타

소계

2000년

133

98

231

262

185

447

678

2001년

160

126

286

174

189

363

649

2002년

95

156

251

204

215

419

669

2003년

126

62

188

265

187

451

639

2004년

210

148

358

255

221

476

834

2005년

265

147

412

392

161

553

965

2006년

484

334

818

521

119

640

1,459

2007년

883

414

1,297

562

269

830

2,127

2008년

606

351

957

656

428

1,084

2,041

2009년

1,436

905

2,341

569

514

1,083

3,424

자료: RBI DB.

발행주체의 등급을 보면, 2009년도 AA등급 이상이 84.6%(AAA등급
66.1%, AA등급 18.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CRISIL
(Credit Rating Information Services of India Limited, 1988년 설립), ICRA
(Investment Information & Credit Rating Agency Limited, 1991년 설립),
CARE(Credit Analysis & Research Limited, 1993년 설립), Fitch India(1996
년 설립), Brickworks(2008년 설립) 등 5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Fitch India
이외에 모두 아시아신용평가기관협의회(ACRAA) 회원이며,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등급을 책정하는 기관으로 SMERA
(SME Rating Agency of India Limited)가 있다. 또한 대출 관련 신용정보기
관으로는 CIBIL(Credit Information Bureau of India Limited)의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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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ompanies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
는 IOSCO가 1999년 발행한 등급기관에 관한 원칙을 따라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신용평가기관의 기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말부터 2008년 중반에 걸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회사채 발행규
정 정비가 이루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채와 사모채의 발행절차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공모채 발행에서 기존 2개 사에서 신용
등급을 책정하게 되었지만, 특정 1개 사가 더 우호적이다. ② 공모채는 투
자 적격이 아니면 발행할 수 없다는 제한이 폐지되었다. ③ 채권의 발행형
태(기간, 풋옵션이나 콜옵션 부여 등)에 관한 제한이 폐지되었다. ④ 사모채
발행의 필요서류 규제는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⑤ 2009년 5월 Simplified
Listing Agreement for Debt Securities가 설정되어,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기
업이 채권을 상장할 때 필요한 정보공개가 최소화 되었다.11)
시장인프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었다. ① 회사채는 국채시장
과 대조적으로 거래 대부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모든 회사채 거래에 관한 보고가 의무화되
었다. 보고는 BSE(Bombay Stock Exchange), NSE(National Stock Exchange),
FIMMDA(Fixed Income Money Market and Derivatives Association of India,
채권파생상품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2007년 1월 이후 거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② 거래소(BSE 및 NSE)에서 거래 플랫폼이 2007년 7월
개시되었다. 이는 거래가격의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③ 개인투자자의 참

11) 인도 재무부(2005)는 공모채 발행에서 정보공개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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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7년 4월 회사채 거래단위가 100만 루피에서 10만
루피로 낮아졌다. ④ 회사채의 청산 및 결제는 초기 거래자간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있었다. 2009년 12월
기관투자가간 결제는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Limited 또는 Clearing
Corporation of India Limited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 결제회사를 통해
RTGS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DVP도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결제는
T+1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⑤ 발행주체의 디폴트나 회사채의 등급 변경이
발생했을 때 발행주체에 의한 정보공개의무가 강화되었다.
CBLO 거래는 대상이 국채에 한정되기 때문에 회사채의 유통시장 정비에
는 Repo 거래의 도입이 큰 과제가 되고 있었다. 2009년 10월 중앙은행은 이
에 대한 도입을 밝히고, 2010년 초 회사채 Repo 거래에 관한 규정(Directions)
을 발표했다. 같은해 3월에는 실제 거래가 개시되었다고, 유통 시장의 거래
는 급증하고 있다.
표 3-4. 회사채 유통시장의 거래액 추이

(단위: %)

BSE

NSE

FIMMDA

합계

2007~08년

409.6

314.5

234.8

958.9

2008~09년

373.2

495.1

615.3

1481.7

2009~10년

533.2

1,519.2

1,959.5

4,012.0

자료: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DB.

회사채 잔고자료로 거래회전율을 추산하면, 2009년도에 115% 정도가 된
다. 2009년 동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회사채 유통시장의 거래회전율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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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20%를 제외하면, 일본을 포함하여 모두 100% 미만이다. 중국과 같이
인도에서도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어, 회전율 상승이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의 급속한 확대는 확실하며, 시장개혁의 효과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나. 과제
회사채 시장의 정비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
회와 중앙은행의 사이에 회사채시장 규제가 중복되어, 2007년 이후 이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회사채시장 대부분의 항목이 증권거
래위원회의 소관이 되었지만, 회사채의 Repo 거래는 단기금융시장거래의
일종으로, 현재까지 중앙은행이 관할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진 회사채시장 정비를 위해 정부에서 검토위원회
(High Level Expert Committee on Corporate Bonds and Securitization)가 설
치되어, 2005년 12월에 관련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시장정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진행상황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를 제시하고 있다. 인도의 회사채시장이 발전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다
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① 은행대출이 지배적인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점, ② 엄격한 자본거래 규제로, 해외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③ 회사채의 신용능력(상환의 확실성) 등에 대한 투자자의 신용이 확립되
어 있지 않아, 투자 규제로 인해 보험사 ·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나 개인투
자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④ 예금준비율(CRR: Cash Reserve Ratio)이나
법정 유동성비율에 의한 규제로 국채투자가 우선시되고, 국채 발행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회사채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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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은 유럽시장 등 해외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
행하기도 한다.

3. 증권화시장의 현황과 과제
인도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증권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거
래확대는 2000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증권화시장은
크다고 말할 수 없고, 증권화 자산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어, 증권화시장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2000년대 들어 증권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5. 국채 보유주체 구성비율 추이

(단위: 십억 루피)

ABS

MBS

CDO

기타

합계

2001~02

12.9

0.8

19.1

4

36.8

2002~03

36.4

14.8

24.3

2.3

77.8

2003~04

80.9

29.6

28.3

0.5

139.3

2004~05

222.9

33.4

25.8

26

308.1

2005~06

178.5

50.1

21.0

-

249.6

2006~07

234.2

16.1

119.0

-

369.3

2007~08

313.2

5.9

318.2

13

650.3

2008~09

135.8

32.9

364.4

11.6

544.7

2009~10

209.7

62.5

145.8

7.9

425.9

자료: Gopinath(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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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화 거래확대의 중심은 자동차대출을 중심으로 한 ABS(Asset Backed
Securities)이다. 2000년 이후 주택대출을 이용한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도 일정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기간이 장기 등의 이유로 증가
세가 제한적이다. 신용카드 채권의 증권화는 적은 편인데, 이는 카드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또한 인프라설비 등에 관
한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의 증권화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7년과 2008년 CDO(Corporate Debt Obligations: 기업대상 대출의 증권
화를 의미)가 급격히 확대했다. 다만 발행된 CDO의 대부분은 단일대출형
태를 증권화한 단순한 상품이다. 기업대상대출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권
화시장 규모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국가의 자산이 풍부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증권화시장은 확대될 수
없다. 향후 인도에서는 주택대출, 소비자 신용대출, 카드론 등에서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인프라 정비의 급증도 기
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증권화도 늘어날 것이다. 증권화 활용에 의해 투
자사의 요구와 일치하는 리스크와 수익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
고, 이는 투자층 확대로 연결된다. 현재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다양한 인프
라 설비에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의 증권화나 소액금융 관련 채권의 증권화
등도 나오고 있어, 자산의 다양화는 진행되고 있다.
증권화 거래를 주도하는 것은 은행, 비은행, 주택대출회사 등의 금융기
관이지만, 그 수는 한정되어 있다. 이는 투자자도 같다. 리스크 허용도가 높
은 투자자가 적기 때문에 제3자 보증이나 초과담보 등 다양한 신용보완수
단을 이용할 수 있어, 후순위채 판매는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미발달하여 다양한 증권화상품의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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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화 거래에 관한 규제를 관할하는 것은 증권거래위원회다. 관련 법률
이나 규제가 몇 가지 시행되었지만, 규제의 틀은 충분히 확립되고 있지 않
아,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12) 또한 증권화 거래에서 은행의 개입 폭이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일정한 규제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규제의 변
화는 증권화 거래의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만, 중앙은행은 건전성 유지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규제 변화가 거래확대를 억제할 수도 있다.
인도의 법체계는 영국법(common law)에 준거하고 있어, 특수목적회사
(SPV: Special Purpose Vehicles)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고, 이를 설립하는 것
이 용이하면서도 매우 유연하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SPV에 관한 과세상의 취급도 명확하지 않다. 증권화 거래에서도 인지
세의 존재가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증권화 거래에 따르는 자산양도의 필요
서류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만, 세율 등은 주별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양도
되는 자산액의 3~16% 정도다.
향후 증권화시장의 과제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권화에 대한 규제
강화나 정보공개 향상 등의 대응을 기반으로, 법 규제체계 정비, 기관투자
자의 육성,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정비, 세제의 간소화 · 명확화, 증권화시장
에 관한 자료정비 등이라 할 수 있다.

12) The Securitisation and Reconstruction of Financial Assets and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 Act가 2002년 시행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자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이
이루어진 것 외에 부실자산의 매매(2003년)나 표준자산(standard assets)의 증권화(2006년)
등에 관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2007년에는 증권화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인정하는 법률도
제정되었다. 같은해 4월 바젤Ⅱ와 일치하는 자기자본 규제의 취급이 채택되었다. 다만 합
성증권화(synthetic securitisation) 등의 복잡한 거래는 지금도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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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규제 당국은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은행 및 프라
이머리 딜러는 중앙은행, 보험사는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연기금은 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투
자신탁은 증권거래위원회다.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은 모두 법정 유동성비율 규제를 따르고 있다.
2011년 3월 현재 이에 대한 비율은 24%이며, 국채거래는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는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원인
이 되고 있다. 또한 국채가 시장에 매각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투자신탁
등 기타 투자가의 국채 보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나 연
기금은 회사채의 보유비율이나 등급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의 투자유형은 buy and hold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가. 보험회사
보험업은 국영기업 6개 사가 차지하고 있지만, 1999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에 의해 민간부문 및 외자에 개방되었다. 이
로 인해 보험사는 크게 늘어났다. 신설된 민간기업은 대부분이 외자기업과
의 전략적 제휴(JV)형태를 지니고 있다.
민간부문에 개방 후 보험업은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하고 있
다. 2006년 인도 보험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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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인도의 보험회사 현황(2011년 9월 말 기준)

유형

국영사

민영사

합계

생명보험

1

23

24

1)

2)

손해보험

6

재보험

1

0

1

합계

8

41

49

18

24

주: 1) 특수보험사(ECGC, AIC) 포함.
2) 순수건강보험사(Star Health & Allied Insurance Co, Apollo Munich Health Insurance
Co, Max Bupa Health Insurance Co), FY 2010에 등록된 L&T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포함.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년도.

표 3-7. 인도의 최근 5년 총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총수입보험료

성장률

세계시장비중

2005

25,024

-

0.73

2006

43,032

72.0

1.16

2007

54,375

26.4

1.34

2008

55,527

2.1

1.32

2009

65,085

17.2

1.60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년도.

보험침투율(penetration, 지급보험료의 GDP 비율)을 보면, 2001년 2.7%(생
명보험 2.2%, 기타 0.6%)에서 2009년에는 5.2%(생명보험 4.6%, 기타 0.6%)
로 상승했다. 최근 GDP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보험업의 성장률도
높은 편이다. 그 내역을 보면, 성장의 대부분은 생명보험에 의한 것이다.
그 중에서 연금형 상품도 늘어나고 있어, 전체의 25∼30%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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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생명보험료의 성장률(19.7%)은 2009년 개도국 평균(4.2%)이나
세계 평균(△2.0%)을 대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인도의 생명보험시장은 유
망하다고 평가된다.
표 3-8. 인도의 최근 5년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단위: 달러, %)

세계
구분

보험밀도(미국달러)
총

생보

인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미국달러)

보험침투도(%)

손보

총

생보

손보

총

생보

손보

총

생보

손보

2005 518.5 299.5 219.0

7.5

4.3

3.2

22.7

18.3

4.4

3.1

2.5

0.6

2006 554.8 330.6 224.2

7.5

4.5

3.0

38.4

33.2

5.2

4.8

4.1

0.6

2007 607.7 358.1 249.6

7.5

4.4

3.1

46.6

40.4

6.2

4.7

4.0

0.6

2008 633.9 369.7 264.2

7.1

4.9

2.9

47.4

41.2

6.2

4.6

4.0

0.6

2009 595.1 341.2 253.9

7.0

4.0

3.0

54.3

47.7

6.7

5.2

4.6

0.6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년도.

1인당 GDP가 낮기 때문에 보험침투율 수준도 낮지만, 이는 역으로 보험
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를 반영하여 보험밀도(인
구 1인당 지급보험료)에서 인도는 2009년 47.7달러이지만, 일본, 홍콩, 미
국, 싱가포르, 한국은 1,500~3,000달러(2006년) 수준이다. 생명보험업에서는
국영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LIC)의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 투
자자라는 의미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LIC가 2009년도 보험
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1%,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4%(2010년 3
월 말 생명보험사의 총자산은 13조 5,687억 루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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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타 보험에서도 국영 4개 사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8%에 달하고 있다. 2010년 3월 말 보험업에 의한 투자액은 12조 7,153억
루피이며, 그 중 생명보험이 94.8%를 차지한다. 또한 국영, 민간별로는 전
자가 81.5%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투자에서 2010년 3월 말 투자잔액 12조 516억 루피의 72.5%
를 차지하는 상품투자내용을 보면, 국채가 41.4%, 지방채가 15.7%, 주택 ·
인프라 관련이 8.3%, 주식 · 회사채 등이 28.2%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과 회
사채 등은 투자 가능한 증권의 조건이 지침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험과 투자를 조합한 계약자가 투자리스크를 부담하는 ULIP(Unit Linked
Insurance Policy) 상품은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 주식이나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채권시장에서 보험사의 기관투자가로서
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인도 생명보험사의 투자잔액 내역(2010년 3월 말)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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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기금
인도에는 많은 연금제도가 존재한다. 민간 조직부문(organized sector)의
대기업에서 피고용인은 EPF(Employees Provident Fund, 1952년 설립), EPS
(Employees Pension Scheme, 1995년 설립)라고 하는 2개의 사회보험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후자는 고용자와 정부
가 자금을 거출하는 것이며, 1999년 3월 기준 전체 노동자의 약 7%(2,310
만 명)가 가입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같은 기간 중 약 1,200만 명)은 부담
금 없는 연금제도가 존재하며, 1990년대까지 비조직부문(unorganized sector)에 속하는 중소 영세기업의 근로자는 노후보장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
황이다.
EPF나 EPS의 제도는 정부에 자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며, 투자
대상은 국채, 정부보증채, 정부계 기업이나 국영은행이 발행하는 증권에 한
정되고 있다. 예정금리는 10% 이상으로 설정되어, 실제 대부분이 정부계정
그림 3-2. 인도 EPF 등의 투자잔액 내역(2010년 3월 말)

자료: Employees' Provision Fund Organisati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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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EPF와 EPS에 대한 정부계정의 존재는 실질적
인 재정부담을 의미한다. 2010년 3월 말 현재, 이들에 대한 투자잔액은 약
4조 루피로, 투자대상의 큰 변화는 없고, 현재 예상금리는 8.5%가 되고 있다.
연금제도개혁은 정식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체의 12~13%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1월 새로운 연금제도(NPS: The
New pension System)가 도입되어, 군대 이외의 중앙정부서비스에 종사하는
신규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2009년 5월 가입자의 범위가 국민 전체로 확
대되었다. 가입은 임의지만, 이는 사회보장제도 상 중요한 단계라 말할 수
있다.
현재 NPS에 가입한 중앙정부 공무원은 110만 명을 넘고,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700억 루피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이미 27개의 주정부가 직원에게
NPS를 적용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NPS 적립금 계좌의 개설 금융
기관(points of presence)의 확대나 가입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NPS는 확정거출형이며, 연금액은 완전
시장연동이다. 투자방법에는 다양한 선택사항이 존재하며, 매우 유연하게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2월부터 인출 가능한 부분(Tier
Ⅱ)의 운용도 개시되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6개 사의 운용담당회사
(Pension Fund Managers)가 민간기업 근로자로부터 부담금을 운용하기 위
해 규제당국을 통해 지정되고 있다.13) 또한 공무원의 부담금 운용을 위해

13) UTI Retirement Solutions Limited, SBI Pension Funds Pvt. Ltd.,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Company Ltd., IDFC Asset Management Company Ltd., Reliance Capital Asset
Management Ltd., Kotak Mahindra Asset Management Company Ltd. 등 6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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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가 지정되어 있으며,14) 후자의 운용자산은 320억 루피를 넘고 있다.
NPS의 운용은 주식, 회사채, 국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가입자는 3
개의 조합을 선택한다. 주식은 운용자산의 50% 이하, 인덱스펀드(인덱스는
BSE Sensex 또는 NSE Nifty 50)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사채는 발행
주체나 등급 등에 의해 운용대상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산의 편
성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연령에 따른 자동선택비율이 결정되어, 35세 이
하에서는 주식, 회사채, 국채가 50%, 30%, 20%, 55세에서는 10%, 10%,
80%가 된다. 인도인구의 연령 구성은 젊기 때문에 향후 포트폴리오에서 주
식이나 회사채 비중이 비교적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보험업이나 연금제도에서 시장원리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고, 경쟁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채택하는 유인이 부족하다. 보험업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격화나
연금제도 개혁이 가속화되면, 회사채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위해 투자규제의 완화도 불가피하다.
다. 투자신탁
인도의 투자신탁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2010년도 자금유입액에 차지
하는 민간 투자신탁회사의 비율을 보면, 민간 78.2%, 정부계 13.0%를 차지
하고 있다. 인도의 투자신탁업은 1963년 중앙은행에 의해 UTI(Unit Trust of
India)가 설립된 것이 시작이며, 민간부문이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1993년

14) UTI Retirement Solutions Limited, SBI Pension Funds Pvt. Ltd., LIC Pension Fund Ltd.
등 3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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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투자신탁잔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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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BI.
그림 3-4.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신탁에 의한 채권매매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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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BI.

이후지만, 시장확대에 따라 현재 민간의 투자신탁회사가 지배적이다.
상품의 투명성 개선도 모색되고 있어, 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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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화나 광고 시 주의사항 규정 등이 실시되고 있다. 2011년 3월 말 잔고
를 종류별로 보면 채권펀드 등이 62.3%, 주식펀드 등이 33.0%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신탁은 채권시장에서 중요한 투자가이며,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투자신탁의 최대자금 제공자는 일반기업이다. 일반기업은 단기자금
관리를 위해 투자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펀드도 단기금융시장
(money market)펀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투자신탁은
buy and hold 형태의 투자가에게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될 뿐 투자대상
은 단기채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3-5. 투자신탁 순자산액의 고객별 비율(2010년 3월 말)

자료: SEBI.

라. 해외투자자(FII)
FII의 자격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인, 일반기업, 헤지펀드 등
에 대해서는 자격을 심사하지 않는다. FII는 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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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별로 계좌를 등록하게 된다. 투자의 중심은 주식이나 주식 파생상품이며,
채권은 아니다. FII는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행동에 관한 보고를 매월 시행
해야 한다.
채권투자는 전체 투자범위가 정해지는 동시에 FII별 투자상한액이 할당되어
있다. 한편 주식투자는 출자비율 상한(많은 기업들이 24%)이 있지만, 금액제한
은 없다. FII는 급증하고 있어,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FII는 일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스타일도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기간도 장기에서 단기까지 다양하다. 뛰어난 투자기술과 다양한
투자수단을 보유한 FII를 불러들여, 시장발전 제고나 유동성 개선을 촉진시
킬 수 있다.

Ⅳ. 주요 신흥국 사례로 본 인도 채권시장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1. 한국
한국의 채권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투자자
의 신뢰와 투자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채권보증제도를 발전
시켰다. 이에 따라 1972년 한국투자공사(KIC)는 채권보증기관으로 지정되
었다. 대한보증보험은 1978년 채권 보증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 1989년 한국보증보험이 설립되어 개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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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나갔다. 국채 보증제도는 은행과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명시적인 보
증을 포함시켰다. 1980년대 은행들은 모든 보증채권의 50% 이상을 차지하
는 주요 보증기관이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1980년대 고성장 속
에서 저위험 ․ 고수익이라는 사업특성으로, 회사채 보증사업에 진입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기업파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채권보
증기관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보증기관들은 외환위기 이전 민간
부문의 채권보증기관들이 보증채권과 관련한 위험을 파악함에 따라, 보증
기관들이 떠안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일
부 기관에서는 채권보증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더 많은 수수료를 제시하였
다. 이는 1997년 이후 한국 채권보증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채권보증제도와 관련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는 인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도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채권보증제도 실패사례를 되풀
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신용평가시스템, 신용제고,
회사채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등의 중요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일본
일본 채권시장은 1985년까지 규제가 심하여 발전수준이 낮고, 주로 은행
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회사채 발행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발행절차의 단순화, 사모(private placement)
의 규제완화, 3개 신용평가기관의 통합, 이중통화채(dual currency bond)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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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수수수료의 축소 등이다. 회사채 시장의 발전은 1990~93년간 회사채
자금조달 상한 철폐 이후 본격화되었다.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시장의 합리
적인 정비는 은행의 회사채 시장에서 영향력 축소에 기여했는데, 회사채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은 1985년 40%에서 1989년에는 0%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JASDAQ 시장의 성장은 투자자에게 회사채 거래에 관심을 촉발시
켰다. 또한 회사채 시장의 발전은 1980년대 후반 선물과 옵션시장의 도입
이 기여하였다. 선물과 옵션시장의 발전은 회사채 발행가격 책정, 전면적인
가격 예시 메커니즘의 설정을 촉진하고, 경매 메커니즘은 효율적인 발행시
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Endo(2002)에 의하면, 인도와 같은 신흥국은 일본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건전하고 역동적인 국채시장은 회사채
시장의 발전에 중요하다. 둘째, 회사채시장의 발전은 은행시스템의 발전을 보
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채시장은 세계경제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3. 브라질
최근 브라질 금융시스템의 형태는 1976년 증권거래위원회 설립에서 시
작되었다. 1980년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가 단행되었고, 이들 조치
는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분리와 관련되어 있다. 선물과 옵션 거래는 1979년,
파생상품거래는 1980년대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안정화 조치들이 단행되고, 2000년에는 ABS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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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회사채시장은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와 같은 아시아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인도에 교훈을 주고 있다. 브라
질 뮤추얼펀드시장의 성장은 가계저축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2003년 브라질 뮤추얼펀드는 자산운용시장에서 1,500억
달러 규모(GDP 3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채권시장 안정화와 발전에 기
여했다.

4.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회사채시장 성장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
을 발견했다. 지난 10년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 또는 이슬람법인 샤
리아에 근거한 금융 Shariah Compliant 채권 등에서 급성장하였다. 고정금
리부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이슬람 채권은 이슬람 법에서 금
지하는 이자 지급과 유사한 자산수익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
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슬람 채권은 중동국가의 투자자는 물론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슬람 채권의 발
행은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10개년 자본시장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말레이
시아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도되었다. 2016년까지 외화로 운영된 takaful(이슬람보험)과 국제적인 은행으로부터 거둔 소득이 은행에 세제면제혜택
으로 부여된다. 이슬람채권은 2004년 민간채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말레이시아에서 절대 기준 채권의 발행규모는 2005년 270억 달러(GDP 대
비 19.6%)에서 2010년에는 640억 달러(GDP 대비 27%)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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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이 인도에 주는 시사점은 채권시장에 투자자를 유
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채 발행은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투자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인도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자사 회사채 투자가 인도의 인프라 투자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여건을 조성하여, Swadesh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투자되고 있는 우체국 저축계좌나 유사한 안전투자를 회사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유럽의 경험과 같이 Swadesh나 국가
발전과 관련한 채권들은 리스크 회피 기관투자자보다는 일반 국민에게 낮
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협소한 자국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기업의 자국 내 발행
을 촉진시킴으로써 회사채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달러화 기준 싱
가포르의 국내 발행액은 2009년 16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 1/4
이 해외기업들이다. 이는 해외투자자가 해외에서 투자하는 것을 기피한 실
질적인 문제로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많은 해외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채권을 발행한 많은 요인들이 있다. 법
적 혹은 제도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규제는 실질적으로 없으며, 대부분 공시
문서는 단순하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시장은 비용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니
게 되었다. 2009년 채택된 규제조치들은 이를 촉진하게 되었는데, AAA등
급 싱가포르달러 채권, 초국적 및 정부 지원 회사채 발행은 싱가포르통화
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산하기구의 보증 하에 승인되었
다. 은행들은 싱가포르 국채와 같은 동일한 haircut을 적용받아 규제 유동자
산 등의 취급이 허용되었다. 싱가포르달러 채권시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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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한 이후 2009년 총 1.4조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초국적 채권 발행이 이루
어졌다. 결국 해외발행자들은 국제금융센터로 싱가포르의 위상에 높은 참
여유인을 갖게 된다.
싱가포르 사례가 인도 채권시장 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협소한 투자
자 기반에 해외투자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인도는 싱가포르와
유사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회사
채 투자한도를 1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늘렸다. 하지만 해외투자의
투자한도 제한은 해외투자가 인도로 유입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실
제 인도정부는 현 제도 하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신청을 모니터링하였
고, 2011년 8월 말 250억 달러의 투자상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는 1.1
억 달러에 불과했다. 투자상한제도는 3년간 변경이 없을 예정인 상황에서,
현 제도 상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저해하는 조건에 관한 의문도 존
재한다. 인도정부는 이를 일부 수정하였지만, 단순한 공시제도와 세제요건
완화와 같은 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채권시장의 현황, 구조 및 주요 신흥국의 채권시장 사례 등을 살펴보
았다. 2000년 이후 인도의 경제성장은 저축률과 투자율의 급상승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고성장과정에서 기업부문의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외
부자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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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금융시스템 보완을 가속화하며,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의 인프라 정비는 대규모 자금수요가 필요하기 때문
에 민관제휴를 통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인도 채권시장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자금조달수단의
부족, 특히 회사채시장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의
변동속에 국제금융시장 안정 시 인도와 같은 개도국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확대되므로, 국내 은행대출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자금조달수단으로, 채권
시장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인도는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국채 발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국채시장이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곡선의 확립,
유통시장 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정 유동성비율 규제의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개선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투자자의 다양화나 회사채 시장의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채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르는 자금수요나 시장정비의 노력을 배경으
로 확대되고 있지만, 발행되는 회사채의 대부분은 사모채가 차지하고 있다.
사모채 중 성격이 은행대출과 유사한 것도 많다. 향후 공모채와 사모채의
발행규제 차이를 절감하고, 공모채 발행의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또한 다양한 시장인프라 정비나 인지세 등 세제의 문제개선에도 주
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프라 정비와 관련하여 증권화 거래의 규제 범위
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채권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육성도 커다란 과제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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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본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투자자의 비중을 제고해야 하겠지만,
이는 자본흐름의 확대에 따르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
가 있다. 기관투자자 중에는 내부적으로 생명보험사나 연기금의 역할 확대
가 기대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와의 연관성이 높은 생명보험사나 연기
금 등에서 보수적인 운용형태가 잔존하고 있고, 신용등급 등에 의해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규제도 남아 있다.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채권시장 육
성에 기여할 것이다.
각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채권시장의 성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
고, 인도는 해외로부터 포트폴리오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인도 정책당국은 과거 한국, 일본 등의 채권시장 성장을 촉진
하는 대응을 참고하여, 기관투자자 육성과 외국인투자자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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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거버넌스 형성주체들의 신뢰를 강조하는 “민
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 평가한
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기업능력(corporate ability)1)의 강화와 지역사회
의 발전을 넘어서 국가이미지 제고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CSR
* 본 연구내용의 일부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허가 하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뺷국제지역연
구뺸 2012년 가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1) 기업능력(corporate ability)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운반, 서비스 제공 등에서 보유하고 있
는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다(Beren et al.
2007,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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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방향 모색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CSR에 대해서는 논의주체별로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어왔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과 사회의 공생관계를 성숙,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의 행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WBCSD)는
“직원, 가족, 지역사회, 사회 전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로, 유럽연합(EU)은 “기업의 책
임 있는 행동이 비즈니스로 이어진다는 인식 하에 사회와 환경에 관한 문
제의식을 사업활동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주적으로 취하는 행동”으
로 정의하였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에 CSR 활동의 원칙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꾀하
였는데, 여기에는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해 존중,
법률 존중,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 존중 등 일곱 가지 원칙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CSR이 서구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확
산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등장한 다수의 개념들이 현재까지도 널리 수
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업인들이 당장의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넘어서 취하게 되는 결정과 행동”(Davis 1960), “단기적인 자기 이익추구와
구분되는 계몽된(enlightened) 자기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Steiner 1971) “사회의 전체적 복지와 조직이익의 증대를 위하여 취하는 경
영노력”(Davis and Blomstrom 1975), 사회복지의 증진을 꾀하면서 주주관계
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활동(McBarnet and Kurkchiyan 2007) 등이 그것이
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CSR은 “친사회적 기업 노력”(Murray and
Vogel 1997)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주주의 이
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최대의 책임이라는 철저한 신고전학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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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CSR을 접근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CSR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McGee 1998).
그 결과 CSR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은 부재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개념들을 참고해볼 때 CSR은 크게 두 가지
의 기준에 의거하여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의 발전이며 둘째
는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보면,
인도에서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이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정치적 요
인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문화적 요인으로는 우선 종교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의 기
업가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자신들의 종교관을 바탕으로 하여 사찰 건립과
구호활동 등을 통하여 경영자 소유재산의 일부를 기부하여온 것으로 알려
져 있다(Chahoud et al. 2007). 대표적인 예로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더불어 인도에서 CSR을 가장 선도하는 기업으로 조사된 타타그룹을 살펴
볼 수 있다. 1868년에 설립된 타타그룹은 선의 실천을 통한 완전함에의 도
달을 강조하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경영자 Ratan, N. Tata의 영향 하
에 “지역사회는 기업의 존재이유”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매년 이윤의
6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김용식 ․ 전채택 2010, pp. 39-42). 이러한 박애
주의적 종교관의 영향과 더불어, 간디의 ‘신탁사상(theory of trusteeship)’ 역
시 인도 내 CSR 활동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에게 필요
한 최소한의 부를 제외한 부분은 가난한 자들로부터 신탁받은 것이라는 신
탁사상은 과거 인도의 독립투쟁기에 널리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탁받은 재산을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거나 혹은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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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학교와 연구기관 설립 등 사회개발활동의 정
신적 토대로 작용하였다(Kumar et al. 2001).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는 독립 이후 네루 총리 시절의 국가 개입주의적
정치경제모델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1947년 독립 직후 인도사회의 강
력한 시대정신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개입과 통제역할이 정당
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1950년 공포된 헌법에 의해 구체화되었
다(허인혜 2011, p. 318). 이에 인도정부는 국유기업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에 지역사회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 기업들은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CSR 활동을 추진하여
나갔다(포스코경영연구소 2011, pp. 1-2).
이러한 맥락 하에 인도의 기업가들은 장기간의 식민경험으로 인한 심각
한 자본부족문제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CSR 활동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관련 노력을 전개하여 올 수 있었다. 오랜 역사뿐 아니라 그
내용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국적기업인 KPMG 인터내셔널과 인
도상공회의소의 2008년 발표에 의하면, 6개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은 16.7%, 그리고 3~5개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6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90.4%가 CSR에 대
하여 들어본 바는 있으나 60% 정도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는 사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p. 7), 중국의 경우 2006년 후진타오
주석이 도입한 ‘화목사회(Harmonious Society)’정책 이후에 비로소 CSR 활
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사실(유력초 ․ 권영철 2011, p. 49) 등과 비
교하여 볼 때 크게 대비된다.
따라서 오랜 세월동안 CSR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인도 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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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을 고려해볼 때, 인도에 진출한 초국적 기업은 실천 가능한 목표와
역량 내에서 앞서 언급한 “효과적”인 CRS 활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단 설립을 통해 적극적인 CSR 활동을 전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포장에만 그쳤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패한 코카콜라
인도법인의 사례를 볼 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2) 활발한 CSR 활동
이 반드시 긍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CSR 활동은 어떻게 달성 가능한가? 지역사회를 대
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CSR 활동의 특성상, 효과적인 CSR 활동은 지역민과
해당 국가 관계자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장기간 꾸준하게 지속됨으로써 그
들의 신뢰를 확보할 때 달성 가능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거
버넌스 형성주체들의 신뢰가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주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Fukuda-Parr and Ponzio 2002; Sholte 2007; Bevir
2007)이 보다 효과적인 CSR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용한 함의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다. 이후 논의되듯이 “다원적 주체들의
통치양식”인 “거버넌스”의 민주화된 형태를 의미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형성주체들의 가치체계 고려의 중요성”, “거버넌스 형성 노력의
정통성 확보 및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가치체계에 대한
고려는 CSR이라는 하나의 거버넌스가 다양한 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 반
응해야 함을, 정통성의 확보는 관련 노력이 관계자들의 지지 및 참여를 통
하여 정통성을 보유하여야 함을, 제도화는 이러한 활동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위에서 언급한 효과적인 CSR 활동의 방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웹페이지(www.kotra.or.kr) 검색일: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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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동시에 효과적인 CSR 방향 모색에서 민주적 거버
넌스의 함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CSR 추진체계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효과적인 CSR
활동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 틀을 제시한다. 제3장
에서는 사례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인도에 진출한 대표적 한국기업이자, 성공적
인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전자의 현지에서의 CSR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앞서 도출된 논의 틀
에 의거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CSR 전략과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업사례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양 기업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자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3)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2차 자료
및 웹페이지 검색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단편적인
CSR 프로그램의 소개와 함의 제시에 주력함으로써 CSR 활동의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4) 보완하여 차
별화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심층면담은 현대자동차와 LG전자의 인도 현지법인 관계자,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관계자와
이메일을 통하여 2012년 5~7월에 실시되었다. 면담내용은 각 기업 CSR의 역사와 주요 배
경,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기대효과, 구상, 전개, 모니터링 과정의 주요 행위자 및 메커니즘,
기업 차원에서의 자체적 평가 등이 중심이 되었다.
4) 이와 관련하여 김용식 ․ 전채택(2010)은 인도에서 활동 중인 8개의 다국적기업들의 CSR 활
동을 소개하였으며, 포스코경영연구소(2011)는 인도에 진출한 여러 다국적기업들의 CSR 활
동내용을 분석하였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1)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태를 살
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CSR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의 유
용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CSR 활동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운영메커니즘이나 활동의 추
친체계에 대한 이해 제공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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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왜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CSR 분석인가?
이 부분에서는 거버넌스 및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검토
를 바탕으로 하여, CSR 활동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논한다.
1970년대 초부터 정부의 통치행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이후 “정부 없는 거버넌스” 논의의 부상(Rosenau 1992),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불신과 비판(Pierre and Guy 2000) 등과 맞물
리면서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국가운영의 대안적 기제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버넌스 개념은 명확한 내포가 부재한 가운데 학
문영역별, 논의주체별로 과도하게 탄력적으로 활용되어왔다.5) 이에 따라
거버넌스를 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원적 주체들의 통치방식”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임혁백 2000). 이러한 개념에 의거하면, 거버넌스는 복수의 다양한 주
체들이 상호작용하며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
서 CSR 역시 해당 기업직원과 현지의 주민, 기관 등 다원적 주체들의 상호
작용 하에 운영되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거버넌스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다음의 연구들 참고(Kooiman & Vilet 1993;
Pierre & Guy 2000; 이명석 2002; Fukuda-Parr & Ponzio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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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논하였듯이 개념의 외연성이 지나치게 확장되자, 일부 학자들
은 관련 논의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거
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통하여 관계자들
의 신뢰를 확보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
하였다(Fukuda-Parr and Ponzio 2002; Bevir 2004). 여기에서 거버넌스의 민
주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거버넌스 형성주체들의 “가치체계(value system)” 고려이다(Gerring et
al. 2005, p. 572). 관련 주체들의 요구가 거버넌스의 형성 및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거버넌스 형성 및 운영에서의 “정통성” 확보이다(Bevir 2007). 국
민의 선거참여에 의하여 정부권력이 정통성을 확보할 때 효과적으로 발휘
될 수 있듯이, 특정의 거버넌스 역시 관련 주체들의 지지 혹은 참여에 의하
여 정통성을 확보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법의 지배원칙”, 곧 “제도화”의 확보이다(Brinkerhoff 2000; Bevir et
al. 2003; Bevir 2004). 여기에서 제도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불
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각종 법과 규칙 등을 포괄한다(North 1990). 따라서
제도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작동하면서 외부상
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자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자율적 힘을 확
보할 수 있는 시간, 곧 “제도적 시간(institutional time)”이 필요하다(Giddens 1984).
만일 기존의 제도가 자율적 힘을 확보하기 이전에, 새로운 제도적 노력이
덧붙여지거나 기존의 제도가 변화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모순되는 제도적
노력들이 혼란스럽게 교차하며 초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야
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원칙은 관련 노력의 장기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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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담보된다.
그렇다면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사회적 기여활동은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면서 기
업의 수익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CSR은 기업의 생존과 성
장을 위한 필수요소이다(포스코경영연구소 2011).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
들 역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CS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성환(2009)은 다른 두 기업의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사회적 활동을 보다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같은 맥락
에서 다수의 관련 연구들은(Brown and Dacin 1997; McGee 1998; Sen and
Bhattacharya 2001; Ye et al. 2011; Anna et al. 2012)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
적 봉사와 기여 활동이 기업 및 기업제품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기업의 매출액과 기업가치의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됨을 주장하여 왔다.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에 일종의 후광효
과로 작용하여 기업이미지와 제품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
하여 소비자들의 제품구매욕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요소이다(Stroup and Neubert 1987;
윤성환 2009).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해외에 진출하여 초국적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의 CSR 활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앞서 논한 문화적, 정치적 배경 하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이라는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CSR 활동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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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인도에(Chahoud et al. 2007, pp. 24-29) 진출한 기업의 경우 CSR은
더욱 중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도 현지에 진출한 초국적기업은 “효과적”인 CSR 활동을 수행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민과 해당 국가 관계
자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장기간 꾸준하게 지속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확
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CSR 추진체계는 자칫 이러
한 효과적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낳는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실태에 대한 기존의 조사
결과들을 참고하면, 인도를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
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기업들 중 CSR을 실천하는 기
업(40%)보다 미실천기업(60%)이 더 많으며, 기업들 중 40%는 CSR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CSR 실천 기업의
경우, CSR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들의 대부분은 직원복지활동, 빈민층에 대한 기부, 자연재해 구호활동에 주
력하여 직원 자긍심 제고, 기업이미지 개선, 사회공헌과 같은 무형의 성과
를 위하여 CSR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의
70% 가량은 대부분 단기적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pp. 1-7).6)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 시점에서 해
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활동이 과연 앞서 논한 “효과적”인 방향에서
6) CSR 실시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16.7%, 1년 이상 3년 미만인 기업은 28.6%,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업은 25.0%로 약 70%의 기업들이 5년 미만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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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유용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CSR 활동의 내용이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기업들은 CSR 활동을 수행할 때
건강과 에이즈 예방, 교육과 직업훈련 제공, 환경보호활동에 주력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포스코경영연구소 2011, p. 3).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한
국기업들은 기부와 구호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현
지인들의 요구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생각하는 현지인들의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둘째, CSR 활동이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SR의 혜택을 받는 현지 주민
및 기관, CSR 활동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해당 기업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
지 혹은 참여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관련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기업능력의 강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SR 활동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
점에서 모색되는 동시에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해외진출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구호물자 제공과 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CSR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일회적인 선심성 기부활동에 그치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 쉽다.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이미 종료된 활동
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거나, 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CSR 계획 수립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CS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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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게 전개됨으로써 관련 활동이 지속적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이상과 같은 평가
및 점검 작업은 보다 효과적인 CSR 방향 모색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그
런데 이상의 내용은 민주적 거버넌스론의 핵심 주장과 긴밀히 연결된다.
첫째는 거버넌스 형성주체들이 보유한 가치체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주장, 둘째는 거버넌스가 형성주체들의 지지를 토대로 하여 정통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는 주장, 셋째는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어 지속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단편
적으로 논의되어온 인도진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
이며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 민주적 거버넌스의 시각이 도움
이 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틀 모색
이상에서 논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
는 CSR 활동의 평가 기준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CSR 활동 구상, 실행, 및 모니터링 시 CSR 거버넌스의 형성주체,
곧 해당 기업 직원, 현지 주민과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중시하는 가치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치란 “행위
의 목표, 수단, 양식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명시
적이거나 함축적인 개념”(Kluckhohn 1951)으로서, 특정 경향의 집합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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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형성에 간여한다. 따라서 CSR 활동은 관련 행위자들이 보유한 가치,
곧 그들의 요구 내지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계획, 집행, 모니터링 될
수 있을 때, 그들로부터 광범위한 신뢰를 확보하여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CSR 활동이 CSR 거버넌스 형성주체들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위의 첫 번째 함의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요구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구상, 실행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그들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지지 혹은 참여가
확보될 수 있을 때, 관련 활동은 비로소 정통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CSR 활동이 장기적 관점에서 구상, 전개되는 동시에 장기지속성
을 위한 추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관련 활동의 장기지
속성 확보에는 현지의 주정부, 지역경찰, NGO 등 현지 관계자들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특히 인도정부는 “책임 있는 기업활동(responsible
business)”을 강조하며 초국적 기업도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였고,7) 인도 기업부의 Khurshid 장관은 기업의 연수익 2%를 CSR 활동에
투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입안할 정도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CSR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받거나 현장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NGO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기업이 단독으로 CSR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보다 관련 활동의 효

7) 인도정부가 제시한 “책임 있는 기업활동”(responsible business)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윤리책
임성, 투명성 준수,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임직원의 웰빙 추구, 취약계층의 이해 존
중, 인권과 환경 보호 및 존중, 기업의 활동이 공공정책이나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함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www.indiacsr.in/검색일 2012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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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지속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
로 하여 전개되는 CSR 활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관련 활동의 장기지속성
확보에 기여하는 보다 근본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사례연구 대상기업들의 CSR 활
동을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
어 [그림 2-1]의 논의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2-1. CSR 활동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평가를 위한 논의 틀
CSR 평가 기준

민주적 거버넌스의 함의

CSR의 구상, 실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업직원 및 다양한 현지
관계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가

거버넌스 형성 주체들의
가치체계 고려의 중요성

CSR의 전 과정에서 기업직원과 현지 관계자들의 지지 및 참여의
모습이 발견되는가

거버넌스 형성 및 운영에서의
정통성 확보의 중요성

CSR 활동이 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속성을 확보하였는가
주정부, 현지 경찰, N해 등과의 적절한 협력이 이뤄지는가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관련 활동의 제도화의 중요성

Ⅲ. 사례연구
1. 현대자동차
가. CSR 활동의 시작
인도 타밀나두 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 Hyundai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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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은 1999년 12월 네팔에 상트로(국내명 아토스)를 수출한 이래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총 60여 개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여온 현대자
동차의 가장 성공적인 해외 투자법인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삼성경제연
구소 · KOTRA 2006).
본 연구가 심층면담을 실시한 HMI의 관계자에 의하면, HMI는 인도 진
출 초기부터 CSR 활동을 구상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HMI의 설립이 자신들
의 땅을 양보한 인도인들 덕분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타밀나두에 위치한 HMI의 설립부지는 주정부에서 허가해준 지역인
SIPCOT (The 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였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토지 양보로 인하여 조성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HMI는 인도 진출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제고 등
의 노력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 하에 HMI는 인도 현지에서의 CSR 활동을 2001년부터 전
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도 진출 초기, 아직 CSR 활동을 수행하는 자
동차 산업의 회사들이 없었던 시절부터 HMI는 현지 환경보호차원에서
Zero Wood Waste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활동은 주먹
구구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HMI의 체계적이며 직접적인 간여가 이뤄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기록, 보존되지 못하는 등의 문
제점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HMI는 2006년 4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서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현대자동차인도재단(HMIF: Hyundai Motor India
Foundation)을 설립하고, 현지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CSR 활동의 전개를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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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SR 활동의 주체
현대자동차의 인도 현지에서의 CSR 활동을 추진하는 주체는 HMI와
HMIF로서, 관련 활동은 이 두 조직 간의 유기적 관계에 의하여 진행된다.
우선 HMI는 CSR 활동의 자금으로서 인도 내수차량 판매 한 대당 100루
피씩 기부하여 모은 자금을 HMIF에 기부한다. 이는 소위 “공익 연계 마케
팅”의 일환이며, 이렇게 모인 자금을 바탕으로 하여 HMIF는 후년의 CSR
활동을 계획한다. 여기에서는 매년 공익재단의 기금이 그해 최소 85%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CSR 활동이 계획된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사업계획은 HMI 운영위원회의 임원들과 이사단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구
한다. 따라서 HMIF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법적 단체이지만, 전체적으
로 볼 때, HMI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HMI 고위간부들의 승인을 토대로
하여 HMI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 CSR 활동의 내역
HMIF의 설립을 계기로 하여 현대차의 본격적인 인도 현지에서의 CSR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공장 근처의 지역공동체를 위
한 복지제공을 목표로 하여 기부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점차 공익 연계 마
케팅을 통하여 자금이 확보되면서 관련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하게 계획되
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HMI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대한 책걸상
기부와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에 주력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토지 양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그들
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인도 진출 초기부터 HM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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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녔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활동이었다. 하수설비, 식수, 학교,
도로, 배수장치 폐기물 관리 등의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모델빌리지사
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구상될 수 있었다. 그 결과 HMI는 인도인들로부
터 지역사회 저소득층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유명 대기업
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하였다.
2006년 이후 HMI가 전개하여온 대표적인 단기적 CSR 프로그램 및 1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적 CSR 프로그램의 이름과 목표, 활동기간 및 구체적
이 활동내용은 [표 3-1] 및 [표 3-2]와 같다.
표 3-1.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CSR 활동Ⅰ: 단기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및 목표

활동기간

활동내용

차량 기부

활동 초반기

첸나이시 경찰에 액센트 차량 기부

병원 차량 제공

활동 초반기

칸치푸람 지역의 낙후된 병원 건물 개, 보
수 활동을 위한 차량 제공

농촌 여학생 대상 간호학원 수업
지원

2012년 4월
~2013년 3월

라이온스 클럽과 함께 선발한 50명의 농
촌 여학생들에게 간호학원 수업 지원

모델빌리지 사업
기본적인 체육시설 제공

2012년 6~7월

이룬같투코타이 마을의 학교 보수공사,
기본적인 체육시설 제공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2012년 6월

이룬같투코타이 마을의 자립 여성들을 위
하여 재단작업 등의 기술을 교육하여 이
들의 수입창출에 기여

구호금 지급

필요 시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금 제공

자동차 무상 수리

필요 시

고장난 차량의 무상수리 실시

가로등 설치와 전력소비 관리

2012년 1월
~2012년 12월

현대공장 앞 4km 정도의 NH-4 도로에 120
개의 가로등 설치. 연간 전기요금 및 관리
유지비용 4년간 전액 부담

자료: HMI 관계자 면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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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CSR 활동Ⅱ: 중장기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및 목표

활동기간

활동내용

1~12월

공장 주변 8개의 마을을 모델빌리지 사업 대상으로 삼
아 농촌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위생시설 개선, 식수 제
공, 오수 관리, 건강교육 등 지원.
대략 1만 6,000명의 지역주민이 본 사업의 혜택 수여

Hyundai Driving School 운영

1~12월

저소득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술과 운전
교육 제공.
현재까지 340명의 실업청년이 교통안전 및 운전교육
이수. 도로 교통사고 건수 감소 기대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산업 트레이닝
통한 정부기관 Industrial Technical
Institute 지원

1~12월

더 나은 설비와 시설을 제공하여 최고의 기관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움

280명의 대학생 지역 교통 봉사대
결성
(첸나이, 델리, 콜카타)

1~12월

280명의 유급 대학생 교통봉사대가 제공된 유니폼을
입고 인도의 주요 도시인 첸나이, 델리, 콜카타 교통
규제

Go Green 현대

1~12월

Kanchipuram과 Thiruvallur에 10만 그루의 묘묙을 심음.
2012년도 최소한 5만 그루의 묘목을 심을 계획.

해피무브 청년자원봉사를 통한 의
료, 보수공사 봉사활동 캠프 개최

1~2월
7~8월

시골마을을 방문하여 의료, 보수공사 봉사활동 캠프
진행

4월 18일

매년 HMIF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헌혈 캠
페인 진행

모델빌리지 사업

헌혈 캠페인

도로 교통안전 증진활동

하위계층 교육시설 지원

지역 공립학교 책걸상 기증

2억여 원 투자
도로안전요원의 유니폼과 우비 보급
사고경감을 위해 도로 야광반사 유도물 설치 시행
현대운전학교 운영, 안전교육 실시.
인도의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을 기념하여, 8월 14일에
8월 14일 학교 교복, 가방 등의 학용품을 현지 학생들에게 기증.
향후 수년간 지속될 계획.
HMI 직원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책걸상 기증. 현재까지
2만 5,700세트 기증.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

자료: HMI 관계자 면담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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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볼 때, HMI는 차량기부, 운전교육, 교통봉사 등 자사의 특성을
활용한 CSR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로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라. CSR 활동의 전개

1) 계획 및 구상 단계
CSR 활동의 첫 단계인 계획과 구상 단계에서의 중심행위자는 HMI의 내
부 이사단, 임원위원회, 그리고 담당매니저로 요약된다. 우선 담당매니저는
현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요구사항을 파
악하기 위하여 공장 인근의 마을과 학교를 방문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확
인 외 현지인들로부터 마을개선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면 면밀한 검토
에 착수한다. 이후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가능한 도움의 내용을 점검하여
세 명의 이사들과 임원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내부 이사단과 위원
회의 승인이 이뤄진 이후 계획된 활동이 진행되게 된다.
한편 이상의 과정에서 HMI는 지역경찰, 공무원, 지역행정자치단체 등과
의 연계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일방적인 기부활동이 아
니라 현지인들의 직접적 참여 혹은 접촉을 요구하는 활동들, 예컨대 대학
생 지역 교통봉사대 활동, 현대 드라이빙 스쿨 개최, 해피무브 청년 자원봉
사활동, 의료봉사활동, 모델빌리지 사업 등의 경우 이사단과 위원회 중심의
HMI 내부 관계자들의 승인 외에도 지역경찰, 공무원, 지역행정자치 단체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마을의 대표인을 통하여 CSR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피무브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진행에서는 NGO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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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FSL India의 도움을 제공받으면서 현지인 및 현지의 NGO와의 연계를
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2) CSR 활동의 실행단계
내부 이사단과 위원회의 승인 이후, 혹은 필요 시 지역경찰 및 관계기관
의 허가 이후, 계획된 활동이 실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HMI는 현지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HMI는
자사가 계획한 CSR 활동의 목록을 작성하여 도움을 요청한 마을의 공공기
관 구성원, 지방행정청, 보건소 등과 연락을 취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을 직
접 CSR 활동의 과정에 참여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료된 CSR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단계
마지막으로 전개된 CSR 활동에 대해서는 고위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 3-1. HMI의 CSR 활동의 추진체계

CSR 활동의
계획/구상 단계

현지
현지 필요
필요 파악,
파악,
이사단과
보고,
이사단과 위원회에
위원회의 보고,
구체적인
CSR
활동
계획
구체적인 CSR 활동 계획

(CSR 담당
담당 매니저)
매니저)
(CSR

CSR 활동의
실행 단계

CSR 활동의
모니터링 단계

자료: HMI 관계자 면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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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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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매니저)
매니저)
(CSR

종료된
CSR 활동에
활동에 대한
대한
종료된 CSR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HMI의 고위
고위 임원들)
임원들)
(HMI의

이사단,
승인,
이사단, 위원회의
위원회의 승인,
필요시
필요
시 지역경찰,
지역경찰, 공무원,
공무원,
관계기관의 허가
허가
확보
관계기관의
, 확보
필요시
필요
시지역
지역 주민
주민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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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HMIF의 CSR
활동의 추진체계는 [그림 3-1]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겠다.
마. CSR 활동의 성과
본 연구가 심층면담을 실시한 HMI의 관계자는 HMI의 인도 현지에서의
적극적 CSR 활동이 현대자동차의 인도에서의 사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대자동차가 우수한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인식을 현지 대중들
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앞서 [표 1]에서 확인되듯이, HMI는 현지 활동
초반, 첸나이시 경찰국에 액센트 차량을 기부하였는데, 이러한 기부활동은
시 전반의 교통안전 관리와 순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
지의 대중들로 하여금 현대라는 외국회사가 경찰국에 자동차를 기부할 정
도로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현대자동차가 친환경 자원 재생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지 학교에 대한 책걸
상 기부활동이 큰 기여를 하였다.
셋째는 현대자동차가 인도의 대중들에게 우호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공장 인근 마을의 인프라 개선, 지역
봉사, 의료봉사활동 등의 기여가 컸다.
넷째는 현대자동차가 친정부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현지인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것이다. HMI는 지방행정청과 블록지역 공무원들에게 담당지역에
서 그동안 전개되어온 CSR 활동에 대한 기록문서를 요청하고 HMI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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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HMI는 지역주민 외, 정부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HMI의 관계자는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HMI의 관계자는 현지의 대중들이 HMI의 CSR 활동으로 인
하여, 현대자동차가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일 뿐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힘쓰
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CSR의 긍정적 영향이 현대자동차의 판매율 증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2011년 11월까지 “이온
(EON),” “상트로,” “i10,” “i20” 등 34만여 대의 승용차를 팔아 인도와 일본
의 합작회사 마루티스즈키의 77만여 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승용
차시장 점유율 19.2%를 기록하여 당사의 해외국가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
록하였는데,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 적극적인 CSR 활동의 기여가 직간접적
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2. 삼성전자
가. CSR 활동의 시작
삼성 사회봉사단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
에서의 CSR 활동은 2006년경부터 시작되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이윤추
구 외에도,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역할, 곧 사회구성체의 일원
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종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자리잡고 있
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CSR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자사의 독특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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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사업특성을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
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ICT 기술력과 제품력이라는 타기업
과 차별화되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 현재 인도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IT
교육프로그램과 이러닝센터(e-learning center) 운영 등의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8)
나. CSR 활동의 내역
2006년 이래로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중
심으로 한 다수의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전개하여왔다. 이 과정에서 삼
성전자는 삼성의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인 “어린이에게 희망을(Samsung
Hope for Children)”에 의거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 제공을 목
표로 하는 지역별 사회공헌활동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관련
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사회공헌프로그램 영향 평가 tool”을 개발하기도 하
였다. 삼성전자가 2006년 이후 인도 현지에서 전개하여온 구체적인 프로그
램은 [표 3-3]과 같다.
이상의 활동 중 인도 현지에서의 삼성의 CSR 활동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으로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 희망
프로그램(Samsung Hope Project)”은 활동의 범위 및 방식에서 기존의 활동
들과 차별화된다. 우선범위에서 이 프로그램은 타밀나두 지역의 100개 마

8)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는 아프리카에서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인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를, 미
국에서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교육 관련 프로그램인 Solve
for Tomorrow를 진행하고 있다(삼성 사회봉사단 관계자와의 심층면담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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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삼성은 인도국립과학아카데미(Indian
National Science Academy) 회장인 Raghunath A. Mashelar 박사가 관장하는
위원단을 구성하고 현지의 NGO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보다 광범위한 활
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 과정에 간여한 현지 NGO로는 현지의
교육봉사단체로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과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표 3-3.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 CSR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간

내용

삼성희망학교

2007. 2 쓰나미 피해지역에 삼성희망학교 준공

Samsung e-learning
center

2010~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 센터

Samsung Hope Project

2012.
2~6

최신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교육환경 개선, 건강증진,
소외 어린이 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 전개

Samsung Wheels of
Hope

mobile computer lab을 통해 오지 학생들에게 모바일 기
기 및 인터넷 경험 제공

Samsung India Hope

2010~

“타고르 문학상” 제정, 2010년 1월 제1회 시상식 개최
향후 수상자들의 한국 방문지원하여 한국과 인도 간의
문화교류 확대 예정

2011~
12

첸나이지역 공립학교 2곳에 각각 20여 대의 PC와 프린
터, 인터넷 설비를 갖춘 IT 센터 운영.
전문강사 채용하여 취학아동 정규교육, 청장년 대상 취
업교육, 교사육성 프로그램 병행 계획

필요 시

국가대표선수단 지원 등 스포츠, 문화 관련 CSR활동
진행

IT 후원사업

장학사업

자료: 삼성 사회봉사단 관계자 면담내용; 삼성전자 20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코리아경제
2011. 4. 29; INDIACSR 웹페이지(www.indiacsr.in), 검색일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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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유니세프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Aid India와 델리지역에서 활동하는
NGO인 Aid India가 있다.9) 같은 맥락에서 삼성은 현지 NGO인 Smile
Foundation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인도 전역 19개 주의 1만 2,000명의 어린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Mission Education도 지원하였다.
한편 이러한 활동의 전개과정에는 임직원들의 모금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의 경우, 반도체 사업부의 임직원들은 매
달 모금활동을 통하여 2억여 원의 성금을 모았고 이를 첸나이지역 공립학
교 내 IT 센터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삼성은 2012년에 Golden Peacock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다. CSR 활동의 전개
삼성전자는 CSR 활동의 계획 및 구상, 실행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도
현지 법인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
정에서 관련 활동이 본사의 가이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본사가 직접 검
토하여 피드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본사의 CSR 주제와 긴밀한 연관성
을 지닌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구체적인 CSR 활동의 실행과정
에서는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권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우선 종료된 활동에 대한 일차적
평가를 법인에서 진행한 이후, 본사에서는 본사의 가이드에 맞게 잘 진행
되었는지의 여부를 최종검토한다.

9) INDIACSR 웹페이지 검색(www.indiacsr.in) 검색일: 2012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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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SR 활동의 성과
본 연구가 진행한 삼성 사회봉사단 관계자와의 심층면담내용에 의하면,
삼성이 인도 현지에서의 CSR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특징은 크게 세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CSR 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CSR 활동은
실제 그 지역의 이슈를 해결해줄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되어야 하므로, 인
도정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
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삼성의 자산인 ICT 제품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닝센터와 IT 후원사업이 그것이다.
셋째, 현지 NGO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사회봉사
단 관계자는 현지의 실정에 익숙한 NGO와의 쌍방향 교류를 통하여 CSR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NGO의 역할이 CSR 실행을 위한 자원으로서 기
능할 뿐 아니라 CSR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전문성 부분에서의 도움까지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삼성은 CSR에서
현지 NGO와의 협력을 적극 권장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맥락 하에서
Aid India를 비롯한 현지 NGO와의 연계가 모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삼성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인도에서의 CSR 활동은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원활한 사업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
였다. 삼성의 적극적인 CSR 활동은 현지인들로 하여금 삼성을 사회에 기여
하는 기업으로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인도에서 삼성전자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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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LG전자
가. CSR 활동의 시작
LG전자의 인도 현지에서의 CSR 활동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주
요 배경에는 앞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현지 공장의 설립이 주민들의
토지 기부에 의하여 가능하였다는 사실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LG
전자는 인도 진출 초기부터 적극적인 CSR 활동을 계획하였는데,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 의거하면, 활동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는 지역공동체와 기업 간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둘째는 약속 준수, 셋째는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이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생
각의 힘 존중,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공동체와의 신뢰확보라는 세
가지의 윤리에 입각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나. CSR 활동의 주체
LG전자의 CSR 활동 역시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획, 실행, 모니터
링의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기업들의 CSR 추
진체계와 달리, LG전자는 이 세 단계에 간여하는 행위자들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각 단계 모두 마케팅 부서, 인력개발
부서, 문화사업 담당 부서, 그리고 환경 · 에너지 · 안전 · 건강 담당 부서가
긴밀히 간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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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의 과정에서 LG전자의 인도 현지에서의 CSR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LG전자는 현지 NGO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
나 주정부나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한 CSR 추진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 CSR 활동 내역
LG전자가 1998년 이래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구체적인 CSR 활동의 내
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LG전자의 인도 현지 CSR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Life’s Green Van

기간

내용

필요 시 지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Sakipur 마을에 센터 건립
주변 7개 마을 주민 1만여 명에게 의약품 제공

Heath Care Center 건립

2006~

2011년의 경우, 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혜택 제공
2012년에는 5,0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 전개

진료소 운영

1999~

Sakipur 마을에서 진료소 운영
2011년의 경우, 지역민 5,500여 명에게 무료 진료 제공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의약품 제공

메디컬캠프 개최

1999~

건강검진 혜택 제공

헌혈활동

2003~

2011년의 경우 376명의 직원들의 참여 하에 헌혈활동 전개

무료 안과검진활동

2007~

2007년 이래로 5,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혜택 받음.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 참가

개인 보건위생, 식습관, 육아, 예방접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건강교육활동
LG Mobile Science Lab
기부

2010

Pune 대학에 기증

과학실험기회 제공

2010~

어린이들에게 과학실험기회 제공. 현재까지 약 300명 이상의 어
린이들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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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프로그램명

기간

내용

스포츠기부활동

필요 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기회 제공

학교물품 기증

필요 시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벤치, 의자, 칠판, 도서 등 기부

나무심기행사

200여 명의 직원들의 참여 하에 전개

숲정화운동
친환경 가방 제작

필요 시

이상에서 볼 때, LG전자의 CSR 활동은 건강, 교육, 환경 등 다방면에 걸
쳐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현지의 CSR 담당자에 의하면, LG전
자는 다수의 직원들의 참여 하에 지역민들의 건강과 보건환경 개선에 특별
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라. CSR 활동의 성과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 의거하면, LG전자의 인도 현지에서의 CSR 활동
의 강점은 직원의 참여율이 높다는 데 있다. 특히 환경보호운동과 헌혈운
동에서 직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
의 결과 인도 현지의 CSR 담당자는 자사의 CSR은 매우 성공적이며 현지
인들 모두 자사의 활동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그
는 공장 건설 시 농부나 지주 등 토지소유인의 토지기부 거부로 인하여 발
생하는 각종 갈등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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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평가
이상에서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
성전자의 CSR 활동을 해당 기업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하여, 그
활동내역, 추진체계와 전개과정, 성과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를 [그림 2-1]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거버넌스 형성주체들의 가치체계 고려의 중요성”이라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함의에 의거하면, CSR 활동의 구상, 실행 및 모니터링 단계에
서 담당직원, 현지 주민 및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
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지의 여부가 주된 평가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
로 CSR 활동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일방적인 기부를 떠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가, 현지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해
당 지역의 주민자치기구나 주정부 등과의 논의과정이 수반되는가, 이미 종
료된 CSR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기업 내부의 고위관계자들 외,
CSR 활동의 직접적인 주체인 담당 직원, CSR 활동의 수혜자들인 현지 주
민과 현지 기관의 관계자 등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세 기업의 인도에서의 CSR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현대자동차는 관련 활동의 구상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현지인들에게 시급한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전
개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CSR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 공장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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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현지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밀한 검토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삼
성전자 역시 비록 현지의 요구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확보
가 어려웠으나 자사의 기술을 활용하되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CSR 프로그
램의 계획과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LG전자
의 경우, 현지 CSR 담당자는 현지민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가 건강에 대한
것이라 응답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의 CSR 활동내역 역시 건강과
보건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이 두드러지게 발견되며, 이 점에서 현지의 요
구에 충실히 반응하고자 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세 기업 모두 모두 종결된 CSR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검토 과정
이 현지 법인과 본사의 고위급 관계자들 위주로 전개됨에 따라 일반 직원
및 CSR 활동의 현지 수혜자들의 직접적인 평가반영은 제약된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거버넌스 형성과 운영에서의 정통성 확보의 중요성”이라는 민주
적 거버넌스의 함의에 의거하면, CSR 활동의 전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참여가 존재하는가, 해당 기업 직원들
의 적극적 지지 내지 참여의 모습이 발견되는가, 더 나아가 현지 주민대표
등과의 정기적 모임 등을 통하여 CSR 활동의 내용에 대한 현지인들의 지
지 여부 혹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노력하는가 등이
주된 평가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보면, 우선 현대자동차의 경우, CSR 활동의 실
행단계에서 해당 마을의 대표인과 CSR 프로그램을 논의하면서 지역주민과
의 쌍방향적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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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에 더하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책걸상을 제작, 기부하는 봉사
활동도 전개함에 따라 CSR 활동의 주요 관계자인 현지 법인 직원들의 참
여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삼성전자는 CSR 활동 시행과
정에서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IT 교육프로그
램, 취업지원프로그램, 첨단기기 활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등 현지인들의 직
접적 참여 하에 운영되는 성격의 CSR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부 위주의 일반적인 CSR 활동과 차별화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
다. 그리고 LG전자는 프로그램의 참여에서 자사의 일반직원들의 대규모
동참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세 기업 모두 자사가 전개하고 있는 CSR 활동에 대한 일반직원
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혹은 자사의 CSR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현지의 의
견청취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지 기관이나 마을대표인 등과의 모임을 개
최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등의 모습은 발견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자사 직
원의 참여가 수반되는 경우 참여방식은 어떠하며, 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하였다.
셋째, “관련 활동의 제도화의 중요성”이라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함의는
관련 활동의 장기적 지속성이 CSR 활동 전개에서 주요 원칙의 하나가 되
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의거하여 보면, 우선 현대자동차는 묘목심기, 책
걸상 기증, 헌혈 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장기적 프로그램을 다수 마련
하여 실행하여 왔다. 삼성전자 역시 IT 후원사업과 문화사업 등 다년간 지
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CSR
활동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김용식 ․ 전채택(2010)의 연구에
서도 CSR 발달의 중요한 함의로 제시되었듯이 기업 내 CSR 전담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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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양 기업의 CSR 활동은 각각 HMIF와 사회
봉사단의 주도 하에 전개됨에 따라 관련 활동의 전담부서가 정착되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앞서 논하였듯이, CSR 활동의 장기지속성 확보에는 주정
부, 지역경찰, NGO 등과의 교류, 협력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와 관련하여 우선 현대자동차는 정부관계자, NGO와의 소통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역의 경찰, 공무원, 행정자치단체의 허
가 및 현지 NGO의 도움이 필요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들과 활
발하게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여타의 현지
주체들에 비하여 NGO와의 교류, 협력이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는 특징
을 보여주었다. Aid India 및 Smile Foundation과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이
보유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
서 LG전자 역시 현지 NGO와의 연계를 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 현지 기관과의 협력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 기업 모두 해당 지역의 주정부, 경찰,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공동시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는 모습까지는 발견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CSR 활동의 장
기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노력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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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함의
본 연구결과, 인도에 진출한 한국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전자가 인도 현지에서 전개하여온 CSR 활동은 현대와 삼성이 6년, LG전자
가 10여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가 심층면담을 실시한 개별 기업의 CSR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평가와 같
이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중심의 긍정적 효과를 야기하며 미래 소
비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에서 논한 몇 가지의 미비점을 보였으며,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거버넌스 형성주체들의 가치체계 고려의 중요성이라는 민주적 거
버넌스론이 제시하는 함의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한국기업들은 CSR 활동
의 전개과정에서 현지인 및 기업 내부 담당직원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
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 단계
에서도 그들로부터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정착시키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관련 활동의 정통성 확보의 중요성이라는 함의의 연장선상에서,
우선적으로 CSR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청취활동을 통하
여 그들의 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활동하는 지역의 기관이나 마을대표 등과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례
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본사의 평가와 지침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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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현지의 독특한 문화, 전통, 풍습 등의 현지 실정
에 정통한 현지 법인과 담당자의 CSR 프로그램 구상단계에서의 이니셔티
브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역량 있는 현지 직원을 담당매니저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CSR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자사 직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과도한 CSR 활동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에 더한 또 다른
부담이 그들에게 주어질 경우 직원들의 피로감 증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
여 자칫 앞서 언급한 기업능력의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능
력의 약화는 Sen and Bhattacharya(2001, p. 239)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되
었다시피 오히려 CSR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련 활동의 장기적 지속성이라는 함의의 연장선상에서도 몇 가지
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인도정부와의 직접적 연계 활
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CSR 활동에서의 기업
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Hamman and Acutt 2003; 김용식 · 전
채택 2010), 정부역할의 중요성(Moon 2004; Albareda et al. 2007; Gond et
al. 2011)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본 연구 역시 효과적인
CSR을 위해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세 번째 함의인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
며, 이 과정에서 인도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도움이 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실제로 KPMG와 ASSOCHAM의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인도기업들의
CSR 활동은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전개하는 비율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인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인 힌달코의 CSR 활동을 참고하여 볼 수 있는데, 힌달코는 관련 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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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데 있어 주민자치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오리사 정부의 승인을 받
는 형식을 취한다. 이를 통하여 CSR 활동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주정
부와 연계하고 주정부와 정기적으로 실행내용을 점검하는 형식을 통해 높
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포스코경영연구소 2009. 02),
한국기업들도 이와 같이 주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CSR 공동실행 등의 방식
을 통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지속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지속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기
업과 현지 주민 및 현지 기관 사이에서의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CSR 활동의 장기지속성은 우선
적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때 담보될 수 있다. 이 점에
서 Porter and Kramer(2011, pp. 5-6)의 CSV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들
에 의하면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경쟁력 향
상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동시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 혹은
관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CSR과 달리, CSV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조화를 중시함으
로써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CSR 활동의 지속성
담보라는 긍정적인 효과 창출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인도의 낙농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수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의 사회적 혜택을
야기한 네슬레의 경험은 CSV의 아이디어가 CSR에 접목되어 성공한 대표
적 사례라 할 수 있다(Porter and Kramer 2011, p. 13).
따라서 CSV를 CSR에 반영함으로써 CSR 활동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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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있는 인도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고 반영하
는 형태의 CSR 프로그램 개발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도의
대표적인 사회적 변화는 급격한 도시화이며, 이 속에서 현재 약 7억 명의
인구가 속하여 있는 인도의 농촌지역은 몇 가지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아동의 권익 향상의 필요성, 농촌인구로 하여금
빠른 도시화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제 등이 그것이다. 인도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압둘 칼람 대통령 시절부터 농촌지역에
도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부활동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여 지식과 기술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
고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 제공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효과가 맞물
리면서 앞서 네슬레의 사례와 같이 CSR 활동 추진에서 보다 안정적인 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을 통하여 도출한 이상의 함의들을 토대
로 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CSR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됨으로
써 관련 활동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면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 이미지와 위상의 제고 등 CSR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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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 콘텐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을 둘러
싼 국가간의 경쟁도 한층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IT 서비스
산업에 이어 콘텐츠분야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 통신시
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통신가입자 2위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뺷남아시아연구뺸, 제18권 2호(2012년 10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이영롱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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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많은 외국통신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시장은 2011년 250억 개 모바일 앱 다운로드에 이어, 2012년 750억 개가
다운로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앱 시장이다. 인도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하루에 52분 사
용하며, 사용자 중 80%가 게임 및 소셜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시간을 보낸다. 또한 2012년 3월 현재, 250억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애플
의 앱스토어에는 다수의 인도 문화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한편 최근 인문학 및 순수예술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디지털 아카이브화
및 창작 소재화하는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못지않게 문화산업적 기획 및 제작능력을 바
탕으로 이를 적절히 문화콘텐츠화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문화대국의 전통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콘텐츠화 창작 소재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 중
요 역할을 담당하는 인도의 인터넷, 휴대폰 등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속에
나타난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기존 인도문화
에 관한 관련 연구는 인문학, 문화인류학 등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
고 있어, 스마트폰 환경에서 제공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문화콘텐츠 소비형태가 TV, 영화 등 대중 미
디어 중심에서 휴대폰, 게임기 등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 문화 소
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인도 문화
콘텐츠 이용 및 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디지털 인도 문화(印流)의 외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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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키고자 한다. 본 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주로 애플의 앱스토어)의 인도 문화콘텐츠 서비스 현황 및 이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앱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
이(최근 안드로이드 마켓이 구글 플레이로 명칭이 변경됨)에 나타난 각각
상위 200개 앱 중에서 인도 문화콘텐츠의 소개빈도를 살펴본다. 둘째, 앱스
토어에 서비스되는 인도 문화콘텐츠를 6개 카테고리(영화, 음악, 요리, 힌
디, 종교. 민속)로 분류한 후, 각 카테고리별 수집한 상위 총 232개 어플별
이용실태(제작자, 유 · 무료 여부, 가격, 사용자 평점, 다운로드 횟수 등)를
살펴본다. 셋째, 앱스토어에서 6개 인도 문화콘텐츠 항목별로 사용자 선호
도가 높은 어플을 각각 5개(총 30개)를 선정하여 주요 어플별 메뉴 내용과
사용자 의견(리뷰)을 심층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인도 앱 시장을 SWOT 분
석을 통해 한국 모바일 기업의 인도 앱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II장에서는 전 세계와 인도의 스마트폰 앱
시장의 현황 및 사용자 이용실태 등을 정리한다. III장에서 스마트폰 앱 상
의 인도 문화콘텐츠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개요, 인도 문화콘텐츠별
이용실태, 한국기업의 인도 앱 시장 진출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IV장에서
는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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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마트폰 앱 시장 현황
1. 전 세계의 스마트폰 앱 시장 현황
2008년부터 본격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또는 어플로 표기)
비즈니스1)는 현재 가장 성장이 빠른 비즈니스 중 하나이다. 시장조사기관
마다 비즈니스 규모에 대한 추정치가 상이하지만 급속히 성장하는 중이라
는 것에 이견은 없다. 2011년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180억 건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의 앱스토어
의 경우 2011년 10월 현재 약 47만 개의 콘텐츠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게임 16.6%, 도서 12.2%, 엔터테인먼트 10.4%를 차지하고 있다. 20만 개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구글 플레이의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15.2%(애플
게임과 유사한 카테고리)로 나타났으며, 애플과 달리 폰을 꾸미기 위한 데
코레이션 카테고리 비중이 13.6%로 높았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b, p. 48).
오범(Ovum)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며, 2016년에는 450억 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 구글
플레이 앱 다운로드 수가 애플(Apple)의 앱 다운로드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구
글 플레이 앱의 강세는 낮은 가격대와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에 기인한다.
1) 모바일 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술적 접근을 이루고 있다. 조진경 · 황현숙(2010)은 모바일
미디어의 이해, ‘앱스토어’를 활용한 브랜디드 앱의 특성을 파악하여 홍보용으로 제작된 브
랜디드 앱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외 이태희(2011)의 ｢일본 앱스토어 시장 동향｣, 어윤봉
(2010)의 ｢앱스토어 현황 분석: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류한석(2010)의 ｢앱스토어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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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료 앱을 통한 수익은 여전히 애플이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이 역
시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시장에서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지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앱 다운로드 비율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며, 성장률은 중국이 높았다.
자이오로직(Xyologic)에서 조사대상 전 세계 36만여 개 앱 개발회사의 137만
개 앱에 대해 다운로드된 결과에 따르면, [표 2-1]과 같이 2012년 5월 현재
조사대상 30개 국가 중 미국 1위, 중국 2위, 한국 3위, 영국 4위, 인도 21위, 벨
기에 30위를 기록하였다.
표 2-1.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앱 다운로드 현황(2012년 5월 기준)

순위

(단위: 백만 건)

국가 명

계
Android

iPhone

iPad

WP7

1

미국

673.99

378.99

79.46

12.07

1,132.44

2

중국

25.28

246.37

74.63

3.93

346.28

3

한국

204.03

53.08

4.69

0.15

261.8

4

영국

161.05

70.74

16.50

3.21

248.290

5

일본

100.97

107.25

7.86

0.19

216.08

20

인도

11.86

2.22

2.20

14.08

자료: 자이오로직(xyologic.com)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모바일 앱의 카테고리별 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앱 전문 조사 ·
분석업체인 디스티모(Distimo)가 2011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상위 10개 앱 중 5개가 게임 앱(다운로드 기준)이다. 그 중 로비오
(Rovio)의 앵그리버드(Angry Birds)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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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앱도 상위권에 랭크
되어 있다. 모바일 앱의 이용 점유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도 게임과 소셜네
트워킹 서비스 앱의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음악과 엔터
테인먼트, 동영상 · 영화 관련 앱 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모바일 앱의
쾌락적 이용패턴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이나 정보수집 등의 도구적 이용보
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향후 유료로 구매할 의도가 있는 모바일 앱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게임이 1순위였으며, 그 뒤로 엔터테인먼트와 생산성,
내비게이션 순서로 앱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모바일
앱 시장에서 게임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11월 발표된 디스티모의 조사
결과,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유료 앱의 50%, 무료 앱의 43%가
게임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무료 앱 다운로드 상위 10위 중에서 게임 앱이
7개였으며, 특히 상위 3개가 모두 게임 앱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인도 앱에
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2. 인도의 스마트폰 앱 시장 현황
2011년 9월 인도 통신규제기관인 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25.3% 증
가한 8억 7,361만 명이었으며, 도심지역 가입자 수는 5억 7,612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65.9%, 비도심지역 가입자 수는 2억 9,74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34.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pp. 543-545).
2011년 6월 현재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 3억 4,667만 명으로 미국의 전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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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다 많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평가된다.2) 인도 통신시장(유
선, 무선, 인터넷 등 포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에 이어 통신가입자 2위 시장으로 많은 외국통신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3)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시장에서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앱 시장이다.4) 인도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하루에 52분 사용하며,
사용자 중 80%가 게임 및 소셜 네트워킹 앱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의 상위 5개 다운로드 카테고리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소셜
네트워킹, 라이프스타일 순이다. 앱의 재방문율은 32%이며, 29% 사용자가
2~3달 내 해당 앱을 떠나고, 게임은 한 달 내 이탈자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
이다. 인도 사용자의 5~10%는 다운로드 6개월 후에도 앱을 계속 사용할 의
향을 가지고 있으며, 1억 개 앱이 매월 인도에서 다운로드되고 있다. 대부
분의 인도 국내 앱 시장은 프리미엄(freemium) 모델5)을 사용하고 있으며,
2) Rakesh Kaki(2011), India Internet Usage Detailed Statistics,
http://www.dreamsrain.com/2011/12/07(accessed AUG 10, 2012).
3) 인도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세는 향후 수년간 지속되어 가입자 수 및 보급률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높고, 비도심지역의 이동통신 보급률이
낮으며,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적 저렴한 통신요금과 저가 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별 통신 보급 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선전화가 보급되고
난 후 무선전화기가 보급되는 현상을 보이나 인도는 유선전화보다 무선전화가 먼저 보급되
었다. 인도는 국토가 넓어 전국에 유선통신망을 설치하기에 매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도정부는 경쟁을 통한 무선전화 통화가격 인하정책을 시행하였다(차성욱 2012, pp.
40-41).
4) Mobile Pundit, Indian mobile apps usage stats,
http://www.mobilepundit.com/2012/03/01/indian-mobile-apps-usage-statsaccessed AUG 5, 2012).
5) 부분유료화를 뜻하는 ‘프리미엄(Freemium)’이라는 용어는 벤처캐피털리스트인 프레드 윌슨
(Fred Wilson)이 만들어낸 ‘free’와 ‘premium’의 합성어이다(ATALS Research Group, 2011
4. 11). 이 모델은 우선 무료 제공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추구하
는 모델로, 무료 콘텐츠 이용 시 기본 사양을 제공하고, 그 이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

24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인도의 앱 개발자는 2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모바일 앱 기업의 수익모델
은 무료 앱 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한편 앱스토어에서는 서비스 플
랫폼 제공업체가 30%를 가지고, 앱 개발자가 70%를 가지는 수익배분구조
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 인도 현지 전용 스토어(예를 들어 한국에 비
유하면 T스토어. 올레마켓 등)에서는 앱 개발자가 어플이 스토어에서 팔렸
을 때 30%를 수익으로 얻는 구조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수익 면에서 열
악한 환경을 보이고 있다.6) 인도 앱스토어 카테고리의 상위 150개 무료 앱
의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게임, 소셜네트워킹, 포토, 엔터
테인먼트 순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인도 앱스토어 카테고리의 상위 150개 유료 앱의 다운로드 수
(2012년 7월 8일~8월 8일 현재)를 살펴보면 게임(다운로드 비율 73.46%, 앱
개수 103개), 소셜네트워킹(7.36%, 1개), 유틸리티(5.32%, 10개), 포토
(2.53%, 7개), 생산성(2.26%, 6개), 엔터테인먼트(2.11%, 6개), 음악(1.82%, 4
개), 날씨(1.39%, 2개), 라이프스타일(0.98%, 2개), 내비게이터(0.92%, 2개),
참고자료(0.77%, 3개), 재무(0.56%, 2개), 건강 & 피트니스(0.3%, 1개), 도서
(0.24%, 1개) 순을 보였다.

을 지급해야 하는 ‘무료+유료 결합형 모델’이다. 최근 가장 선호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통한 수익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임을 무료로 사용해본 사람은 보다 원활한 게
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기반의 무료모델의 경우 이용자
의 클릭비율이 매우 낮고, 광고대행사 등을 통해 광고가 제공되기 때문에 수익배분문제 등
이 존재하는 반면, 프리미엄모델의 경우 개발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편이다.
6) BG Mahesh. How big is the mobile app industry in India?,
http://www.mahesh.com/mobile/how-big-is-the-mobile-app-industry-in-india(accessed AUG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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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인도 앱스토어 카테고리의 상위 150개 무료 앱의 다운로드 수

다운로드 비율(%)

카테고리

앱 개수

지난달 다운로드 수

73.45

게임

102

4,022,000

5.97

소셜네트워킹

8

327,000

4.29

포토

4

235,000

4.13

엔터테인먼트

10

226,000

3.73

음악

7

204,000

2.58

유틸리티

5

141,000

1.29

비즈니스

3

70,000

1.04

생산성

3

57,000

0.80

재무

1

44,000

0.70

라이프스타일

2

38,000

0.62

날씨

1

34,000

0.59

여행

2

32,000

0.58

참고자료

1

32,000

0.25

도서

1

14,000

주: 통계 데이터는 2012년 7월 8일~8월 8일 기준.
자료: xyologic(http://www.xyologic.com).

2012년 7월(7월 8일~8월 8일 기준) 인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 내 결
제(IAP: in-apps purchasing)7)한 유료 앱의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유료

7) 앱 내 결제(IAP: in-apps purchasing)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상품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애플에 이어 구글 등 다른 사업자들도 자사의 앱
스토어에서 결재할 수 있는 IAP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앱 내 결제(in-app purchasing)
기반의 프리미엄(Freemium)모델은 최근 가장 선호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통한 매
년 수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에는 다운로드를 통한 게임 판매수익보다 ‘게임 내 구
매’를 통한 매출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양환 2012,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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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99만 500회 다운로드하였으며, 그 중에서 앱 내 결제한 유료 앱의 다
운로드 수는 36만 8,600회이다. 유료 앱의 다운로드 중에서 앱 내 결제한
유료 앱의 다운로드 비율은 37.21%이며, 그 중에서 앱 내 결제를 한 유료
앱의 예상 다운로드 성장률은 13.58%로 나타났다. 한편 앱 내 결제한 무료
앱의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무료 앱의 다운로드 수는 1,216만 회였으며,
그 중에서 앱 내 결제한 무료 앱의 다운로드 수는 597만 회였다. 무료 앱
의 다운로드에서 앱 내 결제한 유료 앱의 다운로드 비율 49.11%이었다. 무
료 앱의 예상 다운로드 성장률은 7.67%(앱 내 결제 성장률 11.30%)로 나타
났다.
2012년 7월 인도 앱스토어의 무료 앱에서 앱 내 결제한 가격을 살펴보
면, 앱 내 결제한 아이템의 평균 가격은 4.88€(단위: 유로), 앱 내 결제한 아
이템 중 가장 많이 팔린 평균 가격이 3.09€(최소 가격 0.80€, 최대 가격
162.12€)로 나타났다. 한편 유료 앱에서 앱 내 결제한 가격을 살펴보면, 앱
내 결제한 앱의 평균 가격은 3.56€, 앱 내 결제한 아이템 중 가장 많이 팔
린 평균 가격은 2.80€(최소 가격은 0.80€, 최대 가격 145.91€)로 나타났다.
인도 아이폰의 앱 내 결제한 앱 통계를 보면, 앱 총개수는 53만 1,954개이
며, 그 중에서 앱 내 결제한 앱은 1만 908개(비율 2.05%)이다. 6월 대비 늘
어난 앱 개수는 2만 1,328개이며, 앱 개수의 성장률 4.18%(앱 내 결제 성장
률은 1.25%)이다.8)

8) In-App Purchase Economy iPhone India: July 2012, xyologic.com
http://xyologic.com/app-downloads-reports(accessed SEP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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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폰 앱의 인도 문화콘텐츠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문헌조사나 웹사이트 탐
색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인도 문화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인 이
해도를 높였다. 연구자가 보조연구원 2명과 함께 애플의 앱스토어 등에 접
속하여 분야별로 인도 문화콘텐츠를 파악 및 분류하고, 주요 어플은 다운
로드를 통해 서비스 내용과 사용자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도
문화콘텐츠를 카테고리별로 비교 · 정리한 후,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특징과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선행연구9)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실시한 한류의
분류 기준(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한스타일)10)에 맞춰 키워드 검색 등으
로 어플을 검색하였으나 연구에 필요한 어플의 샘플개수를 확보하기에 어
려웠다. 앱스토어상 앱의 카테고리의 경우 앱이 사용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른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는 앱 속에 녹아 있는 인
도 전통문화를 찾아내고 그 중 주로 이용되는 분야에 대하여 분류 및 특징

9) 한국콘텐츠진흥원(2011a, pp. 4-11)은 문화산업, 디지털콘텐츠, 콘텐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분류체계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2009)은 문화원형에 대해 이야기형, 예술
형, 전략형, 기술형 소재로 나누고 있다. 중앙대학교 한일문화연구원(2005)은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문화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미디어예술, 첨단예술로 분류하고 있으며, 임영철
(2004)은 일본지역 내 우리 문화원형을 예능과 학문, 축제와 일상생활, 종교, 외교와 조선
통신사, 유형예술(회화, 도자기, 조각), 불교전파와 설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
10)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9),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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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에도 대표적으로 전통문화의 변용
및 이용이 잘 나타나는 6개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범위 분류
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수집한 어플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콘
텐츠를 6개 항목(영화, 음악, 요리, 힌디, 종교, 민속)으로 재정의하고 관련
어플을 재수집하였다. 2차 어플 수집작업에서는 연구자가 선택한 6개 어플
을 인기 유 · 무료 어플 중에서 1차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이어 6개 문화콘텐
츠 어플에 맞는 주제별 분류(26개) 메뉴에서 관련 어플을 추가적으로 확보
하였다.
인도 문화콘텐츠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선정한 6개 분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영화 콘텐츠는 그 시장규모의 방대함은 물론이고 영화가 사실
상 대다수 문화콘텐츠의 종합체 역할을 수행하는 인도 현실에서 하나의 별
도 분류로 설정해도 충분한 편이다. 인도 요리의 경우 관련 앱들이 매우 많
고 다양하여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며, 그 외 인도는 11억 명 인구보다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국가답게 비교적 방대한 종교, 힌디, 민속 관련 어플이 다
수 존재한다. 그러나 게임의 경우 인도에서 애용되는 게임 어플 중 인도 전
통문화의 반영 측면 이전에 인도 제작사나 관련된 회사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도에서 이용하는 대다수의 게임이 해외 유명 게
임이기 때문에 별도 분류로 존재하기엔 양적 측면이 부실하여 전 세계적으
로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카테고리에서는 제
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주요 변용분야에 해당하는 앱들은 주로 앱스토어상
의 특정 카테고리(여행, 라이프스타일, 음악 등)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
을 보이며, 주로 해당 앱 및 앱스토어상 분류는 비즈니스, 의학, 기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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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생산성과 관련된 카테고리보다는 인도 현지 일반인들의 실생활 및 취
미 및 여가선용에 관련한 앱 및 분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현대사회(특히 인도)에서 인도 전통 문화유산이 현대화에 따른 비즈니
스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의 생활습관 및 정신세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조사개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스마트폰 앱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나타난 인도 문화콘텐츠
의 소개빈도 비교, 둘째, 애플의 앱스토어에 서비스되는 인도 문화콘텐츠
를 6개 항목별 어플 이용실태, 셋째, 6개 인도 문화콘텐츠 항목별로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어플의 심층분석, 마지막으로 인도 앱 시장을 SWOT 분석을
통해 한국 모바일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을 살펴본다.

2.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나타난 인도 문화콘텐츠 어플 비교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인도의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각
각의 상위 1,000개 어플에 대한 인도 전통문화요소 포함 요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의 경우 국가별 단일시장이 아닌 통
신사별, 해상도 및 기기별 다운로드 제한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
의 한계를 감안하여, 다운로드 수, 사용자 평점자 수 및 평균 평점, 서비스
언어 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 앱스토어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26개 국가별 마켓이 존재하며, 각 마켓별 유료 · 무
료 어플들에 대한 인기 차트와 주별 추천 어플 목록, 최신 등록 어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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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및 개인화된 추천 어플 제공 등 차별화된 어플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
으며, 등록된 어플들을 23개 카테고리11)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조사를 통하여 인도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숙
지하고,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인을 통하여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
까지 인도 앱스토어 계정으로 가입된 iOS 기기(iPad 2 1대 및 iPhone 4S 1
대)를 통하여 인도 앱스토어의 인기 차트를 검색하였고, 어플 직접설치를
통한 조사 및 xyologic.com 및 TMSOFT 社에서 제공하는 인도 앱스토어 통
계 및 어플별 정보를 참고하여 어플별 통계값과 특장점을 기록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또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상호 비교를 위하여
201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Appbrain.com社의 통계자료 및 인도 Airtel사
마켓에 가입된 구글 플레이 단말기(Samsung Nexus S 1대)를 통한 마켓 접
속 조사 및 어플 설치를 통한 특장점 분석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전체 상위 200개 어플의 카테고리를 살펴보
면 [표 2-3]과 같이 인도 문화콘텐츠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제한적
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특히 애플 앱스토어에서 문화콘텐츠 앱은 200개
중 7개로 집계되어 매우 미미한 결과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앱스토어의 특
성상 글로벌 앱들이 상위 순위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앱스토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글로벌 제작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
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용자 기반을 가진 인도 문화콘텐츠 앱은 입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11) 앱스토어 카테고리는 총 23개이며 다음과 같다. 건강 및 피트니스, 게임, 금융, 교육, 날씨,
내비게이션, 뉴스, 뉴스 가판대, 도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사진 및 비디오, 생산성,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여행, 유틸리티, 음식 및 음료, 음악, 의학, 참고,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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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어플 분류 비교

앱스토어 분류별 비율

연구분류별 비율

Entertainment

1

14.3%

민속

3

Music

3

42.9%

힌디

0.0%

Lifestyle

3

42.9%

종교

0.0%

음악

3

42.9%

영화

1

14.3%

요리
총계

7

42.9%

100.0%

0.0%
7

구글 플레이 분류별 비율

100.0%

연구분류별 비율

Books & Reference

6

21.4%

민속

9

32.1%

Education

2

7.1%

힌디

3

10.7%

Games

1

3.6%

종교

5

17.9%

Lifestyle

4

14.3%

음악

6

21.4%

Tools

1

3.6%

영화

3

10.7%

Social

1

3.6%

요리

1

3.6%

Productivity

1

3.6%

Music & Audio

5

17.9%

Entertainment

7

25.0%

총계

28

100.0%

28

100.0%

한편 구글 플레이에서 전체 상위 200개 어플 중 인도 전통문화 앱은 28
개로, 앱스토어에 비하여 구글 플레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지만 역시 14%라는 비중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
면 연구상 분류기준 민속 9건, 음악 6건, 종교 5건, 힌디 및 영화 각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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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1건으로 나타나 동일 기준 앱스토어의 분류비율과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마켓상 분류로는 엔터테인먼트 7건, 도서 및 참고 6건, 음악 및 오디
오 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동일 기준 라이프스타일 3건, 음악 3건 및
엔터테인먼트 1건으로 나타난 애플 앱스토어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3. 앱스토어의 6개 분야별 인도 문화콘텐츠 어플의 이용실태
가. 6개 문화콘텐츠 어플의 이용실태(종합)
애플의 앱스토어에 서비스되는 인도 문화콘텐츠를 6개 카테고리별 어플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이 총 232건의 앱 중 개인 개발 앱 92건,
기업 개발 앱 112건, 알 수 없음 19건 등으로 나타나 기업 개발 앱이 상대적
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류 앱 중 앱스토어상 카테고리는 Books
가 11건, Business 1건, Education 20건, Food & Drink 9건, Entertainment 24건,
Games 8건, Health & Fitness 5건, Lifestyle 62건, Music 30건, Reference 3건,
Productivity 3건, Social Networking 5건, Travel 7건, Utility 18건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평점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에 3.5점, 유료 앱 가격의 평균은
0.68달러로 나타났다. 카테고리 평균 다운로드 횟수는 음악, 영화, 민속 순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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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앱스토어의 6개 카테고리별 인도 문화콘텐츠(종합)

분류

카테고
리별
개수

개발 주체
기업

개인

다운로드
횟수
(평균)

영화, 드라마 TV 프로

7

4

3

음악

27

12

힌디(기타 인도
언어/문학작품)

38

요리

유 · 무료 여부
유료

무료

가격
(달러)

20714

0

7

-

3.9

15

23740

8

19

1.81

3.5

18

20

5147

10

28

0.6

3.9

22

16

6

8800

10

12

0.68

2.9

민속, 민화

46

24

16

10976

10

36

0.2

3.4

종교

92

55

36

7049

29

63

0.68

3.3

합계

232

112

92

10242

97

163

0.68

3.5

평점

나. 카테고리별 분석: ① 영화, 드라마, TV 프로
영화, 드라마, TV 프로 카테고리는 총 7건의 앱 중 개인 개발 앱이 3건,
기업 개발 앱이 4건으로 양자가 거의 동등한 분포를 보였다. 이 카테고리는
앱스토어 분류상으로 7건 모두 Entertainmen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당 카
테고리를 앱스토어상 카테고리에 대입시켜 살펴보면 앱들에 대한 사용자
평점은 3~4.5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점은
3.9점으로 본 연구대상 앱들의 전체 평균 3.5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
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전반적인 앱
의 질이 높은 편임을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분류 7개의 앱이 전부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 중이다. 이 카테고리 7개의 앱 중 무료 앱은 7건
으로, ‘Direct Cinema’ 앱의 앱 내 결제를 제외한 모든 앱이 무료로 제공되
고 있다. 전체 연구 평균이 비하여 무료 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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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적으로 콘텐츠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높은 영화 앱이라는 특징에
비추어봤을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최고 다운로드
횟수는 ‘Desi Videos-India videos for Movies TV Shows News and Cooking
videos in hindi tamil, telugu kannada gujarati marati and other languages’으
로, 6만 4,000회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였다. 본 횟수는 타 카테고리의
최고 다운로드횟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이 카테고리의 평
균 다운로드 횟수 2만 714건은 본 연구 평균 1만 242건에 비하여 매우 높
아 전체적으로 고른 다운로드 횟수를 나타냄과 동시에 상당한 인기를 가지
고 있는 분류임을 알 수 있다.
다. 카테고리별 분석: ② 음악
음악의 총 27건의 앱 중 개인 개발 앱은 15건, 기업 개발 앱은 12건으로
개인 개발 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나 최고 다운로드 횟수 상위
5위 내 어플들의 경우 전부 기업들이 제작한 앱들로서, 음악 앱의 특성상
제공되는 콘텐츠 수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카테
고리 앱은 앱스토어상 카테고리로 보면 총 27건 중 Lifestyle 1건과
Entertainment 1건을 제외한 24건이 전부 Music 분류인데, 이는 사실 연구상
분류와 정확히 매칭되는 앱스토어상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앱스토어상 이 카테고리 앱들에 대한 사용자 평점은 2~5점 사이로,
상당히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평균점은 3.5점으로 본 연구대상 앱들의 전
체 평균 3.5점과 일치한다. 그 중 최고 다운로드 횟수는 ‘Hindi Songs +
Bollywood Music Radio - Dhingana Music (free)’으로, 24만 6,000회의 다운
로드 횟수를 기록하였다. 본 횟수는 연구대상 앱 중 최고값으로,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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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분류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 2만 3,740건은 본 연구 평균 1만 242건
에 비하여 크게 높아 본 분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기
본적으로 이 카테고리 27개의 앱이 전부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 중이며,
‘India Hits! - Get The Newest Indian music charts! 앱의 경우는 표기오류로
보이지만 Indian Music Stories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한국인 개발자가 제작
한 앱으로 한국어를 사실상 기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카테고리 총 27
개의 앱 중 무료 앱은 19건으로, 유료 앱 8건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료 앱의 경우 0.99~ 4.99달러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
으로 그 폭이 넓은 편이며, 유료 앱 가격의 평균은 1.81달러로, 본 연구 전
체 평균 0.68 달러와 비교 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라. 카테고리별 분석: ③ 힌디(기타 인도 언어, 문학작품)
힌디(기타 인도 언어, 문학작품) 카테고리의 총 38건의 앱 중 개인 개발
앱이 20건, 기업 개발 앱이 18건으로 양자가 거의 동등하나 개인 개발 앱이
근소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 분류 앱을 앱스토어상 카테고리로 살펴
보면 Books가 3건, Business 1건, Education 15건, Lifestyle 3건, Productivity
1건, Social Networking 3건, Travel 및 Utility 각 5건으로 대체적으로 다양
한 분포를 보이나, 그 중에서 Education 분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앱스토어상 이 카테고리 앱들에 대한 사용자 평점은 2~5점 사이로, 상당히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평균점은 3.9점으로 본 연구대상 앱들의 전체 평균
3.5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 최고 다운로드 횟
수는 ‘Hindi Dictionary Free’으로, 7만 2,000회의 설치횟수를 기록하였다. 본
횟수는 타 분류의 최고 다운로드횟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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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이 카테고리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 5,147건은 본 연구 평균
1만 242건에 비하여 크게 낮아 상대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카테고리 38개 앱이 전부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 중이며, ‘Hindi Dictonary Free’, ‘Photo Translator Free’,
‘Trace TamilAlphabets Kids Activity’의 3건의 앱만이 영어 이외의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중 앞의 2개 앱은 다국적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전
및 번역 앱이라는 특성상 기타 언어를 탑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후자
의 타밀어 알파벳 앱의 경우 앱스토어상 카테고리는 매우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어 한 종류의 언어만을 지
원하고 있다. 이는 제작자의 고의적 혹은 앱스토어 등록양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어난 오류라고 판단된다. 이 카테고리 총 38개의 앱 중 무료 앱
은 28건으로, 유료 앱 10건에 비하여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료 앱의 경우 0.99~4.99달러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유료 앱의 평균 가격은 0.6달러로 본 연구 전체 평
균 0.68달러와 비교 시 다소 싼 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 카테고리별 분석: ④ 요리
요리 카테고리의 총 22건의 앱 중 개인 개발 앱은 6건, 기업 개발 앱은
16건으로 기업 개발 앱이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 카테고리를 앱스토
어상 카테고리에 대입시켜 살펴보면 Lifestyle 9건, Productivity 및
Reference 각 1건, Food & Drink 9건으로 Lifestyle과 Food & Drink 카테고
리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앱스토어상 이 카테고리 앱들에 대한 사용자
평점은 2~4.1점 사이로, 비교적 크지 않은 분포를 보이며, 평균점은 2.9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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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대상 앱들의 전체 평균 3.5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유지
하고 있어 앱의 질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카
테고리 22개의 앱이 전부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 중이고, 기타 다른 언어
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 카테고리 총 22개의 앱 중 무료 앱은 10건으로, 유
료 앱 12건에 비하여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 전체 평균과 비
교 시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료 앱의 경우 0.99~2.99달러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분산이 낮은 편이며, 유료 앱의 평균 가격은 0.68달러로 본 연
구 전체 평균 0.68달러와 일치한다. 그 중 최고 다운로드 횟수는 ‘Hindi
Dictionary Free’ 앱으로, 3만 5,000회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였다. 본 횟
수는 타 카테고리의 최고 다운로드 횟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 카테고리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 8,800건은 본 연구 평균
1만 242건에 비하여 낮아 상대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바. 카테고리별 분석: ⑤ 민속, 민화
민속, 민화의 총 46건의 앱 중 개인 개발 앱은 16건, 기업 개발 앱은 24
건으로 기업 개발 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 카테고리를 앱
스토어의 카테고리에 대입시켜 살펴보면 Books가 6건, Education 3건,
Entertainment 11건, Games 5건, Health & Fitness 2건, Lifestyle 7건,
Productivity 1건, Social Networking 2건, Utility 6건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
이나 그 중 Entertainment 분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앱스토어상 이
카테고리 앱들에 대한 사용자 평점은 1.5~5점 사이로, 상당히 다양한 분포
를 보이며, 평균점은 3.4점으로 본 연구대상 앱들의 전체 평균 3.5점보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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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낮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분류 43개의 앱이 전부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 중이며, ‘Horoscope HD free및 Diwali Festival
Kids Activity’의 경우 앱스토어상 카테고리는 매우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
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어 한 종류의 언어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제작자의 고의적 혹은 앱스토어 등록양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일어난 오류라고 판단된다. 이 카테고리 총 46개의 앱 중 무료 앱은 36건으
로, 유료 앱 10건에 비하여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 전체 평균
보다 무료 앱의 비중이 높다. 유료 앱의 경우 0.99~5.99달러의 분포를 보이
고 있으며, 유료 앱 가격의 평균은 0.2달러로 본 연구 전체 평균 0.68달러와
비교 시 매우 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 최고 다운로드 횟수는
‘Desi Calendar’ 앱으로, 6만 회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였다. 본 횟수는
타 분류의 최고 다운로드 횟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이 카테
고리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 1만 576건은 본 연구 평균 1만 242건과 비슷하
여 전체적으로 평균에 가깝다.
사. 카테고리별 분석: ⑥ 종교
종교 카테고리의 총 92건의 앱 중 개인 개발 앱은 36건, 기업 개발 앱은
55건으로 기업 개발 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이 카테고리
를 앱스토어상 카테고리에 대비시켜 살펴보면 Books가 8건, Education 2건,
Entertainment 5건, Games 3건, Health & Fitness 1건, Lifestyle 40건, Music
7건, Reference 2건, Travel 2건, Social Networking 1건, Utility 7건으로 사실
상 전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분포를 보이나 그 중 Lifestyle 분류에 상대적
으로 집중되어 있다. 앱스토어상 이 카테고리 앱들에 대한 사용자 평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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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사이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평균점은 3.3점으로 본 연구대
상 앱들의 전체 평균 3.5점보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기본적으로 이 분류 38개의 앱이 전부 영어를 기본 언
어로 사용 중이지만, 종교 앱의 특성상 실제 영어로 콘텐츠를 표시해주는
앱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다수가 영어를 기본으로 하지만 실 콘텐츠 내용
은 힌디어, 구자라트어 또는 펀자브어 등의 인도 지역언어로 제작되어 있
다. 본 카테고리에서도 28위인 ‘ShreeNathji Darshan’앱과 58위인 ‘Ganesh
Chaturthi Vinayaka Chavithi’의 경우 매우 다양한 언어를 제공한다고 기재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만을 지원하며, 역시 제조사의 오기로 인한 다
국어 지원으로 판단된다. 이 카테고리 총 38개의 앱 중 무료 앱은 63건으
로, 유료 앱 29건에 비하여 매우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 전체
평균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무료 앱 비중이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종교 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유료 앱의 경우
0.33~24.99달러까지의 매우 다양한 분포와 본 연구 중 가장 높은 최고가를
보이고 있으며, 유료 앱 가격의 평균은 0.68달러로 본 연구 전체 평균 0.68
달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 중 최고 다운로드 횟수는 ‘Hanuman Chalisha
Free’로, 9만 9,000회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였다. 본 횟수는 타 카테고
리의 최고 다운로드 횟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이 카테고리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 7,049건은 본 연구 평균 1만 242건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어플의 개수가 많아 수치상으
로 나타나는 다운로드 횟수보다 실 이용 비중은 더 높은 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인도인의 생활 속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율의 반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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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도인의 생활 그 모든 것이 종교적 요소라는 느낌
이며 연구상 종교와 민속, 언어 상호간의 차이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도 존
재한다.
한편 종교 앱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아마추어거나 아마추어에
준하거나 창업 초기 회사의 작품이 대다수 종교 앱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
적으로 앱 제작수준이 떨어지고, 앱 내 결제 등을 이용한 적극적 유료화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되었더라도 그 고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다. 인도는 아직 앱의 여명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타
국의 앱스토어에 비해서 완전 유료 앱의 비중이 매우 적으며, 광고를 위주
로 한 앱 내 결제를 통한 수익유도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국 구글 플
레이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는 상당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주는데, 인도의 경우에는 양자
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 소 결론
총 6개의 연구 분류 중 종교 카테고리가 92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인 것은 인도인의 생활 및 정신세계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힌두교는 일상생활 및 민속적 요소와의 상
호 구분이 힘들 만큼 인도인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녹아 있다. 영화와
음악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임에 비해, 다른 카테고리의 앱들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높은 평균 다운로드 횟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인도
인들의 가장 대중적인 여가 사용의 방법이 영화감상 및 대부분이 영화
OST인 음원을 청취하는 것이라는 인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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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전체적으로 유승훈(2012)이 분석한 영어로 된 한류 어플과 비교해
볼 때 평균 한국이 다운로드 65만 9,089회, 평점 4.14점인데 비해, 인도 다
운로드 횟수 1만 242회, 평점 3.5점으로 비교해볼 때 인도의 문화콘텐츠 앱
(을 포함한 앱스토어) 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인도 앱의 평균가
0.68달러와 한류 앱의 약 3.5달러와의 차이는 양국의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유사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2011년 IMF 조사 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인도 3,663달러 vs. 한국 3만 1,220달러)12).

4. 앱스토어의 6개 카테고리별 인도 문화콘텐츠 어플의 심층 분석
애플의 앱스토어에 나타난 인도 6개 카테고리별 문화콘텐츠 어플을 심
층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화, 드라마, TV 프로
영화, 드라마, TV 프로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앱은 ‘Direct Cinema’으로 20만 3,000회를 기록했다. 본 앱은 9.99달러의 앱
내 결제가 요구되는 VOD 서비스 앱이며, 평점 역시 3위를 차지한 ‘Deykho
Bollywood’와 더불어 가장 높은 4.5점을 기록하였다. 1~5위까지의 앱들은
전부 무료 앱으로 나타났으며, 앱스토어상 카테고리 역시 전부 Entertainment분
류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화라는 본 연구분류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

12)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accessed OCT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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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1~5위까지의 앱 중 가장 사용자 평가가 많은 앱은 ‘Desi Video’으로,
이는 ‘Desi Video’ 내부에 탑재된 평점 유도 팝업창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
단된다. 로컬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높은 앱은 ‘INOX’이고, 이어서 ‘JiniBox’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앱들은 인도 현지의 TV 가이드 및 영화예약 등 인
도 현지 기반서비스와의 밀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5. 앱스토어의 인도 영화 관련 앱

순
위

어플명

1

DirectCinema

2

다운
평점
유/무
앱스토어
가격 평점 참여
로드
료
상 분류
횟수
자수
203000

무료(
9.99
앱내)

제작자

제작자 인도에서 다운로
의 앱 다운로드 드 가능
개수 비율
국가

4.5

695

Entertain

Crazy Labs

55

20.3

24(UAE,
KOR
disabled)

Lalitha
Kailasa

2

27.5

26

6

15.7

26

Desi Videos-India videos for 64000
무료
Movies TV Shows News

무

4

1493

Entertain

3

Deykho Bollywood

47000 무료

무

4.5

233

Entertain pdashes.com

4

JiniBox

24000 무료

무

4

96

Entertain

TechJini
Solutions

2

49.4

26

5

INOX.

18000 무료

무

3

65

Entertain

Bigtree
Entertainment

12

75

26

나. 음악
음악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앱은 ‘Saavn Music’
으로, 143만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본 앱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앱이
며, 평점 역시 가장 높은 5점을 기록하였다. 1~5위까지의 앱들은 전부 무료
앱으로 나타났으며, 앱스토어상 카테고리 역시 전부 Music 분류로 나타났
는데, 이는 영화라는 본 연구 분류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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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앱이 전반적으로 타 분류에 비하여 사용자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로컬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높은 앱은 ‘Saavn Music’이지만 본
앱을 포함하여 모든 앱이 30% 남짓 또는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분류의 경우 로컬 앱보다는 글로벌 앱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 앱스토어의 인도 음악 관련 앱

순
위

어플명

1

Saavn Music

평점 앱스토
다운로도 유/
가격 평점 참여자 어상
횟수 무료
수
분류

제작자

제작자 인도에서
다운로드
의 앱 다운로드
가능 국가
개수
비율

1430000 무료

무

5

11520

Music

Saavn

0

33.5

26

Hindi Songs +
Bollywood Music
2
1030000 무료
Radio - Dhingana
Music (free)

무

4

9945

Music

Dhingana,
Inc

1

25

26

3

무

3

2346

Music Raaga.com

1

25.8

26

23

31.7

26

23

30.4

26

Raaga

406000

무료

4

Tabla HD Free

256000

무료
0.99
(앱내)

4

1874

mode of
Music expression,
LLC

5

Bollywood Top
Hits Free

126000

무료

3

808

Music Sprite Labs

무

다. 힌디(기타 인도 언어, 문학 작품)
힌디(기타 인도 언어, 문학 작품)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
를 기록한 앱은 ‘Hindi Dictionary Free’로, 10만 8,000회의 다운로드를 기록
했다. 본 앱은 1.99달러의 앱 내 결제를 통하여 추가 데이터베이스(DB)를
포함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전 앱이며, 본 대상 앱들 중 가장
높은 사용자 평가 수를 기록하였다. 1~5위까지의 앱들은 전부 무료 앱으로
나타났으며, 앱스토어상 분류는 Education, Social Networking, Lifestyle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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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및 Books 2건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라는 본 연구
분류의 특성상 교육용 앱에서 문학, 언어입력 보조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앱
이 포함될 수 있는 이유가 커보인다. 1~5위까지의 앱 중 가장 사용자 평가
가 높은 앱은 ‘iTelugu for iPhone’으로 4.5점을 기록했으며, 로컬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높은 앱은 ‘Hindi Dictionary Free’와 ‘Folk Tales of India’, 이어
서 Hindi for iPhone‘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앱들은 인도 내 다운로드 비율
이 50%를 넘어 로컬 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로컬 다운로드 비
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언어라는 특성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 앱스토어의 인도 힌디 관련 앱

제작 인도에 다운로드
자의 서의
가능한
앱 다운로
개수 드 비율 국가

어플명

다운
로도
횟수

평점
유/
앱스토어
가격 평점 참여
무료
상 분류
자수

제작자

1

Hindi Dictionary
Free

108000

무료
1.99
(앱내)

4

632

Education

iThinkdiff

51

62.8

26

2

Folk Tales of India

33000

무료

4

164

Books

RedBrickks

6

59.5

26

2

45.6

26

229

23.3

26

17

58.2

26

순
위

무

3

iTelugu for iPhone

33000

무료

무

4.5

Social
141
Manoj Reddy D
Networking

4

Legends and Heroes
of India

29000

무료

무

2

177

5

Hindi for iPhone

18000

무료

무

5

78

Books

iRemedi Corp

Lifestyle Prathibha Eraiah

라. 요리
요리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앱은 ‘Vegetarian
Restaurants’으로, 3만 5,000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본 앱은 일종의 맛집
위치정보 및 레시피 제공 앱이며 가장 높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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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평점 역시 가장 낮은 2점을 기
록하였다. 1~5위까지의 앱들은 전부 무료 앱으로 나타났으며, 앱스토어상
분류는 Food & Drink 및 Health & Fitness 분류 각 2건, Lifestyle 분류 1건
으로 나타나 요리라는 연구분류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5위
까지의 앱 중 가장 사용자 평가가 많은 앱은 ‘Vegetarian Restaurants’으로
나타났으며, 로컬 다운로드 비율이 가장 높은 앱은 ‘Zomato’으로 72.4%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앱이 인도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에서 기
인한다고 보인다. ‘Zomato’을 제외한 나머지 앱들은 로컬 다운로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요리의 글로벌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분류에 속
하는 앱들의 다운로드 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타 분류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2-8. 앱스토어의 인도 요리 관련 앱

순
위

어플명

1

Vegetarian
Restaurants

2

다운
평점
유/
앱스토어상
로드
가격 평점 참여
무료
분류
횟수
자수

제작자

인도에서의 다운로드
제작자의
다운로드 가능한
앱 개수
비율
국가

2

222

Health &
Fitness

Webdunia.com

53

15.5

26

Sweet ‘N’ Spicy
31000 무료 무 4.1
Indian Video Recipes

157

Lifestyle

Adhish
Technologies

1

45.8

26

35000 무료 무

23000 무료 무

3

131

Food &
Drink

Foodiebay Online
Services

0

72.4

26

Free Indian Recipes 4 Curry Recipes from 13000 무료 무
Pachakam.com

3

162

Lifestyle

Rajesh Pillai

0

39

26

5 Shveta’s Veg Recipes 8000 무료 무

4

19

Food &
Drink

Shveta
Sambhar-Hora

1

19

26

3

Zomato

2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마. 민속, 민화
민속, 민화 분류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앱은 ‘Shaadi.com
Matrimonial’으로, 13만 3,000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본 앱은 0.99달러에서
2.99달러까지의 앱 내 결제를 통한 프리미엄 회원권 구매가 요구되는 온라인
중매 서비스 앱이다, 1~5위까지의 앱들은 전부 무료 앱으로 나타났으며, 앱스
토어상 분류로 보면 Social Networking 1건, Education1건, Utilities 2건 및
Entertainment 1건으로 나타났다, 1~5위까지의 앱 중 가장 사용자 평가가 많은
앱은 ‘Know India: Quiz’이며, 로컬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높은 앱은 ‘Mind It
- Rajinikanth Jokes’과 이어서 ‘Desi Calendar’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Mind It
- Rajinikanth Jokes’의 경우 82.7%의 매우 높은 로컬 다운로드 비율을 나타냈
으며, ‘Desi Calendar’ 역시 60%에 가까운 높은 로컬 다운로드 비율을 보여주
었다. 하지만 기타 3개의 어플들은 21.2~47%의 낮은 로컬 다운로드 비율을 나
타내어 분류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의외의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표 2-9. 앱스토어의 인도 민속 관련 앱

순
위

어플명

다운
평점
유/
앱스토어상
로드
가격 평점 참여
무료
분류
횟수
자수

제작자

제작자
의 앱
개수

인도에 다운로드
서의
가능한
다운로
드 비율 국가

1

Shaadi.com
무료 0.99 /
133000
3.5
Matrimonial App
(앱내) 2.99

569

Social
Networking

People
Interactive .

0

21.2

26

2

Know India: Quiz 124000 무료

무

3

851

Education

Eknath Kadam

113

40.9

26

100000 무료

무

4

480

Utilities

Fingertips
Software

1

59.9

26

Tamil Daily
74,000 무료
Calendar
Mind It 47000 무료
Rajinikanth Jokes

무

4.5

286

Utilities

iAvadana

0

47

26

무

4.5

245 Entertainment

Zuzis LLC

7

82.7

26

3
4
5

Desi Calendar

∙ 26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난 인도 문화콘텐츠 분석

바. 종교
종교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앱은 ‘Hanuman Chalisha
Free’으로, 22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본 앱은 무료로 서비스되는 힌
두교 종교 앱이며, 본 분류상 앱 중 2위 앱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앱 역시
힌두교 종교 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위까지의 앱들은 전부 무료 앱으로,
앱스토어상 분류는 Utilities 및 Books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앱은
Lifestyle 분류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라는 본 연구분류의 특성상 대응하는
카테고리가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5위까지의 앱 중 가장 사용자
평가가 많은 앱은 ‘IslamicCompassFree’로 1만 3,243건으로 본 연구대상 앱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로컬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높은 앱은
‘Aarti n Chalisa’으로 47.1%로 나타나 음악 분류 다음으로 로컬 다운로드
횟수가 낮은 의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종교 분류 앱들
의 사용자가 인도 내부에 거주하는 인도인뿐만 아니라 인도 외부에 거주하
는 인도인들 역시 주된 앱 사용자들임을 알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2-10. 앱스토어의 인도 종교 관련 앱

순
위
1
2
3
4
5

어플명

평점 앱스토
다운로 유/
평점
참여 어상
드횟수 무료
자 수 분류

Hanuman Chalisha Free 220,000 무료 3.6

1798 Lifestyle

IslamicCompassFree-Pray
173,000 무료 4.2 13243 Utilities
erTimesandAdhanAlarm
Aarti n Chalisa
Om Sri Sai Ram
Shatashloki Valmiki
Ramayana (Audio)

72,000 무료 4.3
57,000 무료 4.2

433 Lifestyle
313 Lifestyle

25,000 무료 3.7

125

Books

제작자
MangoTree
Ventures Ltd
Islam Pray
Institute for
Quran and Qibla
Shaminoo
iMagic Apps
IndiaNIC
Infocom Limited

인도에
제작자 서의 다운로드
의 어플 다운로 가능한
개수 드 비율 국가
-

-

26

2

2

26

0
6

47.1
36.2

26
26

1667

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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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분석: 인도 앱 시장의 SWOT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인도는 아웃소싱을 바탕으로 한 IT 서비스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휘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타국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 외에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풍부한 인재, 높은 인재관리수준 등을 들 수 있다. IT 서비스의 한 부분
으로 분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시장은 IT 서비스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애플의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문화콘텐츠
앱 분석을 바탕으로 인도 앱 시장의 SWOT 분석을 통해 한국 모바일 기업의
인도 진출방안을 살펴보았다. [표 2-11]과 같이 인도 앱 시장의 강점은 25만 명
에 이르는 앱 개발자 집단,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고급인력, 신속한 앱 개발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외국기업의 하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의
이익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적은 매출규모, 판매이익이 개발자에게 덜 제공되
는 구조를 들 수 있다. 시장기회 측면에서 보면 인도 앱 시장은 성장성이 매우
높으며, 앱 다운로드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위협 측면에서 보
면 평균 앱 판매가격의 하락세, 해외에서 저가로 개발된 앱의 등장, 시장성장을
막는 해킹프로그램 유통 등을 들 수 있다.
인도 앱 시장의 SWOT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방향을 살펴보면
[표 2-11]과 같이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첫째, 우선추진전략으
로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마케팅 노하우와 인도의 S/W 능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한국이 가진 강점은 세계 최강의 모바일 게임 경력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의 마케팅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한국
에서 시도했던 모바일 게임 랭킹 이벤트는 세계 어디서나 성공할 수 있는

∙ 270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난 인도 문화콘텐츠 분석

표 2-11. 인도 앱 시장의 SWOT 분석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내부요인

외부요인

강점(S)

약점(W)

∙다수의 개발자: 25만 명의 프
로그래머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인력
∙자바, C++ 등 프로그래밍 언
어에 능통한 고급인력
∙2~12주 내 바른 앱 개발능력
∙아웃소싱 강대국 인도의 인
지도

∙규모의 결여, 적은 매출 규모
∙고객을 위한 앱 개발은 위험
성이 큰 비즈니스
∙판매이익이 개발자에게 덜 돌
아가는 구조
∙인도 앱 개발회사는 프로그
램에는 우수하나 아이디어는
부족
∙프리미엄모델에지나친의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1. 한국의 대응: 우선추진전략 2. 한국의 대응: 전략적 육성
∙여러 네트워크 사업자가 자기 ∙한국의 마케팅 노하우와 인 분야
∙인도 특화 앱 콘텐츠 공동
소유의 앱스토어를 가지고 도 S/W 능력의 접목
개발
있음.
기회
∙앱다운로드횟수의지속적증가
(O)
∙앱 내 제품유통과 같은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스마트폰과 함께 태블릿시장
도 증가세
∙평균 앱 판매가격의 하락세
3. 한국의 대응: 환경조성
4. 한국의 대응: 선택적 투자
∙해외에서 저가로 개발된 앱 분야
분야
∙글로벌 채널 내 유통 플랫폼 ∙한류 앱 포털 운영
등장
∙콘텐츠 어그리게이터의 높은 구축
위협
마진 요구
(T)
∙앱스토어 등록과정의 시간상
지체
∙시장성장을 막는 해킹 프로그
램 유통
자료: BG Mahesh. How big is the mobile app industry in India?.
http://www.mahesh.com(accessed AUG 10, 2012)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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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인도는 25만 명의 앱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S/W 개발능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 양
국 기업간 제휴를 통해 전 세계 모바일 시장에 공동 진출이 가능하다고 본
다. 둘째, 전략적 육성분야로서 인도 특화 앱을 한 · 인도 간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인도 신화와 종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종교, 신화에 대한 다양
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인도 앱 스토어상에서 종교 관련 어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스토리텔링 기획능력을 인도의 전통신화, 종
교와 접목시킨 한 · 인도 합작 앱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조성분야로서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앱 콘
텐츠의 글로벌 유통채널을 구축하여, 인도기업들이 한국의 우수 콘텐츠와
기술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유통 플랫폼은 국내
모바일 업체가 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
을 위한 매우 좋은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투자분야로서 장기적으로
한류 앱 포털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유통채널 내 한류 콘텐
츠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할 수 있는 한류 포털 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류 포털 앱을 인도 로컬 앱 사업자와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한 ·
인도 간 앱 시장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3)

13) xyologic(http://www.xyologi.com)의 한국과 인도의 앱스토어 다운로드 실적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총다운로드 횟수 6억 2,246만 건이며, 2012년 4월 다운로드 횟수 5,308만 건, 전체
대비 2012년 4월 다운로드 비율 4.3%, 무료 앱 다운로드 횟수 4,848만 건, 유료 앱 다운로
드 횟수 460만 건, 앱내 결제 다운로드 횟수 3,400만 건, 신규 앱 수 24,060개이다. 이에 비
해 인도는 총다운로드 횟수 1억 4,928만 건이며, 2012년 4월 다운로드 횟수 1,186만 건, 전
체 대비 2012년 4월 다운로드 비율 1.0%, 무료 앱 다운로드 횟수 1,112만 건, 유료 앱 다운
로드 횟수 74만 건, 앱 내 결제 다운로드 횟수 613만 건, 신규 앱 수 2만 4,014개이다. 전체
적으로 보면 한국이 인도보다 5배 이상의 앱 시장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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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문화콘텐츠 소비형태가 TV, 영화 등 대중미디어
중심에서 휴대폰, 게임기 등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 문화 소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스마트폰 앱상의 인도 문화콘텐츠 이용
및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디지털 인도문화(印流)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노
력하였다. 이를 위해 앱스토어에 나타난 인도 문화콘텐츠 앱을 분류하고,
주요 어플을 심층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모바일 기업이 인도 앱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SWOT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9, pp. 33-34)에서 제시한 한류의 6개
분류 항목에 따라 인도 문화콘텐츠 어플을 수집하였으나, 연구자의 의도에
맞는 모집단의 어플 샘플 개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재 서
비스되고 있는 어플의 비중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문화콘텐츠를 6개 항목
(영화, 음악, 요리, 힌디, 종교. 민속)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분류를 선
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김윤호, 이명무(2012, p. 53)는 일본 문화콘텐츠를 6
개(여행, 일본어 학습, 애니메이션, 음악, 음식, 드라마)로 분류하였으며, 유
승훈(2012, p. 76)은 한류 콘텐츠를 6개(한국어 학습, 영화 · 드라마, 게임, 음
악, 여행 · 교통, 한스타일)로 분류하였다. 일본 앱의 경우 일본이 강점을 가
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음식 등이 돋보이며, 한류의 경우 최근 한류의 폭발
적 성장세를 반영하여, 한국어 학습, 드라마, 게임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비해 인도는 신화와 영화의 나라답게 영화, 종교, 힌디 등에 관한

27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앱이 다수 서비스되고 있다. 둘째,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에 나타난 인도,
한국, 일본의 문화콘텐츠 이용실태를 비교해보면, 인도의 분석대상 232개
어플의 다운로드 횟수 평균 1만 242회, 사용자 평점 3.5점, 유료 어플 가격
이 0.68달러인 반면, 영어로 소개된 한류 어플(유승훈 2012) 147개의 다운
로드 횟수 평균 65만 9,089회, 사용자 평점 4.14점, 유료 어플 가격이 3.02
달러이다. 일류 콘텐츠(김윤호, 이명무 2012) 140개의 다운로드 횟수 평균
4만 8,450회, 사용자 평점 3.78, 유료 어플 가격 3.048달러를 기록하였다. 조
사대상인 인도 어플은 한류, 일류 어플에 비해 다운로드 횟수, 사용자 평점,
어플 가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인도 앱 시장이 아직 초창기
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6개 분류별 문화콘텐츠를 살펴보면 인도는 11억 명
인구보다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국가답게 비교적 방대한 종교, 힌디, 민속
관련 어플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인도의 영화 콘텐츠는 그 시장규모의 방
대함은 물론이고 영화가 사실상 대다수 문화콘텐츠의 종합체 역할을 수행
하는 인도 현실에서 하나의 별도 분류로 설정해도 충분한 앱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외 인도를 대표하는 문화인 음악이나 요리에 관한 앱은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다만 게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이용하는 대다수의 게임이 해외 유명
게임이고 인도 내 앱 기업의 경쟁력도 약하여 인도 문화를 담고 있는 어플
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앱은 주로 비즈니스, 의
학, 기술, SNS 등의 생산성과 관련된 카테고리보다는 인도 현지 일반인들
의 실생활 및 취미 및 여가선용에 관련한 앱 및 분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곧 현대사회(특히 인도)에서 인도 전통 문화유산이 현대화
에 따른 비즈니스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의 생활습관

∙ 274

및 정신세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도 앱 시장의
SWOT 분석을 통해 한국 모바일 기업의 인도 앱 시장 진출방향을 살펴보
면 첫째, 우선추진전략으로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마케팅 노하
우와 인도의 S/W 능력을 접목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적 육성분야로서 인
도의 신화나 종교를 바탕으로 한 특화 앱을 한 · 인도 간 공동 개발하는 것
이다. 셋째, 환경조성분야로서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선택적 투자 분야로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유통채널 내 한류포털
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관련 연구자들에
게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를 넘어서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미디어로
진화되어가고 있는 디지털 인도 문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로 사용되어지길 희망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스마트폰 어플 시장
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이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 전략
수립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둘째, 인도는 전 세계 국가 중
에서 전체 인구 대비 젊은층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젊은층이 사이
버공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를 이끌
어나가고 있는 젊은층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스
마트폰, 한류문화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스마트폰 어
플 사용자의 문화적 수용 측면에서 검증하였으나 전체적인 문헌연구가 부
족하여, 본 연구결과가 일반화되기에는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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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문화,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
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한국문화와 스마트폰 어플 사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도에서 이용하는 어플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대상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으로 넓혀
분석할 경우 보다 심도 있는 디지털 인도문화 현상을 조망해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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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소개된 문화콘텐츠
목록(총 232개 어플)
1. 인도의 앱 콘텐츠 분류: 힌디(기타 인도 언어/ 문학작품 포함)
순
위

콘텐츠명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유/ 콘텐츠
무료 평점

14.9 72,000 $1.99

1

Hindi Dictionary Free

개인

Education

2

Folk Tales of India

기업

Books

1.5

33,000

무

4

3

Legends and Heroes of India

기업

Books

53.6 29,000

무

2

4

iTelugu for iPhone

개인 Social Networking

1.3

15,000

무

4.5

5

Hindi for iPhone

개인

Lifestyle

1.3

11,000

무

5

6

Hasya Kavita (Hindi Poems)

기업

Lifestyle

0.8

8,000

무

2

7

Hindi Cards

개인

Education

1.4

7,000

무

3

8

World Nomads Hindi Language Guide

기업

Travel

10.6

7,000

무

3

9

Learn Free Hindi Vocabulary with Gengo
Audio Flashcards

기업

Education

12.2

6,000

무

3

10 Photo Translator Free

기업

Travel

1.9

6,000

무

4

11 Quillpad Touch

기업

Utilities

8.2

5,000

무

5

12 Learn Hindi Baby Flash Cards

기업

Education

19.1

5,000

무

4

13 Trace TamilAlphabets Kids Activity

개인

Education

37.6

4,000

무

3

14 Punj*biEditor

개인

Utilities

12.4

4,000

무

4.7

15 Marathi

개인

Lifestyle

1.4

4,000

무

5

16 Chand Ka Tohfa

기업

Books

6.5

3,000

무

3

17 QuickHindi

기업

Travel

11

3,000

무

4

18 English 2 Hindi Free Dictionary

개인

Education

14.5

2,000

무

3

19 Learn Hindi Free

개인

Education

6.0

2,000

무

4

20 Learn Hindi Quick

기업

Education

22.9

2,000

$0.99

3

21 HindiWriter

개인

Utilities

0.3

2,000

무

5

22 Lingopal Hindi LITE - talking phrasebook

기업

Travel

16.2

2,000

무

2

23 Type Marathi

기업 Social Networking

2.4

2,000

무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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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24 Urdu Writer

개인

25 Learn Hindi - Flash Cards

개인

Productivity

3.4

2,000

무

4.8

Education

13.6

1,000

무

5

26 Learning Hindi
27 Hindi Alphabets - by Niyaa

개인

Education

19.6

1,000

무

4

기업

Education

5.1

1,000

무

3

28 Hindi Vernmala by Tinytapps

개인

Education

17.4

1,000

무

3

29 GujuGuru - Hindi Edition

개인

Education

6.4

1,000

$0.99

3

30 Monkey And The Crocodile

개인

Education

12.9

1,000

무

5

31 Varnamala

개인

Education

17.6

1,000

무

5

32 Speak Mauritian

개인

Travel

6.7

1,000

무

4

33 TamilPaniniKeypad

기업

Utilities

0.3

1,000

무

5

34 Varamozhi

개인

Utilities

4.6

1,000

무

5

35 Type Urdu

기업 Social Networking

4

1,000

무

4

36 Speak Hindi

개인

14.2

1,000

무

4

37 RABINDRANATH TAGORE’s

기업

무

38 Jataka Tales

기업

무

콘텐츠명

Business

유/ 콘텐츠
무료 평점

주: 용량단위는 MB, 설치횟수는 다운로드 횟수, 유/무료의 무료는 ‘무’, 유료는 가격 달러 표
시, 평점은 5점 만점 기준(이하 동일).

2. 인도의 앱 콘텐츠 분류: 종교
순
위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1 Hanuman Chalisha Free

기업

Lifestyle

0.7

99,000

무

3.6

2 Om Sri Sai Ram

기업

Lifestyle

34.9 57,000

무

4.2

IslamicCompassFree-PrayerTimesandAdhanA
기업
larm

Utilities

18.7 30,000

무

4.2

4 Aarti n Chalisa

기업

Lifestyle

10.2 29,000

무

4.3

5 Shatashloki Valmiki Ramayana (Audio)

기업

Books

43.4 25,000

무

4

6 Gurbani World

기업

Entertainment

6.1

무

3.5

7 Hanuman Chalisa - Audio

기업

Entertainment

15.6 18,000 $1.99

8 iPuja

개인

Lifestyle

3

콘텐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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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1,000
17,000

유/ 콘텐츠
무료 평점

무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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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9 Namokar Mantra

기업

Lifestyle

9.3

15,000

무

3.1

10 Bhajans

개인

Reference

1.1

13,000

무

3

11 Lord Krishna Photos

기업

Lifestyle

2.3

12,000

무

4

12 SunderKand

개인

Books

3.5

12,000

무

4

13 Gajendra Moksha

개인

Utilities

34.1 10,000

무

14 25 Gayatri Mantras

기업

Music

18

10,000 $1.99

15 Narendra Modi

개인

Lifestyle

2.6

9,000

무

5

16 Sri Vishnusahasranamam

기업

Lifestyle

10.4

9,000

$0.99

3.3

기업

Lifestyle

1.7

9,000

무

4

18 Gayatri Mantra

기업

Lifestyle

0.4

8,000

무

3

19 Acharya Shri Vidyasagar Ji

기업

Lifestyle

2.6

8,000

무

4

20 Vachanamrut Study App

기업

Books

4.4

7,000

무

5

21 Anjan - The Savior

개인

Games

7.9

7,000

무

3

22 Daily Satsang

기업

Lifestyle

4.2

7,000

무

5

23 JAIN DARSHAN

개인

Lifestyle

4.2

7,000

무

4.8

24 Digambar Jain Temples

기업

Travel

8.4

7,000

무

4

25 Brahmageddon

기업

Games

26.3

7,000

무

4.5

26 Mahabharat Free

개인

-

-

7,000

무

4

27 Ganesh Night Light

개인

Utilities

0.3

6,000

무

3

28 ShreeNathji Darshan

기업

Lifestyle

20.5

5,000

무

5

29 God Pictures

기업

Lifestyle

32.5

5,000

$2.99

4

30 Religious Places - India

기업

Travel

2.7

5,000

무

4

31 Everyday Yoga - Daily Sutras

기업

Lifestyle

-

4,000

무

3

32 Shirdi Sai Baba

기업

Music

75.9

4,000

$4.99

3

33 Lord Tirupati Balaji

기업

Lifestyle

1.7

4,000

무

4

34 The Bhagavad Gita in Hindi

기업

Lifestyle

-

4,000

자료
없음

4.2

35 ShivDarshan

기업

Reference

5.4

3,000

무

3

17

콘텐츠명

Lord Tirupati Balaji
(Photo-Gallery & Wallpapers)

유/ 콘텐츠
무료 평점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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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36 Best Shayaris

개인

Entertainment

0.3

3,000

무

4.3

37 Hindi Bhajan and Devotional Songs

개인

Music

4

3,000

무

4

38 Jai Shri Krishna

기업

Music

107

3,000

$4.99

3

39 Hanuman Chalisa Telugu

개인

Lifestyle

13.3

3,000

무

4.8

40 iBasavanna

개인

Lifestyle

24.6

3,000

무

4.3

41 iDivine Hindu

기업

Lifestyle

-

3,000

-

3.5

42 Gandhi (Lite Version)

기업

Entertainment

2.6

3,000

무

4

43 Office-Yoga

기업 Health & Fitness

13

3,000

무

3

44 Shri Ram Shalaka

개인

Lifestyle

0.9

2,000

무

5

45 Kamasutra ™

개인

Books

0.5

2,000

무

4

46 The Way Of The Hindu

개인

Education

25.3

2,000

무

3

47 Learning Mantras for Children

기업

Lifestyle

60.1

2,000

$2.99

4

48 SRI CHANAKYA NITISHASTRA

기업

Utilities

-

2,000

무

3

49 Ganesha 100 Songs

기업

Music

286

2,000

$1.99

3

50 Hanuman Chalisa Audio

기업

Lifestyle

39.4

2,000

무

4.2

51 Aarti Katha App

기업

Lifestyle

0.3

2,000

무

3.2

52 iGanesh

개인

Life style

10.5

2,000

무

5

53 Hanuman Fly: The Hindu Monkey God

개인

Games

12.0

1,000

무

5

54 Krishna Premi

개인

Books

7.5

1,000

무

4

55 Aarti

기업

Books

7.0

1,000

무

4

56 Ganesha - On Vacation

기업

Books

3.7

1,000

무

3

57 108 Names

개인

Utilities

1.0

1,000

무

4

58 Ganesh Chaturthi Vinayaka Chavithi

기업

Education

77.2

1,000

무

4

59 Preachings-Bhagvad Gita

기업

Lifestyle

94.6

1,000

무

4

60 iChant

개인

Lifestyle

3.0

1,000

무

4

61 Maha Mrityunjaya Mantra

개인

Lifestyle

11.2

1,000

무

0

62 GayatriMantraApp

개인

Lifestyle

10.1

1,000

무

0

63 Power Yoga

개인

Lifestyle

-

1,000

무

3

64 Buddhist Alarm Clock

기업

Utilities

2.1

1,000

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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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명

유/ 콘텐츠
무료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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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65 My Ganesha

기업

Entertainment

20.5

1,000

무

0

66 100 Shabads and the 10 Sikh Gurus

개인

Music

0.8

1,000

무

3

67 JustSikh

기업

Lifestyle

3.5

1,000

무

4

68 Gayatri Mantra-Awake You Spiritually

기업

Lifestyle

24.4

1,000

무

0

69 Hanuman Chalisa-The Spiriture Alarm

기업

Lifestyle

18.3

1,000

무

0

70 Krishna HD

기업

Lifestyle

30.7

1,000

무

5

71 Shatki Gawain Awakening

기업

Lifestyle

2.5

1,000

무

0

72 Durga Chalisa

기업

Lifestyle

18.1

1,000

무

0

73 Devi Kavacham

기업

Lifestyle

15.7

1,000

무

0

74 Ramcharitramanas

기업

Lifestyle

19.9

1,000

무

0

75 Ganesh Sangrah

개인

Life style

4

1,000

무

3

76 Pocket Vedas

개인

Books

45.7

1,000

무

5

77 Sai Ki Nazren Karam-2

기업

Music

25.7

1,000

무

0

78 Indian Yantra

기업

Lifestyle

0.7

1,000

무

3.6

79 Shri Satyanarayana Katha

기업

Lifestyle

80 Swami Vivekananda Quotes

개인

81 GandhiQuote

기업

82 The Fo-Sho-Hing-Tsan-King

기업

무

83 The Life of Buddha

기업

무

84 Bhagavad Gita for Busy People - eb

기업

무

85 Tales of Panchatantra

기업

무

86 Relax with Yoga

기업

무

87 Ganesha (In Hindi)

기업

무

88 Sri Guru Gita (Audio)

기업

무

89 The Creed of Buddha

기업

무

90 Shiv Darshan (12 Jyotirlingas)

기업

91 Gleanings In Buddha-Fields

기업

92 Hanuman Chalisa (Audio)

기업

콘텐츠명

Lifestyle

Utilities

유/ 콘텐츠
무료 평점

2.8

1,000

무

3

0.2

1,000

무

4

0.3

1,000

무

3

2.1

무

3

무
Lifestyle

15.5

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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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의 앱 콘텐츠 분류: 음악
순
위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유/
무료

콘텐츠
평점

1 Hindi Songs + Bollywood Music Radio

기업

Music

7.7

246,000

무

4

2 Raaga

기업

Music

6.7

105,000

무

3

3 Tabla HD Free

기업

Music

8.6

92,000

$0.99

4

4 Saavn Music

기업

Music

5.1

48,000

무

5

5 Bollywood Top Hits Free

기업

Music

5.7

38,000

무

3

6 Dhol-E

기업

Music

1.9

15,000

$0.99

4

7 Dhur Ki Baani

개인

Music

3.4

14,000

무

5

8 Hindi Radio

개인

Music

3.6

13,000

무

4

9 Tambura Tamil Radio

개인

Music

2

13,000

무

4

10 iTanpura Lite - Tanpura Player

개인

Music

5.2

10,000

무

4

11 Manasu Tho

개인

Music

0.7

7,000

무

5

12 Laxmi Chalisa

개인

콘텐츠명

Lifestyle

3

6,000

무

3

Hindi Songs + Bollywood Music Radio 기업
13
Dhingana Music (unlimited)

Music

7.7

6,000

$4.99

4

14 Latest 100 Hindi and Bollywood Songs

기업

Music

1.4

6,000

$5.99

3

15 Top 100 Old Hindi and Bollywood Songs

기업

Music

1.4

4,000

무

3

16 geetnet - karaoke for hindi bollywood songs

개인 Entertainment

7

3,000

$4.99

2

17 Tamil hits

기업

Music

2

3,000

무

3

18 Dhol Nut2000

개인

Music

5.7

2,000

$0.99

3

19 iCarnatic

개인

Music

23.7

2,000

무

3

20 Sita Sings The Blues - FREE

기업

1,000

무

4

21 iTanpura - Tanpura Player

개인

Music

5.3

1,000

$14.99

4

22 Tabla Deva

개인

Music

4.2

1,000

$4.99

4

23 iShala

개인

Music

16.6

1,000

$14.99

2

India Hits! - Get The Newest Indian music
기업
24
charts!

Music

2.7

1,000

$3.99

0

25 DEA Sarangi

개인

Music

12.3

1,000

$1.99

4

26 True Tabla Drums

개인

Music

5.4

1,000

무

5

27 Indian Music Stories

개인

Books

10.8

1,000

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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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의 앱 콘텐츠 분류: 요리
순
위

콘텐츠명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가격 콘텐츠
(유/무료) 평점

5.3

35,000

무료

2

8.7

31,000

무료

4.1

기업

Health &
Fitness
Lifestyle
Food &
Drink

2.7

23,000

무료

3

개인

Lifestyle

1.1

13,000

무료

3

5 Shveta’s Veg Recipes

개인

15.4

8,000

무료

4

6 Curry Up Now

기업

1.4

6,000

무료

2

7
8
9
10
11
12
13
14
15

Indian Recipes by ifood.tv

기업

Food &
Drink
Food &
Drink
Lifestyle

4.9

4,000

무료

4.1

India Cuisines

기업

Lifestyle

-

3,000

무료

2.1

Chutney Recipes

기업

Reference

2.4

3,000

$2.99

4

How To Make Indian Tea

개인

Productivity

3.6

1,000

무료

0

Master Chef Pankaj Bhadourla

기업

Lifestyle

17.6

1,000

$4.99

0

Indian Curry (NVeg)

기업

Lifestyle

1

1,000

$0.99

2.8

Indian Curry (Veg)

기업

Lifestyle

1

1,000

$0.99

3

Indian Snacks (Veg.)

기업

Lifestyle

1

1,000

$0.99

3

Flavors of India

기업

7.5

1,000

무료

3

16 INDIAN RECIPES.

기업

0.8

$0.99

4

17 Royal Indian Recipes

개인

1.3

$0.99

4

18 Indian Food and Recipes

기업

2.

$0.99

3

19 Indian Recipes!!

개인

0.5

$0.99

4

20 Indian Vegetarian Recipes by Nita Mehta

기업

$1.99

0

21 Spice & Taste - Explore the Indian cuisine

개인

무료

4

22 Indian Recipes

기업

Lifestyle
Food &
Drink
Food &
Drink
Food &
Drink
Food &
Drink
Food &
Drink
Health &
Fitness
Food &
Drink

$2.99

4

1 Vegetarian Restaurants

기업

2 Sweet‘N’Spicy Indian Video Recipes

기업

3 Zomato
4

Free Indian Recipes - Curry Recipes from
Pachakam.com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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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의 앱 콘텐츠 분류: 영화, 드라마, TV 프로
순
위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가격

콘텐츠
평점

1 Desi Videos

개인

Entertainment

4.4

64,000

무료

4

2 Direct Cinema

개인

Entertainment

7.9

39,000

$9.99

4

3 INOX.

기업

Entertainment

2.

14,000

무료

3

4 JiniBox

기업

Entertainment

13.3

12,000

무료

4

5 Deykho Bollywood

기업

Entertainment

2.6

8,000

무료

4.5

6 HIMO-Hindi Movies Fresh & Free

개인

Entertainment

0.7

5,000

무료

4

7 BodyGuard The Film

기업

Entertainment

19.7

3,000

무료

4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가격

콘텐츠
평점

1 Desi Calendar

기업

Utilities

1.7

60,000

무료

4

2 Nepali Calender

기업

Lifestyle

1.5

41,000

무료

4.7

3 Mind It - Rajinikanth Jokes

기업

Entertainment

1.8

39,000

무료

4.5

4 Know India: Quiz

개인

Education

1.5

36,000

무료

3

5 Tamil Daily Calendar

기업

Utilities

1.7

35,000

무료

4.5

6 Shaadi.com Matrimonial App

기업

Social
Networking

1.3

28,000

$0.99

3.5

7 Chutkule (Hindi Jokes)

기업

Entertainment

1

26,000

$0.99

3

8 World Panchangam

기업

Lifestyle

6.5

22,000

무료

3

9 Folk Tales of India

개인

Books

1.5

20,000

무료

4

10 Bheem

기업

Entertainment

11.8

19,000

$2.99

3

11 Indian Festivals & Holidays

기업

Utilities

0.2

19,000

무료

3

12 India Panchang Calendar 2011

개인

Lifestyle

22.4

10,000

무료

3

콘텐츠명

6. 인도의 앱 콘텐츠 분류: 민속, 민화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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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가격

콘텐츠
평점

13 Horoscope HD free

개인

Health &
Fitness

5.7

9,000

무료

3

14 Stupid Monkeys

기업

Games

29.3

8,000

$5.99

3

15 Dehla Pakad

개인

Games

6.2

7,000

무료

4

16 BharatMatrimony

기업

Social
Networking

4.4

7,000

무료

3

기업

Books

53.6

7,000

무료

3

18 Jumping Swami

기업

Games

1.3

7,000

$1.08

2

19 Chutkule - 2 (Hindi Jokes)

기업

Entertainment

0.7

7,000

$0.99

3.5

20 Yaniv

개인

Games

16.9

6,000

$1.99

5

21 India Home Remedies

개인

Health &
Fitness

7.6

6,000

무료

3

22 Panchangam

개인

Productivity

0.9

5,000

$0.99

4

23 Jokulu (Telugu Jokes)

기업

Entertainment

0.6

5,000

$1.08

2

24 Dance India Dance

기업

Entertainment

1.2

4,000

무료

4.5

개인

Books

17.2

4,000

무료

4

26 Vedic Maths Lite

기업

Education

0.6

3,000

무료

3

27 Santhanam Tamil Comedy

개인

Entertainment

10

3,000

무료

4

28 Vadivelu Tamil Comedy Ringtones

개인

Entertainment

5.2

3,000

무료

5

29 Diwali Festival Kids Activity

개인

Education

55.9

3,000

무료

4

30 Chhota Bheem and The Curse of Damyaan

기업

Games

23.9

3,000

무료

5

31 IndianJokes

기업

Entertainment

1.3

3,000

무료

4

32 Jagran Panchang

기업

Utilities

13.2

2,000

무료

3

33 iChogadia

기업

Utilities

0.2

2,000

무료

4

34 Vedic Astrology Chart Maker and Forecasts

개인

Lifestyle

7.3

2,000

$4.99

1.5

17

25

콘텐츠명

Legends and Heroes of India - Amar Chitra
Katha Comics

Chacha Chaudhary and Raka Ka Hydrozon
Bomb - Hi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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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콘텐츠명

개발
주체

카테고리

용량

설치
횟수

가격

콘텐츠
평점

35 Falitham (Malayalam Jokes)

기업

entertainment

0.9

2,000

$0.99

3

36 Tamil Jokes

기업

Entertainment

0.5

2,000

$1.08

3

37 iHoro 2012

기업

Lifestyle

2.9

1,000

무료

4

38 India Panchang Calendar 2012

개인

Lifestyle

22.9

1,000

$0.99

4

39 Yuga Calendar Calculator

기업

Utilities

0.2

1,000

무료

3

40 Navagraha Stotram

기업

Books

12.1

1,000

무료

4

41 Love Mantra

개인

Lifestyle

16.5

1,000

$0.99

0

42 Chacha Chaudhary - Sport Shoes (Hindi)

개인

Books

31.0

1,000

무료

4

43 Chacha Chaudhary The Great Kidnapping

기업

Books

16

1,000

$0.99

0

44 Stories of Vikram and Betal

기업

무료

45 Vikram and The Vampire

기업

무료

46 Tales of Akbar And Birbal

기업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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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음악 문화와 한국음악과의 관계
전 인 평 (중앙대학교)

목차

Ⅰ. 서론: 왜 인도음악 문화인가?
Ⅱ. 인도음악과 한국음악의 역사적 교류
Ⅲ. 인도음악의 한국음악에 대한 영향
Ⅳ. 맺음말

Ⅰ. 서론: 왜 인도음악인가?
역사적으로 한국음악계는 인도와 직접 간접적으로 인도와 꾸준히 관계
를 맺어오면서 오늘날의 한국음악을 이루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유럽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인도는 자신의 음악 전통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고 인도음악은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여러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음악계는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자신의 문화를 홀대하고 외래음악
에 경도되어 있는 극심한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주
변국이 아니고 자동차, 전자제품, 스마트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문화계로도 확산되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도음악계는 어떻게 자신의 음악을 교육하고 갈고 닦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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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수출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한국음악 문화계의 숙제를 푸는 하
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문화는 종교라는 배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 중에는 기독교 전래 이후 새로 들어온 문화가 많이 있다. 이
처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보였듯이 과거에 불교가 들어오면
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을 것이다.
불교는 한국인의 심성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종교이다. 고구
려에 불교가 372년(소수림왕 2년) 전래한 이후, 불교는 신라 이후 고려시대
까지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조에는 억불숭유책으로 학문과 철학은
유교가 주도하였으나 생활철학은 여전히 불교가 중심이었다.
일반적으로 오래전에 들어온 것은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
게 된다. 석굴암이 인도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인도예술로 생
각하지 않고 한국예술로 생각하고 퇴계철학은 중국의 주자학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철학이지만 그래서 한국인은 퇴계철학이 중국철학이라고 생각하
지 않고 한국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예가 우리나라의 장구이다. 장구는 인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송나
라 진양(陳陽) 뺷악서뺸(樂書)의 기록을 보면 장구를 그려놓고 ‘인도에서 나
왔다(出於南蠻天竺之國也)’라고 적어 놓아 분명히 알 수 있다.1)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번 외래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고
구려는 인도음악을 수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은 장구와 거문고이다. 신라
는 당나라 음악을 수용하였는데, 그 영향관계를 뺷삼국사기뺸에서 읽을 수
1) 銅鼓鑄銅爲之作…出於南蠻天竺之國也 陳暘, 뺷樂書뺸(國立國樂院, 1982년 영인), 卷125, 韓國
音樂學資料叢書 卷9,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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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뺷삼국사기뺸 삼죽(三竹)의 악조에 나오는 반섭조는 인도의 판챠마
(panchama)와 관계가 있고, 최치원의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에 나오는
속독(束毒)은 중앙아시아의 소그드(sogd) 음악과 관계가 있다. 고려는 중국
의 사악(詞樂)을 수용하여, 오늘날까지 보허자(步虛子)와 낙양춘(洛陽春)을
보존하고 있다. 이 보허자와 낙양춘은 원산지인 중국에는 인멸되고 없는
음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향악화하여 한국음악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조 말에 들어온 양금(洋琴)은 아라비아의 산투루(santur)가 유럽으로 건
너가 달시머(dulcimer)가 되었고 이것을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하였고, 이것을 홍대용(洪大容)이 우리나라에 수입한 것이다. 이 양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산회상 연주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우리 나라 음악사는 끊임없이 외래음악을 수용하여 그것을 자주적으로
수용하였다. 자주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은 외래음악을 외래음악 모습 그
대로 이 땅에 이식한 것이 아니고, 외래음악을 이용하여 한국음악을 풍성
하게 살찌우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양음악에 함몰되어 있는 한국음악계에 한국음악사를 되돌
아 보면서 한국음악계에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사료된다. 한국음악계의 상황은 어떠한가? 교실
에서의 음악시간은 서양음악시간이고, 방송의 명곡 감상은 곧 서양음악 감
상이고, 음악가라면 서양음악가를 말한다. 그리고 작곡계를 보면, 국악작곡
가와 작곡가가 나뉘어 있다. 흔히 작곡가라면 서양악기를 이용하고 서양식
으로 작곡하는 것을 말하고, 국악작곡가라면 국악기를 이용하거나 국악식
표현을 강조하는 작곡가를 말한다. 대학에 국악작곡을 가르치는 교수가 따
로 있는 것을 보면, 양악과 국악이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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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는가? 곧 서양음악을 향악화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서양음악은 서
양음악 본 모습대로 이 땅에 이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도음악을 통하여 한국음악의 미래를 볼 수 있다.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한국음악계에 큰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인도 전통음악은 인도 국내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인도음악을 수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Ⅱ. 인도음악과 한국음악의 역사적 교류
인도와 한국의 교류 역사는 매우 길다. 한국음악과 인도음악의 교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뺷삼국유사뺸 가락국기 기사와 뺷삼국사기뺸 악지 기
사, 그리고 뺷고려사뺸 악지 기사가 있다.

1. 뺷삼국유사뺸(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
뺷삼국유사뺸(三國遺事) 가락국기(駕洛國記)2)에 의하면, 김수로왕의 비 허
왕옥(許黃玉)은 AD 41년 ‘저는 아유타국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
은 황옥입니다(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2) 뺷가락국기뺸는 1076년 금관주, 즉 오늘날 김해 땅의 행정관인 지주사(知州事)가 편수한 책이
다. 그 책 내용의 일부를 후에 승 일연(一然)이 뺷삼국유사뺸에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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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의거한 김병모(金秉模)의 연구에 의하면 허황옥은 멀리 인도의 아요
디야(Ayodiya)국의 후예라고 한다.3)

2. 뺷삼국사기뺸 악지 기사
뺷삼국사기뺸에는 당시 신라에서 유행하던 인도악조 이름이 나온다. 뺷삼국
사기뺸 악지(樂志)에 평조(平調) · 황종조(黃鐘調) · 이아조(二牙調) · 월조(越
調) · 반섭조(般涉調) · 출조(出調) · 준조(俊調)의 7악조가 있다. 이 가운데 반
섭조는 인도 판차마(panchama)의 음역이다.4) 뺷수서뺸(隋書)에는 반섬(般贍),
뺷송사뺸(宋史)의 악지와 진양(陳陽)의 뺷악서뺸(樂書)에서는 반섭(般涉)으로,
일본 가가쿠(아악, 雅樂)에서는 반시키(盤涉)로 나온다.5) 이것은 모두 인도
쿠디미야마라이(Kudimiyamalai) 비문(碑文)의 7조 중에 나오는 판차마를 번

3) 이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한 그림, 즉 쌍어문
(雙漁文)으로 알 수 있다. 쌍어문 문양은 김해의 허왕후 능의 문에 그려 있다. 이것은 인도의
아요디아 지방에서 지금도 수호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호신의 쌍어문은 인도
아유타국의 아요디아 사람과 함께 중국 보주(普州)로 옮겨졌다. 중국 한나라 때 세금 수탈에
시달리던 인도 출신 부라만(許)들은 보주를 떠나 가락국에 도착하였다. 이때 허황옥이 김수
로 왕과 48년 결혼하게 된다. 허황옥은 수로왕과 결혼하여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낳
았다. 먼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아온 아내를 위로하며, 수로왕은 아내의 성을 따서
두 왕자에게 허씨를 사성(賜姓)했다. 이 왕자의 자손이 김해허씨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도 김해 김씨와 허씨는 같은 조상을 두었다는 이유로 서로 결혼하지 않는다.
4) 한만영 · 전인평(1989), 뺷東洋音樂뺸(허황옥 일행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고대사회의 첫 이민이
요, 한국인의 몸 속에 외국인의 유전자가 스며든 사건이다. 金秉模(1994), p. 13. 인도음악은
한 옥타브를 22스루띠로 나눈다. 이 22음 중에서 12음을 임의로 뽑고, 다시 이 12음에서 임
의로 선택한 7음을 기초로 음계를 만든다. 22스루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 전 2세기부
터 기원 후 4세기경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뺷나티야 사스트라뺸(Natya Sastra)이다. 한만영 · 전
인평(1989), pp. 249-252.
5) 宋芳松(1995), ｢新羅 三竹의 唐樂調 硏究｣, 뺷韓國音樂史論攷뺸, p. 83. 영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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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한 말이다.6) 이 반섭조는 구자(龜玆) 사람 소지파(蘇祗婆)가 소개했다는
7조 중의 하나이다. 소지파는 북주(北周, 557~579)의 무제(武帝, 561~577)에
게 시집온 돌궐(突厥) 황후를 따라서 중국에 들어온 사람이다. 소지파는 ‘7
조 5단’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구자악(龜玆樂) 이론이다.7) 이 반섭조
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인도 ~ 구자 ~ 중국 ~ 한국 ~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 상황은 다음 ‘인도음악의 한국음악에 대한 영향’ 항목에서 더 자세히 논
의할 것이다.

3. 뺷고려사뺸 악지 기사
뺷고려사뺸에는 고려시대에 인도 악단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고려 의종(毅宗, 1146~1170) 때, 만든 법가위장(法駕衛仗)과 팔관
위장(八關衛仗)에 안국기(安國伎), 고창기(高昌伎), 천축기(天竺伎) 등이 수
행한 기록이 있는바 여기에서 천축기가 바로 인도 악단이다.
위장(衛仗)이란 높은 분의 행차나 행사 참여에 동원하는 군사를 말한다.
이 위장에는 각(角)을 부는 취각군사(吹角軍士)와 소라(螺)를 부는 나각군
사(螺角軍士)가 따르고, 그 외에 안국기, 고창기, 천축기 등이 함께 수행하
였다.
법가위장에는 고창기 · 천축기가 수행하고, 상원연등친행위장(上元燃燈親
6) 우에노 다카코(上野貴子) 지음, 전인평 번역, ｢쿠디미야마라이 비문의 악보 해독｣, 뺷韓國音
樂史學報뺸(한국음악사학회, 1996, 1997), 제16집, pp. 157-185, 제18집, pp. 157-183.
7) 7調5旦의 旦은 구자어로 ‘tana’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drone’이다. 旦은 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音으로 바뀌었다. 河昌林(1985), “蘇祗婆的 五旦 理論,” 뺷絲綢之路 樂舞藝術뺸, (中國：
新疆人民出版社),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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幸衛仗)에는 안국기가 수행하고, 서남경 순행 회가봉영 위장(西南京巡行回
駕奉迎衛仗)에는 안국기가 수행하였다.
뺷고려사뺸의 법가위장 기록은 다음과 같다.
교방악관(敎坊樂官) 100명이 좌우로 나누어 서고, 안국기(安國伎) 일부
와 잡기 각 40명이 좌우로 서고, 고창기 일부 16명이 왼쪽에, 천축기 일
부 18인이 오른쪽에 있고, 연악기(宴樂伎) · 잡기(雜伎) 각 40명이 좌우로
나누어 서고, 취각군(鼓吹角軍士) 16명이 좌우로 서고, 취각군(吹角軍)
일부 24명은 수레 뒤에 각각 선다.8)

서남경 순행 회가봉영 위장은 임금이 서남경에 순행하고, 돌아올(回駕)
때 맞이하는 위장이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교방악관 100명이 좌우로 서고, 안국기 40명, 잡극기(雜劇伎) 160명이
각각 좌우로 나누어 취각군사 10명과 함께 수레 앞에 서고, 취라군사 10
명은 수레 뒤에 선다.9)

이와 같은 안국기 · 고창기 · 천축기에 대하여 당시 개성에 거주하는 안국
· 고창 · 천축의 상인들이 자기 나라의 기악(伎樂)을 연주하였을 것이다.10)
안국기는 속특국(粟特國 : 소그드)의 일부로서, 오늘날 우즈벡 공화국 지
역이다. 안국은 중앙아시아 부하라(Bukhara) 시 근처에 있었다. 이 나라 사
람을 중국에서는 안(安)이라 부르고, 안말약(安末弱) · 안마구(安馬句) · 안질
노(安叱奴) 등 북제(北濟) 궁정(宮廷)의 사랑을 받았다.
8) 뺷高麗史뺸(1986), 卷72, 志26, 24b-25a, 輿服一, 法駕衛仗. 번역은 張師勛(1986), p. 205.
9) 뺷高麗史뺸, 卷72, 志26, 37ab, 輿服一, 西南京巡幸回駕奉迎衛仗. 번역은 張師勛, 앞의 책, p. 206.
10) 李惠求(1981), “伎樂 · 雜戱,” 뺷韓國史뺸, 국사편찬위원회, p.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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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서역인들이 개성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
리고 왕의 행차에 이들이 수행하였다면, 이들은 자기 나라의 음악을 연주
하였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고려 의종 때 인도악단이 우리 나라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고구려 안악고분 자료
또한 357년에 조성한 고구려 안악고분에는 여기에는 거문고 완함(阮咸)
장소(長簫) 연주자가 나란히 앉아 합주하고, 그 앞에는 가면을 쓰고, 발을
X자 모양을 하고 춤추는 사람이 있다.11) 이 안악 제3호분의 X자 춤동작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동작이다. 오히려 인도의 사원조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인도의 뺷나티야사스트라뺸(Natya Sastra)에 108가지의 춤동작을 현상화
한 것이 있다. 그 중에서 X자 춤동작은 인도의 카탁(kathak)이나 바라타나
티얌(bharatanatyam)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춤동작이다.

Ⅱ. 인도음악의 한국음악에 대한 영향
음악 자체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양국 실제 음악의 비교가 필
11) 1958년의 ｢안악 제3호분 발굴 보고｣에는 이 춤추는 사람의 코가 아주 높다고 묘사하고 있
다. 그러나 1997년 10월 6일 한국일보에 의하면, 탈을 쓴 인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물의 코가 워낙 커서 탈춤으로 본 것 같다. 사진자료를 본 필자의 소감은 탈처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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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여기에서는 음악의 악조, 음악의 형식, 음악의 장단, 악기의 유관
관계 등 네 분야에 관하여 상호 비교할 것이다.

1. 두 나라 음악의 악조로 본 영향
한국과 인도의 음악교류를 살피던 중 인도의 판차마가 중국에서는 반섭
조 또는 반섬조로 나오고 한국에서는 삼국사기에 반섭조로 나오며 일본에
도 같은 한자를 반시키라고 발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12).
다음에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하여 인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음악
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음악교류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서는 악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대음악 연구에서 악보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악보를 통한 연구라기보다는 문헌 연구를 통하
여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인도 관계 자료는 인도에서 1904년에 발굴한 쿠디미야마라
이(Kudimiyamalai)13)의 비명(碑銘)이다. 중국 관계 자료로는 뺷당회요뺸(唐會
要)의 당속악조 관련 자료이다. 한국 관계 자료는 뺷삼국사기뺸(三國史記)에
나오는 신라의 삼현삼죽 악조 기록이다. 일본 관계 자료로는 일본 가가쿠
중 도가쿠 자료에 나오는 반시키이다.
12) 반섭조는 인도에서 기원한 악조로 인도 판차마(panchama)와 관계가 있다. 판차마는 인도
음악의 12스바라(svara) 중 여덞 번째 음이름이다. 이 반섭조는 산스크리트(梵語)를 한자로
음역(音譯)한 것이다. 이것을 뺷수서뺸(隋書)에는 반섬(般贍), 뺷송사뺸(宋史)의 악지와 진양(陳
陽)의 뺷악서뺸(樂書)에서는 반섭(盤涉)으로, 일본 가가쿠(아악, 雅樂)에서는 반시키(盤涉)로
나온다.
13) 1904년 남인도의 푸둑코타이(Pudukkottai) 주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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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도의 판차마(panchama)
인도에서 판차마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쿠디미야마라이(Kudimiyamalai)의 비명(碑銘)과 나티야 사스트라(Natya Sastra)이다.14) 이처럼 소지파가
전한 음이름과 조명이 인도에서 기원했다고 본다면, 중국음악계에 인도음
악을 전한 사람은 구자사람 소지파라 판단된다.
소지파가 전한 7조는 무엇일까? 소지파는 6~7세기 사람으로, 소지파가
전한 악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같은 시대의 인도악조와 비교해야
한다. 인도의 고대음악 이론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타
(Bharata)의 뺷나띠야 샤스뜨라뺸(Natya Sastra 舞踊論)15)는 대략 기원전 2세
기의 문헌이다. 뺷나띠야 샤스뜨라뺸는 두 가지가 있다.16) 이 책은 산스크리
트어로서 모두 33장이다. 음악과 관련되는 것은 제27장 이하 일곱 장이다.
쿠디미야마라이 비문에는 당시 널리 사용되고 있던 것이 7개의 라가(raga)
가 다음 순서로 나온다. 그 7개는 마드야마그라마(Madhyama-gram), 사자그
라마(Sadja- grama), 사다바(Sadava), 사다리타(Sadharita), 판차마(Pancama),
카이시카 마드야마(Kaisika-madhyama), 카이시카(Kaisika)이다.17)

14) 이노우에 다카코(井上貴子, 1996), 전인평 역, ｢쿠디미야마라이 비문의 악보 해독｣, 뺷한국
음악사학보뺸, 한국음악사학회, pp. 157-185.
15) 우리나라에는 Natya Sastra를 연극론으로 번역한 것이 많은데, 산스크리트의 Sastra는 춤을
의미한다. 이 책은 종교행사에서 춤을 어떻게 추어야 하는가를 서술한 것인데, 자연스럽게
연극, 음악, 무용 등이 종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승길, 뺷동양연극연구뺸에는 연극론으로
소개되어 있다.
16) Sivadatta edt.(1929), Natya Sastra(Bombay: Kasinath Pandurang Parab, 1894), Batuk Nath
Sharma ed., Natya Sastra of Bharata, Benares: Baldeva Upadhyaya, Benares.
17) 본 소지파 7조에 관한 것은 林兼三(송방송 · 임영학 공역, 1994)의 뺷수당대 연악조의 연구뺸,
대구: 대일, pp. 20~16의 소지파의 7조 및 劉崇德(2003), 뺷燕樂新說뺸, 合肥: 黃山書社,
pp. 35-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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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판차마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쿠디미야마라이(Kudimiyamalai)18)의 비명(碑銘)이다. 여기에 나오는 산스크리트 음이름과 대조하여 보
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19)
인도 악조로는 판차마이다. 판차마의 어원인 판취(panch)는 5라는 뜻인
데, 중국의 우음은 궁 · 상 · 각 · 치 · 우 다섯음의 다섯번째 음이라는 공통점
이 있어 흥미롭다.
나. 중국의 반섭조
중국에서 반섭조가 출현하는 최초의 자료는 천보13재석간(天寶十三載石刊)
이다. 당 현종(712~756)은 754년(천보13재) 7월에 조칙을 내려 조명(調名)과
곡명(曲名)의 변경을 천하에 알리는 글을 돌에 새겨 태상시(太常寺)20)의 태악
서(太樂暑) 앞뜰에 세웠다. 그러난 이 돌기둥은 지금까지 전하지 않으나, 다행
히도 그 석간의 내용이 뺷당회요뺸(唐會要) 권33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21)
太簇宮 時號 沙陀調(태주궁 시호 사타조)
太簇商 時號 太食調(태주상 시호 태식조)
太簇羽 時號 般涉調(태주우 시호 반섭조)
太簇角(태주각)
林鍾宮 時號 道調(임종궁 시호 도조)
林鍾商 時號 小食調(임종상 시호 소식조)
林鍾羽 時號 平調(임종우 시호 평조)

18)
19)
20)
21)

1904년 남인도의 푸둑코타이(Pudukkottai) 주에서 발견되었다.
우에노 다카코(上野貴子), 앞의 논문.
禮樂을 관장하던 부서.
뺷唐會要뺸 卷33, 22b7-26b2(뺷文淵閣四庫全書뺸, 卷606, pp. 45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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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鍾角調(임종각조)
黃鍾宮(황종궁)
黃鍾商 時號 越調(황종상 시호 월조)
黃鍾羽 時號 黃鍾調(황종우 시호 황종조)
仲呂商 時號 商調(중려상 시호 상조)
南呂商 時號 水調(남려상 시호 수조)

이처럼 당속악조(唐俗樂調)는 궁조, 상조, 각조, 우조의 네 가지 악조가
있었다.
표 2-1. 인도 · 중국 · 일본의 음률(音律) 비교표22)

소지파7조

사타력(娑陀力)
계식(鷄識)

사후가람(沙侯加藍)
사렵(沙獵)
후리건(侯利 )
반담(般贍)
사식(沙識)

쿠디미야마
라이조

인도
7음계명

중국
7성

Sadarita
Kaisiki

Sadja
Rsabha

宮
商

Sadji
Sajagrama
Sadja
Pancama
Vrsa

Gandhara
Madhyama
Pancama
Dhaivata
Nisada

角
變緻
緻
羽
變宮

중국28조

일본아악 조명

사타조(沙陀調)
헐지조(歇指調)
걸식조(乞食調)
대걸식(大(乞)食)
소걸식(小(乞)食)

沙陀調
大食調:六
乞食調:技

般涉調

般涉調:六

주: 일본 아악 조명(調名)의 지(枝)는 지조자(枝調子), 육(六)은 육조자(六調子)의 약자임.

22) 소지파 7조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음악에서는 반담과 후리건이 바뀌어 있어 바로잡았다.
기시베 시게오(安邊成雄, 1992), 송방송 번역, 고대 실크로드의 음악, 삼호출판사,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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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속악조의 출처에 관하여 기시베 시게오(安邊成雄)는 인도라고 생각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23)
이 표에서 유념할 것은 인도의 판차마(pancama)는 반섭조로 카이시키
(Kaisiki)는 헐지조(歇指調), 걸식조(乞食調)로 소개되고, 다시 대식(大食),
소식(小食)으로 명칭이 변하여 사용하게 된다.
반섭조는 인도에서 기원한 악조로 인도 판차마(panchama)와 관계가 있
다.24) 판차마는 인도음악의 12스바라(svara) 중 여덞 번째 음이름이다.25) 이
반섭조는 산스크리트(梵語)를 한자로 음역(音譯)한 것이다. 이것을 뺷수서뺸 (隋
書)에는 반섬(般贍), 뺷송사뺸(宋史)의 악지와 진양(陳陽)의 뺷악서뺸(樂書)에서
는 반섭(盤涉)으로, 일본 가가쿠(아악, 雅樂)에서는 반시키(盤涉)로 나온
다.26) 이것은 모두 인도 쿠디미야마라이(Kudimiyamalai) 비문(碑文)의 7조
중에 나오는 판차마를 번역한 말이다.27)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지파가 전한 악조와 인도악조의 관계에 대
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중국에 인도음악을 전한 인물로 소지파(蘇祗婆)라는 인물이 있다. 소지

23) 기시베 시게오(安邊成雄, 1992), 송방송 번역, 고대 실크로드의 음악, 삼호출판사, p. 226.
24) 판차마는 산스크리트의 5를 뜻하는 판취(panch)와 관계가 있다. 인도의 북부에 판자브
(panjab)라는 주가 있는데, 판자브는 ‘오하(五河)’ 즉 ‘다섯 강’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은 인
더스강의 다섯 갈래 유역 지역인데, 예로부터 농사가 잘되는 지역이었다.
25) 인도음악은 한 옥타브를 22스루띠로 나눈다. 이 22음 중에서 12음을 임의로 뽑고, 다시 이
12음에서 임의로 선택한 7음을 기초로 음계를 만든다. 22스루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
원 전 2세기 경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는 나띠야 샤스뜨라(Natya Sastra)이다. 韓萬榮 ·
全仁平(1989), 東洋音樂, 삼호출판사, pp. 249-252.
26) 宋芳松(1995), ｢新羅 三竹의 唐樂調 硏究｣, 韓國音樂史論攷, 영남대학교출판부, pp. 93-95.
27) 우에노 다카코(上野貴子) 지음, 전인평 번역, ｢쿠디미야마라이 비문의 악보 해독｣, 韓國音
樂史學報(한국음악사학회, 1996, 1997) 제16집, pp. 157-185, 제18집, pp. 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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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북주(北周 556~581)와 수나라(581~618) 때의 인물로 뺷수서뺸(隨書) 음악지
(音樂志)에 의하면 ‘주(周)나라 무제(武帝)때 소지파(蘇祗婆)라고 하는 구자
인이 있었다. 그는 돌궐황후(阿史那氏)를 따라 중국에 들어왔다.28) 뺷주서뺸(周
書) 권9에 의하면 천화(天和) 3년 이후에 돌궐황후가 도착했다’고 한다.
소지파는 호비파(胡琵琶)를 잘탔다고 한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어
보면, 한 옥타브에 7음이 있는 7음계였다. 이를 듣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부친께서는 서역에 계셨는데 음율에 정통하다고 하였고 대대로 전습시켰
는데 그 조에는 7조가 있었다”고 했다. 소지파가 전한 7성을 중국 음악용어
로 고쳐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 째, 사타력(娑陀力): 중국말로 평성(平聲)이라 하고 궁성(宮聲 C)이다.
두번 째, 계식(鷄識): 중국말로 장성(長聲)이라 하고 남려성(南呂聲: 商
聲 D)이다.
세번 째, 사식(沙識): 중국말로 질직성(質直聲)이라 하고 각성(角聲 E)이다.
네번 째, 사후가람(沙侯加濫): 중국말로 응성(應聲)이라 하고 변치성
(變緻聲 F＃)이다.
다섯번 째, 사랍(沙臘): 중국말로 응화성(應和聲)이라 하고 치성(緻聲
G)이다.
여섯번 째, 반섬(般贍): 중국말로 오성(五聲)이라 하고 우성(羽聲 A)이다.
일곱번 째, 사리건(俟利建): 중국말로 곡우성(斛牛聲)이라 하고 변궁이
다.29)

28) 自周隋以來, 管絃雜曲數百曲, 多用西涼樂, 鼓舞曲多用龜玆樂.(通典). 卷146.3b- 2.
29) 考尋樂府鐘石律呂, 皆有宮 · 商 · 角 · 徵 · 羽 · 變宮 · 變徵之名, 七聲之內三聲乖應, 每恒求訪,
終莫能通, 失是株武帝時, 有龜玄人, 曰蘇祇婆, 從突瘚皇后(阿史那氏)入國[周書九曰: 天和三
年后至], 善胡琵琶, 聽其所奏, 一均之中, 間有七聲, 因而間之, 答云 ‘父在西域, 稱爲知音, 代
相傳習, 調有七種,’ 以其七調勘校七聲, 冥若合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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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파가 전한 7음의 원어(原語)는 산스크리트(sanscrit 梵語)이다.

중국사람들이 7음을 변궁과 변치를 넣어 7음을 만든 것을 보면, 중국의
음계는 5음계가 기본이었다. 7음계가 기본이라면, 원래부터 변치와 변궁처
럼 ‘변’자를 써서 음이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30)
다. 한국의 반섭조
우리나라 문헌에서 악조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한 문헌은 뺷삼국사기뺸(三
國史記)이다. 이 책에 나오는 악조 이름을 살펴 당시 음악의 악조를 살펴보
겠다.
뺷삼국사기뺸의 삼죽이란 대금 · 중금 · 소금을 말한다. 뺷삼국사기뺸에 의하
면, 삼죽 음악에 사용한 악조는 일곱 가지이고, 곡수는 대금곡이 324곡, 중
금곡이 245곡, 소금곡은 298곡으로 모두 867곡이다. 삼죽의 일곱 악조는 평
조(平調) · 황종조(黃鍾調) · 이아조(二牙調) · 월조(越調) · 반섭조(般涉調) · 출
조(出調) · 준조(俊調)이다.

一曰娑陀力 華言平聲 卽宮聲也.
二曰鷄識 華言長聲 卽南宮聲也.
三曰沙識 華言質直聲 卽角聲也.
四曰沙侯加濫 華言應聲 卽變徵聲也.
五曰沙臘 華言應和聲 卽徵聲也.
六曰般贍 華言五聲 卽羽聲也.
七曰俟利建 華言斛牛聲 卽徵變宮聲也.
譯因習而彈之, 始得七聲之正, 然其就七調, 又有五旦之名, 旦作七調, 以華言譯之, 旦者則謂
均也, 其聲赤應黃種 · 太簇 · 林種 · 南宮 · 姑洗五均, 以外七律, 更無調聲, (隋書). 卷14.42b2.
30) ‘반섭조’라는 말은 우리나라 음악의 악조 설명에 일제시대에도 쓴 예가 있다. 안확은 낙양
춘을 반섭조로, 보허자와 여민락 만(慢)은 대석조(大石調)라고 분류하였다. 安廓(1988), “千
年 前의 朝鮮軍樂,” 張師勛 편, 한국예술총집 음악편 2, 대한민국예술원,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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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곱 악조 중에 평조 · 월조 · 황종조 · 반섭조의 네 악조는 754년(천보
13재) 당나라에서 이름을 바꾼 중국의 악조이다. 이 네 악조는 남북국시대
삼죽의 음악에서뿐 아니라, 일본의 당악에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아조 · 출조 · 준조의 세 악조는 알 수 없다. 이들이 향악 악조인지 당악 악
조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뺷삼국사기뺸 악지에는 향비파 음악의 악조로 궁조(宮調) · 칠현조(七賢調) ·
봉황조(鳳凰調)의 세 가지를 소개하고 곡 수는 모두 212곡이었다 한다.31)
뺷삼국사기뺸에는 가야고와 거문고 그리고 비파와 삼죽에 사용한 악조가 나
와 있다.32) 가야고 음악에는 하림조(河臨調)와 눈죽조(嫩竹調) 두 가지가
있었고, 거문고 음악에는 평조(平調)와 우조(羽調) 두 가지가 있었다. 향비
파 음악에는 궁조(宮調) · 칠현조(七賢調) · 봉황조(鳳凰調)의 세 가지가 있었
다. 삼죽 음악에는 평조(平調) · 황종조(黃鍾調) · 이아조(二牙調) · 월조(越調) ·
반섭조(般涉調) · 출조(出調) · 준조(俊調)의 일곱 가지가 있었다.
신라의 악조에서 평조는 임종우(林鍾羽)이고, 황종조는 황종우(黃鍾羽)이
고, 월조는 황종상(黃鍾商)이고, 반섭조는 태주우(太簇羽)에 해당한다. 반섭
조는 아악률(雅樂律)로 황종우이고, 속악률(俗樂律)로 태주우이다.33)
31) 가야고나 거문고의 악조 수는 두 가지였고, 거문고는 187곡, 가야고는 185곡이었다. 이와
같이 가야고나 거문고보다 악조 수와 곡 수가 많다는 것을 향비파 음악이 풍족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향비파가 통일신라시대에 거문고나 가야고에 못지 않게
애용한 현악기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향비파는 거문고나 가야고에 비해서 작아 지니고
다니기 안성맞춤이고 배우기도 쉬웠다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만하다.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p. 116.
32) 중국 당속악조 신라 수용연대에 관한 것은 鄭永進(1992), ｢신라 삼죽의 평조 연구｣, 영남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
33) 기시베 시게오(岸邊成雄, 1992), 송방송 번역. 고대실크로드의 음악, 서울: 삼호출판사,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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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뺷삼국사기뺸는 당속악조인 반섭조(般涉調) · 평조(平調) · 월조(越
調) · 황종조(黃鍾調)를 신라 삼현삼죽 악조로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
을 뜻하는가? 이것은 중국의 당속악조가 신라에 수용된 것임을 말하는 것
이고, 또한 신라의 대표적인 향악기가 당속악조를 연주한 것은 외래음악
악조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악조는 중국에서 754년에
정한 것이므로 신라는 그 이후에 수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신
라 당속악조 수용은 신라의 하대인 780년 이후라 하겠다.34)
이러한 인도음악 악조의 수용은 현대 한국의 범패 악조로 확인된다. [표
2-2]는 이보형이 분석한 메나리토리(메나리조)이다.
[표 2-2]에 의하면 메나리조는 라 또는 미로 종지함을 알 수 있다.35) 오
늘날 한국의 민속음악은 서양음악의 영향으로 장조에 가까운 것의 종지는
도이고, 단조에 가까운 것은 라로 종지한다. 라선법에서 옛날에 미로 종지
하던 음악이 요즘에는 라로 종지하는 경향이 많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라
로 종지한다. 이들은 미로 종지하면 종지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한다.
메나리조라는 말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상도 민요 메나리의
선율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메나리의 구성음은 메나리조와 같이

34) 신라의 당악조 수용에 관한 것은 宋芳松, ｢新羅 三竹의 唐樂調 硏究｣, 韓國音樂史論攷,
pp. 61-87 참고.
신라사는 다음과 같이 3기로 나눈다.
상대: 기원전 57년부터 654년까지(시조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원시 부족국가. 씨족국가
를 거쳐 고대국가로 발전하여 골품제도를 확립한 시기
중대: 654년부터 780년까지(29대 무열왕부터 36대 혜공왕까지) 3국을 통일하고 전제왕권
을 확립한 시기
하대: 780년부터 935년까지(37대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 골품제도가 붕괴하고, 족당
의 형성 및 왕권의 쇠퇴로 호족(豪族). 해상 세력이 등장하고 멸망에 이르는 시기
35) 이보형(1972), ｢메나리조(山有花制)｣, 韓國音樂硏究, 韓國國樂學會,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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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이보형 분석 메나리조

곡목

구성음

종지음

선율형

판소리 메나리조

mi⋅re⋅do⋅la⋅mi

la⋅mi

re⋅do⋅la
do⋅la⋅mi

메나리

re⋅do⋅la⋅sol⋅mi

la⋅mi

do⋅la⋅mi

re⋅do⋅la⋅mi

mi

do⋅la⋅mi

re⋅do⋅la⋅sol⋅mi

mi

do⋅la⋅mi

경상도 쪼시개 무가

re⋅do⋅la⋅mi

la

re⋅do⋅la
(do⋅la⋅mi)

강원도 세존굿 무가

sol⋅mi⋅re⋅do⋅la⋅mi

la

re⋅do⋅la⋅mi

월산지방 발원굿 무가

re⋅do⋅la

la

re⋅do⋅la

부산지방 어청보 무가

sol⋅mi⋅re⋅do⋅la⋅sol⋅mi

la⋅mi

re⋅do⋅la⋅mi

re⋅do⋅la⋅mi

la⋅mi

re⋅do⋅la⋅mi

mi⋅re⋅do⋅la⋅sol⋅mi

la⋅mi

re⋅do⋅la⋅mi

한 오백년

mi⋅re⋅do⋅la⋅mi

la⋅mi

re⋅do⋅la⋅mi

밭메는 소리

re⋅do⋅la⋅sol⋅mi

la⋅mi

do⋅la⋅mi

아라리 타령

re⋅do⋅la⋅sol⋅mi

la⋅mi

re⋅do⋅la⋅mi

모내기 소리

re⋅do⋅la⋅sol⋅mi

la⋅mi

do⋅la⋅mi

쾌지나 칭칭

re⋅do⋅la⋅mi

la⋅mi

re⋅do⋅la
do⋅la⋅mi

지신밟기

re⋅do⋅la⋅mi

la

re⋅do⋅la

만물소리

re⋅do⋅la⋅mi

la⋅mi

re⋅do⋅la⋅mi

따비놀애

do⋅la⋅mi

la

do⋅la⋅mi

산야
초부가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mi'-re'-do'-ra-(sol)-mi이고, 종지음은 미 또는 라 음이 위주가 된다. 선율형으
로는 re'-do'-la 형이 많고 do'-ra-mi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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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메나리조로 노래하는 것으로 ‘천수바라춤’과 ‘옹호게’를 예로 보
이겠다. 천수바라춤은 “천수다라니”라는 산스크리트(범어) 노래 반주로 춤
을 춘다.36) 이것은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춤의 흐
름에 따라서 적당히 나누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노래 역시 메나리조이고 라
로 종지한다.
천수바라춤 음악과 옹호게는 라 또는 미로 종지하며 메나리토리와 같은
형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불교음악에는 메
나리조, 즉 라선법이며 우선법 음악이 많다.
이로써 한국 불교음악의 우선법(羽旋法)은 뺷당회요뺸(唐會要) 태주우(太族
羽) 반섭조(般涉調)와 관련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반섭조는 인도의 악조
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불교음악에서 보이는 우선
법은 인도문헌의 판차마(pancama), 중국문헌의 반섭조(般涉調 또는 盤涉調),
한국문헌의 반섭조(般涉調) 나아가 일본문헌의 반시키조(般涉調)로도 보이기
때문에 더욱 교류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36) 金菱花(김종형, 2002), 천수바람춤, 한국불교무용연구소, p. 142.

30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악보 1. 천수바라춤(다라니) 음악37)

37) 金菱花(김종형, 2002), 천수바라춤, 한국불교무용연구소,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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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옹호게(擁護偈)38)

악보 3. 엮음아라리39)

38) 韓萬榮(1981), 佛敎音樂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p. 180.
39) 동부민요의 예술세계, 한국전통음악학회(2004. 3. 20), 춘계전국국악학학술대회 자료집,
p. 33(김혜정 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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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나라의 음악의 형식으로 본 영향
필자가 리듬과 속도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한국, 태국 그리고
중국 음악의 관계가 흥미를 끌었다.
한국의 15세기 문헌인 뺷세종실록뺸 악보에는 궁중에서 공연하던 음악이
악보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속도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가장
느린 것은 여민락이고, 중간 속도의 것은 치화평이고, 가장 빠른 것은 취풍
형이다.
이 세 곡의 리듬주기는 가장 느린 것이 64박이고, 중간 속도의 음악은 리
듬주기가 32박이며 빠른 것은 16박이다.
태국음악의 타오(thao) 형식은 삼찬(samchan), 중간 속도의 송찬(songchan),
빠른 찬디오(chan dio)가 있다. 느린 삼찬(samchan)은 리듬주기가 32박이고,
중간 속도의 송찬(songchan)은 16박이 한 주기이고, 빠른 찬디오(chan dio)
는 8박이 한 주기가 되었다. 삼찬의 삼은 3을 뜻하고, 송찬의 송은 2를 뜻
하고 찬디오의 디오는 1의 의미가 있다.
중국의 판식(板式)은 느린 삼판(三板) 중간 속도의 중판(中板) 그리고 빠
른 원판(原板)의 세 종류가 있다. 느린 삼판(三板)은 리듬주기가 4박으로 박
자표를 4/4로 표시하고 중판은 리듬주기가 2박으로 2/4로 표시하고 빠른 원
판(原板)은 1/4로 표시한다.
앞의 여러 음악의 리듬과 속도의 관계를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
이 있다. 앞의 세 나라 음악리듬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느린 것부터 빠를 순서로 연주하며 3단계 변화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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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리듬주기가 길어 박수가 많을수록 음악이 느리고, 리듬주기가 짧
아 박수가 적을수록 음악이 빠른 양상을 보인다.
본 논의를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3단계(3rd level), 제2단계, 제1단계
의 용어를 사용하겠다. 중국의 삼판과 태국의 삼찬이 느린 것이고 이것은
3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 느린 것을 제3단계라고 부르고, 중간 속도의
것은 제2단계 빠른 것은 제1단계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태국의 삼찬
(sam chan)을 제3단계(3rd level)라고 하고, 중국에서 느린 것을 삼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헌을 존중하려는 것이다.40)
필자는 각 나라의 3단계 리듬 형식과 이 3단계의 속도(tempo)와 박(beat)
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도의 3단계 속도 변화 형식이 인도에서
기원한 것이고, 이것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3. 두 나라의 악기로 본 영향
다음은 인도와 한국의 장단을 비교할 차례이다. 인도에서 장단을 언급한
가장 오랜 문헌은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장단이 언급된
가장 오랜 문헌은 뺷동대금보뺸이다.
40) ‘3단계 음악 형식’에 관한 연구는 필자 이외에도 Judith Becker, Terry E. Miller, Sam-ang
Sam 등이 진행해왔다. 이들은 모두가 three lev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 level이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단계’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한 3단계(three
level)는 ‘속도 변화가 3단계로 변하는 음악 형식’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선행 연구
는 모두 맨 앞에 놓인 느린 것을 3단계(third level)로 불렀다. 이것은 태국음악에서 느린 것
을 삼찬(sam chan; third level)이라고 한데서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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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헌의 공통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뺷나티야 사스트라뺸 딸라와 영산회
상 장단의 세 가지 분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뺷나티야 사스트라뺸 딸라의 세 가지 분화
인도의 딸라는 우리나라 장단에 해당하고, 라야(laya)는 빠르기를 나타낸
다. 오늘날 인도 딸라의 종류는 매우 많다. 딸라의 종류를 소개하는 단행본
이 있을 정도로 많다.
인도 딸라에 관한 기록은 기원후 2세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는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종류로는 다섯 가지이다. 이후 13세기의
사른가데바(Sarngadeva)의 뺷쌍기따라트나카라뺸(Sangitaratnakara)에는 108종
류의 딸라를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음악가들이 스스로 좋아하
는 딸라를 만들어내고, 또 인기 없는 딸라는 사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의 딸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면 비교가 어렵고 또한 뺷나티야 사스트
라뺸에 나오는 딸라의 세 가지 빠르기가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어 연속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에 나오는 세 가지 속도는 다음과 같다. 빠른 것은 두
르따(durta)라 하고, 중간 속도는 마디야(madhya)라 하고, 느린 것은 빌람비
따(vilambita)라 한다. 이 중에서 중간 속도인 마디야를 보통 속도로 생각하
고 이것을 프라마나 깔라(pramana kala, nomal kala)한다.41)

41) The Laya is of three kinds Druta(Rapid), Madhya(Medium) and Vilambita(slow, delayed).
It is the Madhya Laya which determines the Pramana(normal Kala).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6(3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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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라는 찻뚜라스라(caturasra, 4박계통)와 뜨리야스라(tryasra, 3박 계통)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딸라의 기원은 같다. 이것을 두 겹으로 하면 챤
챠뜨뿌따(cancatputa) · 챠빠뿌따(capaputa)가 된다.42)
다음에는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의 다섯 가지 기본형 딸라를 소개하겠다.43)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에는 챤챠뜨뿌따(cancatputa) · 챠빠뿌따(capaputa) · 빤
챠빠니(pancapani) · 쌈빠끄베스따가(sampakvestaka) · 우드갓따(udghattah)의
다섯 가지 기본 딸라가 있다.
인도 딸라 구성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음을 사용한다. 세 가지 음이란 긴
음(long syllable)과 짧은 음(short syllable) 그리고 확대한 음(pluta)이다.44)
그래서 긴 음은 두 박자, 짧은 음은 한 박자, 그리고 확대한 음은 세 박자로
해석한다.45)

42) Tala is of two kinds viz. Caturasra and Tryasra. Both of them have same source of orgin.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6(31, 7).
Understand their two fold sources viz. Cancaputa and Capaputa.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6(31, 8).
43)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7(31장 10-25). 그리고 필자의 ｢나티야 사스트라의 고
대인도음악｣, 비단길음악과 한국음악(서울: 중앙대출판부, 1996), pp. 108-109.
44) 나티야 사스트라 영역본에는 짧은 음(short syllable) · 긴 음(long syllable) · 쁠루따(pluta)
로 음의 길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샤르마(Sharma)는 각각 라구(laghu) · 구루(guru) · 뿔
루따(pluta)로 설명한다. Akella Mallilarjuna Sharma(1992), Permulative Genius in
Tala(-Prastara) in Indian Music, Hyderabad India: Telegu University, p. 5.
산스크리트의 문자적 의미는 laghu는 long · big이고, guru는 short · small이고, Pluta는 very
long의 의미이다. 이것은 시학(詩學)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은 하라스바(hrasva: short) · 디르가(dirgha : long) · pluta가 있다. 이 말은
문법적인 용어이다. 산스크리트어에 관한 정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힌디어과의 Gnanam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그나남 교수에게 감사한다.
45) 긴 음을 두 박자, 짧은 음을 한 박자, 확장한 음(pluta)을 세 박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The sound or swara was divided into the units like hrasva, dirgha and pluta, short of one
matra, long of two matras and prolonged of three matras. History of Ragas and Tala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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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다섯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챤챠뜨뿌따(cancatputa)는 긴 음 둘과 짧은 음 하나와 확대한 음 하나로
구성한다.46) 즉 2:2:1:4의 구성이다.
챠빠뿌따(capaputa)는 뜨라야스라(tryasra) 계통인데 긴 음 하나, 두 개의
짧은 음, 그리고 긴 음 하나로 구성한다.47) 즉 2:1:1:2의 구성이다.
챤챠뜨뿌따와 챠빠뿌따의 빠따깔라(patakala, 장구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쌍이 앞에 오는 것은 싼니빠따디(sannipatadi)라 하는데 쌍
(sannipata) · 편(samya) · 고(tala) · 편(samya)으로 되어 있고, 편이 앞에 오는
것은 쌈야디(samyadi)라 하고 편(samya) · 고(tala) · 편(samya) · 고(tala)으로
되어 있고, 편이 앞에 오는 것은 딸라디(taladi)라 하는데 고(tala) · 편(samya)
· 고(tala) · 편(samya)으로 되어 있다.48)
빤챠빠니(pancapani)는 확대한 음 하나, 짧은 음 하나, 긴 음 둘, 짧은 음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한 음 하나로 구성한다.49) 즉 3:1:2:2:1:3의 구

46)
47)
48)

49)

the Aesthetics of Indian Music by Dr. Kalyan Kumar Chakravarty(Directer of National
Museum of Mankind, Bhopal India). 1998. 10. 16. 대한민국예술원 주최, 제27회 국제예술
심포지엄, 자료집, p. 8.
In Sanskrit Prosody, metre is measured in terms of matra(i.e., the time taken in uttering a
short vowel). A laghu is a syllable containing one matra. Guru contains two matras, and
pluta three. Mukund Lath, A Study of Dattilam -A Treatise on the Sacred Music of
Ancient India-, New Delhi: IMPEX INDIA, 1978), p. 322.
The Cancatputa has two long syllables followed by one short syllable and then the final
Pluta syllable.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7(31, 10-14).
The Capaputa which is tryasra consists of one long syllable, followed by two short syllables and the last one is a long syllable.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7(31, 10-14).
Their Patakala is as follow : - (1) Sannipatadi viz. Sannipata, Tala, Samya. (2) Samyadi
viz. Samya, Tala, Samya, Tala. (3) Taladi viz. Tala, Samya, Tala, Samya. The Cancatputa
is of three kinds thus.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7(31, 15-18).
It is called Pancapani effected by Satpitaputraka. Its Patakala is as follows: -The first s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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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이 딸라를 싸뜨삐따뿌뜨라까(satpitaputraka)라고도 한다. 이 딸라의
장구형은 쌍(sannipata) · 고(tala) · 편(samya) · 고(tala) · 편(samya) · 고(tala)로 되
어 있다.50)
쌈빠끄베스따가(sampakvestaka)는 뜨리야스라(tryasra) 계통의 딸라이다.
이것은 긴 음 다섯으로 구성하는데, 첫 음과 마지막 음은 확대한 음이다. 즉
3:2:2:2:3의 구성이다. 이 딸라의 빠따(장구형)은 쌍(sannipata) · 고(samya) ·
편(tala) · 고(samya) · 편(Tala)이다.51)
우드갓따(udghattah)는 긴 음 세 개로 구성한 딸라이다. 이 딸라의 빠따는
묵음(소리 안 내는 것, niskrama)52) · 고(samya) · 고(samya)이다.53)
다음에 다섯 가지 기본 딸라를 정간보로 보이겠다. 긴 음(long syllable)은
두 정간으로, 짧은 음(short syllable)은 한 정간으로, 그리고 확장된 음(pluta)
은 세 정간으로 보인다.54)

50)

51)

52)

53)

54)

lable is Pluta, the second short and the third and fourth are long the fifth is short and the
final one is Pluta.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7(31, 19-22).
It is also called pancapani and consists of six Patas and six syllables. Its six Patas are
these-Sannipata, Tala, Samya. Tala, Samya, Tala.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7
(31, 19-25).
There is another type of the Taladi in Tryasra. It is termed Sampakvestaka. It has five
long syllables including the one at the beginning and the one in the end which is pluta.
The Patas, thereof are as follows: Sannipata, Samya, Tala, Samya, and Tala.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7(31, 23-25).
니스크라마(niskrama)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커브를 만드는 것이다.
즉 타악 연주에서 소리는 나지 않고, 손가락을 젖는 것을 말한다.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8(31, 35-38).
In case the Tryasra consists of all three heavy(Prosodially long) syllables its kalas shall be
as follows: Niskrama, Samya and Samya. It is termed Udghattah.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7(31, 23-25).
짧은 음(laghu)를 한 박으로, 긴 음(guru)를 두 박으로, 확장한 음(pluta)를 세 박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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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각 딸라의 빠따깔라(patakala, 장구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아
래에 나란히 보이는 것은 알기 쉽게 한국식 장구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악보 4.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의 다섯 가지 딸라

a) 챤챠뜨뿌따(cancatputa)
sam

sa

ta

sa

쌍

편

고

편

b) 챠빠뿌따(capaputa): 챠빠뿌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1)

ta

sa

ta

sa

고

편

고

편

In Sanskrit Prosody, metre is measured in terms of matra(i.e., the time taken in uttering a
short vowel). A laghu is a syllable containing one matra. Guru contains two matras, and
pluta three. Mukund Lath, A Study of Dattilam -A Treatise on the Sacred Music of
Ancient India-, New Delhi: IMPEX INDIA, 1978), p. 322.
According to this generally the talas are expanded according to the Tryasra and Catasra tala and in this way they are like other ancient talas. …… In these talas every part of the
tala is indicated by a clap and the time interval is taken care of. In maintaining the matras,
the system of ancient talas is followed :
Symbol
Matras
Sylables
Anudruta
1/4
1
Druta
1/2
2
Daivirama
3/4
3
Laghu
1
4
Lavirama
3/2
6
Guru
2
8
Pluta
4
16
A. K. Sen, Indian Concept of Rhythm, Delhi: Kanishka Publishers, 1994. pp. 93-94.
The sound or swara was divided into the units like hrasva, dirgha and pluta, short of one
matra, long of two matras and prolonged of three matras. History of Ragas and Talas and
the Aesthetics of Indian Music by Dr. Kalyan Kumar Chakravarty(Directer of National
Museum of Mankind, Bhopal India. 1998. 10. 16. 대한민국예술원 주최, 발표 논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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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

ta

sa

ta

편

고

편

고

c) 빤챠빠니(pancapani)
sam

ta

sa

ta

sa

ta

쌍

고

편

고

편

고

d) 쌈빠끄베스따까(sampakvestaka)
sam

sa

ta

sa

ta

쌍

편

고

편

고

e) 우드갓따(udghattah)
ni

sa

sa

묵음

편

편

앞의 다섯 가지 딸라는 다시 세 가지로 분화한다. 분화방법은 깔라가 분
화하는 것이다. 깔라(kala)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것은 마뜨라
(matra)로 셀 수 있다.
마뜨라가 둘인 것을 에까깔라 비디(ekakala vidhi)라 하고, 마뜨라가 네
개로 분화한 것을 드비깔라 비디(dvikala vidhi)라 하고, 마뜨라가 여덟 개로
분화한 것을 찻뚜스깔라 비디(catuskala vidhi)라 한다.55)
55) The margas of rhythm were three-Citra, Vrtti and Daksina ; in the first, the kala was of
two Matras (Matra being the time required for the utterrance of five short syllables), in
Vrtti of four matras, and in Daksina of eight Matras. Thus the Kala was three-fold. G. H.
Tarlekar, Studies in the Natyasastra,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1975. p. 164.
깔라(kala)는 마뜨라(matra)로 나눌 수 있는 상위 시간 개념이다. 그래서 깔라를 ‘박’으로
설명하는 것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악용어로는 둘을 구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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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뜨라가 둘인 에까깔라 비디(ekakala vidhi)는 빠른 속도이고, 다채로우
며 기악이 중심이 되는 양식에 적당한 것으로 씨뜨라 마르가(citra marga)라
고 한다. 마뜨라가 네 개로 분화한 것을 드비깔라 비디(dvikala vidhi)라 하
고, 이것은 보통의 속도이고, 성악과 기악이 균형을 이루는 보통의 양식에
적당한 것으로, 브르띠 마르가(vrtti marga)라고 한다. 마뜨라가 여덟 개로
분화한 것을 찻뚜스깔라 비디(catuskala vidhi)라 하고, 느린 속도이며, 기교
적인 양식에 적당한 것으로 성악이 중심이 되며 다끄씨나 마르가(daksina
marga)라고 한다.56)
에까깔라 비디(ekakala vidhi)의 에까는 ‘1’을 뜻한다. 드비깔라 비디(dvikala vidhi)의 드비
는 ‘2’를 뜻한다. 찻뚜스깔라 비디(catuskala vidhi)의 찻뚜스는 ‘4’를 뜻한다. vidhi는 form
· method · motto · way · rule 등의 의미가 있다. T. W. Rhys Davids · William Stede(1993),
Pali-English Dictionary,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1993. p. 623.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옮겨보면, 다음과 같
다. 에까깔라 비디는 한 박자형이고, 드비깔라 비디는 두 박자형, 찻뚜스깔라 비디는 네 박
자형이 된다.
56) Kala is to be understood to be of three varieties. The wise base thus difference on the
three Margas(i. e. Panis). In the Citra Procedure there are two Matras, in the Vrtti
Procedure there are four Matras, in Daksina Procedure there are eight Matras.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6(31, 4-6).
The three vrttis(prose passage) styles of procedure to be mainly considered are three. (a)
Citra (Variegated), Vrtti(Simple movement) and Daksina(dextrou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ir characters we have insrumental music, timemeasure, Laya(Tempo), Giti(rhythm),
Yati(Pause) and Graha Marga(Way of beginning). In the Cittra, the Magadhi is the Giti,
the instrumental music becomes consice without being elaborate, the unit of tala is one kala, the Laya is quick(Druta) and the Yati(Pause) is Sama. Anagata Grahas are
predominant. In the Vrtti, the Sambhavita is the Giti, the instrumental for music is Vina,
the Laya is Madhya(medium), the Yati is Srotogata(flowing like a current). the Sama.
Anagata Graha Margas are prepoderant. In the Daksina, the Giti is Pruthula, the unit of
time measure is four kalas, the Laya is Vilambita(Slow), the Yati is Gopuccha(Cow’s tail)
and Atita Graha Margas are predominant.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p. 408-409
(29, 82-102).
It is of three types i.e. Raddha, Viddha and Sayyagata. The three Layas(tempo) are
Druta(quick), Madhya(medium) and Vilambita(slow). …… The Raddha play occurs wh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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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속도의 음악을 비나(veena)로 반주할 때의 방법은 따트바(tattva) ·
아누가따(anugata) · 오가(Ogha)의 세 가지가 있다. 따트바는 느린 빌람비따
의 반주에 사용하는 것으로, ‘엄밀(嚴密) · 정확’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비
나로 반주할 때, 성악의 선율을 충실하게 모방하는 것이다. 즉 속도(laya) ·
장단(tala) · 선율선(旋律線, varna) · 음절의 밀도(yati) · 가사 처리(giti) · 음절
의 길이(aksara) 등을 엄격하게 성악선율을 모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성악
에 종속적이다. 아누가따는 중간 속도의 마디야의 반주에 사용하는 것으로
‘따른다(隋伴)’의 의미가 있다. 성악과 비나의 연주가 성악과 대등하게 연
주하는 것을 말한다. 오가는 빠른 두루따의 반주에 사용하는 것으로 ‘화려
한’의 의미가 있다. 비나 연주에 중점을 두는 기악적인 반주를 말한다.57)
이제 인도음악의 세 가지 속도와 관계 있는 음악 양식을 표로 정리해보
면 [표 2-3]과 같다.
표 2-3.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에 나오는 세 가지 속도와 음악 양식

속

도

빠름(druta)

중간(madhya)

느림(vilambita)

깔라 이름

에까깔라 비디
(ekakala vidhi)

드비깔라 비디
(dvikala vidhi)

차뚜스깔라 비디
(catuskala vidhi)

깔라(kala) 수

1

2

4

the performance the Yati happens to be Sama, the Laya Druta and there is Upni as well.
Smillary when the musical instruments are given importance with Uparipani, Sama Yati
but Madhya Laya it is also called Paddha Vadha. When the Yati is Srotogata the Laya is
Madhya and also Samapani the playing is called Viddha. …… When there is Adharpani
stroke, Vilambita Laya and Gopvccha Yati, the playing is called Say Yagata. When the
singing is given importance and the procedure is Dakisina the playing of Atyukta instruments is also called Sayyagata.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94(33, 94-101).
57)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09(28, 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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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속도

빠름(druta)

중간(madhya)

느림(vilambita)

마뜨라(matra) 수

2

4

8

선율의 성격

다채로움
(variegated)

보통
(simple)

기교적
(dextrous)

비나 반주방법
(vidhi)

기악 중심
(ogha)

성악과 기악이
대등한 관계
(anugata)

성악 중심
(tattva)

시작방법
(way of beginning)

장단악기 먼저
(upari pani)

장단악기와
선율악기가 동시에
(samapani)

선율악기 먼저
(ardhapani)

다음에는 다섯 가지 딸라 중에서 챤챠뜨뿌따와 챠빠뿌따의 분화를 소개
하겠다.58)
다음 악보에서 a · ni · vi · pra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타법(無音
打法)이다. a는 아바빠(avapa)를 나타내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둥
글게 하고 박자를 세는 동작이다. ni는 니스크라마(niskrama)를 말하고 손바
닥을 아래로 하고 손가락을 편채로 박자를 세는 동작이다. vi는 비크세빠
(viksepa)를 표시한 것인데,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이다. 이것은 오
늘날 북인도의 칼리(khali)나 남인도의 비사르지따(visarjita)와 같은 것이다.
pra는 프라베사(pravesa)를 표시한 것인데, 반대로 손을 안으로 들여오는 동
작을 말한다.
58) 人間と 音樂の 歷史, 古代インド, 東京: 音樂之友社, 1986(昭和 61년), pp. 194-195. 이
책은 Walter Kaufmann, Musikgeschichte in Bildern, VEB Deutcher Verlag fü r Leipzig,
1981. Musik des Altertums · Leiferü ng 8의 일본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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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챤챠뜨뿌따(cancatputa)와 챠빠뿌따(capaputa)의 세 가지 분화를
정간보로 보인다.
악보 5. 챤챠뜨뿌따(cancatputa)의 세 가지 분화59)

a) 에까깔라 비디(8박)
sam

sa

ta

sa

b) 드비깔라 비디(16박)60)
ni

sa

ni

ta

sa

pra

vi

sam

c) 찻뚜스깔라 비디(32박)61)
a

ni

vi

sa

a

ni

vi

ta

a

sa

vi

pra

a

ni

vi

sam

악보 6. 챠빠뿌따(capaputa)의 세 가지 분화

a) 에까깔라 비디(6박)
sa

ta

sa

ta

59) Tryasra and Caturasra were the two principal Talas. The Tryasra was named Cancatputa,
having the measure of Ga(i.e. Guru - two matras), La(i.e. Laghu - one matras), La and Ga
and the Caturasra, Cancatputa having the measure of Ga, Ga, La and Pluta(elongated i.e.
three matras). Each of these two was again three-fold - Ekakala, Dvikala and Catuskala. In
the case of Cancatputa, Ekakala was of six matras, Dvikala of twelve Matras and
Catuskala of twentyfour Matras ; while in the case of Cancatputa, Ekakala was of eight
matras, Dvikala of sixteen Matras and Catuskala of thirtytwo Matras. G. H. Tarlekar,
Studies in the Natyasastra, p. 164.
60) Mukund Lath, A Study of Dattilam-A Treatise on the Sacred Music of Ancient India-, New
Delhi: IMPEX INDIA, 1978), p. 332(Datt. 131-134).
61) Mukund Lath, A Study of Dattilam -A Treatise on the Sacred Music of Ancient India-, p. 338
(Datt.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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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드비깔라 비디(12박)
ni

sa

ta

sa

ni

sam

c) 찻뚜스깔라 비디(24박)
a

ni

vi

sa

a

ta

vi

sa

a

ni

vi

sam

지금까지 인도의 딸라가 세 가지로 분화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뜨라가 둘인 것을 에까깔라 비디(ekakala vidhi)라 하고, 마뜨라가 네
개로 분화한 것을 드비깔라 비디(dvikala vidhi)라 하고, 마뜨라가 여덟 개로
분화한 것을 찻뚜스깔라 비디(catuskala vidhi)라 한다. 마뜨라가 둘인 에까
깔라 비디는 빠른 속도이고 씨뜨라 마르가(citra marga)라고 한다. 마뜨라가
네 개로 분화한 것을 드비깔라 비디(dvikala vidhi)라 하고, 이것은 보통의
속도이고, 브르띠 마르가(vrtti marga)라고 한다. 마뜨라가 여덟 개로 분화한
것을 찻뚜스깔라 비디(catuskala vidhi)라 하고, 느린 속도이며, 다끄씨나 마
르가(daksina marga)라고 한다.62)

62) The three vrttis(prose passage) styles of procedure to be mainly considered are three. (a)
Citra (Variegated), Vrtti(Simple movement) and Daksina(dextrou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ir characters we have insrumental music, timemeasure, Laya(Tempo), Giti(rhythm),
Yati(Pause) and Graha Marga(Way of beginning). In the Cittra, the Magadhi is the Giti,
the instrumental music becomes consice without being elaborate, the unit of tala is one kala, the Laya is quick(Druta) and the Yati(Pause) is Sama Grahas are predominant. In the
Vrtti, the Sambhavita is the Giti, the instrumental for music is Vina, the Laya is
Madhya(medium), the Yati is Srotogata (flowing like a current). the Sama. Graha Margas
are prepoderant. In the Daksina, the Giti is Pruthula, the unit of time measure is four kalas, the Laya is Vilambita(Slow), the Yati is Gopuccha(Cow’s tail) and Atita Graha
Margas are predominant.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p. 408-409(29, 82-102).
Kala is to be understood to be of three varieties. The wise base thus difference on the
three Margas(i. e. Panis). In the Citra Procedure there are two Matras, in the Vr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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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챤챠뜨뿌따(cancatputa)는 8박· 16박 · 32박으로, 챠빠뿌따(capaputa)
는 6박 · 12박 · 32박으로 분화한다.
나. 한국 영산회상 장단의 세 가지 분화
영산회상은 오늘날에는 순수한 관현악곡으로 연주하고 있다. 그러나
1759년 편찬 뺷대악후보뺸(大樂後譜) 영산회상(靈山會相) 악보에 ‘영산회상불
보살’(靈山會相佛菩薩)이란 7자의 노랫말이 붙어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이 영산회상은 애초에 불가어를 노래하던 성악곡이었음을 알 수 있다.63)
영산회상을 수록하고 있는 악보 중에서 장단을 적은 악보로 가장 오랜
것은 1813년 편찬의 뺷동대금보뺸(東大琴譜)이다.64) 이 뺷동대금보뺸 앞 부분
은 뺷양금신보뺸를 그대로 옮겨적고, 뒤 부분에 영산회산병록(靈山會山竝錄)
이라 적고 영산회상을 기록하였다. 이 영산회산(靈山會山)에 네 가지 장구
형이 보인다.
영산회산 11곡을 장구형 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에 쌍편고
편(雙鞭鼓鞭)으로 적은 것은 필자가 해석하여 적은 것이다. 다음 a)와 b)에
서 둘째 장구점 북편(鼓)을 ( ) 속에 넣은 것은 c)에서 생략하기 때문에 부
수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Procedure there are four Matras, in Daksina Procedure there are eight Matras.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6(31, 4-6).
63) 全仁平(1993), 國樂鑑賞, 중앙대학교 출판부, p. 83.
64) 동대금보(東大琴譜)는 1813년 편찬의 악보이다. 이 악보에는 영산회상을 ‘영산회산’(靈
山會山)이라 적고 선율과 함께 장구형을 적었다. 이 음악은 만영산(慢靈山) · 중영산(中靈
山) · 삭영산(數靈山) · 가락드리 · 삼현회산(三絃會山, 삼현도드리) · 삭회산(數會山) · 하현회산
(下弦會山, 하현도드리) · 염불회산(念佛會山, 속칭 염불도드리) · 평조타령(平調打令) · 우조
타령(羽調打令, 或云 軍樂) · 만회산(慢會山, 속칭 하청도드리)의 11곡의 구성이다. 東大琴
譜, 韓國音樂學資料叢書, 국립국악원, 1987, 권22, pp. 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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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뺷동대금보뺸의 영상회산 장구형

a) 가락드리 후반 7장단(6박)65)
◑

●

○

●

雙 鞭 鼓 鞭 ( 2: 1: 1: 2)
b) 삭영산 2장(10박)66)
◑

●

(○)

○

●

雙 (鼓) 鞭 鼓 鞭 ( 3: 2: 2: 3)
c) 만영산(20박)67)
◑

(○ )

●

○

●

雙 (鼓) 鞭 鼓 鞭 ( 6: 4: 4: 6)
이 세 가지 장구형의 공통점은 雙鞭鼓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다.68)
a)는 네 장구점을 6정간에 2:1:1:2의 비례로 적은 것이고, b)는 10정간에

65) 가락드리 후반 7장단 외에도, 三絃會山(삼현도드리) · 數會山(속칭 잔도드리) · 下絃會山(하
현도드리) · 念佛會山(속칭 염불도드리) · 慢會山(속칭 하청도드리)에 이 장단을 사용한다.
66) 數靈山 2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가락드리에 이 장단을 사용한다.
67) 慢靈山 외에도 中靈山 · 數靈山 1장에도 이 장단을 사용한다.
68) 이밖에 平調打令(현행 타령)과 羽調打令(현행 군악)은 다음과 같이 8정간에 기보하고 있고,
장구형은 다음과 같다. a)는 동대금보의 것이고, b)는 필자의 해석에 의한 것이다. 雙:鞭:
鼓:鞭의 비례가 2:2:1:3으로 출현한다. 이와 같이 인도 나티야 사스트라 시절의 챤챠트뿌
따 딸라와 1813년의 타령 장단이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a)

◑

●

○

●

b)

雙

鞭

鼓

鞭

오늘날 영산회상의 양청도들이를 국악전집(4: 영산회상)에서는 4정간에 한 장단을 적고
있다. 이것은 앞의 동대금보 8정간 타령의 1/2 축소형이다. 다음에 보인다.
c) 국악전집(4)의 양청도들이 4정간 장단 p. 38.
雙
鞭
鞭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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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의 비례로 적은 것이고, 雙鞭鼓鞭에 첫째와 둘째 음 사이에 鼓를 삽
입시킨 것이다. c)는 20정간에 6:4:4:6의 비례로 적은 것이다. 그리고 간점
으로 제5정간에 鼓가 들어있다.
이 네 가지를 비교하기 쉽도록 배열해보겠다.
a) 가락드리(후반 7장단): 雙 ○ 鞭 鼓 ○ 鞭(2: 1: 1: 2)
b) 삭영산 2장

: 雙 (鼓) 鞭 鼓 ○ 鞭(3: 2: 2: 3)

c) 만영산

: 雙 (鼓) 鞭 鼓 ○ 鞭(6: 4: 4: 6)

뺷동대금보뺸 영산회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雙鞭鼓鞭 장구점을 확대
와 축소기법으로 구성한 장구형이라는 것이다.
표 2-4. 한국과 인도 장단의 세 가지 분화기법

한국의 분화기법

인도의 분화기법

장단 이름

장단의
박자 수

구성비율
(쌍편고 편)

분화한 리듬 이름

박자 수

구성비율

도들이

2:1:1:2

2:1:1:2

에까비디 깔라
(ekavidhi kala)

6

6

8

2:2:1:3

드바비디 깔라
(dvavidhi kala)

12

4:2:2:4

16

4:4:2:6

찻뚜스비디 깔라
(chatusvidhi kala)

24

8:4:4:8

32

8:8:4:12

세영산

상영산

10

20

3:2:2:3

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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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영산회상의 세 가지 빠르기
오늘날 연주하는 영산회상의 장단은 도들이처럼 6정간에 적는 것 · 세영
산처럼 10정간에 적는 것 · 상영산처럼 20정간에 적는 것이 있다.69)

1) 6박(도들이) 장단
6박(도들이) 장단은 雙鞭鼓鞭의 네 점을 2:1:1:2로 배열한 것이다. 다음의
搖는 鞭의 변화형이다.
6박 장단의 장구점을 정간보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8. 도들이 장단의 장구점70)

◑
雙

●
鞭

○
鼓

|
搖

2) 10박 장단(세영산)
세영산 장단은 영산회상 중 세영산 · 가락덜이 · 여민락 4, 5, 6, 7장 · 보허
사 5, 6, 7장에서 쓰는 장단이다. 도들이 6박 장단의 雙鞭鼓鞭이 2:1:1:2의
비율로 배열한 데 비하여 10박 장단은 3:2:2:3의 비율로 배열한 것이다.
악보 9. 세영산 장단의 장구형

◑
雙

●
鞭

○
鼓

●
鞭

69) 이밖에 타령처럼 12정간에 적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다른 항목에서 다룬다.
70) 김기수 편저(1976), 뺷국악전집뺸(4: 영산회상), 국립국악원, p. 10.

∙ 326

인도음악 문화와 한국음악과의 관계

이 장단이 실제로 사용될 때는 여러 가지 변주형이 있다. 다음에 두 가지
를 보인다.
a) 세영산71)
雙

(響)

搖

鼓

鞭

(鞭)

搖

鼓

鞭

點

b) 세영산72)
雙

鞭

4) 20박 장단(상영산)
20박 장단은 영산회상 중 상영산 · 중영산 · 여민락 1~3장 · 보허자 · 보허사
등의 음악에 사용하는 장단이다. 이 장단을 20박 장단이라고 부른 것은 20정간
에 적기 때문이다. 중광지곡(重光之曲) 상영산의 경우 속도는 20박으로 세
었을 때, 1분에 25박 정도이다.73)
20박 장단의 장구점은 대체로 雙鞭鼓搖가 각각 6:4:4:6의 비율로 나누어
진다.74) 다음에 각 장구점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다음에 보이는 악
보는 모두 각각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의 편의를 위하
여 다음처럼 정리하였다.

71) 김기수 편저(1976), 뺷국악전집뺸(4: 영산회상), 국립국악원, p. 13.
72) 張師勛 · 韓萬榮(1975), 뺷國樂槪論뺸, 한국국악학회, p. 28. 이 악보는 서양 기보법으로 기보
한 것이지만,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간보로 고쳤다.
73) 金琪洙(1969), 뺷한국음악: 중광지곡뺸, 국립국악원, 제5집, p. 9.
74) 그러나 김기수의 뺷국악입문뺸에는 5:5:4:6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6:4:4:6의 인쇄상의 잘못이
라고 생각한다. 金琪洙(1972), 뺷國樂入門뺸, 고전음악출판사,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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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20박 장단의 장구형

① 유초신지곡 상영산(김기수, 뺷국악전집뺸(4: 영산회상)
雙

鞭

鼓

響 (搖)

② 표정만방 상영산(김기수, 뺷국악전집뺸(4: 영산회상)
鞭 鼓

鞭

鼓

鼓 (搖)

鼓

響 (搖)

③ 스므박 장단(김기수, 뺷국악입문뺸)
雙

鞭

④ 영산회상의 상영산(장사훈, 뺷최신국악총론뺸)
雙

鞭

鼓

響 (搖)

鼓

鼓 (搖)

⑤ 영산회상(박금애, 뺷국악뺸)
雙

鞭

지금까지 현행 영산회상의 장단을 살펴보았다. 영산회상의 6박· 10박· 20박
장단은 쌍편고편(雙鞭鼓鞭)을 변화시킨 것이다. 6박은 2:1:1:2로, 10박은
3:2:2:3으로, 20박은 6:4:4:6으로 변주한 것이다. 이는 곧 장구형 한 가지를
축소 확대하여 여러 가지 장구형을 구성한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영산회상 연주에 사용하는 장단은 다양하다. 그러나 1813년 편찬
의 뺷동대금보뺸로 미루어보건데, 영산회상 장단의 원형은 쌍편고편(雙鞭鼓
鞭)이라 하겠다.

4. 뺷나티야 사스트라뺸 딸라와 뺷동대금보뺸 영산회산 장단의 비교
뺷동대금보뺸 영산회산에는 네 가지 장단을 사용한다. 그 중에 8박 타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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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의 챤챠뜨뿌따(cancatputa)와 같은 비례의 구성이다.
그리고 6박 장단 · 10박 장단 그리고 20박 장단은 2:1:1:2(6박 도들이 장단)
의 확대형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모두 길고 짧고 짧고 긴(長短短
長)음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이 도드리 장단은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의 차빠
뿌따(capaputa)의 2:1:1:2 구조와 같다.
다음에 뺷동대금보뺸 영산회상병록의 장구형과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의 딸라를
알기 쉽게 나란히 비교하여 보인다. 먼저 2:2:1:3 비례의 것을 보인다.
악보 11. 뺷나티야 사스트라뺸 챤챠뜨뿌따 딸라와 영산회산 타령 장구형의 2:2:1:3 비례 비교

a) 챤챠뜨뿌따(cancatputa)의 2:2:1:3 비례
sam

sa

ta

sa

쌍

편

고

편

b) 영산회산 타령의 2:2:1:3 비례
◑

●

○

●

雙

鞭

鼓

鞭

다음에는 한국 장단과 인도 딸라의 2:1:1:2 비율 구조를 비교하여 보겠
다. 인도의 2:2:1:2 비율 딸라는 뺷나티야 사스트라뺸 챠빠뿌따(capaputa) 딸라
이고, 뺷동대금보뺸 영산회산 장단의 장단단장(長短短長, 2:1:1:2) 비율 구조는
6정간 장단 · 10정간 장단 · 20정간 장단에서 확대되어 나온다. 이와 같이 양
국의 장단과 딸라는 세 가지 분화를 보인다. 다음에 세 가지 분화를 비교하
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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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뺷나티야 사스트라뺸 챠빠뿌따 딸라와 뺷동대금보뺸 영산회산 장단의 세 가지 분화

1) 챠빠뿌따(capaputa)의 세 가지 분화
a) 에까깔라 비디(ekakala vidhi)
sa

ta

sa

ta

b) 드비깔라 비디(dvikala vidhi)
ni

sa

ta

sa

ni

sam

c) 찻뚜스깔라 비디(catuakala vidhi)
a

ni

vi

sa

a

ta

vi

sa

a

ni

vi

sam

2) 뺷동대금보뺸 영산회산 장단의 세 가지 분화
a) 삭영산 2장~5장 · 가락드리
◑

●

○

●

雙 鞭 鼓 鞭 ( 2: 1: 1: 2)
b) 삭영산 2장~5장 · 가락드리
◑

(○)

●

○

●

雙 (鼓) 鞭 鼓 鞭( 3: 2: 2: 3)
c) 만영산 · 중영산 · 삭영산1장의 장구형
◑

(○)

●

○

●

雙 (鼓) 鞭 鼓 鞭 ( 6: 4: 4: 6)
이 세 가지 장구형의 공통점은 장단단장(長短短長)을 근간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같은 장구형을 각각 2:1:1:2, 3:2:2:3, 6:4:4:6으로 확대한 것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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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영산회상의 장구형 분화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3. 현행 영산회상 장구형의 분화

a) 6박(도들이) 장단의 장구형
◑

●

○

|

雙

鞭

鼓

搖

b) 10박(세영산) 장단의 장구형
뺷국악전집뺸(4)의 세영산75)
雙

(響)

搖

鼓

鞭

鼓

鞭

(點)

뺷국악개론뺸의 세영산76)
雙

(鞭)

搖

(鞭)

c) 20박 장단(상영산 장단)의 장구형
유초신지곡 상영산(김기수, 뺷국악전집뺸(4: 영산회상))
雙

鞭

鼓

響 (搖)

지금까지 뺷동대금보뺸에 보이는 네 가지 장단과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의 딸
라 분화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산회산 8박 타령장단은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의 챤챠뜨뿌따(cancatputa)와
같은 비례의 장단이다. 그리고 영산회산병록의 6박 장단은 2:1:1:2의 구조
이다. 이것은 10박 장단, 20박 장단으로 분화하는데, 이것은 뺷나티야 사스
트라뺸의 차빠뿌따(capaputa)의 2:1:1:2 구조와 같은 것이다.
75) 김기수 편저(1976), 뺷국악전집뺸(4: 영산회상), 서울: 국립국악원, p. 13.
76) 張師勛 · 韓萬榮(1975), 뺷國樂槪論뺸, 서울: 한국국악학회,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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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뺷나티야 사스트라뺸에서 챤챠뜨뿌따(2:2:1:3) 딸라와 챠빠뿌따(2:1:1:2)
딸라는 뿌리가 같다는 기록이 있다.77) 이렇게 동일 기원의 두 딸라가 우리
나라 19세기 문헌에서 한 곡에 사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런 점은 한국에서 장단을 연주하는 장구가 인도에서 기원하였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구의 한국과 인도 음악과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헌
은 Bharatamuni, The Natya Sastra.78)이다. 이 문헌은 기원전 2세기의 고인도
뺷연극론뺸에 관한 기록이다. 제목은 연극에 관한 것이지만 춤이 신전의 제사
의식에 사용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음악 · 악기 · 노래 · 춤 · 시 등 다양한 소재
를 다루고 있어 인도 고대 공연문화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다.
이 문헌에 우리나라 장구의 원형에 해당하는 다마루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 있
고, 또한 우리나라의 자진모리에 해당하는 인도의 딸라가 기록되어 있어 한
국과 인도 음악 문화교류를 실증적으로 증명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4. 인도와 한국의 악기 비교
가. 인도의 다마루와 한국의 장구
필자가 인도음악을 접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일은 한국의 장구가 인도에

77) Tala is of two kinds viz. Caturasra and Tryasra. Both of them have same source of orgin.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6(31, 7).
Understand their two fold sources viz. Cancatputa and Capaputa.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p. 416(31, 8).
78) Bharatamuni, The Natya Sastra.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no d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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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이었다. 이를 보고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이 장구를
중앙아시아에 전하고 이것이 다시 인도에 전하였다는 가설을 가지고 문헌
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인도에서 장구 종류의 악기로는 다마루(damaroo)와
다이루(dairoo)가 있다. 다마루는 사라시트라(Sarashtra) 지방의 악기이고 다
이루는 라자스탄(Rajastan) 지방의 악기이다. 다마루를 더 작게 만들면 후둑
(huduk)이라 하고 마디야 파라데시(Madhya Paradesh) 사람들은 안트라
(antra)라 한다. 이 악기는 아주 작아 주먹 안에 들어간다. 왼손 주먹 안에
이 악기를 쥐고 오른손으로 두드리는 악기이다. 왼손으로 잡을 때 꽉 잡으
면 줄이 당겨져서 음이 올라가고, 놓으면 느슨해져서 음이 내려간다. 춤출
때 쓰고 유랑악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이다.79)
그러던 중 진양(陳暘)의 뺷악서뺸 권12580)에 장구와 비슷한 악기 중동고
(中銅鼓)를 그림으로 그리고 ‘남만의 천축에서 나왔다(出於南蠻天竺)’라는
기록을 찾게 되면서 이 가설은 깨지고 말았다.
뺷악서뺸에는 모두 13가지의 장구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 몇 가지
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동고(中銅鼓)는 권125에 소개되어 있다. 중동
고의 그림을 그리고 ‘남만의 천축(南蠻天竺)에서 나왔다’고 적고 있다. 이
로 보면 이 악기가 인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81)
당의 십부기(十部伎)에 편성되어 있는 고려기(高麗伎)의 요고(腰鼓) 또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요고란 북의 허리가 잘록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9) Vishnudass Shirali(1977), Sargam, An Introduction to Indian Music(New-Delhi: SHAKTI
MALIK ABHINAV PUBLICATIONS).
80) 陳暘(1982), 뺷樂書뺸, 國立國樂院, 韓國音樂學資料叢書 8, p. 246.
81) 中銅鼓鑄銅爲之作…出於南蠻天竺之國也. 音馬授南征交得駱越 銅鼓鑄爲馬式 此其迹也. 陳
暘 뺷樂書뺸(國立國樂院, 1982) 卷 125, 韓國音樂學資料叢書 9,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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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고는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하는데 장구와 같은 것이다.
장구는 양면이 가죽으로 메워져 있으며 양면을 잇는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조정함으로써 음정을 조절하는 타악기이다. 장구의 수용을 알아
보기 위하여 진양(陳陽) 뺷악서뺸(樂書)에 나오는 장구 종류와 돈황 석굴의
장구와, 인도의 장구, 그리고 한국의 장구를 살펴보자.
갈고(羯鼓)는 구자(龜玆)기 · 고창(高昌)기 · 소륵(疎勒)기 · 천축(天竺)기의
음악에 쓰는데, 대 위에 놓고 두 개의 채를 쳐서 그 소리가 초쇄명렬(焦殺
鳴烈)함에 더욱 적합하다고 하였다.82) 이는 일본 갈고의 타법을 연상하게
한다. 일본의 갈고는 작으며 대(臺) 위에 놓고 두 개의 채(兩杖)로 빠르게
(鳴烈) 친다.
뺷구당서뺸(舊唐書)에 “두 손으로 치며 갈중(羯中)에서 나온 까닭으로 갈고
라 하였는데 양장고(兩杖鼓)라고 한다”고 하였고 뺷태평어람뺸(太平御覽)에
“갈고는 외이(外夷)에서 나왔고 융갈(戎羯)의 북이라 해서 갈고라 한다”고
하였다.83) 구자기, 고창기, 소륵기, 천축기 등에서 사용하였다.
갈고중(羯鼓中)은 양장고(兩杖鼓)라 하여 두 개의 채로 치고, 틀 위에 얹
어놓고 치도록 되어 있다. 장안(長安)에서 “밤에 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
다”는 기록을 보면 상당히 유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84)
도담고(都擔鼓)는 부남(扶南, 현재의 타이와 캄보디아), 천축의 악기로,
그 모양은 요고를 작게 만든 것이고 작은 망치로 치는 악기였다.85)
82) 鞨鼓 龜玆高唱疎勒天竺部之樂也. 狀如漆桶下承以牙床用兩杖擊之其聲 殺鳴烈合. 陳暘, 뺷樂
書뺸, 앞의 책, 卷127, p. 251.
83) 張師勛(1986), 뺷增補韓國音樂史뺸, 세광음악출판사, p. 44.
84) 長安夜間鼓聲 曲頗妙謂鼓工曰君以擊者豈非耶婆色溪乎. 陳暘, ｢樂書｣, 卷127, 四b, (앞의 책),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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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고는 목부의 악기로서 나무로 만든 것이다. 요고는 나무로 만들어야지
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86)
중동고(中銅鼓)가 천축, 즉 인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양(陳陽)의 뺷악서뺸
(樂書) 권125의 기록에 의거, 인도에 존재하는 장구 종류를 살피는 것은 진
양 뺷악서뺸의 기록에 담긴 장구가 지금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인도의 다마루와 연주방법이 비슷한 악기로 일본의 쓰즈미(羯鼓)가 있다.
인도 다마루는 작아서 손에 들고 또는 어깨 쪽으로 올려친다. 일본의 쓰즈
미도 어깨 위에 올려놓고 친다. 일본의 쯔즈미가 장구의 기원지인 인도와
흡사한 연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학에서 말하는 변방잔존(邊邦殘存)
의 원칙(原則)(pheriperalrism)의 예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장구에 관한 자료 중 가장 오랜 것은 석상자료이며, 그 중에
서 다음의 계유명 아미타불 삼존사면석상(癸酉銘 阿彌陀佛 三尊四面石像)
은 석상자료 중 유일한 것이다.87)
이것은 1960년 9월에 충남 연기군 전동면 다방리의 비암사에 있는 석상
이다. 이 석상의 앞면에 삼존불이 조각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각행 4자로
12행의 명문이 새겨 있는데 여기에 계유년이 나온다. 이 석상은 뒷면에 4단
을 이루어 각단에 5구식(五軀式)의 좌불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왼쪽과 오
른쪽에 아래 위 2단으로 각각 네 개의 악기가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악기

85) 都擔鼓 夫南 天竺之器也. 其狀似腰鼓 而小以小槌擊之. 陳暘, ｢樂書｣, 卷127, 五a, (앞의 책),
p. 253.
86) 腰鼓之制非特用土也. 亦有用木爲之者矣 土鼓瓦音也. 木鼓木音也. 其制雖同其音則異禰衡衣
擊鼓其妙八神 然亦進乎. 陳暘, 뺷樂書뺸 韓國音樂資料叢書10 (國立國樂院, 1982), 卷 132, 3a,
p. 23.
87) 뺷李惠求博士頌壽紀念音樂學論叢뺸(韓國國樂學會, 1969),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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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왼쪽으로 요고(腰鼓) · 쟁(箏) · 통소(洞簫)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한 개와 오른쪽에는 소(簫) · 횡적(橫笛) · 생(笙) · 비파가 있다. 여기에
나오는 장구는 무릎에 얹어 있고 작은 모양이어서 이대로는 장구가 흘러내
려 연주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림에는 안 나타나지만 끈으로 어깨에 메고
연주하였을 것이다.
다음에는 범종비천(梵鍾飛天)의 주악도(奏樂圖)에 나오는 장구를 살펴보
겠다. 범종 비천에 장구가 나오는 것 중,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자료는
일곱 가지인데 모두 남북국시대의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오래된
것으로는 남북국시대인 서기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上院寺) 동종(銅鍾)
의 비천(飛天)이다. 이 종은 725년(성덕왕 24년)에 만들어진 종으로 한국식
종의 특징 중 하나인 음관(音管)이 원통형(圓筒形)인 것으로 국보로 지정한
종이다. 이 종은 신라통일기에 우수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현재 남아
있는 종으로는 가장 오래된 종이다.88) 이 종의 중앙에는 공후와 생(笙)이
새겨 있고, 상대(上帶)에는 요고(腰鼓) · 쟁(箏) · 횡적(橫笛) 그리고 종류를
알 수 없는 악기가 나오고, 하대(下帶)에는 요고 · 피리(?) · 횡적(橫笛) · 곡경
비파(曲頸琵琶)가 나온다.89) 이 그림의 요고도 무릎에 얹어 있는 것으로 작
게 표현되고 있는데 끈으로 어깨에 메고 연주한 악기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일본 운수사종(雲樹寺鍾, 상원사동종(A.D. 725)과 같은 시기)
종이 있다. 이것은 일본 鳥根縣 安來市 淸井町 운수사(雲樹寺)에 보관 중이
다. 이 종은 2척이 채 못되는 작은 종이지만 각 부분의 무늬가 아름다워 상

88) 李弘稙(1962), 뺷國史大事典뺸, 知文閣, p. 691.
89) 張師勛(1986), 뺷增補韓國音樂史뺸, 世光音樂出版社,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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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종을 작게 만든 느낌이 드는 훌륭한 종이다. 그래서 시대도 상원사 종
의 전후시대인 8세기로 보고 있다. 즉 월정사의 상원사에 있는 종이 서기
576년(성덕왕 24년, 당 개원 13년)에 조성된 종임을 알 수 있다. 이 종에는
횡적과 요고의 주악이 나온다.90)
우리나라 장구는 허리가 잘록하다 하여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한다. 장
구 통의 재료로 현재는 나무만 쓰고 있으나 뺷악학궤범뺸의 기록을 보면 사
기 · 기와 · 나무 등을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기와는 좋지 않다고 기
록하고 있다.91) 오늘날 장구 종류의 악기는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장구의 기원지인 인도에서조차 ‘장구(hour glass drum)는 한
국 악기’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의 장구는 인도의 다마루가 중국에 전해져 요고(腰鼓) 그리
고 이것이 한국에는 장구로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인의
놀라운 외래문화 수용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92)
나. 한국의 거문고와 인도의 비나
우리나라의 거문고 원형이 인도의 비나에서 기원하였을 것이라는 견해
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안확(安廓)이다.
현금은 고구려 제2상 왕산악이 진의 칠현금을 변작(變作)한 것이라 하
는 지라. 연(然)이나 여(余)의 사고(思考)로 미루어보면, 인도의 부이나라
90) 李弘稙(1969), “韓國樂器 圖象 過眼錄,” 뺷李惠求博士 頌壽紀念 音樂學論叢뺸, 서울: 社團法
人 韓國國樂學會, pp. 169-202.
91) 按造杖鼓之制 其腰木及漆布爲殼者最好 磁次之 瓦則不好. 成俔, 뺷樂學軌範뺸 卷7. 4a4-5.
92) 전인평(2000), 뺷새로운 한국음악사뺸, 서울: 현대악보출판사,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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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유입되어 그것을 변작한 듯하다.93)

인도의 비나와 거문고는 연주방법과 악기모양이 매우 다르다. 필자는 안
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문고처럼 괘가 있는 악기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인도의 비나 그리고 태국의 자케이다. 태국의 자케를 조사하는
것은 한국 거문고와 인도 비나의 관련성을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거문고를 알려주는 가장 오랜 자료는 고구려 벽화 주악도이다. 이 주악
도에는 장적, 거문고, 완함이 그려져 있다.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은 거문고이다. 고구려의 대표적 악기인 거문고(玄琴)의 기원은 뺷삼국사기뺸
악지(三國史記 樂志)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처음에 진나라 사람이 칠현금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그것이 악기인 줄만 알았지, 그 소리와 타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당시의
제이상 왕산악(第二相 王山岳)이 악기의 원래 모양은 그대로 두고, 그 법
제(法制)를 많이 고쳐서 현금(거문고)을 만들었다. 겸하여 100여 곡을 지
어서 그것을 거문고로 연주하였더니, 검은 학(玄鶴)이 날아와서 춤을 추
어서, 그 악기를 현학금(玄鶴琴)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현학금을 줄여
현금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거문고의 제작 연대는 뺷삼국사기뺸(三國史記)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거문고의 원형인 칠현금(七絃琴)을 보낸 진(晋)나라 사람이 서

93) 안확(安廓)은 중국에서 보내온 칠현금에 대하여 인도의 비나가 전해온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 安廓(1931), “朝鮮音樂史,” 뺷朝鮮뺸, 제15권, 12월호, 필자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뺷韓國藝術總集뺸 音樂編 2(서울：대한민국 예술원, 1988, 張師勛 책임 집필),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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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西晉, 265~316) 사람인지, 동진(東晉, 317~420) 사람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안악 제3호분의 거문고는 4현이다. 원래 4현의 현금이 6현의 현금으로
변한 것은 현금 6현 중 제1현과 제6현이 각각 문현(文絃) · 무현(武絃)이라
고 불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7현금의 문현과 무현이 후
세에 추가되었다는 설에서 비추어보면, 거문고의 무현과 문현이라는 중국
식 이름의 두 줄은 후세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뺷일본후기뺸94)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대동 4년(서기 809) 당시까지도 고구
려악(高句麗樂)은 군후(늨 篌, 오늘날의 현금) · 횡적 · 막목의 세 가지 악기로
만 춤을 반주하였다. 일본과 신라의 고구려악 연주로 미루어 살펴보면, 본
토의 고구려악은 북도 없이, 고구려 본토의 악기와 노래로만 풍속무(風俗
舞)를 반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뺷고려사뺸 악지의 소위 속악(俗樂)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거문고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하여 태국의 자케와 비나를 비교
해보겠다.
필자는 거문고의 원형이 인도의 비나에서 기원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기점으로 거문고와 태국의 자케(jakhe), 인도의 비나(veena)가 모두 붙박이
괘를 가지고 있고,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교하여 보았
다.95)
94) 뺷日本後紀뺸, 大同 4年 3月丙寅 定雅樂寮 雜樂師, 有늨 篌師, 此所引蓋弘仁格文也 職員令集
解 載是日符 作箜篌師, 旦箜篌늨 篌 其音近似. 늨 篌則箜篌也 此兼擧似譯.
然雅樂寮式 載樂器絃料云 箜篌一面 長五尺 料絲二兩. 늨 篌一面 長六尺四寸五分料絲二兩,
又承平四年 樂器目錄 箜篌늨 篌竝載 箜篌云幾張. 늨 篌云幾面 二物不同(箋注倭名類聚抄 音
樂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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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에서 주로 줄의 수, 선율을 연주하는 줄의 수, 선율을 연주하는
줄의 조율 방법, 괘 위의 줄에 몇 줄이 얹혀있나, 괘의 숫자, 괘의 성질, 지
속음을 연주하는 줄 등을 살필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세 악기의 상관관계
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세 악기의 줄 수를 살펴보면, 자케는 3줄, 거문고는 6줄, 비나는 7줄이다.
거문고 · 자케 · 비나는 각각 줄 수는 서로 다르지만, 선율 연주에 사용하
는 줄은 모두 두 줄을 주로 사용한다. 거문고를 보면, 모두 6줄이 얹혀 있지
만, 6줄 모두가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현과 대현을 주로 사용
한다. 그 중에 특히 제2현인 유현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 자케는 세 줄 중
제2현과 제3현을 선율연주에 사용한다. 그 중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줄은
제2현이다. 비나는 7줄이 있지만, 그 중에 제1 · 제2현을 주로 쓰고, 아주 드
물게 제3현을 사용한다. 그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줄은 제1현이다.
선율 연주에 주로 사용하는 줄의 조율은 완전 4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거문고가 개방현 상태에서 유현과 대현이 완전 4도이고, 비나도 두 줄이 완
전 4도로 조율한다.
다음에는 괘 위의 줄을 살펴보자. 자케와 거문고는 모두 괘 위에 세 줄을
얹었다. 비나는 괘 위에 전체 7현 중에 4현이 얹혀 있다. 비나의 괘 위 4현
은 길림성 무용총 거문고와 비교할 수 있다. 무용총 거문고는 4현 거문고인
데 4현 모두가 괘 위에 얹혀 있다. 괘의 숫자를 살펴보면, 무용총 거문고는

95) 전인평(1996. 9. 9), 거문고 · 비나 그리고 자케, 뺷동아시아의 현악기뺸 국립국악원 · 서울대
학교 음악대학 부설 동양음악 연구소 공동 주최, 제1회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 339-362. 이 글은 뺷국악원 논문집뺸(서울：국립국악원, 1997) 제9집, pp. 131-176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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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괘이고, 거문고는 16괘, 비나는 22~24괘이다. 자케와 거문고 · 비나는 모
두 괘가 붙박이로 되어 있다.
이 세 악기는 모두 지속음(drone) 연주기능이 있다. 비나는 바로 제5 · 제6
· 제7 현이 지속음을 내는 줄이다. 거문고는 제1 · 제4 · 제5 · 제6 현이 지속
음 효과를 낸다. 자케는 줄이 세 줄뿐이어서 지속음 역할을 하는 줄이 한
줄뿐이다. 그래서 첫째 줄이 우리나라 거문고의 문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지속음(drone) 조율은 거문고와 비나만 비교 가능하다. 비나
지속음은 제5 · 제6 · 제7 현을 각 각 c-g-c'로 조율한다. 오늘날의 거문고는
모두 임종음(Bb)으로 조율한다. 괘상청과 괘하청은 같은 음이고, 무현은 괘
상청의 8도 아래 음이다. 그러나 15세기 뺷악학궤범뺸 당시만 해도 일곱 가지
조율법이 있었다. 일곱 가지 조율법 중 우조에 속하는 횡지 · 우조 · 팔조 ·
막조가 괘상청과 괘하청이 완전 4도(완전 5도)로 조율한다. 비나는 기본음
· 완전 5도 위 · 완전 8도 위의 음으로 조율한다. 이것은 거문고의 완전 4도
· 기본음 · 기본음으로 조율과 관계가 있어 흥미롭다. 여기에서 완전 4도는
자리바꿈하면 완전 5도가 되므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비나 지속음 조율법과 15세기 뺷악학궤범뺸 지속음 조율법은 서로 비슷
하다.
악기 연주도구를 보면, 거문고는 20cm 정도의 ‘술대’로 연주한다. 비나는
쇠로 삼각형 모양의 고리를 만들어 검지손가락에 끼고 연주한다. 또는 기
타처럼 플라스틱 판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이것으로 튀기기도 한다. 자케는
5~6cm 정도의 막대로 연주한다. 이 막대를 검지손가락에 붙들어 매고, 엄
지와 장지는 검지를 받치고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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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케 · 거문고 · 비나의 비교

자 케

거문고

비 나

1. 줄 수

3

6

7

2. 선율 연주 줄
선율 연주 줄 조율

2

2
완전 4도

2
완전 4도

3. 괘 위의 줄

3줄

3줄

4줄

4. 괘

13괘

16괘

22-24괘

붙박이 괘

붙박이 괘

붙박이 괘

1

4

5

완전 4도

완전 5도

5. 괘의 성질
6. 지속음 줄 수
7. 지속음 조율
8. 연주방법

막대 사용

술대 사용

쇠고리 사용

9. 상징동물

공작(옛날)
악어(현대)

검은 학

봉황(옛날)
용(현대)

악기 상징동물을 살펴보면 거문고는 검은 학(玄鶴) · 용 · 봉황과 관계가
있고, 비나는 용과 봉황이 관계가 있다. 현재의 비나는 머리에 용의 머리를
새긴다. 그러나 옛날에는 봉황이 조각되어 있었다. 진양 뺷악서뺸의 봉수(鳳
首)공후에도 새머리 조각이 있다. 자케는 악어와 공작새와 관계가 있다. ‘자
케’라는 말은 ‘악어’에서 비롯한 말이다. 자케라고 부르기 전에는 ‘공작’이
라는 뜻으로 ‘마유리’라고 하였다 한다. 이로 보면 자케는 인도 기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안확이 제기하였던 거문고의 인도 비나 기원설은 한층 더 구체성
을 띠게 되었고, 한국의 거문고는 인도의 비나와 관계가 깊은 악기로 판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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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역사적으로 한국음악계는 인도와 직접 ․ 간접적으로 인도와 꾸준히 관계
를 맺어오면서 오늘날의 한국음악을 이루었다. 특히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
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인도음악은 불교와 함께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
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유럽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인도음악계는 자신의 음악 전통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고 인도
음악은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여러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형편
이다.
한국음악계는 서양음악의 영향으로 외래음악에 경도되어 있는 극심한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인도음악계는 어떻게
자신의 음악을 교육하고 갈고 닦으며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은 한국음악 문화계의 숙제를 푸는 중요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인도음악과 한국음악의 역사적 교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뺷삼
국유사뺸 가락국기에 나타난 교류를 살펴보았고, 이어 뺷삼국사기뺸 악지 기
사와 뺷고려사뺸 악지 기사로 살펴본 한국과 인도의 역사적 교류상황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인도음악의 한국음악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
의 악조로 본 영향관계, 음악의 형식으로 본 영향관계, 악기로 본 영향관계
를 살펴보았다.
인도와 한국의 교류 역사는 매우 길다. 뺷삼국유사뺸(三國遺事) 가락국기
(駕洛國記)에 의하면, 김수로왕의 비 허왕옥(許黃玉)은 AD 41년 ‘저는 아유
타국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입니다(妾是阿踰陀國公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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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許名黃玉)’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글에 의거한 김병모(金秉模)의 연구
에 의하면 허황옥은 멀리 인도의 아요디야(Ayodiya)국의 후예라고 한다.
인도에서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은 한국음악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전통음악은 인도 국내에서
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인도음악을 수출하여 호
평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 연구가 서양음악에 함몰되어 있는 한국음악계가 주체적으로
한국음악사를 수립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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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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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탈냉전기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형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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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은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이
미지 개선과 해당 기업제품의 구매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
되면서 사회적 책임활동은 필수활동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전략적인 관점
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견지하고 있으며,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CSR 활동을 찾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기업을
* 본 연구는 대외정책경제연구원(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지원 사업비로 수행되었으며,
뺷국제지역연구뺸 제16권 3호에 게재되었다. 대외정책경제연구원과 베트남 현지에서 도움을 주
신 하노이 한국문화원, 호치민 코트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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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CSR 활동 연구에서 벗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 분석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일반인이나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한 CSR 연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
서 국내에서는 소비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며, 국내기업들
은 내국인의 CSR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에 대한 파악 없이 서구기업들의
CSR 활동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서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업
들은 국내에서 전개했던 CSR 활동을 베트남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베트
남에 있는 다국적기업을 모방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베트
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CSR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업홍보효과나 베트남 내에서 한국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영향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즉 기업의 입장에서
는 투자 대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현지인에 대한 이해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부
족이다. 베트남 국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CSR 활동을 전
개한 결과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CSR 활동에 대
한 베트남인의 인식과 기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CSR 활동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다음으로 베트남인들이 기업에 수행하기를 원하는 CSR 활동이 무엇
인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CSR 활동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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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노이와 호치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하노이
시민과 호치민 시민의 CSR 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차이 검증을 통해 두 지역의 CSR 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수
행 기대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CSR의 정의
학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29년
CSR 활동의 법적 책임 논쟁이 시작되면서부터였고,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CSR에 대한 정의와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953년 Bowen(1953)
은 CSR을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적절하게 기
업의 정책과 의사 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행동으로 옮기는 의무”로 정의하
였다. Sethi(197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윤
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McFarland(1982)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은 개인, 조직, 사회 제도들 간의 상호 의존의식과 이러한 인식을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가치의 틀 내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CSR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CSR 정의
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신유근(2001)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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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 관계자와 사회 일반의 요구
나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기업 행동의 규범적 체계”로 정의하였다.
이진규(2002)는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문화사회 더 나아가서는 전
지구촌에 대하여 갖는 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으로서 범사회적 발전 구
현에 대해 기업이 갖는 공동 책임”으로 CSR을 정의하고 있다.
CSR 활동이 산업활동 제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산업계에서도 CSR 정의
에 대해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CSR을 “기업이 이해 관계자와
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일종의 약속”으
로 규정하고 있다(WorldBank Hompage). 결론적으로 CSR 활동에 대한 정
의는 학자나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나, 이를 종합하면 CSR은 ‘기업이 지역
사회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갖게 되는 책임과 의무’로 요약할 수 있다.

2. CSR 활동영역
법적 책임영역을 필두로 CSR 활동영역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왔고,
책임영역도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Elis, Walton(1961)은 윤리적 원칙을 기업
의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하였다. Carroll(1979)은 CSR 활동의 다양한 범위
를 통합하여 분류하였고, 최종적으로 CSR 활동영역을 경제적, 법적, 윤리
적, 그리고 자선적 책임으로 제시하였다. Carroll(1991)은 생산 및 서비스 관
련 사항은 경제적 책임에, 기업의 법적 책임과 법 준수의무는 법적 책임에,
도덕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윤리적 책임에,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자선적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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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CSR 활동영역 분류가 진행되어왔
다. CSR이 국내 기업활동뿐 아니라 국가간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되면서 국제기구에서 CSR에 적용영역에 대해 규정하게 된 것이다.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CSR 활동을 표준화한 ISO 26000의 국제규
격을 제정했다. CSR 라운드라 불리는 규정에서는 환경경영, 정도경영, 사
회공헌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CSR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이는 수출입을
규제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ISO 26000의 CSR 활동영역은 다음의 일곱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다(ISO homepage). ISO 26000의 규격에서는 Carroll이 제시한 네 가지 분
류와 유사하나 환경적인 책임이 추가되어 있으며, 인권 문제와 노동 문제
가 강조되고 있다.
표 2-1. ISO 26000 주요 내용

이슈

주요 내용

환경

∙ 생태계의 자연환경 보존 및 회복 노력
∙ 지속가능한 소비와 토지 이용

인권

∙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존중, 노동기본권, 공동체 권리 보장

노동문제

∙ 산업보건 및 안전, 노동조건과 인력 개발

지배구조

∙ 규범준수와 정보공개, 윤리적 행동

소비자이슈

∙ 정확한 정보제공,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제공 개발

사회 발전

∙ 공동체 참여, 자선

공정한 조직운영

∙ 윤리적이고 투명한 활동, 자유경쟁증진, 지적재산권 존중

자료: ISO homepage; 김용준 · 홍성화 · 김주원(2011), p. 378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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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 활동에 대한 인식과 기대 연구
CSR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시기별로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드나 CSR 정
의, CSR 활동영역, CSR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
비자 활동과 CSR 활동에 관한 연구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
는 CSR 활동에 대한 일반인 및 소비자의 인식과 기대 조사가 주목받고 있
다. 연구대상 변화의 원인은 기업이 CSR 활동주체이지만, CSR 활동의 전
략적 대상이 소비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인 및 소비자의 CSR 활동에 대한 기대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국가
별, 문화권별, 경제적 수준 혹은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한 CSR의 요구나 기
대 연구가 지배적이다. Kemp(2001)은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정도에 따라
기업에 기대하는 CSR 활동영역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원인은 개발도상
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CSR 활동을 막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CSR에 대한 기대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GDP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문화가 다르면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기
대가 다를 수 있다. Maignan. Ferrell(2003)는 미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을 대
상으로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프랑스와 독
일은 집합주의를 강조하는 국가로 이 국민들의 CSR 활동 기대 정도는 법
률적 책임이 가장 중시하는 반면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살고 있는 미
국인들은 경제적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문화적인 요인 이외에 CSR 활동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
황적 관여도’이다. 상황적 관여도란 특정 이슈나 사물이 개인과 관련되는

∙ 35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과 기대 분석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CSR 활동영역에 대한 인식
이 달라질 수 있다(Golob et al. 2008; 김용준 외 2011). 일례로 2005년 중국
지린성에서 벤젠 유출로 쑹화강 오염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환경적 책
임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김용준 외 2011). 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CSR 활동영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 영역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를
높이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이 CSR 활동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도 있다. Auger et al.(2004)은 서로 다른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독일,
스페인, 터키 미국, 인도, 한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CSR 활동에 대한 기대
차이는 국가별 차이보다 개인의 종교나 집합적/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asil. Weber(2006)는 구성원 개인
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CSR에 대한 기대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결과를 통해 밝혔다. 이한준
· 박종철(2008)은 기업에 대한 정서가 CSR 영역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체계를 공정하다고 인식
하는 사람과 반기업정서가 낮은 사람일수록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중시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신의 지위나 대상 기업에
따라 CSR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CSR 활동영역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다
(Smith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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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CSR 활동의 기대와 인식의 차이

연구 유형

문화권 별 CSR
기대 분석

주요 이슈와
CSR 기대영역
연구

개인의 가치관에
CSR 기대영역
차이 연구

연구 내용

주요 연구자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독일과 프랑스는 기업의 법적, 윤
리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개인주의가 강조되
는 미국은 경제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음.

Maignan
(2001)

문화권별로 다국적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영 Katz & Nelson
역이 다르게 나타남.
(2001)
개인이 현재 사회의 주요 이슈에 관여 정도나 관심에 따
라 CSR 기대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

Golob
et al.(2008)

개인은 본인이 속한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역
부분에 대한 CSR 활동 기대가 높음.

김용준 외
(2011)

기업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국가별(독일, 스페인, 터키 미
국, 인도, 한국) 차이보다 개인의 종교나 개인의 집합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침.

Auger et al.
(2004)

자기증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책임에,
자기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법적, 윤리적 책임
등의 보편적 가치를 더 중시함.

Schwartz
(2003)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CSR에 대한 기대영역이 다름.

Basil. Weber
(2006)

기업에 대한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기
이한준.
업의 사회적 활동영역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침.
박종철 (2008)

대상에 따른 차이

지위에 따른
CSR 기대영역
차이 연구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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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보다 높은 수준의 CSR 활
한충민.
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박잔디 (2011)
외식기업에 대한 대학생의 사회적 기대와 현재 활동에
정효선.
윤혜현 (2008)
대한 평가를 중요도와 수행도를 통해 분석
대학생과 관리자의 비교연구에서 대학생이 관리자에 비
해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Smith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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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R 활동에 대한 기대 측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계의 CSR 연구는 활동주체인 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일반인으로 그 연구대상이 이동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CSR 활동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도 이전에는 기업이나 기업인, 기업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척도 개발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의 CSR 활동 인식
이나 기대연구에 적합한 척도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종철 · 김경진 · 이한준(2010)은 CSR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를 통계적으
로 측정하기 적합한 척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CSR 영역을 Carroll(1991)
이 분류한 4개 영역, 즉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으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측정하여 일반인의 인
지도가 높은 항목들을 척도로 선별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기업에서
경제적 책임으로 중요시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 ‘건전한 자금운용’
이나 ‘생산비용 관리’ 항목은 일반인들의 인지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업이 중요시하는 항목과 일반인이 중요시하는
항목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일반인이 중시하는 CSR 활동을 측
정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높은 영역
별 세부 항목은 [표 2-3]과 같다.
이들 연구 이외에서 발견되는 일반인의 인지도가 높은 CSR 활동은 환경
적 책임영역이다. 비록 박종철 · 김경진 · 이한준(2010)의 연구에서는 환경적
책임에 대한 기대 측정이 빠져 있지만, 환경적 책임은 Dahlsrud(2006)를 비
롯한 여러 학자들이 중요한 CSR 활동으로 강조하고 있다. ISO 26000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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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일반인의 인지도가 높은 CSR의 활동내용

CSR의 영역

주요 내용

∙ 제품 품질 개선 노력
∙ 고객 불평처리 체계 구축
경제적 책임
∙ 이윤창출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고용창출 노력
∙ 법적 기준 준수

∙ 고용법 준수
∙ 기업경영법 준수

법률적 책임 ∙ 계약 책임 이행

∙ 소비자보호법 준수
윤리적 책임

∙ 윤리 지침 마련
∙ 투명 경영

∙ 과대 허위 광고 자제

자선적 책임

∙ 지역사회와 협력사업
∙ 지역 봉사

∙ 스포츠 및 문화활동 지원
∙ 이익금 사회 환원

자료: 박종철 외(2010)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격에서는 환경적인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 멕시코 등 개발도상
국들에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반인들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김용준 외 2011).

Ⅲ. 연구 가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일반인의 CSR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국가가 처한
경제적 수준, 문화적 환경의 차이, 주요 이슈화되는 문제의 차이가 CSR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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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 차이로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반면 개인이 가
진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CSR의 영역별 가치관이 다르게 난다는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최종 의사
결정자가 개인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CSR에 관한 기대연구결과에서는 개인의 성향에 따
라 CSR 활동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타적인 성향 혹
은 자아초월적 가치(self-transcendent value)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욕구보다
는 도덕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금전적인 이익보다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준다(Siltaoja 2006, Golob 2008). 그 결과 법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반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개인은 기업의 경제적 책
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chwartz 2003).
그러나 이는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리이다. 개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타성과 자신을 이익을 중시하는 자아증진욕구(Self-enhancement value)를
모두 갖고 있고(Gialdini et al. 1987), 개인이 가진 이타성과 자기증진욕구는
분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성향이 강하냐에 따라 CSR의 영역
별 기대도가 차이나기보다 개인의 이타성은 ‘CSR 활동의 어떤 영역을 중
요시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욕구가 강조되는 자아증진욕구는
‘기업이 실제 어떤 활동을 전개하기를 기대하는가?’로 표출된다는 것이 오
히려 정확할 것이다. 즉 개인의 이타성은 ‘CSR 활동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자아증진적 가치는 ‘CSR 활동의 수행도’에 나타날 것이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면 자아초월적인 가치는 ‘CSR의 중요도’에 영
향을 미쳐 법적, 윤리적 가치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
면, 개인의 욕구충족이 우선이 되는 자아증진욕구는 ‘CSR의 수행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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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제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베트남인의 CSR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에는 영역별 차
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인 배경과 경제
적인 상황, 각 국가나 집단이 처한 상황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충
민 · 박잔디(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가진 가치관은 개인이 속한 집
단 및 사회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오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었기 때
문에 어느 정도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CSR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
을 미친다. Maignan(2001)은 국가별 성향이 개인주의적인 국가는 경제적
책임, 집합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국가는 법적 ·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는 경
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개인의 CSR 활동에 대
한 인식과 기대는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와 완전히 별개일 수 없음
을 나타낸다(Chambers et al. 2003). 즉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인 토대
나 상황적인 관여도가 다르다면 이것이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CSR
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베트남에 적용하면 베트남 남부와 북부는 다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베트남은 현재 한 국가이지만 현대사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다
른 길을 걸었다. 북베트남은 1955년부터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어 유지된
반면, 남베트남은 20년 후인 1975년부터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후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통한 개방 이후 남부의 호치민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5년의 경우 베트남 FDI의 35%가 호치민에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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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2007년 남부 호치민과 북부 하노이의 소비수요 차이는 1.5배로 호치
민이 높아, 경제적인 차이도 발생했다(Minh Anh 2007).
이렇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경제적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는 상황적 관여도도 다를 것이며, 이는 각 지역
민의 CSR 활동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가설 2. 베트남 북부와 남부 간의 CSR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현재 베트남 북부의 중심도시 하노이과 베트남 남
부의 중심도시 호치민 지역이다. 조사대상은 만 20~75세 이하 베트남인으
로, 연령과 성을 고려한 비례할당표집(Quota Sampling)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앞서 살펴본 CSR 측정척도 도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어로 번역하였고, 베트남 일반인 5명
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하여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여 배포
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300부로 하노이에서 150부, 호치민에서 150부를 배

36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포하였으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표본은
하노이 134부, 호치민 141부였다.
세부 설문조사지역은 하노이와 호치민 중심가와 주택가, 비즈니스 중심
가, 그리고 공장지대에서 시행하였다. 하노이 조사지역은 중심업무지구인
바딘 지역(Ba Dinh District), 호안끼엠(Hoan Kiem), 인구 밀집지역인 동다
지역(Dong Da District)과 쭝화년찡(Trung Hoa Nhan Chinh), 그리고 산업지
구(Industrial Park)로 지정된 하노이 주요 공업지역 중 하나인 사이동 지역
(Sai Dong District)이다. 호찌민에서는 중심지구인 제1구역(District 1), 제3
구역(District 3)과 주거밀집지역, 경공업체들이 있는 제10구역(District 10),
그리고 소프트웨어파크(Software Park)가 있는 제12구역(District 12)이 조사
지역에 포함되었다.
설문조사기간은 2012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이었다. 설문
조사 시행시간은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로 연구자 본인과 사전교육을 받은
베트남어과 학생, 하노이와 호치민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이 조사원으로 참
여하였다. 조사 시 추가적인 설명에 필요한 경우 조사원들이 베트남어로
설명을 하였다. 베트남은 2009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이 남
성은 96.1%, 여성 92%로 문자해독률 높기 때문에 설문대상자들이 설문지
를 이해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결과 해석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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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

구분
지역
성별

연령

학력

(단위: 명, %)

표본(명)

백분율(%)

하노이

134

48.7

호치민

141

51.3

남

142

51.6

여

133

48.4

20대

102

37.1

30대

73

26.5

40대

44

16.0

50대

42

15.3

60대 이상

14

5.1

초졸

5

1.8

중졸

15

5.5

고졸

85

30.9

대졸

160

58.2

대학원

10

3.6

총(명)

275(100%)

275(100%)

275(100%)

275(100%)

2. 변수 측정
가설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다. 먼저 CSR
활동의 영역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arroll(1991)이 분류한 CSR 활동
의 4개 영역, 즉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영역 구
분을 적용하였으며,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와 학자들이 중요한 책임
영역으로 꼽은 ‘환경적 책임’ 요소를 추가하여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CSR 활동의 중요도 측정은 CSR 활동 다섯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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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CSR 활동에 대한 수행 기대도에 대한 측정은 중요도 평가와 동일하게 5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수행 기대도에 대한 항목은 세분화하여 측정하였
다. 수행 기대도에 대한 세부 항목은 박종철 · 김경진 · 이한준(2010)이 일반
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환경적 책임
에 대한 영역이 빠져 있어,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ISO 26000’ 기준과 김
해룡 외(2005)의 연구에서 환경적 책임에 관한 척도에서 중첩되는 세부 항
목을 환경적 책임 영역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현지 사전 설문과정
에서 베트남인이 중복으로 생각하는 문항은 제거되었다. 5개 영역을 중심
으로 각 항목별로 기대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Ⅴ. 분석결과
1.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본 연구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CSR 활동의 중요도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위해 스피어만
브라운(Spearman-Brown) 모델이 사용되었다. 측정결과 스피어만 브라운 상
관관계값(Spearman-Brown Coefficient Value)은 0.685로 일반적으로 수용되
는 값 0.6보다 높게 나타나 CSR 활동의 중요도 측정의 신뢰도는 수용할 만
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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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에 대한 수행 기대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를 이용한다. 신뢰도 측정결과 법적 책임, 자선적 책임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각각 0.805, 0.836로, 경제적 책임의 알파계수는 0.767
로 나타났다. 환경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각
각 0.674와 0.662로 각 영역별 크롬바하 알파값은 수용 가능 수준인 0.6보
다 높아 CSR 활동의 수행 기대도 측정자료의 신뢰성도 인정된다.
수행 기대도의 세부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분석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위해 ‘KMO and Bartlett’s test를 실시
표 5-1.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과 신뢰도

영역구분

2

3

4

5

Cronbac
h-α

0.834
0.840

0.204
0.088

0.044
0.177

0.079
0.141

0.006
0.102

.805

∙ 소비자법 준수

0.781

0.115

0.119

0.113

0.102

∙ 투명경영
∙ 허위광고 자제

0.269
0.054

0.611
0.844

0.334
-0.013

0.146
0.166

0.046
0.039

∙ 윤리지침 마련

0.309

0.607

0.258

-0.110

0.280

∙ 품질개선 노력
∙ 고객불만 해소

0.228
0.239

0.129
0.064

0.759
0.706

0.199
0.105

0.010
0.127

∙ 고용창출 노력

-0.197

0.189

0.715

0.059

0.229

∙ 이윤창출 기여
∙ 환경보호

0.120
0.166

0.044
0.141

0.690
0.150

0.170
0.828

0.210
0.131

∙ 친환경제품 개발

0.148

0.071

0.401

0.704

0.131

∙ 봉사활동
∙ 교육 지원

0.192
0.036

0.163
0.061

0.077
0.096

0.274
0.209

0.760
0.837

∙ 이익금 환원

0.160

0.177

0.261

-0.086

0.795

∙ 문화활동 지원

-0.062

-0.051

0.133

-0.017

0.777

∙ 기업법 준수
법적 책임 ∙ 고용법 준수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자선적
책임

요인적재값
1

측정항목

.662

.767

.674

.836

주: KMO=0.836, Bartleet’s test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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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KMO 값은 0.836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0.6보다 높게 나타났다.
Bartleet’s test 값은 p=0.00로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p<0.05 이하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하다. 요인분석결과 모든 요인 적재
값은 0.6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타당도가 인정되는 0.6보다 높다. 각 세부 항
목들은 법적, 윤리적, 경제적, 환경적, 자선적 책임의 다섯 가지 영역별 기
준에 따라 요인 적재값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수행 기대도 측정변수들은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모두 확보된
다고 할 수 있다.

2. CSR 영역별 분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2.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기술통계, T-test, 그리고 요인분석이 사용되었다. 또
한 베트남인의 CSR 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중요도 · 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CSR 활동 영역별 중요도에 대해 측정한 결과 베트
남인들은 기업의 법적 책임 영역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CSR 활동 중 법적 책임 다음으로 윤리적 책임을 중요하
게 여기며 환경적 책임, 경제적 책임, 자선적 책임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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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CSR 활동영역별 중요도 평가 통계결과

영역구분

빈도

백분율(%)

법적 책임

126

30.9

윤리적 책임

109

26.7

경제적 책임

59

14.5

환경적 책임

71

17.4

자선적 책임

40

9.8

기타

3

0.7

계

408

100.0

CSR 5개 영역에 대한 수행 기대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5점 척
도를 이용하여 CSR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한 수행 기대도를 조사한 결과, CSR
활동에 대한 수행 기대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환경적 책임 분야로 ‘환경 보호’
와 ‘친환경 제품’ 개발에 대한 기대도의 평균치가 각각 4.34, 4.21이었다.
그림 5-1. 베트남인의 CSR 활동영역별 중요도 평가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환경적 책임

자선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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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CSR 5개 영역 하위항목 기대에 대한 평균 통계치 결과

영역구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자선적 책임

세부 항목

평균

표준편차

∙ 기업법 준수

3.92

1.114

∙ 고용법 준수

4.16

1.017

∙ 소비자법 준수

4.26

.935

∙ 투명경영

4.01

.932

∙ 허위광고 자제

3.81

1.127

∙ 윤리지침 마련

4.13

.767

∙ 품질개선 노력

4.18

.791

∙ 고객불만 해소

4.10

.818

∙ 고용창출 노력

3.95

.813

∙ 이윤창출 기여

4.26

.848

∙ 환경보호

4.34

.780

∙ 친환경제품 개발

4.21

.874

∙ 봉사활동

3.55

1.037

∙ 교육 지원

3.57

1.046

∙ 이익금 환원

3.63

1.065

∙ 문화활동 지원

3.40

1.084

환경적 책임 다음으로 경제적 책임 영역 부문의 수행 기대도가 높게 나
타났다. 경제적 책임 분야에서 ‘이윤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 ‘품질개선 노
력’, ‘고객불만 해소’에 대한 수행 기대도가 4.1 이상이었으며, ‘소비자법 준
수’와 ‘고용법 준수’ 항목이 포함된 법적 책임에 대한 기대도 4.1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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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SR 활동 하위항목별 수행 기대도

5-1기업법준수
5-2고용법준수
9-4문화활동지원
5-3소비자법준수
6-1투명경영
6-2허위광고자제
6-3윤리지침마련
7-1품질개선노력

4.16
4.26 3.92
3.63
4.01 3.4
3.57
3.81
3.55
4.13
4.21
4.18 3.95 4.34
4.1 4.26

9-3이익금환원
9-2교육지원
9-1봉사활동
8-2친환경제품개발
8-1환경보호

7-2고객불만해소
7-4이윤창출로국가기여
7-3고용창출노력

반면 자선적 책임에 대한 수행 기대도의 평균은 3.5로, CSR 활동 5개 영
역 중 이 영역에 대한 수행 기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기업의 ‘봉사활동’, ‘교육 지원’, ‘이익금 환원’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기대는 각각 3.55, 3.57, 3.63, 3,40으로 4.0을 상회하는 다른 영역의 수행 기
대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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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가. CSR 활동영역별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 비교 검증(가설 1)
베트남 국민의 CSR 활동에 대해 영역별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는 [표 5-4]
와 같이 표현된다. [표 5-4]를 기초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여 CSR 활동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의 차이를 검증하
였다.
표 5-4. CSR 활동의 중요도 - 수행 기대도 비교

구분

중요도(%)

수행 기대도(평균)

법적 책임

30.9

4.11

윤리적 책임

26.7

3.98

경제적 책임

14.5

4.12

환경적 책임

17.4

4.27

자선적 책임

9.8

3.53

평균

19.86

4.00

IPA 프레임에서 중요도는 X축으로 수행 기대도 Y축으로 나타난다. 여기
서 중요도의 평균값(19.86)과 수행 기대도의 평균값(4.0)이 X축과 Y축의 접
점이 된다. CSR 활동에 대한 영역별 값에 따라 사분면에 위치한 결과 [그
림 5-3]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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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CSR 활동의 영역별 대한 중요도 - 수행 기대도 분석

4.5
4.4

Y축- 기대도 (평균)

4.3
환경적책임
4.2
경제적책임
4.1

법률적책임

4
5

10

15

3.9

20

25

윤리적책임
30

35

3.8
3.7
3.6
자선적책임

3.5
X 축- 중요도(%)

IPA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법률적 책임은 제1사분면에 위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 베트남 국민들은 법률적 책임에 대해 중요도와 수행 기대
도는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영역이 제2사분면에 표시된다. 이 영역은 중요도는 높지 않지만 수행 기대
도는 높은 영역이다. 제3사분면에는 자선적 책임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베
트남 국민들은 자선적 책임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 모두 낮게
평가한다. 그리고 제4사분면에는 윤리적 책임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베트
남국민들은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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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책임 수행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기대도 모두 높
고, 자선적 책임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가 모두 낮다. 반면 환경
적 책임,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에 대
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의 CSR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는 영역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수용된다.
나. 지역별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 차이 분석(가설 2)
지역별 CSR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의 차이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지역별 중요도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테스트(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하
노이와 호치민의 CSR 활동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차이 검정(Chi-Square
Test)값은 0.141로 유의확률 Sig 값 0.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별 CSR
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중요도에 대한 지역별 인식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1)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수행 기대도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T-test 결과 윤리적 책임, 환경적 책임, 자선적 책임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모든 항목
과 경제적 책임에 대한 일부 항목에서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 간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노이와 호치민 간의 기업법, 고용법,
소비자 보호법의 법적 책임에 대한 T-test 결과 양측 검증Sig(2-tailed)값은
1) 이외 성별 차이에 대한 비교에서도 카의 검정 Chi-Square Test 결과 0.254로 유의 확률 Sig
값 0.05보다 높아 성별에 대한 통계적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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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016, 006, 0.31로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기업법,
고용법, 소비자법 준수에 대한 기대는 5점 척도에서 호치민 시민들의 평균
이 4.09, 4.35, 4.39로 하노이 시민 3.75, 3.99, 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경제적 책임 영역에 포함된 고용창출에 대한 수행 기대도에 대한
T-test 결과 Sig(2-tailed) 값은 0.008로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낸다. 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도는 5점 척도에서 하노이시 평균이
4.09로 호치민시 3.81보다 높게 나타났다.2)
표 5-5. 하노이와 호치민 시민의 CSR 수행 기대 평균차이 검증

하노이 수행 기대도

호치민 수행 기대도

T-값

평균

3.96

4.28

-2.45

기업법 준수

3.75

4.09

-2.401*

고용법 준수

3.99

4.35

-2.764

소비자법 준수

4.13

4.39

-2.173

평균

3.97

4.00

-0.26

투명경영

4.03

3.99

0.337

허위광고 자제

3.77

3.85

-0.528

윤리지침 마련

4.10

4.16

-0.580

0.00

0.00

0.00

법적 책임
*

**
*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
평균

2) 수행 기대도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 ‘교육 지원’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결과, 기업의 교육 지원에 대한 남녀간의 기대 차
이는 Sig(2-tailed) 값은 0.05로 통계적으로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기업의
교육 지원에 대한 수행 기대도는 여성이 3.72, 남성이 3.45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37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표 5-5. 계속

하노이 수행 기대도

호치민 수행 기대도

T-값

품질개선 노력

4.16

4.20

-0.312

고객불만 해소

4.06

4.15

-0.932

고용창출 노력

4.09

3.81

2.688**

이윤창출 기여

4.28

4.23

0.451

평균

0.00

0.00

0.00

환경보호

4.28

4.40

-1.234

친환경제품 개발

4.14

4.25

-0.982

평균

0.00

0.00

0.00

봉사활동

3.55

3.53

0.164

교육 지원

3.58

3.56

0.133

이익금 환원

3.67

3.58

0.600

문화활동 지원

3.43

3.37

0.415

환경적 책임

자선적 책임

주: * p<0.05, ** p<0.01, 5점 척도.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베트남 북부와 남부 간의 CSR에 대한 중요도
와 수행 기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수용된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 간에 CSR 활동에 대한 중요도의 통계
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행 기대도에 대해서는 일부 영역에서 차
이가 나타난다. 기업의 법률적 책임에 대해 호치민 시민들이 하노이 시민
들보다 수행 기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책임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는 하노이 시민이 호치민 시민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2는 부분적으로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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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베트남 국민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관한 연구로, 하
노이와 호치민 시민의 CSR 활동영역별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를 분석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첫째,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CSR 활동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
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아초월
적 가치가 CSR 활동의 법률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
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CSR 활동의 중요도는 자아초월적 가치관의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베트남 국민들은 환경적 책임 활동과 경제적 책임 활동 그리고 법
적 책임 활동에 대한 CSR의 수행 기대도가 높다. 경제적 책임에 대한 수행
기대도가 높은 것은 Schwartz(2003)가 주장한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아
증진적 가치는 경제적 책임 활동을 선택하게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셋째, 비경제적 부문에 대한 수행 기대도는 상황적 관여도에 영향을 받
는다는 주장이 수용된다. 한충민 · 박잔디(2011)는 실증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CSR 활동 중 비경제적 책임에 대한 기대는 상황적 관여도가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 결과 베트남인들은 환경적 책임과 법적 책
임에 대한 수행 기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결과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중국과 유
사한 현상으로, 베트남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기
대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베트남 남부 호치민의 경우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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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면서 각종 법규가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
치민에서 법적 활동에 대한 수행 기대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비
경제적 부문에 대한 수행 기대도는 베트남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에 개선을
원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CSR 활동의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베트남인들이 CSR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과 기업이 수행하기를 바라는 활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R 활동의 인식에 대한 분석은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베트남인의 CSR 활동에 대한 요구는 한국을 포
함한 다른 국가들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CSR 활동에 대한 기업의
수행 기대도는 베트남 현지에서 이슈화되는 사건들의 개선요구가 반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기업의 CSR에 대한 수행 기대 영역도 다르게 나타났다.
즉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의 현지 상황을 반영한 CSR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인들이 기대하는 CSR 활동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한국기업이 일방적으로 CSR 활동을 전개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효과를 내
지 못할 것이다.
둘째,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본 연구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영
역을 중심으로 기업이미지 메이킹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베트남
국민들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
행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생각한다. 즉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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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법적 책임
과 윤리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수행 기대도가 높게 나타난 영역을 중심으로 기업 CSR 활동을 전
개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환경적 책임은 높은 차원
의 CSR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요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
나 본 연구 결과 환경적 책임은 수행 기대도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기업들은 수행 기대도가 높은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인 책임활동을 실
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국기업이 베트남 국민의 필요를 충족
시켜주는 기업’이라는 입지를 굳힐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자선적 책임 활동은 베트남
에서 기업이미지나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가 기업의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베트남 국민은 자선적 책임에 대해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 모
두 낮게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에서 베트남 국민은 자존심이 강해
공짜로 받는다고 좋아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의 자
선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즉 현재 자선활동에 치중하는 한국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베트남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CSR 활동의 수행 기대도 상위 5개 항목은 소비자 법 준수, 품질
개선 노력, 고객불만 해소, 친환경제품, 환경보호로 나타났다. 영역별 분류
를 달리한다면, 베트남 국민들은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충족시켜줄 것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활동 중이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소비자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연구지역이 주요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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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베트남 국민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베트남 남
부의 대표도시 호치민과 북부의 대표도시 하노이 시민을 대상으로 CSR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기대도에 조사하여 베트남의 다른 지역이 포함되지 않
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베트남인들의 CSR 활동에 대한 인식을 중
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들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적 관여도 등 다양한 이
슈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을 세분화하여 연구
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기업, 민간기업, 혹은 분야별 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CSR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는 위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베트남
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적 관여도 등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별 베트남 국민들의 CSR 활동에 대한 인
식, CSR에 대한 인식과 구매결정과의 관계 분석, 현재 한국기업의 CSR 활
동과 베트남인의 CSR 활동에 대한 인식 비교 등의 후속연구가 수행된다면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활동 중인 한국기업 활동
을 위한 장기적인 CSR 활동 계획 및 현지 토착화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7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과 기대 분석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용준ㆍ홍성화ㆍ김주원. 2011. ｢중국전통상인과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뺷경영사학뺸, 제56권, pp. 361~395.
김해룡ㆍ김나민ㆍ유광희ㆍ이문규. 2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척도 개발｣. 뺷마케
팅 연구뺸, 제20권 2호, pp. 67~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베트남의 기업 브랜드 향상 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
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
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VfOExB?1=
1&workdist=read&id=2130857(검색일.2012.5.2)
박종철ㆍ김경진ㆍ이한준. 2010. ｢한국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뺷한국마케팅저널뺸, 제12권 2호, pp. 27~52.
송정남ㆍNguyen Phoung Lam. 2010.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이문화 갈등 요인과 유형, 그
리고 해결 방안｣. 뺷국제지역연구뺸, 제13권 4호, pp. 251~284.
신유근. 2001. ｢사회중시경영｣. 뺷기업과 사회뺸. 서울: 정문사.
이진규. 2002. 뺷전략적 · 윤리적 인사관리뺸. 서울: 박영사.
이한준ㆍ박종철. 2008.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차원의 중요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뺷한국비영리연구뺸, 제7집 2권, pp. 247~278.
정상은. 2007.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사회적 책임활동 분석｣. 뺷국제지역연구뺸, 제11권 1호,
pp. 221~252.
정효선ㆍ윤혜현. 2008. ｢IPA를 이용한 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
구-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뺷외식경영학회뺸, 제11권 3호, pp. 171~191.
한충민ㆍ박잔디. 2011. ｢외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관한 실증 연구
– 유럽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뺷국제경영연구뺸, 제22권 1호, pp. 29~50.
[외국문자료]
Auger. P., Bevinney. T. M., and Louviere, J. J. 2004. “Consumer Social Belief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Using Best-Worst Scaling Methodology.” Working

37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paper.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Business School. Melbourne.
Basil. D. Z. and Weber. D. 2006. “Values Motivation and Concern for Appearances: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on Response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Vol 11, No 1,
pp. 61~72.
Bowen. H. R.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
Row.
Carroll A. B. 1979. A three dimension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14, pp. 497~505
Ca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 39-48.
______. 19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olution of a Definitional Construct.”
Business and Society, 38(3), pp. 268~295.
Chambers. E., Chapple. W., Moon. J. and Sullivan. M. 2003. “CSR in Asia: A Seven
Country of CSR Website Reporting.” International Center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ttp://195.130.87.21:8080/dspace/bitstream/123456789/1094/1/09-CSR%
20in% 20Asia% 20A % 20seven% 20country% 20study% 20of% 20CSR% 20website%20reporting.PDF(accessed July 10, 2012).
Dahlsrud. A. 2006.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defined: an analysis of 37
defini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15,
No 1, pp. 1~13.
Elis. R and Walton. C. 1961. Conceptual Foundations of Business, Homewood Richard D,
Irwon.
Gialdini. R. B, Schaller. M, Houlihan. D, Arps. K, Fultz. F and Beaman. A. 1987. Empathybased helping: “is it selfishly or selflessly motiv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pp. 749~758.
Golob. U., Lah. M., and Jancic. Z. 2008. “Value Orientations and Consumer Expecta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Marketing Communications, Vol 14,
No 2, pp. 83~96.
Katz and Jeffrey P. et al. 2001. “Culture-Based Expectations of Corporate Citizenship: A
Propositional Framework and Comparison of Four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 380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과 기대 분석

of Organizational Analysis, Vol 9, No 2, pp. 149~171.
Kemp. M. 200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donesia: “Quixotic Dream 9999
Confident Expectation? Technology.” Business & Society, Programme Paper, Vol 6,
pp. 1~55.
Maignan. I. 2001. “Consumers' Percep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CrossCultural Comparis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20, pp. 57~99.
Maignan. I. and O. C. Ferrell. 2003. “Nature of corporate responsibilities: Perspectives
from American, French, and German consumer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Elsevier, Vol 56, No 1, pp. 55~67.
McFarland. D. E. 1982. Management and Society. NY: Prentice-Hall.
Minh Anh. 2007. “Quy mô tiêu dùng 41,5 tỉ USD: Đầu kéo phát triển!” Tuổi Trẻ, 20
August 2007.
Schwartz. S. H. 2003. A proposal for measuring value orientations across nations.
European social survey. London: Centre for Comparative Social Surveys.
Sethi S. P. 1975. “Dimens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7(3), pp. 58~64.
Siltaoja. M. E. 2006. “Value priorities as combining core factors between CSR and reputation-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68, pp. 91~111.
Smith. D, Skalnik. J. and Skalnik. P. 1999. “Ethical Behavior of Marketing managers and
MBA students.” Teaching Business Ethics, Vol. 3, No 4, pp. 321~335.
[온라인 자료]
ISO, http://www.iso.org/iso/home/standards/iso26000.htm(accessed May 3, 2012).
WorldBank, http://www.worldbank.org(accessed May 4, 2012).

381 ∙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외연의 확대와 체제
변화의 이념적 정당화
이 한 우 (한국동남아연구소)

목차

Ⅰ. 머리말
Ⅱ. 현 단계 인식 및 발전 방향
Ⅲ. 이념적 변화의 체제 변화에 대한 의미
Ⅳ. 맺음말: ‘베트남식’ 사회주의의 모색

Ⅰ. 머리말
베트남은 1986년 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고, 개
혁을 추진해왔다. 주지하다시피 베트남은 현재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과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고수라는 복합적 상황하에서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
제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즉 베트남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하고 탈사회주의 체제이행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여전
히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과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
라서 베트남은 이제까지 경제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정치개혁을 그다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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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진전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변
화가 정치적 변화를 추동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체제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도의 도전은 나타
나고 있지 않다.1)
베트남 공산당 및 국가의 지도부는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탈사회
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체제 변화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꾸고 있는가? 베트
남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정치개혁은 경제개혁과 같은 걸음을 걸어야 하고,
그 중심은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한다.2) 베트
남과 유사한 개혁과정에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개혁의 패턴은 경제상황과
경제와 정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틀지워지는 것이었지 이념과 정치에 의
해 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
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념적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중적 체
제의 이념적 정당화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념적 정당화는 사회적 기대를
안정화하고 이행과정을 부드럽게 하며 국가의 현대화 성과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만듦으로써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3)
그간의 연구는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본주의체제로의 경제체제 이행과
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자들은 탈사회주의 이행을 급속히 하
느냐 점진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
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고 급
격한 탈사회주의화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1) 이한우(2010).
2) Chien luoc 2011~20, II-2.
3) Holbig(2009),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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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유사한 개혁과정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체제지속성의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념적 변화, 공산당의 역할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체제지속성을 논한다.4) 베트남의 경우 그간의 많은 연구
들이 체제의 지속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기에, 체제지속성에 대한 연구
는 그다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는 베트남의 체제지속의 요인
으로 공산당 · 국가의 물리적 강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다.5) 중국에
서처럼 공산당의 역할 변화,6) 이념적 변화7)가 체제지속성을 가져온다는 연
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이념적
기반을 파악하고 개혁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체제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는 논리적 기반과 그 변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의 정당화에 대하여 게오르그 브루너(Brunner 1982)는 타율적
(객관법칙적) · 목적론적(heteronomous-teleological) 정당화와 자율적 · 합의에
의한(autonomous-consensual) 정당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타율적 · 목적
론적 정당화는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에서 공산당 1당 통치를 정당화하는 전
형적 방식이었다. 공식이념은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노동계급의 역사
적 임무를 규정하고 객관적이고 초자연적 법칙으로서 공산사회 건설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실현하는 선봉대로서 공산당에 독점적 지위
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객관법칙적 · 목적론적 정당화를 통하여 공산당은 계
급 없는 공산사회의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영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

4)
5)
6)
7)

이희옥(2004); Holbig(2009); Zheng(2009); Zheng(2010).
Thayer(2012); Vu(2012).
Zheng(2010).
Holbi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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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자율적 · 합의에 의한 정당화는 국민의 동의에 의한 정당화 방식이
며, 이는 인민주권을 표방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방
식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대중토론, 인민의 의견을 구하는 국민
투표, 선거민에 대한 보고, 인민의 청원과 의견 제출 등을 포함한다.8) 베트
남에서도 이 두 가지 정당화 방식이 병용되고 있다.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념 자체의 변화를
모색해왔다.
이 연구는 탈사회주의 개혁과정에 있는 베트남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고
수하려는 보수적 이념의 기반과 그 변화과정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의 논리와 현실 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공산당 및 국가의 지도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이념적 변화에 주목하여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는 베트남 사회주의체제 지속성의 한 요소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이
념적 기초에 관련된 문헌과 베트남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과의 면담을 통
하여 추가로 수집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면적 개혁을
선언한 1986년 제6차부터 2011년 제11차까지의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문
건들을 분석하였다. 공산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어 향후 발전방안과 고위
지도자들을 선출하기에 정치체제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 중 특히 “사회주의 과도시기 국가건설강령
(Cuong linh Xay dung Dat nuoc trong Thoi ky Qua do len Chu nghia Xa

8) Holbig(2009), p.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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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이하 강령으로 약칭), “정치보고(Bao cao Chinh tri)”, “사회경제발전전
략(Chien luoc Phat trien Kinh te - Xa hoi)” 등은 베트남 사회주의체제 건설
의 논리적 기반이 된다. 이 가운데 특히 강령은 공산당의 중장기적 지도지
침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문건이다. 통일 이후 공산당은 1991년 제7차 공
산당대회에서 강령을 채택하고, 2011년 제11차 공산당대회에서 이의 수정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두 강령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문건들을 분석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의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한 사회주의체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서 등에서 베트남 이론계가 제시하
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트남의 탈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유
지하는 이념적 기반을 파악하여 경제적 탈사회주의와 정치적 사회주의의
불균형적 결합의 체제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이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억제하는 기본적 논리를 이해
하며, 베트남이 개혁에 착수한 이래 그간의 이념적 변화의 내용을 탐색하
여 향후 체제 변화의 전개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현 단계 인식 및 발전 방향
1. 사회주의 위기와 인식의 변화
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1970년대 후반의 경제적 침체는 통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던 베트남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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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을 드리운 일이었다. 이에 대해 공산당 지도부는 1979년 8월 제4기
중앙집행위원회 6차 회의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980년대 초반
농업부문에서 생산물계약제, 기업부문에서 3계획제 등을 채택하여 부분적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부분적 개혁과정에서 공산당
은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대해 수정을 가하지 않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사
회주의체제 건설을 추구하였다. 통일 직후 1976년 제4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견지, 노동인민의 집체
소유 추구와 함께, 생산관계 혁명(소유제 개혁), 기술혁명 및 문화 ․ 이념 혁
명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초반의 부분적 개혁이 약간의 성과를
나타냈으나, 한편 공산당 지도부는 개혁으로 인하여 사영 상업의 확대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증대하여 탈사회주의적 현상들이 사회주의체제를 위협
한다는 인식으로 1980년대 중반 남부 사회의 사회주의화를 포함한 사회주
의체제에 대한 재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선은 1986년 12월 제6차 공
산당대회 이전까지 근본적 변화 없이 이어졌다.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는 1986년 제6차 공산당대회 이
전의 경제적 침체였고, 1989~91년간의 동유럽과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몰락으로 인한 세계적 사회주의 쇠퇴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베트남 공산당
은 자국의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할 이념적 기반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현실 사회주의 위기에 대한 평가와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위기 인식 및 사회주의체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관한 것
이었다.
먼저 공산당은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그 이전까지의 사회
주의 이행사업을 재검토하였다. 공산당은 그 이전까지의 사회주의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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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업은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의 필수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려는
조급함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전에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사회
주의적 요소를 급격히 제거하려 하였으며, 중공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원의 배치가 경제현실에 부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
다.9) 공산당은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베트남의 현재 위치를 사회주의로 이
행하기 위한 과도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자본주의로부터 과도
기를 거쳐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객관적 요구이지만, 그 과도기의 기
간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과도기는 여러 단계
로 이루어진 장기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10) 베트남은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는 장기간
이고 험난하다고 보았다.11)
나. 사회주의 쇠퇴에 대한 시각
전면적 개혁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89~91년간 진행된 동유럽
과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몰락은 베트남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베트남
은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그 관계를 단절하고 소련 및 동유럽과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기에 그 충격은 자못 컸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는 역사발전법칙상 존재하는 사회
주의체제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도전이었다.

9) CPV(1987), pp. 18-21.
10) CPV(1987), p. 18.
11) CPV(1987),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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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면에서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를 지속하여야 하는 정당한 근
거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1989년 12월 국회에서 국가평의회 주석 보찌꽁
(Vo Chi Cong)은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체제 붕괴가 1970년대 이래 정보 확
산, 증가하는 인민들의 정치의식, 과학기술혁명에 너무 늦게 대응하였기 때
문이라고 진단하였고, 이로써 인민들을 고립시키고 인민들의 지지를 상실
하고 낙후한 경제모델에 지나치게 장기간 매달렸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
다.12) 공산당은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정점이었던 1990년 3월에 제6기 중앙
집행위원회 8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국제적 상황을 평가하
고,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공산당은 이 회의 중 “사회
주의 각국 및 제국주의 파괴작업의 상황과 우리 당의 급박한 임무”라는 결
의를 채택하여 사회주의체제 붕괴상황을 평가하였다.13) 이 결의는 먼저
“사회주의가 낙후한 소련을 단기간에 세계 2위의 국가로 발전시키고 착취
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인민들에게 사회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가져다주는
등 역사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성취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결점으로
는 “성급한 사회주의적 개조로 소유형식의 다양함을 결여하여 노동인민이
생산수단과 노동결과에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행정명령을 통
한 집중관리제와 관료주의 등을 낳았다”는 점을 들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당시 전 세계적 사회주의 쇠퇴의 원인을 일부 국가의 공산당이 개혁에 대
해 소극적이었고 개혁과정에서 결함과 중대한 과오를 범한 데서 찾았고,
이것이 곧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공황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12) Turley(1993), p. 335.
13) “Nghi quyet Hoi nghi Lan thu tam Ban chap hanh Trung uong Dang(kho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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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산당은 정보와 국제교류의 확산 속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사회주의국가들이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 상
황에서 개혁은 사회주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동
유럽 및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쇠퇴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의 평가는 사회주
의체제 자체의 결함보다는 시대상황에 적합한 노선과 정책을 적절히 집행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2. 개혁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베트남은 개혁에 착수한 이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베트남은 자국의 현 발전단계를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 설정
하고 있으며, 과도기의 주요 임무는 대규모 사회주의 공업화에 필요한 사
회적 · 경제적 · 정치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주된 목표는 생산력의 발
전, 즉 경제발전에 있다고 한다. 과도기에 대한 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2011
년 제11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로의 과도시기 중 국가 건설
강령(2011년 보충, 발전)”(이하 강령 2011)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강령 2011
은 1991년 제7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로의 과도시기 중 국가
건설 강령”(이하 강령 1991)의 수정본이다. 강령 1991은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응하여 베트남에서의 사회주의체제 유지
와 발전전략을 담은 것이었다. 강령 2011은 대체로 강령 1991의 내용을 따
르면서 부분적 수정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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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1991과 강령 2011을 비교하여 보면, 두 강령 모두 자본주의체제가
본질적으로 억압적 · 착취적 · 불공정한 체제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자본주
의 사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생산력의 사회화 성질과 자본주의 개인소유
제도 간의 모순이 존재하고, 내재하는 모순의 운동과 노동인민의 투쟁이
자본주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한다.14)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에
서 강령 1991은 “경제발전”에 장점이 있다고 하였으나,15) 강령 2011은 “발
전”에 잠재력이 있다고 하여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16) 이는 자
본주의의 장점이 단지 경제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부문의 발
전에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베트남이 자본주의의 효용성을 폭넓게 해
석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 사회주의 인식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개념은 강령 1991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여
기에서 사회주의 사회는 “(1) 노동인민이 주인이 되고, (2) 현대적 생산력과
주요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公有)에 기반한 고도로 발달된 경제를 갖추고,
(3) 독특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진보된 문화를 갖추고, (4) 억압과 착취,
불의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으며,
풍요와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며, 개인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바른
조건을 향유하고, (5) 서로 다른 민족들이 공동의 진보 아래 평등, 단결, 상
호원조의 유대로 결합되며, (6) 세계 모든 국가의 인민들과 우호적이고 협

14) Cuong linh 2011, II-1.
15) Cuong linh 1991, II-3.
16) Cuong linh 2011, 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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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라고 정의된다.17) 이러한 정의는 일국적 사회
주의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듯하다. 그러나 강령 1991과 강령
2011을 비교해보면 세부적으로 변화를 보인다.
강령 2011에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정의는 강령 1991의 내용과 근본적
인 차이보다는 문구상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소유제의 정의에서 큰 변
화를 나타낸다. 강령 2011은 사회주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부유한 인민, 강한 국가, 민주ㆍ공평ㆍ문명된 사회
이고, 인민(nhan dan)이 주인이 되며, 현대적 생산력과 이에 부합하는 진
보적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고도로 발전한 경제를 갖춘다.”18)

강령 1991에서 이에 해당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인민(nhan dan lao dong)이 주인이 되며, 현대적
생산력과 주요 생산자료(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기반으로 고도로 발전한
경제를 갖춘다.”19)

두 강령을 비교하여 보면, 사회주의 사회의 주체가 “노동인민”으로부터
“인민”으로 변하였고, 사회적 구성이 “주요 생산수단의 공유제”로부터 “현
대적 생산력에 부합하는 생산관계”로 변하였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한 것
은 베트남이 사회의 주체를 ‘노동인민’으로부터 ‘인민’으로 확대하여 전 인

17) CPV(1991), p. 51.
18) Cuong linh 2011, II-2.
19) Cuong linh 1991, I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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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포괄하고, 현대사회에서 소유권의 다양화를 인정하며 공유제를 유일
한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강령 2011
은 사회주의 사회가 “부유한 인민, 강한 국가, 민주 ․ 공평 ․ 문명된 사회”라
는 개념을 삽입하여 보편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강령 2011에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사회주의 사회는…… 선진적이고 풍부하고 다양한 민족본색의 문화를
가지며, 인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전 인민의 발전
의 조건을 가진다. 베트남 공동체에서 민족들이 평등하고 단결하고 존중
하고 상호 협력하여 함께 발전한다. 공산당의 영도에 의해 인민의 인민
에 의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가지며, 세계 각국과 우의와
협력 관계를 가진다.”20)

사회주의의 정의에 있어, 강령 1991은 “인민이 압박, 착취, 불공평을 면
해 해방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향유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
었다. 강령 2011이 이 문구를 삭제하고 단지 “인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
복한 삶을 누리며”라는 문구만을 남겨 사회주의적 전투적 용어를 중립적
용어로 ‘순화’하였다. 두 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 포괄하는 외연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Cuong linh 2011,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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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기론과 사회주의 이행의 논리21)
가.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베트남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주의 ‘혁
명’을 수행 중이며, 현재의 발전단계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고 한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논리적 근거는 인류의 역사적 진화 법칙에
서 찾고 있다.22)
과도기론의 공식적 등장은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였다. 1991
년과 2011년 강령은 사회주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 발전단계와
여러 복합적인 경제ㆍ사회 조직 형식을 지닌 장기간의 과도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 그 이유는 베트남이 자본주의제도를 채
택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하에서 인류가 성취한 성과를 취함으로써 자본
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자본주의
단계를 건너뛰어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혁
명이 세계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베트남이 사회
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 소생산경제로부터 사회주의로 바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24) 그러나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를 건설하
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므로 여러 단계와 사회경제조직의 형식을

21) 과도기에 대한 설명은 이한우(2002), pp. 125-127에 기초하여 보완하였다. 자세한 것은 이
한우(2002)를 참고하시오.
22) CPV(2001), p. 15.
23) Cuong linh 1991; Cuong linh 2011, II-2.
24) CPV(198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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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장기간의 과도기를 경과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25) 과도기가 언제부
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하여는 공산당의 공식 문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부터 향후 40~50
년까지로 잡고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다.
나. 과도기의 경제체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의 경제형태는 다양한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다부문
경제(kinh te nhieu thanh phan: 직역하면 多成分經濟: multi-sector economy)
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과도기에는 타 경제부문을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하
며 다양한 경제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6) 과도기에 다부문
경제를 채택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경제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지도하에 다
른 경제부문의 능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27) 베트남에서 다부문경제
의 장기간 지속이 요구되는 것은, 생산력 발달수준에 조응하지 않는 생산
관계로 인하여, 즉 사회주의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경제발전수준으로
인하여, 국유부문에서 노동력 흡수에 한계가 있고, 개인(경영)사업 종사자
를 단기간에 집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집체경제부문이 좋은 결과를 내
리라 기대되지 않고, 국유/집체경제부문의 금융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자
금이 소비에 쓰이거나 축장되어 생산에 쓰이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기 때
문이라고 본다.28)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금이 생산에 쓰이도록 유도

25)
26)
27)
28)

CPV(2001),
CPV(1987),
CPV(1987),
CPV(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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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국유경제부문의 선도하에 다른 경제부문을
인정하고 이용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던 것이다.29)
이러한 혼합경제체제의 명칭은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는 “다성분경제”
로,30) 제7차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지향의 다성분 상품경제” 또는 “국가관
리하 시장기제에 따라 작동하는 다성분 상품경제”로 명명되었고,31) 제8차
대회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지향의 국가관리하 시장기제에 따라 작동하
는 다성분 상품경제”로 정식화되었다.32) 제9차 공산당대회에서도 “사회주
의 지향의 국가관리하 시장기제에 따라 작동하는 다성분 상품경제”, 약칭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 명명되었다.33)
다성분경제의 구성내용을 보자면,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는 다성분경제
가 국유 및 집체 경제부문을 포함하는 사회주의경제부문과 소상품생산경제
(수공업, 개별 농가, 개인 경영 및 서비스 종사자), 사유자본경제, 다양한 형
태의 국가자본경제(국유 · 사유 합작경제), 자연/생존경제(고원지대의 소수
민족의 경제) 등을 포함하는 기타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34) 이
러한 다성분경제 개념은 제8차 공산당대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언급되었
다. 제8차 공산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다성분경제는 국유경제(kinh te nha
nuoc), 합작(집체)경제(kinh te hop tac), 국가자본경제(kinh te tu ban nha
nuoc), 개인/소(小)소유자경제(kinh te ca the, tieu chu), 사유자본경제(kinh te

29)
30)
31)
32)
33)
34)

CPV(1987), p. 63.
CPV(1987), p. 64.
CPV(1991), p. 54 & p. 114; CPV(1991), p. 72.
CPV(1996), p. 28.
DCSVN(2001), p. 86.
CPV(1987),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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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ban tu nhan)를 포괄한다고 하였다.35) 제9차 공산당대회 정치보고는 다
성분경제의 포함내역으로, 국유경제, 집체경제(kinh te tap the), 개인/소소유
자경제, 사유자본경제, 국가자본경제 이외에 외국투자경제(kinh te co von
dau tu nuoc ngoai)를 추가시켰다.36)
다. 과도기의 과제
사회주의로의 전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의 기본적 임무
는 2011년 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공업화, 현대화를 강력히 추
진한다. (2)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 (3) 선진적이고 민족 본
색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건설하며, 인간을 개발하고 인민의 삶을 향
상시키고 사회의 진보와 공평을 실현한다. (4) 국방과 국가의 안녕, 질서,
사회안전을 확고히 담보한다. (5) 독립, 자주, 평화, 우의, 협력 및 발전의
대외노선을 실현한다. (6) 사회주의 민주를 건설하며 전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한다. (7)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
한다. (8) 깨끗하고 견실한 당을 건설한다.37)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 과제는 공업화 ․ 현대화를 추구하고 ‘사회주의 지
향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는 여러 소유
형식과 경제성분(소유부문)을 지닌 경제체제이다. 이 가운데 국유경제가 주
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유경제와 집체경제가 국민경제에서 날로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며, 사유경제를 경제의 여러 동력 중 하나로 인정하

35) CPV(1996), pp. 51-54.
36) DCSVN(2001), pp. 96-99.
37) Cuong linh 2011,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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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국투자경제도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이로써 혼합소유와 다양한 경제
조직이 발전하며, 주로 노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가 실현된다.38)
라. 과도기 경제형태의 사회주의적 전환
과도기의 경제형태에서 사회주의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에 핵심적인 부문
은 국영기업이 계속 담당하고, 사유경제부문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집체화
함으로써 집체경제를 확대하며,39) 사유자본경제부문은 국유경제와의 합작
을 통해 국가자본경제로 유도됨으로써 수행된다고 제시되고 있다.40)
사회주의 경제부문의 비중을 높여가기 위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사유경제 ․ 가계경제를 집체경제로 유도하여 집체경제를 강화하고, 국
영기업을 활성화하여 강화하기 위하여, 적자기업의 통폐합, 주식회사화, 국
영 · 사영 합작경제, 즉 국가자본경제를 확대하여 국내 사영기업 및 외국기
업과의 합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4. 현 발전단계 및 발전방향
베트남은 2011년 제11차 공산당대회에서도 베트남의 현 경제체제를 ‘사
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 규정하고, 이는 공산당 영도와 국가관리하에 시장
기제에 따라 운행되는 다부문 상품경제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시장경제법

38) Cuong linh 2011, III-1.
39) CPV(1991), p. 54.
40) CPV(1991),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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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르되 사회주의의 원칙과 본질에 의해 지배되고 이끌리는 시장경제
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41) 베트남은 계속하여 여러 소유형식과 경제성분
(부문)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유지하며, 국
유 ‘기업집단’(business group)과 ‘총공사’(general corporation)는 경제의 요
체인 영역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개편한다고 규정하였다.42)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사유경제를 발전시키고, 사유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개인이 국유 기
업집단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더불어 다양한 혼합소유형식
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한다.43)
베트남은 1996년 제8차 공산당대회에서 공업화 ·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도기
초기단계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였다.44) 이는 향후 제2
단계의 공업화에 박차를 가할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베트남은 여전히 공업화의 초보적 단계에 처하였고, 현대적 공업
화를 달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는 2020년으로 상정되었다. 이후 베트남
은 2011년 제11차 공산당대회에서 2020년까지의 목표를 베트남을 “현대 지
향 공업국으로 발전시키는 기초(기반)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베
트남은 이를 기반으로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지향의 현대 공업국’으
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41)
42)
43)
44)

Bao cao Chinh tri 2011, IV-1.
Bao cao Chinh tri 2011, IV-2.
이한우(2011).
CPV(199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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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념적 변화의 체제 변화에 대한 의미
1. 사회주의 개념상 변화
가. 사회주의 외연의 확대
베트남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현 발전단계를 사회주의로 향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는 사회라고 주장하나, 사회주의 개념의 외연은 확대되고 있다. 강
령 2011에서 사회주의 사회 개념에 “부유한 인민, 강한 국가, 민주 ․ 공평 ․
문명된 사회”라는 일국적 목표를 삽입한 것이라든가, “인민이 압박, 착취,
불공정을 면해 해방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향유한다”는 문
구를 삭제하고 단지 “인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라는
매우 일반적 목표를 제시한 것은 계급적 시각의 완화를 의미하며, 사회주
의 사회의 외연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의
주체를 “노동인민”(nhan dan lao dong)으로부터 “인민”(nhan dan)으로 변경
하고, 목표로 하는 경제체제를 “현대적 생산력과 주요 생산자료(생산수단)
의 공유제를 기반으로 높이 발전한 경제”로부터 “현대적 생산력과 이에 부
합하는 진보적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높이 발전한 경제”로 변경하여, 사회
주의 체제의 경제적 기반을 “생산수단의 공유제”로부터 “진보적 생산관계”
로 변경한 것도 사회주의의 외연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45)

45) Cuong linh 1991, II-4; Cuong linh 2011,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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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산당 역할의 변화
공산당은 당의 위상을 “노동자계급의 선봉대”로부터 2006년 당조례에서
“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인 동시에 노동인민과 베트남 민족의 선봉대”로 바꾼
데 이어,46) 강령 2011에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47) 이러한 변화는 곧
일국적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당원의 개념을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 중 혁명전사”로부터 2011년 당 조례에서 “노동자계급, 노동
인민 및 베트남 민족의 선봉대 중 혁명전사”로 변경하며 “노동인민 및 민
족”을 삽입하여 당원의 계급성을 희석시켰다.48) 여기에 2006년 당 조례에
서 “당원은 착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당원이 자본주의경제에
참여하는 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이후 계속 적용되고 있다.

2.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부정합적 결합의 정당화
가. 사회주의 체제 정당화의 근거
공산당 이론가인 응웬푸쫑(Nguyen Phu Trong)은 동유럽 및 소련에서 사
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국내 일부 논자들이 사회주의가 베트남에 필수적이
지 않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혁명세대가 아닌 이후 세대가 사회주의를 계
속 견지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49) 베트남 공산당은 동유
럽 및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46)
47)
48)
49)

Dieu le Dang 2006, dieu 1.
Cuong linh 2011, IV-4.
Dieu le Dang 2011, dieu 1.
Nguyen Phu Trong(2004),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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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평가한다.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가 평화운동과 세계혁명에서 큰 성
취를 나타냈으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는 세계혁명운동에서 큰
손실이라고 평가한다.50)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은 소련 ‧ 동유럽에서의 사회
주의 실패가 사회주의 자체의 실패는 아니며 사회주의 건립과정 중 겪는
단기적 좌절이라고 본다.
베트남 공산당은 사회주의체제를 여전히 선진적 체제로 보며, 공산당이
사회주의체제 건설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영도세력이라고 자임하고 있
다. 사회주의 본질은 자본주의보다 더 부유하고, 공평하다고 평가하며, 사
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객관적 법칙과 자국의 국정(형세)에 부합하도록 탐
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51) 응웬푸쫑은 자본주의 이후 더 나은 사회로
서 공산주의 사회로 전진해야 하며, 그 초기단계가 사회주의이기에, 사회주
의로의 길은 객관적 발전법칙이라고 한다.52) 강령 2011은 공식적으로 사회
주의로의 발전은 역사적 추세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주의로 상향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열망이고 베트남 공산당과
호찌민 주석의 올바른 선택이며, 역사발전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다.”53)

여기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할 임무를 달성할 영도세력으로서 공산당
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공산당의 집권은 베트
남의 독립과 통일 및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의 영도 역할에 근거하고 있다.

50)
51)
52)
53)

Cuong linh 2011, II-1.
李萍(2010), pp. 113-114.
Nguyen Phu Trong(2004), p. 101.
Cuong linh 2011,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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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조례 전문(前文)에서는 독립과 통일의 영도세력으로서의 공산당의
역사적 과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호찌민 동지에 의해 창립되고 단련되었고, 인민을
영도하여 8월혁명을 진행하여 성공하였고 베트남 민주공화국(현재 사회
주의공화국)을 수립하고 침략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였고, 식민‧봉건제도
를 폐지하고 민족해방사업을 완성하고 나라를 통일시켰으며, 쇄신사업을
진행시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조국의 독립을 확고히 보위하였다.”54)

베트남 공산당은 이러한 역사적 위업의 영도세력인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당화는 정당성의 근거를 기본적으
로는 여전히 타율적(객관법칙적) · 목적론적 정당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결합체제의 정당화
베트남 공산당은 자본주의가 자본, 과학, 기술, 시장에서 장점이 있지만
사유에 기초한 생산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생산력의 발달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55)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자본주의는 폐지되고 결국 사회주의
체제가 건설되는 것이 역사적 발전법칙이라고 본다.
“역사의 진화법칙에 따라 인류는 반드시 사회주의로 전진할 것이다.”56)

54) Dieu le Dang 2011.
55) CPV(2001), p. 15.
56) Cuong linh 2011, 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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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사회주의는 역사적 귀결점이며, 현 체제에서 탈사회주의적 개
혁을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는 단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발전상 효용성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고도로 발전된 경제를 지닌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강령 2011은 자본주의를 발전잠재
력을 가진 체제이면서 본질적으로는 내부적 모순을 지닌 체제라고 이중적
으로 평가한다.
“자본주의가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본질은 여전히 압박, 착
취, 불공정한 제도이다. 자본주의는 여러 본질적 모순을 지니는데, 그 중
가장 큰 모순은 날로 높아지는 생산력의 사회화 성질과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제도와의 모순이다. …… 이 내부 모순의 운동과 노동인민의 투쟁이
자본주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57)

그러나 과도기에서 자본주의의 효용성은 매우 크다. 한 베트남 학자는
개혁정책을 채택하면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개념을 쇄신하는 것은 특
히 긴급한 것이었다고 하였다.58) 옛 인식은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서 사
유경제부문을 폐지하고 공유제로 전환하며, 상품경제를 철폐하고 계획적
생산과 분배체계로 전환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협력으로 바꾸어 무정부
적 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곧 발전이며, 이러한 과정은
신속히 진행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이었다. 개혁 이래 과도기에 대한 새
로운 인식은 생산력의 발전이 중심과제이고, 다양한 소유제 형식이 공존
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발전이라는
57) Cuong linh 2011, II-1.
58) Le Huu Tang & Liu Han Yue(2006),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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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9) 또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가능한 한 과도기를 단기간에 통
과하여 사회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과거의 인식이었다면, 현재 사회
주의로의 과도기는 장기간이고 복잡한 형태를 띤다고 인식되고 있다. 더
불어 과도기 경제체제는 고정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유동적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어떠한 형태로의 사회경제적 변화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장
치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과도기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부문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단지 이러한 과도기는 사회주의체제로의 지향을 유지하는
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이념 변화의 체제 변화에 대한 함의
가. 일국 사회주의 강화
그간의 정치이념적 변화가 베트남 정치체제 변화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
가? 그것은 첫째 일국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1991년 제7차 공산당대회에서 강령 1991을 채택하면서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사상적 기초를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호찌민사상으로 정식
화하였다. 더불어 베트남은 민족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상호 연계시켜, 민
족독립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제조건이 되며 사회주의가 민족독립을 담보하
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60) 여기에서 공산당이 민족독립과 통일 및 사회
주의 건설의 지도세력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59) Le Huu Tang & Liu Han Yue(2006), pp. 53-54.
60) Cuong linh 1991,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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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호찌민사상을 베트남의 사상적 기반으로 채택한 것은 1991년
부터이다. 당시 전세계적 사회주의 쇠퇴상황에서 민족독립과 사회주의를
연계시키는 논리는 집권당으로서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일국적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호찌민사상은 마르크스 · 레
닌주의를 베트남에 창조적으로 적용 · 발전시킨 것이며 베트남 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한 시각의 포괄적 체계라고 제시되지만, 1991년 당시 그 본질에
대한 포괄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이후 베트남 이론가들은 호찌민
사상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그 사상의 내용을 정교화해왔다.
나. 탈계급화, ‘보편’ 국가 지향
베트남은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전 사
회계층의 연맹과 민족 대단결을 기반으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여전히 계
급투쟁은 유효하다고 한다.61) 그것은 사회주의 노선과 자본주의 노선 간의
투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공산당은 정치 관련 문건들에서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용어
들을 순화하고 좀 더 중립적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은 1989년
3월 제6기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6차 회의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신
에 ‘정치체제’(He thong Chinh tri)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62) 이러한
“탈계급화” 경향은 헌법에도 나타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을 극명히
드러낸 1980년 헌법과 개혁과정에서 수정된 1992년 헌법을 비교해보면,
1992년 헌법은 베트남 국가 성격을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로부터 “인민
61) Nguyen Phu Trong(2004), pp. 147-148.
62) Nguyen Phu Trong(200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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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국가”로 변경하였고(1992년 헌법, 제2조), “국
가의 주인은 노동자계급, 집체농민계급, 사회주의 지식계층을 포함한 노동
인민의 집단주인이며, 핵심은 노동자계급에 의해 영도되는 노농연맹이
다”(1980년 헌법, 제3조)라는 표현 대신에 “국가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초는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다”(1992년 헌법, 제2
조)로 변경하여, 집체적 표현과 사회주의적 색채를 완화하고 인민의 개념을
노동자 농민 지식인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였다.63) 이는 노동자
· 농민 계급의 국가로부터 전 인민의 국가로 전환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
한 변화는 정치부문에서도 사회주의를 명목상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탈
사회주의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Ⅳ. 맺음말: ‘베트남식’ 사회주의의 모색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전면적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주로 탈사회주의
적 경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개혁정책을 전개해왔으며, 사회주의체제를 여
전히 유지하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군
의 연구는 이러한 실질적 탈사회주의화와 명목적 사회주의의 부정합적 결
합이 결국 사회주의체제의 폐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베트남이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체제지속성의 요인을 분석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었다. 사회주의체제를 지속케 하는 요인으로는 공산당 · 국
63) 이한우(2010), p. 176.

∙ 408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외연의 확대와 체제 변화의 이념적 정당화

가에 의한 물리적 강압성이나 경제적 성과로 인한 업적 정당성의 확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으로 베트남은 내부적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
황에 대응하여 사회주의체제와 공산당 통치를 정당화할 이념적 변화를 모
색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개념의 외연적 확대, 공산당 역할의 변
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개념의 재해석을 통한 포괄적 다부문경제의 장기
간 존속의 인식 등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빨리 극
복해야 할 단기적 비정상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발전단계로서의 정상상
태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공산당 통치를 위한 정당화의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정당화가 단지 부정합적 체제에 대
한 수사적 합리화라고 폄하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사회주의체제를 보
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도외시할 수 없다. 향후 베트남에서 사
회경제의 탈사회주의적 변화는 계속하여 현 체제에 변화를 추구하도록 압
력을 가할 것이며, 이에 현 사회주의체제는 또 다른 적응을 모색하면서 ‘베
트남식’ 사회주의체제를 구성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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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라오스와 태국은 메콩(Mekog)강을 경계로 서로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는 아라칸(Arakan) 산맥과
테나세림(Tenasserim) 산맥,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동락(Dongrak) 산맥,
라오스와 베트남 사이에는 안남(Annam) 산맥 등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발
달해 있어 그 주민들간의 상호 접촉과 교류를 어렵게 만들어 국가들간의
자연적인 민족ㆍ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이루어왔다. 그에 비해 라오스와 태
국 사이에는 메콩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강은 국가간 상호 관계의 발달
에서 산맥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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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n)은 산은 민족들의 이동을 제한하지만, 강은 민족의 이동을 유리하게
하고 민족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르낭 2002, p. 78).
라오스와 태국은 서로 민족적, 문화적으로 연결되며,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나라의 민족들인 라오(Lao)족과 타이(Thai)족은 모두 따이(Tai)족에 속하
며, 라오어와 타이어는 따이 · 까다이(Tai-Kadai) 어족이라는 동일한 언어적
뿌리에서 나왔다. 두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는 상좌불교이다. 그래서 두 나
라 사람들은 상대방 국가에 가더라도 적어도 언어소통과 종교생활에서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Vientiane Times의 2003년 6월의 한 보도에 따르면,
라오스의 젊은이들 중에는 태국의 라디오 오락프로그램을 듣거나 태국의
영화를 보거나 타이 패션으로 옷을 입는 자들이 점차 증가하며, 이들에 대
한 타이어의 영향도 늘고 있었다. 나이 든 세대도 라오스 텔레비전 방송보
다는 태국 방송을 선호했다. 이처럼 라오어를 희생으로 타이어를 쓰고 있
는 현상에 대해 나이 든 라오인들은 그것을 라오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갉
아먹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려했다(Vientiane Times, June 6-9, 2003). 2012년
6월 필자는 라오스의 수도 위앙짠(Viangchan)에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위
앙짠 시민들이 오락 및 연예 프로그램은 주로 태국 방송을 청취하며 젊은
이들이 태국의 대중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1)
라오스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태국과 깊은 관계에 있어 왔다. 두
나라의 역사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깊이 얽혀 있다. 그 역사적인 관계에서
태국은 라오스를 종종 자신에 의존적인 내지는 심지어 종속적인 나라로 간
주해왔다. 사실 태국은 약 7,000만 명 인구에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1) 2012년 6월 15~22일 라오스 위앙짠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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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적 강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인구가 650만 명
도 되지 않는 라오스는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정도로 약하다.2) 타이인은 대개 라오인3)을
얕잡아보며, 라오인은 태국에 대해 모종의 문화적, 심리적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관계는 상호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위앙짠의 메콩강 강둑에 최근 아누웡(Anouvong)4) 왕의 동상이 세워졌
다. 아누웡은 라오스가 태국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을 때 위앙짠 왕국의 왕
으로서 1820년대 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태국으로부터
의 라오스의 독립을 추구했다. 그의 군사적 원정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누웡 자신은 체포되어 방콕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태국 군대의
공격으로 파괴된 위앙짠 왕국은 태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아누웡
왕의 동상은 뻗은 오른 손과 얼굴이 강 건너 태국을 향하고 서 있다. 라오

2) 2011년 태국의 인구 6,950만 명, 1인당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 7,694달러, 라오스의 인구 630만
명, 1인당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 2,242달러(UNDP 2011).
3) 이 글에서 ‘타이족’과 ‘라오족’은 문화적인 차원의 민족 개념으로, ‘타이인’과 ‘라오인’은 정
치적인 차원의 백성 내지는 국민 개념으로 사용된다. ‘라오’는 ‘라오어’, ‘라오 민족주의’,
‘라오 영토’처럼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이 글에서 타이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2004년 규정(정희원. 뺷2004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용례집뺸. 서울: 국립국어원, 2004)에 따르며, 라오어의 한글 표기는 타이어
의 규정에 따른다. 타이어 용어와 라오어 용어의 영문 표기는 약간 차이가 난다. 타이어의
경우, 1999년 태국 왕립연구소(Royal Institute)가 제정한 ‘타이어 문자의 로마자 표기규
칙’(Ratchabandit Sathan, 1999)을 준수한다. 그러나 ‘Chulalongkorn’처럼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한 관행에 따른다. 라오어의 경우, 라오스 당국이 비공식적
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표기방식을 준수한다. 그에 따라 ‘우’는 ‘ou’로, ‘우아’는
‘oua’로, ‘으아’는 ‘ua’로, ‘애’와 ‘에’는 모두 ‘e’로, ‘ㅅ’은 ‘ㅅ’ 음가의 두 자음을 구별하기
위해 ‘x’ 혹은 ‘s’로 표기된다. ‘냐’, ‘뇨’는 ‘nya’, ‘nyo’로, ‘와’, ‘워’, ‘위’는 ‘va’, ‘vo’, ‘vi’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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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당국이 이 동상의 건립을 통해 태국에 대한 아누웡 왕의 저항과 독립 전
쟁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오스 당국은 아누웡
왕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역사에서 큰 공로를 세운 몇몇 왕들을 영웅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왕들이
다. 최근 수도 위앙짠의 450주년 건립 기념사업 위원회에서 출판한 한 책자
는 아누웡 왕을 포함한 몇몇 왕들을 “란상 왕국 시대 라오스 역사를 건설
한 위대한 조상”(maha boulout lao phou sang pavat lao nai samai anachak lao
lanxang)이라고 칭하면서, “역사를 건설한다”(sang pavat)라는 표현을 쓰고 있
다(Khana Anoukammakan Thopthouan Hip-hom Le Khian Pavatsat Nakhon
Louang Viangchan 450 Pi, 2010, p. 108).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라오스는
최근 태국에 대해 자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오스에서의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중시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오스와 태국의 상호 역사인식을 비교하며, 둘째 라오스의 주
체적인 역사인식 확립의 방식을 파악하고, 셋째 라오스의 주체적인 역사인
식 확립의 목적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되는 라오스와 태
국의 관계사는 라오스와 태국 땅에 따이족이 정착하기 시작한 선사시대부
터 라오스에 대한 태국의 식민지배가 끝나는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의
시기에 국한한다. 그것은 라오스와 태국의 상호 역사인식이 주로 이 기간
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 20세기 초까지의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사를 개관하고 그 관계사에 있어서의 쟁점들을 정리
할 것이다. 여기서 쟁점이란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서 두 나라의 역사교과
서나 학자가 각기 다른 이해의 관점을 제시하거나 서로 각각 다른 방식으
로 해석하고 서술하는 주요 사건이나 역사적 과정 혹은 상황 등을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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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의 초점은 라오스가 태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18세기 말부터 19세
기 초까지의 양국 관계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누웡 시대 라오스와 태
국의 충돌에 대한 해석이다.
이 연구를 위해 태국의 역사교과서와 태국과 라오스 양국의 역사를 다룬
태국 역사학자들의 글, 라오스의 역사교과서와 라오스 역사학자들의 글을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다.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보다 민감한 쪽은 그
관계에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라오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양국간 역사적 관계에 대한 글은 태국 측에서 보다 많이 발견된다. 그
것은 태국이 보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있고 그들의 학술적인 활동이 보다
왕성하며 이와 더불어 태국의 출판문화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연구가 라오스에서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한 분석을 중심주
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태국 · 라오스 역사적 관계에 대한 라오스
쪽의 인식에 둘 것이다.

Ⅱ. 라오스와 태국의 역사적 관계
1. 20세기 초까지의 역사적 관계 개관
라오스의 라오족과 태국의 타이족은 모두 소위 따이 · 까다이 어족에 속
한다. 간단하게는 ‘따이’라고도 불리는 따이 · 까다이 어족에는 베트남 북부
의 따이(Tay)족, 타이(Thai)족, 눙(Nung)족, 르(Lu)족, 보이(Bo Y)족 등과 중

41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인도 ․ 동남아시아

국 남부의 좡(壯)족과 다이(傣)족과 하이난(海南)섬의 리(黎)족, 미얀마 동북
부의 샨(Shan)족, 인도 동북부의 아쌈(Assam) 지방의 아홈(Ahom)족 등도
포함된다. 12세기 초에 짜오프라야(Chaophraya)강 상류의 계곡 저지대에 따
이족 성읍국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13세기에는 치앙라이(Chiang Rai)와
치앙마이(Chiang Mai) 등 오늘날 태국 북부지역에서 타이족의 란나(Lan
Na) 왕국이 세워졌고, 수코타이 일대에서는 역시 타이족이 세운 수코타이
(Sukhothai) 왕국이 건설되었다(Tarling 2001, pp. 13-14). 라오족의 첫 왕국
이 건립되기 전 수 세기간 루앙파방(Louang Phabang),5) 위앙짠, 시앙쾅
(Xiangkhouang) 등의 라오족 성읍국가들은 크메르(Khmer)족의 앙코르
(Angkor) 왕국이나 태국에 있었던 몬(Mon)족의 드바라바티(Dvaravati) 왕국
의 정치적 및 문화적 영향하에서 출현했다. 루앙파방과 위앙짠은 13세기
말에는 태국의 수코타이 왕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태국
이 라오스 지역에 대해 오래전부터 정치경제적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Wyatt 1984, p. 83).
14세기 중엽 우통(U Thong)이 태국 중부지방에 타이족의 아유타야
(Ayutthaya) 왕국을 창건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콩강의 동쪽 유역에서
파 응움(Fa Ngoum)이 라오족의 왕국인 란상(Lanxang)을 건설했다.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는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관계는 오
5) 라오스에서 ‘루앙프라방’은 타이어의 ‘프라’(phra)가 라오어에서는 ‘파’(pha)로 표기되고 발
음되는 관행에 따라 ‘루앙파방’(Louang Phabang)으로 표기된다. 그러나 2010년 간행된 라오
스의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라오스에서 ‘루앙파방’이 ‘루
앙프라방’으로 표기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aloemsak Phaboutdi et al. 2010, p. 39). 라
오스의 모든 공적인 문서에서 아직 일반화된 현상은 아닌 이러한 변화는 타이어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지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라오스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에 따라, ‘루앙파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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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북부 태국의 란나 왕국을 둘러싼 란상과 아유타야 간 경쟁, 란상과 아
유타야 간 직접적인 세력 충돌, 미얀마의 군사적 위협의 상황에서 란상과
아유타야 간 연합 내지는 동맹 등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다. 란나를 둘러싼
경쟁에서 16세기 중엽에 란상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란나의 왕
이 후계자가 없이 사망하자 치앙마이 정부는 란나 왕실의 공주를 왕비로
삼은 란상의 왕에게 왕자를 란나의 왕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
라 그의 아들인 사이냐 셋타틸랏(Xainya Xetthathilat)이 1546년에 란나의 왕
이 되었으며, 그는 이듬해 부친이 사망하자 란상의 왕위도 차지했다(Wyatt
1984, pp. 77-86; Schultze 1994, pp. 37-38).
1530년대와 1540년대 란상과 아유타야는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큰 규모
의 전쟁은 아니었다. 두 나라는 16세기 중엽 미얀마가 동쪽으로 군사적 팽
창을 하자 이에 상호 동맹을 추구했다. 미얀마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란상은 1560년대 초 왕국의 방어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 란상의 사
이냐 셋타틸랏 왕(재위 1548-1571)은 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유타야의 왕에게 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수도를 루앙파방에서 위앙짠으로 옮겼다. 천도(遷都)는 전략적 목적 외에도
이미 16세기 초에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위앙짠
이 루앙파방보다 아유타야와 캄보디아의 시장에 가깝다는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Le Boulanger 1931, pp. 73-74).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에서 태국은 대
개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국이 라오스 지역으로 팽창
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17세기 후반 나라이(Narai, 재위 1656-1688) 왕
시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란상 왕국은 술리냐웡사(Xoulinyavongsa,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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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1695)의 치세 동안 비교적 안정되고 강력했으나 그의 사망 후 쇠퇴
해졌고 이윽고 분열되고 말았다. 술리냐웡사 왕의 사망 후 위앙짠의 세력
과 루앙파방의 세력 간 권력투쟁 과정에서 위앙짠의 왕이 아유타야 정부
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타이 군대의 개입으로 란상 왕국은 1707년
위앙짠과 루앙파방의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아유타야는 이 개입을 계기
로 란상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했다. 1713년에는 남쪽의 짬빠삭(Champasak)
도 별개의 독립적인 왕국이 되어, 란상은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지고 말았
다. 라오스와 태국은 18세기 후반에 모두 미얀마의 공격을 받았다. 미얀마
군대는 1760년대 중엽에 란나 왕국을 정복한 다음 루앙파방을 점령했다.
미얀마에 협조한 위앙짠은 미얀마 군대에게 공격당하지 않았다. 태국은
미얀마에게 1767년 함락되어 아유타야 왕조가 종식되었다(Schultze 1994,
pp. 55-57).
18세기 말 이후 라오스와 태국은 서로 매우 대조적인 역사의 길을 밟는
다. 라오스가 계속 분열되고 쇠퇴해간 반면 태국은 계속 안정되고 팽창과
번영을 누려, 결국 19세기 말 라오스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지만, 태
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과 주권을 유지했다. 18세기 말부터 19
세기 말까지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는 태국이 라오스를 지배하여 속국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태국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태국의 딱신
(Taksin)은 1760년대 말에 미얀마 군대를 격퇴하고 오늘날 방콕 맞은편에
위치한 톤부리(Thonburi)에 톤부리 왕조를 세웠다. 딱신 왕은 당시 친미얀
마 정책을 추구하던 위앙짠을 공격하여 1779년 그 성을 함락했다. 태국 군
대는 위앙짠을 약탈하고 파괴했으며 란상 왕국의 국가적 보물인 파방(Pha
Bang) 불상과 파깨오(Pha Keo) 불상, 일명 에메랄드 불상을 태국으로 가져

∙ 420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갔다. 그들은 또 위앙짠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방콕으로 포로로 잡아 갔으
며 위앙짠 지역의 수 만 명의 라오인들을 중부 태국의 사라부리(Saraburi)
지역에 강제 이주시켰다. 태국 군대는 위앙짠에 대한 공격에 앞서 짬빠삭
을 정복했다. 태국은 루앙파방도 1779년에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란상
은 역사상 처음으로 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Stransky 1973, pp. 114-117;
Schultze 1994, pp. 57-61).
태국은 1782년 짜끄리(Chakri) 왕조가 출범한 이후에도 한편으로는 라
오스의 세 왕국들 간 상호 반목을 조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모두
태국에 대해서는 충성하게끔 하는 전형적인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정책을 썼다(Wenk 1968, pp. 94-100). 라오스는 19세기 초에 다시 한 번
태국과 충돌하는데, 그 과정의 중심에는 아누웡이 놓여 있다. 1804년 방콕
정부에 의해 위앙짠의 왕위에 앉혀진 아누웡(재위 1804-1828)은 위앙짠에
새로운 왕궁과 불교사원을 건설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했다. 그는 1818년에
짬빠삭을 정복하여 방콕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아들인 뇨(Nyo)를 짬빠삭
의 성주로 삼았다. 이로써 위앙짠의 영향력은 증대되었다. 라오스와 태국
의 관계는 아누웡에게 우호적인 라마2세(Rama II, 재위 1809-1824)가 생존
해 있을 때까지는 원만했다(Simms and Simms 1999, pp. 129-130). 아누웡
은 재위 초기부터 란상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콕
정부에 대한 그의 적대적인 자세는 라마3세(Rama Ⅲ, 재위 1824-1851) 시
대에 나타났다. 1825년 라마2세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누웡은 태국의 왕에
게 과거 태국 땅으로 강제 이주당한 라오인들을 라오스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Schultze 1994, pp. 65-66). 위앙짠
으로 돌아온 그는 란상 왕국의 독립 투쟁을 선포했으며 1827년 초에 짬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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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과 함께 태국에 도전했다. 그러나 라오스의 군대는 곧 태국 군대의 반격
으로 패퇴하여 1827년 5월까지 위앙짠과 짬빠삭은 모두 태국에 다시 점령
당했다. 아누웡은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태국 군대와 싸웠
으나 1828년 말에 태국 군대에 체포되어 방콕에 끌려와 그곳에서 죽었다.
태국 군대는 위앙짠을 다시 한 번 파괴하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태국으
로 이주시켰으며 위앙짠과 짬빠삭을 태국의 지방으로 편입시켰다(Vella
1957, pp. 78-87).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엽까지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는 대륙 동남아
시아에서의 프랑스의 식민주의 활동과 깊이 연결되어 전개되었다. 프랑스
는 1862년에 베트남과 사이공조약을 체결하여 메콩강 델타 일대의 코친차
이나(Cochin China)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프랑스인들은 그 후 캄
보디아와 라오스 그리고 중국 윈난성으로 연결되는 메콩강의 탐사에 열심
이었는데, 그것은 메콩강을 따라 배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 윈난성에 도달
하여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메
콩강의 경제성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은 메콩강 델타의 농업 개발과 캄보디
아의 식민지 경영 그리고 특히 1890년대 라오스의 식민화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당시 라오스가 유럽에서도 태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던 상황
에서 프랑스가 라오스를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프랑스는 라오스의
합병을 위해 결국 무력적 수단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1890년대 초 국경
지대에서 양국간 충돌이 발생하자, 이를 기회로 1893년 7월 두 척의 프랑스
전투함이 빡남(Paknam)의 저지선을 뚫고 방콕에 입항하여 포격의 위협을
가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방콕 정부에 최후통첩을 내렸다. 태국은 결국 항
복하여 그해 10월 프랑스가 제시한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에서 태국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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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파방 이동(以東)의 땅을 프랑스에 양도하기로 약속했다(Goldman 1972,
pp. 211-212). 소위 ‘빡남 사건’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메콩강 이동의 라오스
를 빼앗은 프랑스는 여전히 태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루앙파방 맞은편의
메콩강 서안지역도 프랑스에 합병하려고 노력했다. 태국은 프랑스의 지속
적인 압박에 결국 1904년 2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가 자국의 신
민으로 등록된 아시아인들에게 프랑스 치외법권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시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는 짠타부리(Chanthaburi)에서 군대를 철수한다고 약
속한 대가로 루앙파방 맞은편의 메콩강 서쪽 연안에 대한 모든 영토적 주
장을 포기했다(Briggs 1946, p. 448).

2. 양국간 역사적 관계에서의 주요 쟁점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태국과 이웃국가들의 관계에서 미얀마와의 관계
를 가장 중시한다. 특히 16세기 후반 아유타야가 미얀마의 공격을 받은 것,
나레수안(Naresuan)이 미얀마 군대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 1760년대 미얀
마의 공격에 의해 아유타야가 멸망한 것, 딱신왕이 미얀마 군대를 패퇴시
키고 태국의 주권을 회복한 것, 짜끄리 왕조의 라마1세 시기 미얀마 군대의
재차 침공과 그에 대한 저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과정
역사교과서들은 특히 미얀마의 침략에 대한 태국인의 저항을 부각시키고 있
다(Prawattisat prathom 3, pp. 112-113; Prawattisat prathom 4, p. 47; Prawattisat
prathom 5, p. 78, pp. 84-89, p. 93; Prawattisat prathom 6, pp. 57-59). 그에
비해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는 별로 중시되지 않는다. 예컨대 초등과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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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는 태국이 아유타야 시대(1351~1767) 치른 이웃국가들과의 전쟁
에 관한 설명에서 미얀마와 캄보디아와의 전쟁만 다루며, 아유타야의 멸망
과정과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Prawattisat prathom 5, pp. 73-75). 초등과정 6년 역사교과서는 태국 역사의
주요 인물을 다루는 장에서 라마3세의 호국적인 업적을 중점적으로 소개하
면서 치앙뚱(Chiang Tung) 즉 오늘날 미얀마에 속해 있는 켕뚱(Kengtung)에
대한 공격, 베트남과의 전쟁, 말레이반도의 사태 해결 등만 설명할 뿐 라오
스와의 충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Prawattisat prathom 6, p. 54).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상세히 다루어지는 것은 중등과정 역사
교과서에서이다. 라오스의 역사교과서들은 라오스와 이웃국가들의 관계에
대해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태국의 관계를 중시한다. 미얀마와의 관계는
16세기 라오스의 미얀마에 대한 성공적인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베트남과 태국은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 간 영토적 지배의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누웡의 태국에 대한 저
항이 비중 있게 서술되어 있다.
라오스와 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두 나라의 역사교과서들과 여러 역
사학자들의 글은 상이한 설명과 해석을 보여준다. 역사기술(historiography)
에서의 차이는 한편으로는 특정 역사적 사건 혹은 그 사건을 둘러싼 양국
간 역사적 관계에 대해 양측이 모두 서로 수용할 만한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전거(典據)가 없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역사
적 사건이 양 국가의 역사적 자존심 내지는 정체성 및 주체성의 문제에 너
무 민감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양측이 어떠한 설명과 주장도 서로 수용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종종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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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라오스와 태국의 19세기 이전 역사적 관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와 논쟁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당대 일차사료의
부족 내지는 결여 그리고 현존하는 사료들의 신빙성 문제가 있다. 태국의
경우, 18세기 중엽 이전의 사료들은 1760년대 미얀마의 아유타야에 대한
공격, 방화 및 약탈과 파괴로 대부분 상실되었다(Kemp 1969, p. 1).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 사이에 작성된 ‘프라랏차 퐁사와단 끄룽시 아유타
야’(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즉 아유타야 왕조사의 다
양한 본(本)들은, 마이클 비커리에 의하면, 그 편찬 과정에서 “이전의 왕조
사들에서 그대로 베끼고 연월일의 수치를 자의적으로 그리고 부주의하게
변경함으로써 잘못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중략] 그것은 옛 자료들을 성
급하게 수집하고 베끼고 취합한 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커
리는 그처럼 부실한 왕조사 편찬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그 내용보다 외형
적인 존재 그 자체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라
마1세(재위 1782-1809)가 그 편찬 사업을 아유타야 왕조의 정치적 전통의
회복 차원에서 추진했고 왕조사의 역사책들을 왕권의 한 상징적 요소(“elements of the regalia”)로 간주했다고 말한다(Vickery 1979, pp. 150-151).
라오스 측 사료의 형편은 더욱 심각하다. 19세기 초까지의 라오스 역사
사료는 1827-1828년 라오스에 대한 태국의 공격과 약탈로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마유리와 퍼이판이 1987년 루앙파방에서 인터뷰한 라오스
불교계의 한 지도자에 의하면, 1827년 태국의 군대가 라오스의 가장 중요
한 필사본 사료들을 위앙짠에서 방콕으로 실어가는 데 적어도 7마리의 코
끼리가 동원되었다. 구술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오늘날 라오스의 사료가 태국의 사료에 비해 수적으로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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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기의 라오인 부부 역사학자들은 심지
어 라오스의 사료들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Mayoury & Pheuiphanh Ngaosyvathn 1989, p. 57; Mayoury and Pheuiphanh
Ngaosrivathana 2010, p. 75). 라오스 사료의 이러한 심각한 사정 때문에 태
국과 라오스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라오스 사료를 이용한 라오스 측에서의
연구가 별로 없다.
앞 절에서 개관한 라오스와 태국의 역사적 관계에서 두 나라의 역사교과
서와 역사학자들의 글이 그 설명과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역사적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 가장 민감한 주제들은 18세기 말 태국이 라오
스를 정복한 배경과 동기, 19세기 초 라오스가 태국에 대해 일으킨 전쟁의
동기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 타이족과 라오족을 모두 포함하는 따이족의 기원 문제, 그리고 이와 관
련하여 타이족과 라오족의 관계
∙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중엽까지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 특히 상호 정치
적 영향력의 팽창과 영토 지배
∙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태국이 란상을 정복한 배경과 1820년대
란상의 태국에 대한 저항의 동기와 목적
∙ 19세기 말 태국이 라오스를 프랑스에게 빼앗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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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라오스·태국 관계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역사기술 비교
1. 따이족의 기원 문제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타이족과 라오족이 동일한 조상에서 유래한 민
족들임을 강조한다. 중등과정 역사교과서는 타이족이 원래 중국의 남부 및
동남부 지역에 살던 민족이었다고 말하면서 민족의 기원에 대해 라오스의
사료인 뺷퐁사와단 란창(Phongsawadan lanchang)뺸6) 즉 뺷란상 왕조사뺸의 기
록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루앙파방 북부의 메콩강 저지대에 상
호 독립적인 따이족 그룹들이 정착해 있었다.7) 그 중 한 그룹의 통치자가
쿤 보롬(Khun Borom)이었다. 그는 7명의 아들들이 성년에 이르자 이들을
모두 보내 하천유역을 따라 새로운 ‘므앙(muang)’ 즉 성읍국가를 건립하도
록 했다. 이들이 중국의 윈난(雲南), 라오스 북부, 태국 북부 등지에 여러
‘므앙’을 세워 다스렸다(Prawattisat matthayom 1, p. 99). 그것은 대략 7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엽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의 타이족은 치
6) 타이어의 ‘란창’(lanchang)은 라오어의 ‘란상’(lanxang)을 가리키며 의미는 모두 ‘100만 마리
의 코끼리’이다.
7) 따이족 정치공동체들은 각각 통치자를 갖고 있었는데, 통치자는 ‘십송짜오타이(sipsong chaothai)’라고 불렸다. 이 명칭은 뒤에 ‘십송쭈타이(sipsong chuthai)’로 발전했다. 따이족 정치
공동체들의 중심은 오늘날 베트남 영토에 속해 있는 디엔비엔푸(Đien Bien Phu) 지역에 해
당하는 므앙탱(Muang Theng)에 있었다(Prawattisat matthayom 1, p. 99). ‘십송짜오타이’는
디엔비엔푸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북부지역, 특히 오늘날 흑따이(Black Tai), 적따이(Red
Tai), 백따이(White Tai) 족이 살고 있는 송다(Song Đa)강 일명 흑수강(黑水江) 서쪽의 산악
지대와 라오스의 퐁살리(Phongsali)주, 루앙파방주, 후아판(Houaphan)주 등을 커버하는 지역
이다(Stuart-Fox and Kooyman 1992,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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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라이주 치앙샌(Chiang Saen) 일대를 흐르는 꼭(Kok)강의 유역 저지대에
처음에 정착했다가 점차 남부로 이동했다. 특히 중등과정 4~6년 역사교과
서는 쿤 보롬이 타이족과 라오족의 공통된 조상이었다고 말한다(Prawattisat
matthayom 4~6, pp. 64-68). 태국의 대외관계사 교과서를 쓴 나롱 푸앙핏
(Narong Phuangphit)이 “란창 혹은 라오는 태국과 형제국가8)로 간주된
다”(Narong Phuangphit 2001, p. 55)라고 쓴 것도 타이족과 라오족이 공통된
혈연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역사교과서의 서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이 타이족과 라오족의 동일한 기원을 언급하는 정
도로 양국의 선사시대 민족 형성을 설명하는 것에 비해, 라오스의 역사교
과서나 역사책들은 그 동일한 기원이 라오족임을 강조한다. 대중적인 라
오스 역사를 집필한 푸통 생아콤은 쿤 불롬(Khoun Bulom), 즉 상기 태국
역사교과서가 말하는 ‘쿤 보롬’이 731년에 오늘날 윈난성 남부의 시솽반
나(Xishuangbanna) 일대로 남하했으며, 그곳에서 그의 아들들을 루앙파방,
따호(Taho),9) 탕혹(Thanghok),10) 시앙쾅, 치앙마이, 아유타야 등지로 보내
성읍국가들을 세우게 함으로써 라오족(khon lao)을 인도차이나 반도에 퍼
뜨렸다고 쓴다(Phouthong Seng-akhom 2006, pp. 11-13). 라오스의 중등과정
4년 역사교과서는 오늘날 라오스의 루앙파방, 위앙짠, 시앙쾅, 짬빠삭 등

8) 타이어로 ‘반피므앙농’(ban phi muang nong) 즉 ‘형의 집, 동생의 나라’라고 표현함.
9) 따호는 윈난의 시솽반나 혹은 ‘치앙훙’(Chiang Hung) 즉 오늘날 윈난의 징홍(景洪)인 것으
로 추측된다(Raendchen 2002, p. 144, n. 41). 치앙훙은 징홍에 대한 타이어 명칭이다. 이에
대해 McGilvary 2002, p. 191쪽 맞은 면의 지도와 p. 353 이하 참고.
10) 탕혹은 베트남의 디엔비엔푸 일대의 십송쭈타이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Raendchen
2002, p. 144, 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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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태국 동북부에 위치한 로이엣(Roi-et), 나콘랏차시마(Nakhon
Ratchasima) 등도 고대 라오족의 ‘므앙’이었다고 말한다(Viangvichit Sutthidet
2008, p. 137).

2. 13~14세기 영토 지배에 대한 주장
태국의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는 13세기 말경 대륙 동남아시아의 주
요 왕국들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오늘날 라오스의 북부의 뇻우(Nyot Ou)에
서 남부의 사완나켓(Savannakhet)까지 그리고 동부의 시앙쾅에서 서부의
위앙짠까지의 지역이 수코타이 왕국에 속했다고 그리고 있으며, 특히 위앙
짠과 차와(Chawa)가 수코타이의 속국이었다고 쓴다(Prawattisat matthayom
1, p. 110, p. 113). 수코타이 시대 위앙짠과 차와가 태국의 속국이라는 서
술은 13세기 말 수코타이의 람캄행(Ramkhamhaeng) 왕 시대에 건립된 것
으로 추정되는 람캄행 비문의 기록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
면, 람캄행이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위앙짠과 위앙캄(Wiang Kham) 그리고
므앙 차와가 포함되어 있다(Cham Thongkhamwan 1966, pp. 26-27). 위앙캄
은 위앙짠의 북부에 있는 소도시이며, ‘차와’는 라오어로 ‘사와’(Xava)로
불리는 곳으로 루앙파방을 가리킨다. 수코타이 시대 태국의 영향력이 라오
스의 위앙짠과 루앙파방에까지 미쳤다는 서술은 태국의 역사교과서뿐 아
니라 태국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의 글에서도 발견된다(Rong Syamananda
198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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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태국 역사교과서가 주장하는 13세기 말 수코타이 왕국의 영토11)

태국의 몇몇 역사교과서들은 란상 왕국의 창건자인 파 응움을 매우 긍정
적으로 묘사한다. 예컨대 플랍플릉 콩차나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뺷태국의

11) Kramon Thongthammachat et al.(2001), p. 24의 타이어로 된 지도를 영어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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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사뺸는 “파 응움 왕은 당대에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었고 [중략] 란
상의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한다. 또 이 책에 따르면, 파 응움 왕은 아유타
야의 창건자 우통(재위 1351-1369) 왕과 자신이 모두 라오스를 처음으로 세
운 쿤 보롬의 후손이라고 여겼으며, 란상과 아유타야가 서로 영토를 침범
하지 않기로 약속할 정도로 아유타야에 대해 우호적이었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 37).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아유타야 시대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를 “친구 같은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항목에서 다루
면서, 아유타야와 란상의 관계를 “우호적 결속관계”라고 규정한다. 이 교과
서는 양국 간 좋은 관계가 우통 왕과 파 응움 왕 사이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관계”인지, 그 “좋은 관계”
가 두 왕국의 창건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진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Prawattisat matthayom 2, p. 75).
두 왕국의 창건자 사이의 “좋은 관계”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근거 없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짠타누맛
본 아유타야 왕조사나 태국 역사학계에서 태국 역사의 참고 사료로 중시되
는 뺷왕실 자필본 왕조사뺸에 의하면, 우통 왕 시대 아유타야 왕국의 속국에
‘므앙 차와’ 즉 루앙파방이 포함되어 있었다(Phan Chanthanumat 1969, p. 2;
Wongsathiratsanit 1952, lem 1, ton 1, p. 170).12) 이 사료들의 그러한 기록은

12) 짠타누맛 본 아유타야 왕조사(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phan chanthanumat)의 작성 시기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조흥국(1994, pp. 276-278) 참고. 왕실
자필본 왕조사(Phraratcha phongsawadan chabap phraratcha hatthalekha)는 1855년 라마4세
의 명령에 의해 그의 동생인 웡사티랏사닛(Wongsathiratsanit) 왕자에 의해 편찬되었고 완
성 후 라마4세 자신이 감수한 이 왕조사는 나중에 담롱 라차누팝(Damrong Rachanuphap)
왕자가 상세한 주석을 달아 1914년에 처음으로 출판했다(Cho Hung-Guk 1994,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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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말 수코타이 시대 루앙파방과 위앙짠이 태국의 속국이었다는 람캄
행 비문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14세기 중엽 아유타
야 왕국과 란상 왕국이 막 출범한 무렵 두 나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
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다.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
뺸나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의 상기 서술은 역사적 상상이나 심지어 조작
에 속한다. 아유타야 왕조사의 기록도 역시 역사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지
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적어도 18세기 말 타이인들의 라오스에
대한 제국주의적 역사적 인식의 한 측면 즉 타이인들은 라오스가 수코타이
시대에 이어 아유타야 시대 초기부터 태국의 속국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려
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다.
14세기 중엽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에 대해 라오스 측 역사기술은 태국
측의 것과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파 응움은 1353년에 란상 왕국을 세운 후 치앙라이, 치앙샌 등을 공격하
여 란나 왕국을 굴복시켰으며 남진하여 로이엣과 파삿(Phasat)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는 아유타야의 우통 왕에게 서신을 보내 “싸울 건가 아니면 어
떻게 할 건가”라고 위협했다. 결국 두 왕국 간 경계를 동 파냐파이(Dong
Phanyaphai) 산맥13)으로 삼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나콘랏차시마를 포
함한 태국의 이산(Isan) 즉 동북부 지역이 란상 영토에 속했다(Saloemsak
Phaboutdi 2010, pp. 45-48). 이러한 서술은 라오스의 역사학자 마하 실라
위라웡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축된다.

13) 타이어로는 동 파야파이(Dong Phayap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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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라오스 역사교과서가 주장하는 14세기 중엽 란상 왕국의 영토14)

14) Saloemsak Phaboutdi(2010), p. 49의 라오어로 된 지도를 영어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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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 실라 워라웡은 파 응움이 란상 왕국을 건설할 때 그의 장인인 앙코
르 왕국의 왕이 지원해준 크메르 군대의 도움을 받았으며, 크메르족이 라
오족을 지지한 것은 이를 통해 타이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다(Maha Sila Viravong 1964, p. 27). 이러한 설명은 라오족의 왕조사가 란
상 건국부터 반(反)타이적 정서와 함께 출발했다는 상상을 가능케 한다. 마
하 실라 위라웡은 파 응움이 창건한 란상 왕국의 영토범위를 라오스뿐만
아니라, 태국 북부와 태국 동북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란상 왕국은 중부의 캄무안(Khammouan),

나콘파놈,

캄껏

(Khamkeut), 시앙쾅, 동북부의 흑따이 지역, 남쪽으로는 타켁(Thakhek), 사
완나켓까지 세력을 뻗었다. 파 응움은 또한 1354년 란나를 정복하여 란나
를 란상의 속국으로 만들었으며 당시 크메르족의 통제하에 있었던 코랏
(Khorat) 고원의 대부분을 란상의 지배하에 넣었다. 파 응움은 코랏 정복 후
곧 라오족 주민들을 코랏 고원의 북부 일대에 이주시켰다. 그리하여 란상
은 14세기 후반부에 오늘날 라오스와 태국의 북부와 동북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큰 영토의 왕국이 되었다(Maha Sila Viravong 1964, p. 34).
상기의 라오스 역사학자는 심지어 파 응움 왕이 아유타야 왕국을 공격하
여 아유타야에 속한 도시들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로이엣을
정복한 파 응움이 아유타야의 왕에게 싸움을 청하자, 아유타야 국왕은 사
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복문서를 전했다.
우리는 쿤빵(Khun Pang) 시절 이후 형제입니다. 만약 귀하가 마을과
도시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에게 동삼사오(Dong Sam Sao, 현
Dong Phraya Phai)부터 푸 프라야포(Phu Phraya Pho)와 나콘 타이(Nakhon
Thai)의 경계까지의 지역을 할양하겠습니다. 또 저는 귀하에게 매년 당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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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설탕을 바치겠습니다. 그밖에 제 딸 낭깨오 욧파(Nang Kaeo Yotfa)가
과년이 되면 그 애를 귀하에게 보내 귀하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타야의 우통 왕은 또한 코끼리 수컷 51마리와 암컷 50마리, 각각 1만
개의 금과 은, 10만 개의 뿔 그리고 그밖에 다른 조공을 란상 왕에게 바쳤다.
이에 파 응움은 군대를 이끌고 란상 왕국으로 돌아갔다(Mahasila Wirawong
1992, p. 51).
라오스 역사교과서들과 역사학자들은 이처럼 14세기 중엽의 파 응움 왕
이 메콩강 일대와 태국의 동북부 일대의 많은 ‘므앙’을 통일하여 란상 왕국
을 창건했다고 쓴다. 그의 역사적 존재는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나 그의 역
사적 ‘업적’ 특히 태국 동북부의 일부분까지 포함하는 큰 영토의 왕국을 건
설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파 응움 왕은 라오스에서 20세기 중엽부터 라오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부각
되었다(Raendchen 2002, pp. 154-155).

3. 18세기 말-19세기 초 태국의 라오스 지배와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저항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태국이 라오스를
점령하고 지배했다고 쓰면서, 라오스에 대한 태국의 지배의 배경과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란상 왕국이 당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 81; Kramon Thongthammachat et
al. 2001, p. 27; Narong Phuangphit 2001, p. 56; Prawattisat matthayom 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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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심지어 최근 출판된 중등과정 3년 역사교과서는 루앙파방, 위앙짠, 짬
빠삭 등이 항상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권력투쟁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왕국들이라고 말한다(Prawattisat matthayom 3, p. 90). 비슷한 맥락에서 중
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톤부리 시대 태국의 위앙짠 점령의 동기로 위앙
짠에서의 친태국파와 반태국파 간 분쟁을 든다. 이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위앙짠 내에서의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자 딱신 왕은 짜오프라야 짜끄리
(Chaophraya Chakri) 장군을 사령관으로 삼아 군대를 파견했으며, 태국 군
대가 여러 므앙(mueang)들에 대해 승리하고 마침내 1778년 위앙짠을 성공
적으로 점령했다. 짜오프라야 짜끄리 장군은 위앙짠의 주민들을 붙잡아 태
국 영토에 이주시켰으며 또한 위앙짠에 있던 에메랄드 불상(Phra Kaeo
Morakot)과 프라 방(Phra Bang) 불상을 가져와 톤부리에 두었다.15) 루앙파
방이 태국의 속국이 된 것은 이 왕국이 자진해서 톤부리에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Prawattisat matthayom 2, p. 110).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이처럼 라오스의 분열 때문에 라오스로의 세력
팽창과 지배가 용이했다고 쓴다. 그러나 이들은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공
격과 지배에 있어서 태국의 팽창적인 자세에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이 점
에서 플랍플릉 콩차나 등이 집필한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는 약간 예외적이
다. 이 책의 필자들은 톤부리 시대 태국과 란상의 관계를 속국의 관계로 규
정하면서, 그러한 관계가 톤부리가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란창으로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쓴다. 하지만 여기서도 란상이 당시
15) 태국의 역사교과서는 “라마 1세가 프라 방 불상을 라오스에 돌려주었다. 에메랄드 불상은
반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과거에 태국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다(Prawattisat matthayom 2,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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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빠트리지 않고 언급되어 있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 67).
태국의 몇몇 역사교과서들은 톤부리 시대 태국의 라오스 공격과 점령의
직접적 발단으로 부리람(Buriram)의 동남부에 있는 낭롱(Nang Rong) 성의
태국에 대한 배반 사건을 중시한다. 예컨대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에 의하면, 톤부리 정부는 란상의 정복에 있어서 먼저 짬빠삭
을 점령했다. 그것은 당시 나콘랏차시마에 속해 있던 낭롱이 나콘랏차시마
와의 불화로 1776년 짬빠삭에 도움을 요청하자 짬빠삭이 낭롱의 요청을 수
락했는데, 이로써 짬빠삭이 라오스 남부에서 세력이 증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 67). 중등과정 2년 역
사교과서는 보다 간략히 1776년 낭롱 성이 반란을 일으켜 짬빠삭에 투항하
자 톤부리의 태국 군대가 낭롱 성을 친 후 짬빠삭을 공격하여 점령했다고
서술한다(Prawattisat matthayom 2, p. 110). 나롱 푸앙핏의 뺷태국의 국제관
계사뺸도 톤부리의 짬빠삭 공격의 직접적 배경으로 나콘랏차시마와 분규를
일으키고 짬빠삭에 붙으려 한 낭롱의 사태를 중시한다(Narong Phuangphit
2001, p. 56). 태국 역사교과서들이 중시하는 낭롱 성 에피소드는 태국의 뺷왕실
자필본 왕조사뺸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역사책의 서술에 의하면, 낭
롱의 성주가 짬빠삭의 통치 세력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딱신 왕이
군대를 보내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그가 반란을 꾀했다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자 그는 처형되었다. 톤부리의 군대는 낭롱 성 반란을 진압한 후 짬
빠삭, 콩(Khong), 앗따쁘(Attapue) 등 라오스 남부의 성들을 공격하여 점령
하고 특히 짬빠삭의 성주와 우빠핫(upahat) 즉 부성주(副城主)를 붙잡아 모
두 처형했다(Wongsathiratsanit 1952, lem 2, ton 2,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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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조리는 태국 국민이 자국의 역사를 접하는 형태를 학교에서 가르
치고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해 대중화되는 왕정주의-민족주의(royalist-nationalist) 역사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수단을 통해 상업적 대중매체가
퍼뜨리는 역사 등 두 가지로 파악한다. 이 중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는 담
롱 역사학파(Damrong school of history)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Jory 2003).
태국의 대표적인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인 롱 사야마논이
톤부리 시기 태국의 짬빠삭 점령에 대한 기술에서 담롱 왕자가 주해한 상
기 왕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나(Rong Syamananda 1981, p. 97), 태국 역
사교과서들이 낭롱 성 에피소드를 언급하는 것은 담롱 역사학파가 지배하
는 태국의 왕정주의-민족주의 역사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778년 딱신의 위앙짠 공격에 대해 중등과정 2년 역사교과서는 위
앙짠의 지도자들 간의 불화로 인해 그들 중 한 명이 톤부리 측에 충성하려
고 하자 상호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으며, 이에 딱신 왕이 군대를 보내 위앙
짠을 점령했다고 간략히 서술한다(Prawattisat matthayom 2, p. 110). 플랍플
릉 콩차나 등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다 상세
하다. 이에 따르면, 딱신과 위앙짠의 실리분냐산은 미얀마의 위협에 대해
협동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
다. 그러다가 1773년에서 1776년 사이 위앙짠의 왕은 미얀마의 공격이 두
려워 미얀마와 연합했다. 그 때 위앙짠의 왕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 우빠
핫인 프라 워(Phra Vo)는 아유타야 왕국의 영토로 도피했다. 미얀마의 지
원을 등에 업고 있던 실리분냐산이 군대를 보내 프라 워를 태국에서 살해
하자, 톤부리 군대가 위앙짠을 공격했던 것이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 68).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의 이 서술 역시 뺷왕실 자필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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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뺸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1778년에 시삿따낙카나훗
(Sisattanakkhanahut)16) 성에서 과거에 이 성의 우빠핫이었던 프라 워가 란
상의 국왕에 불만을 품고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가 농부아람푸(Nong Bua
Lamphu)에 정착했다. 오늘날 태국 땅에 있는 농부아람푸는 우돈타니(Udon
Thani)에서 서쪽으로 약 50㎞ 떨어져 있다. 란상의 왕이 미얀마 군대와 함
께 농부아람푸를 공격하자, 프라 워는 짬빠삭 북부에 있는 돈못댕(Don Mot
Daeng)으로 도피했으며 곧 나콘랏차시마에 사신을 보내 톤부리 왕국에 투
항했다. 그 후 란상의 왕이 군대를 보내 돈못댕을 공격하여 프라 워를 붙잡
아 처형하자,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딱신은 크게 분노하여 란상을 정벌하
도록 했다(Wongsathiratsanit 1952, pp. 158-161).
나롱 푸앙핏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는 1778년 딱신이 위앙짠을 공격한
것은 위앙짠의 실리분냐산 왕이 우본(Ubon)을 공격하여 태국에 충성하는
우본 성주를 붙잡아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Narong Phuangphit 2001,
pp. 55-56). 이 서술은 롱 사야마논이 “위앙짠에서 ‘프라 워’라는 대신이 왕
에게 반역하여 짬빠삭 지역으로 도망가 거기서 오늘날 우본 부근의 돈못댕
에 정착했다”(Rong Syamananda 1981, p. 97)라고 쓴 것을 그 맥락에 대한
조사 없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롱 사야마논의 서술은 뺷왕실 자필본 왕조
사뺸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오스와 태국의 관계는 1820년대 후반 아누웡의 저항과 그에 대한 태국

16) 플라이 노이의 뺷태국 역사 사전뺸은 ‘시삿따낙카나훗’이 ‘100만 마리의 코끼리’를 뜻하고
따라서 ‘란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뒤에 ‘루앙프라방’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Phlai Noi 1992, p. 209). 그러나 ‘시삿따낙카나훗’은 뺷왕실 자필본 왕조사뺸에서 분명히
‘위앙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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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벌’과 아누웡의 죽음 그리고 위앙짠의 파괴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
시기의 양국 관계사를 다루는 태국과 라오스의 당국과 역사학자들과 언론
은 그 주제의 민감성 내지는 ‘폭발성’17) 때문에 때로는 그 시기의 역사를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때로는 그 시기의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할 때
각각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경
우에도 그들의 내러티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족주의적 감정이 실
려 있다.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는 태국의 역사교과서들 중
유일하게 라마1세 치세부터 라마2세 치세까지 태국과 라오스의 관계를 비
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는데, 그것은 라마3세 시대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응
징’이 왜 정당했던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서술은 우선 이 시
기 위앙짠, 루앙파방, 짬빠삭 등 란상의 세 왕국들이 태국에 대해 속국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들이 상호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위앙짠
의 난타센 왕은 1789년 방콕 정부에 루앙파방이 미얀마 쪽에 붙어 태국을
배반한다고 고발했다. 1794년에는 루앙파방의 왕이 방콕 조정에 위앙짠이
친베트남 노선을 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라마1세가 두 왕을 방콕으로
불러 심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난타센이 방콕에서 사망했다. 상기의 뺷태국
의 국제관계사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란창이 [태국의] 힘을 두려워하여
태국의 속국이 되길 원했지만, 이처럼 기회가 생기면 태국의 영향력을 약
화시키기 위해 미얀마 혹은 베트남 같은 다른 국가의 힘을 구했다”라고 쓴
17) 라오스의 역사학자들인 마유리와 퍼이판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폭발성이 있는
이슈(explosive issue)”라고 표현한다(Mayoury and Pheuiphanh Ngaosrivathana 2010,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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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 81).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에 의하면, 라마1세는 난타센
의 사망 후 그의 동생인 인타웡(Inthavong)을 위앙짠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위앙짠 왕실의 다른 왕자들은 방콕에 계속 머물렀다. 인타웡이 1804년 사
망하자 방콕 정부는 그의 동생인 아누웡을 후계자로 임명했다. 그것은 아
누웡이 우빠핫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국과 미얀마의 전쟁에서 공
적을 세우는 등 태국의 국사에 협조했기 때문이었다. 1819년 짬빠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누웡은 자신의 아들인 뇨 왕자와 함께 그것을 성공적으
로 진압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방콕 궁정의 왕자들 중 실세였던 쩻사다
보딘(Chetsadabodin) 왕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짬빠삭의 통치자로 임명되도
록 라마2세에게 건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안건에 대해 당시 태국 왕실
의 시니어 왕족들은 위앙짠의 세력 증대를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쩻사다보
딘이 아누웡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 라마2세는 뇨 왕자를 짬빠삭
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쩻사다보딘 왕자가 뒤에 라마3세로 등위하자 아누
웡은 곧 방콕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p. 81-82).
태국의 역사학계에는 아누웡이 태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원래는
방콕 정부를 붕괴시키거나 방콕을 점령하고 이를 통해 태국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서술하는 자가 종종 있다. 예컨대 태국의 대중적인
역사학자인 마닛 춤사이는 아누웡이 처음에는 “태국 전체를 정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쓴다(Manich 1967, p. 202). 아낫 아난팍은 아누웡이
“방콕을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하고 만약 방어가 강력하면 공격하지 않으
려 했으나” 전쟁은 결국 란상의 군대가 행군하는 도중의 성읍들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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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붙잡아가는 것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한다(Anat Ananphak 2011, p.
186). 태국의 통속적인 역사학자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람쭌
후압짜런은 심지어 아누웡이 태국에 대해 일으킨 반란이 성공했으면, 짜끄
리 왕조가 무너지고 아누웡의 왕조가 세워져 태국을 지배했을 것이라고 주
장한다(Lamchun Huapcharoen 2011, p. 462).18) 이러한 인식은 태국 역사학
계에서 라마3세 시대 태국 역사의 기본 사료로 간주되는 티파꼬라웡의 뺷라
마3세 치세 라따나꼬신 왕조사뺸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역사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위앙짠의 아누(Anu)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후 왕족들 및 귀족관료
들과 협의하기를 “현재 방콕에는 나이 어린 왕자들밖에 없으며 귀족 대
신들도 몇 사람 되지 않고 그들의 전투기량도 약하다. 또 나콘랏차시마
의 성주도 없으며 [방콕까지 행군하는 도중 우리를] 저지할 성읍들도 없
다. [우리의] 사정은 이미 심각하다. 우리가 속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부당하다. 영국이 [태국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가 군대를 일으
켜 방콕을 공격하여 정복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빠랏은 태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방콕을 공격할
수 있을지라도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므로 방콕을 계속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아누는 만약 우리가 [방콕을] 공격한 후 거
기에 계속 정착할 수 없다면, 주민들을 붙잡아 우리나라로 이주시키고
[태국] 국고의 재산을 약탈하여 갖고 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략] 우빠
랏은 아누가 홀로 완고하게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반대하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동의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Thiphakorawong 1961, lem 1,
pp. 39-40).
18) 타이 민족주의 내지는 애국주의 배경에서 집필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 저자는 서문에서 태
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사적 뿌리와 민족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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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는 독자들에게 태국과 란상
의 관계에 있어서 란상이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태국에
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역
사교과서는 또 라마3세가 왕자 시절부터 위앙짠의 아누웡에게 호의를 베풀
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를 통해 아누웡의 무력 도발이 그
의 호의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따라서 “라마3세가 그를 철저하게 진압하여
마침내 아누웡이 1828년 붙잡혀 방콕에서 사망한 것”은 마땅했다고 말하려
는 듯하다. 필자들은 아누웡이 전쟁을 일으킨 것을 타이 ‘왕국의 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표현하며 그 목적을 ‘독립 추구’(phayayam tang tua pen
itsara)로 규정한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 82).
2001년에 출판된 중등과정 3년의 뺷우리의 나라뺸라는 역사교과서 역시
1820년대 위앙짠의 태국에 대한 저항을 비교적 상세히 다룬다. 그 서술에
따르면, 아누웡은 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
해 베트남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태국에 대한 군
사적 원정을 감행한 이유는 태국이 당시 캄보디아에 진입해 있던 베트남에
게 세력 면에서 밀리고 있었고 영국과도 분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19) 이 책도 상기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와 비슷하게 아누웡의
군사적 행동을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그 목적이 ‘분리 독립’(kan
yaek tua pen itsara)이었다고 설명한다(Kramon Thongthammachat et al. 2001,
p. 27, pp. 168-169).
나롱 푸앙핏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는 라마2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태
19) 이 서술은 이 책의 각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월터 벨라(Walter Vella)의 라마3세 시기 태국
의 역사연구에 상당 부분 의존되어 있다(Vella 1957, pp. 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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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위앙짠의 아누웡을 태국에 대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간주했으
며 방콕 정부가 아누웡의 왕자를 짬빠삭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등 태국과
란상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쓴다. 이 책은 또한 태국이 란상 왕국들을
지배하고 라오인들로 하여금 태국 국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지만, 행정
적으로는 라오인들이 스스로 통치하도록 허락했는데, 바로 이 체제가 베트
남으로 하여금 기회를 포착하여 라오스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게끔
만들었고 라마3세 시기에 아누웡이 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826년 군
대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나롱 푸앙핏은 아누웡의 태국으로의 진격과 그
후의 전쟁의 전개를 다른 역사교과서들과는 달리 약간 구체적으로 묘사한
다. 그 서술에 의하면, 아누웡의 군대는 나콘랏차시마까지 가서 재산을 약
탈하고 주민들을 붙잡아 위앙짠으로 끌고 갔다. 란상의 군대가 나콘랏차시
마를 공격할 때, 이 성의 모(Mo)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주민들을 규합하여
라오스 군대에 저항했다. 모는 뒤에 그 영웅적인 행위로 인해 태국 왕으로
부터 ‘타오 수라나리’(Thao Suranari)라는 귀족 칭호를 하사받았다. 뒤에 방
콕에서 파견된 군대가 나콘랏차시마를 란상 군대의 손에서 구출하고 위앙
짠으로 진격하여 이것을 점령했다. 아누웡은 베트남으로 도망했다가 1827
년 다시 돌아와 위앙짠에 주둔하고 있던 태국 군대를 공격했으나 결국 붙
잡혔다(Narong Phuangphit 2001, pp. 56-57). 나롱 푸앙핏은 플랍플릉 콩차
나 등의 필자들과 마찬가지로 1820년대 태국과 라오스의 충돌의 배경에 있
어서 태국 측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아누웡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나롱 푸앙핏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측
면은 1820년대 후반 아누웡의 저항이 ‘반란을 일으킨 것’(kan ko kabot)으

∙ 444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등과정 3년 역사교과서에도 아누웡이 태국
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까봇(kabot)’, 즉 ‘반란’으로 표현되어 있다
(Prawattisat matthayom 3, p. 90). ‘반란’이란 용어는 이 시대 태국과 라오스
의 관계를 다룬 태국 역사학자들의 저술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Phlai Noi
1992, pp. 246-247; Danai Chaiyotha 2003, p. 67; Lamchun Huapcharoen
2011, p. 462). 이러한 표현은 티파꼬라웡의 뺷라마3세 치세 라따나꼬신 왕
조사뺸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이 사료는 아누웡을 1826년 거사 전부터 방콕
정부에 해를 끼치려 한 ‘반역적(pen kabot)’ 인물로 묘사한다(Thiphakorawong
1961, lem 1, p. 39). 담롱도 자신이 편찬한 1826~28년 란상에 대한 태국 원
정군의 총사령관 짜오프라야 보딘데차(Chaophraya Bodindecha)의 일대기에
서 아누웡이 “반역을 꾀했다(khit kan kabot)”라고 쓴다(Damrong Rachanuphap
1961, p. 26). 태국 역사교과서의 집필자들은 1820년대 태국과 라오스 관계
사를 서술할 때 티파꼬라웡의 역사책이나 담롱의 글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
‘반란’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질서 내에서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의
통치권력을 전복하여 그 지배적 위치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 일으키는 동란
으로 이해된다(Scott and Marshall 2009, p. 634). 그에 비해 위에서 소개한
중등과정 3년의 뺷우리의 나라뺸에서 표현한 ‘분리독립’ 혹은 ‘분리주의’는
대개 한 국가 내에서 다수민족의 핵심 그룹이 주변부의 소수민족을 지배하
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품은 종족이 더욱 많은 자치권이나 심지어
정치적 자결권과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Che Man 1990, p. 11). 19세
기 초 라오스의 한 엘리트 그룹이 태국에 대해 군사적 도전을 한 것에 ‘반
란’이나 ‘분리주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술한 ‘반란’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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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주의’ 개념의 제한적 성격에 의하면, 당시 라오스가 태국에 민족적ㆍ문화
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흡수된 태국의 일부
가 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라오스가 태국의 속국 내지는 식
민지가 된 것은 1770년대 말이었으며, 그 후에도 태국은 라오스의 왕실들
이 란상 왕국들을 직접 통치하도록 허용했다. 1820년대 라오스는 태국의
반독립적인 속국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의 역사교과
서들이 1820년대 아누웡의 저항을 ‘반란’ 혹은 ‘분리 독립’ 등의 용어로 설
명하는 것은 당시 라오스가 태국의 정치적 질서에 속했고 영토적으로 태국
의 일부였다고 인식하는 태국중심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시각에서의 설명은 라오인의 시각에서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아누웡의 저항에 대한 라오스 역사학계의 설명은 태국 측의 것과 대조적
이다. 마유리와 퍼이판은 1820년대 라오스와 태국 간 무력 충돌의 발단을
태국 측이 제공했다고 본다. 그들은 라오스 사료인 ‘위앙짠 간략 왕조사’
(Chotmaihet Yo Muong Vientiane)를 인용하면서, 1824년 라마3세가 등위 직
후 라오인들을 문신하여 태국 백성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타이인 관리들을
깔라신(Kalasin), 쿠칸(Khukhan), 야소톤(Yasothon) 등 코랏 고원의 여러 도
시들로 파견했다고 쓴다. 이 라오스 역사학자들은 이전에는 그러한 규모로
시행된 적이 없었던 태국 정부의 1824년 조치가 라오스를 정치적, 영토적
으로 “삼키려는”(swallowing) 의도에서 나왔으며, 그 문신 정책(tattooing
policy)은 라오스의 완전한 ‘시암화’(siamicisation) 그리고 ‘지방화’(provincialisation)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규정한다. 그들은 당시 란상 왕국에 대한 방
콕 정부의 침략적 의도의 증거로 1827년 1월 영국인 무기상인 말록(E.
Malloch)이 한 타이 관리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위앙짠, 루앙파방, 짬빠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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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모두 ‘시암인’(Siamese)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Mayoury & Pheuiphanh Ngaosyvathn 1989, pp. 58-61).
마유리와 퍼이판의 주장에 의하면, 아누웡의 원정 목적지는 방콕이 아니
라 코랏 즉 나콘랏차시마였으며, 그 과정에서 라오스 군대가 사라부리까지
진격한 이유는 1770년대 말 그 곳으로 강제이주된 라오인들을 라오스로 도
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증거로 1827년 2월 랏사웡
(Ratxavong) 즉 아누웡의 아들인 응아오(Ngao)가 사라부리에 도착한 당일
코랏으로 부대를 이동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위앙짠에서 가장 먼저 출정한
란상의 부대가 짜오프라야 강 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신 등록을 위해
방콕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활동하고 있던 깔라신으로 행군했다는 사실을
든다. 마유리와 퍼이판은 아누웡이 란상 왕국의 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
구했지만 자신의 군사적 동원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라마
3세의 태국 궁정과 그동안 구축해놓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콕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 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전쟁을 도발할 인물이 아니
었다고 말한다(Mayoury & Pheuiphanh Ngaosyvathn 1989, p. 64; Mayoury
and Pheuiphanh Ngaosrivathana 2010, pp. 73-78). 이 점과 관련하여 그들은
1830년대 초 태국을 여행한 독일인 개신교 선교사 칼 프리드리히 귀츠라프
(Gützlaff 1834, p. 42)가 아누웡이 “[태국] 왕과 전쟁을 벌일 의도가 없었는
데 그것은 그가 그러한 전쟁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
고 쓴 기록을 중시한다(Mayoury Ngaosyvathn and Pheuiphanh Ngaosyvathn
2004, p. 138).
라오스의 중등과정 1년 역사교과서는 아누웡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으로
아누웡이 방콕에서 라마3세에게 1770년대 말에 태국 군대가 갖고 간 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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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드 불상과 사라부리로 노예로 잡혀간 라오인들 그리고 란상 왕국의 무용
수들과 왕족을 위앙짠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거
절된 것 그리고 1824년 태국 정부가 실시한 라오인들에 대한 문신 및 주민
등록 정책을 든다. 이러한 서술은 추측건대 마유리와 퍼이판의 연구를 참
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사교과서는 아누웡의 저항을 ‘독립전쟁’(songkham ku ekalat)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전쟁이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라오인들이 혈통적인 본질에 있어서 용감하게 저항하고 절
대적으로 항복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쓴다(Saloemsak
Phaboutdi 2010, pp. 80-82).
태국의 여러 역사교과서들이 아누웡의 도전을 ‘반란’, ‘분리독립’의 시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시의 라오스를 태국의 영토적, 정치적 일부로 간주
하는 것과는 달리, 라오스의 역사교과서들과 라오인 역사학자들은 아누웡
이 강한 주권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마유리와 퍼이판은 그에
대한 증거로 1826년에 영국인 제임스 로우(James Low)가 당시 시암이 조직
적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란상이 언제든지 독립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아누웡이 태국으로의 출정에 앞
서 그의 협력자들에게 “사정은 이미 심각하다. 우리가 속국으로 머물러 있
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한 것20)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1826년 아
누웡의 태국에 대한 도전이 라오인들의 정체성과 국가적 주권을 지키고

20) 아누웡의 이 말은 티파꼬라웡의 라마3세 시대 태국사(Thiphakorawong 1961, lem 1, p. 39)
에 있는 것으로 필자가 직역한 것이다. 이 부분을 마유리와 퍼이판은 “상황은 참을 수 없
을 정도로 되었다. 우리는 [시암]의 속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한다.

∙ 448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1778년 상실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군사적 행동은 타이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위앙짠의 반란’이 아니라
‘라오인들의 궐기’(insurrection of the Lao)였다고 주장한다(Mayoury &
Pheuiphanh Ngaosyvathn 1989, p. 59).

4. 19세기 말 태국이 프랑스에게 라오스를 할양한 배경
플랍플릉 콩차나 등의 뺷태국의 국제관계사뺸는 19세기 말 태국이 라오스
를 프랑스에게 빼앗긴 것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다. 이 교과서는 우선 태
국이 1888년 십송쭈타이(Sipsong Chuthai) 지역의 영토를 상실한 것을 설명
한다. 그 서술에 따르면, 프랑스는 루앙파방에 영사관을 설립하고 그곳에
프랑스인 영사를 파견함으로써 당시 태국의 속국인 십송쭈타이 지역으로
세력을 팽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가 1875년에서 1885년 사이 라오스
의 동북부 지역과 베트남의 서북부 지역에서 ‘호’(Ho)라고 불리는 중국계
폭도들이 동란을 일으키자 프랑스는 베트남을 도와 호를 진압한다는 구실
로 군대를 파병했다. 그 후 프랑스는 군대를 보내 십송쭈타이의 탱(Theng)
즉 디엔비엔푸를 점령했다. 태국은 오늘날 라오스 동북부 지역에 있는 판
하탕혹(Phan Ha Thang Hok)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한편 프
랑스와 협상을 한 결과 프랑스가 십송쭈타이 지역, 태국은 판하탕혹을 관
할하고 디엔비엔푸는 양국이 공동 관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 프
랑스는 태국 군대를 쫓아내고 디엔비엔푸를 독차지해버렸다. 프랑스는 또
메콩강 서안의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토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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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땅이었으며 지금은 프랑스가 이 나라들을 지배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프랑스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892년
메콩강 서안 지역에서 프랑스 군대와 베트남 군대가 연합하여 태국 군대를
공격했으며 프랑스는 방콕으로 전함을 파송했다. 태국은 결국 프랑스 해군
이 짜오프라야 강의 하구를 봉쇄하고 함포로 방콕의 왕궁을 위협한 1893
년의 ‘빡남(Paknam)’ 사건으로 메콩강 서안의 영토를 모두 프랑스에 할양
했다(Phlapphlueng Khongchana et al. 2000, pp. 100-103).
중등과정 3년 역사교과서도 1893년 태국이 라오스 땅을 프랑스에 할양
한 것의 일차적인 배경으로 중국계 호 폭도들의 라오스에서의 동란 사태를
든다. 이 역사교과서는 그러나 다른 역사교과서들과는 달리 태국이 라오스
를 프랑스에 빼앗긴 것을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호 폭도들이 태국과 프랑스의 병력에 의해 진압된 후 태국은 프랑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군대를 철수했지만 프랑스는 철수하지 않았다. 이에
태국은 영국과 미국과의 외교적인 접촉을 통해 프랑스에 압박을 가하려고
했지만, 영국과 미국이 개입을 원하지 않아 결국 태국이 라오스를 상실했
다는 것이다(Prawattisat matthayom 3, p. 100).
태국이 라오스를 프랑스에 빼앗긴 것에 대해 라오스 측의 역사기술은 그
배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놓는다. 라오스의 문화공보
부(Kasouang Thalengkhao Le Vatthanatham)가 2000년에 출판한 뺷고대 · 현대
라오스의 역사뺸는 프랑스와 태국 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메콩강 양안의 라
오 주민들이 독립을 위해 궐기했으며, 특히 프랑스와 싸우기 위해 동원된
태국 군대 내의 라오 군인들이 태국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려 하지
않아 이로써 태국이 메콩강 좌안의 모든 군사적 거점과 메콩강의 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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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고 결국 라오스를 계속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프랑스에 할양했다고
쓴다(Kasouang Thalengkhao Le Vatthanatham 2000, p. 502).

Ⅳ.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라오스에서 라오 민족주의적인 역사인식과 특히 태국에 대한 주체적 역
사기술은 프랑스 식민주의 시대인 1930년대 전반기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 1934년 식민 당국의 후원하에 라오스 역사를 다루는
두 종류의 교과서가 간행되었다. ‘퐁사와단 라오(Phongsavadan Lao)’, 즉 뺷
라오 역사뺸와 ‘뱁 손안(Bep Son An)’, 즉 뺷라오 독본뺸이 그것으로, 그 집필
진에는 프랑스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퐁사와단 라오’는 라오스를 태국으로
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한 아누웡을 라오스의 역사적 영웅으로 묘사하
고, 역시 아누웡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뱁 손 안’은 심지어 아누웡 시
대 라오스가 태국의 속국이란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라오스와 태국의 관
계에서 태국은 전반적으로 침략자로 그려진다. 1940년대가 되면 태국에 대
한 라오스의 역사적 주체의식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1940년 말 위앙
짠에서 열린 한 군중의 집회장소에 “오늘날 치앙마이, 우본, 코랏은 시암의
지배하에 있다. 이들은 과거에 라오 영토였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전단들
이 나붙었다(Ivarsson 2008, p. 166). 1941년 1월에 창간된 라오스의 최초의
신문 ‘라오 냐이(Lao Nhay)’ 3월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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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인은 시암인들과 다르다. 란상은 시암의 일부분이 된 적이 한 번
도 없다. [란상은] 자체의 개성을 갖고 있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먼 시기
로 돌아가보면, 우리의 옛 국가가 다른 나라의 속국인 적이 한 번도 없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 라오인들은 이
웃들과 완전히 구별된다.

‘위대한 라오’란 뜻을 지닌 이 신문의 집필자들은 여기서 라오스에 태국
의 역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역사적 존
재인 란상과 라오 민족간 시공을 초월한 동질감을 상정한다(Ivarsson 2008,
pp. 112-116, pp. 150-153, pp. 167-168).
1954년 독립 후 라오스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국가적 자의식 내지는 주
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1957년에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해에 라오스 왕실정부는 사이냐 셋타틸랏 왕의 동상을 설립했다. 라오스에
서 역대 국왕의 동상으로는 최초의 것인 이 왕의 동상 건립은 불교 창건
2,500주년의 기념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위앙짠을 수도로
정한 이 왕이 라오스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라오스 역사에
서 ‘위대한’ 국왕에 대한 국가적 존경의 전통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라오스 정부는 같은 해에 수도의 타논 란
상(Lan Xang Avenue Boulevard)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 작은 언덕에 ‘아누
사왈리(Anousavali)’,21) 즉 기념탑을 세우는 사업에 착수했다(Evans 1998, p.
114, p. 119). 이러한 공공기념물의 건축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지적하듯이, 민족(nation) 형성을 위한 전통의 발명과 관련하여 국가가 벌이

21) 아누사왈리는 오늘날 주로 ‘빠뚜사이(Patuxai)’, 즉 ‘승리의 문’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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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사업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공공기념물은 ‘민족’과 주민들 간에
가시적인 연계를 만들어낸다(Hobsbawm 1994, pp. 77-78).
1950년대 왕실정부가 라오스의 ‘위대한 국왕’을 중심으로 라오스 ‘전통
의 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은 독립 후 처음으로 라오인의 손으로 건설해야
하는 라오스 국민국가의 형성에서 왕실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위상을 확고
하게 세우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 당시 라오
스 총리인 수완나 품마(Souvanna Poumma)가 “라오스의 중요한 국왕들”이
란 제목이 붙은 팸플릿을 간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다음의 인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문서를 통해 라
오스 국민에게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라오스 국민에게 라
오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역사적 주체의식을 함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22)
우리의 조국이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 선조
들의 용맹함과 희생의 용기 그리고 란상의 영웅적인 왕들에 대해 기억해
야 합니다. 이 통치자들의 희생적인 용기 덕택에 라오 토양은 오늘날까
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 왕국의 전체 영토를 보호하
고 수호하여 그것이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민족이 민족으로 남고 라오스가 라오스로 존재하려면 오직
모든 라오인들이 [민족적 의무의] 짐을 불굴의 정신으로 나눠 지고 우리
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2) 이 팸플릿의 원래 제목은 “pha mahakasat ong samkhan khong lao”이며, 라오스 왕실정부
의 정보ㆍ홍보ㆍ관광부에서 발행되었다. 그 목적은 당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빠텟라오
(Pathet Lao) 공산주의자 집단과의 전쟁에서 왕실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
한 것이었다(Grabowsky 2011, p. 57, 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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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은 그들의 영예로운 행위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Grabowsky 2011, p. 57 재인용).

라오스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라오 정체성(Lao identity)을 고취
시키려는 라오스 정부의 노력은 1975년 공산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라오
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은 특히 라오 민족의 역
사적 정체성을 태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라오스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까이손 폼위한(Kaysone
Phomvihane)이 1980년에 아누웡 왕의 태국에 대한 저항을 라오스의 국가적
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전통에 자리매김하면서 쓴 다음의 글에서 드러난다.
18세기 이후 우리의 분열된 나라는 봉건적인 시암인들에 의해 침략당
하고 지배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더욱 단결하여 용기를 내어 투쟁
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가장 뛰어난 투쟁은 우리의 민족적 영웅
인 짜오 아누웡의 영도하에 나라 전체가 일으킨 봉기였다. 이 봉기는 비
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우리의 민족 저항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장을
기록했으며, 그 영웅적이고 불요불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인민들 사이
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Mayoury & Pheuiphanh Ngaosyvathn 1989, p. 66
재인용).

라오스 역사의 바로세우기, 특히 태국과의 관계에 대해 라오스 역사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라오스 국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2000년대 들어서서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2000년에 라오스
의 문화공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는 1,310쪽에 달하는 상
기의 뺷고대 · 현대 라오스의 역사뺸를 발간했다. 타이 민족주의적 역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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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베트남의 이념적 영향에 대해 라오스의 자율적 역사기술과 역사해석을
추구하는 이 책은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라오스의 공직사회에서 라오스 역
사의 권위 있는 참고서로 통한다(Vatthana Pholsena 2004, p. 252). 같은 해
에 푸통 생아콤(Phouthong Seng-akhom)이라는 한 역사학자는 뺷라오 민족과
라오인－ 과거와 현재뺸라는 제목의 라오스 역사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라
오스의 역사를 거의 란상 왕국의 “위대한” 왕들의 역사로 채운다. 저자는
“위대한” 왕들 중 특히 파 응움, 사이냐 셋타틸랏, 아누웡의 활동을 비중 있
게 다루어 파 응움은 라오스 최초의 왕국의 창건자로, 사이냐 셋타틸랏과
아누웡은 외세의 침략에 대해 라오스의 민족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
한 영웅으로 묘사한다. 그의 책은 처음 출판된 후 2006년에 개정판이 나왔
다. 비록 부수가 각각 1,000부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의 상대적인 적은 인구
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출판시장과 독서문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책
은 적어도 라오스의 지식인층 사이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리라고 짐작되
며,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이 라오인들 사이에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 특
히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에 라오스 정부는 12명의 라오스 역사적인 영웅을 선정하여 그들
의 기념동상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2명의 영웅에는 3명의 전통왕국 시
대 국왕들과 9명의 공산혁명 지도자들이 포함되었다. 3명의 왕은 파 응움,
수리냐웡사, 아누웡 등이다. 폴커 그라보브스키(Volker Grabowsky)에 의하
면, 공산당 정부가 봉건시대 군주들을 라오스 인민이 존경해야 할 역사적
영웅의 반열에 올린 이유는 그 왕들을 라오스의 독립과 주권의 유지를 위
한 혁명투사로 전환하고 라오스 공산당 지도자들을 그들의 혁명 후계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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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배치시킴으로써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 라오스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의 계승자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Grabowsky 2011, p.
55). 그러나 이 계획은 동시에 라오스 국민에게 라오스 역사에 대한 자부심
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의 일
부분으로 건립된 파 응움의 동상 제막식이 란상 왕국의 건립 650주년 기념
과 맞물려 2003년 1월 5일 수도 위앙짠에서 거행되었을 때, 라오스 국립박
물관 관장인 수넷 포티산(Souneth Phothisane)이 행한 다음의 연설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가 파 응움 동상을 세운 것은 라오인들이 다양한 적들에 대해 보
여 왔던 용기와 애국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평화와 독립, 통일과 번영을 갖다 주는 이 아름다운 나
라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략]. 파 응움 동상의 의미는 왕정(王政)
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 응움 왕이라는 영웅을 기리기 위한 것
입니다. 그는 모든 종족을 포함하는 라오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그
의 모든 에너지와 지성을 바쳤습니다(Vientiane Times, January 14-16,
2003).

영웅적 국왕을 중심으로 한 라오스 역사의 재정립과 라오스 국민의 역사
적 인식 강화를 위한 최근의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0년 위앙짠의
메콩강 강변에 아누웡의 동상을 건립한 것이 아닌가 싶다. 11월 7일 동상의
제막식에는 라오스 대통령 춤말리 사냐손(Choummaly Sayasone)을 위시한
정부의 고위관료들과 공산당 핵심간부들 그리고 승려들과 숱한 시민이 참
가했다. 동상제작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부총리인 솜사왓 렝사왓(Soms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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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savad)은 연설에서 아누웡 왕의 라오스에 대한 애국심과 독립을 위한
헌신을 칭송하면서 라오스 국민이 아누웡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행사를 보도한 라오스의 대표적인 영자신문 Vientiane Times는 “[아누웡이]
1826-1828년 시암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여 투쟁했다. 비록 짜오
아누웡이 2년 간 이끈 전국적인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그 운동은 민족의 수
호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국면을 보여주었다”라고 쓴다
(Vientiane Times, November 9, 2003).

Ⅴ. 결론
라오스와 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두 나라의 인식 비교에서 다음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이 태국의 이웃
국가들과의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나라는 미얀마이다. 그것
은 태국이 자국을 두 번이나 침공하여 굴복시키고 심지어 한 왕조를 멸망
시킨 미얀마에 대해서는 일종의 피해자로서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태국이 침략하여 점령했으며 100년 이상 속국
으로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그 수도를 파괴하고 저항을 잔인하게 진압한
라오스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해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은 태국의 역사교과서들에서 미얀마와의 관계, 특히 미얀마의
위협과 침공 그리고 그에 대한 태국의 군사적 저항과 승리에 대해서는 많
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 데 비해, 라오스와의 관계는 그다지 길지 않게,
때로는 간략히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태국의 역사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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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은 라오스에 대한 서술에서 비록 한편으로는 라오스에 대한 태국의 지
배적인 위상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 특히
라오스가 태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언급을 회피하거
나 그에 대한 설명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부각시
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1997년 라오스의
ASEAN 가입 이후 ASEAN 회원국들로서의 양국간 우호적 관계를 더욱 지
향해야 하는 태국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집필되는 역사교과서의 성격에 기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오스의 역사교과서들과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라오스 역사책들은 태국
의 역사교과서와는 달리 태국과의 관계사를 매우 중시한다. 그것은 한편으
로는 태국이 라오스와 민족과 언어의 측면에서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으며
불교가 두 나라에서 모두 가장 보편적인 전통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이 라오스의 이웃국가들 중 라오스에 가장 많은 피해
를 준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라오스의 공적인 역사기술은 라오
스와 태국의 역사적 및 문화적 관계에서 두 나라간 민족과 문화의 차이와
경계를 중시하면서 이와 더불어 태국이 라오스에 행한 압박과 침략을 강조
하고 라오인이 입은 고통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서술에서 태국에 대한 라오스의 주체의식 및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
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라오스와 태국 관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양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기술에
서는 양국의 공적인 차원의 역사기술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관찰된다.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간에는 양국의 역사적 관계, 특히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태국의 라오스 점령과 지배 그리고 1820년대 라마3세의 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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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아누웡의 란상 왕국 간 무력충돌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확산되고
과열된 레토릭 싸움은 아직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주제를 다
루는 글들이 산발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나오고 있다. 역사논쟁에서, 적어도
최근의 상황만 고려할 때, 라오스 측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유
리와 퍼이판, 푸통 같은 라오스의 역사학자들은 라오스 · 태국 관계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역사해석을 하고 있으며, 와타나 폰세나가 지적하듯이 라오
스 역사학자들의 역사논쟁은 최근 선사시대 및 고대에까지 미치고 있다
(Vatthana Pholsena 2004, pp. 252-258). 태국 측의 경우 양국간 공식적인 역
사적 관계의 담론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태국의 역사학자들 중 람쭌 후압
짜런처럼 라오스에 대한 태국의 팽창과 지배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라오스의 저항을 진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 하지
만 라오스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태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라오스의 역
사를 중시하고 양국간 관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비해 태국 역
사학자들은 대부분 태국과 라오스 간 파국적, 비극적 역사적 관계에 대해
주목하지 않거나 그것을 다루더라도 피상적인 관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라오스에서 행해지는 라오스 역사 바로세우기는 공산당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어온 국민국가의 형성과 수호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75년 이후 라오스 공산주의자 지도자들은 라오인
민민주공화국이 “자랑스러운” 그리고 “영웅적인” 옛 란상 왕국의 정통적
계승자란 것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라오스 국민의 통합과 나아가서는 통
합된 라오스 사회에서 공산당 정부의 지도적 역할의 지속성을 정당화하려
고 했다. 위에서 분석된 최근까지의 라오스 공산당 정부에 의한 라오스 역
사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보이케 레바인(Boike Rehbein)이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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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 파악될 수 있다(Rehbein 2007, p. 74). 라오
스 공산당 지도자들은 세계화로 인한 변화의 위기에 직면한 라오스 국민국
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라오스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을 벌여 왔으며, 이
를 통해 라오스 역사에 대한 애국적 인식에 바탕을 둔 라오스 국민의 정체
성 강화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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