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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남미, 인도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주요 교역
시장일 뿐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으나, 발전 방법과 방향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
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기업의 신흥지역 진출이 확대·강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수
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도 지역 및 국가 정보, 세부산업 및
시장동향, 투자진출 환경, 프로젝트 발주 등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부터 현지
정치 및 사회제도, 문화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신흥지역
은 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증하는 다양한 연구 수요
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큰 신흥지역
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아시
아를 대상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인도,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요 신흥지역을 총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흥경제
국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신흥지역 관련 심층 연구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전문가 초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발간은 국내 신흥지역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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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
업의 일환으로 매년 국내외 신흥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약 40
편의 논문을 엄선해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 세계 신흥지역을 대
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습
니다.
공모된 논문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과정에서 좋은 논평을 통해 질
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원내외 심사위원님들과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
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
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
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논문집 발간이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논문집이 학계,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신흥지역에 관
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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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

네팔 귀환 이주자들의 이주경험과 귀환
이후 적응과정: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를
중심으로*
1)박 정 석 (목포대학교 교수)

차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Ⅲ. 이주과정 및 이주경험
Ⅳ. 귀환 이후 적응과정
Ⅴ.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1)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사회학, 인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
습니다.
1) 한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취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고수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
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한동우 200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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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 법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2) 각종 사회단체와 NGO 등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노동이주의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
문화 속에서 이방인인 ‘그들’이 주류인 ‘우리’들의 사회와 문화에 어떻게 적
응 혹은 갈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겉으
로는 ‘다문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통합을 강요하고 있으며(이광수
2012, p. 233), 문화 접변과 충돌의 한 축인 이주자 본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려면 유입국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인 송출국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한국에서의 적응 혹은 부적응뿐만 아니라 귀환 이후 본국에서의 적응 양
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
본 연구는 한국 노동이주 경험이 있는 네팔의 귀환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에서의 이주경험과 귀환 이후 본국에서의 적응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4)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연계되어 있는 연구물은 학위
논문 446건, 학술지논문 329건, 단행본 262건, 연구보고서 47건 등, 총 1,084건이었다(검색일:
2015. 7. 16).
3) 국제이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는 이주의
결정요인, 이주과정 및 이주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송출국의 입장에서 국제이주를 바라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주자의 적응 혹은 부적응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유입국의
입장에서 국제이주를 분석하는 것이다(최영진 2010, p. 192). 이런 입장은 국제이주가 일회적
이며, 유입국에서 성공적인 정착 혹은 실패로 이주과정이 종결된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 하
지만 많은 경우 국제이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거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연쇄적인
이주가 발생하기도 하며, 본국과 이주국을 왕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Gmelch 1980;
King 2000).
4) 한국(인)의 입장에서 국내의 네팔 이주노동자를 연구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김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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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여러 방면에서 늘어나고 있
지만,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들의 본국/고향으로의 귀환이주에 대해서는 여
전히 관심이 미미한 실정이다.5)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귀환 이후 본국에서
의 사회문화적 재적응6)은 이주자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은 물
론 이주기간과 거주국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비교적 단기/비숙련 노동자로 일했던 네팔의
귀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단계, 이주기간, 송금방식 등을 파악하고,
귀환 이후 한국 노동이주 경험이 직업선택 및 현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이주경험이 귀환이주자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7)
2014; 김현미 2014 등). 네팔(인)의 입장에서 국내의 네팔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며 주로 학위논문이다(Bhattarai 2005; Sunita 2009; Marahatta 2012 etc.). 한국에서
노동이주를 경험한 다음 네팔 본국으로 귀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
이다(양혜우 2011).
5) 귀환이주에 대한 국내의 기존연구는 주로 해외 한인들의 한국 귀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들 연구는 크게 해방 이후 재외동포의 정치적 귀환문제(황선익 2013; 한혜인 2011; 배수한
2010; 박종기 2004; 장석흥 2003 등)와 최근 해외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이주(서정경 2014; 박
민철 2014; 김경학 2013; 김영술, 홍인화 2013 등)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한국에 노동이주를
했던 외국인들의 본국 귀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김나경 2015; 양혜우 2011; 한건수
2008; 채수홍 2007; 박경태 2001 등).
6) ‘재적응’이라는 개념은 귀환 이후 재정착, 재조정 혹은 재통합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
용되고 있으며 이들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김나경 2015, pp. 17~18). 네팔의 경우 이주노동자
들은 이주기간 동안 본국의 가족들과 비록 공간적으로는 격리되어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주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친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대를 맺
고 있다(김경학 2014, pp. 43~44). 따라서 ‘이질적이라고 간주된 요소들이 다시 일치되는 것’
을 의미하는 재통합보다는 귀환 이후 새로운 생활환경에 맞추어 응한다는 의미에서 ‘적응’
혹은 ‘재적응’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7) 한국에 널리 알려진 네팔인 이주노동자는 행려병자로 취급되어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가 2000년 3월 출국했던 ‘찬드라’(이란주 2003)와 한국에서 18년 동안 거주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2009년 10월 강제 추방당한 ‘미누’가 있다(프레시안 2009. 10. 26).
두 사람 모두 1992년에 입국했던 이주노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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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는 네팔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카트만두에 거주하
고 있는 귀환이주자들이다. 네팔은 지리적 여건상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연
구대상자를 섭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귀환이주자들 대부분은 상
대적으로 직업의 기회가 많은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카트만두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국인 게스트 하우스 사장 및 그곳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네팔인 트레킹
가이드를 중심으로 정보제공자를 탐색했다. 조사는 먼저 중요 정보제공자를
인터뷰한 뒤, 그들에게서 다른 정보제공자를 소개받아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중에 연망이 끊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한국인 사장과
팀장으로부터 다른 정보제공자를 소개받아 새로운 연망을 찾아가는 방식을
반복했다. 이런 식으로 소개받은 대상자에게 먼저 전화로 조사 내용과 목적
을 설명한 다음 면담 장소와 시간을 결정했다. 카트만두는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한 곳에서 시간차를 두고 2~3명을 차례로 면담했다. 면담은 한
국어를 매개어로 사용했으며, 의사소통이 미진한 경우에는 한국어가 능숙한
중요 정보제공자 및 게스트 하우스 팀장의 도움을 받았다. 인터뷰 장소는 대
부분 정보제공자가 결정했으며, 그들의 직장, 가정, 음식점 및 별도의 약속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먼저 반구조화된 간단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과 응답 방
식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네팔에서의 현지조사 기간은 213년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다. 면담조사는 정보제공자가 섭외될 때마다 간헐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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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총 22명이며, 대부분 남성(남, 21명/여, 1명)이다. 여성 응답
자가 한 명뿐인 것은 조사과정에서 한국 노동이주 경험이 있는 여성을 접촉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 첫
째는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한 여성들이 많지 않다(Sunita 2009, p. 25)는 점
이고,8) 둘째는 한국에서 노동이주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도 귀국 후 대개 가
정주부로 일하고 있어 소재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부활동이
많은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소재 파악이 어려웠으며, 일부 파악된 사람들
조차 외부인의 접근을 꺼려했다. 또한 같은 이주 경험자라도 남성들은 대개
한국어가 유창한 반면 여성은 아주 간단한 한국말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
했다. 왜냐하면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제한된 공간에서 동료와 가
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노동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출신 종족 혹은 카스트를 살펴보면 세르파(13명), 구룽(3명),
타파(1명), 그리고 브라만(4명)과 체트리(1명) 등이었다. 네팔에서 전자는 종
족집단으로, 후자는 카스트 힌두로 분류되는 집단들이다. 브라만과 체트리
는 상층 카스트 힌두 범주에 속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20대가 6명, 30대 6명, 40대 9명, 50대 1명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16명, 힌두
교가 5명이었다. 한 명은 힌두교와 불교를 같이 따른다고 했다. 종교가 불교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종족구성원이었으며, 힌두교라고 응답한 사람은

8) 네팔 여성들의 주요 이주국은 중동지역 국가들이다. 여성이주자 대부분은 가사노동자로 고
용된다. 네팔 국내에서 아직까지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네팔에는
중동지역 이주경험자들을 중심으로 귀환여성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결성되어 이주여성을 보
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김정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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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 카스트 힌두였다. 힌두교와 불교를 모두 따른다고 응답한 유일한 사람
은 브라만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구성은 부부 및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대
부분이지만,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개 결합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의
가족구성원 중에는 인도를 비롯한 외국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귀환이주자들의 가족구성은 고향
에 가족구성원 중 일부(주로 부모 세대)가 전통적인 생업(주로 농업)에 종사
하고 일부(주로 이주경험자)는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이중적인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기 전의 직업은 학
생, 단순 노동자, 농업 종사자 혹은 무직으로 수입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열
악한 상태인 부류도 있었지만, 경찰, 교사, 여행사 매니저, 트레킹 가이드, 식
당운영, 카펫 기술자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
도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학력은 무학(4), 초등(4), 고졸(10), 대졸(4)까지 다양하
다.9) 브라만을 포함한 상층 카스트 힌두는 모두 고학력자이다. 무학 혹은 초
등학력자는 대개 나이가 많은 사람이며, 여성 1명은 무학이었다. 대졸자 4명
중 3명은 브라만이며 나머지 1명은 세르파였다. 브라만 대졸자 중 1명은 아
버지가 고르카 용병으로 근무한 뒤 은퇴한 상태였다. 나머지 브라만 대졸자
1명은 한국으로 노동 이주 당시 중학교 교사였으며, 다른 브라만 대졸자는

9) 네팔의 공식적인 교육체계는 10년제이다. 여기에서는 10학년을 마친 사람을 ‘고졸’로 분류했
으며, 입학은 했으나 중도에 그친 사람은 ‘초등’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수학했던 경
력이 있거나 졸업자는 모두 ‘대졸’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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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매니저로 일했었다. 세르파 출신 대졸자는 학
생이었다. 고졸자들을 출신 집단별로 살펴보면 브라만(1), 체트리(1), 타파
(1), 세르파(7) 등이다.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기 전 이들의 직업을 살펴
보면, 학생(2), 스님(2), 경찰(1), 교사(1), 포터(1), 식당보조(1), 농업(1), 카펫
공장 기술자(1) 등이었다. 브라만과 체트리와 같은 상층 카스트 출신들은 한
국으로 이주하기 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
도 보장된 교사(브라만)와 경찰(체트리)이었던 반면, 소수종족 출신자들의
직업은 단순 농업(타파), 식당보조, 포터, 카펫 공장 기술자로 일했거나 스님
(이상 세르파)이었다. 초등학교를 다녔거나 졸업한 사람들은 구룽(2)과 세르
파(2) 출신이다. 한국 이주 전 이들의 직업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거나(1)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일을 했다(1). 나머지
2명은 중국과 가까운 무스탕 출신(구룽)이며, 이들은 카트만두와 티베트를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했었다. 농부였던 이주자(세르파) 역시 무스탕 출신
이다. 무학자는 모두 4명으로 구룽(1)과 세르파(3)이다. 이들 중 1명은 여성
(세르파)이다. 가정주부였던 여성은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가기 전까지 남편
이 트레킹 가이드 일을 했었다. 구룽은 무스탕 출신으로 티베트를 오가며 양
과 염소를 사고파는 중개업을 했다. 나머지 2명(세르파)은 식당운영 겸 가이
드(1), 카펫 공장을 경영(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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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주과정 및 이주경험
네팔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거친다. 하나는 공
식적인 경로, 즉 산업연수생제도 또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이하 EPS)로 노동이주를 한다. 다른 하나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형태이다.10) 공식적 경로를 통해 입국했더
라도 임의로 작업장을 옮기거나 비자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관광비자
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불법’노동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체류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1.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노동이주
1993년에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와 2004년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
는 세부적으로 관리주체, 연수생 선정, 노동권보장, 체류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채수홍 2007, pp, 11~12). 하지만 일정한 구비조건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한국어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고용허가
제가 일부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저학력자 및 저소득층에게
한국어 자격시험은 일종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11) 노동이주의 공식적 통

10)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네팔인은 19,189명이며, 이들 중
합법체류자는 17,225명이고 불법체류자는 1,904명이다.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구분에서
네팔인 총 체류자는 15,932명이며, 합법체류자가 14,981명이고 불법체류자는 951명이다(법
무부 2013). 즉, 네팔인 총 취업자의 94%가 합법체류자이며 단지 6%만이 불법체류자 신분
이다.
11) 2015년의 경우, EPS로 입국하면 총 10만 루피(약 100만 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지만,
한국에서 첫 월급으로 대략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는다. 이주노동자들은 EPS 자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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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된 것은 유입국인 한국의 입장
에서는 제도상의 차이에 그치고 있지만, 송출국인 네팔의 입장에서는 노동
이주마저도 계층과 학력에 따라 차별화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다음에
서는 산업연수생 혹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이주경로 및
이주과정을 사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산업연수생 혹은 EPS로 한국에 입국했던 사람들(이하 번호는 인터뷰했던 순번임)

번호

나이

학력

출신

한국 입국

네팔 귀국

③

44

대졸

브라만

1998

2001

④

35

대졸

브라만

1999/2009

2001/2010

⑧

46

고졸

브라만

1992
1996/2002

1992
1999/2005

⑨

37

대졸

브라만

1999

2002

⑬

25

대졸

세르파

2008

2013

㉒

41

초등

세르파

1999/2011

2008/2013

연구대상자 22명 중 EPS(산업연수생 포함)로 입국한 사람은 6명(27%)이
다. 이들 중 4명은 브라만이며, 두 명은 세르파이다. EPS 비자를 받았던 6명
중 4명이 대졸이다.12) 한국으로 노동이주 직전 이들의 직업은 교사(2명), 학
생(2명), 비즈니스(2명) 등이었다. 즉, EPS 비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노동이주

험 통과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3년 정도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한다. EPS가 아닌 다른 방
식(관광비자)으로 입국할 경우, 브로커에게 대략 100만 루피에서 140만 루피를 지불한다고
한다. 하지만 EPS 제도 실시 이후 한국정부의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격시험에 통과하
지 못한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말레이시아 등지로 노동이주를 떠나고 있다.
12) EPS로 국내에 들어온 네팔인 노동자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에서 대학중
퇴자를 포함한 대학교육 경험자는 65%에 달한다고 한다(김경학 2014,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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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사회적으로도 우월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
적인 상태였다. ④의 경우는 누나가 여행사를 운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
유한 집안이었다. 그는 한국에 가기 전 누나의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경
험이 있으며 현재는 자신 소유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③과 ⑧은 교사였
다. ⑨는 ⑧의 조카이며, 아버지가 구르카 용병으로 근무했다. 학생 신분에
서 EPS 자격을 취득했던 ⑬은 현재 미혼이며 한국 혹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
려고 어학공부를 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EPS 자격을 취득했던 6명 중 3명(④, ⑧, ㉒)은 두 차례나 EPS 자격을 취
득하여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③과 ⑨는 ⑧을 통해 연쇄이주를 한 경
우이다. ㉒ 역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누나의 영향으로 노동이주를 결심하
게 되었다고 한다. EPS 자격으로 입국한 뒤 한 직장에서 비자 만료기간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있다. 허가 없이 직장
을 옮길 경우 ‘불법’노동자 신분이 된다. ⑧, ⑬, ㉒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중 ⑧과 ㉒는 두 번째로 입국했을 때 직장을 옮겼지만, ⑬은 입국 이후 곧바
로 지정된 직장을 떠났다. 귀국형태는 대개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자진 출국
하지만(③, ④, ⑨) 지정된 작업장을 떠나 ‘불법’노동자가 된 경우에는 단속
을 비해 비자발적으로 출국하거나(⑧, ⑬), 강제로 출국 당했다(㉒). 두 차례
이상 노동이주를 했던 사람들(④, ⑧, ㉒) 중에서 ④는 두 번 모두 기간만료
이후 ‘합법’ 출국을 했다. EPS 이주노동자들의 이주경로 및 이주과정을 중심
으로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반복이주를 한 경우이다. ⑧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⑧은 1992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을 연장해 총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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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당시 관광비자는 카트만두의 브로
커에게 55,000루피를 지불하고 구입했다. 임금은 월 250달러 정도였다. 한국
에서의 일은 고달팠지만 목돈을 벌 수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노동이주는
1996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이루어졌다. 김포에 있는 모항공회사의 세탁물
을 관리하던 업체였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일했다. 임금은 월 60만 원이었다.
3년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일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1999년 귀국했다. 그
는 2002년 산업연수생 자격을 재취득하여 세 번째 노동이주를 했다. 먼저 일
했던 회사 사장이 산업연수생으로 추천하면서 다시 취업되었다. 하지만 그
는 회사를 떠나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겼다. 평택에 있는
사출 공장에서 주야간 2교대로 일을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매월 150만~180
만 원 임금을 받았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당시에는 브로커를 통해 송금했
으며, 산업연수생 신분이었을 때는 회사에서 네팔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
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지만 직장을 옮겨, ‘불법’노동자가 된 세 번째
시기에는 비공식적인 송금방식 즉, 훈디를 이용하여 송금했다.13) 이렇게 번
돈의 일부는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토지를 구매했으며 친척에게도
빌려주었다. 돈을 대부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외
국에 노동자로 나가려는 경우였다. 그는 한국에서 송금한 돈의 상당액은 여

13) 훈디(Hundi)로 불리는 비공식적 송금체계는 ‘하왈라’(Hwaala)로 널리 알려져 있다(Jost &
Sandhu 2005). 일반적으로 송금자가 거주국의 훈디 취급자(훈디왈라)에게 현지 화폐로 송
금액을 지불하면, 본국/타국에 있는 훈디 취급자가 송금자의 대리인에게 자국 화폐로 지불
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보다 수수료가 싸면서도 송금기간이 짧고, 무엇보다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El-Qorchi 2002). 네팔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인 훈디 이외에도 ‘Western
Union’, ‘International Money Express’와 같은 대행사가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되면서
비공식적 송금체계(Informal Money Transfer Systems)가 해외송금의 주요 통로로 작동되고
있다(Pokharel et al. 2012,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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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했다고 한다. 건물임대료와 기기구입비 등과 같은
초기비용에 목돈이 들었다.
두 번째는 가족구성원을 통해 연쇄이주를 하는 경우이다. ③과 ⑨는 ⑧을
따라 한국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노동이주를 했다. ③은 한국에 먼저 이
주했던 형(⑧)을 통해 노동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EPS로 3년
간 일하고 귀국했다. 형이 일하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
문에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기본급 36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임금이 상승되어 끝날 무렵에는 170만 원 정도 수령했다. 그는 1년
에 363일을 근무했다고 한다. 휴일 근무수당은 평소의 1.5배였다. 하루에 12
시간씩 일했다. 숙식은 회사에서 제공해주었다. 전화비와 개인 용돈으로 10
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송금했다. 송금은 은행, 친구, 훈디 등을 이
용했다. 송금액의 대부분은 훈디를 이용한 방식으로 보냈다. 임금과 보너스
는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들어왔다. 귀국한 이후 한국에서 일했던 회사 사
장과 자주 통화하고 있으며, 사장이 네팔에 여행을 오면 만난다. 그는 형(⑧)
과 같이 일해서인지 욕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⑨의 경우 역시 삼촌(⑧)의 권유로 한국에 들어왔다. 삼촌들과 같이 살면서
돈 관리는 삼촌(⑧)이 도맡아 했다.
세 번째는 EPS 신분으로 노동이주를 했지만 지정된 직장을 떠나면서 사
실상 ‘불법’노동자가 된 경우이다. ㉒는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한 누나(⑳의
아내)의 영향을 받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 1999년 입국하여 일을 하다
가 회사의 동의 없이 동일 직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장으로 떠돌다가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되돌
아가서 일을 했다. 그는 2008년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귀국했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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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비자로 재입국했지만 직장을 옮기면서 ‘불법’노동자가 되었으며 결국
2013년 강제추방 당했다. 그가 1999년 한국에 도착하여 처음 일했던 곳은
의정부에 있는 원단공장이었다. 월급은 50만 원부터 시작하여 곧 55만 원으
로 올랐다. 이후 60만 원, 65만 원, 7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일했으나 월급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의정부에 있는 다른 원단공장으
로 옮겼다. 그런데 그는 직장을 옮기면서 여권을 찾아오지 못했다. 당시 여
권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불법’노동자 신분으로 이곳에서 3년 동
안 일했다. 월급은 100만 원을 받다가 이후 110만 원으로 올랐다. 원단공장
에서 일하다가 다시 월급을 더 많이 준다는 포천 소재의 석재공장으로 옮겼
다. 이곳에서 130만 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일이 힘들어 두 달 만에 그만두었
다. ㉒는 석재공장을 그만두고 처음 일했던 의정부의 원단공장으로 찾아갔
다. 사장이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공장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월급 120만 원
으로 그곳에서 2년가량 일했으나 2008년 건강에 이상이 생겨 귀국했다. ㉒
는 2011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다. 김포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계약서를 작
성하고 1년 간 일했다. 기본금 90만 원에 야근을 하면 한 달 수입이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였다.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일거리가 떨어져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는 안산에 있는 염색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6개월간 일했다.
월급은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였다. 비자 만료일이 2014년까지이며 연
장도 가능한 상태였으나 단속반에 걸리면서 2013년 1월 23일 싱가포르 항공
편으로 강제귀국 당했다.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었다. ㉒는 월급을 EPS 시절
에는 은행을 통해 송금했지만, 불법노동자 신분이었을 때는 훈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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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비자 노동이주
전체 연구대상자 가운데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노동이주를 한 경우보다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다음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 22명 중 16명(73%)은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
온 다음 ‘불법’노동자 신분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정부의 통계와 달리 연
구대상자의 70% 이상이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불법’체류자였다. 이런 현상
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법무부의 통계가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탓에 비공식적 영역을 간과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왜곡 가능성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두 가
지 방향에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 EPS 이주노동자가 실제보다 적게
섭외되었을 개연성이다. EPS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던 이주자 대부분이 2013
년 현재까지 비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귀국하지 않았거나 한국에서의 노동
이주 경력과 습득기술로 다른 국가로 재이주했을 수 있다. 둘째, 관광비자
이주자들의 수치가 실제보다 과대 노출되었을 개연성이다. 즉, 개인적 연망
을 따라 연구대상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의 표집
이 지나치게 커졌을 수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강제추방에 내
몰린 관광비자 입국자들이 2000년대 말부터 대거 귀환했을 수도 있다.14) 또
다른 개연성은 합법체류자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고향에 재정착
했지만, ‘불법’체류자였던 이주자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혹은 재이주를 꿈

14) 마석공단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례연구에서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적었던 이유를 한
국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네팔 노동자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다(임선
일 2010, pp. 3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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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면서 카트만두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한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4년까지이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사람들의 1회 평균 체류기
간은 1차 입국을 기준으로 6년이 넘는다. 10년 이상 장기체류했던 사람이
3명이다. 대부분은 3년에서 6년 정도 체류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한
국으로의 입국 시기와 출국 시기는 네팔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응답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응답자 16명 중 1992년도에 입국한 사람이 4명이었
다. 이후 한국의 경제가 외환위기에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다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가 활발해졌다. 2000~03년 사이에는 5명, 2005~07년
무렵에는 6명이 입국했다.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노동이주를 하게 된 배경을 추적해보면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한국인의 권유 및 도움으로 노동이주를 결심하게
된 사람들이다. 16명 중 6명(37.5%)이 이런 방식으로 입국했다. 둘째는 네팔
인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노동이주를 한 경우이다. 16명 중 10
명(62.5%)은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받았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대부분은 의정부의 청바지 공장을 일차 기착지로 삼았다. 그러다가 어느 정
도 익숙해지면 이들은 동종의 다른 직장 혹은 아예 직종이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는 형태를 반복했다.15)

15) 이주노동자들의 잦은 직장이동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자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피력한다.
한국인 고용주들은 잦은 직장이동이 이주노동자들의 자질과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폄하
하는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비인간적 처사 및 임금체불이 주요 배경이라고 강조
한다(함한희 1995, pp.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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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인의 도움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관광비자 발급에 도움을 준 한국인으로는 스님과 일
반인이 있다. 성지순례 혹은 히말라야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에 들어온 한국
스님이나 일반인의 주선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노동이주를 단행했다. 스
님을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노동이주 이전에는
네팔에서 스님이었거나 트레킹 가이드 및 포터로 일했다. ①, ⑩, ⑮, ⑯은
한국 스님이 관광비자를 주선해 주었다. ①은 트레킹 포터로 일하다가 만난
한국 스님이 관광비자를 알선해주었다. ⑩은 남편이 트레킹 포터로 일하다
가 만난 스님의 주선으로 먼저 한국으로 들어갔으며, 자신도 같은 스님의 도
움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노동이주를 했다. ⑤는 트레킹 가이드를 하다
가 만난 한국인의 도움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았으며, ②는 자신의 친구와
친분이 있던 한국인 사업가를 통해 관광비자를 취득했다.

표 2. 한국인의 도움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번호

나이

학력

출신

한국 입국

네팔 귀국

①

31

고졸

세르파

2007

2010

②

34

고졸

세르파

2007

2012

⑤

43

무학

세르파

2005

2012

⑩

40

무학

세르파

2002

2006

⑮

29

고졸

세르파

2000

2004

⑯

29

고졸

세르파

2007

2011

한국인의 도움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모두 세르파이며, 불교도라
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자진 귀국했으며, 재이주가 없었다. 비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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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과정에서 한국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 입국 이후에
는 그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관광비자를 발급받
은 사람들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스님이라는 종교적 친연성이 개입된 경우이다. ⑮와 ⑯은 노동
이주 이전에 네팔에서 같은 사원의 스님으로 있었다. 둘 다 한국으로 노동이
주를 하면서 스님 생활을 청산했다. ⑮가 먼저 한국인 스님의 도움으로 2000
년에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의정부에 있는 청바지 공장에
서 2004년 출국할 때까지 일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월급이 80만 원이었으
나 2년차에는 130만 원, 3년차부터는 150만 원을 받았다. 용돈 20만 원을 제
외하고 나머지 모두 훈디를 통해 카트만두에 있는 동생 앞으로 송금했다. 용
돈은 옷을 사고,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가는 데 사용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3~14시간 일할 때도 있었다. 사장이
좋아 오래 근무했으며 송금한 돈으로는 카트만두에 2층 집을 구입했다. ⑮
는 2004년 자진 귀국했다. 현재 그는 ⑯과 함께 네팔과 중국을 오가며 옷이
나 신발 같은 잡화를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트레킹 포터 혹은 가이드를 하다가 만난 한국인 스님이나 일반
인을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던 경우이다. ①은 트레킹 포터로 일하다가
만난 한국 스님의 도움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처음
에는 의정부의 청바지 공장에서 2년간 일했다. 청바지공장에서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야간근무가 많아 직장을
옮겼다. 두 번째는 동두천에 있는 닭 가공공장에서 1년 반 정도 일했다. 월급
은 200만 원이었다. 청바지 공장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 동
안 일했다. 닭 가공공장에서는 오후 7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야간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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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공장에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항의를 했더니 사장이 임금지불을
거부했다. 그는 월급날 도망치듯이 공장을 빠져나왔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체불 임금 중 50%만 받았다. ①은 2010년에 자진 귀국했다. 용돈 30만
원을 제외한 월급 전액을 훈디를 통해 송금했다. 송금한 돈으로 땅을 샀으
며,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을 투자했다. ①은 현재는 트레킹 가이드를 하고
있다. 그의 누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여동생은 인도에 거주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인 사업가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경우이다. ②는 네팔 친구
를 통해 만난 한국인이 관광비자를 알선해주어 2007년 한국에 들어왔다. 처
음에는 의정부에 있는 청바지 공장에서 일했다. 이곳에서 2년간 근무했다.
월급은 100만 원이었다. 그는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자 같이 근무하던 친구
와 함께 도망쳤다. 충남 당진과 합덕 부근에서 2년 반 정도 날품발이 노동일
을 했다. 감자, 무, 수박 등 농작물 수확기에 일당을 받고 일했다. 일당 8만
원 중에 소개비가 만 원이었다. 한 달에 25일에서 30일 정도 일했다. 8시간
을 경과하면 시간당 만 원이 추가되었다. 하루 12만 원까지 벌었던 적도 있
다. 일당 노동자로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었다. 용돈 3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훈디 방식으로 송금했다. 송금은 동대문에 있는 훈디 거래처
를 이용했다. 훈디 거래자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네팔에서 루
피로 찾을 수 있다. 한국에 번 돈은 사업자금으로 쓸 요량으로 은행에 적금
해 두었다. ②는 2012년 2월에 자진 귀국했다. 가족 중 누나가 미국에 거주
하고 있으며 남동생은 스님이다. 여동생 3명 중 2명은 인도에서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다. 본인은 올해 결혼 예정이며, 현재는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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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팔인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
이주노동자들은 친구를 통해 혹은 직접 브로커와 접촉하여 목돈을 주고
관광비자를 받았다. 브로커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이주시기에 따라 다르다.
1992년의 경우 6만~7만 루피를 지불했으나, 2000년 이후 50만 루피로 상승
했다. 최근에는 90만 루피에 이른다고 한다. 브로커의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네팔 루피화의 평가절하 및 한국 노동이주의 기대상승 등
이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으로의 노동이주가 엄격해지면서 나타난 현상
으로 판단된다. 항공료와 소개료 등을 합하면 한국에서 최소 2~3개월분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수료로 지급된다.16)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한국에
도착한 다음 소개받은 직장으로 곧바로 이동하여 업무에 투입된다. 관광비
자로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단순 노동이다.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했던 사람들 역시 세부적으로 입국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다. 대략은 1992년에 입국했던 사람들과 2000년 이후 입국했던 사람들로 대
별된다.

1) 1992년 한국입국자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한국 입국이 가장 빠른 시기는 1992년이다. 1992년
부터 한국으로의 노동이주가 시작된 것은 네팔의 국내사정과 관련이 있다.
판차야트 체제로 일컬어지는 전제왕정 국가를 표방했던 네팔은 외국인들의
국내이주는 물론 자국민들의 해외이주를 철저하게 통제했다. 전제왕정 시절

16) EPS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사설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 건강검진료, 여권 및 비자
발급비용, 항공료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이 1,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김경학 2014,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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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비자 및 여권 발급이 철저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해외로의 노동이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부터 네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여권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해외이주가 급증했던 것이다(김정선 2013, p.
200). 해외이주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마
오이스트 봉기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이 자리하고 있다.17)

표 3. 1992년 한국 입국자

번호

나이

학력

출신

한국 입국

네팔 귀국

비고

⑥

40

고졸

타파

1992/2009

2006/2011

2회 입국

⑦

44

고졸

체트리

1992/2001

1998/2005

2회 입국

⑰

47

무학

구룽

1992

1998

⑱

46

초등

구룽

1992/(2007)

2002/(2011)

(일본이주)

1992년에 입국했던 4명 중 3명은 재이주를 했다. 그 3명 중 1명은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재이주를 했다. 이들의 1차 출국 시기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명) 및 월드컵 개최연도인 2002년(1명)이다. 2006년에 출국했던 ⑥
의 경우는 외환위기와 월드컵 열풍에서 비교적 안전지대였던 낚시터에서 근
무했다. 1992년 이주자들은 월드컵 직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강제출국 당한
⑱을 제외하고 모두 자진 귀국했다.
1992년 입국자들은 대개 개인적인 판단과 연망을 통해 입국했다. 사례 ⑦
의 경우, 당시 네팔대사관이 없어 공항에서 15일짜리 비자를 받고 입국했
다.18) 그는 88올림픽 무렵 신문과 TV를 통해 서울의 모습을 보고는 노동이
17) 마오이스트 반군과 정부군과의 내전은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환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기도 했다(김현미 2014,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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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결심했다고 한다. 1992년 3월 14일 한국에 들어와 의정부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약 3년 정도 일했다. 당시 월급은 숙식 제공에 32만 원이었다. 하
지만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원 화성에 있는 주사기 포장
공장으로 옮겼다. 이곳의 월급은 숙식제공에 42만 원이었다. 여기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1998년 서울 마장동의 주물 공장으로 옮겼다. 주물 공장에서
는 주야간 교대로 작업했다. 잔업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58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였다. 그러나 IMF의 여파로 일거리가 떨어지고 달러 값이 폭등하면
서 공장이 문을 닫았다. 성남에 있는 셔터 공장으로 옮겨 일을 하다가 회사
가 부도로 망하면서 2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는 불법체류자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1998년에 자진 귀국했으며, 그 후 한 달 만에 결혼했다. 한국에
서 번 돈은 훈디를 통해 송금하거나 네팔로 들어가는 친구 편으로 보냈다.
송금한 돈으로 카트만두에 땅을 샀다. 1998년 귀국 후 짓기 시작한 건물은
2004년에 완공되었다. ⑦은 2000년에 다시 한국에 갔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
장에서 하역작업을 했다. 새벽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배추, 수박, 양파 등을
하역하는 일이었다. 이곳에서 월급은 점심제공에 140만 원이었다. 관광비자
로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일하면서 비자를 변경했다. 4년간 일하면서 월급은
은행을 통해 송금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4명이 함께 기거했다. 방세는 일
인당 4만 원이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4만 원을 더 지출했다. 아침과 저
녁은 직접 요리해서 먹었다. 그는 2005년에 자진 귀국했다. 고향은 무스탕
지역이지만, 현재는 카트만두에서 한국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식당은 원래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일하다가 식

18)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1974년에 설치되었지만, 주한국 네팔대사관은 2007년에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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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인수했다. 건물은 월세가 500달러이다. 식당은 성수기에는 월수입이
1,500달러 정도이지만, 비수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입은 일 년
평균하면 먹고 살 정도가 된다. 현재 남동생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4년
째 일하고 있다. ⑦의 아버지는 구르카 용병으로 인도에서 근무하다가 은퇴
했으며, 본인도 노동이주를 떠나기 전에 3년 정도 경찰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한국 노동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으로 재이주한 경우도 있다. 사례 ⑱
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브로커에게 비자발급 및 항공료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으로 70만 루피를 지불했다. 그는 한국으로 돈 벌러 가자고 의기투합해
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 오류동에 있는
샤시 공장에서 일했다. 첫 월급은 25만 원이었지만 점차 인상되어 40~50만
원까지 받았다. 이곳에서 3년가량 일했다. 회사에서 돈이 없다며 다른 회사
를 소개시켜 주었다. 안산에 있는 샤시 공장에서 3개월 정도 일했다. 하지만
공장이 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왔다. 친구의
소개로 의정부에 있는 구슬 제작공장에서 2년간 일했다. 이곳에서 받은 월
급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였으나 일은 힘들었다. 우연히 신문에 난 구
인광고를 보고 다시 서울 동대문 의류공장으로 직장을 옮겼다. 신사복을 만
드는 공장이었다. 월급은 잔업시간에 따라 달랐지만 8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로 월평균 100만 원이었다. ⑱은 이곳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나
그는 2002년 월드컵 직전 단속에 걸려 대한항공편으로 강제출국 당했다. ⑱
은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훈디를 통해 송금했다. 송금한 돈으로 카트만두에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2007년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 일본으로 들
어갔다. 나고야의 빌딩 건축현장에서 2개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인도식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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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랑에서 1개월 일한 다음 요코하마에 있는 돼지고기 전문 정육점에서 3
년간 근무했다. 건축현장과 레스토랑에서는 한 달에 2,500달러를 받았으나
정육점에서는 3,000달러를 받았다. ⑱은 2011년 3월 단속에 걸려 강제출국
당했다. 현재는 카트만두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기 전에는 고향 무스탕에서 티베트를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했다. 그는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두 번이나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었다고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상의 불안전 때문에
혹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찾아 여러 곳을 전전했다. 반면 관광
비자로 입국했으나, 한 곳에서만 근무한 특이한 사례도 있다. ⑥의 경우는
노동이주 기간 동안 한 곳에서만 근무했으며, 그곳의 사장이 재이주를 독려
했다고 한다. ⑥은 형의 친구이자 브로커인 네팔인을 통해 비자를 취득했다.
당시 6만 루피를 지불했다. 1992년 2월 한국에 입국해 2006년 출국할 때까
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유료 낚시터에서 근무했다. 그는 2006년에 자진 귀국
한 뒤 결혼했다. 2009년 한국의 낚시터 사장이 직접 네팔까지 와서 그의 여
권과 비자를 갱신해주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2011년 3월 귀국했다.
월급은 처음에 35만 원이었으나 점차 올라 2006년 무렵에는 170만 원이었
다. 유료낚시터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
지만 숙식이 무료였다. 간혹 팁을 받기도 했다. 월급은 네팔의 계좌로 사장
이 직접 송금하거나 사장이 네팔에 갈 때 형님에게 전달했다. 처음 1년 동안
은 3~6개월 단위로 사장을 통해 네팔의 형에게 송금했다. 이후부터는 송금
하지 않고 본인이 한국에 직접 저축했다. 결혼 이전에 번 돈은 가족부양, 가
족 빚 청산, 집수리, 동생학비, 형의 사업자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결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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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카트만두에 2층 집을 구입했다. 형제는 4남 4녀이다. 위로 누나 4명은
그가 한국으로 노동이주하기 전에 모두 혼인했다. 형은 카트만두에서 태권
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큰 동생은 한국에서 7년 동안 노동
자로 일한 다음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둘째 동생은 쿠
웨이트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⑥은 귀국 후 여행사에서 한국인 관광객
을 대상으로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

2) 2000년 이후 한국입국자
2000년 이후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1992년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지불했다. 당시 한국과 네팔 양국 사이에 산업연수생제도 및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노동이주를 한 사람들 대부
분은 EPS 비자 발급의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높은 수수
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입국 이
후 최소 두 번에서 최대 열 번 이상 직장을 옮겨 다녔다. 재정구조가 안정적
이고 사장이 ‘온정적’인 직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부도
로 공장이 폐쇄되거나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연망을 통해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19) 고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주로 일당을 받고
공사판에서 일하거나 농사일에 투입되었다.
19)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1993년 1월 공동체를 결성했다. 이주 초기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동료들이 생겨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모임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 이후 공동체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이 대거 귀환하면서 단
일조직이었던 네팔공동체는 민족별, 종교별, 지역별로 70여 개의 크고 작은 단체로 분화되
었다(양혜우 2011, p. 25). 단일 공동체의 분화로 결사체의 중심세력이 분산되었다는 부정적
인 측면도 있지만, 종족, 종교, 지역을 근간으로 조직체가 이합집산되면서 내부적 연망이
오히려 단단해지고 간결해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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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0년 이후 한국 입국자

번호

나이

학력

출신

⑪

28

초등

세르파

한국 입국 네팔 귀국

2007

2012

⑫

30

고졸

세르파

2011

2013

⑭

28

고졸

세르파

2007

2010

⑲

26

고졸

세르파

2003

2012

⑳

58

무학

세르파

2001

2013

㉑

36

초등

구룽

2000

2005

비고

⑪의 친구

㉒의 자형/부부 이주

2000년 이후 입국자들은 비교적 최근에 귀국했으며, 일부는 2차 노동이주
를 원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사례 ⑫를 제외하고는 다시 한국 또는 외국으로
재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⑳ 역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관광객
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입국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재이주 경험이 없다. 재이주를 희망하고는 있지만, ‘불법’체류자였다는 경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 입국자 6명 중 4명(⑫, ⑭, ⑳, ㉑)은 ‘불
법’노동자 단속을 피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환했으며, 두 명(⑪, ⑲)은 단속
에 걸려 강제출국을 당했다.
한국입국 이후 이들은 대개 의정부의 청바지 공장을 시작으로 여러 직장
을 전전했다. ⑪, ⑫, ⑭, ⑲, ⑳은 모두 첫 직장이 의정부의 청바지 공장이었
다. ⑭는 2007년 친구에게서 브로커를 소개받아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 한
국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친구의 소개로 의정부의 청바지 공장에서 2개월
일했다. 월급은 90만 원이었다. 소개해 준 친구가 단속반에 걸려 강제 출국
당하면서 그는 불안감에 직장을 옮겼다. 대구에 있는 판넬 제작 공장이었다.
판넬 공장에는 중국인 노동자가 많았다. 공장장을 제외한 근로자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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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었을 정도였다. 이곳에서 5개월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 그곳에서 다시 네팔 지인의 소개로 김천에 있는 비닐 제작 공장으로
이직했다. 처음에는 월급으로 120만 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인상되어 140
만 원을 받았다. 사장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일감이 떨어지면서 공장 문을 닫
았다. ⑭는 성주에 있는 비닐 공장에서 10일 동안 일했는데 사장이 네팔 사
람들에게는 밥 대신 감자만 주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다시 성주의 PVC 제
작 공장으로 옮겼다. 한 달 반 정도 일했지만 여기에서도 임금을 주지 않았
다.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금 대신 주겠다고 했지만 물건도 주지 않았다.
네팔 사람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장은 자신들을 ‘아들’이라고 부
르며 일을 시켰으면서도 나중엔 돈이 없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대구에 있
는 이주민센터에 신고했으나 접수가 되지 않았다. ⑭는 김천에 있는 비닐 공
장이 문을 열었다기에 다시 그곳으로 갔다. 그는 한국에서 번 돈을 훈디 방
식으로 보냈다. 훈디 운영자는 의정부에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훈디 운영자
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달러로 환산하여 네팔의 가족에게 루피로 지급
하는 방식이다. ⑭는 2010년 9월에 자진 귀국했다. 현재는 카트만두에서 소
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구입했으며 구입 가격
은 250만 루피였다. 김천 비닐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했던 경험이 큰 도움
이 되었다고 한다.
관광비자로 노동이주를 하는 경우 기혼자는 간혹 아내와 함께 이주를 하
기도 한다. 사례 ⑳은 2001년 친구를 통해 관광비자를 받았다. 친구는 사업
차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편이었다. ⑳은 입국직전에 한국에 갔다 온 친구들
로부터 한국어를 약간 배웠다. 한국에 입국하여 처음 일한 곳은 의정부에 있
는 청바지 공장으로, 이곳에서 2년 일했다. 처음 월급은 70만 원이었으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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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상되어 나중에는 90만 원이 되었다. 다음 근무지는 의정부에 있는 원단
공장이었다. 2년간 일하면서, 월급으로 90만 원을 받았다. 직장을 옮겨가는
한국인 동료를 따라 안산에 있는 비닐공장으로 이직했다. 비닐 공장에서도
2년 동안 근무했다. 하지만 마지막 1개월은 공장이 어렵다고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의정부에 있는 원단공장에 취업했다. 이곳에서 1년
간 근무했지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 두 달분 월급은 받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서산에 있는 집 짓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했다. 하
루 일당이 8만 원이었다. 2년간 일을 했는데,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없어 힘
들었다. 그래서 ⑳은 의정부에 있는 청바지 공장에 취업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으로 130만 원을 받았다. 네팔 친구를 따라 다시 의정부
의 양말 공장으로 직장을 옮겼다. 1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 120만 원을 받았
다. 인력시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친구를 따라 서산으로 내려와 인삼밭에서
일했다. 일당은 9만 원에서 10만 원이었다. 2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 ⑳은
2013년 자진 귀국했다. 나이도 많고, 일도 힘들고, 돈도 벌만큼 벌었다고 생
각해서 돌아왔다. 한국에 있는 동안 붙잡히거나 검문을 피해 도망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국에서 번 돈은 은행과 훈디를 통해 송금했다. 송금한 돈으
로 카트만두에 땅을 구입했다.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3년 뒤에 아내가 들어
왔다. 아내와 10년 동안 같이 있었다. 아들 역시 한국에서 9년째 일하고 있
으며, 딸은 한국에 들어간 지 3년 됐다.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기 전에는
카트만두의 카펫 공장에서 월 2만 루피를 받고 일했다. 고향에는 학교가 없
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
개인이주에는 한국에 연망이 있거나 가족구성원이 이주노동자로 자리 잡
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⑲는 2003년 친구를 따라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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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의정부에 있는 청바지 만드는 공장에서 8년간 일했다. 월급은 처
음 3개월은 80만 원이었지만, 점차 인상되어 105만 원이었다가 나중에는
150만 원을 받았다. 사장은 좋은 사람이었다. 용돈은 전화카드비용과 기타비
용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훈디 방식으로 송금했
다. 단속이 심해서 도망을 간 적이 많다. 8년 동안 15~16차례 도망을 다닌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같이 일했던 누나가 불법노동자 단속에 걸
려 2012년 강제귀국을 당했다. 그는 누나가 귀국당한 이후 혼자 있기가 힘들
고 일하기가 싫어져 2012년에 자진 귀국했다. 귀국 후 곧바로 혼인했으며,
딸이 한 명 있다. 누나는 1999년에 입국해 2012년까지 청바지 공장에서 일했
다. 현재 누나는 사이프러스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카트만두에 3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2층에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1층과 3
층은 달세를 받고 임대했다. 달세로 인해 월 1만 루피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현재 그는 누나가 있는 사이프러스로의 노동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형
역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형은 한국에서 7개월간 일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 귀국한 뒤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한편 EPS 자격을 얻지 못해 관광비자로 노동이주를 한 경우도 있다. ⑫는
2011년 친구(⑪)를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EPS
를 준비했지만 자격취득에 실패하고 관광비자 방식으로 노동이주를 했다.
입국 후 직장을 얻지 못해 친구가 일하는 의정부의 청바지 공장에서 한 달을
끼여 살며 기다리다 결국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월급은 처음 3개월은
75만 원이었으나 다음 6개월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 후 130만 원으
로 올라 나중에는 150만 원을 받았다. 그는 귀국할 때까지 이 청바지 공장에
서 일했다. 번 돈의 30%는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70%는 훈디 방식으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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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훈디로 송금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하루 만에 카트만두의 가족에게
전달된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일거리가 많을 때는 16시간씩 일하기도
했다. 단속을 피해 두 번 도망을 친 경험이 있다. ⑫는 2013년 1월 자진 귀국
했다. 그는 기대했던 것보다 한국에서 월급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송금한
돈으로 포카라 인근의 고향에 가옥을 신축했다. 그는 한국에는 다시 가고 싶
지 않으며, 네팔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는 친구와 공동으로 식
당을 경영하고 있다.

Ⅳ. 귀환 이후 적응과정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들은 귀환 이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살고 있다. 한국에서 송금한 돈은 일반적으로 가족생계비, 결혼자금,
자녀학비, 의료비 등과 같은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었다. 나머지는 미래를 위
해 재산을 마련하거나 사업자금으로 투자했다. 네팔에서 가장 보편적인 투
자는 토지매입, 가옥건축 등과 같은 부동산 구입이다. 토지와 건물은 계층상
승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부이지만 번 돈 대부분을 유
흥비로 탕진하거나 생활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로 지출해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귀환 이후 적당한 일자리를 구
하지 못해 불연속적인 실업상태에 빠져들기도 하고 한국 혹은 제3국으로의
재이주를 꿈꾸면서 방황하기도 한다. 귀환이주자들의 정치경제적 의식 또한
이주 이전과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본국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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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지 못해 ‘경계인’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채수홍 2007), 나이지리아에
서는 ‘사업가’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한건수
2008). 귀환 이주활동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지도
가 높은 활동가일수록, 강제추방이라는 비자발적인 귀환을 했던 노동자일수
록 정체성 혼란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양혜우 2011, p. 13).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귀환이주자들 대부분은 타멜, 보드나트, 스와
얌부나트 등과 같은 카트만두의 관광지 주변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주 이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이들의 활동
양상은 다시 노동이주를 준비하는 사람에서부터 여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첫 번째 부류는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서 귀국한 사람들로 이들은
별다른 직장 없이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귀국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쉬고 있는 사람(2명), 한국어와 일본
어를 배우면서 다시 노동이주를 준비하는 사람(1명), 가정주부로 일하는 사
람(1명)이 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벌어 온 자금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
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부동산업(2명), 옷가게
(1명), 중국과의 무역업(2명), 시내버스회사 운영(1명), 목수로 일하면서 건축
업 및 음식점을 함께 하는 사람(1명) 등이다. 세 번째는 한국음식점을 운영
하거나 한국인과의 연망을 발판으로 삼아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식당을 운
영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은 모두 6명으로 이들 중에는 한국음식 전문식당을
운영(2명)하거나 한국인이 많이 찾는 호텔에서 지배인(1명)으로 일하고 있
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2명)하거나 식
당일과 트레킹 가이드 일을 병행(1명)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한국인 관광객
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경영(3명)하거나 여행사에 소속되어 한국인 전문 가

∙ 38

네팔 귀환 이주자들의 이주경험과 귀환 이후 적응과정: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를 중심으로

이드(2명)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여행사 경영자 중 2명은 형제이다.
네팔에서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는 트레킹 가이드이다. 트레킹 가이드는
소속회사에 따라 임금 수준이 상이하지만 일당 기준으로 대개 20~25달러를
받는다. 포터는 가이드보다 임금이 낮아 10~15달러 정도이다. 한국어를 잘
하는 귀환이주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인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로 고
용된다. 트레킹 가이드 및 포터들은 성수기에는 최대 20일 정도 일을 한다.
한 팀을 이끌고 트레킹을 하고 나면 다음 팀과의 일정 조정이 쉽지 않기 때
문에 성수기라도 20일 이상은 일하기 어렵다. 트레킹 가이드의 월수입은 성
수기와 비수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몬순이 닥치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그리고 겨울철인 1월부터 2월까지가 비수기에 해당된다. 일거리가 없는 비
수기에는 대개 고향에 있는 가족을 찾는다. 비수기 고향방문은 카트만두의
높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계절적으로는 12월
부터 비수기에 해당되지만,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한국인들이 트레킹
이나 산악관광을 하러 대거 몰려오면서 새로운 성수기로 자리를 잡았다. 이
시기는 ‘코리안 시즌’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들이 한국인 관광객이나 등
반객을 상대로 여행사, 식당, 트레킹 가이드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귀환 이후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 및
수입규모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다. 여행사 경영자 및 버스 운영자의 경우
는 월수입이 상당히 고액지만 다른 직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불
법’노동자로 추방당했던 사람들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현실적으로 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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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귀환이주자의 직업 및 수입
(단위: 루피, 수입: 월)

번호

비자유형

이전직업

이전수입

현재직업

현재수입

③

EPS

교사(1998)

9,000

여행사 운영

300,000

④

〃

여행사 매니저(1999)

20,000

여행사 운영

200,000

⑧

관광/EPS

교사(1992)

5,000

여행사 운영

300,000

⑨

EPS

학생(1999)

(없음)

식당 준비

⑬

〃

학생(2008)

(없음)

사업 준비

㉒

〃

무역업(1999)

생활비

목수/부동산

(응답회피)

①

관광비자

트레킹 포터(2007)

10,000

트레킹 가이드

20,000

②

〃

카펫공장(2007)

4,500

호텔 매니저

8,000

⑤

〃

식당/가이드(2005)

20,000

식당/가이드

60,000

⑥

〃

농업(1992)

생활비

가이드

10,000

⑦

〃

경찰(1992)

800

식당

15,000

⑩

〃

가정주부(2002)

(없음)

가정주부

(없음)

⑪

〃

식당(2007)

5,000

식당

10,000

⑫

〃

식당보조(2011)

(없음)

식당

10,000

⑭

〃

학생(2007)

(없음)

시내버스 운영

350,000

⑮

〃

스님(2000)

(없음)

무역업

12,000

⑯

〃

스님(2007)

(없음)

무역업

12,000

⑰

〃

무역업(1992)

2,500

부동산

50,000

⑱

〃

무역업(1992)

10,000

부동산

50,000

⑲

〃

학생(2003)

(없음)

부동산

10,000

⑳

〃

사업(2001)

20,000

휴식 중

㉑

〃

농업(2000)

생활비

옷가게

비고

훈련중
여성

40,000

주: 1) 루피화의 가치는 환율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3년 현재 1루피는 대략 10
원이다.
2) ‘이전직업’란의 ( ) 안은 한국으로 최초 노동이주를 했던 연도이다.

로의 재입국이 어렵다고 한다. 귀환이주들은 한국 입국시기에 따라 귀국형
태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92년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IMF 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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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맞아 다니던 직장이 파산되거나 일자리가 끊어지면서 자발적으로 귀국
을 택했다. 반면 2000년 이후 입국자들은 ‘불법’이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출국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관광비자로 입국
했던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 출국 당하기도 하지만 자
진 귀국한 경우도 있다. 자진 귀국은 다시 비자발적 귀국과 자발적 귀국으로
나뉜다. 이주노동자들은 ‘불법’노동자 단속이 심해지면서 비자발적으로 귀
국하기도 했지만, 이주 당시 설정했던 경제적 목표를 성취했거나 장기간 노
동이주에 심신이 지쳐 귀국한 경우도 있다.
귀환이주자들 대부분은 노동이주 이전의 직업/수입과 귀환 이후의 직업/
수입에서 차이가 있다. EPS 신분으로 노동이주를 했던 사람들은 여행사 및
한국식당과 같은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반면, 관광비자로 노
동이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직업에서의 변동이 크지 않다. 이런 현상은 관
광비자 노동이주자들이 한국에서 단순 노무자로 일했기에 전문기술이나 경
영능력이 축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PS 이주자에 비해 사업에 필요한 연
망이나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이주 이전
과 귀환 이후를 비교하면 수입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 노동이주 이전과 이후
의 수입 차이는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고수익,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과 같은
내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노동이주로 마련한 부동산 임
대소득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이주 이전에는 수입이 없었던 학생,
스님 등은 귀환 이후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5]에 제시된 이주 이전 수입은 추정치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수입은
확실한 기록이나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수입 역시 고정적이지 않아
연구대상자들의 어림짐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이나 식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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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불확실하여 월평균 소득을 짐작하기 어렵다. 또한 가이드나 포터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수입에서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일당으로 임금
을 지불받기 때문에 수입을 월평균으로 환산하기 매우 곤란하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주 이전의 수입은 연구대상자들이 개략으로 응답한 수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소득은 [표 5]에 제시된 수치보다 낮
을 수도 있다. 반면, 귀환 이후의 소득은 제시된 수치보다 높을 개연성이 있
다.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료 및 이자수입을 실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대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월
평균 수입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여름철(8월)
로 네팔에서 비수기에 해당된다. 또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실제수입 공개
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소득은 [표 5]의 규모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표 5]에 제시된 이주 이전의 수입과 귀환 이후의 수입 편차는
최소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귀환이주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별도의 임대소득이 있다.
요컨대 EPS 비자로 입국했던 이주노동자들의 귀환 이후 직업은 이주 이
전과 많이 달라졌다. 대부분 이주 이전에 비해 수입이 많아졌으며 경제적 지
위 역시 향상되었다. 한마디로 EPS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
은 귀환 이후 수입과 지위 면에서 안정적이다. 이런 현상은 노동이주 이전에
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이 상류층에 속했으며, 노동이주로 축
적한 자금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익힌 기술
과 한국어 및 한국인과의 연망을 귀환 이후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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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한국에서의 노동이주 경험이 현재의 직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노동자로 일했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노동이주 이전과 비교해 현재의
직업 혹은 사회적 지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표면상으로 드러
난 직업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귀환이주자 대부분은 노동이주로 축적한
재산을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다. 또
한 가족구성원들 중 일부 혹은 전체가 제반 여건이 열악한 시골에서 카트만
두로 이주했다. 즉, 귀환이주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이주노동
자들은 귀환 이후 네팔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직장이 있더
라도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이든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귀환이주자
대부분은 기회가 있다면 재이주를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한국이 선
진국이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관광비자
로 입국했던 이주노동자들은 ‘불법’노동자 신분으로 불안과 공포감에 떨면
서 도망을 다녔거나 체포되어 강제출국 당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에 갈 수 있다면 다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한국에서
당한 모욕과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에 실망하여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노동이주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현재의 직업과 관계없이 이주노동자 대부분의 경제적 지위는 이
전에 비해 상승했다. 이들은 노동이주로 축적한 돈의 일부를 사업 자금으로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구입에 투자했다. 부동산 임대료는 소
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네팔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입원
이 되기 때문이다. 카트만두는 지리적으로 분지형태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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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네팔 전역에서 카트만두로 인구가 몰려들면서
집과 방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실질적 소득
또한 증대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에서 가져온 가전제품과 기기들은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시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직접 방문 조사했던
가정집에서도 한국산 냉장고, TV, 오디오 등의 가전제품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노동이주 경험자들은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아직
까지 자녀들이 나이가 어려 카트만두에서 초등학교 혹은 상급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귀환이주자 대부분은 형편이 허락한다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다고 한다. 실제로 자녀를 인도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나이가
많은 귀환이주자들의 자녀 중에는 대학을 마친 경우도 있었다. ㉒의 큰 아들
은 카트만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으며, 딸은 카트만두
의 중심지인 타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막내아들은 대학생이다.
③의 딸은 치과 대학에 다니고 있다. 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딸은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이다. ⑩의 딸
은 인도 다름살라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동이주 경험은 개인에 따라, 입국과정에 따라, 그리고 직장
에서의 생활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네팔 귀환 이후 재
적응 과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부는
한국인과의 연망을 이용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귀환이주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배운 인사관리와 사업수단이 회사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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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네팔의 한국식당은 음식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까지 한국식을 모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손님이 자리를 잡으면 먼저 생
수를 따로 공급하면서 사진이 첨부된 식단차림표를 제시한다. 주문받은 음
식은 대개 반찬을 종류별로 따로 분리해서 담는 커다란 도시락 형태의 용기
에 담아 제공한다. 즉, 한국에서 보고 배운 음식차림과 가격표시제 등을 도
입하고 있으며, 네팔음식에도 김치와 고추장과 같은 한국음식을 첨가하기도
한다. 삼겹살로 대표되는 한국음식은 돼지고기 조림으로 만들어져 네팔사람
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카트만두 중심가인 타멜에 있는 한국식당들
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노동이주를 통해 한국요리를 습득한 귀
환이주자들이 운영하거나 요리사로 일하는 곳도 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
자 생활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한
국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 해도 네팔의
열악한 전기, 도로, 기계 시설 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 배우거나
익힌 기술과 경영기법 등이 귀환 이후 실제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단지 한국에서 지게차 운전을 했던 사람이 당시 익혔던
운전경험과 정비기술을 시내버스 운영에 응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귀환이주자들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으로는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다는
것과 동작이 빠르다는 것을 첫째로 꼽았다. 귀환이주자들은 한국에서 경험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음식을
들었다. 음식 중에서도 삼겹살이 으뜸이었으며, 갈비탕, 비빔밥, 족발, 해장
국, 뼈다귀 감자탕, 보신탕, 김치 등이 입맛에 맞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소
주,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을 기억에 남는 음식으로 제시했다. 자연환경 중
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바다와 단풍든 산을 들었다. 건물과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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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교사찰, 노래방, 난방시설, 도로시설, 병원과 의료시설 등이 인상 깊었
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소로는 서울의 용산, 부산, 대구, 동두
천과 같은 대도시와 소요산, 설악산 등을 들었다.
한편 귀환이주자들은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으로 임금체불과 욕을 꼽았
다. 이들은 노동이주 초기에는 언어습득과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
었다고 했다. 단속과 도망 역시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였다. 특히 2000년 이
후 이주했던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네팔사람에 대한 멸시를 경험했다. 일부
직장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일꾼으로 취급당하면서 욕지거리와
함께 구타를 경험하기도 했다. 귀환이주자 대부분은 음식으로 어려움을 겪
었던 적은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브라만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채식으로만
된 음식이 없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3개월 동안은 네팔의 음식관
행을 따라 채식을 고수했지만, 이후 살기 위해 한국의 모든 음식을 먹기 시
작했다고 했으며 심지어 고기와 술도 먹고 마셨다고 했다. 하지만 귀국 후에
는 브라만의 음식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인종적으로 한국인과 유사한 네팔사람들은 다른 인종, 특히 아프리카 출
신 흑인들에 비해 인종차별은 많지 않았다.20) 국적과 관련된 차별 역시 경제
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와 결부된 것은 아니었
다고 했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부딪혔던 가장 큰 편견은 이들의 언어와 태
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주 초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작업지시 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가 잦아

20)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아프리카의 귀환이주자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흑인이
라는 인종적 정체성 및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편견과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
된 차별대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한건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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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사용주 혹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롱과 욕이 따랐다고 했다. 불교도가
대부분인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과 차별 대우를 종교적
인 힘으로 해소하기도 했다. 불교사찰이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곳이었다는
응답에서 이들이 불교사찰을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받았으며 신앙심으로 차
별을 극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귀환이주자들에게 한국의 노동이주가 경제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자신들
의 문화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직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했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차별과 학
대, 임금체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강조하
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또한 네팔사람들에게 한국은 노동
이주 선호국가이기도 하지만, 귀환이주자들에게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사
업의 주요 고객에 해당되기도 하다. 한국으로 이주했던 네팔 이주노동자 대
부분은 이주 이전에는 미숙련 노동자였거나 자본이 부족한 저소득층 사람들
이었다. 즉, 이주 이전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주위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귀환 이후 이들의 경제적 위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
졌다. 귀환이주자들은 건물신축과 토지구입 등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로 자
신들의 성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집안에서 한국에서 구입한 가전제품과
각종 그릇과 기구들을 진열함으로써 한국과의 연계성을 과시하고 있다. 귀
환이주자 사이에도 이주과정과 이주경험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차이가 있지
만, 내부적으로는 노동이주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는 더 큰 간극이 존재
했다.
귀환이주자들은 노동이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귀환 초기에
는 재이주를 희망했다. 하지만 일부는 재이주 대신 본국에서의 안정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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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바라고 있었다. 재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귀환 이후 한국 혹은 다른
국가로 2차, 3차 노동이주를 시도했다. 그 중 일부는 성공하여 재이주를 경
험했지만, 대개는 재이주에 실패하고 네팔 국내에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정
착을 택하고 있다. 귀환이주자들은 귀환 이후에도 기존 연망을 바탕으로 새
로운 이주를 소개하고 유인하는 통로가 되며, 동시에 본국과 이주국 사이에
서 정보교환, 송금, 직장 등을 연결해주는 거점이 되고 있다. 요컨대 네팔의
귀환이주자들은 귀환 이후 가족들과의 유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상대
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이 미미했다. 귀환 이후 (재)정착과정에서도 관광 및
트레킹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귀환이주자들과 한국(인)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되고 있다.

Ⅴ. 맺음말
현재 네팔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는 전지구화 및 초국가적 연망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이주자들의 귀환이주는 국제이주의 한 부분일 뿐 아
니라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귀환이주 연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주가 항상 귀환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지
는 않으며 또한 귀환으로 이주가 종결되지도 않는다. 귀환이주가 발생할 경
우에도 대개 영구적인 귀환이 아닌 경우가 많다. 언제 어떻게 귀환이주가 발
생할지는 해당 국가는 물론 이주자 자신들도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귀
환이주는 유입국과 송출국의 정치경제적 여건과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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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제 노동이주를 연구함에 있
어 귀환이주를 이주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것은 송출국은
물론 유입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네팔 귀환이주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거
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하나는 공식적 경로, 즉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로
노동이주를 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다음 소위 ‘불법’
이주노동자가 된 경우이다. 공식적 경로를 따라 노동이주를 한 사람들은 이
주 이전에도 대개 사회·경제적으로 중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반면,
관광비자로 불법이주를 했던 사람들은 중·하류층이 대부분이었다. 즉, 이주
경로에서도 이미 사회경제적 신분차이가 노정되어 있다. 공식적 경로를 통
해 노동이주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번 직장을 옮겨 다니며 ‘불법’노동자
신분이 된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지정된 직장에서 붙박이로 일을 했다. 반
면,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반복적으로 직장을 옮겨 다녔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았
던 사람들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는 것은 물론 귀환 이후 한국으로 재입국
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런 현상은 입국 당시 브로커에게 지불했던 수수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기초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더 오
랜 기간 더 많은 액수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귀환 이후 적응과정에서도 공식적 경로를 통해 노동이주한 사람들과
‘불법’ 이주노동자였던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식적 경로로 입국
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에서 축적했던 자금을 바탕
으로 여행사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불법노동이
주를 했던 사람들은 트레킹 가이드를 비롯하여 단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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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요리사로 근무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식
적 통로로 이주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양쪽 모두 이주 이전에 비해 경제적
지위와 자녀들의 교육수준 등은 월등히 나아졌다. 한국에 대한 인상 역시 대
동소이했지만, 한국에서 단속과 멸시 혹은 차별을 경험했던 ‘불법’이주자들
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귀환이주자들이 말하
는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다’와 ‘행동이
빠르다’ 등이 있었다. 조사 당시 귀환이주자들 대부분은 한국과 관련된 사업
을 하고 있거나 장차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 네팔 이주노동자 및 귀환이주자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시급하
고도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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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공익소송의 개념과 기능
Ⅲ.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체계 분석
Ⅳ. 결론: 한국적 함의

본 연구는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구조와 실태분석을 통해 한국에 시사
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인도 사법체제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인도’의 행정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
모한다. 뿐만 아니라 공익소송제도는 권익보호와 인권증진, 다수당사자에
대한 확산이익 발생이라는 장점과 사법의 정치화와 집단(국가)이기주의의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한 역기능적 쟁점과 고유의 순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인도 사법행
정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한국적 맥락에 맞는 공익소송제도
운영방향을 가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는 성장 잠재력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아시아연구」18권 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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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우
리나라와 인도와의 정책 공조 및 각종 투자,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
는 이익 방어와 관련된 행정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소송의 의의와 기능을 제시하고, 인도
공익소송제도 도입 배경을 집약적으로 분석하여 단계별로 구조화한다. 아울
러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체계 및 주요 판례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결론
으로서 한국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9년 한국과 인도 간에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계기로 인도
에 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잘 알
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인도는 추정인구 11억 9만 명의 인구 대국으로서 인적
자원에 기초를 둔 성장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면서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적 성
격이 혼재되어 있는 국가이다. 또한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면적 그리고 다
계급, 다종족 사회라는 인도 행정환경은 매우 복잡다양한 체계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35% 이상이 문맹이며, 절대적 빈곤이 여전히 만
연한 상황이다. 선거테러로 인한 유혈사태, 계층간의 불평등, 종교분쟁, 비상
식적 집단행위 등 사회문제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부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의 이해 내지 공익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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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인도 국민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사용하여 정권을
바꾸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은 일면 무질서 내지 혼란의 모습 속에
서도 인도 정치가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만
드는 것으로 보인다(김윤권 2009, p. 42). 달리 말해 인도 사회에 내재된 각
종 불평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 간 견제 경험은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 정치·행정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인도 법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헌법 제32조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
해되었을 때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명시한바, 곧 공익소송의 법적 근간을 이루는 조문이다.1) 이와 함께 인도
행정법제는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다는 점, 행정심판제도에 의한 행정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행정기관의 재량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에
서 국민과 국가 간 권리의무관계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엿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후반 이후부터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익법 및 공익소송과 관련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처럼 헌법적 기초에 의해 제도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
닌 만큼, 본격적인 공익소송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가 도
입, 시행 중인 공익소송제도는 사법 당사자주의 원칙에 내재된 불평등을 개
선하는 동시에 ‘사익’이 아닌 ‘공익’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행정 체계를 개편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인도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의 핵심은 자유권이다.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자유권, 참
정권, 생존권을 명시·강조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인도 헌법상의 자유권은 재판규범으로
효력을 가지는바 사법적 권리이지만, 사안에 의해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김영종 2009, p. 58).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저해될 가
능성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도 공익소송은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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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것과 같이 공익소송은 공익을 소송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다. 공익법(public interest law)상의 문제가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이란 ‘어떤 이익상황이 특정한 법적 주체의 개별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기타의 사회의 여러 공공영역이나
계층 또는 집단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공동체
이익’이라는 점에서, 공익소송은 당사자 중심의 기존 소송 혹은 보충적 수단
인 권리구제제도에 비해 국민 다수의 권리와 확산이익의 보호에 좀 더 유용
하다.
한편 공익소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제로도 작동한다.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을 경험
하게 되는 현상은 기본권의 침해로 연결되는데, 이는 자유와 평등을 모두 위
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과 생활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이 국가의 중요한 의무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소송은 인간다운 생
활, 즉 생존권 보장에 필요한 절차적 보완장치이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의 적극적 의무의 구체적인 실현기제라고도 볼 수 있다(전광석 2013, pp.
161~165).
당사자적 소송이 아닌 만큼 공익소송의 결과는 불특정 다수, 즉 소송당사
자가 아닌 공익소송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다수 대중에게 확산이익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익소송을 통해 결
정된 사항은 기존 정책과 제도의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는바, 정책 형성기능
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공익소송제도가 정착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도의 사례는 우
리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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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을 주목하여 본 연구는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구조와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시사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
다. 또한 인도 사법체제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인도’의 행정환
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한다. 공익소송제도는 권익보호와 인권증진,
다수당사자에 대한 확산이익 발생이라는 장점과, 법의 정치화와 집단(국가)
이기주의의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
서,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한 역기능적 쟁점과 고유의 순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인도 사법행정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적 맥락에 맞는 공익소송제도 운영방향을 가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정책 공조 및 각종 투자, 개발 사업을 통
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방어와 관련된 행정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인종, 계급사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인도 공익소송
제도를 분석하여 인도 거버넌스 및 행정체계 이해의 저변을 확대한다.
둘째, 국가의 적극적 인권보장 의무 관점에서 인도 공익소송제도가 시사
하는 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관련 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
색한다.
셋째, 인도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위기 및 기회 요인을 배경
으로 인도 공익소송제도가 태동된 만큼, 본 연구는 인도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 행정체계 및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 인식의 지평을 확대
하는 데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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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할 것
인바, 공익소송 관련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인도 공익소송 관련 법제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국내 인도 공익소송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
은 만큼, 국외 데이터베이스 및 인도 법제 및 정책 관련 공공 전자데이터베
이스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1. 문헌연구 대상 데이터베이스

국내 DB

국외 DB

한국학술정보 (약 1,200개 학회)
DBpia (분야별 약 720개 기관)
교보스콜라 (사회과학, 법학 관련 220종)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통계 및 구술DB)
국회도서관 석·박사 논문자료

EBSCO Host (인문사회학 약 5,900종 저널)
JSTOR (법학 등 7대분야 672종)
Sage (법학 및 사회과학분야 517종)
Taylor & Francis (학문전반 1,431종)
Wiley-Blackwell (학문전반 1,206종)

인도 공익소송제도 관련 DB

· 법제도 및 판례 관련
: Ministry of Law & Justice, Case Status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

이때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적용되고 있는 문헌선택방법을 준용하여 관련
논문 및 판례·법규를 분석할 것인바, 보다 구체적으로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들 중 우선 중복검색이 완료되면, 초록을 중심으로 선택 및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또한 회색문헌(gray literature) 가운데 출처 및 자료객
관성이 결여되는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게시자료, 출처미
상 자료, 미발간 보고서 등은 최대한 배제하여 자료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유
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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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해당하는 본 장에 이어 2장에서
는 공익소송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고찰한다. 공익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공익소송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공익개념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체계와 특징을 분석하고
자 한다. 특히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태동배경과 단계별 변화과정, 그리고 확
산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익소송제도
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신청요건, 대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운영체계에서 엿보이는 정책목적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
러 인도 공익소송의 주요 사례(판례) 역시 분석할 것인데 최근 동향을 인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당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를 집약적
으로 제언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한국적 함의와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공익소송의 개념과 기능
1. 공익소송의 이해
공익소송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공익이란 “국민생활의 통합을 위한 정신적 기대 목표로서 공공의 이익”
을 의미한다.2) 국가 차원에서 공익은 국민 상호간 긴밀한 연결성과 통일성

2) Issense(1988), 재인용: 은승표(2012),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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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만드는 기능이 있으며, 나아가 국가체계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
하게끔 작동한다. 국민과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측면
에서 볼 때 공익은 인권과 더불어 법이 가져야 할 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공익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가 나타난다는 점은, 그것에 대한 단일한 개념
정의가 난해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대, 문화, 사회적 상황
에 따라 공익의 내용은 범위와 목적을 달리해 왔으며 법의 영역으로 한정한
다고 할지라도 개별 법률 영역에서 상이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은 그 법에 내재된 공익의 개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 서로 다른 공익 개념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정
책과 행정부처 그리고 제도가 표방하는 공익 역시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
에 가진다. 즉 공익은 일종의 가치로서 그 판단에는 유동성과 가변성이 따르
게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공익의 의미를
찾는다면, 공익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확산이익’
으로서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 장치이자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의 기본적 이익’이라고 말해 볼 수 있다.
공공의 기본적 이익, 즉 ‘공적 이익’의 차원에서 공익의 구성요인을 살펴
보면 그 요소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효과의 집단성이다. 공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개인의 이익, 즉 사익과 구분되어 다수 또는 집단과 관
련을 맺는 이익이라는 점에 있다. 그런 만큼 공익은 원칙적으로 집단적인 이
익의 속성을 갖는다. 한편 공동체는 다수로 구성되는 조직체이므로, 공동체
와 관련을 맺는 이익도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국가 내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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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에 해당되는 이익 역시 공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효과의 집단성을
고려할 때, 그 집단이 늘 ‘다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소수
에 해당되는 이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소수의 이익이 그 효과면 공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론화 내지 대중적·공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어떤 이익이 공익으로 인정되려면 특정 집단 내지 관계 내부의 사안이 아닌,
공론화될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다만 무엇을 공론화하여 논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은 사회환경과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셋째, 공익은 공개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만약
공개될 수 없는 것이라면 ― 공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이익이라면― 그것은
내면적인 사익으로 보아야 한다(양천수 2008, pp. 23~26).
공익소송은 이러한 공익을 소송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원에 의
한 구제에서 나아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장과 직결되는 법률을 구체
적으로 해석·적용하여 합법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정책을 형성
하는 것을 말한다(김병철 1997, p. 33; 오시영 2006, p. 266). 전술한 공익의
개념과 구성요소로서 알 수 있는 공익소송의 형성요인은 (소송)주체, 확산이
익, 제도·법률개정 내지 판례의 변화로 볼 수 있다(이상돈 2005). 위 세 요인
가운데 ‘주체’ 요인은 공익소송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공
익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내지 집단은 사익 혹은 정략적 목적에 착근되지 않
아야 함은 공익소송이라는 제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당위이자 근거이
다. 소송 주체의 오염성은 공익소송의 역기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공익소송의 ‘공익성’을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공익소송은 다수 국민에게 꼭 필요하였지만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았거나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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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체화되었다. 공익소송의 변천과정에는 사회운동으로서 공익법운동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54년 미연방대법원의 브라운 판결3)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브라운 판결을 계기로 흑인 등 취약계층들이 법원
의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제도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공익소송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의 공익법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미국 공익소송의 운영특징을 보면,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환
경단체, 공익소송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익법 운동을 겸한 공익소송이 수행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평등권의 보장에서부터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만 미국에서는 집단적 권리구제의 측면이 더 강조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4)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
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
을 갖고 있을 때, 그 피해자집단(class)의 대표자가 집단구성원 전원의 청구
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방식이다.
집단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강조하여

3) 브라운 교육위원회 재판(Brown v. Board of Education)은 각종 교육시설, 교통, 공공이용시설
등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동일하면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
수해왔던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1954. 5. 17 미국 연방 대법원)한 사례이다.
흑인인권단체(Natioan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를 주축으
로 재판을 주도함으로서 공익법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승소를 통해 “분리하면 평등”이라는
정책이 폐기되었다. 이는 흑백인종차별과 같은 사회문제를 공익차원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
을 꾀한 대표사례로서 평가된다.
4) 미국에서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공익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피해
자의 제소권을 인정하는 주관소송인 반면, 공익소송은 어떤 누구에게라도(any person) 소권
을 인정하는 객관소송이다. 다만 이러한 형식의 차이는 실제 사건에서 구분 내지 한계가 종
종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익소송이 개별 법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집단소송의 방식을 채택하
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 때문에 미국에서 공익소송제도는 대량·집단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김학기 2013,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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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한다. 집단소송은 1938년 미국 연방법원의 연방민
사소송규칙(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23조를 근거로 채택
되어 일반 법규로서 정립됨으로써 개념과 요건이 체계화되어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환경오혐·공해사건, 소비자피해사건, 증권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가 불특정 다수이고 전체피해총액도 막대하나, 각자 입은 손해가 소액이고
소송비용·절차등이 과다·복잡하여 개별적으로는 피해구제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다수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부권소송(父權
訴訟, Parens Patriae)은 클레이튼법 제4조(15USC §15(c)(d)(e))에 의해, 사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주의 검찰총장이 그들의 시민을 위해 제기하
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말하는 것이다. 부권소송은 그동안 판례상 제한
적으로 인정되어오다 Hart 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76
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부권소송에 의한 배상액은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기
도 하나 공익목적의 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사용된다.5)
일본의 경우, 미국 공익법 및 공익소송제도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모든 이슈에 걸쳐 광범위하게 공익소송이 전개되기보다는
사회전체 입장에서 공익적 가치를 가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향후
공통된 권리보장을 할 수 있는 선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공익소송이 이
뤄지고 있는 상황이다.6)
미국 및 일본의 공익소송 관련 변화 동향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공익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밖의 법률에 의한 공익소송제도 역시 마

5) 박장수(2003), pp. 3~4.
6) 穗積忠夫(1976), p. 50, 재인용: 오시영(2006),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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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광의의 공익법운동에 해당하는 헌법소원, 입법
청원운동 등이 일부 시민단체 및 공익법률운동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익소송제도로 볼 수 없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해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선정당자사제도7)
가 운영되고 있는바, 망원동 수해 피해 관련 소송, 고름우유 분쟁관련 소송
이 제기된 바 있다.8)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소송제도가 대체로 소송의 제기, 원고적격
성, 소송수행에 있어 법원의 인허가권 인정 등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하고 있
는 만큼,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공익소송제도 도입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 공익소송의 기능
가. 공익소송의 특징
공익소송은 기본권 보장과 공익추구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7)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집단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다수자 중에서 전원을 위하여 당사자가 될 이를 선정하여 선정된 당
사자의 소송수행으로 다수의 당사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8)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리 실현의 일환으로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공익소송제도’
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경험 부족 극복 및 공
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주권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는 데에서 출발한 논의였다. 그
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소송을 담당할 경우 스스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은 도입되지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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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과 사회를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법익 내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자 의무
이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평등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대한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자유의 조건을 평등하게 조성하는 과제까지 포함한다. 이는 곧 사회
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익소송은 이와 같은 사회적 평등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구체적으로 아동, 장애인, 빈곤주민 등 사회적 약자 집
단에 대해,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상황이 각종 법적 불리
(不利)로 연결되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구제하는 데 적용
된다. 나아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법이 보장하는 제도와 서비스에 평등하
게 접근하도록 하며,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을 제거하게끔 견인한다.
둘째, 공익소송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개혁과제의 실천수단이 될 수
있다. 복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은 법치적 장치로서 접근되는바, 민주
적 결정과정과 절차 보장, 법적 명확성 그리고 공익으로서 ‘복지’의 보장여
부는 이러한 쟁점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된다(정태호 2011, p. 140). 공익소
송은 이러한 제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기능의 흠결 내지 위헌적 요인이
발견될 때, 국민에 의해 이를 정비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바 복지지향적 사회개혁 기제임을 알 수 있다.

나. 공익소송의 긍정적 기능
공익소송의 개념과 특징으로부터 추출되는 공익소송의 순기능을 살펴보
면, 먼저 공익실현기능이다. 공익소송은 법원판결을 통하여 확산된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여 사회를 변동시킨다는 점이다. 공익소송의 판결은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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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론경쟁력이 있는 공익 관념을 수용하여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판결만으로도 공론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하나의 사
회변동을 위한 의사소통적 행위로도 기능한다.
둘째, 국민의 권리구제를 하는 인권보호기능이다. 역사적으로 군주와의
투쟁에서 법원은 의회와 함께 기본권보장자로 기능하여 왔다. 공익소송이
피해구제의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개선, 소수자의 권리형성과
실현 등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소송의 경우, 재판을 통해 새로운 법규범을 형성한다는 점에
서 적극적인 인권보장기제의 기능을 한다.
셋째, 반복적인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당해 행위를 더 이
상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침해상황을 해결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합법적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공익소송의 부정적 기능
공익소송의 부정적 기능은 취지와 절차 그리고 기속효과와 연관되어 나타
난다.
첫째, 공익소송의 근간은 ‘공익’의 실현이다. 하지만 전술한 공익 개념에
서 확인한 것과 같이, 공익은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익소송
제기자들이 자신만의 공익을 정당화시키거나 현행 법질서의 체계성 내지 합
리성을 객관적 근거없이 외면하려 한다면, 도덕적 엘리트주의 내지 집단 이
기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합법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공익소송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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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공백으로 연결되는바, 이는 공익소송의 목적과 지향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역기능이기도 하다.
둘째,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이다. 공익소송은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다수
개인 내지 집단의 공통된 정의에 터를 잡아야 하며 시민성을 가져야 한다.
만약 시민성을 갖추지 못한 주체가 공익소송을 전개한다면 이는 단지 그 주
체의 정치적 기획 내지 의도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셋째, 공익소송은 정부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고가 되어, 합리타
당한 이유로 원고들의 추진사업 등에 대해 반대하거나 견제하는 개인·단체
를 피고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수 있다(김학기 2013, p.
30; 장승진 2008, pp. 15~20).

Ⅲ.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체계 분석
1.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전개과정과 특징
인도의 공익소송(P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이하 PIL소송)은 침해, 박
탈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제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PIL소송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발생했던 Indira Gandhi 수상의 폭정이 자리
하고 있는데, 당시 Indira Gandhi 수상은 민중에 의한 정치투쟁 억압조치로
서 일반 시민의 선거와 자유권을 중단시키는 등 기본권에 대한 위협을 가하
였다. 이 시기는 인도 역사에서 이른바 ‘비상사태시기(Emergency Period,
1975. 6. 25~77. 3. 21.)’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 시기에 행해졌던 기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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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문제를 둘러싼 Additional District Magistrate, Jabalpur v. Shivakant Shukla
소송결과는 인도 공익소송의 필요성이 제기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Rajamani 2007, pp. 160~161). 당시 소송의 쟁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헌
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한 것이었는데, 단 1인의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4인은 침해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인도 전역
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바, 인도헌법 제21조를 둘러싼 재해석논의와 기본권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고 이는 결국 기본권과 공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9)
인도에서 공익소송제도가 발전하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헌법 제3장 및 제4
장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민상호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들의 준
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인도는 노예노동, 최저임금, 토지소유상한제,
환경보호 등에 대한 진보적인 사회법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는 법원이 행정
부를 재판으로 쉽게 소환할 수 있게끔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재판재소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하므로 소수자집단 내지 취약계층을 위해 누구라도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인도헌법에 제4장에 의한 사회권 및
경제권이 강행적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이 조항들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재판상의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인
도헌법 제21조(생활권)는 재판부에 의해 무상법률지원을 받을 권리, 존엄하
게 생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감옥에
9) A.D.M. Jabalpur vs. Shivakant Shukla 판례(1976 (2) scc 521) http://indiankanoon.org/doc/1735815.
(검색일: 201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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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갑을 착용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서 널리 확대 해석되고
있다. 다섯째, 재판관들이 빈민을 옹호하기 위한 개혁적인 활동을 꾸준히 실
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Holladay 2012, pp. 558~560).
인도 PIL소송제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역사적
배경에서 유추되는 것과 같이 국가의 억압, 정부의 비합법성, 비정상적인 행
정체계에서 비롯되는 개인 혹은 집단 나아가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를 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둘째 취약계층,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착취
에 저항하고 이와 같은 집단에게 가해지는 권리침해 문제를 방지하는 목적
이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기능을 갖는 의회의 나태 및 행정부의 방임을 견제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엿볼 수 있는 인도 공익소송의 특
징은 기본권 내지 공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른바
‘Locus Standi(재판제소권)’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후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인도 PIL소송제도
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으며, 각 과정은 서로 다른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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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도 공익소송의 변화 과정

특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2000년대 이후 ~ 현재

주요
초점

취약집단, 사회적 소수자 ‘취약집단’ 중심에서 ‘공
사회문제 전반으로 확대
등의 권리회복
익’으로 변화

대상

환경, 부정부패, 교육, 성
중산층집단 등 이해당사
아동노동, 육체노동자, 여
희롱, 노동환경 등 다양한
자의 폭이 확대됨
성, 장애인 등
이슈로 확대

목적

행정당국의 작위·부작위 정책의 흠결 혹은 문제로 개발 및 시장경제체제하
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 인한 공익침해가 발생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해결
는 것에 대한 폭넓은 대응 양한 문제의 해결

주도
집단

사회운동 관계자, 공익운 법률전문가집단, 공익관 공익단체, 공익소송 관
동단체
련 NGO 중심 주도
련 전문 법률가, 대중

자료 : Deva(200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는 사회적 취약 계층 내지 소수자를 중심으로 공익
소송이 태동된 시기이다. 1980년대 초반, 인도 대법원은 당사자주의 중심 법
원 절차가 빈곤 및 취약계층의 권리보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게 된바, S.P. Gupta vs President Of India(1981)판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빈곤집단 혹은 취약계층이 사법절차에 들어갈 때, 특히 기본권 행사
를 하게 될 때 당사자주의의 관행적 절차를 벗어나 이들이 필요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기 쉽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10)

10) S.P. Gupta vs President Of India(30 December, 1981) http://indiankanoon.org/doc/1294854/(검
색일: 201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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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단계는 원고적격성에 재판부의 기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사
회 내지 개인의 권리와 공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누구나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공익소송의 기반이 자리잡은 시기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판
례로는 경찰의 야만적 행위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공익소송인 Anil Yadav의
사례가 있다. 본 사건은 경찰이 33명 피의자들의 눈에 산을 집어넣은 나머지
실명시킨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 부당함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바, 대법
원은 부상자들에게 의료적 조치를 취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경찰을 즉각 검찰
기소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모든 범죄 피의자에게도 자신의 기본권 보장
을 위한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인도 공익소송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1) 그런 만큼 1단계는 지방정부, 경찰 등 행
정부처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공익소송이 전개된 것으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위 [표 2]에서와 같이 인도 PIL소송은 2단계에 해당하는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 범위와 목적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집단에 이르기까지 공익소송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활발해졌다. 또한 공익소송 체계가 정련되기도 하였다. 태동기였던 1단계와
비교해보면, 2단계부터는 NGO가 PIL소송의 중심주체로 부상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인도의 부정부패상황과 연결되어 살펴볼 수 있다. 독립 이후 인
도는 약 40여 년간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했지만 경제성장의 결과는 좋지 못
하였고, 국민 개인간의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데에도 실패한 나머지 불평등
은 심화되었다.
11) Anil Yadav & Ors vs State Of Bihar & Anr (23 March, 1982) http://indiankanoon.org/doc/1247405/
(검색일: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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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도의 부정부패는 매우 만연했지만 1991년 국제통화기금으로부
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구조는 크게 변화되었
다. 강력한 중앙정부 규제 체제를 바탕으로 내부지향적 자급자족모델을 성
장모형으로 삼고 있던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 이후로 외부지향 시장경제
모델로 스스로의 체제를 탈바꿈시켰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
키는 등 개방성과 친시장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이러한 변화양
상은 인도 NGO의 공익소송운동에도 영향을 미처, 2단계부터는 사회안전망
보장에서 공해, 오염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익소송이 나타나
게 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정부 정책들이 NGO의 문제제기로 인해 종종 중
단되기도 하며, NGO의 협상력이 증대되면서 기업이 치르는 대가도 늘어나
고 있다(김미나 2009, pp. 125~126). PIL소송의 오·남용문제가 이 시기부터
제기된 것 역시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3단계인 현재로 접어들면서 PIL소송은 인도 법체계 및 사회정책의 중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나타났던 특징을 유지하되
공익소송의 형태와 범위는 더 확대되었다. 특히 시장 자유화, 민영화 정책
기조와 함께 공익소송은 기본권 혹은 삶의 질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무역과
경제, 기업 투자 등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2.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체계
인도 PIL소송의 근간이 되는 법규는 인도헌법 제32조이다. 이 법 제32조
는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대법원은 심리할 수 있으
며, 이는 기본권인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2) 인도

∙ 74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국적 함의

대법원은 이 조항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PIL소송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226조는 인도 고등법원에게도 광범위한 행정명령권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실무상 인도대법원과 같은 형식의 PIL소송관할권이 고등
법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 최근 인도대법원이 관할하는 공익소송이 방대해
짐에 따라 P.N. Kumar v. Municipal Corpn. of Delhi 판례를 근거로13) 고등법
원의 PIL 절차를 먼저 거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도 PIL소송 제소절차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청원서와 같은 공식문서가
아니라도 —편지를 통해서도 — 공익소송이 신청·접수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 빈곤주민과 같은 취약집단에 대한 구제기능에 초점을 둔 것
이다. 다시 말해 공익소송 청원자는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내지 지역사회 공익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
해 편지나 전보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법
원은 편지 내지 전보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표 3]과 같이 10가지로 적시하
고 있다.

12) http://lawmin.nic.in/olwing/coi/coi-english/coi-indexenglish.htm(검색일: 2015. 6. 10).
13) P.N. Kumar v. Municipal Corpn. of Delhi(1987 SCC (4) 609) http://indiankanoon.org/doc/20937/
(검색일: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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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편지(전보)신청 가능 범위

구분

항목

대상 범위

1. 노예 노동 문제
2. 아동 방임 (방임된 아동관련 문제)
3. 최저임금 미지급 및 노동착취·폭력 등 노동법 위반 사항
4. 수감시설 내 성희롱 등 기본권 침해 사안
5. 경찰에 의한 사건방치, 폭력, 구금 중 사망
6. 여성에 대한 잔혹행위 (부인 성폭력, 강간, 납치 등)
7. 지정카스트·지정부족·저소득층에 대한 주민 혹은 경찰의 괴롭힘, 고문
8. 환경문제 전반
9. 폭동으로 인한 침탈
10. 가족 연금

자료: 인도대법원(2003)에 의해 저자 작성.

이는 인도대법원이 단지 분쟁해결이라는 사법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
니라 입법 및 행정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다.14)
제소절차의 편리성과 간편성은 PIL소송이 국민의 기본권과 전체 사회 이
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절차적 편리로 인한 공익소
송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대법원에는 청원의 내용이 사익(私益)이
거나 혹은 정치·정략적 의도를 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책
임이 부여되어 있다. 최근 공익소송의 범위가 경제, 환경, 문화 등으로 넓어
짐에 따라, 행정 내지 법적 절차에 의해 특정한 사안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
익소송을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14) 예컨대 공익소송에 의하여 개인이나 회사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라는 판결이 선
고되는 경우도 있었다(관련 사례 M.C.Mehta v. Kamal Nath, <2000> 6 SCC 213: AIR 2000
SC 19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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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점
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PIL소송은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법원
은 지역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만큼 직무집행영장은 PIL소송이 의
도하는 결과, 즉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도
구로서 뒷받침되고 있다. 인도대법원은 주·중앙정부가 법원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갖춘 직무집행영장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지속적인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법적 구제가
사후 보상을 통해 국가가 자기억제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특징이다(조효제 2009, p, 302).
한편 PIL소송의 신청자격과 전제조건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침해, 침탈을
겪은 개인에서부터 공익을 다루는 NGO에 이르기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되어
있는 동시에, ‘공익’과 관련된 사안만을 다룬다는 점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자격과 조건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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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도 PIL소송의 신청자격과 조건

구분

자격

- 권리침해를 입은 당사자
- 공익목적의 소송제기자
- 기본권 보장 및 공익증진 목적의 사회운동단체

조건

- ·개인 기본권 침해 발생
- 사법재판체계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침해 발생
- 공익침해와 연결되는 개인의 문제
- 국가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
- 개별법 내지 헌법 위반 사례

자료: Legal Service India(http://www.legalserviceindia.com), NGO’s India(http://www.ngosindia.com)
을 참고, 저자작성.

위 [표 4]에서와 같이 PIL소송의 자격, 즉 원고 적격성을 판단하는 전제조
건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자는 정의를 옹호할 목적에 의해 선의로서 행
동해야 할 것이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익 또는 정치적 동기를 갖고 행동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원고적격성의 확대는 사실관계 확인에서 보다 적극
적인 대법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Bandhua Mukti Morcha vs Union
Of India’ 소송에서도 나타났는데 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법
원이 조사, 검증할 책임을 맡아, 사건조사에 필요한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
게 한 바 있다. 즉 사회적 소외자 및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
한 보다 진지한 조사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다.15) 다시 말해 PIL소송은 정부와 소송주체를 대립 내지 갈등 구도를 만들

15) 사실관계 조사위원의 임명과 활동의 취지가 공익소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 PIL소송에서 법원의 사실관계 조사의 엄정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조사위원직이 비상근·임시직이니만큼 비록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의성실한 조사는 ‘개인의 의지’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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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지만, 공익소송이 배상 내지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 아
닌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꾀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어 있다.
16)

공익소송의 범위와 신청자격 등이 비교적 넓게 규정된 것에 비해, 피고적

격성은 국가, 중앙·지방정부에 국한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인관계 해결에 공
익소송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다만 개인 내지 기
업이 피고적격성을 갖는 경우는 국가 혹은 정부와 관련 있는 사안으로서 공
동피소될 때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인도 대법원이 처리하는 PIL소송은 연평균 260건이다. 대법원이 관장하는
전체 소송이 연간 약 6만 건임을 볼 때, PIL소송은 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부 비판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대법원이 행정력을 낭비시킬만
큼 많은 사건이 다뤄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1997년부터 2007년까
지의 대법원 PIL소송 처리 추이를 볼 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해마다 조금
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PIL소송을 편지와 같은 수단으
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만 건이 접수되고는 있지만, 정식 절
차에 회부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Gauri 2010, pp. 82~83).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공익소송의 양적 증가 역시 비상임조사위원을 둘러싼 문제
를 더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16) 판례 : Bandhua Mukti Morcha vs Union Of India (1984 3 scc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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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도 대법원 PIL소송 현황

자료 : Gauri(2010), p. 89

요컨대 인도의 공익소송은 기본권의 시행을 위해서 인도대법원은 원심법
원으로서 어떠한 사건이라도 적정한 절차(appropriate proceedings)를 통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도헌법 제32조의 적극적인 실현조치로서 평가된다. 나아
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빌고 있지만 공익소송의 내용과 자격을 볼 때 대법원
(고등법원 포함)의 법률적·재량적 판단기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
한 권리구제(청원) 내지 정부에 대한 대국민 압력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유
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특정 업체에서 환경오염을 일으
키고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은 해당 지역정부와 환경부, 그리고 당해 업체
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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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고적격성에서 국가기관과 개인 내지 기업이 공동피고가 될 수
있는 점은 대(對)인도 투자 기업진출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즉 비록 개인
내지 기업과 같은 민간이 공익소송의 피고적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 ‘지역사회침탈’ 등과 같은 주제를 표면에 내세운 후 공익소송 경험이
풍부한 NGO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응당 공익소
송 사안이겠지만, 그러한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청구
내지 지역개발정책 배정 등의 의도에 의해 공익소송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공익소송의 내용과 목적을 주의깊게 사정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문제의 입증은 난해할 수밖에 없는바, 투자 및 기업활동을 전개함
에 있어 해당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나
아가 관련 부처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요 판례 분석
전술한 것과 같이 인도 PIL소송은 초기에는 취약계층의 기본권 침해 내지
국가 의무의 해태 등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나, 2000년대 이
후 소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중산층 집단에 이르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재 사회, 경제,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소송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만큼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1988년 PIL소송 분류체계가 만들어져서 적용되
고 있다. [표 5]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다뤄진 PIL소송을 분류체계에 의
해 구분한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PIL소송 초기에 많이 다뤄졌던 노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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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형사재판 관련 사건의 비중은 많이 낮아진 것에 비해 선거 관련 사건
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Gauri 2010, p. 83).17) 그 밖에 환경
보존 및 보호 이슈인 생태계 파괴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2000년대 이후 증가
세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양상이다.

표 5. PIL소송 주제별 현황
(단위 : %)

주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아동노동 (방임)

0.4

0.49

대기오염

2.58

2.8

2.58 2.34 5.32

수질오염

1.94

6.4

2.58

소음공해

0.65

1.2

0.43

생태계 파괴

8.39

3.2

3.43 2.73 3.19

노예노동

2.58

0.4

1.29

구금중 사망,
신속한 소송 등

3.87

2

4.3

8.3

0.73

5.78 2.44 2.89 2.19 2.88

2.84 0.72 2.22 1.46 18.18 2.19 1.44
0.35 1.81 1.33

0.83 1.46

4.44 5.85 7.85 16.06 12.98
4.33

1.72 1.56 0.35

0.48
0.44

0.36 0.96

SC, ST, OBC18)
0.65
및 여성 학대 관련

0.4

무허가 건축 등

3.23

3.6

1.72 5.47 2.84

선거 관련

1.29

1.6

1.72 0.39 1.42 3.25 0.44

7.8

사기

1.94

0.43 0.39

0.98 0.83 0.36 0.48

기타

72.9

폭동

78

1.42 0.36 0.89 0.49

0.36 0.48

1.33 0.98 2.07 2.92 1.44
0.36

3.72 3.28 5.77

84.12 82.81 82.27 80.87 83.11 79.51 63.64 70.07 72.6
0.48

자료 : Gauri(2010), p. 88.

17) PIL소송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을 때 위 [표 5]에서와 같이 대다수의 사례가 “기타”로 분류된
만큼, 해당 분류방식이 시계열별 PIL소송 주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18) SC= Scheduled Caste(지정 카스트), ST=Scheduled Tribes(지정부족민), OBC=Other Backward
Caste(기타 소외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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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IL소송은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개인 내지 취약계층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구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대중의 공통된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로 확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도 PIL소송의 단계별 전개과정을 고려하여 주요 판
례에 대해 쟁점 및 판결과 시사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단 1990년
대 이후 PIL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판례들이 나타난 만큼 2단계 및
3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 식량권 관련 판례
본 소송은 기아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소비되고 있는
양곡의 재고가 활용되지 못했던 점을 배경으로 하여, 인도 NGO 조직이었던
‘People Union of Civil Liberties'가 PIL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이 소송은
2001년 공판이 진행된바, 당시 대법원은 기근에 의해 식량부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비축곡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무의 해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임시명령을 통해 인도
최극빈 지역 150개소에 대해 식량우선공급을 시행하게 하였다. 특히 이 판
례는 식량권이 생명을 위한 시민·정치적 기본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빈곤아동 대상 영양지원
등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점심급식을 제공하도록 명령함으로서 결식
아동의 점심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조효제 2009, pp.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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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armanand Katara V. Union of India (AIR 1989, SC 2039)19)
본 사건의 원고는 인권활동가로서, 오토바이(스쿠터)사고를 입은 시민이
치료를 위해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치료를 거부당하였고 사고
지역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으로 송치되는 사이 사망한
사건을 인용하였다. 이에 인도 당국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제하지 못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됨을 주장한 것이
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의료인은 부상당한 모든 시민에게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이다.

다. Paschim Banga Khet Mazdoor Samity v. State of west Bengal
(1996) 사례20)
농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낙상을 입은 후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병원들은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 내지 치료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조차 적절한 치
료를 받지 못한 사례이다. 소송 원고는 결국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민
간병원에서 높은 비용을 물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
의료기관의 증설, 병원 내 적정병상 마련, 의료기기 및 의료진의 적법한 배
치 등을 중심으로 Bengal 지역 정부를 상대로 PIL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
결과 각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및 입원·외래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의
료진, 의료설비를 갖추도록 판시되었고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감독,

19) 원문판례: http://indiankanoon.org/doc/498126/
20) 원문판례: http://indiankanoon.org/doc/17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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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전국단위 지역정부 산하 의료기관을 정비하게끔 이끌었다.

라. Visaka v. State of Rajasthan (1997(6) scc 241)21)
본 소송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입
법체계의 흠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긴박한
사회문제 내지 욕구의 경우 입법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규제되어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이 소송의 결과로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
시되었다.

마. Sheela Barse v. Union of India (1993. scc 204)22)
인도 PIL소송의 등장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
장과 구제는 공익소송의 주요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
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1990년 실라바스(Sheela Barse)라
는 사회운동가가 중심이 되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위한 공익소송을 전개한
것이다. 실라바스는 1990년 당시 콜카타 지역 내 성인과 어린이들이 뚜렷한
죄목 내지 명분없이 ‘정신질환(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다는 점
에 대해 대법원에 공익소송을 ‘편지’로서 제기한 바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법원은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바, 이는 당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
여 사건조사를 실시하게 된 선도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다(조효제 2009). 이

21) 원문판례: http://indiankanoon.org/doc/1031794/
22) 원문판례: http://ncpcr.gov.in/show_img.php?fid=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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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결과, 대법원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옥’에 수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에 대해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가 있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대학 및 지역 국공립 의료기관
내 정신과 의료진을 배치할 것 등을 요지로 하여 정부(국가)에 대해 보다 적
극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문제가 제기된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 전
역에 대해 유사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명령하였고 이에 대한 감시와 이행
촉구의 기능은 각급 고등법원이 담당하게끔 하였다. 물론 이 판례에 따른 조
치들이 당시 곧바로 적용, 확대될 수는 없었지만 인도 전역에 걸쳐 정신질환
에 대한 의료서비스 마련조치가 행해진 것은 시사점이 있다. 나아가 법원이
국가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의무이행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 M.C. Mehta v. Union of India (2003, 10 scc 560) 판례
본 사건은 델리 등 대도시 공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시작
되었다. 일명 ‘Vehicular Pollution’판례라고도 하는데,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소송 원고들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공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하여,
정부로 하여금 휘발유 등 기존 연료방식을 이용한 대중교통차량을 천연가스
로 전면교체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정부는 대중교통용 차
량의 연료는 휘발유가 아닌 천연가스로 사용하게끔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전
면 수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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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Almitra Patel v. Union of India (2000 (2) SCC 679) 판례
본 사례는 델리지역 쓰레기 처리와 슬럼가 지역 이슈를 둘러싼 PIL소송이
다. 대법원은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슬럼가를 정비하기 위해 이 지역 무
단거주자들이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납세
자 부담의 원칙, 공공성의 기준 등에 부합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무단으로 사용하던 공유지 슬럼가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은 소매치기에게 보상을 주는 것과 같다’는 판시23)는 PIL소
송 원고의 권리주체와 공익성의 오염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 Pratibha Naitthani vs Union Of India (21 December, 2005) 판례
봄베이 고등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으로서, 방송업자들로 하여금 공익 보호
를 위해 ｢케이블TV네트워크법(Cable Television Network Act)｣을 준수하도
록 판시한 사례이다. 본 사건은 St Xavier's College에서 재직 중이던 Pratibha
Nathani 교수의 공익소송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바, 원고인 Pratibha Nathani
교수는 영화심의위원회(CBFC: Censor Board for Film Certification)의 인증
을 받지 않은 채, 아동에게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물들이 케이블 채
널에서 자유롭게 방영되는 것은 공익에 저해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련 법에 의해 해당 필름들은 상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영상물
을 상영하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을 목적으

23)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warding an encroacher on public land with a free alternative site is like
giving a reward to a pickpocket” -출처: http://indiankanoon.org/docfragment/973154/?formInput=
2000%20%282%29%20SCC%20679%20(검색일: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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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기한 공익소송이다. 본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에
제정된 “Cable Television Networks Rules” 제6조를 인용한바, 제6조는 케이
블방송에서 방영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었다.

표 6. Cable Television Networks Rules에 의한 방영불가 프로그램

(a) 선행 및 품위 손상물
(b) 우방국 비난(적대)물
(c) 종교 및 인종 관련 모욕행위 관련물
(d) 외설, 명예훼손, 불법, 악의적 풍자, 불분명한 사실 관련물
(e) 폭력 조장물, 반국가적 행위 조작물
(f) 법정 모욕물
(g) 국가원수 및 사법부 비방물
(h) 국가존엄성 훼손물
(i) 사회 특정 개인 내지 집단에 대한 유해·비난물, 국가·사회 분열 조작물
(j) 미신, 맹신 조작물
(k) 여성모욕 (공중도덕 및 공공선에 위배되는 여성신체부분 및 일부 묘사등)
(l) 아동 음란물
(m) 특정 인종(민족), 언어, 지역집단에 대한 문자 및 언어 비방, 훼손 관련 물
(n) Cinematograph Act(1952) 위반물
(o) 자유로운 공공상영에 적합하지 않은 것
자료 : THE CABLE TELEVISION NETWORKS RULES, 1994(제6조).

이에 재판부는 정부 소관 부처(정보통신부)의 의견과, 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ct, 1995 및 관계법령에 의해 Star Movies, Star One,
Star Gold, HBO, ZEE Movies, AXN and Sony Max, Zee Television and Star
Television에 대해 상영금지물에 해당하는 모든 필름을 처분하는 한편, 향후
법규에 충실하여 운영할 것을 판시하였다. 이는 공공성에 위배될 콘텐츠의
방영, 제작, 수입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방송·영화 관련업자의 엄격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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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강화하여 공익에 위배되는 작위적인 콘텐츠 제작을 방지하게끔 결정
한 사례이다.

자. 코카콜라 공장 관련 소송 사례
2005년 8월, 인도에서 현지법인을 세워 27개 공장을 운영하던 코카콜라는
해당 공장 폐기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제소되어 법원으로부터
공장폐쇄 명령을 받았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수질오염에 따른 공익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1998년 인도 남부 플라치마다 마을에서 8개의 지하관정
을 뚫어 지하수를 퍼 올려서 공장을 운영하던 코카콜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
로부터 사막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항의받고 있었다. 특히 주민들은
코카콜라 공장이 매일 100만 리터의 지하수를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
면서, 해당량은 주만 2만 명의 일일식수량에 비근하는바, 코카콜라 공장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식수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공장 폐기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킴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우물이 음용수
부적합판정을 받은 나머지, 식수고갈을 맞게 됨을 강조하면서 소송이 시작
되었다. 특히 공장 폐기물 찌꺼기 성분분석 결과,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독성물이 출토된 것은 식수 오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존 자체
를 위협하는 것을 들어 공장폐쇄를 청원한 것이다. 이에 2003년 12월 케랄라
주 고등법원에서는 코카콜라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
동재산인 지하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을 조달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또한 과학환경센터(CSE)라는 인도의 환경운동단체가 델리 인근에서 판매되
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12개 음료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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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출되었으며,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2006
년 8월 구자라트, 마드야프라데시, 라자스탄, 차티스가르 4개 주는 교육기관
과 정부기관 내에서 코카콜라와 펩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뒤이
어 케랄라 주 역시 코카콜라와 펩시 제품의 주 내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
한 바 있다.24) 본 소송은 영리기업 활동에 대해 인도 지역 내 환경운동단체
의 견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공익소송과 관련된 대표 사례인 동시에, 공장
운영에 따른 식수오염 및 정화 문제를 접근하는 인도 당국 및 현지 NGO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보여진다.

차. Novartis Ag vs Union Of India25)
본 소송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와 관련하여 2006년 인도암환자
단체(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가 노바티스社의의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해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외형
적으로는 노바티스社와 인도정부 간의 다툼으로 보여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인도정부, 다국적제약회사, 인도 국민(암환자협회)의 3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24) 비록 공장폐쇄조치 등을 처분받았지만, 중금속검사 수치 이상 등을 이유로 들어 폐쇄명령
이 부당함을 주장한바, 일부 인정되어 폐쇄조치가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도 지역 내
에서 코카콜라를 대상으로 하는 크고 작은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코카콜라
현지법인 가운데 하나인 Hindustan Cocacola Beverages Pvt. Ltd..는 West Bengal Pollution
Control Board 등이 식수오염예방을 위한 정화시스템을 구비하고 지하수 방출샘플 추출 기
계설비 및 해당 행위 이행 관련 보증금 예치 등을 요구한 것은 West Bengal Pollution
Control Board의 월권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West Bengal
Pollution Control Board로 하여금 코카콜라 공장의 폐수 성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
하며 그 비용은 코카콜라 현지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관련 판례
“Hindustan Coco-Cola Beverages ... vs Member Secretary,” West Bengal Pcb, 19 March, 2012.).
25) Novartis Ag vs Union Of India & Ors on 1 April, 2013(판례원문 http://indiankanoon.org/doc/165776436/,
검색일: 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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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안이자, 인도정부 및 국민차원의 공익소송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소송의 발단이 된 글리벡의 복제약을 인도 제약회사들이 생산할 수 있었
던 배경에는 인도 특허법(The Patents Act) 제3조의(d) 조항이 있었다.26)
1960년대 인도는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였던
만큼 그 비용은 막대하였고 환자들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인도정부는 1972년, 의약품에 대해 제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폐지한바, 인도 제약회사는 기존 약제와 제법만 달리할 경우, 복제약을 제
조·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건 주요 경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26) 인도 특허법 제3조는 “발명(invention)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적시하고 있음. 이 가운데 (d)
에 의하면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성을 가진 약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법조문 원문 : Sectin 3.What are not inventions. -The following are not invention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중략) (d) the mere discovery of a new form of a known substance
which does not result in the enhancement of the known efficacy of that substance or the mere
discovery of any new property or new use for a known substance or of the mere use of a
known process, machine or apparatus unless such known process results in a new product or
employs at least one new reactant. Expla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salts, esters,
ethers, polymorphs, metabolites, pure form, particle size, isomers, mixtures of isomers,
complexes, combinations and other derivatives of known substance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same substance, unless they differ significantly in properties with regard to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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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노바티스社 글리벡 특허 관련 공익 소송 경과
1. 2002년 노바티스社, 인도 ‘글리벡’ 출시
2. 2003년 인도 10개 제약회사 글리벡의 제너릭(복제약) 출시
※ 노바티스사 글리벡 1개월분 2,667달러 vs 제네릭 89~267달러
※ 인도암환자지원협회(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 제네릭 생산 제약회사에서
제네릭 버전을 89달러로 구입, 환자에게 22달러에 공급해옴
3. 2005년 인도 특허법 개정
4. 2005년 인도정부 특허신청 목록 공개
-1998년 노바티스社 글리벡 특허신청 사실 확인
5. 2006년 인도암환자협회 ‘글리벡 특허출원에 대한 사전이의신청’ 제기
6. 2006년 첸나이 특허청 ‘글리벡 특허출원 반려
7. 노바티스社 인도 특허법 관련 대법원 소송 제기
8. 2013년 노바티스社 대법원 소송 패소
자료 : Novartis Ag vs Union Of India & Ors on 1 April(2013), 판례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1995년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무역관련지
적재산권협정(TRIPs)’을 이행해야 했기 때문에, 2005년 특허법은 대폭 개정
되어 ‘의약품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인도는 ‘무역관련지적재
산권협정’ 유예기간인 1995~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에서 특허를 받은
약에 대해서도 최대 5년 또는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때까지 독점판매권을
인정해야 했다. 이에 10년의 기간 동안 특허신청이 진행된 후 2005년 특허신
청목록이 공개되었다. 이때 노바티스社가 1998년 글리벡에 대한 특허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3년 12월부터 노바티스社에 대해 글리벡 독점판매
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 인도 제약회사들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
고 대다수 인도 백혈병 환자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2006년 인도암환자협회는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한 사전이의신청을 시작한
바, 2013년 인도 특허법 제3(d)조의 해석에 대해 노바티스社가 제기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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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송에서 원고였던 노바티스社의 패소로 종결되었다. 즉 대법원은 “이마
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결정형(beta crystalline form of Imatinib Mesylate)인
‘글리벡’이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비해 흡습성이 감소되고
열역학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맞지만 인도 특허법 제3
조의 (d)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efficacy)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에
서 특허를 줄 수 없으며, 특허법 관련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도 문제가 없었
음을 판시하였다.
본 소송은 인도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저렴한 양질의 약품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도 특허법이 가진 효력과 적용 범위가, 특히 제약회사의 기술과 약
품 수출 등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규제적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관련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엇보다 다수 제약회사
들이 주로 사용하는 에버그리닝 전략27)에 의한 특허출원 약품 제조 및 수출
전략이 인도에서만큼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바티스社의 소송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인도에서 ‘의약품물질특허’는
외형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 인도 특허법 제3(d)조,
강제실시 조치28)와 같은 안전장치가 보완되어 있다는 점은 인도 자국 국민
의 건강권뿐만 아닌 자국 업체의 보호장치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

27)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복제약 생
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28) 강제실시(强制實施, compulsory license)란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주로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통해 행
사하며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가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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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인도 특허법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법제를 보완하는 움직임 역시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한국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인도 공익소송의 운영실태와 주요 소송사례들은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파생시킨다.
첫째, 인도 PIL소송은 대법원이라는 사법기구에 의한 대대적인 사회개혁
을 꾀하는 데 기여했다. 인도헌법에 터 잡은 PIL소송의 운영주체가 대법원
으로 상정됨으로써 정치와 행정, 나아가 시장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
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가는 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주의 절차만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법적 개
입 내지 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꿰뚫고 들어감으로써 인도헌법
제32조가 보장한 권리를 실체적으로 보장해냈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이다.
둘째, 인권(기본권)의 보장 나아가 복지국가가 지향할 공익의 증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인도 PIL소송은 국가 내지
정부 등 공공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대응에만 그치지 않았다.
인도 PIL소송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태동 당시 국가의 소극적
의무에 해당하는 취약집단 침해구제에서 시작하였지만, 점차 기존 제도의
개선과 개혁 그리고 PIL소송에 따른 새로운 입법의 등장 등 인권보장과 공
익을 둘러싼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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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공익증진
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인도의 PIL소송은 인도 당국과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공고히 하
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인도 자국의 공익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
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및 자국민의 공익 보호 기제는 때로 인도 진출 해
외 기업 활동과 충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인
도는 전력, 용수,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바, 이는
환경오염, 자원갈취 등과 같은 인도 사회의 첨예한 쟁점과 연결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인도 진출에 앞서 해당 지역 인프라 및 사회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인도 내 활동을 둘러싼 공익 훼손 다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술한 판례에서와 같이 인도의 법제는 성문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
는 국가 가운데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공익소송이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형 공익소송제도 도입을 고려함에 있어 인도 법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
집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도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서로 다른
집단과 개인 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긴장 관리와 협상이 꾸준히 전개되어
온 국가이다. 사회문제를 둘러싼 갈등관리의 경험은 인도 PIL소송제도를 성
숙시키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한국을 비롯한 PIL소송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국가에 대해 시사점이 된다. 다시 말해 공익에 대한 시
민사회와 국가의 성숙한 이해가 선행될 때 PIL소송은 적절히 기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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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여섯째, 인도 PIL소송은 ‘공익’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경제활동의 권리와 건강권 간의 대립은 전술
한 노바티스社 및 코카콜라社의 사례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PIL소송의 특성
상, 자칫 이익집단 간 협의 내지 협상과 같은 형태로 소송이 변질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PIL소송의 본질은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 PIL소송의 등장배경에서와 같이 사법체제와 국민 그리고 국가간 원활
한 소통을 도모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그 중요한 기능과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칫 양극화되기 쉬운 기존 소송체제의 한계를 극복하
고 사익이 아닌 공익보존을 위한 민주적 심의절차를 유지하도록 하는 본래
목적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사법부의 자기절제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 PIL소송은 시민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앞
서 살펴본 공익소송의 개념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익소송은 공익을 둘러싼
담론형성과 시민성의 성장을 꾀하는 기능이 있다. 비록 소송의 외피를 취한
다고 할지라도, 당해 소송이 꾀하는 공익의 실현은 시민과 법원 그리고 국가
간 대화와 소통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또한 능력과 지위를 갖춘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내지 결사체
에 대한 소송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민들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
을 바로잡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이때 PIL소송은 시장경제,
정치압력 등의 외생변수작용에서 탈피하여 공익을 위한 소통의 장에 시민들
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며, 국가-시민 간 파트너십을 회복할 수 있게 만
듦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96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국적 함의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미나. 2009. 인도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김윤권 편 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
문사.
김병철. 1997. 미국 공익법 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김영종. 2009. 인도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김윤권 편 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
문사.
김윤권. 2009. 인도의 교육·문화정책. 김윤권 편 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김학기. 2013. 공익소송의 입법론적 고찰. 원광법학, 29(3).
박장수. 2003. 공익소송제도. 공익소송위원회 3월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공정거래위원
회(2003. 3. 20).
양천수. 2008. 공익과 사익의 혼융현상을 통해 본 공익 개념－공익 개념에 대한 법사회
학적 분석-. 공익과 인권, 제5권 제1호.
오시영. 2006. 다수당사자소송의 발전과 전망－이른바 공익소송을 중심으로－. 민사
소송, 제17권제2호.
은승표.. 2012.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법의 이념과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
지원칙. 유럽헌법연구, 제11호.
이상돈. 2005. 공익소송과 인권실현-공익소송의 법이론적 분석과 법정책적 전망. 기
업소송연구, 제2권.
장승진. 2008. 공익소송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광석. 2013. 사회권적 기본권의 논의구조. 유럽헌법연구, 제14호.
정태호. 2011.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계간 민주, 제1권.
조효제 역. 2009.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영문자료]
Deva. S. 2009.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India:A Critical Review. Civil Justice
Quarterly. 28(1).
Gauri. V. 2010. Fundamental Rights and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India. INDIAN
JOURNAL OF LAW & ECONOMICS. 1(1).

9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Holladay. Z. 2012.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India as a Paradigm for Developing
Nation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9(2).
Rajamani, L. 2007. Public interest environmental litigation in india: Exploring issues of
access, participation, equity,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19(3).
인도 판례: http://indiankanoon.org.
인도헌법: http://lawmin.nic.in/olwing/coi/coi-english/coi-indexenglish.htm.
인도대법원: http://www.courtnic.nic.in/courtnicsc.asp.
인도 공익소송 참고 사이트.
Legal Service India(http://www.legalserviceindia.com).
NGOs India(http://www.ngosindia.com).

∙ 98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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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육성과 한국형 ODA
Ⅳ.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수요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추진 방안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중소기업 중점 사업과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
요를 분석하여 한국과 방글라데시 상생형 ODA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산업정책 및 산업체의 수요와 한국형 ODA
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13개 사업을 분석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고, 한국에
서 방글라데시로 진출한 중소기업 28개 업체와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ODA 개발 수요를 산정하였다.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국제지역연구, 제 19권 제3호에 게재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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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출한 중요도와 개발 수요도를 사분면에 나타내어 한국의 ODA 추
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무역인
력 양성, 경공업 육성지원 사업이었다. 방글라데시 중소기업들의 개발 수요
가 가장 높은 사업은 전력인프라 지원,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과 무역관
련 금융지원, 무역인력 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인력 양성 사업에서 한국
진출기업과 방글라데시기업의 개발 수요에 대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가 나타났다. 반면, 지역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중요도와 개발 수요가 모
두 높은 분야는 전력인프라, 무역금융지원, 외국인 투자유치자문 분야로, 이
분야가 방글라데시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평가된다.

Ⅰ. 서 론
현재 한국은 26개국을 중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협력국으로 선정하여 ODA를 제공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
의 중점 ODA 지원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무상지원 사업
으로는 구제, 의료와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ODA 차관인
대외경제협력발전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인프라 건설과 발전소 건설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배경은 개발도상국의 낙후된 교육과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경제 개발의 토
대인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방글라데시의 경제 발전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면 사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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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ODA가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
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ODA 개발을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의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민간 기업과 민간 영역 개발 육성
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육
성은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의 자생력을 고려한 동시에 현재 방글라데시의
개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분야다.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은 제조업 일자
리의 70~80%를 담당하고 있어 산업체 고용의 원천이 된다. 방글라데시는
미소금융을 통해 자영업을 육성하여 극빈층 구제에 기여했지만, 자영업만
확대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현재 방글라데시는 경제성장
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글라
데시 정부도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2015년 핵심 산업정책을 제조업과 중
소기업 육성에 두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중소기업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방글라
데시에 진출한 한국기업 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 시 대기업 협력기업으로 동반 진출하는 데 반해 방글라데시로 진
출한 중소기업은 협력업체로 진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출하고 성장하였
다. 그 결과 최근 진출한 일부 대기업이나 단기 사업을 위해 진출한 기업을
제외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장기간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은 대다수가 중소
기업이다. 방글라데시의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
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원할 전략의 하나로 중소기업 육성
ODA 사업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글라데시에서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 현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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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분석하여 방글라데시에 효과적인 한국형 중소기업 ODA 지원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중소기업 지원 ODA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수혜
국인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공여국 한국 진출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중소기업 연계형 전략적 ODA 프로그램은 방글라데
시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글라
데시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ODA 패러다
임의 변화와 한국형 ODA 모델 중 중소기업 육성 사업 내용, 방글라데시
ODA 수요와 지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방글라데
시 ODA 사업과 방글라데시 정부 및 산업계의 중소기업 육성 중점 사업을
분석하고 한국형 ODA 사업과의 부합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실
증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진출한 중소기업과 방글라데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ODA 개발 수요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결
과를 종합 분석하여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지원 ODA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ODA 패러다임의 변화
국제 사회는 70여 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ODA를 제공해 왔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개발처(U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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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총 2조 4천억 달러가 ODA 자금으로 지원되었다(산업연구원 2012,
p. 32). 2013년 OECD 국가들의 ODA 규모는 1,351억 달러에 이른다(공적개
발원조 홈페이지). 그러나 대규모 원조에도 불구하고 집중 원조를 받았던 아
프리카 경제개발이 실패하고 빈곤이 지속되자 1990년대부터 ODA 효용성에
대한 문제와 실패 논란이 지속되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태어나 원조 활동을 목격해 온 모요(D. Moyo)는 ‘원
조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종속과 부패,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죽은 원조(Dead Aid)’로 비난하였다(Moyo 2010, p. xix). 후바드와 두간(R.
G. Hubbard & W. Duggan)은 원조가 자선활동이 되면 수원국은 원조에 의지
하게 되어 자립과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며, 이를 ‘원조의 덫(Aid Trap)’으로
표현하였다(Hubbard and Duggan 2013). 이들이 지적한 공통적인 문제는 원
조가 수원국의 자립과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원국의 원조 의
존성만 높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조는 수원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사업
으로 연결될 때만 수원국의 개발과 빈곤퇴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요(D. Moyo)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간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델로 수원국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제
안했다(Moyo 2010, p. 104).
원조에 대한 재고와 자각에 힘입어 최근에는 수원국의 실질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조가 바뀌고 있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개발
원조 위원회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부의 이전을 위한
‘개발 금융’으로 원조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고(이대혁 2013), 최근
에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상호협력과 상생이 강조되고 있고(공
적개발원조 홈페이지), 수원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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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지선, 이주영 2011, pp. 33~43). 즉, 원조의 패러다임이 공여국과 수원국
의 ‘공생을 위한 투자와 협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2. 한국형 ODA 모델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ODA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국 ODA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국은 ODA 규모가 늘어나면서 차별화된 ODA 모델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진국들과 차별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ODA를 통한 국가
홍보 효과가 적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부터 한국형 ODA에 대한 연구
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국형 ODA의 정의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 발전에 기인한다. 단기간에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권율 외(2006)는 ‘기존의 선진
국 중심의 공여국과 차별화되는 한국 고유의 특성과 비교 우위를 지닌 부문
에 대한 원조 활동’으로 한국형 ODA를 정의했다(권율 외 2006, pp. 164~167).
정우진(2010)은 ‘국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주도로
이끌던 제도, 기술, 지식 등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며, 산업과 기술면에서
한국 비교우위 분야를 원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정우진 2010, pp. 73~74).
이들이 제시한 한국형 ODA를 종합하면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하며 한국 비
교 우위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ODA 공여국과 차별화될 수 있
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국력과 브랜드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요
약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형 ODA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과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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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산업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과 함께 한국형 ODA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과 분야별 비교 우
위를 분석하여 한국형 ODA 전략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한국형 ODA 사업 계획은 11개 분야 총 159개의 프로그램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프로그램들이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것은 50여 년 만에 빈곤에서 탈피
하여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 경제 발전 경
험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꼽았으며, 그 특징적인 ODA 프로그램은 경공업
발전, 농업 부문, 에너지 부문으로 꼽고 있다(산업연구원 2012, pp. 105~107).
산업연구원은 이 외에도 미래 산업으로 ITC와 여성 분야, 신생에너지 분야에
서도 개발 가능 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한국에서 추진하던 인프라와 교
육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ODA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된 것이다. 기
존 연구들은 한국형 ODA는 비교우위 산업을 지원하되 수원국의 수요와 필요
를 반영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2, pp. 105~108;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즉, 한국형 ODA의 목표나 기본 틀은 갖되 국가
마다 적합한 사업과 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형 ODA 모델에서 제시된 사업 중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생을 위한 투
자 협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분야이다. 2012년
산업연구원에서 추천한 한국형 159가지 ODA 사업 중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및 경공업 육성 지원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경공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육성 전략 자문 사업이다. 그러나 이외에
도 중소기업 육성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무역인력 양성,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수출지원 기관 설립운영,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
업이다. 이는 [표 1]에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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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형 ODA 프로그램의 중소기업 연계 프로그램 및 세부내용

분야

경제
일반분야

프로그램

세부 내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원 조성 강화와 신용 보증 전
담 기관을 설립 운영

국가통계시스템

국가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국가정책 목표 수
립 및 관리와 평가

무역인력 양성

전문적인 상품지식 및 해외시장 정보를 보유한 무역
인력양성

무역관련
금융지원시스템

수출 관련 대출, 보증, 보험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유동
성 확보와 위험 분산, 수출비용 절감

수출지원 기관 설립 수출관련 민간 및 공공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수출 선
및 운영
순환 궤도 유도
전력인프라 구축

경제 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인 송배전망
구축 및 유지 보수 능력 배양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에 필요한 프로그램 마련,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구축 지원

경공업 육성지원

저개발국에 경공업 지원 정책 및 시스템 구축, 해외 투
자유치 및 수출 자문, 경공업 생산 기술 지원

산업·에너지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정비, 중소기업 설립과 육성 지
중소기업 육성전략
분야
원, 창업지원센터 설립과 기업가 정신 함양, 산학 협력,
자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계 관련 제도 기반 수립, 산업표
산업표준화 및
준화 연구 개발 지원, 산업표준 국제화 및 민간부문 역
인증체제 수립 지원
량 강화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자문

비교우위 산업과 투자 수익성 분석,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지원, 투자기업 알선

자료: 산업자원부(2012), 한국형 ODA 모델을 필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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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글라데시 ODA 개발 수요와 지원 관련 선행 연구
방글라데시 ODA에 관한 연구와 ODA 수요에 대한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취약부문인 보건, 교육, 여성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환
경 분야나 빈곤 퇴치,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Aboud
et al. 2013; Nasreen, Hossain, and Kundu 2006). 그러나 Nasreen, Hossain and
Kundu(2006)는 기존의 방글라데시 ODA 활동과 연구에 의문을 제시했다. 이
들은 ODA 활동이 방글라데시의 특수한 환경과 필요를 이해하고 계획적으
로 수행될 때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Nasreen,
Hossain, and Kundu 2006).
특정 분야에서 ODA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국가에 맞는 ODA 전략을 구
상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경향이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ODA 전략을 적용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임소영(2011)은 방글라데
시의 기후변화에 대해 정량적인 연구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를 적절
히 지원할 수 있는 ODA 전략을 제안했다. Siddiky(2014)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수행 중인 한국의 직업교육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방
글라데시의 직업교육활동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
판했다(Siddiky 2014). 이는 현재 한국의 ODA 활동이 방글라데시의 필요, 특
히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조 효율성이 떨어진
다는 것이다. 즉, 효과적인 ODA 수행을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현지인 및 산
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ODA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국에 맞는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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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ODA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이 비교우
위에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2012년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의 남아시아 국가 개발 수요와 한국 ODA 지원 방안 연구가 대표
적이다(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2012).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의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
형 ODA 모델을 바탕으로 중점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난다. 여기서 가로축은 필요성, 세로축은 한국의 공여능력이
다.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는 우선지원 분야, 필요성은 높지만

그림 1. 방글라데시 ODA 중점협력 도출분야

자료: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2012),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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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능력이 낮은 분야는 차순위, 필요성이 낮지만 공여능력이 높은 분야는
지원 잠재 분야,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는 지원유보 분야로 평
가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방글라데시 우선지원 분야로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로 평가하였고, 보건, 제도, 환경 분야는 차순위, 농업, 시
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 분야는 지원보유 분야로 분류하였다. 본 보고서는
연구 결과를 한국형 ODA 모델에 적용하여 제시했다. 일례로, 경제하부구조
지원은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 중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 지원, 전
력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하였다(조충제, 최윤
정, 송영철 2012).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인 자료를 기초로 연구한
것으로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한국의 공여능력을 평가하고 한국
형 ODA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도록 제안했다는 면에서 현실적이며 한국
형 ODA 발전에 공헌도가 높다. 그러나 수원국의 지속가능성 혹은 상생 가
능성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 지속가능성과 상생 가능성은 미래 지향적이
기 때문에 현재 문제해결보다는 수원국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원국의 필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염두에 두면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ODA라는 미래 지향적이고 수원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연구라는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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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육성과 한국형 ODA
1. 방글라데시 ODA 현황과 한계
방글라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일본과 미국, 한
국 등 각국에서 원조를 받고 있다. 2014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로
승인된 원조 규모는 18억 8천만 달러에 이른다(World Bank Homepage). 현
재 방글라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ODA 사업은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난민
구제, 기초 교육, 주민자치 행정지원, 방글라데시 무역과 운송 교육, 고등교
육, 전력 사업, 해안지역 정박 개선 사업 등이다(World Bank Homepage).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원조를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로, 2014년까지 승인
된 EDCF 금액은 6억 8,120만 달러이다. 지원 규모로 볼 때, 방글라데시는
한국 ODA 지원 상위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EDCF를 통해 도로, 철도망, 인
터넷 정보망, 상수도 개발사업, 해상안전시스템,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
업, 의료사업 및 빈민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한국 정부가 계획
혹은 추진 중인 EDCF 사업은 광대역 통신망사업, 국가정보통신망사업, 상
수도 개발사업, 철도신호 현대화사업,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 등이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제공된 무상원조는
8,914만 달러이다(공적개발원조 홈페이지).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은 병원
건립, 한국어센터지원사업, IT 교육센터, 농촌개발사업, 공무원 교육사업, 관
개시설 개발, 보건 증진사업, 직업 훈련소사업, 전자정부 수립사업, 안질환
예방 및 치료 역량 강화 등 행정, 의료,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대방
글라데시 무상, 유상 ODA 사업 내용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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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 사업 내용

영역

유상원조
(1993~2015)

분야

구제
인적자원
유상지원
(2015 현재
진행 중)

무상원조
(1991~2014)

무상원조
(2015년 현재
진행 중)

세부내용

송배전사업, 철도기관차 구매사업, 통신망 현대화사업,
철도 현대화사업, 인터넷 정보망 확충사업, 철도 기관차
인프라 건설 및
구매사업, CNG 버스구매사업, 송전망 개발사업, 상수도
국토개발
개발사업, 철도시스템 현대화사업,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사업, 광대역 무선망 구축사업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ICT 교육센터 건립

광대역 무선망 구축사업, 국가정보통신망 개발사업, 다카
인프라 건설 및 상수도 개발사업,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사업, 송신망 개
국토개발
발사업, 철도시스템 현대화사업, 해상안전운행시스템 구
축사업
인적자원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

교육 및
인적자원

한국어센터 지원사업, 과기센터 지원사업, IT훈련센터 건
립, ITC 훈련원 건립,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산모 및 신
생아 보건 증진사업, 방송통신대학 역량강화 사업, 간호
전문대학 설립사업, 중등학교 IT 교육

보건복지

우정병원 건립

농어업 개발

농촌종합개발사업, 태양광 관개시설 개발사업, 태양광 지
원사업, 농기계 및 육종 연구사업

개발 컨설팅

치타공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 파드마 교량 철도 건
설 타당성 조사사업

행정 및
거버넌스

고위공무원 역량강화사업, 통계 행정능력 강화사업, 공공
행정부 전자결제시스템 강화사업, 행정정보 전산화, 사이
버 범죄 수사

교육 및
인적자원

화학산업기술 훈련원 역량강화, 성주류화를 위한 역량강
화 연수, 직업훈련학교 역량강화사업, 통계역량강화

보건 복지

안질환 예방 및 치료 역량강화, 모자보건 증진사업, 의약
품 안전 및 규제 관리 역량강화

행정 및
거버넌스

새마을 헝거 제로 커뮤니티 사업, 전자정부 수립사업, 통
계청 역량 강화, 교통행정정보

자료: 공적개발원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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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통계청 역량강화사업, 행정정보
전산화사업 등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 교육, 의료 분야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즉 ODA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방글라데시의 자생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지만, 물자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이 가능한 ODA
사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방글라데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발전 현황
방글라데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업 및 제조업 26.5%, 농업 15.1%이다(CIA World Factbook).
반면, 산업별 종사 인구는 농업 인구가 47%로 매우 높다. 도시화율 33.5%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Ibid.). 방글라데
시 제조업은 경공업이 주를 이루고, 제조업 중 의류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
다. 의류산업은 GDP의 10%,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BSCIC
Homepage). 현재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 수는 약 5,700업체로 추산되며,
다수가 중소업체로 운영된다(Kotra Global Window 2015).
2014년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는 꾸준히 늘어나는 인구에 일자리를 공
급하기 위해 제조업 활성화를 지향하며, 중국의 성장모델을 따를 것을 표명
했다(News 24 2014. 12. 28). 중소기업 활성화는 방글라데시의 2015년 산업
정책도 반영되었다. ‘2015 국가 산업정책(National Industrial Policy 2015)’에
서는 현 GDP 28%를 차지하는 제조업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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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을 세웠
다. 제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전략은 100개소의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lusters)를 조성하고, 투자 확대와 수출시장
확대, 여성 노동인력 확대, ICT 등 고부가가치산업 이동과 제조업의 수출 다
양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소기업 투자 유치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자산과 피고용인의 수에 따
라 규정되며, 산업별로 적용 기준은 다르다. 방글라데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에서는 ‘고정자산 2억 다카 이하 피고용인 150인 이하의 기업’이
다. 2012년 방글라데시 민간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비농
업부문 고용의 70~80%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ADA 2013,
p. 39). 2013년 BSCIC(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y Corporation) 통
계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소기업은 10만 3,685개소이고, 수공업체는 83
만 306개소에 이르며, 이곳에서 고용된 피고용인구는 361만 4,000명에 이른
다(BSCIC Homepage).

표 3.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정의

소기업

중기업

분야

고정자산 (TK)

피고용인(이하)

고정자산 (TK)

피고용인(이하)

서비스

50,000-5,000,000

25

50,00,000-100,000,000

50

비즈니스 50,000-5,000,000

25

50,00,000-100,000,000

50

50,000-15,000,000

50

15,000,000-200,000,000

150

제조업

자료: Bangladesh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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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정책과 산업계의 중점사업
2015년 국가산업정책에 따라 100여 개의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를 3년
이내에 신설할 계획이다(Financial Express BD 2015. 3. 19).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는 내수 시장보다 해외 글로벌 체인과 연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문인 육성도
고려하고 있다. 다카상공회의소(Dhak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DCCI)와 방글라데시중앙은행(Bangladesh Bank)은 기업가정신 고양 및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비록 방글라데시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관리자들의 개선 요구는 여전히 존재한다. 방글라데시 중
소기업 협회에서는 중소기업들에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
브 지급을 요구한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8,875억 다카(TK)의 중소기업 지원
금을 할당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여전히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Financial Express BD 2015. 2. 23). 자금지원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중
소기업인의 대출 편의 제공과 금융기관 이용의 편의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
다(Zaman and Islam 2011).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주요 문제는 기술 낙후 문제로 이를 위해 기술 도
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카경제연구소(Centre
for Policy Dialogue 2015)는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
업 육성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친 중소기업 정책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CPD 2015). 또한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
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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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중소기업 재단(SME Foundation) 혹은 정부지원센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Ibid).

표 4. 방글라데시 주요 중소기업 정책과 기업인의 중점 사안

방글라데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정책
인력
산업 환경
제도 및
체계구축
기술지원
기타

중소기업인 및 전문가 중점 사안

- 세금 및 보조금

- 보조금 지급
- 금융권 이용과 대출 용이

- 기업인 대상 교육

- 경영전문교육

-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 수출입 관련 인프라
- 안정적 전력 수급

- 전문인 양성 지원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보호
-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 기술 수입 및 기술 인력 보조금
- 산업별 장애요소 제거
- 중소기업 지원센터
- 해외기업과의 합작지원

자료: 방글라데시 2015년 국가산업정책, CPD(2015) 및 각종 언론 자료를 종합하여 필자 재정리

다카경제연구소(CPD)에서 각 산업별 요구 및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
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의류산업에 대한 24시
간 전기 공급과 수출을 위한 물류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황마 산업은
대출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이 산업 활성화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는 산업단지의 부재로 인
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높은 이자율과 대출의 어려움도 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한무역공사가 파악한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단체의 요
구가 있다. 2014년 코트라 다카 무역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제조업체들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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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기술과 장비에 관심이 많다. 방글라데시 기업인 협회(IBFB: International
Business Forum of Bangladesh)는 한국의 기술 이전 전수 및 한·방 합작투자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Kotra Global
Window 2014). 이와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합작투자의 형태로도 진
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otra Global Window 2014).

4. 한국형 ODA와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중점 사업 비교
한국형 ODA의 중소기업 연계 사업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 및 기업인들
중점 사항 부합 여부를 비교하면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 중소기업 지원 연계 사업 중점 사안

중소기업 지원 연계 프로그램

한국형
ODA

BD 정부
추진방향

기업인 및
전문가

중점사업
부합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

○

○

***

○

**

○

***

국가통계시스템

○

무역인력 양성

○

○

무역관련 금융지원시스템

○

○

수출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

○

**

전력인프라 구축

○

○

**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

○

경공업 육성지원

○

○

○

***

중소기업 육성전략 자문

○

○

**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 지원

○

외국인 투자유치자문

○

**

**

*
○

**

한국 중소기업 유휴기술 및 설비전수 지원

○

*

한·방글라데시 중소기업 합작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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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계 한국형 ODA 프로그램과 방글라데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추진방향, 그리고 기업인 및 전문가들의 요구사항과 모두 부합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무역인력 양성’, ‘경공업 육성지원’이었
다. ‘통계 시스템 구축’, ‘수출지원 기관 설립’, ‘전력인프라 구축’,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중소기업 전략 자문’, ‘외국인
투자유치자문’, ‘한국 중소기업 유휴기술 및 설비전수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 혹은 방글라데시 정부나 기업인 및 전문가 중 일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 지원’은 한국 ODA 프로그
램에는 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나 기업인 및 전문가는 관심이 적은 사업이
고, ‘한국 중소기업 유휴기술 설비 전수’와 ‘한·방글라데시 중소기업 합작 지
원’은 현재 방글라데시 기업인 및 전문가만 관심 있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Ⅳ.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 실증분석
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방글라데시 동반 성장 ODA 방안 도출을 위해 중소
기업의 ODA 수요를 파악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방글라데시와 한국에서
진출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방글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
업은 2015년 기준으로 효성 엔지니어링, LG, 대우 인터내셔널, KT, 삼성전
자, 한진해운, 한라건설 등의 대기업 10여 개사가 진출해 있고, 한국의 섬유
의류 제조업체 96개사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 업체 50개사 등 약 160개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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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해 있다(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이라도 방글라데시 법인으로 등
록되면, 방글라데시 국내 기업과 동일한 의무와 혜택을 받는다. 비록 방글라
데시 환경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과 방글라데시
기업은 기업의 자본력이나 기술력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

가설 1. 한국 진출 중소기업과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은 ODA 개발 수요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글라데시 국내에서는 기업운영 지역에 따라 사업 환경이 다를 수 있다.
법률이나 세금 등의 중앙정부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물류나
전력, 지역 기관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 차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가
정에서 다음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

가설 2: 지역에 따라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최종적으로 앞서 살펴
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중점도와 중소기업들이 평가한 개발 수요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글라데시 ODA 전략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118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와 추진방안: 한국형 ODA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 자료 수집과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 150인 이하
의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기업 CEO를 대상
으로 수행되었고, 기업 CEO가 부재 중인 경우 기업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
람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출한 중소기업은 방글라데시 중소기
업보다는 자본 규모나 직원이 많아, 피고용인 150명 이하의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출한 중소기업은 2014년까지 적용된 한국 중
소기업 기준인 고정 근로자 300명 이하, 자본금 8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
여 대상 기업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한국형
ODA에서 중소기업과 관련 있는 사업과 방글라데시 정부 및 기업인이 중요
하게 평가하는 사업 총 13개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사
업에 대해 중소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로 필요를 느끼는지를 5점 척도(1점전혀 필요 없음 ~ 5점-아주 필요함)를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지는 한국어, 영
어, 벵갈어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조사 지역은 방글라데시 주요 공업 지역인 방글라데시 다카와 치타공 공
업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다카와 치타공은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 EPZ)이 집중되어 있고 한국 제조기업들도 주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다카와 치타공의 수출가공공단에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섬유 및 의류
사업 혹은 제지 및 포장, 플라스틱 등 섬유 관련 업체이다. 설문지는 공단
지역 혹은 EPZ 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하여 수행하거나 기업인의 자택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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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지역에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은 [표 6]과 같다.

표 6. 조사대상자

구분

사업주
지역
업종

기업규모

기업 운영
년수

한국인
방글라데시인
다카
치타공
제조 및 건설
서비스업
20명 이하
21~50명 이하
51~100명 이하
101~150명 이하
151~300명 이하
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표본 (업체)
28
25
32
21
32
21
18
9
7
12
7
4
17
15
15
2

백분율 (%)
53
47
60
40
60
40
34
17
13
23
13
8
32
28
28
4

총계 (%)

53 (100%)
53 (100%)

53 (100%)

53 (100%)

조사 기간은 2015년 6월 14일에서 6월 25일까지 12일간 진행되었다. 설문
지 조사자는 연구자 본인과 사전에 교육 받은 방글라데시인 2명이 수행하였
다. 총 55개 회사 임원진이 설문지에 참여하였으나, 이 중 300명 초과 고용
사업체 2개 업체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분석 결과
이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2’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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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은 기술통계, 교차분석, 크론바 알파(Cronbach α),
T-테스트(T-test), 카이 스퀘어 테스트(Person Chai Square Test)이다. 향후
ODA 추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제안을 위해 중요도-수행도 분석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IPA 기법은
중요도 대비 실제 성과 및 만족도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모델이
다. 중요도와 수행도(성과)의 평균이 교점이 되고 분석 항목을 사분면에 나
타내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략이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IPA 모형을 활
용하여 사분면에 구성하되, ODA 방안 제시는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2012)
의 ODA 중점협력 도출 모형을 적용할 것이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측정 결과 크론바 알파 값은 0.662로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0.6이상의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해당 설문지들은 신뢰할 수
있다.

신뢰도 통계

케이스 처리 요약

유효함
케이스

a

N

%

Cronbach의 알파

항목의 N

53

100.0

.662

4

제외됨

0

.0

총계

53

100.0

중소기업 ODA 지원 13개 사업에 대한 기업의 개발 수요를 5점 척도로 평
가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다. 방글라데시에서 활동 중인 중소기업들의
개발 수요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전력인프라 지원이었고, 다음으로 한국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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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설비지원과 무역관련 금융 지원 시스템, 무역인력 양성 순으로 개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한·방기업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ODA 개발 수요

한국기업의 경우 개발 수요가 가장 높은 사업은 전력인프라 부문과 한국
유휴기술설비지원, 산업단지구축 순이었다. 반면 방글라데시 기업의 경우
수요가 가장 높은 사업은 무역인력양성이었고, 다음으로 전력인프라지원이
었다.
13개 프로그램에 대한 방글라데시 기업과 한국 진출기업 간의 개발 수요
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테스트와 카이 스퀘어테스트를 실시하였
다. 해당 항목에 대한 T-테스트 결과와 카이 스퀘어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다. 13개 사업 개발 수요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한 결과 ‘무역인력양성’ 항목이 T-테스트 값이 .000(양측점증)으로 P<0.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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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반면, 다른 12개 사업에서는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13개 사업에 대한 응답 비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무역인력
양성’에 카이 스퀘어 값(양측 검증)은 0.13으로 95% 수준에서 통계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무역 인력양성 지
원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사업의 개발
수요에서 9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7. 한/방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 비교

1. 금융지원

2. 통계시스템

3. 무역인력양성

4. 무역관련금융지원

5. 수출지원기관설립

한/방

N

평균

한국 진출기업

28

3.96

방글라데시 기업

25

3.80

합계

53

3.86

한국 진출기업

28

3.79

방글라데시 기업

25

3.56

합계

53

3.68

한국 진출기업

28

3.68

방글라데시 기업

25

4.52

합계

53

4.08

한국 진출기업

28

3.93

방글라데시 기업

25

4.28

합계

53

4.09

한국 진출기업

28

3.86

방글라데시 기업

25

4.00

합계

53

3.92

T-값
카이제곱
(양측검증) (양측검증)

.545

.648

.470

.374

.000**

.013**

.179

.216

.576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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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6. 전력인프라

7. 산업단지조성

8. 경공업육성지원

9. 중소기업육성자문

10. 산업표준화지원

11. 외투유치자문지원

한/방

N

평균

한국 진출기업

28

4.46

방글라데시 기업

25

4.32

합계

53

4.40

한국 진출기업

28

4.07

방글라데시 기업

25

3.84

합계

53

3.96

한국 진출기업

28

3.79

방글라데시 기업

25

3.56

합계

53

3.68

한국 진출기업

28

3.89

방글라데시 기업

25

3.96

합계

53

3.92

한국 진출기업

28

3.68

방글라데시 기업

25

4.08

합계

53

3.87

한국 진출기업

28

4.00

방글라데시 기업

25

4.04

합계

53

4.02

12.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

한국 진출기업

28

4.11

방글라데시 기업

25

4.16

합계

53

4.13

한국 진출기업

28

3.79

13. 한·방기업합작 지원

방글라데시 기업

25

4.24

합계

53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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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
카이제곱
(양측검증) (양측검증)

.568

544

.414

.653

.364

.542

.788

.857

.147

.497

.878

.904

.797

.439

.119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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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테스트
와 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해당 항목에 대한 T-테스트 결과와 카
이 스퀘어 결과는 [표 8]에 나타난다. 13개 ODA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수요
평균 점수에 대한 T-테스트 결과 P<0.05 이하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13개 사업에 대한 응답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 스퀘어 테
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에 대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유휴기술 설비에 대한 카이제
곱 값은 0.035(양측 검증)로 P값이 0.05보다 작아 95% 수준에서 통계적인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다카/치타공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 비교

1. 금융지원
2. 통계시스템
3. 무역인력양성
4. 무역관련금융지원
5. 수출지원기관설립
6. 전력인프라
7. 산업단지조성

지역

N

평균

다카

32

3.97

치타공

21

3.76

다카

32

3.75

치타공

21

3.57

다카

32

4.25

치타공

21

3.81

다카

32

4.13

치타공

21

4.05

다카

32

3.97

치타공

21

3.86

다카

32

4.34

치타공

21

4.48

다카

32

4.00

치타공

21

3.90

T-값
(양측검증)

카이제곱
(양측검증)

.591

.648

.435

.721

.417

.112

.951

.606

.452

.779

.883

.632

.450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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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8. 경공업육성지원
9. 중소기업육성자문
10. 산업표준화지원
11. 외투유치자문지원
12.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
13. 한·방기업합작지원

지역

N

평균

다카

32

3.78

치타공

21

3.52

다카

32

4.06

치타공

21

3.71

다카

32

3.88

치타공

21

3.86

다카

32

3.94

치타공

21

4.14

다카

32

4.13

치타공

21

4.14

다카

32

4.16

치타공

21

3.76

T-값
(양측검증)

카이제곱
(양측검증)

.326

.217

.651

.319

.320

.687

.266

.612

.850

.035**

.789

.313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 사업에 대해 기업인들의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카 지역 기업인들은 해당사업에 대해 보통(28%), 필요함(31%),
아주 필요함(41%)으로 응답하여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
다. 반면, 치타공의 경우 보통(9%), 필요함(67%), 아주 필요함(24%)으로 응
답하여 응답자의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외 12개 사
업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13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가 사분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IPA
모형을 적용해 ODA 프로그램의 중점도를 세로축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기
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13개 ODA 사업의 5점 척도화한 자료를 가로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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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교점은 중점도의 평균 20과 개발 수요도의 평균 3.97이 된다.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 프로그램은 [그림 3]과 같다. 기
대도와 중점도 모두 높은 분야는 무역인력, 전력인프라, 무역금융지원, 외국
인 투자유치자문사업이다. ODA 개발 수요는 높으나 중점이 낮은 사업은
한·방합작지원과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사업이다.

그림 3. 한·방 기업의 ODA 중점도와 수요도 분석 결과

중점도는 높으나 수요도가 낮은 항목은 경공업 육성, 금융지원, 통계시스
템, 수출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산업단지설립, 중소기업자문사업이다. 수요
도와 기대도 모두 낮은 분야는 산업표준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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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진출 기업의 ODA 수요도와 중점도 분석 결과

한국에서 진출한 28개 기업에 대한 중점도와 개발 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에서 나타난다. 한국 진출 기업의 중점도와 수요도가 모두 높은 분
야는 금융지원, 전력인프라구축, 산업단지설립, 외국인 투자유치자문, 무역
금융지원사업이다. 개발 수요는 높으나 중점도가 낮은 사업은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사업이었다. 중점도는 높으나 수요도가 낮은 사업은 무역인력
양성, 경공업육성, 통계시스템구축, 수출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중소기업 자
문사업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체계와 한·방합작지원 사업은 중점도와 수요
도 모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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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글라데시 기업의 ODA 수요도와 중점도 분석 결과

25개 방글라데시 기업의 중요도와 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은 [그림 5]에서
나타난다. 방글라데시 기업의 경우는 무역인력양성, 전력인프라구축, 무역
금융 지원시스템, 외국인 투자유치자문, 수출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사업에
대해 중점도와 개발 수요도가 높았다. 수요도는 높으나 중점도가 낮은 분야
는 표준화체계, 한·방 중소기업 합작지원,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사업이
었다. 중점도는 높으나 수요도가 낮은 분야는 경공업 육성지원, 금융지원,
통계시스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자문사업이었다. 13개 ODA 사업 중 방글라
데시 기업이 중점도와 수요도 모두 낮게 평가한 사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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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추진 방안
본 연구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생 가능한 ODA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ODA를 설정하고 한국형 ODA 사업과 방글라데시 정부·산업계가 중점을 두
고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한국 진출 중소기
업과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중소
기업 관련 ODA 11개 사업 중 방글라데시 정책과 기업인이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무역인력양성’, ‘경공업육
성지원’이었다. 이외 방글라데시 기업인 협회에서 코트라에 요청한 2개 사
업을 추가하여 13개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현지 조사를 통해 분석
하였다.
중소기업들의 개발 수요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전력인프라 설립지원이었고,
다음으로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과 무역금융지원 시스템, 무역인력 양성
순으로 개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3개 항목의 개발 수요 평균 점
수는 3.8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았다. 이
는 방글라데시 산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개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ODA 중점 협력 사업을 고려할 때 중점도가 높은 분야는 방글라데시와 한
국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된 상태이거나 진행 상태로 신속히 ODA 사
업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점도가 높고 개발 수요도가 높은 전력인프라, 무
역금융지원 시스템, 외국인 투자유치자문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130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와 추진방안: 한국형 ODA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점도는 낮지만 수요도가 높은 차순위 ODA 추진 분야로 분류된 사업은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이다. 이 사업은 실제 한국 정부나 방글라데시 정
부가 아닌 방글라데시 기업인의 필요를 반영하여 개발 수요를 조사한 것으
로, 조사 결과 한국 기업과 방글라데시 기업 모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이
에 대한 제도화와 사업화가 신속히 추진된다면 양국 기업의 발전에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인다.

표 9. 한·방 ODA 추진 유형 분류 및 중점 협력 분야 도출 결과

추진 유형 분류

한국형 ODA 프로그램

- 전력인프라구축
- 외국인투자자문지원
우선 추진 ODA 사업
- 무역금융지원시스템
(중점도 수요 모두 높은 분야) - 무역인력양성(방글라데시)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한국기업)
- 산업단지설립(한국기업)
차순위 추진 ODA 지원 사업
-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
(수요도 고/ 중점도 저)
프로그램화 재고 사업
(중점도 고/ 수요도 저)

- 중소기업 육성전략자문
- 국가통계 시스템구축
- 경공업 육성지원
- 수출지원기관 설립지원

지원 보유 사업
(중점도 저/ 수요도 저)

-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수립(한국기업)
- 한·방합작(방글라데시 개발 수요 고/한국진출기업 수요 저)

중점도는 높지만 개발 수요는 낮은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전략자문, 수출
지원기관설립, 국가통계 시스템구축, 경공업 육성지원사업이다. 기업인들과
의 인터뷰 결과, 이들은 정부나 연구단체에서 고려하는 것만큼 이들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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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인들은 경공업이라는
한정된 분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해
당 사업들은 기업인들의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사업화의 재고
혹은 향후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점도도 낮고 개발 수요도 낮은 사업으로 산업표준화 및 인
증체제와 한·방합작 사업이다. 한국기업은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과
한·방 합작에 대한 개발 수요가 낮다. 인터뷰 결과 한방 합작 지원에 대해
일부 한국 기업인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방글라데
시 기업인들과 합작을 한 경험이 있거나 합작 결과가 좋지 못하게 끝이 난
사례를 지켜본 사람들로 한·방 합작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한국 진출
기업의 경우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를 갖춘 상태로 이에 대한 필요를 느끼
지 못했다. 반면 한방 합작지원에 대한 방글라데시 기업의 개발 수요는 높
다. 상생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지원 보유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한국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과 산업단지 구축사업
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았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애로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 한국 진출기업이 방글라데시 기업
과 동등한 기회와 의무를 갖지만, 현지에서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과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 ‘한국 진출 중소기업과 방글라데시 중소
기업은 ODA 개발 수요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무역인력양성 이외에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 ‘지역에 따라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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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ODA 개발 수요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
사업 이외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방글라데
시 중소기업의 운영 환경에서 인프라와 제도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
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서 수요가 높아 기업 간 혹은 지역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가설에서 무역인력 양성에 대한 기
업별 수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요인과 기업 외부의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는 현재 해외에 진출해 있는 상태
이고, 평균 10년 이상의 기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하
여 해외 각국의 바이어를 확보한 상태여서 해외 무역에 어려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한국은 무역인력을 양성했고 현재도 충분히 양산되고
있어 공급에 어려움이 없다. 반면,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보다 역사가 짧다. 따라서 해외 무역을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반
면,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무역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 교육기관이 소수
이고 여기서 양성되는 인력도 소수이며, 이들을 고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해외 무역인력 양성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
인다. 한국유휴기술 및 설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적 차이는 평균은 점수는
거의 같지만, 다카 지역의 경우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치타
공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즉, 다카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한국
유휴기술 및 설비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간절하다. 이는 다카지역이 수도권
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경쟁에 더욱 민감하고 이 때문에 선진 기술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진출한 기업과 방글
라데시 국내 기업 간의 개발 수요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ODA 추

13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진 방향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중소기업 육성 방향과,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중
소기업과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 수요를 분석하여 한국과 방글
라데시 상생형 ODA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현재까지 방글라데
시 중소기업의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형 ODA 추진 방안을 제시한 논문
이 없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이 가치 있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의 ODA 지원 능력뿐 아니라 산업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효
용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이 사회학적 통계에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연구 대상 샘플을 확보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 본 논문
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대상을 늘려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수요와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남아시
아에서 한국형 ODA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진출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수요 이론 등을 적용하여 계량적인 분석
이 수행 된다면, 수원국의 지속가능성과 필요를 반영한 통합적이고 종합적
인 ODA 지원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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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국가간 교역 증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로 인해 비즈니스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간 시장개방과 교역증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도하라운드
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특히 양
자간 FTA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2015년)에 게
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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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8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되어 2009년 8월 7일 공식 서명했다. 인도는 FTA 협상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서 한·인도 CEPA는 2년 반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그 후 거의 1년 만
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와의 CEPA 체결은 브릭스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것이며,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선점했
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인도가 일본 등 나중에 체결한 CEPA가 발효되
면서 한국 기업들은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금속제품 등 20개 품목(15억 달
러, 2012년 기준)의 수출 여건이 불리해진 상황이 되어 관련 업계에서는
CEPA 양허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월 16일
인도 델리에서 개초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CEPA의 조기 개선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고, 마침내 2015년 5월 18일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에서 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관한 이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푸트남
(Putnam)의 투-레벨 협상모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투-레벨 이론은 많은 후
속 연구를 불러일으켰으며 국제협상 연구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Howard
P. Lehman and Jennifer L. McCoy 1992; Andrew Moravcsik 1993; Jeffrey W.
Knopf 1993; Jongryn Mo 1994; Lee Ann Patterson 1997 등). 푸트남의 양면모
델 분석을 도입한 연구들로는 ‘한미 자동차협상과정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
석’, ‘북한과의 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투-페이스 게임을 중심으로’, ‘한중마
늘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이해관계와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양면게임으로
본 한·미 협상연구’ 등이 있다(윤순균 2000; 정기웅 2002b), 이승훈 2003; 유
규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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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레벨 협상모델은 완전히 성숙된 이론이 아니며, 푸트남이 스스
로 언급했듯이 하나의 은유(metaphor)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기
웅(2002a)은 투-레벨 모델이 갖는 내재적 한계들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투
-페이스 협상모델을 제시했다. 투-페이스 모델에서 협상은 국제적 레벨과 국
내적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하는 아측의 행위자들
간에(내부평면의 협상), 그리고 아측 연합의 대표자와 상대측의 대표자 간에
(외부평면의 협상)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 시대를 맞이하여 양
국간 통상협상이 일국과 경제통합체 간의 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기존의
투-레벨 모델로 이러한 협상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체결된 한·인도 CEPA 협상사례와 최근의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 대해 기존의 투-레
벨 모델에서 투-페이스 협상모델을 중심으로, 외부평면 및 내부평면 관점에
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푸트남의 투-레벨 이론을 확
장시킨 투-페이스 모델을 활용하여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외부평면과
내부평면 모델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 양국
의 윈셋 변화와 협상전략에 대해 투-페이스 모델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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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국가간에 발생하는 국제협상은 협상에 참가하는 양국의 협상대표들이 협
상의 이익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그 과정에서 협상의 당사국에 돌아
오는 몫을 결정하는 전략을 협상력이라 한다. 초기 협상의 유형은 제정군주
시대에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협상대표가 국가간 협상을 체결하면 국
내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비준이 되는 단계이다.
그 이후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정착되면서 권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리되고, 특히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로즈노(James N. Rosenau)는 국내정치
와 국제정치의 경계를 허물고 연계를 강조하는 연계이론을 주장했다. 그리
고 왈츠(Kenneth N. Waltz)의 제2이미지, 거비치(Peter Gourevitch)의 전도된
제2이미지, 코헤인(Robert O. Keohane)과 나이(Joseph S. Nyne)의 초국가론
과 초정부론, 상호의존론 등이 있었다(정기웅 2002a, pp. 50-51). 이러한 이론
들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에 연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했지만, 구
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고찰은 없어 한계점을 드러냈다.
마침내 푸트남(Robert, D. Putnam)이 1988년에 발표한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에서 국가 간 협상의 분석
틀을 제공하는 투-레벨 협상이론을 제안했다. 푸트남의 투-레벨 모델은 많은
후속 연구를 불러일으켰고 국제협상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이달곤
2000, p. 65). 하지만 최근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국제협상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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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푸트남의 투-레벨 협상모델1)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고 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투-페이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투-레벨 협상모델
가. 윈셋의 개념
푸트남(Putnam)의 투-레벨 협상이론(two-level games)은 국제협상과 국내
협상이라는 두 가지 차원간 상호작용을 하나의 이론적 틀 속으로 통합한 것
이다. 투-레벨 모델의 특징으로는 첫째, 투-레벨의 접근방법은 국제협상이론
이며, 둘째,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핵심적이며 전략적인 행위자로서의 협상
가를 강조하고, 셋째, 협상가의 전략을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로부터 오는 제
약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레벨 협상이론
은 국제적 차원의 협상(level 1)과 국내적 차원의 협상(level 2)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데, 레벨 1은 잠정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담당자 간의 협상을 말하
고, 레벨 2는 잠정합의를 비준할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양국 내부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따른 협상을 말한다(이달곤 2000, p. 66).

1) 투-레벨 모델이나 투-페이스 모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이론 모델이라기보다 행정학 관
점에서 통상 및 외교협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의 게임이론
에서처럼 최적 균형점을 수학적으로 도출하기보다 통상협상에서 정책적 함의 및 관점을 제
시한다는 의미에서, 푸트남의 ‘투-레벨 게임’에서 ‘게임’이란 의미를 ‘협상모델’로 의역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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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윈셋의 크기와 합의가능영역

Kmax

I1

K1

I2

Imax

투-레벨 협상이론의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윈셋(win-set)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는데, 이 윈셋이란 ‘국제협상에서 주어진 상황을 전제로 국내비준을 얻
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이라고 한다. 푸트남은 윈셋에 대한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윈셋이 크면 클수록 레벨 1에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둘째로 윈셋의 상대적인 크기가 합의에 따르는
이득의 분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이지석 2006, p. 298).
한·인도 CEPA에서 두 당사국인 한국(K)과 인도(I)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
으며, 게임 상황은 제로섬(zero-sum)이라고 가정하자. Kmax와 Imax는 K국과 I
국의 극대의 이익을 의미하며, Kmax-K1은 K국이 국제적 측면에서 수락할 수
있는 최소의 몫이며, I1-Imax는 I국이 수락할 수 있는 최소의 몫이 된다. 여기
서 K국의 윈셋은 선분 Kmax-K1이고, I국의 윈셋은 선분 I1-Imax이 되므로, K국
과 I국의 윈셋이 겹치는 I1-K1이 합의가능영역(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I국의 윈셋이 I2-Imax로 작아
지게 되면 양국의 윈셋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협상은 합의를 도출하
지 못하고 결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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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윈셋의 결과 및 협상전략
윈셋에 따른 협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양국이 모두 큰 윈셋을 가질 경우에
는 가장 협력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균형적인 이익이 분배되는 절충형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둘 다 작은 윈셋의 경우에는 협상과정이 가장
분쟁적으로 진행되어 결국에는 협상실패 혹은 협력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양국 중에 일국은 큰 윈셋을, 타국은 작은 윈셋을 선택할
경우에는 협상과정은 온건적으로 진행되나 협상 결과는 작은 윈셋을 가진
국가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표 1. 윈셋에 따른 협상의 결과

K국∖I국

큰(large) 윈셋

작은(small) 윈셋

큰(large) 윈셋

과정: 가장 협력적
결과: 절충형(균형적 이익분배)

과정: 온건적
결과: I국에 유리한 결과

작은(small) 윈셋

과정: 온건적
결과: K국에 유리한 결과

과정: 가장 분쟁적
결과: 협상실패/협력붕괴

자료: Robert D. Putnam(1988), 이윤아(2007)의 내용을 수정함.

푸트남은 이러한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내 주요이익집단과
정책결정자들의 상대적인 힘과 선호의 분포,2) 지배연합의 형태, 정치제도,3)

2) 푸트남은 정책이슈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질적인 이슈보다 동질적인 이슈에서 윈셋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한다. 동질적인 이슈는 협상의 타결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어떠한
협상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협상자는 국내적으로 비난을 받을 여지가 적다(이달곤 2000, p. 69).
반면 이질적인 이슈는 대외협상안이 다양한 내부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 한·칠레 FTA 협상이 이에 해당한다(유규열 2004, p. 38).
3) 각국의 정치제도도 양국의 윈셋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제도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비준이다. 즉, 국제조약은 공식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각국에서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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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에 임하는 협상대표의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달곤 2000, p. 68).
국제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윈셋의 크기가 클수록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만,
상대방에 대한 입지가 약해져 많은 양보를 하게 된다. 또한 양보의 폭이 너
무 크게 되면 국내비준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2차적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

표 2. 투-레벨 모델의 협상 전략

행위주체

행위대상

전략종류

전략의 목표

발목잡히기

- 국내 강경파에 대한 공개적 약속을 통해 자국의 윈
셋을 축소, 협상력의 제고를 노림

자국민
- 사안을 정치쟁점화하여 비활성 국내집단을 활성
정치쟁점화
(개인,집단)
화 함으로써 윈셋을 축소하고 협상력의 제고를 노림
고삐늦추기

- 뒷거래를 통하거나 사안의 성격을 새로이 정의하
여 윈셋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자율성의 제고를 노림

표적
사안연계

- 사안을 연계시킴으로써 타국의 비활성집단을 활
성화하여 세력간의 균형을 변경시킴으로써 타국
의 윈셋을 확대, 상대적 협상력의 제고를 노림

메아리

- 사안의 일반적 이미지의 변화를 통하여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 상대적 협상력의 제고를 노림

외국정부

정부간 담합

- 정치적 자산을 상호 교환, 각자의 윈셋의 확대를 통
하여 합의를 용이하게 함

외국정부

초국가적
로비

- 외국의 정책결정자의 정책선호의 변경을 통하여
정책의 변경을 꾀함

외국내
(개인,집단)

초국가적
제휴

- 비정부간 차원에서의 제휴를 통해 상대국의 윈셋
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차원의 협상력의 제고를
꾀함

정부
외국내
(개인,집단)

국내
(개인,
집단)

자료: 김태현, 한태준(1995), ｢외교와 정치: 양면게임의 논리와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전략｣,
연구논문 95-01, 세종연구소.

의의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적 비준의 성격과는 달리 국제협상의 결
과가 당사국 내의 이익단체, 하위정부, 비판세력 등에 의해 수용되는 비공식적인 비준과정도
유사한 구도로 파악된다(이달곤 2000,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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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상자들은 자기의 윈셋은 상대국이 작게 인식하도록 하고, 상대
국의 윈셋은 확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전략을 사용한다. 첫째, 자국
윈셋의 축소전략으로는 발목잡히기, 정치쟁점화, 고삐 늦추기 등이 있고, 둘
째, 상대국의 윈셋 확대전략으로 사안의 연계, 메아리, 정부간 담합이 있으
며, 셋째, 국내의 개인과 집단들이 외국 정부와 외국의 개인(집단)을 상대로
초국가적 로비나 제휴 등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2. 투-페이스 협상모델
가. 투-레벨의 대체개념: 투-페이스 모델
푸트남의 투-레벨 모델은 협상과정을 국제레벨의 협상과 국내레벨의 협상
으로 나눔으로써 분석대상의 협상을 양국간의 관계로 한정짓는 결과를 가져
왔다. 투-레벨 모델을 다자간 협상의 무대로 확대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
은 각 행위자 간에 진행되는 협상의 접점을 어떻게 설정하여 레벨을 레벨
Ⅰ과 레벨Ⅱ로 한정하는가에 있다.
이에 정기웅(2002a)은 협상이 하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 X와 Y
간에 협상이 성립할 경우에, X를 대표하는 협상의 대표자가 Y와 진행하는
게임인 외부평면(external face)의 협상과 그와 같은 외부평면의 협상을 진행
하기 위해 X에 포함되는 다수의 행위자들 간에 진행되는 내부평면(internal
face)의 협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투-레벨을 투-페이스로 바꾸는 것은 행위자의 문제에서 보다 폭 넓은 적용
가능성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국제적·국내적이라는 분류를 협상의 진행을 양
국간 관계에 한정시키게 되며 행위자의 수준을 국가수준에 한정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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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TA 협상은 국제적 레벨과 국내적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
다, 협상에 임하는 아측의 행위자들이 하는 내부평면의 협상과 아측 연합 대
표자와 상대측 대표자 간에 하는 외부평면의 협상으로 볼 수 있다(정기웅
2002a, p. 56). 이러한 투-페이스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국제체계 변수에 대한
설명능력이 향상된다. 투-레벨을 투-페이스로 전환시켰을 경우, 간접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국제체계는 내부평면 또는 외부평면을 구성하
는 여러 행위자들로 전환되어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나. 투-페이스 협상모델
투-페이스 모델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투-레벨 모델과 큰 차이가 없으나,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수준과 단위, 협상 대표자의 의미와 역
할, 윈셋의 결정요인,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전략행위 등에서 투-레벨 모
델을 확장한 것이다. 모든 국제협상의 무대는 두 개의 무대가 존재하며, 이는
공통의 이슈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는 외부평면의 협상무대와 그와 같은 협상
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내부평면의 무대인 것이다. 협상의 대표자는 외부평면
에서 이루어진 잠정적 합의에 대해 각자의 내부평면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투-페이스 모델에서 협상의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내부평면과 상대방으로
부터의 제약을 동시에 맡고 있는 존재이다. 동시에 협상의 대표자는 협상력
을 높이기 위해 협상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평면의 구성원들과
상대방 내부평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 행위를 취할 수
있다. 내부평면의 구성원들도 외교정책에서 부분적 또는 피동적 행위자로서
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부평면과 외부평면의 협상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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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다. 따라서 투-페이스 협상모델은 지금까지 쓰리-레벨, 파이브-레벨,
혹은 1.5레벨 등으로 표현되었던 다수 행위자들 간 국제협상 분석에 있어 통
합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2. 투-페이스 모델의 국제협상(아측 입장)

자료: 정기웅(2002a), ｢투-레벨 게임의 대안으로서의 투-페이스 게임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p. 68의 내용을 수정함.

투-페이스 협상이론에서 FTA 협상비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들을 살
펴보면, 아측 내부평면 행위자들이 아측 협상대표에 대해 발목잡기 전략과
고삐 늦추기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평면 행위자들도
협상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주체성을 가진 동등한 협상 행위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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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부평면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부평면 게임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안건을 산출하려고 한다. 이때 그 전략적 행위대
상은 반드시 상대방 협상대표자나 내부평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내부평면의 다른 행위자들 또는 협상 대표자에게까지 확대될 수도 있
다(정기웅 2002a, p. 66). 이와 같이 내부평면 행위자에 의한 협상 대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윈셋 변화는 협상 대표자와 내부평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가 일치하지 않는 이질적 사안일 경우에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표 3. 투-페이스 모델의 협상전략

행위주체

행위대상

전략종류

발목잡히기
아측
내부평면
행위자들

정치쟁점화
고삐늦추기

협상
대표자

표적
사안연계
상대방
내부평면
행위자들

메아리

정치쟁점화
상대방
협상대표
경제통합체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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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간
담합
최혜국 대우

전략의 목표
- 아측 강경파에 대한 공개적 약속을 통해 스스로
의 윈셋을 축소, 협상력의 제고를 노림
- 사안을 정치쟁점화하여 비활성 내부평면 행위
자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윈셋을 축소, 협상력의
제고를 노림
- 뒷거래를 하거나 사안의 성격을 새로이 정의하
여 윈셋을 확대, 정책 자율성을 제고함
- 사안을 연계시킴으로써 상대방 내부평면의 비
활성화 집단을 활성화하여 상대방 내부세력간
의 균형을 변경시킴으로써 상대측의 윈셋을 확
대, 상대적 협상력의 제고를 노림
- 사안의 일반적 이미지를 통하여 상대측의 윈셋
을 확대, 상대적 협상력의 제고를 노림
- 사안을 정치쟁점화하여 상대방의 비활성 국내
집단을 활성화함으로써 상대방 윈셋을 축소하
여 협상대표자의 윈셋을 축소시킴으로써 약간
의 양보로 더 큰 양보를 끌어냄
- 정치적 자산을 상호 교환, 각자의 윈셋의 확대
를 통해 합의를 용이하게 함
- 상대방 경제통합체 간의 협상결과를 참고하여
협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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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행위주체

행위대상
전략종류
아측 내부평면
연합형성
행위자들
아측
발목잡기
협상대표자 고삐 늦추기
초평면적
상대방
로비
협상대표자
의제 제안

내부평면
행위자들
상대방
내부평면
행위자들

경제통합체
회원국

초평면적
제휴

전략의 목표

- 내부평면의 세력 변화 추구
- 강경정책 요구
- 온건정책 요구
- 상대평면의 정책 결정자의 정책선호의 변경을
통하여 정책의 변경을 꾀함
-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새로운 의제 제안
- 상대 내부평면 행위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상대
평면의 윈셋을 확대하고 나아가 협상연합 전체
차원의 협상력의 제고를 꾀함

표적사안
- 위와 같음
연계
메아리
- 위와 같음
정치쟁점화 - 위와 같음
- 상대방 경제통합체 간의 협상결과를 참고하여
최혜국 대우
협상력 제고

자료: 정기웅(2002b), ｢투-페이스 게임의 논리로 바라본 북핵 협상｣, 북한연구 제5권, p. 5의
내용을 수정함.

3. 두 협상모델의 비교
한·인도 CEPA 협상을 투-레벨 협상이론으로 분석하면 협상 당사자는 레
벨 1(국제협상)에서는 한국과 인도정부의 협상담당자들이며, 레벨 2(국내협
상)에서는 국제협상 결과를 비준하는 데 관계하는 국회, 아측 이해관계자들
이다. 투-레벨 모델관점에서 한·인도 CEPA 협상을 분석하면 양국은 상대방
의 윈셋확대를 요구하고 자국은 윈셋축소 전략을 통해 보다 많은 협상결과
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윈셋 전략은 제로섬 상황이 발생되
어 어느 일방이 이익을 더 가지면 다른 일방은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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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라서 협상과정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상호 감정싸움으로 확대
되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이번처럼 한·인도 CEPA
협상을 새롭게 개선해야 할 경우에는 투-레벨 관점에서는 새로운 협상의 형
태로 나타나게 되고, 통상협상 과정 및 결과에 양국뿐 아니라 제3국이 영향
을 미치게 되어 개선협상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페이스 모델을 통해 한·인도 CEPA 협상을 분석할
경우에는, 양국의 협상과정에 제3국이 등장해도 협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기존 협상결과를 새롭게 수정하는 개선협상도 기존의 협상과 연계하여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투-페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투-레벨
의 제로섬 게임상황에서 벗어나 양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투-레벨 모델보다는 투-페이스 모델이 본 연구에서는 더 적합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러한 관점에서 개선협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Ⅲ. 한·인도 CEPA에 대한 투-페이스 모델분석
1. 한·인도 CEPA 협상의 개요
가. 한·인도 CEPA 협상과정
한·인도 CEPA 협상은 2003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공동위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
룹(JSG) 설치 문제를 검토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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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문으로 개최된 뉴델리 양국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4)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면
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양국은 2005년 1~8월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3차례 실시했
다. 한편 국내에서는 FTA 체결절차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한·인도 CEPA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 1월 제4차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
에서 양국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이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는 한·인도 CEPA 협상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2006년 3월
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과 뉴델리를 오가며 총 15차례의 통상협상이 개최
되었으며, 그 결과 2009년 8월 7일 한·인도 CEPA 협정이 서울에서 공식 서
명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
공장관의 서명으로 한·인도 CEPA 협상은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래 3년 6개월 만에 타결되었다(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한·인도 CEPA 주요내용｣).
한·인도 CEPA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을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도는 인구 12억 명의 인구대국이
며 구매력 평가기준 GDP로는 세계 4위의 소비시장이다. 특히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도 CEPA는 한국·아세안 등과의 FTA와 비교할 때,
양허수준이나 효력발생 속도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

4)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한·인도 CEPA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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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인도 CEPA는 일·인도 CEPA보다 1년 7개월 앞서 발효되었으나, 일·
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수준(90%)이 한·인도 CEPA 개방수준(85%)보다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각계에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의 필요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월 16일 인도 델리에서 개초된 한·
인도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CEPA의 조기 개선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고,
마침내 2015년 5월 18일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 개선협상을 시
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표 4. 한·인도 CEPA 협상의 진행과정

일시

내용

비고

2004. 5

인도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FTA 추진 로드맵 보완

2005. 1∼2006. 1 총 4차례 한·인도 공동연구(JSG) 회의

2005.12 국내 공청회 개최

2006. 1

한·인도 CEPA 협상개시 결정

대외경제장관회의

2006. 3∼2008. 9

총 12차례 공식협상 개최

회기간 회의 3회, 2008.9 12차
협상시 실질적 타결

2008. 10∼11

한·인도 CEPA 법률 검토회의

협정문안 조정 및 명료화

2009. 2

한·인도 CEPA 가서명

-

2009. 8. 7

한·인도 CEPA 공식서명

2009.7 인도 내각승인

2009. 가을

국내 국회 비준동의 절차

9월∼12월 정기국회시, 인도측
서명후 추가 절차 불필요

2010. 1. 1

한·인도 CEPA 발효

2011. 1

공동위원회에서 CEPA 개선논의

CEPA 개선을 위한 협상은
진행되지 못함

2014. 1. 16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조기 개선협상,
양국정상 합의(인도 델리)

실무과정에서 개선협상
진행하지 못함

2015. 5. 18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 개선협상
합의(한국 서울)

2016년 6월부터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진행

자료: 외교통상부, 각종 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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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인도 CEPA의 경제효과
한국정부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시장 선점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부가 타결한 협정문에 따르면
인도측은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했는데, 수입액 기준으로 75%는 발효 즉시 8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10%는 8년 또는 10년간 관세를 감축(품목수 기준으로 72%는 관
세철폐, 13%는 관세감축)하기로 했다. 체결 당시 우리정부는 여타 FTA에 비
해 낮은 수준이나 협상 파트너인 인도의 관점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
했다(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한국정부는 한·인도 CEPA 체결로 한국의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 약
0.01%, 장기적으로 약 0.18%(약 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
어 한국의 후생은 단기적으로 3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9억 달러 증가할 것으
로 분석했다(외교통상부, 2009).
한·인도 CEPA 발효(2010. 1. 1)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對인도 수
출증가율은 9.8%로 연평균 對세계 수출증가율인 9.5%와 비슷하다. 인도 수
입시장에서 한국은 현재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12위, 베네수엘라 13
위, 말레이시아 14위, 벨기에 15위, 일본 16위 등의 추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
다. 이들 중에서 말레이시아(2011.7 발효), 일본(2011.8 발효)과는 각각
CEPA가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EU와는 아직도 협상 중에 있다. 한·인
도 CEPA는 일·인도 보다 1년 7개월 먼저 발효되었으나 개방수준은 8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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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인도 CEPA의 거시경제적 효과

구분

GDP

한국

인도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증가율(%)

0.01

0.18

0.00

0.18

금액(백만 달러)

36.3

778.4

-0.1

868.0

289.1

925.5

-56.1

519.9

후생변화(백만 달러)

주: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5년 이하인 품목은 완전철폐, 그 이상인 품목은 5년간 감축되는 관
세인하폭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10년까지의 관세철폐를 반영함. 한·미, 한·EU의 경우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가정했지만, 이번에는 10년이 지나도 철폐되지 않는 부문도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임.
자료: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일·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수준인 90%로 보다 낮다(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p. 16).
한·인도 CEPA 발효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CEPA 활용률이
40%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CEPA는 낮은 수준
의 FTA이며, 한·인도 CEPA에서 인도의 양허율은 관세철폐 품목의 비율이
74.5%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8년에 걸쳐 천천히 관세율이 인하
된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세번 변경(change intariff heading)과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모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무역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다. 한·인도 CEPA 협상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인도 CEPA 협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
하기로 한다. 첫째, 한·인도 CEPA의 협상은 경쟁국보다 먼저 체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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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 경주의 속성이 있는가, 둘째, 한·인도 CEPA는 푸트남의 투-레벨 모
델의 형태로 양국간에 국제협상과 국내협상을 하는 구조인가, 셋째, 한·인도
CEPA는 아국과 상대국이 서로 이익을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의 형태인가에
대한 것이다.
먼저, 한·인도 CEPA 협상이 경쟁국에 비해 먼저 함으로써 선점효과를 얻
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과 인도 간 CEPA 협상에서
국제협상(레벨1)과 국내협상(레벨2)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양국이 모두 큰
윈셋을 가지게 되어 수월하게 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협상의 속
성상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으며, 양국이 제시한 윈셋은 너무 작아 쉽게 합
의에 도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한·인도 CEPA의 경우에 타결전 한국의
윈셋(a)과 타결전 인도 윈셋(b)을 비교해 보면 a > b 인 것을 알 수 있다. 왜
냐하면 윈셋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한국정부가 브릭스(BRICs) 국가와 최초
로 타결되는 FTA로서 인도의 거대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하겠다는 전략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5) 반면에 인도측의 경우에는 제조업 경쟁력이
낮고 개방화를 꺼리는 인도국민들 정서를 반영하여 개방화가 강조된 FTA
(자유무역협정)보다는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더 선호한다고 했
다. 실제로 인도는 1993년부터 한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2014년
현재 7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5)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한·인도 CEPA 주요내용｣에는 “한·인도 CEPA 체결
의 의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
도시장 선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은 이번 협상의 최대 의의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Issue Paper(2009. 8. 10),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에
서 ‘세계 2위 인구대국인 잠재적 경제대국의 시장선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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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양국 윈셋의 크기

주: ⇦ (한국의 협상 방향)

한국정부의 FTA 전략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시
장을 선점하는 데 있었다. 한·인도 CEPA 협상이 일본, 중국, EU 등 경쟁국
보다 먼저 체결되면 된다는 관점에서 전개되어, 결과적으로 후발주자인 일·
인도 CEPA보다 개방률이 더 낮은 협상이 되어 선점효과를 날려버렸다. 따
라서 한·인도 CEPA 협상은 경쟁국보다 1∼2년 먼저 체결했다고 해서 시장
선점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결국 한국정부는 2014년에 정상회담에서 개선협상을 제안했고, 추가로
2015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거듭 제안하여 2016년 6월에 개선협상을 시작
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인도 CEPA 협상전략이 투-레벨 모델로만 전
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를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투-페이스 모델로 분석했더라면 협상체결은 좀 늦더라도 개선협상이라는 부
담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한·인도 CEPA는 푸트남의 투-레벨 모델의 형태로 양국간에 국제협
상과 국내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조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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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의 투-레벨 모델에서는 양국간 협상결과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단순히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협상결과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
호 간에 주고 받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양국에서는 승
자부문과 패자부문이 생기게 되며, 승자효과가 패자효과보다 크다면 어떤
형태든 협상결과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간의 통상협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3국이 참여하
게 될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생기게 되어 양국간 협상결과가 상대적으로 잘
된 협상, 또는 잘못된 협상결과라는 것이 도출된다. 결국 [그림 3]에서와 같
이 한국과 인도의 윈셋에 일·인도 CEPA(J-I CEPA)의 협상결과가 영향을 미
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인도는 말레이시아(2011년 7월 발효), 일본(2011년
8월 발효)과 각각 FTA를 체결해 이미 발효된 상태이며 유럽연합(EU)과는
아직 협상 중에 있으며, 향후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한·인도 CEPA 협상의 협상당사자는 국제협상에서는 한국정부와 인도정부
가 있으며, 또한 국내협상에서는 지지세력과 반대세력뿐 아니라 해당 국가
의 경제통합체 회원국이 내부협상의 당사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셋째,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이 이익을 서로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인가에 대한 것이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 협상의 결과는 [그림 3]
에서처럼 K-I CEPA 지점에서 체결되었다. 그림의 형태로 보면 한국이 인도
보다 협상과정에서 윈셋의 크기가 더 확대되어 타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도의 요구(시장개방률
축소)를 받아들여 개방률 85%선에서 체결했던 것이다. 인도입장에서는 자
국 시장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한·인도 CEPA를 통해 양국간 무역거래 활
성화를 지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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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양국정부는 2015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무역 활
성화를 위해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개선협상에서 한국정부는 K-I CEPA 협상 타결점(개방률 85%)에서 J-I
CEPA 타결점(개방률 90%)으로 윈셋의 크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전개할 전망
이다. 이를 제로섬(Zero-sum) 구조로 접근하게 되면, 한국이 타결점을 왼쪽으
로 옮기는 만큼 인도측의 윈셋은 확대되어 인도측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
다. 이렇게 되면 인도측은 개선협상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원하는 한·인도 CEPA의 협상제외품목들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농산
물 및 의약품 등 인도측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개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의 방향은 양국 윈셋의 크기가 제로섬의 방식
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윈윈(상생)의 협상방식으로 접근해야 양국의 무역 활
성화를 촉진시키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한·인도 CEPA 협상의 결과 변화

한국(K)∖인도(I)

큰(large) 윈셋

K-I CEPA(2010년 발효)

큰(large) 윈셋
작은(small) 윈셋

작은(small) 윈셋

K-I CEPA(개선협상)

↲

주: ↲ 표시는 K-I CEPA 협상결과의 이동을 의미함.

2. 한국의 윈셋 변화와 협상 전략
가. 한국의 윈셋 변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5년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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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전개될 전망이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 한국의 협상
전략은 기존의 큰(large) 윈셋에서 작은(small) 윈셋전략으로 변경하게 될 것
이다. 또한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레이스 경주하듯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양국이 CEPA를 통해 무역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
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윈셋변화 모델은 [그림 4]에서처럼
기존 타결점은 K-I CEPA보다는 왼쪽으로 이동하여 최소한 J-I CEPA 수준
으로 개방률과 활용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게 된다. 또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단순히 일·인도 CEPA 기준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보다
더 좋은 협상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한국의 윈셋변화 모델

주: ⇦ (한국의 협상 방향), ⋆ (개선협상 타결점)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완화, 상품 양허 확
대, 서비스 및 농산물 시장 개방 최소화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삼고 있다.
첫째,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은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품목에 따른 분류(HS코드)와 부가가치 기준 두 가지
가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이 있다.6) 2014년 우리 수출
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률은 56.3%에 불과했다. 이는 한·미 FTA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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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85.3%, 한·페루 FTA 90.5%, 한·칠레 FTA 80.5% 등과 비교해 보
면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정부는 이번 개선협상에서 까
다로운 원산지 규정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결합기준 방식을 최
소화하고 HS나 부가가치 기준 둘 중 하나만 적용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둘째,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일본과 수출 경쟁하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
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인도가 한국에 개방한 양허수준(85.5%)을 일본·인도
CEPA 수준(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업종별로는
2008년 협상에서 양허제외 품목이던 승용차가 포함될지 여부이며, 또한 일
본보다 관세율이 높은 중간재 및 일부 석유제품도 관련 업계의 개정 요구가
많다. 고무화학이나 섬유제품, 변환기 등의 품목이 가장 대표적이다. 산업통
상자원부의 협상담당자는 “승용차 품목에 대한 협상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
단할 수 없으며, 통상법에 따른 절차대로 관련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국회보
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얼마나 최소화하는가이다. 협상의 속
성상 우리기업이 유리한 품목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려면 인도측이 원하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한다. 현재는 농산물시장 개방이
미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한 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도 인도의 고급인력들이 보다 원활
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

6) 예를 들면 한 업체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해 한국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에, 품목
기준(옷)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것이지만 원재료 수입 비중이 커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며, 또한 결합기준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한·인도 CEPA는 원산지규정의 75%
가 결합기준이므로, 이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한·인도 CEPA 개정... 3대 쟁점 과제는｣(2015), NEWSPIM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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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개선협상 전략
본 논문의 모델에 따라 한국의 행위자들은 인도와 협상을 전개함에 있어
서 한국의 윈셋과 인도의 윈셋을 변경시킴으로써 상생의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할 것이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는 협상과정에서 각 행위자
들이 다양한 전략적 행위를 하게 된다. 먼저 한국정부는 인도정부에 대해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양국이 상생을 하는 것이지, 서로 시장을 보호하
기 위한 제로섬의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협의해야 한다(대표자간
담합). 아측 내부평면 행위자(승자부문, 패자부문)들에게도 이번 개선협상이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익을 보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양국이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시장을 마련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삐늦추기). 또한 한·
인도 CEPA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경제통합체 회원국
의 최혜국 대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대외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평면 행위자들은 내부적으로 승자부문과 패자부문에 대해 영
향력을 검토하여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고, 아측 협상대표자에게 협
상의 유연성을 위해 실질적인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고삐 늦추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측 협상대표자와 내부평면 행위자들에게 직접적인 로비
나 의제 제안, 정치쟁점화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으로나마 한·인도 CEPA 협상이 서로 상생의 협력을 위한 것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결국 협상의 전 과정에 걸쳐 한국의 행위자들은 협상 상대인 인도
측의 윈셋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서로 이익을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플러스-섬의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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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민들에게 무역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의 對한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국정부, 기업, 민간 차
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써 공동기술개발, 합작회사 설립, 해외시장 개척설명회 등 지원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5. 한국의 투-페이스 모델과 협상 전략

3. 인도의 윈셋 변화와 협상 전략
가. 인도의 윈셋 변화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인도측은 전형적으로 작은(small) 윈셋을 유지하

∙ 162

투-페이스 모델로 분석한 한·인도 CEPA의 개선협상 연구

는 전략을 구사했다. 예를 들면 인도와의 FTA 협상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지시키고, 또한 한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국임을 부각
시켜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기존의 윈셋축소 전략만을
구사하기 보다는 윈셋유지 전략을 통해 자국에게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전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의 윈셋변화 모델은 [그림 6]에서처럼 한국측이 요구하는 J-I
CEPA 근처에서 K-I CEPA 쪽으로 이동시켜, 인도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게 된다. 인도측에서 보면 자국시장 보호차원에서는 K-I
CEPA 협상결과가 J-I CEPA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
나 한·인도 CEPA가 단순히 투-레벨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상호 무역활성
화를 위한 것이라면 개선협상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결국에 인도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반응하되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결점(⋆)
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림 6. 인도의 윈셋변화 모델

주 : ⊳ (인도의 협상 방향), ⋆ (개선협상 타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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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의 개선협상 전략
인도정부는 협상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의 협상대표와 한국의 내부평면 행
위자들을 향한 적절한 전략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의 윈셋을 변경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에도 인도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 80억∼90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인도정부는 상대적으로 CEPA 개정협상에서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출범한 모디 신정부는 미국과 일본,
EU 등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한국정부 및
내부평면 행위자들에게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통상여건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대표자간 담합, 정치쟁점화, 메아리).
그리고 인도측 내부평면 행위자들도 한국측 내부평면 행위자들에게 대해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통상여건 개선을 요구하게 되며(메아리, 정치쟁점화),7)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표적사안 연계).
이 과정에서 한국측 윈셋을 확대시키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윈셋은 축소시
키는 방법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도의 협상전략은 한국이 원하는
조건(원산지 규정완화, 상품 양허 확대)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통상
여건 개선을 위해 전략분야(농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
이다.

7) 2015년 4월에 한국을 찾은 인도 외무부 산하 대외협력연구기관(RIS) 연구자들은 통상여건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기관들을 방문했으나, 인도의 형편을 이해하고 양국 동반성장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들은 CEPA의 개정 필요성까지 의심
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오직 수출증대 이슈만을 제기하는 한국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
다(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Chindia plus｣,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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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도의 투-페이스 모델과 협상 전략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인도 CEPA 협상 전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투-페이스 협상
모델을 활용하여 외부평면 협상뿐 아니라 내부평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인도
CEPA 협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한·인도
CEPA의 협상은 경쟁국보다 먼저 체결해야 하는 레이스 경주의 속성이 있는
가, 둘째, 한·인도 CEPA는 푸트남의 투-레벨 모델 형태로 양국간에 국제협
상과 국내협상을 하는 구조인가, 셋째, 한·인도 CEPA는 아국과 상대국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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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익을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의 형태인가에 대한 것이다.
첫째, 한·인도 CEPA 협상결과 경쟁국에 비해 일찍 체결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던 선점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경쟁국(일본, EU, 중국
등)보다 1∼2년 앞서 한국과 인도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인도시장을 선점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선협상에서는 양국이 상생
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야 한다.
둘째, 한·인도 CEPA는 푸트남의 투-레벨 모델 형태로 게임 당사자(양국)
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체결한 경제협력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일·인도 CEPA 협상의 결과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선협상을
투-레벨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면 연계된 협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협상의
형태를 띠게 되어 협상의 연계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개선협상에서는 양국만을 고려하는 투-레벨 모델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
근할 수 있는 투-페이스 모델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인도 CEPA 협상은 양국이 이익을 서로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으
로 접근하면 바람직한 경제동반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
로 2009년 7월에 공식 서명된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한국측의 인도시장
선점전략으로 인하여 인도측에 상당한 부분을 양보한 협상으로 인도측 관점
에서 보면 상당히 성공한 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양
국간의 경제교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의 과실을 많이 얻은
인도측에서도 한·인도 CEPA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하나의 시장을 구축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양국은 협상 초기 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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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차원에서는 제로섬의 형태로 통상협상을 전개하지만, 협상타결을 위한
미세조정 단계에서는 상생협력이란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따
라서 개선협상에서는 양국이 서로 윈셋을 확대시켜 무역활성화를 촉진시키
고,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 한국 및 인도의 윈셋 변화와
협상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윈셋 변화는 기존의 큰(large)
윈셋에서 작은(small) 윈셋전략으로 변경되어 최소한 J-I CEPA 수준으로 개
방율과 활용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며, 또한 협상전략으
로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서로 이익을 뺏어오는 게임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플러스-섬의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인도의 윈셋 변화
및 협상전략으로는 기존의 윈셋축소 전략만을 구사하기보다는 윈셋 유지전
략을 통해 자국에게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측이
요구하는 J-I CEPA 근처에서 K-I CEPA 쪽으로 이동하여 인도측의 이익(농
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확대 등)을 극대화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향후 FTA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추
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인도 CEPA 개선협
상과 같이 중요한 시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투-페이스 전략
의 수립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FTA
추진을 담당하는 통상협상가들이 협력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
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양 측의 윈셋변화
를 게임이론 관점에서 최적해를 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학의 협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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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며, 둘째, 투-레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투-페이스 모델이 이를 대체할 만큼 이론적 틀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게임이론이나 다른 협상이론 등을 한·인도 CEPA에 적
용하여 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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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
들은 관세와 비관세 조치(NTM: Non-Tariff Measure)로서 크게 두 가지 형태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의 수단인 관세 경우, 그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적극적인 활동과 세
계 각국이 맺어온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결과로
인해 평균 관세율은 크게 인하되었다.1) 또한 교역상대국의 WTO에 대한 제
소와 각종 무역협정은 최근 각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올

17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리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가져다주었다. 이에 반해, 비관세조치 경우 관세와
는 달리 그 특성상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각국의 지리적·환경적·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협상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WTO 2014). 따라서 그간의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 비관
세조치에 대한 무역자유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최근 세계 각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 보
다는 비관세조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WTO 2012). 최근 WTO 회원
국들의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내 비농업시
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부분에서도 비관세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이 협상의 중요한 의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비관세조치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표준 및 기술규제와 관련된 통상 이슈가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Santana and Jacksons 2012, p. 469). 현재 협
상이 진행 중인 미국과 EU 간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서도 양국간 교역에 있어 규제의 조화와
정합성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유새별
2014).
각국의 상이한 표준, 기술규제와 이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시험·인증하
는 적합성 평가절차(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들은 국제무역
의 장애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역상 기술장벽(이하 TBT:
Tehcnical Baariers to Trade)이라고 한다. 국가기술표준원(2015)에 따르면,

1) WTO(2014)에 따르면, 전 세계 최혜국실행관세율(most favored nation (MFN) applied tariff
rate)은 1995년 이전에는 평균 10 % 이상이던 것이, 그 이후에는 선진국 4.7 %, 개도국 9.8
%로 급격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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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들에 의해 신규 또는 개정된 기술규제의 건수는 2014년 한 해
동안만 총 1,56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1995년 366건보다 4배 이상 증
가한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TBT 문제와 관련하여 WTO 내 특정무역현안
(이하 STC: Specific Trade Concern)2)의 건수 또한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국가기술표준원 2015, p. 12). 이러한 통계적 수치들은 최근
들어 WTO 회원국들이 TB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보호
무역을 위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장용
준, 남호선 2009).
최근 WTO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있어 관세의 하락 및 비관세조치 중
TBT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에 대하여 인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도 경
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 및 인프라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으
로 인해 2012년 이후부터 저성장의 기류가 다시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모디
노믹스(Modinomics)의 개방 및 투자 확대 정책을 통해 고성장 체질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정성춘 외 2014). 인도는 2014년 11
월 현재까지 총 25개국과 13개의 RTA를 체결하여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
한 국가 간 경제협력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이웅 외 2014b). 한편, 최근 들어
인도 또한 교역상대국의 상이한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WTO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2014년까지 인도가 교역상대국의 TBT에 대하여 제기한

2) WTO TBT 위원회는 연 3회(보통 3월, 6월, 11월) 공식적인 다자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 회의에서 특정국가의 규제가 공식적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특정무역현안으로서
통계적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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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를 나타낸다. [표 1]에 따르면, 인도는 2000년 이전에는 TBT와 관련된
STC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2000년, 2001년, 2003년에 유럽을 대상
으로 각각 1건씩을 제기하였고,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단 한건의 STC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인도는 매년 1∼2
건의 STC를 제기하였다. 즉, TBT와 관련하여 인도가 제기한 총 12건의 STC
중 대부분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제기한 건수이다. 또한 이를 제기 대상
국가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인도는 대부분 EU와 미국을 포함하는 선진국
의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STC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1.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제목

대상 국가

연도

계란 제품에 대한 마케팅 표준

EU

2000년

사회적 책임 생산에 대한 규제

벨기에

2001년

화학제품 등록 규제

EU

2003년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라벨링 및 포장 규제

EU

2007년

나프로파미드(napropamide, 농약일종)에 대한 규제

EU

2008년

유류저장고 내 오염물질 감지에 대한 규제

US

2008년

전통 약재에 대한 규제

EU

2010년

의류, 가죽, 신발 제품의 마케팅에 대한 규제

EU(이탈리아)

2010년

환경에 대한 국가적 책임 법안

EU(프랑스)

2011년

허위 약제품 유통에 대한 규제

EU

2012년

철재 날붙이류(cutlery) 수입 제품에 대한 시험 요구

EU(이탈리아)

2013년

고위험 의약기기에 대한 우수 품질 관리 기준

브라질

2014년

자료: WTO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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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국제무역에서 TBT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미국, EU와 같은 주
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TBT의 자국 무역에 대한 효과
를 분석함으로 WTO에서의 활동 이상으로 여러 종류의 정책적 방안들을 강
구하여 왔다(Li and Beghin 2012; 유새별 2014). 일반적으로 TBT는 그 특성
상 무역제한효과만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TBT의 무역효과
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TBT가 상황에 따라 무역증진효과 또한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Xiong and Beghin 2014). 즉,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
별, 무역종류별 특징에 따라 TBT는 무역창출효과 또는 무역제한효과를 모
두 가질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타국의 TBT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장용준 외 2011).
타국과의 경제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므로(이웅 외 2014b),
경제성장에 있어 개방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국가인 인도로서는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TBT가 과연 인도의 수출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TBT의
인도 수출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현황이나 사례 연구만 있을 뿐(대표적으로
Agarwal and Dayal 2003; Debroy 2005), 교역상대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TBT 관련 그간의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에 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
고, 1995~2014년 사이 인도의 국가별 수출데이터와 WTO TBT 통보문 데이
터를 주로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교역상대국의 TBT에 대한 인도의 정책적
대응 방안, 특히 인도와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서 TBT와 관련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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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에 대
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첫 번째 연구라
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II장에서는 TBT의 무역효과를 분석
한 선행연구의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소개하고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의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증명
하기 위한 분석 방법과 관련 데이터를 소개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정립
된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Moenius(2004)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TBT로 인해 순응비용
(compliance cost)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순응비
용이란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를 따르기 위해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의 개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생산설비, 적합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
로 시행하여야 할 시험인증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개발 및 생
산설비의 경우 수출고정비용에, 시험인증의 경우 수출가변비용에 주로 영향
을 미친다. 한편 수출대상국의 TBT는 소비자들의 제품 선호도와 같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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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탐색비용의 절약을 제공할 수 있다
(Bao and Chen 2013). 또한 기업은 TBT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혁신을 추
구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소비자로
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소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Xiong and Beghin
2014). 마지막으로 TBT로 인해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Caves and Robert 1975). 이러한
이유로 TBT는 해당 제품에 대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생산비
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 거래비용 감소효과에 있어 시장탐색비용
의 하락은 비교적 단기에 걸쳐서, 제품혁신 및 소비자의 제품신뢰도 향상,
규모의 경제 달성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TBT가 무역을 제한시킬지 아니면 오히려 무역을 증진시킬지 여부
는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와 순응비용의 증가 효과 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Xiong and Beghin 2014). 만약 TBT로 인해 수출기
업의 순응비용 증가가 거래비용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TBT는 수
출제한효과를 가질 것이다. 반면, TBT의 거래비용 감소효과가 순응비용 증
가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TBT는 수출증진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
다. 이와 같은 TBT의 거래비용 감소효과와 순응비용 증가효과 간의 상충관
계는 교역국 간의 상대적인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수출 국가의 기술 수준이 기술규제를 도입한 수입 국가의 기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이를 따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생산설비의 추가 설
치를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들 것이다. 또한 수출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 시험 인증을 위한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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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BT의 무역증진효과와 무역제한효과

대체적으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고 행정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Bao and Chen 2013). 따라서 TBT의 수출 효과
를 분석함에 있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할 경우, TBT의 수출제한효과는 주로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분석 결과는 Maskus et al.(2000), Otsuki et al.(2001), Brenton et
al.(2001), Chen et al.(2006), Sanchez et al.(2006), Essaji(2008), Bao and
Qiu(2012)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술 수준이 높고 인증 절
차에 대한 행정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들간 무역의 경우, TBT로 인
한 순응비용 증가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TBT에
서의 규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할 경우, 수출기업은 선진국 내 소비자들의 특
성과 선호가 잘 반영된 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 내 소
비자들은 개도국에 비해 제품의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이나 신뢰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의 수요가 선
진국에서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 내 TBT의 수출증진
효과는 Thilmany and Barett(1997), Disdier et al.(2008), Bao and Qiu(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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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o and Chen(2013)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역국의 기술수준과 행정시스템 발달 정도와 더불어, TBT는 도입 이후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 무역에 대해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TBT
는 무역에 대하여 시차효과를 가진다. 교역상대국의 새로운 기술규제 도입
이후 수출기업은 단기적으로 기술개발 및 생산설비 설치와 같은 수출고정비
용이 든다. 따라서 단기에 있어 순응비용의 증가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
이다. 그러나 장기에 있어서 이러한 고정비용들은 매몰되는 것들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에 대한 혁신이 본격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소비
자들의 인증 제품의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장기에 있어서
TBT는 거래비용감소 효과를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수출을 오히
려 증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TBT의 단기적인 무역제한효과와 장기에 있
어서의 무역증진효과는 Swann et al.(1996)과 Moenius(2004)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TBT의 인도 수출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이상 TBT의 무역효과에서 교역 국가의 특성과 시차를 고려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도의 경우를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
구 가설들을 세워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교역상대국의 TBT는 인도
의 수출에 대해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와 순응비용의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
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두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상대적으로 클지는 불분
명하다. 따라서 해당 국가 수출에 대해 수출증진효과와 수출제한효과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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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도 또한 개도국으로서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고,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3) 따라서, 교역상
대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교역상
대국이 선진국일 때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역대상
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대선
진국 수출의 경우 이러한 양(+)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현저하게 나타날 가
능성이 높다. 즉, 선진국의 높은 기술수준의 기술규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는 인도의 수출업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순응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
이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 가설은 [표 1]에서도 뒷받침한다. 즉, 2014년에 브
라질을 대상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도가 제기한 모든 STC는 선진국인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EU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Debroy(2005, p. 14) 또한 선진국
과 인도 간의 기술 수준 격차로 인해 선진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국 TBT에 따른 수출업자들의 제품 혁신과 소비자들의 신
뢰성 증가를 통한 수출증진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임을 앞선 선
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다. 따라서 교역상대국 TBT의 시차효과를 고
려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수출이 교역상대국의 TBT에 의해 부정적인 영
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비용 감소의 효과가

3)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공하는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2010년 기준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분야 내 전문 기술자 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인도는 100만 명당 103.007 명
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61개국 중 42위를 차지하는 수치이고, 세계 평균 수치인 529.969 명
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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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현저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수출이 교역상대국의 TBT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효과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결론을 인도의 수출로 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개도국으로서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
고 규제 대응에 대한 행정적인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제품 혁신이나 소비자 신뢰도 증가를 통한 TBT의 장기적인 거래비용 감소
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교역대상국 시장에의 다른 수출 경
쟁국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TBT를 극복한다면 인도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
어져 장기에 있어서는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교역상대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주로 소비자 선
호 등 시장정보 탐색비용의 절약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긍정
적인 효과는 주로 단기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도의 수출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TBT의 장기적인 양(+)의 시차 효과는 단기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Ⅲ. 실증분석 방법 및 데이터
1. 실증분석 방법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상기의 세 가지 연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 식(1)과 같이 실증 분석식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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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은 Bao and Qiu(2012)에서 고려된 실증 분석식과 비슷한 형태로서 국제
경제학에서의 중력방정식을 기본으로 교역상대국의 TBT 변수를 설명변수
로서 추가한 형태이다.

ln         ln        ln       ln    ········ 식(1)
   ln            

상기 식(1)에서 아래첨자  ,  ,  는 각각 인도, 교역상대국, 연도를 나타낸
다. “ln”은 로그변환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는  년도 인도의  에 대
한 총수출액을 나타낸다.
기본적인 중력방정식에서 양국간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로는 양국의 경제 규모와 양국간의 거리이다. 먼저,    는  년도 인도의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다. 인도의 GDP가 클수록 그만큼 수출에 대한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Krugman 1980), 식(1)에서   의 부호
는 양(+)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    는  년도  국의 국내 총생산
을 나타낸다. 교역상대국의 GDP가 클수록 수출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1)에서   또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는 인도와 교역상대국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는 양국간 무역
비용에 대한 일종의 대리변수로서 사용된다. 즉, 양국간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
와 같은 무역가변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의 부호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는  년도  국에서 발생한 TBT의 숫자를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Bao and Qiu(2012)에서와 마찬가지로, 로그변환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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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의 값이 삭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 대해 1의 값을 더하였다. 앞선 장에서 세웠던 연
구 가설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전체 교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
함에 있어   의 부호는 모호한 것으로 예상해 본다. 즉, 만약에   의 부호가
양(+)의 값이 나올 경우, 전반적으로 교역 상대국의 TBT는 인도의 수출에
대해 수출증진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의 부호가 음
(-)의 값이 나올 경우, 전반적으로 교역 상대국의 TBT는 인도의 수출에 대해
수출제한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시차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음(-)의 절대값
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식(1)에서  는 교역상대국의 더미변수로서 이들 국가들의 시간 불변적
특성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는 시간에 대한 더미변수로서 특정 연도
의 거시 경제적 환경의 특성을 제어한다. 마지막으로   는 오차항이다.
패널 실증분석 방법으로서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고려하였다. 이 두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본 연구는 확률효과모
형으로부터의 계수값의 일치성 여부를 보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4) 이후 고정효
과모형을 고려할 경우, “    ” 여부에 대한  -검정을 통해 합동 OLS(pooled
ordinary least squares)에 비해 동 모형이 타당한 지 여부를 보았다(민인식, 최
4) 하우스만 검정은 고정효과모형으로부터의 계수값은 일치성을 가지고, 확률효과모형으로부터
의 계수값은 효율성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두 모형으로부터의 계수값들이 동일한지 여부를
보는 분석이다(즉,      vs.    ≠ ). 검정 결과, 만약  를 기각한다면 일
치성을 가지고 있는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한다. 반면,  를 기각하지 못한다면 일치성을 가
지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가지는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한다(민인식, 최필선 2010,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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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선 2010, p. 131). 비슷하게, 확률효과모형의 경우에는 “     ” 여부에
대한 Breusch-Pagan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정 결과를 통해 동 모형
이 합동 OLS에 비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였다(민인식, 최필선 2010, p.
187).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실행할 경우, 각 패널 그룹(즉, 인
도의 교역대상국) 내에서 데이터에 의해 관찰되지는 않지만 수출에 대해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계수값의 표준오차값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존재
한다(Moulton 1990). 따라서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시
교역대상국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adjusted for clustering
on parter countries)를 추정하여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한편 교역대상국의 특성에 따라 TBT로 인한 인도의 수출 효과가 달라지
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식(2)를 추가적으로 고려
하였다.

ln       ln      ln    ln   
 ln       
   × ln    
     

····················· 식(2)

식(2)에서    는 더미변수로서 교역상대국이 선진국일 경
우에는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진다.5) 만약 식(2)에서   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인도는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더욱 많이 하는 것

5)   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의 여러 종류의 대리변수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고려
된 대리변수 중 몇몇 경우, 시간에 따라 그룹이 변하는 특성을 가짐에 따라 아래첨자에 “(t)”
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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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식(2)에서   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인도는
주로 다른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2)에서   는     와 ln     간의 교차항으로부
터 추정되는 계수값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교역상대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선진국 여부에 따라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식(2)에서   와
  가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낸다면, 상대국의 TBT는 인도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이러한 효과는 인도의 대선진국 수출에 더욱 현저하게 나
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과     인 경우, 무역상대국 TBT
로 인한 인도의 수출증진효과는 인도의 대선진국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2)에서   와   가 모두 음(-)의 부
호를 나타낸다면, 상대국 TBT는 인도 수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효과는 인도의 대선진국 수출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과     경우, 교역상대국 TBT에 대한 인도의 수
출제한효과는 인도의 대선진국 수출에 상대적으로 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선 II 장에서 논의된 연구가설에 따라서, 본 연구는   의 부호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의 부호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즉, 인도의 기
술수준이나 규제에 대한 행정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TBT가 수출증진(또는 제한)효과를 가질 경
우, 대선진국 수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가 덜 (또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한다. 나머지 식(2)에서     이 외의 다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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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수값에 대한 기대 부호는 식(1)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2. 데이터
아래 [표 2]는 식 (1)과 (2)에서 고려된 변수명과 실제 측정방법, 관련 데이
터의 출처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의  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UN(United
Nations)에서 발간하는 Comtrade(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에서,
각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은행에서 발간하는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추출하였다. 국가간 거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각국
의 수도간 거리로 변수화 하였다.6) 교역상대국의 TBT 수준은 WTO TBT
위원회가 제공하는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각 국가의 연
도별 TBT 통보문 숫자를 고려하였다.7) Beghin and Bureau(2001)은 TBT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 방법 - 목록활용방법(inventory-based
approaches), 가격차방법(price-wedge method), 설문조사방법(survey-based
approaches) - 을 제시하고 있다. TBT 통보문의 수를 이용하여 TBT의 정도
를 측정하는 것은 목록활용방법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TBT
의 무역효과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동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Essaji 2008; Disdier et al. 2008; Bao and Qiu 2012; 장용준, 서정민 2014).
선진국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즉,    )는 강건성 검사 차
원에서 여러 종류의 선진국 그룹들을 고려해 보았다. 첫째, UN에서는 1인당
6) 데이터는 “time and date”의 웹사이트(http://www.timeanddate.com)에서 구할 수 있다.
7) WTO TBT 협정문 제 10조 6항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들은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기
존 기술규제를 개정하려고 할 경우, WTO TBT 위원회에 이를 미리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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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수준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고
소득국가군, 중상위소득국가군, 중하위소득국가군, 저소득국가군으로 분류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고소득국가군에 속한 국가들 경우 1,
나머지 국가들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고려하여 보았다(   ).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총 149개 국가 중 43개의 국가가 고소득국가군에 속
해있다. 두 번째 고려대상은 OECD 회원국 여부인데, 회원국일 경우 1, 비회
원국일 경우 0의 값을 주었다(   ).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26개의
OECD 회원국이 존재한다. 셋째,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TBT 문제와
관련한 인도의 STC 대상이 주로 EU임을 감안하여, EU 회원국일 경우 1, 비
회원국일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았다
(   ).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14개의 EU 회원국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대한 범위를 더욱 좁혀, 추가적으로 주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 국가들8)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두어 분석해 보았다(   ).

표 2. 변수에 대한 설명 및 데이터 출처

변수명

측정방법

데이터 출처



 년도 인도의  국 대상 총수출액(US$ 현재가격)

UN Comtrade

 

 년도 인도의 국내총생산(2005 US$ 불변가격)

세계은행 WDI



 년도  국의 국내총생산(2005 US$ 불변가격)

세계은행 WDI



인도와  국의 수도 간 거리(km)

Time and Date



 년도  국의 WTO TBT 통보문 수

WTO TBT IMS



 국이 선진국인 경우 1, 개도국인 경우 0

UN, OECD, EU

8) UN의 기준에 따르면 G7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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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증분석에서 교역상대국인  는 149개의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기간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이다.9) 아래 [표
3]은 실증분석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요약 통계값들을 정리하고 있다. 나타
난 바와 같이, 더미변수들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편차가 심하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이상값을 포함하고 있어, 로그를 취함으로써 정
규성을 갖도록 하였다.

표 3. 요약 통계값

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964

811,000,000

2,780,000,000

4,321

42,700,000,000

 

2,831 857,000,000,000 324,000,000,000 449,000,000,000 1,490,000,000,000



2,780 296,000,000,000 1,160,000,000,000

212,000,000

14,500,000,000,000

 2,980

7,746.034

4,298.932

690

16,927

2,980

12.48523

24.66497

0

308

 2,980

0.1956376

0.3967573

0

1



2,980

0.2885906

0.4531832

0

1

 

2,980

0.0469799

0.2116313

0

1



2,980

0.1369128

0.3438129

0

1



다음 [표 4]에서는 실증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10) 여부

9)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가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의 수로 측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기간 중간에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가입한 연도부터 실증분석에서 고려되
었다. 예를 들어, 중국 경우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고려되었으며, 2001년 이전 경우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10) 실증분석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설명변수들이 동시에 포함될 경우, 계수값의 크기와
표준오차값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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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검하기 위하여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실증분석에서 고려된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은 모두 0.8 이
하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표 4.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

 





  

 

 

1.000



0.036

1.000



-0.002

0.029

1.000



0.271

0.341

-0.115

1.000



0.031

0.390

-0.070

0.507

1.000



-0.005

0.275

-0.230

0.427

0.613

1.000

 

-0.000

0.684

0.001

0.293

0.451

0.348

1.000



0.102

0.127

-0.168

0.651

0.611

0.495

0.283



1.000

Ⅳ. 실증분석 결과
1. 전체 교역국 대상
[표 5]는 식(1)의 기본 중력방정식을 토대로 전체 교역국을 대상으로 TBT
가 인도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5]의 모형 (1), (2), (3),
(4)는 각각 설명변수들의 당해 연도, 1년 후 시차, 2년 후 시차, 3년 후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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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앞선 장에서 설명한 바대로, TBT의 수출
에 대한 효과는 시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하
우스만 검정 결과, 모든 시차에서 확률효과모형에서의 결과가 고정효과모형
에서 보다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이를 선택하였다.11) 또한
확률효과모형 선택 후 “     ” 여부에 대한 Breusch-Pagan의 LM 검정
결과, 모든 모형에서 이를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여 교역상대국의
고정효과는 제어해야 하는 변수로서 합동 OLS보다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 ln     의 계수값은 모든 모형에서 양(+)
의 부호를 가지면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n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인도와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인도

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는 시차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n    의 계수값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면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12) 즉, 인도와 교역상대국 간의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용 등 무역에 대한 가변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
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양국의 경제규모와 거리에 대한 일반적인 중
력모형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Krugman et al. 2012, p. 41).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ln     경우, 모든 모형에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체 교역국을 대상
11) 즉,      를 기각하지 못하였다.
12) 양국간 거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가 아니므로 시차효과로서 이를 해석하는 것은 의
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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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할 경우, TBT는 인도에 대해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역상대국의 TBT는 인도의 수출에 대해 기술개발, 생산설비 설치,
인증 검사와 같은 순응비용의 증가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품 신
뢰의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과 같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더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양(+)의 효과는 인도의 교역상대국의 새로운 TBT가
WTO에 통보된 이후 3년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러나
교역상대국 TBT로 인한 인도의 수출증진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
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역상대국의 TBT로 인한 인도의 수출증
진효과는 비교적 단기에 있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도국으로
서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의 수출을 대상으로 TBT의 시차효과를
예상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부합한다. 교역상대국의 TBT로 인한 인도의
수출증진효과는 주로 인도 수출기업의 시장탐색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단기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한편, 인도의 수출에 있어서 교역상대국의
TBT로부터의 제품 혁신이나 소비자 신뢰도의 증가 그리고 규모의 경제 달
성을 통한 장기적인 수출증진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에 있어 TBT를 도입한 교역상대국 내 수출경쟁국들이 제품혁신에 성공
함으로 인해 인도의 수출 경쟁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
으로 보인다.

13) 이후 TBT 4년 후 이상 시차들의 경우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보고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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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에 대한 효과: 전체 교역국 대상

ln    
ln   
ln   
ln    

overall  
관측치수
Breusch-Pagan
Hausman

모형(1)
당해 연도
0.305***
(0.075)
0.811***
(0.061)
-1.002***
(0.149)
0.057**
(0.022)
0.745
2,483
13,618.21***
27.09

모형(2)
1년 후 시차
0.319***
(0.074)
0.793***
(0.062)
-0.996***
(0.144)
0.054**
(0.023)
0.745
2,482
14,068.27***
21.20

모형(3)
2년 후 시차
0.351***
(0.074)
0.778***
(0.059)
-1.049***
(0.149)
0.048**
(0.021)
0.742
2,341
12,864.77***
14.47

모형(4)
3년 후 시차
0.369***
(0.074)
0.761***
(0.059)
-1.052***
(0.151)
0.042**
(0.020)
0.737
2,199
11,706.65***
19.50

주: 1) *, **, ***는 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의 값은 교역대상국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3) 연도더미에 대한 결과는 생략함.
4) Breusch & Pagan과 Hausman에서의 값은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2. 국가별 특성에 따른 효과
[표 6]에서는 식(2)를 토대로 TBT가 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교역상대
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교역상
대국의 발전정도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표 6]의 모형(1), (2), (3), (4)에서는
각각 UN이 정한 고소득국가군, OECD 회원국, EU 회원국, G7 회원국 여부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을 고려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표 6]의 모형
(1)과 (4)에서는 확률효과모형을, 모형(2)와 (3)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고려
하였고, 또한 각각에 대하여 Breusch-Pagan LM 검정 또는  -검정을 실시하
여 패널분석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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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ln     와 ln     는 여전히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ln   또한 모형
(2)와 (3)을 제외한 곳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14) 즉, 인도의 수출은 인도와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교역상대국까지의 물리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력방정식에서의 일반적인 결론과 일치
한다. ln     의 경우도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1% 또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도의 수출에 대해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석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설명변수를
추가적으로 제어해도 GDP, 양국간 거리, TBT에 대한 결과는 앞선 [표 5]에
서의 분석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경우 모형(1)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가진다. 즉, 인
도는 다른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 대하여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이웅 외(2014a, p. 41)에서 분석한 인도의 대세계 교역 구조에서
나타나는 바와 동일하다.
ln      와    간의 교차항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TBT의 인도 수출증진
효과는 교역상대국이 선진국일 경우 그 효과가 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부합한다. 선진국의 TBT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기
술 수준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에 대

14) ln  는 시간불변(time-invariant)변수로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와 함께 삭제되어 버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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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장용준, 남호선 2009; Bao and Chen
2013).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도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교역
상대국의 TBT도 인도가 선진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개도국으로 수출할 경
우에 비해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표 6.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에 대한 효과: 선진국 여부 교차항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ln   

0.298***
(0.079)

1.907***
(0.158)

1.926***
(0.166)

0.313***
(0.086)

ln  

0.828***
(0.071)

0.896***
(0.304)

0.887***
(0.316)

0.804***
(0.073)

ln   

-1.019***
(0.152)

omitted

omitted

-1.006***
(0.151)

ln     

0.089***
(0.025)

0.070***
(0.025)

0.059**
(0.023)

0.060***
(0.022)



-0.137
(0.267)

0.400**
(0.193)

0.531*
(0.279)

1.058**
(0.522)



-0.072*
(0.040)

-0.076*
(0.040)

-0.116*
(0.070)

-0.297***
(0.056)

overall  

0.747

0.676

0.682

0.745

관측치수

2,483

2,483

2,483

2,483

Breusch-Pagan or
 -검정

13,651.59***

77.61***

79.19***

13,570.12***

Hausman

22.77

85.15***

32.67*

23.42

ln     ×

주: 1) *, **, ***는 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의 값은 교역대상국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3) 연도더미에 대한 결과는 생략함.
4) Breusch & Pagan과Hausman에서의 값은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5) ln   는 시간불변변수로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생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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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와    간 교차항의 계수값 경우 모형(1)에서

모형(4)로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그 음(-)의 값이 절대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모형(1)에서 (4)로 갈수록 선진국에 대한 범위를 좀 더 완고하게
정의함을 고려한다면,15) TBT의 인도 수출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보다 발전
한 국가 그룹에 대한 수출일수록 더욱 덜 현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6)
이상 [표 6]에서의 분석 결과는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에 대한 효과
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룹 비교를 한 것으로, 단순히 선진국·개도국 그룹
간의 효과를 비교만 하는 것으로써 실제로 인도의 대선진국 수출이 TBT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표 6]에서
ln      와    간 교차항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음(-)

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 1)TBT가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모두 수출증진효과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2)대개
도국 경우 수출증진효과가, 대선진국 경우 수출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인도의 대선
진국 수출만을 따로 고려하여 TBT의 수출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표 7]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정의를 UN이 정하는 고소득국가군과
OECD 회원국 여부로서 고려한 분석 결과이다. 주요 변수인 ln    
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모형(1)에서 고소득국가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 당해
연도를 제외한 1∼3년 후 시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값
15) 본 분석에서  는 43개국,  는 26개국,  는 14개국,   는 7개국으로 구성되
어 있다.
16) [표 6]에서의 결과는 모두 당해 연도의 설명변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 연구는 추가
적으로 이들에 대해 1∼3년 후 시차를 고려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6]에서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으며, [표 5]에서 논의한 시차효과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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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표 6]에서의 결과와 동시에 고려할 경우, 교역상대
국 TBT의 인도 수출증진효과는 주로 교역상대국이 중·저소득국가일 경우에
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고소득국가일 경우에는 수출증진효과와 수출제한효
과가 동시에 있어 인도의 수출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 (2)에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
우에는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모형 (2)에서 ln     의 계수값
은 당해 연도와 1∼2년 후 시차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를 [표 6]에서의 결과와 동시에 고려할 경우,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증진효과는 교역상대국이 비OECD 회원국인
경우와 OECD 회원국인 경우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단 비OECD 회
원국인 경우 효과가 OECD 회원국인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모형(1)과 (2)의 어떠한 경우든, 교역대상국 TBT의 인도 수출에 대한 수
출증진효과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출할 경우 더 크게 나타
나는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도국으로서의 인도를 대
상으로 예상한 본 연구의 연구 가설과도 부합한 것이다. 한편 ln     ,
ln     , ln    와 같은 나머지 다른 설명변수들 경우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17)

17) 본 과제의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 식(1)과 (2)에서 인도의 j국을 대상으로 한 FTA 체결여
부를 추가적인 제어변수로서 고려해 보았다. 분석 결과, FTA 변수 경우 모든 분석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며, [표 5], [표 6], [표 7]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설명변수
들의 결과들이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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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1
(0.043)
0.705
777

0.085**
(0.041)

0.772

778

ln     

overall  

관측치수

5.16

694

0.763

0.057
(0.037)

-1.288***
(0.344)

0.825***
(0.075)

41.97**

23.60

115.78*** 3,872.49***

737

0.698

0.056
(0.039)

omitted

1.101***
(0.326)

4) Breusch & Pagan과 Hausman에서의 값은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5) ln   는 시간불변변수로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생략됨.

당해연도

205.18***

76.48***

535

0.845

0.056*
(0.028)

omitted

1.902***
(0.304)

1.029***
(0.124)

주: 1) *, **, ***는 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의 값은 교역대상국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3) 연도더미에 대한 결과는 생략함.

Hausman

115.78***

omitted

-1.194***
(0.348)

ln   

Breusch-Pagan or
4,746.31***
 -검정

1.121***
(0.328)

0.864***
(0.085)

ln  

0.367***
(0.111)

1.237***
(0.169)

0.297***
(0.112)

ln   

1.224***
(0.188)

1년 후 시차 2년 후 시차 3년 후 시차

당해연도

140.44***

73.01***

534

0.850

0.050*
(0.026)

omitted

1.810***
(0.333)

0.955***
(0.123)

97.98***

65.18***

501

0.857

0.055**
(0.023)

omitted

1.787***
(0.377)

0.947***
(0.145)

5.57

1,801.07***

468

0.897

0.044
(0.029)

0.349
(0.344)

1.029***
(0.063)

-0.819*
(0.487)

1년 후 시차 2년 후 시차 3년 후 시차

모형(2)
OECD 회원국(26개국)

모형(1)
고소득 국가군(4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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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8]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그룹 범위를 좀 더 축소하여 EU 회원국
과 G7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주요 변수인
ln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1)에서 EU 회원국

을 대상으로 할 경우, 당해 연도와 1∼2년 후 시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값을 가지고 있지만, 3년 후 시차에서 ln     의 계수값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 즉, 인도의 대EU 수출에서 EU의 TBT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수출제한효과를 발
휘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EU의 TBT는 인도의 수출에 대해 새로운 생산설비의 설치와
같은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정보제공과 같은 이익을 제공하여 전체적
으로는 양(+)과 음(-)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수준과
규제 대응에 대한 행정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인도 경우 장기로 갈수
록 정기적인 시험 인증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도 제품 혁신을 통한 수요
의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인도의 경우 대 EU 수출에
대해 TBT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
한 분석 결과는 그간 인도가 주로 EU의 TBT를 대상으로 STC를 제시하였다
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고).
한편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G7 국가를 선진
국으로서 고려한 [표 8]의 모형(2)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G7 국
가들의 TBT는 인도의 대 G7 국가 수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년 후 시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좁은 범위의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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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과 G7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들의
TBT는 인도의 수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와는 반대로 인도는 이들 국가의 TBT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 8]에서 ln     , ln     , ln   와 같은 나머지 다른
설명변수들 경우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ln     경우 모형(1)에서 당해 연도 인도의 경제규모는 대EU 수출에 대

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시차효과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2)에서 1∼3년 후 시차를 고려할 경우, 인도의 경제
규모는 대G7 국가 수출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ln     경우 모형(1)의 3년 후 시차를 제외한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도의 대 EU
또는 대 G7 국가에 대한 수출은 인도의 경제성장으로부터 수출의 능력을 키
우는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 보다는 교역대상국의 시장규모 확대
로 인한 수출의 확대가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ln    경우, [표 8]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도의 대 EU수출 또는 대 G7 국가 수출의 경우 거리에
따른 무역비용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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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0.622)
0.828***
(0.119)
1.589
(1.187)
-0.15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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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4)

0.880***
(0.116)

1.283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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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366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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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관측치수

338

0.803

-0.151
(0.117)

1.923
(1.252)

0.765***
(0.124)

0.820
(0.859)

2년 후 시차

9.19

0.39

25.99

40.85***

47.67***

312

0.691

-0.255***
(0.090)

omitted

0.482
(0.359)

omitted

3년 후 시차

4) Breusch & Pagan과 Hausman에서의 값은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5) ln   는 시간불변변수로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생략됨.

0.18

874.97***

133

0.883

0.079
(0.048)

-0.088
(0.196)

1.078***
(0.261)

2.161***
(0.518)

당해연도

주: 1) *, **, ***는 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의 값은 교역대상국에 대한 군집강건표준오차를 나타냄.
3) 연도더미에 대한 결과는 생략함.

Hausman

Breusch-Pagan
1,161.45*** 1,198.97*** 1,017.72***
or  -검정

1년 후 시차

당해연도

0.46

8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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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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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8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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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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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

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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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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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8)

2년 후 시차

모형(2)
G7(7개국)

모형(1)
EU 회원국(14개국)

표 8.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에 대한 효과: EU 회원국 및 G7 국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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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WTO에서의 제소와 각종 다자·양자 간 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전통적인
보호조치 수단으로서의 관세는 중요성이 낮아진 반면, 비관세조치는 점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러 비관세조치들 중 TBT는 수치로서 정형
화하기가 힘들고,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 및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등
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최근 수입을 막는 보호조치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TBT의 무역효과를 분석하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TBT는 수출기업에 대해 새로운 생산설비 설치, 인증마크 획득과 같
은 순응비용의 증가효과와 소비자 신뢰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거래
비용의 감소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TBT는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간의 상쇄관계(trade-off)를 통해 수출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또는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상쇄관계는 교역국별, 산업별, 기업별, 기
간별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찍이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들은 국제 무역에 있어 TB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무역에 대한 효과를 교역국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특
징에 따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TBT에 대한 여러 종류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인도의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주
로 현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교역상대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2014년 사이 인도의 양자간 수출과 교역상대국의
WTO TBT 통보문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TBT가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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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
구는 교역국별 특징에 주목하여 교역상대국의 선진국 또는 개도국 여부가
TBT에 대한 인도의 수출 효과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
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교역상대국을 대상으
로 분석할 경우, 이들의 TBT는 인도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BT의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간의 상쇄관계
에 있어서, 인도의 수출은 주로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에 대한 수출증진효과는 TBT 도입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BT의 거래비용 감소효과는 주로 해외 소비
자 선호와 같은 시장정보 제공의 탐색비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인도의 수출
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제
품 혁신이나 소비자 신뢰 증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과 열악한 인
증 시설기반을 갖춘 인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역
상대국 내 다른 수출 경쟁국들이 TBT를 통해 장기에 걸쳐 제품 혁신을 성공
할 경우 인도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효과를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간으로
비교하여 살펴볼 경우, 수출증진효과는 대선진국 수출보다는 대개도국 수출
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선진국의 TBT 경우 환경기준 강
화와 같이 대체적으로 국제표준 이상의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순응비용 증가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상대국의
TBT가 자국에 대해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할 경우라도 대선진국 수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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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인도 또한 이러한 연구 가
설과 부합하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상기 두 번째의 실증분석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대적인 비교만을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전체 교역대상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본을
선진국 그룹으로 한정하여 선진국의 TBT가 인도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
우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TBT는 인도의 대선진국 수출에 대해 부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보였
다.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TBT는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은 인도의 수출업자에 대해 순응비용 증가효과를 더욱 현저하게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기에 있어 다른 수출 경쟁국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TBT를
극복할 경우, 인도 입장에서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
인이 되어 수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 그룹에 대한 정의에 있어 EU와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WTO에서 인도의 STC가 대부분 EU의 TBT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 현재 EU
는 인도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서, TBT로 인해 인도의 대 EU 수출이 지장
을 받는다면 전체적인 부정적 효과는 더 현저하게 커질 것이다.
상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인도의 TBT 대응 정책에 대해 여러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EU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TBT에 대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까지 EU와 같은 선진국의 TBT에 대한 인도의 대응 방법은 주로 WTO TBT
위원회에서의 STC를 통한 현안 제기만을 했을 뿐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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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활동한 바가 없다. 그러나 STC의 경우 WTO 회원국들간 다자 회
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제기하고 해당국이 답변을 하는 형태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없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은 결코 아니다(정철 외 2012).
STC를 통한 대응 이상으로 선진국들 경우 TBT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간 지역간 무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왔
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장용준 외 2010). 특히,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TBT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인도는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MRA
는 상대국의 상이한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본국의 것으로 그
대로 인정하는 협정이다. 국제무역에 있어 TBT 문제의 중요성 대두와 더불
어 MRA의 체결건수 또한 증가하여 왔다. Jang(2013)에 따르면, WTO 회원
국들은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연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총 89 건
의 MRA를 체결하였다.18) MRA의 수출 효과에 대해서도 관련 실증연구들
은 MRA가 체결국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Baldwin
2000; Amurgo-Pacheco 2007; Baller 2007; Chen and Mattoo 2008). 특히, 이들
연구들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이 선진국
과 MRA를 맺을 경우,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에 대해 MRA가 더욱 현저하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고 인증 관련 기반시설이 열악한 인도로서는 MRA를 통해 선진국의 TBT
를 극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수출 증진을 위해 보다 유리할 것으로
18) 동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WTO TBT IMS 자료에 따르면, 인도 경우 유일하게 2005년에
우크라이나와 MRA를 맺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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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TBT 관련 인도의 수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첫째, WTO TBT 통보문에서의 정보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
는 TBT의 수출효과의 산업별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교역상대국 TBT의 인도 수출 효과에서 교역국별 특징만을 고려하였을 뿐
산업별 특징에 따른 TBT의 수출증진 또는 수출제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TBT의 무역효과는 제조업과 농업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Bao and Qiu 2012), 기술집약적 산업과 제품수명주기가 중요한 산
업에 더욱 현저하게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다(Chen and Matoo 2008). 인도에
대해서도 산업별로 TBT의 효과를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
고 세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또한 TBT의 산업별 데이터가 없는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와 인도 간
에 있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없어 TBT의 경제적 효과를 양자간으로만
특정지어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국간 교역에서 TBT 현안
을 논의할 때는 사례 중심의 연구만이 가능하다. 만약 산업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패널 분석이 가능하다면 양자간 교역에서 TBT 현안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른 세밀한 분석 또
한 가능해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인도 교역에서 TBT의 효과를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 Bao and Qiu(2012)에 따르면, WTO에 통보된 TBT 중 약 70%는 산업별 분류 기준인 HS 코
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HS가 기록된 30%의 통보문만으로 산업별 분석을 시행할
경우 표본의 선택적 편의(sample bias)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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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도가 최근에 우리나라와 MRA를 추진하려는 배경을 보다 구체적
으로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된 한·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도 양국은 TBT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모
색하기 위하여 협정 체결 후 1년 이내에 MRA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20) 그러나 CEPA 체결 이후 한·인도 간 MRA에 대한 논의는 실제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TBT 분야에 있어 CEPA 협정에 대한 이행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2015년 5월에 이루어진 인도 모디 총
리의 방한과 함께 인도 측에서는 양국간 MRA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양측의 실무자간의 협의 결과, 인증기관간 약정형식
으로 상호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는 수준
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MOU 수준의 체결은 상호간의 인증마
크21)는 서로 인정하지는 않고 다만 양측이 지정한 기관에서 작성한 시험성
적서만을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서 MRA의 형태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협정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인도 측이 다시 소극적인 자
세로 협의에 임함에 따라 그마저도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둘째, 한·인도 교역에서 TBT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면, 이는 한·
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측면을 강조
하고 있는 모디 정부의 개방정책 방향과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경제협력에

20) 한-인도 CEPA 협정문, 제 2.28조 2의 (가)
21)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KC(Korea Certification)마크가, 인도는 ISI(Indian Standard Institute)
마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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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서(이웅 외 2014a,
2014b), 양국이 적극적인 규제협력을 통해 TBT 현안의 해결방안을 마련하
는 것은 양국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의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관계와 한·인도
CEPA 및 일·인도 CEPA에서의 비슷한 관세양허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이웅
외 2014b), 향후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에서는 TBT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에 인도는 자동차 타이어에 대하여 ISI 인증
마크를 각인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대인도 주요 타이어 수출국인 우리나라
와 일본, EU 경우 인증마크 각인과 마크사용료 지불에 따른 수출비용증가를
우려하여 WTO에서 공조를 통해 STC를 제기한 바가 있다(국가기술표준원
2015, p. 73).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양자간 협의를 통
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수출비용절감을 통한 수출창출효과와 더불
어, 인도 시장 내 경쟁국인 일본과 EU 보다 우위를 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출전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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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인도에 대한 새마을운동 보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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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잔맙후미와 새마을운동 비교
Ⅴ. 결론

Ⅰ. 서 론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쩍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혹은 ‘신새마
을 운동’을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진
행 중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경제성장모형을 배우려고 하는 후발
국가를 향한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수출모형이 주로 산업화 내지 공업화측면
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과 차별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모델인 수출주도형

*이 논문의 다른 버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농촌경제 제38권 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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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중심의 개발국가모형을 다른 나라에 이식하려는 노력을 지양하는 새
로운 모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산업화에 의
해서 견인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대다수의 후진국가
의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농촌문제이다. 대다수의 인구가 농촌지역에 거
주하고 이들의 빈곤과 열악한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을 구
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관한 적절한 대응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발국가모형과 그에 따른 산업화정책의 수출만이
아니라 후발국가의 현재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수출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나름대로 농촌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문제가 재부각 되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인도처럼, 경제성장이 최근까지 다른
내부지역과는 분절된 상태로 외국경제와만 연결된 일부지역의 엔클레이브
(enclave)식 성장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개방 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이
대다수 대중이 살고 있는 농촌거주자의 삶의 수준 향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농촌부흥운동 내지 개발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주로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도의 잔맙후미
(Janmabhoomi)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수출사례
와 달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자발적으로 모방하여 하나의 정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세계 최초의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
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재정지원을 하였다기보다는 인도의 남부 최대 주인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주에서 주정부차원으로 스스로 정치적 지
도자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본받아서 실시하였다고 공언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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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잔맙후미를 잘 연구한다면 우리의 경제개발모형이나 정책사업을 수출하
는 데 지금과 다른 새로운 모형을 계발하거나 적어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1)
이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에 인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보
급하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인도는 나름대로
자긍심이 강한 나라라서 그런지 우리나라로부터 대외원조자금을 공식적으
로 지원받기를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조노력은 다른 방식으
로 포장되어 전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소규모 새마을운동의 보급노력이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잔맙후미(Janmabhoomi) 운동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것의
내용과 특징에 관해서 서술하여 보고자 한다. 셋째로는 잔맙후미와 새마을
운동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알아볼 것이다. 모든 운동은 외국으로 나가는 순
간 각국의 풍토와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실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잔맙후
미는 새마을운동과 완전히 동일한 운동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입장에서 본 잔맙후미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함의를 언급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의 국제적인 추종프로그램으로서 잔맙후미에 대해서 국내에서
는 연구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인도에 대한 새마을운동 보급사례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 학자들이 잔맙후미의 내용과 전
개과정, 주민의 참여도,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게 된 정책적 동기 등을 연구
한 적이 있지만, 이것과 새마을운동의 연관성이나 두 운동을 비교하는 연구

1) 2014년 안드라프라데쉬 주는 떨랑가나 지역이 별도의 주로 떨어져 나가면서 남부 최대 주의 지
위는 상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여기서 연구하는 잔맙후미 운동 기간은 그 이전인 1997~2004년
까지 진행된 것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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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잔맙후미가 새마을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이것도 한두 줄 언급하는 것으로 그쳐서 자
세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이런 국내의 잔맙후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도에서의 잔맙후미와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교연구 부족을 조금이나마 보
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지금까지 우리정부의 인도에 대한 새마을운동 보급 정책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이것은 새마을운동 사업 자체를 보급하였다기보다는 인도공무원단
연수과정의 일부로 새마을운동을 소개하는 정도였다(경부제일신보 2010. 7.
10; 경북문화신문 2010. 11. 5; 중앙일보 2011. 5. 11). 이렇게 우리나라 정
부기관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견학이나 체험 위주의 소개프로그램으로 진행되
던 인도에 대한 새마을운동 보급노력은 2011년도에 인도주재 한국대사관의
주도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인도
주재 대사였던 김중근 씨의 노력에 기인한 것인데, 김 대사는 KBS텔레비전
방송으로 우연히 본 아프리카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고무 받아서 시작하였는
데, 인도주재 한국기업들의 모임인 재인도한국상공회의와 공조하여 인도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우선 이 사업은 작은 마을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노린다는 전략하에 시범마을을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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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과정에서 대사관측에서 대사관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동일카스트 비
중이 높을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하리아나 주의 총리(Chief Minister)에게 3
개 마을을 추천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고 빈곤한 가리 삼플라 마
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였다(3개 마을 세부 현황은 다음 표 1 참고).

표 1. 인도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대상 후보지

발디

가리 삼플라

구랄리

인구

12,652명

3,160명

3,706명

카스트

브라만 10%
잣트 50%
기타후진계층 20%
지정카스트 15%
무슬림 5%

잣트 70%
Kumhar 10%
기타후진계층 10%
지정카스트 10%

라즈풋 70%
기타후진계층15%
지정카스트 15%

면적

3,204 에이크

501 에이크

646에이크

소득(1년가족)

125,000 루피

30,000루피

60,000루피

관개작업

필요

필요

필요

미화작업

필요

필요

필요

위생작업

필요

필요

필요

직업

농업 90% 기타 10%

농업 70%, 기타 30%

농업 90%, 기타 10%

영농양태

자영농 80%
소작농 20%

자영농 85%
소작농 15%

자영농 90%
소작농 10%

경작

2모작

2모작

2모작

농작물

쌀, 밀, 수수

쌀, 밀, 수수

쌀, 밀, 수수

댐/연못

필요(동물용 웅덩이
있음)

좌동

좌동

전력공급

하루 8시간 공급

하루 15시간 공급

하루 8시간 공급

차

1,000대

15~20대

200대

트랙터

500대

60대

60대

병원

컴뮤니티헬스센터(CHC)
의사 4명

가축병원 1곳

CHC,동물병원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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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발디

가리 삼플라

구랄리

학교

초등 2개, 중등 1개,
대학 1개

초등 1개, 중등 2개,
사설학교

중등 2개

보육원

10곳

4곳

2곳

농업용워터펌프

50곳

200곳

400곳

식수원

2곳

1곳

7곳

근접성

대사관에서 2시간 60KM

2시간 80KM

2시간 50KM

자료: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이렇게 시범마을을 가리 삼플라로 선정한 대사관은 2011년 12월 16일 새
마을운동 출범식을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이후 대사관은 2012년도에 주민들이 선출한 새마을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을
우리나라로 파견하여 교육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였다(새마을운동
Weekly Saemaul 2012. 2. 23). 2012년 4월에는 가리 삼플라 마을 주민 6명
을 우리나라로 데려와 2개월 동안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어
서 경상북도는 2012년 9월에 새마을운동 자원봉사단원 6명을 1차로 가리 삼
플라 마을에 파견하여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
서 인도주재 한국대사관은 대사가 이준규 씨로 변경되었지만,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속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예산 5천만 원을 지원받고 현지의 삼성물
산의 기술조언을 받아서 현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로 하여금 관정
8개를 파는 작업을 하였다(연합뉴스 2012. 10. 24). 관정 작업 이후에도 2
차로 새마을운동봉사단원들을 우리나라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시범마을에 파
견하여 새마을운동 관련 활동을 전개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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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가리 삼블라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현
재 정부가 새마을세계화 사업 혹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방식에 속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크
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인도에서 본 바와 같은 초기 모형으로 소
규모 사업프로젝트 위주로 마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이나 국가 단위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으로 광역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시범마을이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의 마을 성공
으로는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한계를 인정하여 범정부적 패키지
형 종합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개별 소규모사업 모
델은 이러한 시범국가모형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 대상으로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개별사업 모델은 초기에는 사업이 분절화 되어 있고 추진체
가 상이하여 중복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었기에 2011년 국무총리실을 중
심으로 범정부차원의 통합새마을운동 보급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식품부, 농업진흥청,
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가진 특성들을 아울러서 협업체계 구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별도로 시행되어 오던 해외개발원조 혹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새마을운
동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모형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선

2) 이렇게 시작한 인도 하리야나 주에서의 새마을시범마을 조성프로젝트는 우리대사관과 경상
북도 그리고 봉사단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을 갖춘 새마을시
범마을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경상북도 2013). 이 시범마을 사업
에 대한 자세한 현지답사 결과는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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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세 가지 한국형 ODA사업 중 하나가 새마을운동이다. 나머지 두 개는
모자보건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이다.
이 중 새마을운동 ODA모형은 크게 3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로는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마을지도자 및 주민대표 여성대
표,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여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로
양성하거나 전파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단계로는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가 선발되고 교육되고 나면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단위로 자발적협의
체인 새마을회 등을 구성하고 이들이 우리나라가 준 소규모 ODA지원 자금
을 가지고 다른 주민들을 동원하여 마을환경개선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또
는 교육이나 보건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발굴이나 수행 및
완성은 현지주민들이 어디까지나 주체가 되고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단이나
전문가를 파견하여 소규모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
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새마을시범마을을 성공리에 조성하게 되
면 이것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인근마을과 지역단위로 확산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2단계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단위나 국가단위의 통합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도록 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 2011; 국제개발협력위원
회 회의자료 2014).
비록 인도 하리야나 주에서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중앙정부 차원의 새마을운동ODA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
이 아니다. 인도는 이러한 우리의 범정부차원의 새마을운동 보급활동 지역
선정이라는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가리삼블라 시범마을도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ODA정책과 매우 유사하게 운영되었지만, 그러한 계획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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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가 아니라 대사관의 대사 개인의 노력으로 시작되고 여기에 다른 민
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인도의
시범마을 사업을 평가하면, 1단계 초청연수가 가장 활발하고 2단계 사업이
시행은 되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3단계 사업은 현
재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올해 한·인도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놓은 공동성명
문을 보면, 새마을운동이 인도의 클린인디아 캠페인(Clean India Campaign)
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앞으
로 보다 광역차원의 통합새마을운동이 인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록 인도 중앙정부 차원의 새마을운동은 아닐지라도 시범마을 하
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부차원의 새마을운동을 인도에 접목
하려는 노력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잔맙후미이다. 이것은 인도에서
의 기존 새마을운동과 달리 한 단위의 마을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자원봉사단이 파견되어 실
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의 주정부가 자발적으로 우리나
라의 새마을운동을 본받아서 주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한 사업이다.

Ⅲ. 잔맙후미 운동의 내용과 특성
현재 안드라프라데쉬 주의 주총리이자 1997년 1월 1일 기점으로 잔맙후
미 운동을 처음으로 펼친 인물인 찬드라바부 나이두(Chandrababu Naid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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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농촌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잔맙후미운동을 소개하면서 자조와 협동을 통한 농촌재건 개념을 우리나라
의 새마을운동에서 차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Nara Chandrababu Naidu,”
http://telugudesam.org/cbn/schemes.html). 저자가 1990년대 잔맙후미에 실제
로 참여한 안드라프라데쉬 고위공무원과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
면, 당시 잔맙후미 운동이 추진될 때 모든 유관 관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의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였다고 증언을 하였다.3)
나이두가 이른바 퍼주기식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유명한 자신의 장인인
라마라오(Nandamuri Taraka Ramarao)에게 반기를 들어 정권을 평화적으로
찬탈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부구조개혁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차원의 마을단위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타
파와 농촌발전을 위해서 꺼내든 정책프로그램이 잔맙후미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정부주도의 개발모형 혹은 발전국가모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
라 상향식모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조와 근면에 기반한 발전모
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새로운 운동은 정부가 대중, 특히 가난
한 대중의 복리후생을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심성정책으로 챙겨주

3) 이렇게 안드라프라데쉬 주가 새마을운동의 원조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잔맙후미운동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정부든, 민간연구기관이든, 학계든 거의 무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실제로 2011년 경주에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글로벌새마을포럼과 한국발전재단이 주관
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후원기관으로 들어가있는 ‘2011 글로벌새마을포럼’에서 인도 델리
대학교 교수가 인도의 새마을운동전수모델이라는 글을 발표하였지만 자료집에 그 내용만 빠
져있어서 직접 조사한 결과 이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잔맙후미가 간단히 소개되었다(G.
Balatchandirane 2011).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참석자들이든 누구든 이 운동의 중요성에 대
해서 주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현재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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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급자(provider) 역할을 하는 모형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조력자(facilitator) 역할을 하는 모형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
동안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여 비즈니스맨 혹은 비즈니스 최
고경영자(CEO)모형에 기반한 개혁운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와 개발은 같이 갈 수 없다고 한다.
나이두에 따르면 IT, 사회기반시설개발, 관광산업 등도 중요하지만 그의
가장 큰 관심은 농촌마을이었는데 이것은 이 주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 거
주하고 주 빈곤문제의 대부분이 농촌문제임을 반영한 것이다. 안드라 프라
데쉬 주의 경우 잔맙후미를 시작하기 이전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면, 1991년
에 7,620만 인구 중에 농촌인구 비중이 73.1%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
고(Government of Andhra Pradesh 2008, p. 220), 1993~94년 기준으로 이들
농촌인구의 29.2%가 수정빈곤선 이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Government
of Andhra Pradesh 2008, p. 41). 농촌거주자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농업활동
의 기반인 토지분배 문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드
라 프라데쉬 주의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농지보유 수 기준으로 볼 때, 한계
농부(1헥타르 이하 소유)나 영세농부(1에서 2헥타르 소유)의 비율이 독립후
에는 57%였는데 이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00년에는 약 82%에 달한다. 이러
한 취약한 생활기반은 안드라프다데쉬 주를 다른 주나 인도전체와 비교할
때도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주정부가 출판한 자료를 보면, 안드라프라데쉬
주의 생활수준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었다(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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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안드라프라데쉬 주 농업경제구조: 경작농지의 분포도 1956~2006

소유농지 수로 본 비율(Share in Number of Holding)

연도

0-1헥타르

1-2헥타르

2-4헥타르

4-10헥타르

10헥타르 이상

1955-56

38.6

18.3

17.7

16.7

8.7

1970-71

46.0

18.5

17.4

12.7

4.3

1980-81

49.3

20.9

15.2

8.0

1.8

1990-91

56.0

21.2

14.5

6.9

1.3

2000-01

60.9

21.8

12.4

4.3

0.6

2005-06

61.6

21.9

12.0

4.0

0.5

자료: Government of Andhra Pradesh(2008), p. 64.

표3. 안드라프라데쉬 주의 사회경제상황: 다른 주와 비교

안드라프라데쉬 주

상위 6개주

인도

빈곤율(%)(1987-88)

31.7%

27.3%

29.9%

문자 해독률(%)(1991)

44.1%

55.6%

52.1%

여성 문자 해독률(%)

32.7%

42.4%

39.3%

출산율(천 명)

25.8

27.8

29.9

유아사망률(천 명당)

73.0

65.1

80.0

남녀 성비(남자 천 명당 여성)

972

935

927

*7개 상위 주란 여기서 하리야나, 카르나타카, 라자스탄, 펀잡, 타밀나두, 마하라쉬트라를 의
미한다.
자료: Venkateswarlu(2002), p. 161.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운동을 전
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잔맙후미이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개혁과 발전운동이
기도 하지만 또한 정신개혁운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정한 가치체계를 추
구한다. 잔맙후미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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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 포함되어 있다(Venkateswarlu 2002, p. 162에서 재인용).
1) 자기 희생: 모든 시민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바친 위대한 자기희생을
기억하고 똑같은 정신을 함양하여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 살고 이를 통하여 집단적인 협동정신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
2) 근면: 각인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근면할 필요가 있다.
3) 성실(정직): 사람들은 스스로가 설파한 것을 실천하여야 하고 이를 통
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4) 자조: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도
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더 높일 것이다.
5) 자존심: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실현하도록 해
야 하고 자존심은 또한 자신감과 결부되어야 한다.
6) 최고수준의 지향: 각 인은 각자의 업무에서 최고수준과 완벽을 추구하
여야 한다. 각 인은 자그마한 성취에 만족하여서는 안되며 근대세계에
서 핵심적인 과학적 시각을 함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7) 성취감: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목적이 분명한 일을 하였을 때만
오로지 굉장한 성취감을 얻는다.
잔맙후미가 추구하는 가치체계 중 자기희생은 잔맙후미의 의미가 고향
(land of birth)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 즉, 잔맙후미는 자기희생을 감내하
는 애향운동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칙으로 선언한 것은 다음과 같다
(Venkateswarlu 2002, p. 162에서 재인용).
1) 대중의 참여: 대중이 민주주의에서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
발적이고 전면적인 참여가 어떠한 사회적 행위(action)에도 필요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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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이다.
2) 평등: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국가건설에서의 역할을 촉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종교, 카스트 그리고 계층 구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에 기반한
차별은 나라를 후진적으로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3) 투명성: 이 원칙은 정부의 작용에 관한 것으로, 투명한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무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공무원들의 혁신을 부추길 것이다.
4) 책임성: 공무원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인데 이것
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는 국민들이 정부가 이제 자신
들의 정부라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는 국민
들이 마땅히 하여야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5) 혁신적인 사고: 모든 사람과 조직은 기회와 적당한 격려가 주어진 상태
에서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 시각을 갖출 때만 오
로지 가능한 일이다.
6) 선견지명과 부단한 노력: 사람들은 장기적인 이점(advantages)을 염두
에 두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열성적으로 노
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잔맙후미를 시행하는 데 지켜야 하는 원칙은 사회적인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의
운영이다. 여기에다 주민들이 혁신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부단
히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와 원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잔맙후미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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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방식의 패키지이기도 하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은 Prajala Vaddaku Palana(PVP, 집 앞까지 찾아가는 행정), Shramdan
(자발적인 노동력 제공), Sukshmastayi Pranalika(미시단위 계획)이다.
차례로 자세히 알아보면, 집 앞까지 찾아가는 행정은 주정부에서 만달 수
준의 행정단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부서에 속한 공무원들이 팀을 꾸려서 각
마을을 방문하고 마을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
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무원단은 노달팀 혹은 중핵단
(Nodal team)으로 불리는데, 관보에 공시해야 하는 지구(division)수준(만달
의 상위 행정단위 수준)의 행정단위 고위공무원인 노달관(nodal officer) 혹
은 중핵관리가 팀장이 되어 이끈다. 이 마을회의에서 중핵관리는 앞서 진행
된 마을회의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선 보
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이름과 달리 집앞 현관까지 공무원단
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지정 장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이나 불만을 수렴하는 것이다.
둘째 자발적인 노동력 제공은 농촌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서 육체적
인 노역이 필요할 때, 전체 사업비에서 30% 내외에 해당하는 노역을 주민들
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비중은 지정부족이나 지정카스트와 같이 사회적으로 보
다 취약한 층이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기여율이 더 낮아져서 15%
내외가 되도록 하였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비용부담을 한다.
마지막은 미시적인 마을수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 초기에 주의 모든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대규모 센서스가
실시되었다. 1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형태로 참여하였다. 이 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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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기존의 인구조사와 건강 항목 이외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였다고 한다(Venkateswarlu
2002, pp. 162-163).
이러한 프로그램의 3대 구성요소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실행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잔맙후미운동은 그 운동의 가치와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핵심사업 영역을 정하여 놓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사업(community
works),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기초건강 및 가족복지(primary health
and family welfare), 환경보호(environmental conservation),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responsive governance)이다. 또한 매 잔맙후미 회차(round)마다 이러한
핵심영역을 다루기는 하지만 각 회차는 특별히 강조하는 테마를 정하여 놓
고 집중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표 4 참고). 이렇게 각 회차마다 테마
관련 중점 사업 내역은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잔맙후미가 다루는 사업은 주
로 인프라와 환경미화 사업이나 보건위생 사업과 기초교육 사업이 주를 이
룬다. 그리하여 학교건물외관 페인트칠, 거리청소, 다리나 거리건설, 위생,
취학률 높이기, 무료보건캠프 운영, 물웅덩이 바닥청소 등이 대부분이다.
특정회차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시기 자체는 주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하여 주정부는 잔맙후비를 실시하는 특정 기
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에 일반적인 사업과 해당 테마에 해당하는 특정 사업
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그리하여 잔맙후미는 사회운동 중에서 1년 내내
주민들을 총동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 운동은 1년에 4회 또는 2회 기간
을 정하고 그 기간에 실시한다. 1997년 1월 1일부터 2003년까지 총 19회차
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초기에는 1년에 4번 나중에는 3번이나 2
번으로 점점 그 회차가 줄어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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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잔맙후미 사업의 시행시기와 테마

회차

시기

테마

1회차

1997년 1월 1일~8일 잔맙후미 개념과 미시수준 계획

2회차

1997년 5월 1일~7일

부락단위위원회(Habitation level committee)/구역단위위원
회(Ward level committee) 구성, 공동체기반시설 개발사업

3회차

1997년 8월 1일~7일

Janmabhoomi Janachaitanyam(public awareness, 대중자
각)-방역과 보건캠프(immunization and health camps)

4회차

1997년 10월 1일~7일

부락/타운 정화 개념, 무료가축병원 운영, 에너지절약캠
페인, 소액저축운동

5회차

1998년 1월 1일~7일

부락/구역 정화 개념과 공동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들에
부락/구역위원회와 주민들과 함께 학생과 강사들의 참여

6회차

1998년 5월 1일~7일

무료건강캠프(결핵과 시력상실통제 초점), 자조단체를
통한 프로그램 사업진행

7회차

1998년 8월 1일~7일 장애자를 위한 Cheyutha(구호)활동, 도시지역 오염 통제

8회차

1998년 10월 3일~9일

무료건강캠프(에이즈, 결핵, 눈건강, 치과치료, 출산건강
집중)

9회차

1999년 1월 2일~8일

미시수준 계획, 무료건강캠프(에이즈, 결핵, 눈건강, 치
과, 출산건강의 치료와 예방 집중)

10회차

1999년 5월 1일~7일 여성 잔맙후미(Mahila Janmabhoomi)

11회차 2000년 1월 3일~11일 미시계획, 마을회의와 구역회의 그리고 중핵관리의 평가
Neeru-Meeru(물과 당신)-건강과 가뭄 및 수자원보존에
초점

12회차

2000년 5월 1일~7일

13회차

2000년 8월 1일~7일 여성 잔맙후미

14회차

2001년 1월 2일~8일 농민복지 잔맙후미(Rythu Janmabhoomi)

15회차 2001년 6월 1일~10일 여성과 아동 복지 잔맙후미(Mahila and Sishu Janmabhoomi)
16회차 2002년 1월 2일~11일 취약층 복지
17회차 2002년 6월 1일~10일 농민과 여성 복지 잔맙후미(Rythu and Mahila Janmabhoomi)
18회차 2003년 1월 2일~11일 취약층 복지
19회차 2003년 7월 1일~10일 농민과 여성 복지 잔맙후미
주: 이렇게 총 19회차에 걸쳐서 각 회차마다 중점사업 영역을 달리하면서 진행된 잔맙후미는
2004년 선거에서 나이두가 이끄는 정당이 인도국민회의 정당에 패배함으로써 중단되었
다가 2014년에 다시 집권하면서 제2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자료: Center for Good Governance(2004),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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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정부가 유도하는 주민참여형 농촌개발모형으로 잔맙후미는 주민
참여가 결정적이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특이하였다. 그것
의 첫 번째는 기존에 선출직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를 위한 민의 대의기구
로 존재하였던 헌법기관인 판차얏 기구를 사실상 방기하고 새로이 주민자치
기구를 행정명령으로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나이두의 기존
정치인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반정치적인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판차얏 역시 선거를 통하여 이뤄지고 의원들 역시 정당기
반하에 선출되기 때문에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결과 새로
운 농촌개발은 판차얏을 통해서가 아니라 탈정치적이고 상당히 기술적인
(technocratic) 모습을 취하게 된다. 기존의 선출직 대의원들을 통하여 주민들
과 소통하기보다는 지역개발 해당 이해당사자들인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
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지역유지가 장악한 판차얏 기구를 재조직
하고 해당 이슈 내지 이익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시
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지방자치의 최저단위인
28,245개의 마을을 보다 더 세분화하여 최대 2,0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67,505개의 ‘Habitation(부락)’이라는 기본단위를 만들고 이 단위를 중심으로
마을전원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다(Reddy 2002, p. 876). 부락은 원래 마을
보다 좁은 개념으로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하여 사는 이웃집단을 말하지만,
잔맙후미를 위한 부락은 여러 개의 마을을 묶는 경우도 있었고 한 개의 마을
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도 있었다. 이 부락에다 잔맙후미 실행의 최하위 단
위조직인 부락단위위원회를 우선 설치한다.
이 부락위원회는 구성원 12명으로, 기존의 판차얏 집행기구인 그램 판차얏
의 선출직 의장이 의장을 맡고, 만달파리샤드(판차얏보다 한 단계 넓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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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치기구) 구성원 중 지역구선출의원, DWCRA(Development of Women
and Children in Rural Areas, 시골지역 여성 아동 개발사업) / SHG(self-help
group, 자조단체)단체 지도자, CMEY(Chief Minister’s Empowerment of Youth,
주총리의 청년강화사업)단체의 지도자, 수역개발조합(WDA: Watershed
Development Association) 대표, 농수사용자조합(WUA: Water Users’ Association)
의 대표, 산림보호조합(VSS: Vana Samrakshana Samiti)의 대표, 시골지역 일
자리나 임금창출 프로그램인 JRY(Jawahar Rozgar Yojana) / EAS(Employment
Assurance Scheme) 아래 고용희망자 자조단체의 지도자, 해당 부락의 그램
판차얏 성원, 해당 부락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단체(NGO)의 대표가 성원이
되고, 부락단위의 관리가 회의소집관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조직을 측면 지
원하고 잔맙후미의 핵심영역 활동들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원
하기 위해서 부락단위에 각 부락마다 2명의 사회활동가(social animators)를
지정하고 이들이 잔맙후미 자원봉사단(Janmabhoomi Volunteers Team)을 구
성하도록 한다. 이보다 상위 행정구역에다 만달단위(Mandal-level)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만달위원회는 만달 파리샤드 의장이 의장을 맡고, 여기에 질라
파리샤드 구성원 중 지역구선출의원, 만달재정관, 만달개발담당관, 주의회
의원 그리고 중핵관이 회의소집관으로 구성원이 된다. 이보다 한층 더 위에
는 지구단위(district level)위원회인 지구개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지
구에서 수행되는 모든 잔맙후미활동을 계획, 수행,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그리고 최상위에는 주 정부차원에서 주내각이 핵심영역 활동의 수행사
항들을 점검한다(Rao 2002).
잔맙후미운동에서 부락위원회는 기존의 판차얏 의장이 여전히 이 의장으
로 참여하지만, 이 회의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중핵관리와 새로이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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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주민소단체들의 장에게 있다. 잔맙후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
어진 자조단체(self-help groups)는 주식회사의 주주들(shareholder)과 같은 개
념으로 마치 마을전체가 하나의 주식회사이고 이 회사의 주인은 이권을 가
진 마을주민들이라는 생각하에 각 이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산이나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잔맙후미는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되, 개별
적으로 참여하거나 마을 단위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권관계
를 통하여 형성된 소규모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주민을 동원할 때 특수한 이익을 중심으로 재조직하
고자 하였는데 여성의 경우는 여성 절약 및 신용단체(DWACRA), 젊은이들
의 경우에는 주총리청년강화단(CMEY)을, 산림에 이권이 있는 사람들은 산
림보호조합(VSS)을, 수자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수자원 혹은 농수
이용자조합을, 수역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수역개발조합을, 학생을
두었거나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마을교육위원회 등을 조직하도록 하
고 관련 예산집행을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렇게 공동체기반단체
(community-based organization)가 실질적인 주민들의 이해당사자들이라고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한 것이
잔맙후미이다. 이 결과 만들어진 단체만 하더라도 부지기수이다. 14만 4,000
개의 마을 교육위원회, 6,806개의 VSS, 80,000개의 DWCRA단체, 8,639개의
CMEY, 10,292개의 WUA, 4,239개의 WDA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잔맙후미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운영되었다(Rao 1998, p. 582).
잔맙후미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기에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홍보와 각성을 위해서 제반
조치들도 같이 취하였다. 우선 잔맙후미에 대한 각성을 높이기 위해서 잔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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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 깃발을 만들어서 모든 정부산하기관에 내다 걸도록 하였다. 또한 잔맙
후미 노래도 만들어서 주가로서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도송
(pray song)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잔맙후미 로고 역시 모든 정부의 공문
서와 서신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과 사립기관의 외벽
에는 잔맙후미 슬로건이 페인트되도록 하였다. 또한 잔맙후미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안드라프라데쉬 주매거진”을 “잔맙후미 월간지”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정부는 잔맙후미 홍보용 게시판을 각 단위의 정
부 핵심건물에다 설치하였다. 핵심영역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락의 중앙에 있는 건물의 외벽에다 공지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잔맙후미의 핵심영역 활동에 참여하도
록 매년 1주일 동안 부락을 할당하여 머물도록 하였고 다양한 수업의 강의
교재에도 잔맙후미가 포함되도록 하였다(Rao 2002, pp. 176-177).
잔맙후미는 주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종의 운동이기 때문에 잔맙후미 관련
예산을 주정부 예산으로 일부 충당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잔맙후미 사업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개발 관련 예산을 잔맙후미
이름 아래 사용하는 식이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세계은행이나 영
국의 국제개발국(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지원받기도
하였다. 예산을 두고 본다면, 잔맙후미는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프
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안드라프라데쉬 주의 농촌개발관련 모든 정책프로그
램을 총괄하는 엄브렐라프로그램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중앙정부나
세계은행이 다른 명목으로 부여한 각종 사업프로그램 예산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것은 DWACRA(Development
of Women and Children in Rural Areas)이다. 또한 세계은행이 인도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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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직접자금 협상을 벌여서 사
업을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안드라프라데쉬 주의 잔맙후미 사업
에 사용되었다. 세계은행은 1998년에 안드라프라데쉬 주에 안드라프라데쉬
경제개건프로그램(Andhra Pradesh Economic Reconstruction Program) 이름하
에 2,200크로어(1크로어=천만 루피)를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99~2004
년 기간에 재정개혁을 제외하고 6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데, 1100크로
어 루피의 주정부 자체 조달예산까지 포함하여 20.3%는 초등교육 강화,
8.5%는 기초건강사업, 12.4%는 통합아동발전사업에, 21.6%는 농촌도로 업
그레이드와 유지사업, 12.3%는 관개수로 재건과 유지사업에, 3.2%는 공기업
개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Reddy 2007, pp. 166-167).
이러한 잔맙후미 예산의 다양성 탓에 연구자들은 대부분 잔맙후미 펀드라
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자들의 언급을 보면, “잔맙후미라
는 제목하에 특정된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을 위한 펀드가 할당된 적은 없고
다양한 중앙정부나 주정부 스킴으로부터 펀드가 이쪽으로 돌려져서 사용되
었다(Powis 2012, p. 84).” “이 사업들의 펀딩과 관련하여, 잔맙후미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펀딩은 없었다. 그 대신에 농촌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마
련한 이런 저런 프로그램에 할당된 펀드를 잔맙후미로 돌리고 있었다
(Chandrashekhar 2011, p. 60).”4)

4) 별도의 잔맙후미 펀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비비나 보충비 성격의 펀드는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Bhuyan 2007,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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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잔맙후미와 새마을운동 비교
지금까지 서술한 잔맙후미는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인도의 특
성상 상이점도 많다. 두 가지 운동을 기존 연구들에서(예, 정갑진 2009) 새마
을운동을 정의하거나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들인 (1) 운동추동에서의 최
고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운동의 성격, (2) 일반주민의 참여와 그 방식, (3) 정
부의 지원, (4) 마을지도자와 여성의 역할, (5) 주민들의 의식 내지 태도인
자조와 협동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이 두 가지 운동
은 모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인 국가나 주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고
대다수의 대중들이 대대로 가난과 궁핍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황에
직면하여 이것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최고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한다.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쉬 주 최고지도자인 주총리 찬드라
바부 나이두가 직접 운동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 운동을 주관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운동이 일시적
이거나 일부지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나 국가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한 것만이 아니라 운동의 성격 역시
유사하다. 둘 다 후진지역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의 개발운동이고 그것도 정
치인이나 관료 주도가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한 낙후지역의 개발운동이다.
나이두 주총리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
은 농어촌개발운동이 있었지만 모두다 주민들의 필요나 요구사항과 무관하
게 기획되고 집행 역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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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정한 업자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시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잔맙후미의 경우 적어도 주민의 기여도가 총사업비의
30% 이상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짜여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잔맘후미가 단순한 농촌개발예산의 집행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운동으
로까지 나아가려고 한 것 역시 새마을운동과 닮은 점이다. 즉,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들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잔맙후미의 경우 새마을운동보다 그 수가 많지만,
여전히 일정한 가치체계를 추구한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최고의 모토는 이
제는 우리도 잘 살아 보자였지만 잔맙후미의 경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타고난 고향에 애착에 바탕을 두고 그곳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고
향을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위
만 작을 뿐이지 애국주의에 버금에 가는 정신이다. 이러한 애향심을 기초로
하여 마을주민들의 자기희생과 헌신 그리고 여기에 소자아의 극복과 전체이
익을 위한 팀웍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새마을운동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
이듯이 잔맙후미의 정신 역시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세 가지 새마을운동 정신 이외에도 인도의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로 여러 가
지 정신적 가치를 더하였다.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잔맙후미는 상징을 만
들었는데, 이것이 다음 그림에 보는 왼쪽 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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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잔맙후미 로고와 새마을운동 로고

우리 쪽에서 외국에 새마을운동을 직접 보급하는 경우에 대부분 전통적인
새마을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안드라프라데쉬 주의 경우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로고의 의미는 가운데 붉은색 원은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고 이상적인 사회의 달성을 나타내며 팀스피리트과 근면을 통한 농업
(곡물의 잎사귀)과 공업(톱니바퀴)의 균형적인 성장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아래 떨루구 글씨는 ‘나의 고향’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로고는 잔맙후미
깃발과 잔맙후미 모자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것 역시 새마을운동의 운동
양식을 본받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또한 잔맙후미 정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노래에 해당하는 곡을 만들어 주의 주가로 선정하고
각종 정부 행사와 학교 의식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두 잔맙후미
운동의 홍보효과를 위한 것인 동시에 잔맘후미운동의 정신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운영양식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의 면에서 보면 차이점
이 많다. 이 운동은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의에 계획,
선정, 시행, 사후감리 등 많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
지만, 실제로 주민참여 정도나 세부 양태에서는 차이가 난다. 잔맙후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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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적으로는 마을전체회의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도록 되어있지
만, 실제로는 마을회의는 잔맙후미의 실행과정에서 유명무실하고 각종 위
원회나 소규모 자조집단의 역할이 더 중요하거나 중핵관(nodal officer)과
같은 정부관리가 사업의 계획, 선정, 실행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다. 실제로 주민들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와 미디어의 강력한 홍보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거나
정부가 마을회의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각종 복지관련 쿠폰
이나 혜택을 수여하곤 하였다. 이것은 투명한 행정이라는 정부의 운영방식
(governance)과 일치한다. 하지만 갈수록 주민들의 민원에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마을회의나 잔맙후미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졌다.
[표 5]에서 보듯이 처음 몇 해에는 비교적 주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있었
으나 3년차 정도부터는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거의
주민참여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것은 잔맙후미가 지역, 계층, 카스트, 성별, 당파성을 초월한 애향심에 농
촌개발운동 기반을 둔 것과 무색하게 특정 카스트나 당파성, 성별에 따라 참여
율이 차이가 난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층에 해당하는 지정부족(scheduled tribes,
ST)이나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SC) 그리고 여성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
조한 편이다. 이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는 찬드라바부 나이두가 이끄는 떨
루구더삼정당(Telugu Tesam Party, TDP)소속 사람들이거나 기타후진계층(other
backward classes, OBC) 출신에서 발견된다. 특히 여당이 아닌 야당지지자들의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이러한 당파성은 곧 잔맙후미가 바로 찬드라바부
나이두나 그가 이끄는 정당의 운동으로 낙인된 것을 의미하고 이 정당이나 그
가 정권을 상실한 경우 지속가능한 동력이 없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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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민들의 잔맙후미 참여도

라운드

전체

상층
카스트

OBC

SC/ST

여성

TDP 지지주민

국민회의/다른정당
지지주민

1회차

50%

15

20

15

5

20

5

2회차

60%

18

25

17

10

20

5

3회차

70%

20

33

17

15

25

10

4회차

75%

20

40

15

15

30

10

5회차

60%

17

33

10

15

30

5

7회차

45%

15

22

8

10

20

3

10회차

25%

10

10

5

10

20

3

12회차

15%

10

3

2

5

15

2

15회차

10%

6

3

1

5

5

2

주: 6, 8, 9, 11, 13, 14회차는 자료 없음.
자료: Rao(2002, p. 187).

이에 반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비록 박정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태동
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특정 계층이나 연
령 성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또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볼 때, 잔맙후미가 갖는 또 다른 특성으로는 명목
상으로는 이장이 의장이 되는 마을회의가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이 운동은 각종 소규모 위원회나 자조단체를 중심으로 운
영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초자치회의체
이자 선출직의원으로 구성된 판차얏을 둔 채 실질적으로는 정부예산이나 사
업이 소규모 위원회로 바로 전달되어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를 와해하였다고
비난받는다.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중심이 아니라
비선출직이고 일종의 이해집단에 해당하는 소규모 임의집단적인 성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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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집단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 찬드라 바부
나이두 주총리의 경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에 따르면, 대의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는 실패
한 것이고 이에 주민들이 직접 마을관련 사업과 문제들을 챙기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주행정서비스를 선출직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주민들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이두에 따르면, 잔맙후미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직접민주주의이다(Naidu 2000).
위원회 조직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잔맙후미의
부락위원회(habitat commission)처럼 각 마을에 마을개발위원회가 존재하였
고 이 위원회는 마을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하였지만, 위원들은 산하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산림계, 흥농계, 농협부락회, 농사개
량구락부, 새마을청소년회, 부녀교실, 마을문고 및 기타 자생조직들의 대표
자들이 포함되었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04, p. 37). 이러한 이 새마을운동 마
을단위 산하조직이 바로 잔맙후미의 위원회와 유사한 것이다. 다만 실질적
인 운영에서 우리와 다른 점은 잔맙후미의 경우 마을회의나 부락위원회의
전체적인 조정이나 통할이 없이 개별위원회별로 정부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움직인 경향이 강하였다는 것이다. 이장이나 마을회의는 명목상의 역할만
수행하고 잔맙후미운동에서 하는 역할이 미미하였다. 실제로 마을회의는 상
시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잔맙후미사업의 매 라운드를 시행할
때마다 중핵관의 방문일정에 따라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열리는 것이 고
작이었고 이 회의에서도 마을사업을 논의하거나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이것에 대한 처리내역을 알리는 것이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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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었고 부차적으로 정부에서 나누어주는 각종 복지관련 쿠폰이나 카드
혹은 상장이나 장학금을 배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선출직인 이장이 아니라 정부관료였다.
잔맙후미의 원래 취지가 주민참여형 개발모형이지만 정부가 이니셔티브
를 취한 사업이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제의 적절한 편제가 무엇보다 필
요하였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경우에는 전담정부조직이 1973년 1월16
일에 대통령령으로 내무부 지방국 내에 새마을지도과와 새마을담당관 및 새
마을계획분석관을 설치함으로써 처음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서 각 도, 시,
군, 구에도 새마을운동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하고 1공무원 1마을 전담지도
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내무부 내의 새마을운동 전담기구는 보다 강화되었
고 내무부 이외에도 관계부처인 농수산부, 상공부, 문교부, 보사부, 농협중앙
회 등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 조
정을 위해 추진협의체는 중앙의 중앙협의회부터 최하위의 마을과 동의 개발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설치되었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04, pp.
35~36).
이러한 새마을운동 정부지원체계 중에서 인도의 잔맙후미운동이 갖추고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의 협의체 정도가 전부이다. 우리나라 내무부 내의 전
담부서와 다른 유관행정부처의 새마을운동 전담부서와 같은 조직이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쉬 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즉, 잔맙후미의 경우 기존의
공무원조직체계는 그대로 두어 별도의 전담부서를 만들지 않고 다만 잔맙후
미를 위한 부처간 통합위원회를 각 행정 단위별로 운영하여 지원하고자 하
였다. 이결과 중핵관과 같은 공무원은 원래 고유업무가 그대로 상존하는 상
태에서 새로운 위원회 역할까지 맡게 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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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맙후미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전담부서의 부재와 협의체 중심의 운영은 예산에서도 그대로 반영
되었다. 잔맘후미는 나이두 주총리가 공언하고 있듯이 별도의 전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고 주예산과 중앙정부 예산의 각종 농촌개발 관
련 항목을 그냥 묶어서 잔맙후미라는 이름하에 집행하였다.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정부예산사업(scheme)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존재하는 모든 정부예
산사업들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잔맙후미를 위한 별도의
펀드는 전혀 없다. 이미 작동 중인 중앙이나 주 차원의 40여 가지 각종 정부
예산사업을 자원으로 조달하는 것이다”(Naidu 2000, p. 203). 이렇게 전담부
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존의 각종 예산사업을 끌어다 잔맙후미를 하다 보
니 일관된 사업의 진행이 어렵고 각종 사업예산별로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것은 잔맙후미 내의 각종 사업항목들
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을 받
아서 활동하는 마을단위의 위원회 역시 상호공조가 어렵게 만들었다.
잔맙후미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잔맙후미에서 자체적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고유한 장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때그때 예산편성에 맞추어 역점사업을 하다보니 마을발전을 위한 마
을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또 어떤 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러한 장기플랜을 짤 수가 없다. 이것이 패치워크(patchwork)로서 예
산편성이 갖는 한계이다. 잔맙후미의 경우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라운드마
다 집중사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을 전체 주의 마을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실시한다. 이것은 각 마을의 고유한 특성이나 현실에 맞추어 발전계획을 짜
야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에 반하여 새마을운동의 경우 크게 환경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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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로개선, 지붕개량사업, 담장개량, 부엌개량 등)을 중점으로 초기 4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마을별로 사업내역은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마을실정에 맞게 진행되게 하였
다. 또한 모든 마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을 일률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
라 마을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성공여부에 따라서 차별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하였다.
잔맙후미 사업간의 공조 실패는 전체적인 사업을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
마을회의의 부실화와 예산의 파편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지만, 또한 우리
나라의 새마을운동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또한 일정한 리더십의 부
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정부차원에서는 주총리가 잔맙후미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단위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리더십, 즉 지도자가 부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마
을운동에서는 새마을정신으로 무장하고 무급으로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돋보이는데 인도의 잔맙후미에는 이러한 새마을지도자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훈
장과 상장 등으로 보상하는 정부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있었던 반면에 잔맙
후미에는 부재한 상태이다.
선출직인 마을이장과 달리, 잔맙후미에는 이른바 사회활동가(social animators)
라고 불리는 행동대원이 각 부락마다 남녀 1명씩 2명이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은 그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잔맙후미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에 앞장서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잔맙후미의
실태를 관찰한 연구자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봉사자조직은 존
재하지 않았고 사회활동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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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Rao 2002). 잔맙후미 자체가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
다 보니 사회활동가들이 설사 존재한다고 하여도 잔맙후미운동의 지도부로
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경우
마을단위 개발위원회의 경우 이장이나 그 마을새마을지도자가 위원장의 역
할을 수행하여 실제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나갔지만, 인도의 잔맙후미의 경
우에는 이러한 잔맙후미운동의 지도자가 마을단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이다. 이러한 지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들이 잔맙후미에 대해서 사
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후적으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정부차
원의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였지만 인도의 잔맙후미에는 이러한 사전교육과
사후인정제와 보상체계가 보이지 않는다.
새마을지도자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부
녀회의 왕성한 활동이다. 새마을 부녀회는 마을의 다양한 대소사를 맡아서
하였다. 이들은 일상 친목 활동(생일 챙겨주기, 경조사 일손 돕기 등), 처지
개선 활동(가족계획, 남성들의 도박 음주 문화 척결 운동, 식생활 개선 등),
환경 개선 활동(마을 꽃길 가꾸기, 하천 정비, 농약 등 폐기물 수집 판매, 등
하교길 교통정리 등 공동체 부조 활동, 경로잔치, 독거 노인 돕기, 소녀 가장
돕기, 장학금 지급 등), 유통 개선 활동(공동구매, 마을 가게 운영, 공동 판매
장 운영 등).공동 편의시설 마련(마을회관, 마을 문고, 놀이터, 마을차량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주택 개량, 급수하수 시설 설치 등), 주민 신협 활동(1가
정 1통장 갖기)에 앞장섰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03, pp. 82~83).
하지만 잔맙후미의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앞에서 본 주민 참여도 표에서 확인하듯이 10% 내외에 불과하다. 잔맙후미
때 마을회의가 개최된다고 하여도 여성이 이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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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하는 것은 인도현실상 매우 어렵다. 농촌의 경우 아직도 하층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외부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며 나들이 역시 남편이나 가부
장의 동의하에서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설사 마을회의에 모습을 나타내
어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잔맙후미의 각종 위원회 중에 그래도 가장 광범위하게 발견
되는 것은 여성관련 자조집단이다. 이것은 DWCRA로서 농촌지역 여성아동
개발관련 예산사업을 사용하는 정책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주도하
는 저축과 신용증진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계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안드라
프라데쉬 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인도전체 자조집단의 40%가 해
당 주에 있다고 한다(Naidu 2000, p. 209). 이러한 상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부녀회가 새마을운동 성공에 기여한 공로
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부녀회와 달리, DWCRA의 경우 조그마한 상
조계나 신용협동조합의 역할을 넘어서 마을전체 이익을 증진하는 일에 나서
지 않았기에 이 조직의 파급효과는 높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활동이 열악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과 자각효과에는 기여하였다.
잔맙후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조와 협력 역시 문제이다. 새
마을운동의 경우 성공사례들을 보면, 일단 주민들의 자조노력과 협동이 돋
보인다. 일명 고양이마을 일화는 자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새마을지도
자가 외부세계로부터 이 마을을 단절시켜왔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부수어
서 외부와의 소통로를 만들고 이 부순 돌로는 굴양식사업을 하자고 제안하
고 친인척 5명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2개월여에 걸쳐서 간단한 도구로 깨
부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2개월여에 걸쳐서 작업을 지속하자 다른 마을청
년들이 합세하여 6개월에 걸쳐서 20%의 작업을 완성하였다. 이에 마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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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민들도 모두 합세하여 2년간 순번제로 바위를 모두 부수어서 그곳에서
나온 3만개 이상의 돌덩이를 가지고 바다에서 굴양식을 하여 자립하였다(새
마을운동중앙회 2003, p.29). 마냥 정부나 외부세계에 마을이 살 길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마을주민 스스로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 좋은 본보기이다. 하지만 인도 잔맙후미 사업의 경우 이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들이 조금의 기부금(30%)을 내면 정부가 그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보태어서 사업을 완성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
조는 아니었다. 물론 과거 100% 정부지원으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
식에 비해서는 잔맙후미에서는 주민들의 기여와 참여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
지만 자조정신을 일깨우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태이다. 주민들이 전체비
율의 30%를 분담 것마저도 지역유지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흔히 보고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기 농토 주변에 관개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30%의
예산을 내고 정부지원금 70%를 타서 관개수로를 내었다고 보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조정신의 미비만이 아니라 협동정신의 부족이 인도의 잔맙후미사업에
서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주민들 간의 협업 내지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 중요한 모토인데, 인도 잔맙후미의 경우 이러한
협력이나 협동정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각각이 여력이 되는 한에서 노동이
면 노동, 돈이면 돈, 혹은 재료면 재료를 내어서 어떤 사업을 완성하는 단순
공조를 떠나서 주민들이 단일사업이나 마을전체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적
으로 단합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인도의 마을자체가 기본적
으로 카스트를 중심으로 분절(segregation)되어 있고 각 카스트별로 할 수 있
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하여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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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맙후미운동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 여러 가지 사업의 짜깁기식
사업이다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각 프로그램마다 수혜자가 다른 것도 무관하
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가장 단순한 작
업에서도 마을전체적인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작
업인 마을환경조성에서 마을청소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노동
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일이다. 빗자루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의지만 있다면 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자가 시골에서 새
마을운동을 할 때 보면 매주 일정 시간에 새마을운동 노래를 방송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들이 일어나면 각자 집집마다 한두 명씩 나와서 길거리를 깨끗
하게 청소하고 들어간 기억이 있다. 이 때 청소하는 사람들은 자기집 앞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단체로 마을 골목 여기저기를 돌면서 공동으로 청소
한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청소는 기본적으로 하층민이 하는 것이
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집
앞만 간단하게 청소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마을전체를 위한 진정한 협동
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각자 자기집 앞마당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
두가 공유하는 아무의 땅도 아닌 곳이 존재하는데 이런 곳도 특별히 자기희
생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없다면 청소를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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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이제는 우리의 과거사가 아니라 하나의 성공모델
로 세계로 수출하려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소단위의 사업프로젝트나 시범마
을사업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새마을운동다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러
한 사업은 기존에 우리정부가 하여온 무상원조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다만 새
로운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이기 위
해서는 지속가능하여야 하고 토착화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지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한
다. 이미 오랜 기간 패배주의에 시달려온 수많은 농촌마을 중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모형을 보급한다고 하여 해당지역이 갑자기 달라질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총리의 주도하에 주 전체에 걸쳐서 대규모로 새마을
운동을 자생적으로 본받아서 실시한 주민참여형 농촌개발운동인 잔맙후미
는 주목받아야한다. 이것은 단순한 무상원조사업의 범주를 넘어서 새마을운
동의 세계화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잔맙후미의 경우 새
마을운동과 마찬가지로 최고 정치지도자가 더 이상 농촌의 빈곤한 생활상을
묵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정치적 지도력이
없이는 오랜 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뿌리내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다.
두 운동 모두다 이렇게 최고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를 시작하지만 또한
주민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초기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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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것은 시멘트와 철근을 제공한 것이 전부였다. 잔맙후미의 경우 주민참
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보다 정부의 역할이 훨씬 큰 운동이다. 전
체 운동에서 자금이나 비용측면을 보면 30% 정도가 주민의 몫이고 나머지
는 정부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맙후미의 경우 주민참여사업이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찬드라바부 나이두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
거로 당선된 주민대표들(representatives)을 통하여 농촌개발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주민들과 관료 혹은 정부가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이다. 즉, 주민과 정
부 사이에 끼어드는 대리인들을 제거하고 정부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대리인은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의원만이 아니라 각
종 민간조달업자들도 포함이 된다.
잔맙후미운동은 한 두 개의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처럼 주전체적으로 실시된 운동이다. 물론 박정희 정부 때처럼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인만큼 정치적으로 반대당의 성향이
강한 마을이나 지역의 경우 이 운동에 소극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마을에 이 사업은 시행되었다.
잔맙후미운동은 또한 새마을운동처럼 기존 농촌의 전면적인 개조운동이
다. 그것은 개별 사업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업프로그램 내지 패
키지이다. 그것은 마을생활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 주민보건위생사업, 기
초교육, 정부서비스혁신 등을 아우르는 통합프로그램이다.
잔맙후미 운동은 새마을운동이 그러하였듯이 단순히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부정책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변화된 가치체계를 요구
하는 일종의 정신운동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향
심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이익을 위한 협심과 협력을 강조하고 근면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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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을 앞세운다. 대중에 대한 사업홍보와 교육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의
추진체계와 유사하게 자체적인 상징체계(로고와 노래 등)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의식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수용한 새마을운동의 한계 역시 여실히 보
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와 차이나는 인도의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비롯
되는 면도 있겠지만, 새마을운동을 자생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잔맙후미 추진단이 주의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관한 교육을 하였지만 이러한 교육자료는 우
리나라 정부측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채널을 통하
여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현지
에서의 체계적인 전수교육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으로만 취득한 새마을운동
의 내용을 자국 땅에서 시행하려고 하니 그 시행과정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미숙한 새마을운동으로서의 잔맙후미가 갖는 특성을
보면, 우선 주민들 참여의 핵심이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마을회의가 잔맙
후미에서도 열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이나 사안의 토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주민민원을 수렴하고 정부사업 내역을 공지하거나 홍보하는 공
간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
지만 잔맙후미에서는 이러한 무료자원봉사자 성격의 마을지도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 새마을지도자의 발굴과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후포
상체계가 잔맙후미에는 보이지 않는다.
새마을운동에서는 모든 마을에 처음에는 동일한 정부지원을 주었지만 나
중에는 성과에 따라서 지원내역을 차별화하여 마을간 경쟁을 유도하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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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하는 마을은 더 잘 하게 하고 뒤쳐진 마을은 따라잡기 위하여 보다 배
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잔맙후미에서는 마을과 마을의 성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마을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없다.
새마을운동이나 잔맙후미나 범정부적 차원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주민참
여운동이지만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한다. 다만 새마을운동의 경우에는 각
단위별로 그리고 유관 중앙부서마다 전담조직과 인원을 두고 유관기관의 협
의체를 두고 추진하였지만, 잔맙후미에는 전담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관료조직을 활용하고 기존에 다른 직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추진 위원회의
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의미하였고 또 잔맙후미에 집중해야 하는 인센티브를 약화시켰다.
예산 면에서도 잔맙후미의 경우 별도의 고유사업비나 인건비성 예산을 편
성하여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가지 정부예산사업들을 잔맙후미라
는 이름 하에 묶어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결과 잔맙후미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것은 특정 잔
맘후미 사업이 일정한 효과를 보기위하여 다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
되지 못하고 매 라운드마다 집중하는 사업내역이 차이가 나게 만든 원인이
기도 하다.
잔맙후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마을주민 전체라기보다
도 예산항목과 밀접한 이익을 가진 주민들의 소규모 모임인 것도 새마을운
동과 다른 점이다. 잔맙후미의 경우 상호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다양한 자조
집단 내지 소규모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각 사업간의 시너
지효과나 각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공동체 전체이익을 위한 노력은 찾아
보기 어렵다. 비록 한 사업항목의 수혜자로 특정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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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참여로서 그치고 여기서 발전하여 마을전체의 복리나 이익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승화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새마을운동은 비록 출발은 마을주민
중 일부가 모임을 만들거나 지도자가 먼저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종국에는 마을 전체사업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운영의 미숙함이나 체계의 부족만이 아니라 잔맙후미는 다른 문제
점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인도사회의 특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그것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자조정신이 부족한 주민들의 계속되는 대정
부의존성과 주민들 간의 협력정신의 부족이다. 이것은 인도 카스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절성과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극단으로 보면, 인도의
경우 마을을 공동체(community)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주로 커뮤
니티라는 용어는 종교집단을 지칭하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만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단위인 인도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도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한 시범마을사업
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인도에 새마을운동을 제대로 보급한다고 할 때 잔맙후미는 시범사례로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또는 지구촌 ODA사
업의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국가단위 통합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
는데 있어서 잔맙후미는 중요한 사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새마을운
동의 자생적 모방운동인 잔맙후미의 도입과정은 최고정치지도자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은 제대로 된 체계
적인 전수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
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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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 사회의 특수성이 갖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보여준다. 성공적인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나 최고
집행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온전한 형태의 새마을운동 전수 교
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더라도 인도의 카스트구조나 사
회특성을 고려하여 마을단위보다는 이들이 기존에 동질성과 정체성을 공유
하는 집단단위 혹은 마을의 일부 구역을 단위로 하여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할 때 주민들의 진정한 협동과 협심에 기반 한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개발운동이 가능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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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리삼블라 새마을시범마을 현장 방문기

안드라프라데쉬의 잔맙후미사업은 아니지만, 인도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과 경상북도가 공조하여 실시하고 있는 하리아나 주의 가리삼블라 마을에서
의 새마을시범사업에 관해서 비교언급하고자 한다. 잔맘후미가 인도의 한
주에서 주총리 주도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우리의 지원없이 스스로 소
화하여 시행한 간접적인 새마을사업이라면 가리삼블라사업은 인도에서 새
마을운동을 우리식으로 직접 전수한 사업이다. 따라서 인도에 새마을운동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식으로 보급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
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할
기회가 있었기에 여기에 방문담을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
델리에서 시범마을까지 가는 차도는 델리 시내도로보다 전반적으로 정비
가 잘된 깔끔한 고속도로였다. 도로의 우측에는 산업공단이 있어서 각종 공
장건물이 즐비하였고 왼쪽은 물이 차있는 논들이 깨끗하게 배열되어 있었
다. 한 눈에 이곳은 여느 인도의 시골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었다. 이 마을이 있는 곳은 전임주총리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된 그런 구역이었다. 마을에 도달하자 마을입구는
포장도로가 유실되어 물구덩이가 파여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으나 일단
마을에 진입하자 마을 안쪽도로는 모두 깔끔하게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고 건물 역시 허스름한 건물보다는 비교적 튼튼한 재료로 지은 것들
뿐이었다. 도로 여기저기에는 콤바인들이 여러 대 보였다. 한 눈에 보기에
인도기준으로 잘 사는 마을임을 알 수가 있는 곳이었다.
마을회관에서 마을새마을지도자와 마을이장의 남편(새마을지도자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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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그리고 청년들 몇 명이 우리일행을 환영하여 주었고 저자에게는 3개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제한된 시간이었기에 우선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고
바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의 결실을 답사하려고 나섰다. 우선 같은 건물의
바로 옆 큰 방에서 재봉틀 교육을 하는 것을 견학하였는데, 재봉틀 교육을
받고 있는 유부녀는 약 15명 내외로 한 명의 동네주민이 유급강사로 지도하
고 있었다. 한국의 봉사단이 왔을 때에는 유급강사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었으나 봉사단이 철수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급여를 줄 수가 없어서
원래 강사는 그만두고 현재 강사가 훨씬 낮아진 급여에도 불구하고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재봉틀 교육에는 유부녀만이 아니라 아직 미혼인 사람
도 몇몇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는 목적이 전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상업
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잔잔한 옷가지들을 손수 만들거나 수선하
려는 목적이었다. 이 강습은 비교적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외부의 재봉틀
학원보다 시설도 좋은 편에다 수강료도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봉사단이 있
을 때에는 옷가지들을 만들어서 서로 판매도 하여서 일정정도 수익을 올렸
으나 봉사단이 철수한 이후에는 판매용 옷가지는 안 만들고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수업으로 전락하였다. 봉사단이 있을 때에도 만든 제품의 수준이 고
급이 아니라서 시장에다 팔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회원들끼리 서로 사고파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만든 옷가지 중 판매하고 남은 물건의 상당수를
아직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아이들 옷가지 종류였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부녀회 수익사업으로 하는 재봉틀교육이 그 취지와 달리 단순
히 기술을 전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봉
틀교육이 단명이 되지 않고 아직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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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리삼블라마을 새마을회관의 재봉틀 교육현장

그리고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일종의 새마을회관이었는데 그곳
에는 우리일행을 환영한 공간인 사무실과 이 부녀회활동장이 있었다. 이 건
물은 우리나라 봉사단과 더불어 새로이 지은 것이었고 땅은 새마을지도자가
희사한 것이었다. 건물을 지을 때 단순노동은 전부다 마을주민들이 품팔이
로 조달하고 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 업자가 하였다고 한다. 어느 정도
새마을운동의 효과가 보이는 것은 사유지의 공여와 노동의 공여였다.
두 번째 들른 곳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새마을구판장이었다. 이 구판장
앞에는 쓰레기통이 두 개 놓여 있었고 벽에는 새마을이라는 글자가 적혀있
었다. 구판장에 들려보니 과자류나 간단한 생활용품을 수십 여점 팔고 있었
다.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한 명의 봉사자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고 이 가
게에서 나는 수익금으로 봉사자의 급여가 지불된다고 하였다. 구판장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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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마을기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였다. 봉사자는 20대
정도의 청년이었다.

그림 2. 새마을 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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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판장 앞 쓰레기 수집통

그 다음 들린 곳이 새마을유치원이었는데, 이 유치원의 이름이 새마을유
치원으로 되어있어서 마치 새마을봉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였지만,
이 건물은 원래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유치원 교사의 급여도 원래 세
계은행에서 지급되고 있었다. 다만 새마을봉사단이 한 것은 새롭게 도색한
것과 그 안에 각종 유아놀이용품과 교육자료를 구입하여 준 것이었다. 또한
마당 한 구석에는 물탱크가 있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준 기금을 가지
고 마련한 식수용 물탱크였다. 이 유치원은 동네의 다른 인근 유치원보다도
시설이 좋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여건 때문에 이 유치원의 위치가
지정카스트 거주지 한 중간에 놓여 있어서 주로 지정카스트 가족아이들이
유치원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다른 카스트 출신(잣 카스트)들도 온
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도의 사회구조 변혁에 새마을운동이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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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라 매우 고무적이다.
그 다음에 들린 곳은 동네우물이었는데 예전에는 이곳에 지정카스트는 근
접도 못하였던 그런 동네우물이었던 곳이다. 현재는 우물이라기보다는 커다
란 물탱크가 놓여 있고 바닥부근에 수도 꼭지를 털면 누구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현재는 집마다 상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곳을 예전
처럼 활용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새마을봉사단이 한 것은 물탱크를 만
든 것이 아니고 기존의 물탱크를 깨끗하게 내부청소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들린 곳은 마을의 또 다른 유치원이었는데 이곳이 실제로 마을
잔치도 하는 그런 전통적인 마을회관이었는데 원래 부녀회 재봉틀 교육장으
로 사용하다가 다른 마을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워달라고
한 곳이라고 한다. 현재는 이곳을 다른 행사가 없을 때에는 유치원으로 사용

그림 4. 새마을 유치원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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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 유치원은 공간은 훨씬 넓었으나 그냥 텅빈 공간으로 다른
시설물은 없는 그런 곳이었다. 아이들 교육용 프린트물이나 대형걸개 몇 개
가 벽에 있는 것이 전부였다. 이 마을회관 바로 앞에 차양막이 크게 쳐져있
었는데 이 차양막은 새마을봉사단원이 와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5. 새마을유치원 마당의 식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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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수탱크 기증 현판(유치원 외벽)

그 다음에 들른 곳은 마을의 학교이었는데 힌디어로 고등학교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매우 낡은 건물이었고 그 중 제일 작은 건물이 새마을봉사단
원들이 와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교육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학교가 파한 시
간이라 직접 안을 들여다 보지는 못하였다. 여기 교사가 재봉틀이나 유치원
교사보다 제일 비싸게 급여를 받았는데 그는 자발적으로 영어수업도 동시에
실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40여 대의 컴퓨터가 도둑맞은 이후 컴퓨터교육
도 없어지고 영어수업도 중단된 상태라고 하였다. 현재는 다른 컴퓨터 주변
기기들만 있어서 학교에서 공간을 비워달라고 하여 조만간 비워주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 마을의 다른 상점이나 도로를 점검하였는데, 기존의 다른 동네 상
점들과 비교하였을 때 새마을구판장이 제일 많은 물건을 취급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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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지만 제일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이었고 다른 상점은 매우 지
저분하거나 공간이 매우 협소하였다.
마을 안 도로 자체는 전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었지만 도로 주변에 온갖 종류의 건축자재들, 벽돌이라든가 모래 등
이 곳곳에 쌓여 있어서 정리가 안된 느낌을 주었다. 그때그때 돈이 되는대로
자재를 사서 집을 수리하거나 증축을 하는 것이 인도의 현실인데 이런 건축
자재를 집안 마당이 아니라 집외부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마을청소문제를 물어보았는데 예전에 비하여 마을이 상당히 깨끗해
졌다고 하였고 주민들이 자기집앞은 청소를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어느 정
도 성공한 편이지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일정시간을 정하여 마을주민
들이 합심하여 마을을 청소하거나 가꾸는 작업은 엄두도 못낸다고 하였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아직 새마을정신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 정신개조가 안
되었다고 하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 없으나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평이었다. 마지막으로 마을
에 우리정부가 추가로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무엇이 제일 절실하
냐고 물었는데 답은 이양기였다.
종합하면, 인도의 하리아나 주 새마을사업시범마을은 개인적으로 느낀 바
로는 이미 상당히 발전된 마을을 시범마을로 골라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본
다. 동일한 인력과 자금으로 보다 낙후한 지역의 마을을 골랐다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컸을 것이다. 또한 이 시범마을 사업은 국내 사업주체인 경상북
도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철수를 고려 중이지만 완전히 실패한 사업
은 아니다. 봉사단이 떠난 이후에도 일부 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다만 자생적인 새마을운동을 지속하기에는 아직 토착화가 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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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본다. 이 결과 인도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은 마치 코이카가 새
롭게 포장하여 하는 빈민국 원조사업처럼 보여서 특정 사업별로 분절된 상
태에서 이것저것을 해주는 것으로 그치고 마을전체의 사업으로 끊임없이 재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주민 자체의 노력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운동으로 정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찬드라바부 나이두의 잔맙후미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예산편성에
맞추어 특정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만으로 자체적인 재생산이
나 자립운동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인도의 경우 자조나 공동
체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정신이 부족하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운동답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 이러한 공동체정신이 부족
한 것은 인도의 특수한 사회구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만난 많은 인도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인도사회가 가진 엄청난 다양성을 강
조한다. 이들은 사실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이질성을 의미한다. 그만큼 주민
들이 협심하여 하나의 구심점을 향하여 모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
도에서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
은 이러한 내부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이 마을(사업단위)이 우리 모두의 마을
이고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하는 마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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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dian Economy at the Crossroads: Overview
and Purpose
The two quotes above are quite pertinent and confer contradictory
perceptions about the future prospects for the Indian economy at this current
juncture. It is paradoxical and hence, uncertainty about gauging the future
trajectory of the Indian economy looms large. Rise of the Indian economy and
calculus of her performance is a quartet, containing at least four interrelated
periodic segments, with the last one, thanks to the new economic policy agenda
of the Modi government, is yet to be performed with full tenure. Two decades
of reform has enabled India to achieve about 8.4% growth in 2010-11while
declining to 6.5% in 2011-12, but shift in political leadership in May 2014 to
the BJP-led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 coalition has led to some
changes in policies. In this article, I offer a broad analytical review of the
policy measures and performances for attainment of objectives of the 11th and
12th five-year plans, namely inclusive growth, sustainab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 engagement. Launching of reforms has enabled the
nation to achieve exemplary performance in several sectors―despite criticisms
against some pitfalls―and led to emergence of India (among the BRICSAM
club) as a South Asian hub with almost 80% of the combined regional GDP
in terms of constant 2000 US dollars, and growth accelerations of about 8%
on average (Jha ed. 2011). The debate after one year of Mr. Modi’s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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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ship about ‘India shining or, India drowning’ is complex as it is too
short a period to evaluate the long-run effects.
It has been a practice that the development and growth economists often
compare these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from several perspectives, and in
our context, the perspectives of rising Asia. Pritchett and Summers October
(2014) reports that: “Consensus forecasts for the global economy over the
medium and long term predict the world’s economic gravity will substantially
shift towards Asia and especially towards the Asian Giants, China and India.
While such forecasts may pan out, there are substantial reasons that China and
India may grow much less rapidly than is currently anticipated.” Despite
several predictions of accelerating growth in both the nations (OECD forecasts
of per capita growth of 6.7 percent for India and 6.6 percent for China during
2011-30, with rising share of the world economy), Pritchett and Summers
(2014) cautions about excessive ‘Asiaphoria’ (i.e., growth enthusiasm for Asian
economies) where past performance of these Asian Giants with enormous
demographic dividends in store, is no longer a guarantee of future persistence,
rather a discontinuous drop-off of the growth rate is possible. As growth rates
might collapse, it is time to take a closer view into the unfolding of events
shaping the policies.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the last several years following economic
reform programs in 1990s has established India as one of the Southern
Engines, ranking 11thin the world in 2011 in nominal dollar terms. Adjusted
for purchasing power parity in 2011, being the 3rd largest economy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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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nd China, it was poised for a possibility of continuous double-digit growth
in the coming years. Of late, India’s accelerating growth of 7.5% in the last
quarter (fiscal year ending in March) superseding China’s has created euphoria
and enthusiasm in the international arena about awakening of the Indian
Economy. The figures are based on the revised GDP-estimation methodology
to account for informal activities and updated data sources and hence, needs
scrutiny for the sanctity of the estimates. Although Prime Minister Modi’s
investment friendly policies are supposed to lead to buoyancy and recovery, not
all sectors have performed satisfactorily, with services growing at 11.5%
followed by manufacturing at about 7.1%, and agriculture registering only
about 0.2%, due to lack of rainfall. The target is 8.5% for the current fiscal
year.1) Since the economic reforms and liberalization programs started in the
late 1980s, 1990s, and continued till late 2012-13, India has emerged as a
global player. However, the question is: is it feasible, real, sustainable, and
strong enough to take the South Asian Economy on a continued growth
trajectory? And, what policies are necessary for realization of potential? In this
context, I focus on the role of India-Korea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new dimensions presently. This is important because India is Asia’s
third-largest economy and as emerging economies, could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world economy at large.

1) Zhong, Raymond and Anant Vijay Kala (2015). ‘India’s Growth Trumps China’s’. Wall Street
Journal (WSJ, henceforth) (Asian Edition). Monday, June 1, 2015. p. 3. It also mentions the
possibility of ‘sharp downward revision’ to 6.6% in the last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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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ffer a focused review of the most pressing,
policy shift for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e current regime as a point of
departure from Manmohonomics, and exploring the shift of gears via
Modinomics. Having briefly mentioned about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evolution of the Indian Economy since the onset of economic reforms in the
1990s, the future prospect of the fast-track growth under the current economic
regime will be surveyed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ia’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Continuing on that globalization argument, the narratives will
further explore the scope of India’s role in Asian integ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outh Korea. However, the change of government in 2014 has
changed the course of the debate―refocusing on the interplay of policy,
politics, and polity―for India’s future potential as an economic powerhouse.
Thus, from this perspective this essay will look into macroeconomic aspects,
and social development problems in contemporary India. Grounded in lessons
from academic literature, I will enlist some of the major syndromes that could
signify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The paper will investigate into the policy
plane facilitating transformation which enabled India to become an emerging
engine of growth. India’s development patterns since independence and 1980s
shaped the reform agenda and policy shifts―from dirigisme to market forces―
in the 1990s. All these changes combined with decentralization enabled states
to develop capabilities, investment in skill-base, emphasis on tertiary education,
as well as infrastructure with differences in growth rates across the states,
causing within-country inequalities. Gradually, over the seco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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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kill-intensive manufacturing and services caused flourishing
outsourcing services and their emergence as service hub and hence, causing
divergence across the skill-unskilled wage gap. Thus, growth with trade-offs
between manufacturing (skill or labor-intensive) versus services came to the
forefront of policy-making to address the aspect of jobless growth. Not only
are education, food security, public health, employment, gender balance
important aspects that warrant special attention for a better, quality work-force.
These are important factors with respect to human capital,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n the whole, this paper will offer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changes in
the economic policy package for India under two regimes under the tutelage of
Mr. Manmohan Singh and Mr. Narendra Modi, along with differences in their
policies. I will briefly consider different policy spheres under each administration
and offer comparative evalu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indicators (Sections
2 and 3). Broadly, the policy planes will encompass: Macroeconomic Reforms,
Microeconomic and Structural Reform related to Macro-economy, Globalization,
Trade policy and Global engagement (Section 4), and internal ingredients
covering Socio-Economic Developments (Section 5). Also socio-economic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governance, corruption, and rule of law will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and drawing upon the facts and
figures, the report purports to offer policy insights grounded upon economic
theories in Section 5. Section 6 conclude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s and
identifying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governments, in what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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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rst consider the Manmohan government and discuss the policy evolution over
two periods: 1990-2000, and 2000-12.

Ⅱ. Economic Reforms under UPA I and II: Stocktaking
of the issues
2.1 Key features and impacts of Economic Reforms
since 1991
India is an emerging economy that has passed through various phases of
transition, with ups and downs in performances, since 1947. With China being
another emerging economy in the neighborhood the general public inclination
is to benchmark the one for another -typically the Indian elephant with the
Chinese dragon. Reforms, politics and policy are inseparable for the discussion.
Juxtaposition of the period of recent growth with the reforms in 1980s-1990s
is important for gaining a perspective of future direction under the new
government. In order to evaluate NDA under Mr. Modi, we need a bit of a
background of reforms of two decades since 1991, namely as a departure from
the dysfunc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1970s. Precisely, for this reason
the current study will take stock of the past and present of the Indian economy
in order to throw light on her uneasy future. This is because policy reforms
for growth and development started, and continued during these phase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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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regimes with a different leader at the helm. To capture their salient
features, we consider the periods: decades since reforms of the 1990s
(1990-2000), United Progressive Alliances (UPA) regimes I and II (2004-09
and 2009-13/14) and NDA (2014/15). However, during 1998-2004, the BJP-led
government took charge and also, some other political parties took charge but
for too short a period to warrant detailed attention and hence, we unwittingly
ignore it. This is primarily due to: (a) separating the first decade of reform-led
growth from next decade of growth occurring after the shift to a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led policy focused on inclusive growth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b) the slowing down of the Indian economy in the
first phase of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which led to a wave of pessimism
among the citizen.
Whether India is a roaring tiger or a slow but steady elephant is arguable.
Nonetheless, the emergence of the Chinese dragon since the reforms began
under Deng in 1978 is remarkable. Reform under political transition in China
led to the rapid rise of the Middle Kingdom-a country that would become very
significant in the Globalized era for her entry into the WTO. India, on the
other hand, emerged from an economic policy governed under Nehruvian
Fabian socialist view with some influence of Russian model of industrialization,
and based on Harrod Domar model of economic rationale that emphasizes the
role of higher saving translating into higher growth and balanced growth via
savings-investment equality. Socialist style of development strategy during
1950s-80s focused on self-reliance,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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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led export earnings, linkag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on-agricultural activities. Compared to the pre-colonial period,
‘Hindu Rate of Growth’ of 3.56% (below targeted 5%) was achieved with
miniscule per-capita income growth of about 1.5%.
Table 1. Snapshot of India’s industrial policy evolution during 1950-84

Industries(Development and Imposed licensing requirements for ﬁrms above certain size in a
Regulation) Act, 1951
speciﬁed list (Schedule I) of industries.
Industrial policy resolution, Reserved some industries for state enterprises (Schedule A) and
1956
restricted private-sector growth in others (Schedule B).
Monopolies and Restrictive Applications for production licenses from big business houses
Trade Practices
and subsidiaries of foreign companies were referred to the
Act(MRTPA), 1969
MRTP Commission.
Industrial Policy
Statements, 1973

Made licensing mandatory for all ﬁrms above certain size. Some
industries reserved for small-scale ﬁrms. Large business houses
and foreign ﬁrms conﬁned to a speciﬁed list of ‘core’ industries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73

Foreign-owned ﬁrms required to reduce equity stake to below 40
per cent, with some exceptions.

Industrial policy resolution,
Expanded the list of industries that were reserved for small1977 for small-scale firms,
scale ﬁrms, to include over 800 products.
to include over 800
Source: Athreye, Suma and Kapur, Sandeep(2006) Table 1(a) in 'Industrial concentration in a liberalising economy: A study of Indian manufacturing',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 6, p. 983.

However, as the persistence of problem of poverty and lagged industrial
development became accentuated during 1980-85, emphasis was given to
factors such as technological upgrading, efficiency in resource use, better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capacity utilization. With the growing realization

27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of the necessity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more closely felt were the
adverse effects of bureaucracy, red tape-ism, and corruption in the economy by
policymakers. This led to initiation of reforms under the 7th five-year plan
during 1985-90, involving liberalization (tariff reductions),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economic powers to states, technological progress, and replacing
import-substitution (Tendulkar and Bhavani 2007).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were two arms of the economic policy reform process of the
1980s and 1990s, and maintained and continued thereafter. Thus, given the
‘structural problems’ to address rapid growth, gross fiscal deficit of 7.8% of
GDP, and lobbying of the interest groups, high debt, dwindling foreign
exchange reserves, etc. were detrimental to growth (3.08% in the 1980s).
Industrial policy deregulation occur through several measures, such as,
abolition of licensing for some industries via New Industrial Policy in 1991,
MRTP Act amendment, raising the limits on foreign equity holdings, allowance
of technology imports via relaxation of royalty limits, increased involvement
of private sectors in several protected public sectors, and tariff reductions,
deregulation of prices of drugs and pharmaceuticals (Athreye and Kapur 2006).
Externally, the fall in exports to 9.2 % in 1990-91, increase in import bills
from the rise in oil prices due to the Gulf War, fall in workers’ remittances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breakdown of the rup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SR, and political uncertainty due to quick fall of several governments
in succession―all these led to expectations of rupee devaluation and
pre-redemption withdrawal of non-resident Indians deposits and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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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owings. Capital outflow led to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short-term
borrowing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for sustaining import bills.
Government was forced to obtain a large loan from the IMF (US$ 1.8 billion),
US$400 million from Bank of England by shipping gold, resulting in the
quadrupling of foreign debt to US$84 billion. IMF offered conditional loan in
two tranches for undertaking corrective reform measures such as structural
reforms (several component measures such as cut in subsidies in fertilizer, oil,
defense, disinvestments in public sector units up to 20%, etc.), and reducing
fiscal deficits (5.7% of GDP). The onus of undertaking stabilization programs
via economic reforms fell on Manmohan Singh, as Finance minister, who
reversed some of the earlier policies (Krueger and Chinoy 2002). This
represents the first, entry phase of Manmohanomics. The first period is the
period of post-Economic reforms initiated in 1980s, and gaining momentum in
the 1990s under the prime ministership of Manmohan Singh, in which the
growth rate superseded the stagnating ‘Hindu rate of growth’ of 3.5% per year
(or, 1.3% average per capita income growth).
It is pertinent to note that identifying the structural breaks for the growth
of the Indian economy is debated in the literature (see Nayyar 2006, Sinha and
Tejani 2004, Wallack 2003, Hatekar and Dongre 2005). An IMF study by
Rodrik and Subrmaniam (2005) showed that the ‘pro-business’ attitude of the
government in the 1980s set the ground, allowing registered manufacturing to
take advantage, and helping India transition from ‘Hindu’ growth to
productivity surge. This highlights to the necessity of having a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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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for employment rather than excessive dependence on service-led growth.
Despite economic doldrums, India boomed and emerged as the Southern
Engine in the post-1991 period, hitting the ‘tiger’ rate of growth of 8% or so,
although in mid-1950s India and South Korea had comparable incomes.
Government policy, regulatory control and import controls led to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stagnation in Indian manufacturing during 1960s-1980s.
After deregulation during mid 1980s with liberalization from the Licence Raj,
globalization via tariff reduction, initiation of the reform programs and foreign
competition, efficiency improved and real growth started happening. Although
the literature identified 1980s as the structural break for the initiation of
reforms, the drift from the state-led development to greater reliance on market
forces based on a much less interventionist policy and regulations that started
in the 1980s, laid the framework for ‘pro-market’ reforms (Panagariya 2004,
Jalan 2012, Krueger (ed.) 2002).2) Manmohan Singh, the then finance minister,
was the chief architect of the reform process with the measures such as: fiscal
deficit reduction, devaluation of rupees, abolition of export subsidies, dual
exchange rate, exchange rate depreciation for export promotion, reduction of
trade protection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financial sector liberalization,
telecom sector reform, introducing competition into the banking system for
efficiency improvement, foreign technology agreements, FDI, automatic
approval to foreign acquisitions of equity, etc. Having said that, in terms of
2) Rodrik (1995) argues that pro-business policies of the governments and investment in physical
and human capital contributed to success of South Korean and Taiwanese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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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diversification, unlike Kuznet type of growth narratives, service
sector increased its share of output and employment earlier than industr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was higher in services thanks to India’s
education system where, unlike the global evidence, return to higher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is higher than in primary where government spending
has been historically low. Human capital of workers in services is higher than
those in manufacturing due to India’s educational inequality. According to
Krueger (ed.) (p. 29, 2002), “there were areas where reforms were either
nonexistent or very tentative. [These] are labor markets, oper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state of infrastructure, etc.” As Ahluwalia (2002)
pointed out, the factors are: deficiencies in infrastructure and governance, fiscal
failures crowding out private investment, gradualism in trade policy
liberalization, in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lack of FDI and industrial
growth, lack of investment in rural infrastructure, lack of social sector
development for health,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lthough it was a mixed
picture, according to Krueger (p. 43, 2002): “The Indian Economy in the year
2000 is vastly different from what it was prior to the beginning of reforms in
the early 1990s. Quite clearly, the reforms to date have improved the
functioning of the economy and permitted a higher rate of economic growth
than was regarded as attainable on a sustainable basis in earlier decades.
However, sustaining the rapid pace of economic growth require continued
reform efforts: a policy framework that was adequate for 4-5 percent growth
twenty years ago would no longer even maintain that growth rate, much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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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er one. And the more progress is made with reform in some sectors, the
greater the payoffs to reforms elsewhere.” On the same vein, Ahluwalia (2002)
questions whether reforms have established the ground for sustaining an 8%
growth rate in the future via the cumulative policy changes over the years, and
continuation of the unfinished agenda of the previous regimes by the
incumbent. As Nachane (2011) and Dev ed. (2013) noted, with the
macroeconomic fundamental in good shape, the economy was decoupled from
the turmoil thanks to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measures and monetary
policy stimulus. This should be seen in the light of the reform packages under
UPA in two successive periods of 2004-09 and 2009-13/14. In order to talk
about the merits and shortcomings of the reform and its impacts on Indian
economy under UPA, we need to look into the package of reform as below
(Table 2).

Table 2. The Reform Agenda under UPA I (2004-09)

Domestic deregulation
(ⅰ) Abolition of industrial licensing as an instrument of control over private investment.
(ⅱ) Abolition of the restriction on investment by large industrial groups.
(ⅲ) Drastic reduction in the list of industries reserved for the public sector.
(ⅳ) Elimination of price control on several industrial items.
(ⅴ) Reduction of the list of items reserved for production in the small-scale sector.
Opening the economy
(ⅰ) Elimination of quantitative import licensing. (ii) Reduction in import tariff levels.
(ⅲ) Adoption of a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
(ⅳ) Opening the economy to FDI and to portfolio equity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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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Financial sector reforms
(ⅰ) Reforms in the banking sector: liberalisation of interest rate controls and controls
over bank credit allocation; introduction of prudential norms and improved supervisory standards; liberalisation of entry for private banks; and introduction of minority private share holding in public sector banks.
(ⅱ) Reforms in the capital market: elimination of government control over the issue of
capital;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regulator for the securities market; and
opening the mutual funds sector for private mutual funds.
(ⅲ) Reforms in insurance: opening the sector to new private sector insurers but with a cap
of 26 percent in foreign equity.
Infrastructure development
(ⅰ) Adoption of a general strategy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developing
infrastructure.
(ⅱ) Efforts to open up the following sectors under varying regulatory structures: power,
telecommunications, roads, ports, airports and, most recently, railways.
Fiscal reforms
(ⅰ) Reducing the fiscal deficit of both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ⅱ) Tax reforms at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 levels including moderation of rates
of tax, simplification and introduction of VAT principles in domestic indirect tax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more recently by state governments also.
(ⅲ) Sale of minority equity in public sector organisations to mobilise resources for the
budget.
Source: Ahluwalia, M. S. (2006). India’s Experience with Globalisation.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39 (1), pp. 1-13.

Despite lack of consensus on identifying periods of ‘take-off’ or structural
breaks, consensus arises that India’s idiosyncratic pattern of development was
based on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with trend growth rate of more than
6% during the 7th and 8th plan period; and rise in savings and investment rate

27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hovering around 25% of GDP, TFP growth increasing from -0.5% in 1970s to
1.6 % in 1990s (Kochar et al. 2006, Krueger ed. 2002, Nachane ed. 2011).
Econometrically 2003-04 is another structural break when growth momentum
picked up with more than 9% growth in real GDP, continuing in 2005-6 to
2007-8. In fact, pre-global financial crisis performance of the Indian Economy
was characterized by high growth of 9.7%, low inflation, low fiscal deficit, rise
in capital flows and trade (Dev ed. 2013). However, despite the temporary
slippage to 6.7% in 2008-09, the economy’s quick recovery caused growth rate
to rebound quickly to 7.9% in 2009-10 and 8.3% in 2010-11, with manufacturing
and services registering 9% and 10.1% growth rates (Agarwal and Whalley
2013). Under the UPA II regime (2009-13/14), attention was paid to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via redistributive policies.3) Evaluation of the impact
of reforms during 1990s and thereafter till the end of UPA regime’s two
consecutive terms is debatable as there are mixed opinions among researchers
(Basu and Maertens 2007). Lee (2012) mentions that in the second regime,
unsatisfactory performance in areas of infrastructure, tax reform, and land
acquisition bill; along with inconsistent foreign investment policy due to
uncertainties in policies of the coalition governments, cronyism, and corruption,
was indicative of poor policy performance (See Table 3).

3) See http://indiabudget.nic.in/es2013-14/echap-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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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DP Growth Rates by Sectors: 2003–4 to 2012–13(% per annum)

Annual Rates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
5
6
7
8
9
10
11
12
13
P

QE

Rev

Proj.

Proj.

Agriculture &
allied activities

10

0

5.1

4.2

5.8

0.1

1

7

2.8

0.5

Manufacturing

6.6

8.7

10.1

14.3

10.3

4.3

9.7

7.6

2.5

4.5

Industry

7.4

10.3

9.7

12.2

9.7

4.4

8.4

7.2

3.4

5.3

Services

8.5

9.1

10.9

10.1

10.3

10

10.5

9.3

8.9

8.9

Nonagriculture

8.1

9.5

10.5

10.8

10.1

8.1

9.8

8.6

7.1

7.7

GDP
(factor cost)

8.5

7.5

9.5

9.6

9.3

6.7

8.4

8.4

6.5

6.7

Source: Reports of the Economic Advisory Council to the Prime Minister, July 2008, October
2009, and August 2012, New Delhi.
Table 1.1 Dev (ed.) India Development Report 2012-13.

However, I give a very short-view of these long-episodic performances.
During the decade following 2000 till 2012, Indian economy showed stellar
performance with sporadic ups and downs. Manmohanomics has had an
enduring effect. What is important to observe is that India’s ‘idiosyncratic’
pattern of service-led growth during last three decades, bypassing the
intermediate stages of raising the manufacturing or industrial share, unlike the
East Asian experience (Kochar et al. 2006, Agarwal and Whalley 2013, Dev
ed. 2013). Consequently, share of services is 59% of GDP, whereas share of
industry (min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gas and water) and
agriculture is 27% and 14% respectively. Manufacturing accounts for 60%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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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value-added. Share of manufacturing during 1990-2012 remained
about 15-17% of GDP, but the growth rate of manufacturing started falling
during the 9th five-year plan (1997-2001) with 3.3%, compared to 7.8% in
services (Agarwal and Whalley 2013). During 11th plan (2007-12) while real
GDP growth was 7.6%, agriculture, industry and services registered
respectively 3.3%, 6.7%, and 9.9% growth rates (Dev ed. 2013). Pattanayak
and Thangavelu (2005) used a translog cost function estimation for 121
industries and confirmed usage of capital-biased technical change and scale
effects, as well as TFP growth. As Agarwal and Whalley (pp. 16-17, 2013)
notes: “Despite this acceleration, the share of services in GDP in India, defined
as a low middle income country by the World Bank, while higher than average
is not exceptional. The average for low income countries is 50% and is 48%
for low middle income countries. Where India deviates significantly from other
low middle income countries is in the share of manufacturing which averages
26% for low middle income countries against India’s 15%, and this share has
decreased over the past decade in India. Furthermore, the share of services in
GDP increased between 1974-82 and 2001-10 by 85.3% in China whereas it
increased by only 32% in India. In Korea it increased by more than 33%
during this period.” Econometric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has been
significant increase in TFP growth in services as opposed to that in other
sectors; also, there has been resource shifting towards services that led to
growth momentum (Goldar 2004, Sivasubramonian 2004, Bosworth et al.
2006). Despite industrial liberalization via deregulation, disinvestment i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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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enterprises, and scrapping of MRTP Act 1969 and FERA 1973, there
was no increase in the pace of manufacturing growth, especially after 2010.
Thus, trade liberalization and FDI has failed to integrate India into the global
value chain; there was also no slicing or fragmenting of vertically integrated
production networks. Inadequate and low-quality infrastructure, rigid labor
markets, regulatory environment, disputable land acquisition, and inefficient
trade facilitation measures prohibited India to take advantage of reform-led
growth and globalization; growth was arrested in many fronts.
However, the near double-digit growth approaching almost 10-11%, up from
an average 6-7% in late 1980s-1990s has come to a halt in 2012-13 as it has
fallen to 6.5%, lowest in last 9 years, from 8.4% during the preceding two
years. This has been called ‘rickshaw rate of growth’ as opposed to the Hindu
rate. Although World Bank’s flagship publication ‘Global Economic Prospects’
paints a complacent picture, posting seemingly ‘satsifactory’ figures of 6.9%
in 2012-13, 7.2% in 2013-14, and 7.4% in 2014-15, many have expressed
doubts as to prospects of a bounce-back. This might affect social and financial
stability because this might make people jobless, drive more people into
poverty, and scare away foreign capital needed for growth. At this point, when
after more than a decade of rising incomes induced by economic growth has
improved GDP and generated an economic boon, the stage would be ripe for
a general election in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with huge demographic
wealth. But growth plummeted to 5% due to lousy infrastructure, bureaucratic
shackles, labor laws, caste-based politics and inequality, corruption, laps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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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and cronyism pervading everywhere. Loss of credibility of the
then-ruling Congress Party and rise of the young voters had shaken the roots
of Manmohanomics.
Although post-reform economic progress based on IT-services has generated
spillover, India has not attracted FDI as China did and this process of growth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ndia can sustain productive employment i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sectors. India’s manufacturing represents about
15% of GDP as opposed to her services (60%). Sustained growth in India also
depended on the efficacy of the coalition partners (the United Progressive
Alliance or UPA) and hence, the politics behind economic policy need to be
explored for reflecting upon the performance of the Indian economy under the
regime. Also, we discuss the role of flagship social protection initiative, the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MGNREGA) in
poverty reduction, rural-urban divide, gender balance, secured livelihood for
unskilled, as well as for creating durable assets (viz., roads, wells, canals,
ponds) in order to provide legal entitlement for employment. This is important
for the 11th 5-year plan (2007-12) during which the allocations increased to
Rs. 40,000 crores just before its decline to Rs. 30,000 crores in 2014-15.
Evaluating the impact on deprivation, malnutrition, and human development
under the leadership of Manmohan Singh and while transitioning to the next
political regime is quite important for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Given the fact that India and China are the biggest markets for the West, as
the US and European crisis unfolds, the contagion affects the two countr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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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world economy is poised to grow at a modest rate of 2% and
domestic woes are of concern, the 7.4% for India seems to be a tall order.
‘Behind the border’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those beyond the
subcontinent. Narrow focus on GDP and its parameters offers a grossly
distorted picture and obfuscates the perspective for how Indian economy should
be developing to generate broad-based and equitable growth benefiting most of
her citizens, and transforming her into a modern 21stcentury emerging
economy rooted in rich history. Growth should be pro-poor and beneficial for
all provided; and become the means to achieve the developmental objectives.
While impressive growth performance catches our attention, the recent
slowdown has become cause for apprehension; it is crucial to see the
accompanying factors behind the slowdown. In other words, this deceleration
has been accompanied by several problems on many fronts such as: widening
regional divergences, lack of infrastructure, relatively slow performance in
terms of reducing poverty, worrisome performance in controlling deprivation,
health-care facilities, education and literacy, suboptimal socio-economic
conditions, sociopolitical instability, etc. Often the problem lies with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machine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ir leadership.
In case of India, this has culminated into a veritable syndrome, hindering the
growth process and thus, creating undue encumbrance for the overall objective.
I ascribe these feeble growth to several longstanding ‘traps’: infrastructure
bottlenecks, political anomalies, traps from neighborhood effects, corruption
trap, bureaucratic black holes, traps from communal-religion nexus; and most

28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importantly, inadequate human capital parameters. Without a strong manufacturing
base, it will be harder to absorb the emerging youth of 250 million in the
forthcoming 10-12 years. However, some rosy scenarios do exist; for example,
the Volkswagen factory in Pune, a plant by Mercedes-Benz, and Land Rover
are doing well, and mostly, engaged in trade in parts and components with
assembling. Her share in global good exports is 1.5%, far below China’s 13%.
India’s labor cost is similar to China’s (under a dollar per labor-hour).
However, poor education, infrastructure, red tape and tough labor laws often
work against this. On the whole, manufacturing jobs shrunk to 50 million
between 2004 and 2010 and basic industries are declining. It is important to
create jobs and boost industrial employment. At the state level, the problems
are also vivid. For example, in West Bengal the land acquisition bid by the
Tata Group for the industrialization drive, aided by the political hegemony of
the then-ruling government, created a huge uproar and turmoil leading to the
ouster of the government in 2010 following the election. The mismanagement
cost the state to lose Tata to Gujarat and as a result, prospect of industrial
youth employment loomed large. However, without properly addressing the
compensation scheme or some mechanism for setting land prices and property
rights issues on land, the entire land deal was mismanaged and created a bad
situation for the state―displacement of the farmers as well as an unfriendly
investment climate―a wrong signal for future investment and a blow to
potential youth job creation. Similarly, in Bihar the wrong constellation of
actors prevented Posco from starting its project (Lee 2012). In case of Guj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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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Tata Nano project moved forward due to the welcoming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the ruling party’s religious inclination creates problems
for development.
Without going into the details, it can be envisaged that this ha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absorption of low-skill labor from agriculture to the
non-agriculture sector. As India’s manufacturing sector is relatively capitalintensive and factor markets exhibit distortions and rigidities, lack of factor
market reforms meant lack of dynamism i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without aligning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dvantage doctrine
of trade theory, causing a mismatch between sectoral shares in GDP and
employment share (Nachane 2011). It also had adverse effects in poverty
reduction. Social progress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 12th five-year plan’s
target of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As Nachane (2011) argues, for
longer-term sustainability of the reform-induced development strategy in
post-reform periods, one should focus on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From the modern growth theory literature, based on endogenous
growth, all these are interlinked in a broader framework with overlaps in
theoretical underpinnings where roles of social infrastructure, health and
education, growth and financial sector reforms and financial inclusion are duly
emphasized. In the Indian context, the theoretical insight on poverty alleviation
and enhancement of institutional quality via governance is crucial and
significant. Poverty reduction from 47% in 1990 to 22% in 2010 was a
significant achievement under the UPA. Several policies were initi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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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the UN’s MDG targets. As Dev (2013) reports: fastest decline in
poverty happened between 2005-10 by 1.5 percentage points per annum with
growth in average monthly per capita expenditure of 4.2% in urban and 3.7%
in rural areas. Because of this, it can be said that UPA’s public intervention
schemes like MGNREGS were effective (Dev 2013). However, Agarwal and
Whalley (2013) finds that progress has lagged in South Asia and esp. in India
in terms of some MDG indicators (see Table 4), elasticity of reduction being
very low in India, even compared to Bangladesh.

Table 4. Regional Social Improvement(% decline 1990-2005)

Poverty rate

Malnourishment*

Infant
Mortality

Child
Mortality

Maternal
Mortality

69.3

4.4

45.6

49.9

50.0

And Caribbean

27.4

7.3

53.0

55.2

35.2

MNA

16.3

5.2

50.0

54.6

53.2

South Asia

22.1

4.7

37.0

41.9

47.6

Africa

11.6

11.6

24.7

26.6

18.4

Bangladesh

31.6

22.9

50.4

55.1

51.7

India

21.5

14.2

31.8

35.3

50.9

51.3

56.1

49.4

East Asia
Latin America

Sub-Saharan

Nepal
Pakistan

67.4

16.3

24.1

26.7

40.8

Sri Lanka

55.8

24.2

36.2

39.8

50.6

Source: Taken from Table 11 of Agarwala and Whalley (2013),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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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in terms of social progress metrics for the policy objective of
inclusive growth, ‘exclusion’ is very evident, as it is highlighted in 11th
five-year plan and the Approach paper of the 12th plan. This is reflected in
social inequality, regional disparities, gender imbalances, and minorities. In this
regard, Bhagwati and Panagariya (2013) emphasized the role of reforms in
growth acceleration and poverty reduction while downplaying the role of social
progress, a fact attested by evidence from the World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sources. The growth and development literature in macroeconomics
also lend theoretical support in favor of a reform program for inclusive growth
via addressing aspects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socio-institutional
factors; confirmed by evidence from East Asia. Dreze and Sen (2013) firmly
believe this and hence, refer to India’s ‘growth miracle’ claimed by the Indian
administrators as ‘uncertain glory’.4) They argue that simultaneous pursuit of
growth, and soci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ong with good
institutions (like the East Asian Model and those of other success stories) could
pioneer sustained long-term growth and development. The debate continues and
as we will see in the forthcoming sections of this piece that the importance
of this debate is of paramount significance for building a really inclusive
high-growth society in India where collective action and democratic forces

4) Deaton, Angus (2013) argues that the claim of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rates could be
clouded by pitfalls in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of India which needs careful scrutiny rather
than manipulation. http://www.princeton.edu/~deaton/downloads/Deaton%20Book%20Review%
20Sen%20Dreze%20etc%20Lancet%20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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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facilitate achievement of these objectives. Viewing economic policy
through lens of petty politics can actually obfuscates growth and development.
With this in mind, I will be discussing Modi’s pursuit of inclusive growth in
the light of the momentum for reform in the 1990s and thereafter, pursued by
the 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

Ⅲ. New Regime and New Policy
3.1 Overview of Budget 2015: Great Expectations!
Enters Mr. Narendra Modi with his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
after being ostracized from global politics due to sinking reputation attributed
to the ‘pogroms’ under his rule in Gujarat. According to Visvanathan (p. 10,
2014), “Narendra Modi achieved one of the greatest electoral victories of
modern India, symbolically ending the Nehruvian era. Most important step
showing drift away from Nehruvian policy is scrapping of ‘Planning
Commission’. While Delhi adapts to the new regime, the sociologist, as
analyst, has to ask what went into the making of this campaign. Moments of
victory cannot only be moments of celebration but have to be moments of
analysis and reflection.” There is an extensive list of immediate challenges
facing him which are: high inflation in price of food, slow infrastructure
projects, fiscal deficit problems, slow social sector develop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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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rruption, failure in structural transformation for solidifying the
manufacturing base, addressing jobless growth, demographic dividend via
human development,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and tax problems,
among others. Creating an innovative eco-system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emerging India is the measuring rod for evaluating
his performance. The ‘political capital’ and ‘window’ of potential opportunity
for realizing the big promises has raised hopes among the citizens and across
the world as India’s 2 trillion dollar economy might attain the capacity to
rebalance the world economic growth when the US, Europe and the ‘developed
world’ are limping along. This is due to Mr. Modi’s 12 year-record as the
Chief Minister of the investor-friendly Gujarat state during which the state
flourished and became a model for the country. His impressive performance
allowed Mr. Modi to build up a reputation for attracting investors, widening
manufacturing base, creating jobs for the skilled despite his disturbing tenure.
Indian political economy is interesting in its own rights and merits or,
demerits. Often, the economic agenda or policy objective is a derivative of
political rent-seeking or vote-seeking in terms of gaining electoral success.
Following this argument,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ithout political
barnacles, whether we could foresee differences from the official missives of
both―Manmohonomics vis-à-vis Modinomics―as reflected in their policies.
Without any partisan bias, it is pertinent to note that, as Bardhan (2003) argues,
there is disjuncture between economic reform policy an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in Indian democracy. Indian federalism differ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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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federalism where ‘Finance commission’ and ‘Planning commission’ are
the two wing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control regional distribution and
political integration via mandated fiscal transfers (Bardhan 2003). As regional
governments become more powerful, policy coordination at the macro level
often become difficult and result in uneven impacts from economic reform, and
regional and inter-state inequality. Complementarities and substitutability of
policy agendas are necessary for evaluating the regimes. As Indian political
economy is complex with multi-ethnic, multi-group interests, political oligarchy
has often led to corruption and malpractice. However, political processes
should not move in directions opposite that of long-term goal via sustained
economic reform.
Bardhan (2015) identified the difficulties of ‘organizing collective action’ for
the unified, singular objective of attaining welfare for members of the society,
say, via long-term public investment. According to him, despite strong ‘growth
fundamentals’ (e.g., high saving and investment rates, adaptability to global
competition, entrepreneurial spirit,5) young workforce, better transport and
communication, etc.), due to a corrupt, inept bureaucracy and weak state
capacity in providing key inputs, along with governance ineffectiveness in
delivery of key public goods and services causes ‘major structural and
5) In ‘Recasting India’, Hindol Sengupta (2014) documents in a light-hearted story-telling style the
anecdotes of gradual evolution of entrepreneurship in India starting from pre-independence to
the current phase till election of Mr. Modi in 2014. His thesis is: private entrepreneurship aided
by state to ensure justice, equity, and democracy, could harness the prowess of talented
entrepreneurs with ideas to flourish. Recasting India. Palgrave Macmillan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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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problems’ inhibiting the realization of growth potentials. These
problems are: weak physical infrastructure, low quality school education, high
rate of school dropout and lack of skill formation or vocational training for
employment creation, lack of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via depletion of natural capital. All these emphasize that
disjuncture of politics and economics lie at the root of all the regimes―old and
new―creating a tension between long-term growth objectives and short-term
populist policies or deviation from promises made for electoral gains. Thus,
Bardhan (2015) identifies four pertinent ‘structural issues’: (a) possibility of
slowing industrial growth due to factors such as wealth inequality, land bill,
crony capitalism, lack of governance and competing interests (b) sluggish job
growth for the young workforce except in skill or capital intensive sectors
(pharmaceuticals, automobile parts, software, etc.), but constraints in large-scale
labor-intensive industrialization (c) regional or inter-state discrepancy between
prospects for job supply and demand, for reaping the demographic dividend
and the role of Finance commission in devolution of finance to the states (d)
accountability failures creating scope for political and economic rents, and rise
to oligarchic forces. Under UPA and NDA government, all these are valid
points irrespective of ideological dogma.
Can India regain its lost charm, and spread the gains of growth? The answer
rests on the factors on the home front as the world economy itself is faltering
due to Euro Zone debt crisis. According to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4), the projection for global growth for 2015 is 3.8% wherea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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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economies it will be 2.3% and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 likely
growth rate is 5.5%. For developing economies, World Bank’s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14) also projected to be 5.4% in 2015 and 5.5%
in 2016. In the same vein, both the World Bank and the IMF projections for
the Indian economy is 5.6% in 2014-15 and 6.4-6.6% in 2015-16.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India’s GDP growth rate of 7.5% in the 4th
quarter of 2014 is sustainable, and what the finance minister’s national Budget
for 2014-15 and 2015-16 could usher in for the Indian economy. According
to ‘The Economist’ (p. 9, Feb 21st 2015): “the real reason for hope is the
prospects for more reforms. .. [But] the true test of its reformist credentials will
be Mr. Jaitley’s budget. If India is to thrive, it needs bold reforms and political
courage to match. The tried-and-tested development strategy is to move people
from penurious farm jobs to more productive work with better pay. Adversity
has in the past been the spur to radical change in India. The 1991 budget was
in response to a balance-of-payment crisis. Mr. Modi and Mr. Jaitley have a
rare chance to turbocharge an Indian take-off. They must not waste it”. We
need to evaluate in terms of the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he and his team
enacted while taking office. After taking office with an astounding electoral
performance, Budget 2014 was a watershed between change of Government
UPA II and change in ideology through the welcoming of NDA II (NDA I is
during 1998-2004). 12th five-year plan’s target growth rate for 2012-17 is 8%
per year while projections by the World Bank envisage around 5.5%.
According to the Economic Survey (pp. 21-22, Government of India, 2013-14),

∙ 294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reversion to a growth rate of around 7-8% can only occur beyond the ongoing
and next fiscal’ and mid-term review also indicates that 7-8% can occur in the
medium-term. Given all these premonitions, I now look at the major policy
initiatives as enunciated in the Budget 2015. Budget 2015 has key highlights
such as: providing medical services, strengthening rural economy, ‘Make in
India’ via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hub of the World through ‘Skill
India’, encouraging entrepreneurship, job creation,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good governance, development of education, ease of doing business…to name
a few. Plan expenditure has been kept at the same level as budgeted in
2013-14. We very briefly mention the 2014 ‘interim’ budget highlights in terms
of main features, as quoted from the ‘Key Features’6):
(i) Ministries/Departments which run key flagship programs have been
provided with funds in 2014-15 either equal to or higher than in the BE
2013-14. These include Ministries namely, Minority Affairs, Tribal Affairs,
Housing & Poverty Alleviation, Social Justice & Empowerment, Panchayat
Raj,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Women & Child Development, Health &
Family Welfa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Rural Development; (ii)
Budgetary support to Railways has been increased from Rupees 26,000 crore
in BE 2013-14 to Rs. 29,000 crore in 2014-15; proposals have been made to
identify new instruments and new mechanisms to raise funds for Railway

6) It is quoted exactly from the official document of the Indian Government. See selected parts of
the original interim budget of th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at:
http://indiabudget.nic.in/budget2014-2015(I)/ub2014-15/bh/bh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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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iii) Non Plan expenditure is estimated at Rs. 12,07,892 crore; the
expenditure on subsidies for food, fertilizer & fuel will be Rs. 246,472 crore,
slightly higher than the revised estimates of Rs. 245,453 crore in 2013-14; Rs.
115,000 crore has been allocated for food subsidies taking in to account,
Government‘s firm and irrevocable commitment to implement the National
Food Security Act throughout the country; (iv) Rs. 11,300 crore is proposed
to be provided for Capital infusion in Public Sector Banks; (v) 5,207 new
branches have been opened against the target of 8,023; (vi) Rs. 6,000 crore and
Rs. 2,000 crore have been provided to Rural and Urban Housing Funds
respectively; The target of Rs. 700,000 crore of Agricultural Credit is likely
to be exceeded by the Banks. The target for 2014-15 is Rs. 800,000 Crore;
(vii) The number of bank accounts of minorities has increased to 4,352,000 at
the end of March 2013 from 1,415,000 ten years ago. The volume of lending
has soared to Rs. 66,500 crore from Rs. 4,000 crore in the same period; (viii)
Government appeals to all political parties to resolve to pass the GST Laws
and the Direct Tax Code in 2014-15; (ix) It is proposed that a Research
Funding Organization be set up that will fund Research Projects selected
through a competitive process. Contribution to that organization will be eligible
for tax benefits. The required legislative changes can be introduced at the time
of regular Budget; (x) The current financial year will end on a satisfactory note
with the fiscal deficit at 4.6 percent (below the red line of 4.8 percent) and
the revenue deficit at 3.3 percent. Fiscal Deficit in 2014-15 estimated to be 4.1
percent which will be below the target set by new Fiscal Consolidatio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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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venue Deficit is estimated at 3.0 percent. The estimate of Plan
Expenditure is Rs. 555,322 crore. Non Plan expenditure is estimated at Rs. 1,2
07,892 crore; (xi) vision for future: India is poised to become the world’s third
largest economy along with US and China, to play a leading and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conomy. The 10 Tasks as part of the road map ahead include:
i. Fiscal consolidation: We must achieve the target of fiscal deficit of 3
percent of GDP by 2016-17 and remain below that level always.
ii. Current Account Deficit (CAD): CAD will be inevitable for some more
years which can be financed only by foreign investment. Hence, there is
no room for any aversion to foreign investment.
iii. Price Stability and Growth: In a developing economy, a high growth
target entails a moderate level of inflation. RBI must strike a balance
between price stability and growth while formulating the monetary
policy.
iv. Financial Sector reforms to be completed as laid down by Financial
Sector Legislative Reforms Commission.
v. Massiv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o be mobilized through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vi. Manufacturing sector to be the base of India’s development: All taxes,
Central and State that go into an exported product should be waived or
rebated. There should be a minimum tariff protection to incentivize
domestic manufacturing.
vii. Subsidies, which are absolutely necessary should be chosen and targ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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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to the absolutely deserving.
viii. Urbanization to be managed to make cities governable and livable.
ix. Skill development must be given priority on par with secondary and
university education, sanitation and universal health care.
x. States to partner in development so as to enable the Centre to focus on
Defense, Railways, National Highways and Tele-communication.
From the previous key highlights, the NDA approach differs from the UPA
II approach in some measures. For example, in case of fiscal deficit NDA has
opted for fiscal prudence and leaning on private corporate investment by
aiming it to lower to 3% by 2016-17 as compared to the UPA II where
additional government spending after the 2008-09 global financial crisis was
2.5% of GDP, although fiscal austerity was adopted later. Tax collection
growth is projected at 17% for 2014-15. Government borrowings were high
during the UPA with less capital (main source being household savings) and
Mr. Jaitley has opened some options for channeling savings into financial
sector, but government borrowings might go down or remain the same. Pruning
of subsidy and proper targeting is on the plan. In terms of social spending via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NREGA/MGNREGS), UPA spent
about Rs. 250,000 crore on the basis of ‘rights-based regime’ –for demanding
‘employment’ for 100 days per year for a rural household with minimum wage,
or some unemployment benefits in case of no job. NDA has worried about the
cost, accountability and proper targeting of the project although the benefits
accrued to the poor smoothly under the UPA II. For financial transfer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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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was revamped by more devolution to the states and more funds
transferred to states without any intervention unnecessarily, NDA maintained
the status quo. However, in February 2015 Budget for 2015-16 was presented
along with the Government’s flagship publication, Economic Survey of India
2014-15. I now present the highlights from those documents―‘as it is’ exact
summary materials from the main source documents.7) Key Budget Highlights
provides us with Modi Government’s plan and policy. According to the
‘Budget at a Glance 2015-16’ (pp. 1-3, February 2015):
[ⅰ] Budget 2015-16 marks the dawn of ‘Co-operative federalism’ and
empowerment of the States. The creation of National Institution of
Transforming India (NITI) and acceptance of 14th Finance
Commission’s (FFC) recommendation of substantially higher devolution of Union taxes to States are landmarks in this direction. This
Budget marks the beginning of the award period (2015-20) of the
FFC during which States will be devolved 42% of the divisible pool
of Union taxes from existing 32%. This enhanced untied resource
available to the States would enable them to address their specific
needs through flexibility in design, implementation and financing of
Programs and schemes. This is expected to bring in high growth and
faster development of different regions of the country contributing to
overall National growth. The idea is to build ‘Team India with stronger States’. The Government firmly believes that “India grows when
7) Discussion in this part heavily draws on the Government’s Budget Documents at
http://indiabudget.nic.in/survey.asp . Without implicating, I exactly reproduce summarily the
important points as necessary for this work. It is not changed and hence, the interested readers
can read them from the source as well. It is government’s own planned budget and policy and
hence, exact quotes and reproduction is the best facilitator for understanding the policy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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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grow”. The total Plan Outlay for 2015-16 is Rs. 465,277 crore.
Despite a higher devolution, the Plan Outlay has been kept nearly at
the level of 2014-15. Higher devolution to States of the divisible
pool implies that the fiscal space for the Centre shrinks in the same
proportion. Despite these constraints, the current Central Plan outlay
for;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nimal Husbandry, Dairying
and Fisheries, Minority Affairs, Women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 of Ayurveda, Yoga, Sidha and Homeopathy; Export
Promotion,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Development of North
East,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Health and Family Welfare,
Health

Research,

AIDS

Control, School Education, Higher

Education, Renewable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Bio-technology, Shipping, Social Justice and Empowerment, Disability Affairs,
Tribal Affairs and Urban Development, have either been retained or
increased.
[ⅱ] To give a major boost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location for
Roads and Railways sector has been significantly enhanced.
Similarly, allocation for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
has been nearly doubled. Resources have been targeted towards
Pradhan Mantri Krishi Sinchai Yojana, Rural Electrification and
Sagar Mala Project.
[ⅲ] The enhanced financial empowerment on account of higher
devolution also entails greater responsibility to States in using these
resourc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States will have greater
flexibility in designing and running Programs and Schemes as per
local requirements and conditions. Government has decided that it
will continue to support State Plans of national priorities especially
those which are targeted towards Poverty Alleviation and upliftment
of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Centre will play a catalytic role in

∙ 300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Socio-economic development by contributing resources to these Programs.
[ⅳ] Central Government will continue certain programs unaltered as they
are either legal/ constitutional obligations, or are privileges available
to the elected representatives for welfare of their constituents. Further,
and more importantly it is proposed that the Union Government may
continue to support certain programs which are for the benefit of
socially disadvantaged in an unaltered manner from its own resources.
In respect of some centrally sponsored schemes, the sharing pattern
will have to undergo a change with States sharing a higher fisc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scheme implementation and financing.
Details of changes in sharing pattern will have to be worked out by
the administrative Ministry/Department on the basis of available
resources from Union Finances.

8)

According to the Macro-economic framework statement 2015-16 (pp. 1-5)9):
“The growth agenda of the Government has been tethered to the revival of
manufacturing, unleashed in the “Make in India”, initiative, accompanied by
liberaliz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 large array of investment
facilitation measures and steps to improve saving. While Budget 2014-15
expounded the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 in a large measure,
subsequent policy and legislative initiatives have been wedded to its
development agenda. As per the Advance Estimates released by the Central
Statistics Office, the Indian economy is estimated to register a growth rate

8) Delinking 8 centrally sponsored schemes follows after the 14th finance commission’s devolution
of 42% of Union taxes to states. But such schemes are targeted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like poverty alleviation and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Therefore, states share of spending
might increase .
9) Accessed at http://indiabudget.nic.in/ub2015-16/frbm/frbm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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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7.4 per cent in 2014-15, as compared to a growth of 5.1 per cent and
6.9 per cent respectively in 2012-13 and 2013-14. While growth in industrial
and services sectors improved significantly,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affected by a sub-optimal monsoon, declined in 2014-15. The sectors that are
estimated to have recorded higher growth in 2014-15 include;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and other utility services,
financial, real estate and professional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and other services.” Further, for financial inclusion, the government launched
the Pradhan Mantri Jan-Dhan Yojana (PMJDY) on 28th August, 2014, “to
achieve the objective of financial inclusion by extending financial services
to the large hitherto unserved population of the country and to unlock its
growth potential. The Yojana envisages universal access to banking facilities
with at least one basic banking account for every household, financial
literacy, access to credit and insurance. The beneficiaries would receive a
RuPay Debit Card having inbuilt accident insurance cover of `Rs. 1 lakh. In
addition, there is a life insurance cover of ` 30,000/- to those who open their
bank accounts for the first time between 15th August 2014 and 26th January
2015 and meet other eligibility conditions of the Yojana. As on 28th January
2015, 12.31 crore bank accounts have been opened, out of which 7.36 crore
are in rural areas and 4.95 crore in urban areas.”

In the Key Budget highlights10), three key achievements claimed are:
‘Financial Inclusion―12.5 crores families financially mainstreamed in 100
days; Transparent Coal Block auctions to augment resources of the States;
Swachh Bharat is not only a program to improve hygiene and cleanliness but
has become a movement to regenerate India; and Game changing reforms on

10) See http://indiabudget.nic.in/ub2015-16/bh/bh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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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vil are: Goods and Service Tax (GST), Jan Dhan, Aadhar and Mobile
(JAM) - for direct benefit transfer.’

Reform Actions of the New Government since assuming office in May 2014
are enlisted below:11)
• Deregulating diesel prices, paving the way for new investments in this
sector;
• Raising gas prices from US$ 4.2 per million British thermal unit to US$
5.6, and linking pricing, transparently and automatically, to international
prices so as to provide incentives for greater gas supply and thereby relieving the power sector bottlenecks;
• Taxing energy products. Since October, taking advantage of declining
oil prices, the excise tax on diesel and coal was increased four times.
In addition to resulting in collections of about Rs. 70,000 crore (on an
annualized basis), this action will have positive environmental consequences, as explained in section 1.12;
• Replacing the cooking gas subsidy by direct transfers on a national
scale;
• Instituting the Expenditure Management Commission, which has submitted its interim report for rationalizing expenditures;
• Passing an ordinance to reform the coal sector via auctions;
• Securing the political agreement on 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
that will allow legislative passag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 Instituting a major program for financial inclusion―the Pradhan Mantri
Jan Dhan Yojana under which over 12.5 crore new accounts have been
opened till mid-February 2014;

11) Box 1.2 from Economic Survey of India 2014-15 (Volu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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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ing the push to extending coverage under the Aadhaar program,
targeting enrollment for 1 billion Indians; as of early February, 757 million Indians had been bio-identified and 139-Aadhaar linked bank accounts created;
• Increasing FDI caps in defense;
• Eliminating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gold;
• Passing an ordinance to make land acquisition less onerous, thereby easing the cost of doing business, while ensuring that farmers get fair compensation;
• Facilitating Presidential Assent for labour reforms in Rajasthan, setting
an example for further reform initiatives by the states; and consolidating
and making transparent a number of labour laws;
• Passing an ordinance increasing the FDI cap in insurance to 49 percent.
Commencing a program of disinvestments under which 10 percent of
the government’s stake in Coal India was offered to the public, yielding
about ` 22,500 crore, of which ` 5,800 crore was from foreign investors;
• Passing the Mines and Minerals (Development and Regulation)
(MMDR) Amendment Ordinance, 2015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the
revival of the hitherto stagnant mining sector in the country. The process
of auction for allotment would usher in greater transparency and boost
revenues for the States.

The government observes the need for growth and state-delivered programs.
It says (ibid. pp. 28-30):
“Economic growth is good for the poor, both directly because it raises
incomes and because it generates resources to invest in the public services
and social safety nets that the poor need. Growth―and the prospects and
opportunities that it brings―also encourages individuals to invest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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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human capital. A recent study found that merely informing families in
villages outside Bangalore that call centres were hiring educated women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adolescent girls in those villages completed
school. However, growth must be complemented with effective statedelivered programs that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To be successful, anti-poverty programs must recognise that policies
shape the incentives of individuals and firms, and also acknowledge the
limited implementation capacity of the state to target and deliver public
services to the poor…. Technology is increasingly affording better means for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economic lives of the poor. The JAM Number
Trinity―Jan Dhan Yojana, Aadhaar and Mobile numbers―might well be a
game changer because it expands the set of welfare and anti-poverty policies
that the state can implement in future. These technological innovations have
renewed academic interest in the potential of direct cash transfers to help the
poor. Recent experimental evidence documents that unconditional cash
transfers―if targeted well―can boost household consumption and asset
ownership and reduce food security problems for the ultra-poor.”

In the context of growth and private investment, the Survey noted that (p. 31):

“The balance sheet syndrome with Indian characteristics” creates a web of
difficult challenges that could hold back private investment. Private investment must remain the primary engine of long-run growth. But in the interim,
to revive growth and to deepen physical connectivity, public investment, especially in the railways, will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The syndromes
are: weak profitability and over-indebtedness of the corporate sector, weak
institutions related to bankruptcy, infrastructural bottlenecks and ease of doing business, and deteriorating balance sheets of the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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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 from all these, the other areas of emphasis are: Good governance,
funding the unfunded, from Jan Dhan to Jan Suraksha. For Infrastructure - the
main aspects include: Sharp increase in outlays of roads and railways;
corresponding increase in capital expenditure of public sector units; 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 (NIIF), to be established with an annual
flow of Rs. 20,000 crores; Tax free infrastructure bonds for the projects in the
rail, road and irrigation sectors; PPP mode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be
revisited and revitalized; Atal Innovation Mission (AIM) to be established in
NITI to provide Innovation Promotion Platform involving academicians, and
drawing up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to foster a culture of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 sum of Rs. 150 crore will be
earmarked; Concerns of IT industries for a more liberal system of raising
global capital, incubation facilities in our Centres of Excellence, funding for
seed capital and growth, and ease of Doing Business etc. would be addressed
for creating hundreds of billion dollars in value; (SETU) Self-Employment and
Talent Utilization) to be established as Techno-financial, incubation and
facilitation programme to support all aspects of start-up business; Rupees.
1,000 crore to be set aside as initial amount in NITI.12)
For investment, the main points are: Foreign investments in Alternate
Investment Funds to be allowed;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foreign
investments, especially between foreign portfolio investments and foreign direct

12) http://indiabudget.nic.in/ub2015-16/bh/bh1.pdf,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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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s to be done away with; Replacement with composite caps; A
project development company to facilitate setting up manufacturing hubs in
CMLV countries, namely, Cambodia, Myanmar, Laos and Vietnam.
For Green India, the plans are: Target of renewable energy capacity revised
to 175,000 MW till 2022, comprising 100,000 MW Solar, 60,000 MW Wind,
10,000 MW Biomass and 5,000 MW Small Hydro; A need for procurement
law to contain malfeasance in public procurement; Proposal to introduce a
public Contracts (resolution of disputes) Bill to streamlin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resolution of such disputes; Proposal to introduce a regulatory
reform Bill that will bring about a cogency of approach across various sectors
of infrastructure.
In case of Skill India, important plans include: Less than 5% of our potential
work force gets formal skill training to be employable; A national skill mission
to consolidate skill initiatives spread across several ministries to be launched;
Deen Dayal Upadhyay Gramin Kaushal Yojana to enhance the employability
of rural youth; A student Financial Aid Authority to administer and monitor
the front-end of all scholarship as well Educational Loan Schemes, through the
Pradhan Mantri Vidya Lakshmi Karyakram; The National Optical Fibre
Network Programme (NOFNP) to be further speeded up by allowing willing
states to execute on reimbursement of cost basis; Special assistance to Bihar
& West Bengal to be provided as in the case of Andhra Pradesh; Government
is committed to comply with all the legal commitments made to AP &
Telengana at the time of their re-organisation; Inspite of large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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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lution to state sufficient fund allocated to education, health, rural
development, housing, urban development, women and child development,
water resources & cleaning of Ganga; Part of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 Ahmedabad-Dhaulera Investment region and Shendra-Bidkin
Industrial Park are now in a position to start work on basic infrastructure;
Made in India and the Buy and the make in India policy are being carefully
pursued to achieve greater self-sufficiency in the area of defense equipment
including aircraft; Broad themes adopted for all these objectives are:
i. Measures to curb black money;
ii. Job creation through revival of growth and investment and promotion of
domestic manufacturing – “Make in India”;
iii. Improve ease of doing business - 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
iv. Improve quality of life and public health – Swachh Bharat;
v. Benefit to middle class tax-payers; and
vi Stand-alone proposals to maximise benefit to the economy.
Focusing on the East Asian Economic Miracle and the tiger economies, Mr.
Modi has launched the idea of establishing India as a manufacturing hub in
Asia, if not of the world. Such an ambitious effort need to be supplemented
by judicious domestic and trade policy in a globalized, interdependent world.
As per Economic Survey (pp. 38-39): “The Prime Minister has made the
revival of Indian manufacturing a top priority, reflected in his “Make in India”
campaign and slogan. The objective is as laudable as the challenges it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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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nting, because Indian manufacturing has remained stagnant at a low level,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success in East Asia.
Two questions arise. Is manufacturing the sector that Make in India should
focus on? What instruments should be deployed to realize the objective? New
academic work suggests that there is a complementary way of thinking about
transformational sectors in and for development.”
For identifying ‘transformational sectors’, five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High levels of productivity, so that incomes can increase; Rapid rate of growth
of productivity in relation to the world frontier (international convergence) as
well as rapid growth toward the national frontier (domestic convergence); A
strong ability of the dynamic sector to attract resources, thereby spreading the
benefits to the rest of the economy; Alignment of the dynamic sector with a
country’s underlying resources, which typically tends to be unskilled labor; and
Tradability of the sector, because that determines whether the sector can
expand without running into demand constraints, a feature that is important for
a large country like India. The most talked aspect of Make in India has the
following emphasis:

Revival of growth and investment and promotion of domestic
manufacturing for job creation; Tax “pass through” to be allowed to both
category I and category II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Rationalisation of
capital gains regime for the sponsors exiting at the time of listing of the units
of REITs and InvITs; Rental income of REITs from their own assets to have
pass through facility; Permanent Establishment (PE) norm to be modif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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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 fund managers to relocate to India. General Anti Avoidance Rule
(GAAR) to be deferred by two years; Additional investment allowance (@
15%) and additional depreciation (@35%) to new manufacturing units set up
during the period 01-04-2015 to 31-03-2020 in notified backward areas of
Andhra Pradesh and Telangana; Rate of Income-tax on royalty and fees for
technical services reduced from 25% to 10% to facilitate technology inflow;
Benefit of deduction for employment of new regular workmen to all business
entities and eligibility threshold reduced; Basic Custom duty on certain
inputs, raw materials, intermediates and components in 22 items, reduced to
minimize the impact of duty inversion; All goods, except populated printed
circuit boards for use in manufacture of ITA bound items, exempt from
SAD; SAD reduced on import of certain inputs and raw materials; Balance
of 50% of additional depreciation @ 20% for new plant and machinery
installed and used for less than six months by a manufacturing unit or a unit
engaged in generation and distribution of power is to be allowed immediately
in the next year.

Encouragement of formalizing or registering the ‘unorganised’ or informal
sector is also on the agenda as for transformational benefits to spillover.
Important policy focus, as identified, is to complement efforts of improving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with skill upgrades and sustaining dynamism via
skill supply. I will turn to this aspect and trade-led industrialization via
technological flows in Section 4 when I discuss global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 and also domestic factors
such as human capability expansion.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s part of this
integrate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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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spects of Ease of doing business – the main idea here is essentially
‘Minimum Government Maximum Governance’: Simplification of tax
procedures; Penalty provision in indirect taxes being rationalised to encourage
compliance and early dispute resolution; Central excise/Service tax assesses to
be allowed to use digitally signed invoices and maintain records electronically;
Wealth-tax replaced with additional surcharge of 2 percent on super rich with
a taxable income of over Rs. 1 crore annually; Provision of indirect transfers
in the Income-tax Act suitably cleaned up; Applicability of indirect transfer
provisions to dividends paid by foreign companies to their shareholders to be
addressed through a clarificatory circular; Domestic transfer pricing threshold
limit increased from Rs. 5 crore to 20 crore; Tax Administration Reform
Commission (TARC) recommendations to be appropriately implemented during
the course of the year; Education CESS and th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ESS to be subsumed in Central Excise Duty; Specific rates of
central excise duty in case of certain other commodities revised; Online central
excise and service tax registration to be done in two working days; Service-tax
plus education CESSs increased from 12.36% to 14% to facilitate transition to
GST; Seized cash can be adjusted towards assessed tax liability.13)
In this context, Economic Survey (2014-15)14) is worth quoting, as it
mentions that:

13) http://indiabudget.nic.in/survey.asp
14) http://indiabudget.nic.in/surve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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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ve shifts in policies controlled by the Centre combined with a
persistent, encompassing, and creative incrementalism in other areas could
cumulate to Big Bang reforms. As the new government presents its first
full-year budget, a momentous opportunity awaits. India has reached a sweet
spot―rare in the history of nations―in which it could finally be launched on
a double-digit medium-term growth trajectory. This trajectory would allow the
country to attain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wiping every tear from every
eye” of the still poor and vulnerable, while affording the opportunities for
increasingly young, middle-class, and aspirational India to realize its limitless
potential. But “wiping every tear from every eye” also requires pro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a well-functioning, well-targeted,
leakage-proof safety net that will both provide (minimum income) and protect
(against adverse shocks). The process of fiscal consolidation and increasing the
revenue-to-GDP ratio to ‘comparator’ emerging Asian economies (25%) or
emerging market economies in general (29%) is the target. ‘Modi Effect’ is a
contentious issue that needs to be explored and probed deeper to identify
commonalities and divergences of economic policy-making, in terms of
addressing the core elements to make India shine. Dreze and Sen (2013) argued
that: ‘the two-way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evelopment as freedom
from poverty or social barriers] has been a central feature of the so-called
’Asian Economic Development’, citing Korean and Japanese examples. Hence
they emphasize the need for policy of mobilizing resources for human capital,
health, education, innovative capabilitie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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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rom shackles of poverty, as opposed to growth-centric views posited
by Bhagwati and Panagariya (2013).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both side of
these arguments for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of India.

3.2: Overcoming India’s Achilles’ heel of development
deficits? One Year Review.
In this section, I discuss the performance of the Modi government since their
election in 2014, drawing upon my discussions in previous sections. From
historical experiences, it is pertinent to note that for a large democracy like
India where most of the people are struggling with falling income and poverty,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should be sufficiently wide-spread so as to be
able to reach the average person, which is necessary for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objectives. As discussed before, three pronged approaches―
controlling inflation via fiscal and monetary policy and food policy, tax and
expenditure reforms via 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FRBM)
act, and legal,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enabling the state
to correct market failures―are planned for putting the economy on a path of
inclusive, high-track, sustainable growth.
Just after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government’s inauguration on May
26th, and after Modi’s historic victory and histrionic speeches, media and other
reports reviewed its annu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eport by Zhong and
Kala (WSJ, June 3, 2015), ‘A raft of other data, including expor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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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profits, still point to weakness in Asia’s third-largest economy. The
wild swings in key parts of the new GDP series have added to the skepticism.
The revision raises questions on the sanctity of this growth momentum.
Nonetheless, Prime Minister Modi has basked in the new GDP figures. He
marked his government’s first anniversary in May by parading his moves to
attract investment and remove hurdles to doing business. Still, few say the
early policy changes have brought about a radical turnaround.’ A report in the
same news (Anand and Nayak, WSJ, April 17-19 2015) says: ‘amongst the
worst off are the companies in the cement and infrastructure sectors, as
demand has not picked up. Construction activity and capital expenditure on
infrastructure are almost at a standstill. Companies are still struggling with
debt, and sliding tax revenue is weighing 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build
the roads, ports, and bridges the country needs.’ Recent spurt of growth of
India over China has drawn everyone’s attention. However, as Anand and
Nayak (WSJ, April 17-19, 2015) reports, ‘companies are still waiting for the
so called “Modi Magic” to boost their bottom lines. Even the RBI has to cut
its main policy interest rates by 0.25 percentage points to 7.25% in May 2015.
Zhong and Parussini (WSJ 2015) reports a ‘negative output gap’ below long
run full capacity output, with falling core inflation and sluggish growth
(industrial production being up by just 2.8% in March 2015). In fact,
Raghuram Rajan, Governor of the Reserve Bank of India (RBI), sees fragility’
and quagmire’ despite revision of GDP data making it look like an accelerating
economy. According to him, “The paradox shows that months after Ind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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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tatisticians adjusted their methodology for estimating gross
domestic product, policy makers still find themselves looking beyond GDP for
a fuller picture of the economy’s health―and concluding that despite the
world-beating official growth rate, weakness abounds. [India’s] GDP data have
been sending out confusing signals since the revision in January. Recent output
growth got a big boost―more than two percentage points in some cases―
baffling analysts and officials.” All these have been attributed to ‘weak demand
and torpid investment.’ Most of the economists believe that even if the
statistics is not fudged totally, the GDP numbers do not tally with the activity
levels reflected in the data, such as, in railway and airport traffic, cargo traffic
sluggishness, industrial production, sales of two-wheelers, bank credit and
deposit growth, fall in exports in April 2015, subdued ‘Purchasing managers
index, etc. (see Zhong and Parussini June 3, WSJ 2015).
Modinomics is based on the role model of Gujarat’s economic success. Yet
a study by Ghatak and Roy (2014) contradicts this supposed ‘success story,’
that growth under Narendra Modi in 2000 was not higher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as well as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for other states, making
drawing of conclusions from the experience of Gujarat questionable. After
holding the economic reins in Gujarat for more than 12 years as the chief
minister, he has gained a reputation for business-friendliness and established
himself as an energetic figure, to woo FDI and FII. If people thought Gujarat’s
growth would be replicated in case of national level, then a long list of things
await for boosting reforms, and decisive policy execution. Mid-term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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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of the new government shows policy actions adopted so far, such as:
increasing FDI in defense, in insurance (49%), deregulation of diesel prices,
reform of the coal sector via coal auctions, eliminating quantitative barriers on
gold, facilitating labor reforms in Rajasthan, disinvestment programs,
expenditure management commission, financial inclusion via Pradhanmantri
Jan Dhan Yojana for 9 crore new accounts till December 2014, Swacch Bharat
Abhyian (Clean India Program) for sanitation by 2019, introduction of GST,
direct transfers rather than subsidization via government interventions, etc.
A new method of India’s Official GDP estimation method-revised GDP
methodology with new ways of capturing activities such as the vast ‘difficultto-measure’ informal economy has raised debates about whether it is true or
merely statistical artefacts. On 30th January 2015, the Central Statistics Office
(CSO) has released the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NAS) with 2011-12 as the

Table 5. Trend in Growth Indicators(%)

Indicators

2012–13

2013–14

2014–15

GDP

5.1

6.9

7.4

Per capita GDP

3.8

5.5

6.1

GVA at basic prices

4.9

6.6

7.5

GVA at factor cost
GDP deflator

5

6.6

7. 5

-4.5

-4.7

(5.5)*

7.6

6.3

3.8

Figures in brackets refer to growth rate of GDP at factor cost of 2004–05 series.
*Growth rate expected by RBI and Ministry of Finance.
Source: Rajakumar and Shetty i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February 28, 2015, Vol L. No.
9,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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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ase year (instead of 2004-05). The CSO’s advanced estimate is viewed
with skepticism because there is no ‘visible signs of growth acceleration.’ The
table 5 shows that it is 2.3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2012-13.
According to Rajakumar and Shetty (2015a), real per capita GDP is
projected to grow by 6.1% in 2014-15 whereas inflation decreases with falls
in the GDP deflator by 2.5 percentage points to 3.8%. The service sector
outperformed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ectors in terms of their growth and
share in the GDP. ‘Financial, real estate, and professional service’ represented
21% of the GDP, with ‘Trade, hotels, transport,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ccounting for 19% (see below in Table 6). Although the
industrial sector showed recovery in growth rate compared to April-December
2013, slower relative growth of manufacturing, mining and quarrying, and
construction has registered decline in contribution (Ibid.). Fall in oil price has
reduced domestic inflation via cost-cutting and also reduced the oil import bill,
oil subsidies, but export growth was not as buoyant due to global economic
slowdown especially due to Eurozone economies. However, as the report
shows (p. 110, Ibid.) that the “new series” estimates furnishes ‘phenomenal’
growth of 5.3% in 2013-14 as compared to a contraction of 0.7% under the
old 2004-05 series. In terms of its relative share in the total, there is a
considerable increase―it accounts for 17.3% of the total GVA under the new
series, compared to 12.9% by the old series in 2013-14; and 17.9% and 14.1%,
respectively in 2012-13. A few groups hitherto uncovered under the services
are now assigned to manufacturing. Further, in the new series, there is a

31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Table 6. Gross Value Added by Sectors at 2011-12 Prices

2011-12
Sector

2012-13

2013-14

2014-15

Share
Share
Share
Share
Growth
Growth
Growth
in GVA
in GVA
in GVA
in GVA

1. Agriculture

18.3

2. Industry

1.6

17.7

3.7

17.2

1.1

16.2

33.3

1.8

32.3

4.5

31.7

5.9

31.2

Mining and quarrying

3.3

-2.9

3.0

5.4

3.0

2.3

2.9

Manufacturing

18.1

6.4

18.3

5.3

18.1

6.8

18.0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and others

2.4

1.1

2.4

4.8

2.3

9.6

2.4

Construction

9.5

-5.1

8.6

2.5

8.3

4.5

8.0

3. Service

48.4

8.5

50.0

9.1

51.1

10.6

52.6

Trade, hotels, ect

17.2

9.8

18.0

11.1

18.8

8.4

18.9

Finace, real estate, ect

18.8

8.8

19.5

7.9

19.7

13.7

20.9

Public administration, ect

12.3

6.2

12.5

7.9

12.6

9.0

12.8

GVA - Aggregate

100.0

5.0

100.0

6.6

100.0

7.5

100.0

Trade, hotel, ect, comprised: Trade, hotels, transport, commincation and services related to broadcasting.
Financs, real estate, etc, comprises: Finacial, real estate and porfessional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includes: Public administration, defence and other services.
Source: as Table 5 above.

change to the enterprise method using the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MCA) 21 database as opposed to the earlier concept of the establishment
method using Annual Survey of Industries (ASI), or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IIP) till ASI results get finalized. The sudden surge in
manufacturing output as per the new series does make one doubt the reliability
of the new estimates of manufacturing GDP.” Rajakumar and Shetty (2015b)
further shows using ‘double-deflation’ method that takes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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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input intensity in production, and using different deflator for
current inputs and outputs, that growth rate of manufacturing GVA is
overestimated in the rebased series of 2011-12, with lower GDP growth
numbers. Even this conforms to RBI studies (Ibid.). Goyal (p. 69, 2015),
however, identifies demand-side constraints on industrial growth and reinstates
some amount of optimism by highlighting the fact that despite evidence of
‘continuing slowdown of production’, cost saving by innovative firms to reduce
inflationary pressure and reallocation of enterprise in rebased series enabled a
one-time shift in growth of value-added, ‘rather than a recovery of industry’.
Goldar (2015a) lends support to the growth rate of real GVA in manufacturing
above 5%; the debate about the divergence in the growth estimates of real
GVA and GDP in the new series and the old one is explained in terms of data
sources such as the ASI and IIP and the difference is attributed to the ‘required
correction in industrial growth estimates’ where growth dynamics of manufacturing
is linked to that of the services. However, using double-deflation procedure and
separating imported material inputs from domestic inputs, Goldar (2015b)
shows that after trade liberalization during 1990s and 2000s, during 1999-2000
to 2011-12, Indian manufacturing experienced rapid TFP growth of 6.7% per
annum, whereas the trend growth rate in double-deflated GVA in organized
manufacturing is about 18% per annum. Thus, on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impact of reforms under UPA in terms of growth in manufacturing
productivity. Added to this debate, is the disagreement of Nagaraj (2015) with
this view, as he identified shortcomings in the methodology in the C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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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Without going into the debate, it is pertinent to note that these
numbers are puzzling, with respect to figuring out the sources of such growth
in GVA, as the rate of investment or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FCF) fell
to 28.6% of GDP in 2014-15 from 33.6% in 2011-12, without efficiency or
capacity utilization showing any noticeable increase.
Without delving deep into the controversies over the methodological
conundrum, it is crucial to look into the aspects of ‘productive capability or
complexity’ that Ricardo Hausmann emphasized for his optimistic projection of
India superseding other economies in 2023. That is related to the emphasis on
the ‘Make in India’ slogan. For that to happen we need to consider the role
of structural reform, changes and economic growth. Once the domestic
constraints are figured out, policy reforms in those sectors are essential to
developing comparative advantage and export competitiveness as China did. A
recent study shows that during 7–month period (December 2014-June 2015),
although the trade deficit fell, but there has been contraction in India’s
merchandise trade, and this is attributed to fall in international oil price and
slack global demand; caution was also raised, citing the fall in deficits was due
to ‘industrial stagnation rather than a revival of growth in Indian
manufacturing’ and that it would be ‘considered paradoxical if we are to accept
the claims that India’s growth is recovering and making her the fastest growing
major economy in the world’ (Mazumdar 2015). The study further shows
evidences of import intens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adverse
movement of trade balance with fall in trade surplus in transpor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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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xtiles. Export growth to most trade partners is negative and imports of
manufactured products from developed nations as well as from East Asia has
swelled, showing trade deficit in manufacturing (see Tables 7 and 8 below).

Table 7. India’s Merchandise Trade, December 2014 to June 2015($ million)

Exports
Month/Period

Value

December 2014 26,126.82

Imports

Percentage
Change over
Previous Year

Value

Trade Balance

Percentage
Change over
Previous Year

Latest

Previous
Year

-1.01

35,255.62

-3.62

-9,128.80

-10,187.03

January 2015

24,370.26

-9.38

32,108.61

-11.66

-7,738.36

-9,454.75

February 2015

21,866.55

-13.75

28,276.75

-16.01

-6,410.20

-8,312.31

March 2015

23,884.45

-21.28

35,703.90

-13.54

-11,819.45 -10,953.43

April 2015

22,091.66

-15.14

32,973.35

-7.88

-10,881.69 -9,760.73

May 2015

22,263.17

-20.48

32,690.12

-16.30

-10,426.95 -11,059.85

June 2015

22,289.43

-15.82

33,116.55

-13.40

-10,827.12 -11,763.24

December 2014–
1,62,892.33
January 2015

-14.04

2,30,124.91

-11.82

-67,232.57 -71,491.35

Source: Reserve Bank of India, Real Time Handbook of Statistics on the Indian Economy (www.rbi.org).
Taken from Table 1, Mazumdar (2015).

321 ∙

∙

322

Plantation
Agri and allied products
Marine products
Ores and minerals
Leather and leather manufactures
Gems and jewellery
Sports goods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Plastic and rubber articles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ware
Paper and related products
Base metals
Optical, medical and surgical instruments
Electoronics items
Machinery
Office equipments
Transport equipments
Project goods
Textiles and allied products
Petroleum crude and products
Others
Total
1,040.17
11,936.99
800.89
3,441.27
9,534.54
13.73
13,143.10
20.93
20,726.29
31,158.67
3,431.49
1,62,665.66

1,136.19
12,072.17
805.2
2,839.08
9,899.70
31.91
13,367.58
20.73
19,079.71
17,894.82
2,558.81
1,40,602.94

9.23
1.13
0.54
-17.5
3.83
132.41
1.71
-0.96
-7.94
-42.57
-25.43
-13.56

3,870.53
11,036.95
2,126.57
15,672.16
15,390.40
83.63
7,323.67
2,055.46
2,334.75
83,710.00
7,158.81
2,22,685.28

3,514.91
13,284.65
2095.93
18,404.43
16,469.46
77.64
8,359.72
1,850.21
2,454.03
47,714.90
6,211.82
1,97,008.33

-9.19
20.37
-1.44
17.43
7.01
-7.16
14.15
-9.99
5.11
-43
-13.23
-11.53

-2,830.36
900.04
-1,325.68
-12,230.89
-5,855.86
-69.9
5,819.43
-2,034.53
18,391.54
-52,551.33
-3,727.32
-60,019.62

-2,378.72
-1,212.48
-1,290.73
-15,565.35
-6,569.76
-45.73
5,007.86
-1,829.48
16,625.68
-29,820.08
-3,653.01
-56,405.39

Exports
Imports
Trade Balance
December
December
December
Percentage
Percentage
December 14
May 2014
201420132013May 2014
Change
May 2015
Change
May 2015
May 2014
755.87
-7.97
467.79
415.47
-11.18
353.56
340.4
14,072.27
-18.78
7,537.45
8,603.77
14.15
9,789.46
5,468.50
2,199.13
-9.89
35.42
42.51
20.02
2,405.13
2,156.62
1,122.13
-39.54
12,650.12 12,990.20
2.69
-10,794.17 -11,868.07
2,883.02
-5.44
479.06
537.37
12.17
2,569.90
2,345.65
18,863.39
-6.16
25,717.94 28,241.27
9.81
-5,615.32
-9,377.88
115.18
-9.03
95.65
99.57
4.1
30.97
15.61
15,953.59
-1.18
17,221.99 17,723.65
2.91
-1,078.71
-1,770.06
2,927.70
-18.51
6,670.51
6,708.06
0.56
-3,077.63
-3,780.36

Source: DGCIS (accessed from http://commerce.nic.in/ftpa). Taken from Table 3, Mazumdar (20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

1
2
3
4
5
6
7
8
9

December
2013May 2015
821.35
17,326.91
2,440.55
1,855.95
3,048.96
20,102.62
126.62
16,143.28
3,592.88

Table 8. Exports, Imports and Trade Balance by Commodity Groups, December 2014-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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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Five Year Plans hav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spillovers of
benefits

of

reform-led

economic

growth

to

the

down-trodden

or

underrepresented sections of the populations. Not only that, the relationship at
the global and national level depends on the state-level performances and
catch-up in terms of state level GDP. In other words, for manufacturing GVA
to register ‘truly’ high growth in real terms so as to augment real GDP grow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omestic performance across states and complement
with global players for bridging the gap. Imbalanced economic growth is one
of the causes of underdevelopment because it leads to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ensions across regions (Barro and Sala-I-Martin 2002).
For economic prosperity to happen at the national level, the primary drivers
of economic growth need to be fixed at the micro level using a bottoms-up
point of view. Traditionally, it has been emphasized that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in areas such as roads, physical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via
schooling, promote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Besley et al. 2013).
Extending that argument, for the Indian state, designing appropriate
state-specific polices targeting development of those factors at the state- or
regional level is essential. In case of India, all states are not equally developed
and there are considerable variations in income disparity across Indian states.
In order to have the micro level pictures, I first explain state level differences
in terms of performances. Sharma (2015) recently documented that BIMARU
(Bihar, Madhya Pradesh, Rajasthan, Uttar Pradesh) states and others such as
Orissa have made progress, but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nation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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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indicators are still alarming. The study shows that for most of the
states, convergence to national level average of indicators happened in only 5
out of the 13 indicators and hence, it concludes that (Ibid, p. 63): ‘Even after
six decades of developmental plann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mains
largely policy rhetoric. Every five year plan has tried to reduce regional
imbalances in different fashion. The reality is that regional disparities persist
because policymakers have failed to implement the right policies to eliminate
them. In general, India is very progressive in formulating plans and programs,
but the will to implement them is missing. Good governance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area’.
By dividing 15 major states into high, middle, and low income groups,
Mallick (2013, 2014) has found that during post reform and liberalization
period when Monopolistic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MRTP) and
Industrial Licensing Act 1951 were dismantled, variations in competitive
private investment flows into the states led to variations in per capita income
across the states successful in attracting the investment flows. In other words,
differences in private investment and distribution of public investment and
resources, and the design of appropriate state-specific policies to build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energy, etc. for state-level performances. In the context
of the present government, Gujarat is a state which attracts the discussion as
Modi hails from that state due to his much-talked-about performance. There are
differences in evidence and opinions about the euphoria and exuberance
surrounding Gujarat’s performance and hence, whether Modi’s polici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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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ped on strict governance measures and business-friendly reform policies will
achieve a turnaround in the Indian Economy in near future beyond 2015 and
after is still under scrutiny; and depends on ‘cautious optimism’, not ‘animal
spirits’ which forces us toward momentous action without gauging the
consequences in the medium to long-run based on rational evidence-based
analysis. Ghatak and Roy (2014a, b) shows that despite being one of the richest
states in India during the 1980s-1990s, during Modi’s regime the growth
accelerations in Gujarat have not been all that remarkable so as to draw media
and public discussion. They showed that the spectacular performance under Mr.
Modi’s stewardship does not need special mention because being already
developed and grown, the margin of improvement was not so significant for
developed states like Gujarat and Maharashtra while in case of Bihar it showed
remarkable growth in per capita state domestic product compared to even the
national average; Kerala has outperformed others in terms of human
development index; and Rajasthan did good in reducing inequality. Gujarat
maintained its top of the league position without spectacular differences in
growth acceleration compared to those in the 2000s.
Cortuk and Singh (2015), based on the classical theories of development
economics, has explored the role of dynamic transformations in economic
growth of the Indian states. By constructing indices for structural change―
Norm of Absolute Values (NAV) and Modified Lilien Index (MLI) for sectors,
they find that structural changes in the richer states (Gujarat, Andhra Pradesh,
Kerala, Maharashtra, Haryana, etc.) caused economic growth during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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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verage Annual Growth Rates of NSDP Level and Per Capita- 16Major
States(%)

States

Andhra Pradesh
Assam
Bihar
Gujarat
Haryana
Himachal Pradesh
Karnataka
Kerala
Madhya Pradesh
Maharashtra
Orissa
Punjab
Rajasthan
Tamil Nadu
Uttar Pradesh
West Bengal
All-India

Growth Rates
Total NSDP
Per Capita NSDP
1980-89 1990-99 2000-10 1980-89 1990-99 2000-10
6.8
5.2
7.9
4.5
3.6
6.8
4.1
2.5
4.9
1.9
0.6
3.4
4.6
2.8
8.9
2.4
1.0
6.9
6.5
6.8
8.6
4.4
4.8
6.9
6.4
5.1
8.9
3.9
2.7
6.8
5.2
5.8
6.8
3.3
3.8
5.4
5.6
6.7
6.1
3.5
5.1
4.8
2.9
6.0
7.5
1.5
4.9
6.6
3.9
5.6
5.3
1.4
2.9
3.4
6.3
6.6
8.4
3.9
4.5
6.7
5.2
2.7
7.1
3.3
1.0
5.7
5.8
4.3
5.5
3.8
2.3
3.6
7.5
6.5
6.7
4.8
4.0
4.6
5.4
6.3
7.7
3.9
5.2
6.8
4.9
3.2
5.4
2.5
1.0
3.3
4.1
6.7
6.3
1.9
4.8
5.2
5.4
5.8
7.2
3.2
3.7
5.6

Bihar in 1980s and 1990s is undivided Bihar, i e, includes Jharkhand. In 2000s, Bihar is modernday Bihar.
Similarly, for MP and UP. Highlighted cells indicate higher than national average growth in that
decade.
Source: Ghatak and Roy (2014a), Table 3(a).

and after as compared to poorer states initially (Chattisgarh, Odisha, MP,
Jharkhand, Rajasthan, etc.). Sectoral shifts into highly productive sectors enable
growth and higher per capita State domestic product (SDP).
th

For catching-up with the ‘developed states’, in this context, the 14 Finance
Commission adopted a “Cooperative Federalism” approach for distrib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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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between the center and the states for addressing regional disparities
and promoting growth of the backward states. However, the emphasis on
human development via programs such as public health, schooling, physical
infrastructure, appropriate institution-building is lacking. The present government
should address these issues in order to achieve the long-term objectives.15)
According to Oommen (2015), the fourth finance commission has not treated
the local governments comprehensively so as to strengthen their position as
part of the Indian federal polity, and thus, it might actually be counterproductive. While acknowledging the usefulness of bringing the states to the
forefront of the development paradigm, Bhaskar (2015) mentions the necessity
of putting in plac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x ante and ex post
validation of both central and state budgets’.
Thus, it is important to build up productive capacity by promoting
investment, infrastructure, entrepreneurial abilities, educated labor for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innovation and catch-up, global engagement
is necessary and India could harp on countries like South Korea, China,
Singapore, and others. The role of South Korea needs special mention. In this
context, ‘The Economist’ observes (p. 9, February 2015): ‘if India could only
take wing it would become the global economy’s high-flyer―but to do so it
15) In this paper, I intend to present a holistic approach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rograms that the “new” model of Modinomics could pursue while ignoring the political
mileage or objectives. In other words, I discuss the all-round issues of resource management,
employment generation, inter-state disparity, etc. by keeping in view the idea of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via policies linked to domestic and global forces.

32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must shed the legacy of counter-productive policy. In July 1991 a landmark
budget opened the economy to trade, foreign capital and competition. India
today needs something equally momentous.’ Adducing to the fiasco about the
real GDP growth figure, it further argues that it is the least of the reasons to
get excited, ‘far more important is that the economy should be on an
increasingly stable footing’. Further, it argues that: ‘China’s rise was built on
export-led manufacturing. Yet the model is limited in terms of scope to follow.
Supply-chain trade growth has slowed and manufacturing is becoming less
labor-intensive as a result of technology. However, India could manage better
than it does now. It has a world-class IT-services industry, which remains too
skill-intensive and too small to absorb the 90m―115m often ill-educated
youngsters expected to enter the job market in the next decade. The country’s
best hope is a mixed approach, expanding its participation in global markets
in both industry and services. To achieve this Mr. Jaitley must focus on three
inputs: land, power and labor.”
Land Acquisition Act for easing land acquisition rules for industry and
infrastructure is another sensitive issue that Mr. Modi is holding back from, as
it will potentially lead to political backlash: specifically, whether forcing the
farmers of their land (60% of population is farmer) is going to deliver the
benefits. This contentious issue is one of the hurdles and is fraught with
anomalies. In case of India, the problem of serving the interests of the
minorities in the village is always a problem irrespective of the government’s
political objective, interfering with the economic rationale. The case of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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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irm POSCO, which expended an estimated $12 billion for a project,
is well-known for eliciting protest from people in Orissa, an eastern Indian
state. Apart from concern by the environmentalists (worrying about pollution,
coastal erosion), there are concerns about displacement of local people and
threatening of their livelihoods. All these led to difficulties of acquisition of
land (4,000 acres or 1,600 hectares). This involved issues of rights to
livelihood from forest. Similarly, the case for the Tata’s motor project in 2007
in West Bengal led to furor over compensation of the displaced farmers and
eventual moving out to Gujarat in 2008.
The Land Acquisition Act 2013 and its impact on political sustainability is
crucial as the academic literature shows that on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onsiderations, over-compensation of the displaced farmers in excess of market
values has theoretical basis when lands are being converted for trade and FDI
facilitation.16)The issue of proper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landlords and
tenants for conversion of lands to industrial use from traditional livelihood like
agriculture and other practices typical of a developing country like India
deserve attention because of the possible adverse socio-economic fallout such
as unemployment and inadequate compensation could lead to political

16) Das (2011, 2013) has discussed the aspects of immiserizing growth in the context of other
developing nations in African sub-continent. For economic growth to sustain and for political
stability, just conversion of land for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rive is not both
necessary and sufficient; however, it depends on wise policy reforms that makes the transition
from less to more industrialized more inclusive and thus, minimiz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fallout of such imbalanc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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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bility. Ghatak and Mookherjee (2014) has discussed the role of
compensation schemes for selling the land for industrialization and ex ante
incentives of landlords and tenants for making investments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For the present government, given its penchant f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pro-business attitude, this is becoming more of a problem. If the
government’s industrialization drive (for ‘Make in India’ or structural
diversification) involves conversion of land earmarked for infrastructure, roads,
trade facilitation, etc. for growth which violates property rights, efficiency and
equity considerations, and transparent compensation for the displaced, then the
‘royal’ motive of inclusive economic growth percolating to the majority poor
will be at stake. The dream of “rurban” development will be shattered.
Incumbent West Bengal Government’s defeat in 2011 is a lesson that a land
acquisition bill could disturb the political stability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promote ‘investment-friendliness’, the Government’s embracing of land
acquisition via the ‘Land Acquisition Ordinance’ is very controversial and
debatable in terms of violating the basic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schemes. The tinkering with the 2013 law was motivated to roll on the projects
such as infrastructure, industrial parks, real estate development, etc. As Ghatak
and Ghosh (2015) argues: ‘The government at the Centre has shown a
willingness to clear some of the unnecessary hurdles to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that were erected in the name of protecting farmers’ interests. This
should not be surprising. Narendra Modi came to power with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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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ly reputation and though dependent on the rural vote as much as any
other Indian politician, he carries none of the ideological baggage or the
activist dopplegangers the previous government had to deal with. However, to
make real headway, he will have to fix the land acquisition law where it is
truly broken. He will have to find a better way of determining compensation
amounts, one that is flexible and responsive to local needs and opportunities
rather than the rigid formula devised by unimaginative bureaucrats. Even as it
weathers the storm trying to prune the excesses of UPA’s land legislation, the
government is yet to rise to the real challenge.’
Recently, Anderson, Francois and Kotwal (2015) have shown in the context
of local governments (Panchayats) in rural Maharashtra that behind the ‘veneer
of ideal democracy’ with free elections, elite minorities by virtue of ‘social
superiority’ and ‘dominance of land ownership’ use ‘extra-political means’ (i.e.,
clientelist vote-trading structures) to undermine policies favoring poor majority.
Thus, ‘political control’ can downplay the true objective of land acquisition at
the cost of the traditional farmers and hence the pursuit of economic reforms
might end without a human face. Sometimes, this ‘improper democracy’ might
lead to ‘political favoritism’ in the sense that the districts sharing the
government’s political objectives will get more expenditure on infrastructure
and business-friendly projects (Burgess et al. 2015).
Another contentious issue is the central government’s tinkering with the
labor laws reform so as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or insurance for mitigating
labor-market risk in the face of vulnerability to external shocks i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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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If social insurance programs fail to protect the
income and employment, then there could be a chance of political backlash
which will lead to uncertainty. As India is undergo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with rise of industry and services, workforce in these sectors rose by 31
million and 20 million respectively, while that in agriculture declined by 36
million (Economic Survey of India 2014). According to the World Bank, there
has been a fall in the share of the workforce in agriculture from 60% in 2000
to 47% in 2012. Rajiv Gandhi Shramik Kalyan Yojana (RGSKY) and
Employees Stat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ESIC) providing benefits to
the workers have stringent requirements, meaning it needs greater support
along with flexibility.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NREGS) is one of the largest anti-poverty programs in India’s history for
generating employment for the rural poor. With regard to the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s (MGNREGS/MGNREGA),
unlike standard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s, it guarantees 100 days of
work to the rural household at the existing minimum wage, esp. suited for the
rural poor.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s criticisms of the program as a
‘dole’ out17) and existence of rooms for corruption and malpractices, distortions,
populism, resource drainage, raised serious concern as to the continuation and
efficacy of such programs. As it became a major issue in the 2014 Lok Sabha
election,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BJP government handles its implementation.
17) Bibek Debroy and Surjit Bhalla dubbed the UPA’s scheme as ‘dole’ (see Indian Express 24
July, 2013 and 9 May, 2013 in Shillo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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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anda (2015), Ghosh (2009), Jha et al. (2011) has discussed, despite pitfalls
the scheme has immense imp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xpansion of
human capability, critical minimum level of income, positive employment and
income effect, equity, resource mobilization, and self-confidence to the rural
poor, gender balance.18) Thus, convergence of this program with other
well-intentioned programs, such as, national literacy or human capital
development via ensuring food and nutrition security, structural transformation
or reforms for transition to industrialization, business-friendliness, and
entrepreneurship capability development; is necessary for economic reforms
programs to have actual growth effects in the long run. This is because the
inclusive nature of such programs offer benefits to the people at the bottom
of the ladder and enables a catching-up process to begin. As the Modi
government want to create jobs for the unskilled, schemes such as MGNREGA
has important roles. In fact, BRICSAM and countries like Vietnam has
ambitious, better-designed programs in this regard, which enabled them to
grow and develop faster (Gerard and Gonzaga 2012, Holzmann et al. 2011).
Ghatak and Roy (2014b)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ost obvious
economic indicator, namely, state income,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in favor of the view that Modi had a transformative effect on the

18) Even the World Bank study by Ravallion and SAM multiplier analysis has shown positive
effect on income and employment of the rural poor. Thus, convergence of this program with
other well-intentioned programs is necessary for economic reforms program to have growth
effect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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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arat economy given the path it was already on since the early 1990s.’ From
all these, it is evident that ‘Modi magic’ could be more of a wild euphoria,
flamboyant exuberance, or, a surreal boast. Whether the agenda could become
real depends on facts and evidence from the ground and tackling of the issues
currently faced by his team under his stewardship, issues toward which I will
now turn to. Transformation of the Indian economy, as expected via policy
changes under ‘Modinomics’ or NDA might not be much different than
‘Manmohanomics’ under UPA. Thus, Mr. Modi might need to put emphasis
on economic logic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ue-driven metaphors. Political
slogan or campaign is different in colors and logic with irrational exuberance,
but rationality based on economic calculations should not diverge or depend
on politics when the larger interest of the people are involved under newly
elected government. In that sense, UPA and NDA policies should complement
each other, and pursued to finish the ‘unfinished symphony’ rather than be
rejected on political grounds. Narendra Modi has to show the potential to
supersede the growth performance of the UPA by bringing corruption under
control, strengthening of governance, and paying attention to hitherto neglected
aspects of health, education, literacy, entrepreneurship ability, and infrastructure.
Often economic outcomes and performances determine electoral success, but
in some circumstances economic performances might not be the driver.
Partially, such is the case of Indian election outcomes in 2014. In this context,
Ghatak, Ghosh, and Kotwal (2014) provides an important analysis showing that
despite corporate or media hype about Mr. Modi’s spectacular succ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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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arat, portrayal of the dismal performance during the UPA government’s two
terms was exaggerated, except in case of handling of corruption and
governance issues. According to the authors: ‘compared to the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regime, UPA period has been characterized by faster
growth, higher savings and investment, growing foreign trade and capital
inflows, and increased infrastructure spending in partnership with private
capital. The UPA’s political troubles arise not from policies that hurt growth
but from an inability to tackle the consequences of accelerated economic
growth―increased conflict over land, rent seeking and corruption in the
booming infrastructure and natural resource sectors, inability of public
education to keep up with increased demand and rising inspiration, and poor
delivery of welfare schemes made possible by growing revenues.’ The table 10
compares NDA (prior to Mr. Modi) and UPA’s two terms in terms of key
economic indicators. As per the table, except 2012-13 and 2013-14, under UPA
the economy did well. As per the article: ‘Under the UPA industry grew at
7.7%, up from 5.4% under NDA. Service sector growth increased from 7.8%
to 9.5%, while agriculture grew at 3.3%, which is higher than the 2.9%
registered under the NDA…. In the NDA period, India’s growth lead over the
world was 2.5 percentage points, which increased to about 3.5 percentage
points under the UPA.’ The Welfare schemes led to rise in fiscal deficit,
productive capacity was not damaged as gross domestic capital formation was
33% of GDP as compared to 25% under previous NDA government. Also, FDI
increased to an average of $26.2 billion in the 2nd term of the UPA un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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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n the former NDA regime. Most of the private capital flows went into
some of the infrastructures like power, telecommunications, oil and gas
pipelines, airports, and roads and performed well into the plan targets.

Table 10. Key Indicators during NDA and UPA Years.

NDA
UPA I
UPA II
UPA
(1998-2004) (2004-09) (2009-13) (2004-13)
Growth rate of real GDP (%)
5.9
8
7
7.6
General inflation (industrial workers) (%)
5.4
6.1
10.4
8.1
Food inflation (industrial workers) (%)
4.2
7
11.6
9
BSE sensex, average annual growth (%)
5.9
15
13.9
14.5
Fiscal deficit (% of GDP per year)
5.5
3.9
5.5
4.6
Annual FDI inflow (billion $)
2.85
15.44
26.19
20.22
Annual Average

Source: Reserve Bank of India and Planning Commission : Ghatak, Ghosh, and Kotwal (2014c)

However, corruption scandals (spectrum allocations, and coal block)
destabilized the government as UPA opened up the traditional state-sector for
private corporations, seeking private capital for infrastructure expansion. Also,
land acquisition act and opening up of natural resources sector like
coal/mineral resources broadened the scale of rent and conflicts with
stakeholders. Apart from these aspects of crony capitalism and welfarism and
wealth concentration in the hands of few, UPA was not faltering in terms of
aggregate parameters. The question of raising productivity by removal of the
weeds of inefficiency is major concern, and it is exactly what Mr. Modi
promised for by showcasing Gujarat. However, the analysis by Ghatak, Ghosh
and Kotwal (2014) further shows that despite attempts to attract domest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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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ment through Vibrant Gujarat Summit, the share of the
cumulative FDI inflows in the state since 2000 was only 4%, below that of
Delhi (19%), Maharashtra (31%), Karnataka (6%), and Tamil Nadu (6%) and
the share was falling in 2011-12 to 2012-13. Under UPA, India never reversed
the liberalization paradigm and embraced globalization, which is reflected in
the rising share of trade in the GDP of about 42% in 2012-13. Ten major
programs initiated by Mr. Modi and Mr. Arun Jaitley are: Swachh Bharat
(Clean India), Make in India, Smart Cities, 24x7 Power, Model Villages,
Financial Inclusion, Tax Reforms, Digital Convergence, Visit India, ensur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19)
The growth of real GDP 7.5% at market prices, which is more than IMF’s
projected rate of 5.8%, will enable India to edge out China. Even the findings
by Ricardo Hausmann at the Harvard University’s Centr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his ‘Atlas’ analysis based on ‘Economic Complexity Index’20)
adds flavor to this findings by projecting that India will overtake China, with
growth projections of 7.9 percent annually till 2023 while East Africa will also
shine in the future. This is based on ‘product sophistication of exports and
increasing complexity’ in which India has gained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in IT-sectors and software with a skilled labor force. I come back
to this point in subsequent sections while I discuss India’s tryst with the

19) I do not discuss all these aspects for want of space. Look at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
news/india-unlimited/make-in-india/indiaunlimited/45096904.cms
20) http://atlas.cid.harvard.edu/rankings/growth-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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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hyped ‘Make in India’ project.
According to Banga (2014b), since 2000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been
showing signs of ‘hollowing-out’, where domestic value-addition in total output
has been steadily declining, both in aggregate manufacturing as well as
disaggregated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has also been accompanied by
falling domestic value-addition in exports, even in traditional export-oriented
industries.” The growth rate has worsened from 6.6% in 2011-12 to 1.1% in
2012-13, and -0.7% in 2013-14, contributing only 15% to the GDP. Compared
to East Asia, it is low, for example in case of China the share is 34%, Thailand
40%, Malaysia 24%. Employment elasticity declined to -0.31 in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while manufacturing contribution to labor productivity growth was
6% as compared to China’s 32%. Various industrial policies were laid out to
address this concern. In 2011, National Manufacturing Policy (NMP) was
formulated. The important thing, as Banga (2014b) points out, is the prospect
of ‘hollowing-out’ when increased competition in global and domestic markets
triggers declining growth in domestic real value-added so that it registers a
diminishing share in total output―from around 25% in 1990s to 18% in
2010-11. This is true at the disaggregated level for textiles, clothing, chemicals,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furniture and other manufacturing, to mention a few. This has
severe implications because the industries has to depend on imported
intermediates sourced from countries like China, South Korea (backward
linkages in value-chain) without being able to add sufficient val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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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s (forward linkages), and thus eventually losing out by creating a
vacuum in manufacturing. Several reasons have been adduced to in this regard,
such as: intense competition, lack of dynamism, skill development, or
upgrading, technological progress or innovation via prop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is has the effect of stalling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a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competition from Chinese imports is
tremendous―rise of 588% from 2000. Overall, due to dismantling of trade
barriers and trade liberalization, imports of finished manufactured products,
consumer goods, gross imports of primary and processed industrial supplies all
showed large increases as compared to slower pace of rise in exports. Rising
import content of exports might be indicative of higher linkages into the Global
Value Chain (GVC), as argued by Banga (2014a&b), thanks to productfragmentation and value-chain slicing leading to trade in intermediates.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share of developing economies in global
value-added created by participating in GVC is 25% (for OECD, it is 67%)
with China, US and Germany each having a 9% share while India had only
1% in 2009. The author finds that (p. 59, Ibid.) ‘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experienced a steady decline from 90%
in 1995 to 78% in 2009. This decline was seen across the board in many
manufacturing industries. Almost all the industries experienced a rise in their
exports in the period 1995-2009; there was a simultaneous decline in their
value added in exports, which can have large adverse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as these industries are labor-intensive industries employing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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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skilled labor and represent a large proportion of female employment.
Indian manufacturing is not ‘gainfully’ linked into GVCs. In fact, in many
manufacturing industries where India is “locked-out” of GVCs are also losing
out on domestic value-added growth.’ South Korea’s share is 5% while for
Japan, it is 4%.
Following the above line of arguments, it is absolutely essential that
industrialization be a priority of the new regime. Among the pillars of ‘new’
policy under Modinomics, ‘Come, Make in India’ is the most aggressive one
for reviving India’s ailing manufacturing sector, generating employment and
growth, and for reaching out to global manufacturers, investors, fostering
innovation, and skill-development so as to ‘transform India into a manufacturing
hub. Can it fill the vacuum? Can it reverse the ‘hollowing out’ effect? The aim
is to augment domestic production to increase the share of manufacturing to
25% of GDP by 2022. Since its launch in September 2014, Government spent
less than 3 crore Rupees. Under this initiative, single- window clearances,
minimal procedures and cutting out of any red-tapism are instruments to
achieve the objective. Right now, the Indian government’s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 is engaged in a ‘makeover’ of this
ambitious drive for boosting Indian manufacturing, and rolling out fresh
campaign after the lion-logo controversy by hiring an advertising agency,
undertaking 360 degree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dia campaigns’ for the
theme of India ‘hosting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21)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ocus on different sectors, namely, aviation, construc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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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automobiles, defense, railways, and textiles, etc. However,
there are scathing attack and criticism that this policy is a copy or repackaging
of UPA’s policy under a different garb.22) Manmohan Singh said: “What the
BJP had opposed when we were in power is now being sold as its contribution.
The past is continuously being rewritten to promote a highly biased and
communal view. Institutions of democracy are under threat. The entire edifice
of the welfare state is now being dismantled in the guise of promoting faster
economic growth, whereas the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One pertinent point to note is that due to economic reforms, especially trade
reforms in capital goods, and fall in import tariffs on them, has caused an
increase in relative price of labor (i.e., real wage) to rental price of capital,
causing ‘sustained decline in labor intensity’ in the organized manufacturing
sector (Sen and Das 2015). Not only that, labor productivity growth in the
labor-intensive sectors has been low with divergence between labor-intensive
sectors and organized manufacturing aggregately over the 1990s and 2000s.
Thus, employment generation has faltered, with employment elasticity also
falling to 0.05. However, we also observe the emergence of highly
skill-intensive export-oriented service sector based on IT and enabled services,
but not concomitant rise i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as in the case of

21)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government-to-hire-advertisingagency-for-rolling-out-fresh-make-in-india-campaign/articleshow/47777782.cms
22)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make-in-india-copy-of-upaspolicies-havent-used-office-to-enrich-myself-manmohan-singh/articleshow/47440689.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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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China, or Korea. However, in this context I must share the opinion
of Mr. Raghuram Rajan, Reserve Bank of India Governor, that the global
slowdown might create problems for efforts related to ‘Make in India’ if it is
focused towards serving only international markets overseas. Not only that, he
mentioned that: “It is a worthwhile ambition to make in India, to produce in
India. Let us not think too much where we sell. Let us create conditions both
for manufacturing and service jobs. We may end up with world class service
firms, a few world class manufacturing firms and a few extraordinary domestic
firms which are focused on the domestic market. What we need is to build up
the infrastructure, work on simplifying business regulations and build good
human capital.”23) The focus he tried to make was on creating conducive
conditions for flourishing of industry, viz., ‘mix of good business regulation,
decent infrastructure, power, connectivity, human capital, governance’. Unlike
service, manufacturing needs to rely more on labor laws, infrastructure, and
business regulations.
Following the footsteps of Asian tigers, ‘Make in China’ is a path to
industrialization in the Chinese context, which has remade its image as
‘Factory Asia’ accounting for 25% of global manufacturing output. How that
has become successful is a lesson. On this note, I quote ‘The Economist (p.
11, March 14th, 2015): “China will continue to have three formidable
advantages in manufacturing that will benefit the economy as a whole. First,
23)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make-in-india-should-not-entirelyfocus-on-global-market-raghuram-rajan/articleshow/47460543.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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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linging to low-cost manufacturing, even as it goes upmarket to exploit
higher-value activities. The World Bank has found that the share of imported
components in China’s total exports has fallen from a peak of 60% in the
mid-1990s to around 35% today. This is partly because China boasts clusters
of efficient suppliers that others will struggle to replicate. It has excellent, and
improving, infrastructure: it plans to build ten airports a year until 2020. And
its firms are using automation to raise productivity, offsetting some of the
effect of higher wages―the idea behind the government’s new “Made in China
2025” strategy. China’s second strength is the Factory Asia itself… reinforcing
a regional supply chain with China at the centre. The third advantage is that
China is increasingly a linchpin of demand. As the spending and sophistication
of Chinese consumers grows, Factory Asia is grabbing a bigger share of
higher-margin marketing and customer service. At the same time, Chinese
demand is strengthening Asian supply chains all the more.”24) This is a
formidable challenge for the ASEAN economies, esp. Thailand and Vietnam
unless right policies are adopted. In case of India, it constitutes a real challenge
to face despite the ‘Make in India’ strategy, as several preconditions need to
be fulfilled to serve the world. China catered to its huge domestic market,
which triggered the expansion and innovation. If India does not tap its huge
domestic market in excess of USD 2 trillion, the strategy might have the
opposite effect. Despite rising wages, China’s dominance will continue to be
24) Aerotropolis is the Zhengzhou Airport Economic Zone that China aspires to make –seven times
the size of Manhattan, but built on the principle of eco-cities with less noisy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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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t as China is no longer specializing in the low-end of the value-added, but
also in advanced manufacturing. There has been movement to South East Asia
with cheaper labor cost than China, but China still lies at the centre of regional
supply chain including Vietnam, Myanmar, and Indonesia; meaning China
cannot be replaced as of yet. As ‘The Economist (pp. 61-62, 14th March,
2015)’ issue points out: “According to the McKinsey Global Institute,
import/export costs (clearing customs, port fees, inland transportation, and so
on) are 24% higher in ASEAN than in China, and the region’s custom
procedures take 66% longer than the OECD average. Its workers tend to be
less productive. Across the region, countries will have to invest more in
education. The mediocrity of infrastructure compared with China adds costs.
ASEAN nations have a free-trade agreement wit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here are also talks, still early, about a broader pact that would tie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gether, including India. Americans has left China out
of talks to create a pan-Pacific trade zone for now, but its eventual inclusion
seems inevitable.” This discussion shows that for building regional comparative
advantage, India needs to invest in those factors that enabled these countries
esp. China to become established as factory of Asia. It is, therefore, pertinent
to note that for ‘Making in India’; India has to look East as Asia stands out
to grow.
Recently, India being the ‘largest borrower’, Asian Development Bank
(ADB) has promised to support the initiatives25) for growth and poverty-reduction,
by increasing sovereign and non-sovereign loans to $10 billion-$12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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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2016 and 2018. ADB outlook projects growth rate to increase to 8.2%
in fiscal year 2016 due to reform initiatives favoring FDI, reduction in fuel
subsidies, progress regarding key infrastructure projects, labor market reforms,
and harmonized goods and services tax, improved business climate by raising
public investment by 25% in roads, railways, urban development; which might
crowd in private investment. For supporting the ‘make in India’ project, ADB
developed two ‘industrial and economic corridor projects’―one for the East
Coast Economic Corridor with Andhra Pradesh State Government; the other
one being a national project with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lso, for skill enhancements of the people, ADB is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Skills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for establishing skills institutes
and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engage in the skill sector. Support for
Indian Railways via investment projects for modernization of workshops,
factories for building locomotives and coaches, electrification has also been
promised.26)
According to Zhong and Kala (WSJ, p. 3, June 1, 2015), despite signs of
recovery during the last one-year period, it has not kept up with ‘market
expectations’. Based on this argument, a subsequent issue (Dhume, WSJ, June
4, 2015) reports that: “India’s prime minister needs to ignite the imagination

25) Make in India, Skill India, Clean India, Smart Cities,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AMRUT).
26) http://www.adb.org/news/adb-increase-lending-support-india-s-new-initiatives?utm_source=
news&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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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vestors and show that he is serious about reform.” In this context,
Bhandari (2015) has mentioned the uncertainty and volatility of growth in
2014-15 and expects it to last into 2015-16.27) The study paints a challenging
picture for balancing uncertainties among the world economy, weather,
geopolitical turmoil and the policy agenda of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In
particular, it mentions that Gross Value Added at basic prices (RBI’s indicator)
signals slowdown in the 4th quarter of 2014-15 although ‘new’ GDP measures
based on rebased series and market prices shows growth. Industry registered
slow volatile growth and growth in the construction sector declined to 1.44 in
quarter 4 of 2014-15 from 2nd quarter’s 8.7% growth rate. Slowdown in
services in the 4th quarter was observed; falling from 19.7% in 1st quarter to
0.1% in 4th quarter of 2014-15. Moreover, merchandise exports as well as
service exports with forward linkages have bleak growth predictions with
slowdown in emerging economies. The ‘Political confidence Index’ fell in
April 2015 on a quarter-on-quarter basis reflecting bullish sentiments. Foreign
policy and trade policy are important pillars in this respect and hence, in what
follows, I will explore the scope of leveraging globalization to India’s benefit
―India’s global engagement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her involvement
within Asia’s regional economies.

27) Bhandari (2015). India’s macroeconomic outlook: Is uncertainty the new paradigm? Accessed
on 09/02/2015 at http://www.ideasforindia.in/article.aspx?article_id=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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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ndia in the Global Context: Trade Deals and
Travails of Reforms28)
4.1 India’s Trade Policy
Given the foreboding and/or, cautious optimisms about Modinomics taking
effect, India’s engagement with the world economy and the rising powers will
shape her fortune in a big way. Given the shift in the economic centre of
gravity in Asia, role of India in South Asia vis-à-vis in the emerging East Asia
is a prime game changer. As ‘The Economist’ (p. 22, 31st January 2015)
observes: “For many a year, India’s strategy in Asia has been to avoid
entanglements while building strength at home. Certainly, it reserves a divine
right to meddle in its South Asian backyard. But many Indians still enjoy the
warm glow of their country having once been a lead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And further east in Asia, though ties with Japan have improved,
India has been a bit-player.” It further divines that the US-India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 is meant for developing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to promote stability from Africa to East Asia’,
with India’s intention to join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India’s role in Asia will be more sure-footed when Mr. Modi’s policy

28) This section needs further elaboration and development following the feedback and suggestions
on the basis of interim report. However, the line of arguments is sketched here. I will focus
and develop discussions on these aspects in much detail before the final version is ready.

34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initiatives bear fruit. First, I touch upon India’s new foreign trade policy in
general, point of departure from the previous regime, and then narrow down
on her policy stance with East Asia, especially, South Korea, Japan, and China.
While discussing this, I view it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s new initiatives
for transformation of its economic image in the world, while drawing upo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ursuit, success, and/or, failure in the same direction.
The discussion of India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can no way be
complete without considering her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especially
under the onslaught of multidimensional globalization in full swing. Nayyar (p.
47, 2015a) argues that: ‘Economies have become global. But politics remain
national....The essential argumen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s dialectical and does not conform to ideological caricature.’
Foreign trade policy is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globalization drive.
And, most importantly Modi government’s drive for ‘Make in India’ and other
projects need to address the domestic as well as the external factors shaping
trade. As the Economic survey (2014-15) mentions (pp. 40-44):
“Rapid and sustained rates of growth are associated with rapid rates of
export growth. Few countries, if any, have grown at 7 plus growth rates on
the basis of the domestic market alone. During India’s rapid growth phase
between 2002-03 and 2008-09, the ratio of exports of services to GDP
increased dramatically, from 4.0 percent to nearly 9.0 percent. In contrast,
manufacturing exports were less buoya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roles seem to have been reversed; manufacturing exports seem
to have done better than services exports. More worrisome, howeve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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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slowed down in the last five years which does not augur well.”

It notices that in the first phase of reforms in the 2000s, buoyancy of Indian
export growth was high for services so that 1 % growth in world GDP led to
3% growth in Indian exports of services, rising to 8% before stabilizing to 5%
around 3rd quarter of 2008 with the onset of the financial crisis. Further, the
survey warns about two sets of headwinds―world growth slowdown and
declining responsiveness of trade-- affecting lack of buoyancy in Indian
exports, especially of services, becoming established as the “engine of growth”
in India but slowing down recently. This is reinforced by weak infrastructure
and labor laws, rising wages, and scarcity of skilled labor. Athreye and Hobday
(2010) has discussed the role of ‘ease of doing business’ in terms of stringent
government regulations and red tapism by the bureaucracy. Indian case of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in software and IT industries is a case in
point to initiate institutional change and reform for growth. World Bank (2015)
has ranked India number 142 (decline in 2 places compared to 2014). In terms
of ‘Trading across Borders’ indicator for doing business, India ranks 126th,
below Mexico (44th), and China (98th). According to this study, ‘This occurred
initial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software designed for foreign
MNCs within a business outsourcing relationship in a manner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 arrangements of East Asian
latecomer entrepreneurs in Korea and Taiwan.’ This indicates that apart from
growing domestic factors, ‘looking East’ policy might be beneficial.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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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ng comment, while India (and other emerging economies like Brazil and
Mexico) is stuck in the ‘potential ‘Middle-Income-Trap” (MIT), whereas
countries like South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nnovative economy’
with Catch-up in a Schumpeterian fashion (Lee 2013), the scope for mutual
learning via cooperation in East Asia can no way be set aside. I will return
to this point soon after introducing the sectoral diversification issue during the
reform-led growth process in Indian economic history. For the service sector,
the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Korea loom large apart from
manufacturing like Automobile and Electronics.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s and manufacturing for trade-industrializationgrowth nexus is important and debatable.29) In a state-level study, Singhal
(2014) has shown that 14 major states contributing 75-87% of India’s GDP has
service sector contribution larger than the other ones; however, for states like
the BIMARU growing importance of services is noteworthy. Dasgupta and
Singh (2006) discusses the faster growth of services than manufacturing and
the issue of ‘de-industrialization’ in several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resultant effect of jobless growth in organized sector with large
expansion in the informalization, causing more income inequality. In fact, as
the authors argue (p. 19): ‘The country will have to implement either efficient
import substitution or export promotion (or both), for manufacturing as well as

29) I will harp on elaborate discussion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in next section. New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endogenous growth-innovation and structural diversification will
be developed quali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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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ther sectors, in order to be able to pay for the imports required at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A large country like India needs to promote
efficiency in its manufacturing sector, as well as its service industry and
agriculture, if it is to meet the demands of its people for fast economic growth
at a sustainable level of trade surplus or deficit’. Un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dia is a pioneer of a development path where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led by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essentially means jobless
growth leading to expansion of the informal economy. This led to poor
industrial performance in India relative to Korea, Thailand, Malaysia (Ibid., p. 4).
Thus, the recommendations are for: access to work with adequate wage,
integration with the global economy with inclusiveness and shared prosperity,
job cre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via skill and hence, leading to
a path to industrialization.
Also, quite aptly, the Survey mentions that (p. 43):
“In addition to the deteriorating external environment for trade, India has to
contend with a rapidly changing policy environment. As the new government
prepares to re-invigorate the Indian economy, it will encounter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landscape is substantially changing in three significant
ways. First, the phenomenon of global value-added chains based on
fragmenting/unbundling successive stages of production and locating them at
lowest cost destinations have become a defining, even if declining, feature
of trade, especially in Asia. India has been slowly integrating into these
chains, but at lower levels than most other dynamic Asian economies.
Second, negotiations on mega-regional agreements have been seriously
initiated. Trade integration within Asia and between Asia and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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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will advance significantly if and whe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s negotiated and ratified. Similarly, the markets of North America
and Europe will be brought together if and whe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are concluded. Together, these two agreements will cover about half of world trade. And third, China, which until
recently has been comfortable with the status quo, may be on the verge of
changing from passive bystander to active participant, wanting to engage in,
and possibly shape, the formation of the next round of trade rules. This
change is a reaction to the domestic imperatives of re-balancing the economy, which will require major liberalization of the Chinese economy; and to
the fear of being excluded by American trade initiatives, including TPP and
TTIP. China is also at the center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hich includes India,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countries, as well as Japan, Korea, Australia and
New Zealand.”

India’s current Foreign Trade Policy (FTP) is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UPA. Dhar (2015) argues that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how it differs from
the UPA’s export-import policy or, foreign trade policies for improving foreign
trade performance, production efficiencies, curtailing transaction costs, and
hence, facilitating trade. According to the study (p. 15): “The NDA government
has attempted a new approach in its FTP by tabling two documents. While the
main document follows the UPA government’s practice of detailing
export-import procedures, the new government has made a detailed foreign
trade policy statement that articulates its overall thinking on the external sector,
covering two dimensions.” ‘Whole-of-Government’ approach is lau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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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FTP is recognized as part of integrated framework with no isolation
form other departments. Understanding ‘behind the border’ obstacles as
bottlenecks for foreign trade, the policy focuses on ‘Setting Our House in
Order’ and then,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partnership with major trade
partners (on which more will be said subsequently). Restricting non-essential
imports via duties are suggested. Involving the states and Union Territories is
a new twist in the FTP, for boosting exports via efforts at the state level.
As Dhar (2015) argues (p. 15) quite pertinently: “Given the huge burden of
inefficiencies that plague the domestic manufacturing sector, which often begin
at the shop-floor, the three areas identified by the FTPS seem to convey yet
again that the policymakers are not fully cognizant with what it takes to make
India a globally competitive production hub. What is really needed is
actualizing the “whole-of-government” approach, which can provide a
comprehensive view about the need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for enhancing
its competitiveness. This approach, which was a feature of policies adopted by
most of the successful countries in East Asia, is essential for repositioning
Indian industry on the world stage.”
Further, East Asian experience shows that for China, Special Economic
Zones (SEZs) are important platforms for export-led growth whereas in India,
despite formal approval of 435 SEZs until March 2015 approvals for 82 SEZs
have been withdrawn after July 2014 (Dhar 2015). Following China’s
footprints and adapting them to India’s conditions would represent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As the FTP sets the ground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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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s) with partner countries via focused programs, they can be made
beneficial; especially those ‘small footprints’ such as in Africa or booming
South Korea, or as rightly identified trade integration plans with CLMV
(Cambodia, Lao PDR, Myanmar, and Vietnam).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SAFTA) needs rejuvenation as it is not that active despite the
potential to deliver benefits via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plugging into Regional Production Network or Value-chain (Das 2014). Rightly
argued by Dhar (p. 16, 2015), “It remained largely dormant. The government
has proposed reinvigorating SAFTA by building regional value chains in
several sectors that are of considerable interest to the countries in the region,
which include textiles, engineering goods, chemicals, pharmaceuticals, auto
components, and plastic and leather product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proposal would go a long way towards furthering the cause of South Asian
regional integration. India’s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which has been operational since 2009, has
not brought the desired benefits. The present government has therefore
proposed reworking the contours of its engagement with its eastern neighbours
by focusing on trade integration with the CLMV (Cambodia, Lao PDR,
Myanmar and Vietnam) countries. As a part of this strategy, it has decid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hubs by the Indian private sector in
these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indicated that it will actively consider
enhancing India’s economic engagements with the African region by assisting
countries there develop their productive capacities in both agricul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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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Such a programme would not only complemen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initiatives that were taken by the UPA government,
but also enable these initiatives to yield better results. Although the FTPS is
an important statement of the government’s inten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oreign trade sector, the results are not likely to be delivered if the
operational framework is not made functionally more robust. There are a
number of weaknesses in the proposed framework that were alluded to in an
earlier discussion, and the government would need to address them. There is
a greater urgency for doing so because the FTPS sets an ambitious target of
increasing India’s exports of merchandise and services to $900 billion by
2019-20, which would raise the country’s share in world exports to 3.5% from
the 2% that it is now.”
I want to argue that, to be successful, India really needs to ‘Look East’ for
transforming the ‘Make-in-India’ initiative into a part of a broader
trade-policy-led industrialization agenda. Mr. Modi’s three-nation diplomatic
tour in China-Mongolia-South Korea is presumably meant to revive, strengthen,
and enact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under the newly launched ‘Act East
Policy’. As we observe from the foregoing discussions on FTP, economic
issues such as improving balance of payments, attracting FDI, FII, capital
inflows are more prominent especially regarding efforts to make India a global
player. Most of the attention is focused on the pursuit of Smart cities,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wachh Bharat Abhiyan, and Trade integration. This is
also part of the deep-rooted foreign policy for ensuring regional st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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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30) As has been mentioned beforehand, China’s preponderant role into
ASEAN and global economy sets her as a role model of ‘factory Asia’; quite
aptly, ‘The Economist (March 14th 2015, p. 11) mentions that: ‘Regional –or,
better global―deals would smooth the spread of manufacturing networks from
China into nearby countries.’ Keeping that in mind and ‘Made in China 2025’
strategy of moving to higher-end activities by automation-led productivity
growth, India’s ‘Make in India’ plan aided by other associated complementary
policy initiatives (see Section 3.1) needs proper policy effectiveness and
implementation. Export-led industrialization by facing global competition needs
to satisfy several preconditions. No longer will the traditional trade theory
argument of Heckscher-Ohlin variety of unskilled-labor endowment based
comparative advantage be valid; in fact, we have seen that Sen and Das (2015)
has shown declining labor intensity in manufacturing in the Indian context.
With India’s service-export led growth as compared to manufacturing, a recent
study has highlighted India’s failure to engage in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as compared to East Asia, in general, and China, in particular.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India, having well-endowed skilled engineers and
English-speaking professional, partaking in International or Asian Production
30) The issue of regional balancing of powers and security,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falls under the domain of stud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The triangular
mode of power structure among China-Japan-Korea and India’s positioning is an issu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Although this i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issues
and not a disjoint from them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current
paper I refrain from indulging in discussion of that aspect. Parsimony of space forbids me to
delve into those non-economic issues. The usual absolution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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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Regional or global value chain) is necessary for extracting the
benefits of at least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in South Asia.
In this context, I discuss the scope of India-Korea bilateral relationship in
a plurilateral and multilateral world so that both nations can reap the benefits.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Factory India’ as envisioned in Mr. Modi’s
policy framework depends crucially on development of relationship with China,
Japan, and ROK, along with the ASEAN group, and also APEC economies,
as North-South, South-South triangular mode of development cooperation could
facilitate such process (Das 2012). With feeble demand in the West in the post
crisis scenario, and emergence of a burgeoning middle-class in India, China,
and other Asian and BRICSAM nations, leveraging such economic cooperation
for industrialization and ‘servicification’ could enable India to rejuvenate her
manufacturing base while continuing on the service-led growth, so that a
balance between agriculture-industry-service is struck for the benefits of the
Indian citizen as well as at the same time positioning her in the global market.
From the experience of the regional supply chain or production network in
Northeast Asia and ASEAN,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major source of foreign investment, outsourcing countries
with off-shoring of low value end assembly of parts and components (P&C)
to China and Southeast Asia (Choi and Rhee eds. 2014). In fact, Das and Han
(2013) documents and offers a qualitative framework for the tripartite
China-Japan-Korea (CJK) offshoring and vertical specialization in P&C. For all
the initiatives taken either by the former UPA government or the new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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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reform and trade liberalization adopted back in 1980s, 1990s, and
thereafter has embraced the forces of globalization. Foreign trade policy is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reform and growth packages. As Mr. Modi’s
contention is to make India ready for launch on a global platform as a
manufacturing hub (despite service being the dominant performer in the current
NAS of the CSO) with increasing tradability of services, thanks to technology,
role of foreign trade for pursuing that mission cannot be underestimated. At
this juncture, looking eas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flying west.
Bhoothalingam (p. 37, 2015) has argued that ‘since 1979 China has rapidly
outpaced India. Today, the two countries are in different leagues, whether
measured by economic or human development indices. India is unlikely to
‘catch up’ with China in the next three decades in the absence of a major
upheaval in that countr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various silk road
initiative

like

the

Bangladesh-China-India-Myanmar-Economic

corridor,

China’s role in forming ‘Asia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 (with
BRICS’ New Development Bank), similarities in the nature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looking forward for a ‘common prosperity’ via
complementary set of capabilities is not overdone. For ‘transformation of India’
(through NITI Aayog replacing the Planning commission), Bhoothalingam
(2015) observes the immense importance of Sino-Indian collaboration in fields
of

importance

like

infrastructure,

IT

services

and

manufacturing,

pharmaceutical research and engineer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frontier
sciences, etc. To quote him (p. 36): “The benefits of cooperation are not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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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lue-sky arena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No country in
modern times has elevated itself into the ranks of the developed world unless
it has substantially enhanced it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India cannot
be an exception. And where can the sources for such an enhancement lie?
While in North America there is the beginning of an economic recover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apan is stagnant, and Europe remains in a parlous
state. China and the emerging markets are still growing (though slower than
the hyper speed of earlier years) and continue to be good investment bets. The
rejuven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India and China on a new track
is thus a priority… India and China need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 for
facilitation of trade, investment, and business interaction between each other.
These include strong trade and industry councils, legal firms, 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credentialing authorities, mutual acceptance, and certification of
specified educational and trade qualifications.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mpanies enjoy this kind of support infrastructure in China, while Japan and
Korea have the advantage of long historical business connections. As China
moves up the value chain, it will vacate spaces that can be taken up by Indian
manufacturing industry, as is indeed happening right now with Vietnam and
Bangladesh and in some sectors involving India as well. This process can
escalate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 India’s GDP, with positive consequences
on employment and incomes, as well as the general level of competitiveness
of Indian products. An investment of just 1% of China’s reserves in India
could raise our growth rate by 0.5%. A more even-handed appraisal of ris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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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ard by India could create the environment for a win-win solution―where
Chinese investors receive a reasonable return on their Indian investments, while
India builds its phys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and revives its manufacturing.
For China too, Indian industrial and service inputs can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its Twelfth Five Year Plan, currently under way. India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producers of generic drugs, which are rapidly gaining
ground all over the world as healthcare costs mount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y can reduce costs significantly for China in its quest for
a comprehensive public healthcare system. India’s service providers―and
increasingly Indian industry as its productivity improves and China’s costs go
up―can cater to the varied requirements of a China turning towards increasing
consumption. The interfaces of the world’s second and third largest economies
cannot but be myriad, once they are given full play.”
All of these highlight the following: (a) the idea of ‘make in India’ and other
associated initiatives for making India a better ranked business hub requires
that numerous issues and morass of regulatory burdens be fixed up at the
sub-national and regional level; (b) as India’s trade competitiveness are at stake
( exports down by 1.2% to USD 310.5 billion in FY 2015), Indian policy
makers must resolve domestic bottlenecks and participate in Regional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s; (c) learning from China, South Korea, ASEAN
neighbors could shape the economic sinews of new relationship as envisaged
via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d) for verve, vibrancy and vitality of the
planned initiatives, India should look for areas of complementariti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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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of energy, food, consumer durables; investment in CLMV countries, and
Indonesia, Singapor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in ASEAN).
The following table 11 gives a picture of trade performance potential of
India with comparator.

Table 11. Enabling Trade Index: Comparisons of India and selected Asian developing
economies

Overall
Market

Market
Access

Transport and
Border
Business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Environment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Singapore

1

6.1

1

6.0

1

6.6

7

5.7

2

6.0

China

48

4.3

79

3.9

48

4.5

43

4.1

41

4.7

India

84

3.8

115

3.4

68

4.0

81

3.3

58

4.5

Indonesia

68

4.0

60

4.2

67

4.0

85

3.3

60

4.4

Malaysia

30

4.7

31

4.7

44

4.6

24

5.0

51

4.6

Philippines

92

3.7

64

4.1

74

3.8

83

3.3

103

3.6

Viet Nam

71

4.0

50

4.4

88

3.5

68

3.6

64

4.3

Thailand

60

4.1

113

3.5

41

4.6

40

4.2

71

4.2

Source: World Economic Forum, 2010.

Following Banga (p. 63, 2014b), the new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signed in December 2013 ‘will have limited benefits for In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if Indian manufacturing products are not concurrently
made globally competitive. In fact, the implementation time which will be
identified by India for meeting the trade facilitation commitments should also
include the time required to build the export-competitiveness o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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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exports.’ In other words, what it implies is that boosting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is essential via productivity and efficiency
escalation, development of medium-sized firms instead of only concentrating
on ‘macrocosm’ of small and large firms, strengthening domestic value-added
for linking into global value chains at the higher-end. Based on UNCTAD’s
trade specialization index, Banga (2014b) concludes that India is losing
competitiveness in low-skill and medium-skill technology-intensive products
like electronics, machinery, etc. as well as in traditional exports. Banga
comments (p. 61, Ibid.): “In many of the indicators of trade-infrastructure
efficiency, India’s performance is lower than its immediate neighbours. It is
least efficient among its neighbours in terms of cost to export a container;
number of documents needed for imports; lead time to import; and time to
resolve insolvency.” Developing both technological capability, human
resources, skill, and transparency in trade and rule of law are important.
Not only have the Asian Tigers set examples of this, a country like South
Korea is an exemplar in this regard. Can there be a ‘Miracle on the Ganges’
just as the world economy has seen the unfolding of the ‘Miracle on Han
River’? In the early 1990s, India initiated the ‘Look East Policy (LEP)’ as part
of initiatives for intensification of economic relations via trade and investment
linkages with Southeast Asia after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second phase
(2002-03), it became broader by becoming ASEAN-centered and bringing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into the ambit. Korea became an important
trade partner especially after 2004, and the proposal for the Korea-India FTA

∙ 362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was ratified. Both nations signed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leading to increases in trade volume (rise in Korean
exports by 42.7% in 2010 over 2009 and further 10.7% in 2011). India’s share
of Korean imports remained 1.5% in 2009 primarily in steel, cotton,
aluminium, and zinc. However, it increased by 39.1% in 2011. India is Korea’s
7th largest trade partner and tremendous opportunities now exist (see table 12).
Recently unveiled ‘Act East Policy (AEP)’ of the Modi Government is an
effort to further consolidate the relationship through further action. For
reinvigorating the manufacturing base, India needs domestic reforms to develop
initial conditions, enabling institutions, and then partake in integrating with the
production networks via global value-chain or regional supply chain. Thus, the
emphasis is on greater integration with East and Southeast Asia for uplifting
manufacturing thanks to ‘make-in-India’ induced growth strategy.
Given the unfolding of events when China is still the linchpin of demand
and still maintaining its strength as the ‘manufacturing middle-kingdom’ with
benefits accruing to the consumers and producers across the world, India’s
participation into the Asian production networks will change the ballgame as
India’s post-reform (after mid 1980s and 1990s) growth has been fueled by the
emergence of Service sector, and less dependent on manufacturing or
industrialization. Thus, if India could leverage her service dominance into
diversification in combination with manufacturing and agribusiness it could
work aplomb for the mission of inclusive growth. South Korea’s (ROK)
interest in these initiatives is clear, and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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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India’s Trade Linkages with East Asia: Disaggregated Group of Countries (%)

India's Exports to EAS as a per centage of its Exports to the World

2000

2012

7

8.66

Exports to Australia, New Zealand

1.1

1

Exports to Brunei

0.01

0.01

Exports to China, South Korea, Japan

Exports to Indonesia, Malaysia, Singapore,Thailand

5.37

9.42

Exports to Philippines

0.44

0.38

Exports to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0.63

1.46

Imports from China, South Korea, Japan

8.85

15.97

Imports from Australia, New Zealand

2.29

2.93

0

0.15

Imports from Indonesia, Malaysia, Singapore,Thailand

8.2

7.65

Imports from Philippines

0.12

0.1

Imports from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0.38

0.71

Exports of China, South Korea, Japan

0.38

1.42

Exports of Australia, New Zealand

0.08

0.27

India's Imports from EAS as a percentage of its Imports from the World

Imports from Brunei

EAS's Exports to India as a percentage of its Exports to the World

Exports of Brunei
Exports of Indonesia, Malaysia, Singapore,Thailand

0

0.01

0.46

0.78

0

0.01

0.01

0.06

Exports of Philippines
Exports of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EAS's Imports from India as a percentage of its Imports from the World

Imports from China, South Korea, Japan

0.41

0.69

Imports from Australia, New Zealand

0.04

0.07

0

0

Imports from Indonesia, Malaysia, Singapore,Thailand

0.24

0.51

Imports from Philippines

0.01

0.01

Imports from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0.02

0.06

Imports from Brunei

Source: Das, R. U. (2014) based on IMF (201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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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ROK, ar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ROK’s interest in ‘make in India’ is
also evident as India will welcome ROK to invest in India in several sectors
(e.g., Shipbuilding, Automobile, Railways for improving rail tracks,
Development of Metro/Subway system, etc.). This will bolster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wo nations with opening up of markets for mutually
beneficial gains from trade. One example is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which
ROK is a world leader in making LNG carrier vessels―Hyundai Heavy
Industries, Daewoo, Samsung, STX, Hanjin, Hyundai Samho, to name some of
them―in which India can build business relations via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Notwithstanding the policies of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supported by
trade and economic agreements, India’s prospects for participation in GPN or
Asian RPN are limited due to lack of structural diversification attributed to
factors discussed elsewhere in this report. Low-technology, unskilled-labor
intensive manufacturing in light manufacturing such as textiles, gems and
jewelry, leather products on the one hand, while skilled or capital intensive
service on the other, has put the Indian economy in a ‘middle ground’. Current
policy emphasis should harp on eradicating the obstacles (I.e., via labor law
reforms, comprehensive PTAs/RTAs, improving governance, building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reducing difficulties of doing business,
facilitating trade, etc.). RCEP negotiation for 10 ASEAN member-nations and
6 other nations (Australia, China, India, Japan, Korea, and New Zeal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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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for trade and investment as Korea will contribute to liberalization
and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Size of RCEP is larger than that of the
NAFTA and TPP in terms of share of total world trade (exports and imports).
Wignaraja (2014) has shown that despite trade integration with East Asia, India
has limited presence in terms of FDI flows and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Further, such cooperation via trade and FDI will enable technology
transfer and building technological competence in manufacturing such as
textiles, pharmaceuticals, food processing, automotive (Wignaraja 2014). RCEP
negotiations mega-deal could be beneficial, provided that other factors for
inclusiveness are addressed properly; in other words, domestic reforms for
soci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s are prerequisites. That will
enable us to highlight possible areas of ‘learning-by-cooperating’ model on the
basis of which qualitative framework is suggested (see Section 5 below). Kim
(August 2015) cites evidences of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policy of South
Korea as a ‘benchmark case’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highlights its
relevance, in general, as a lesson for South Asia. India could draw lessons
from the Korean case about how ‘good’ policy and quality institutions could
facilitate industrial transformation through productivity- enhancing reforms and
structural changes. Drawing on such lessons from growth induced by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e Korean miracle in less than 3 decades ago starting in
1965, South Asia in general and India, in particular, could launch efforts for
gradual transition from labor-intensive to capital- and technology intensive
industrial development with appropriate reform measures for the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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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s (such as human development, social protection, institution, governance)
and globalization (via trade, FDI, and pro-competitive policies, improving
business climate for vertical specialization/product fragmentation) (see Das and
Han 2013, Das 2012). In short,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India
cooperation are: (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integral part of industrial
policy and National Innovation system need to be designed accordingly.
Evolution of such policies in the context of both these countries will show that
building technology capability is crucial for the industrialization drive led by
‘Make-in-India’ (b) Cooperation and learning- by-trading’ in appropriate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narrowing the gaps in
growth and development. (c) Human capital is crucial for skill acquisition and
learning. Health food and nutritional standards are important. Korea’s literacy
rate and human capital formation could be an example to follow as absorptive
capacity of FDI, foreign aid and trade- technology depends on those
fundamentals. (d) Deep regional integration with broad aspects are necessary
for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e) Harnessing Indian
prowess in service sector and areas of Economic Dynamism for developing
Asian RPN/GVC. (f) Taking advantage of the ‘Demographic Dividend’ in India
as India’s population is young and dynamic as compared to the aging
population of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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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clectic Framework for India’s Pursuit of Growth
with Fundamentals: ‘Miracle on the Ganges’?
No new light has been thrown on the reason why poor countries are poor
and rich countries are rich.―
Paul Samuelson (1976), Illogic of Neo-Marxian Doctrine, p. 107.

5.1 Theoretical Rationale
Following previous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turning herself into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there are areas of concerns including: controlling
inflation (food inflation particularly), harmonious and inclusive development by
avoiding social exclusion, inequalities, regional disparities, rural-urban divides,
reducing malnourishment; generating employment via educational attainment
and skill acquisition schemes; promoting job i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and others. Schultz (p. viii, 2002) commented that: “In South Korea, a country
almost equally poor in 1960, real per capita income was doubling every seven
years. What could explain the difference in economic performance? Certainly
the people of India have outstanding capability. The answer has to lie in
economic policies.” In this section, I offer a qualitative synthetic framework
to show how global engagement along with policy reforms designed for
domestic economies could improve productive efficiency so as to emerge as
a ‘South Asian’ miracle to emulate. For meeting the expectations to deliver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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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front of economic growth as well as socio-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harmony and inclusiveness, a broad-based framework is necessary. For
formulating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 I offer a view of how policy
reforms should interact with fundamentals, as growth is a continuous process.
Going beyond the narrow purview of growth as a purely policy-driven rise in
per capita income and by concentrating on institutions, health, education,
capability, we have delineated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ingredients for
growth. Middle-income trap (MIT) that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are
mired in to some extent catches the attention of development policy-makers as
there is no satisfactory theory about the nature of economic growth necessary
to escape it. We focus on (1) Crucial Factors for Achievin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acro and Micro Lens (2) Revisiting the Factors for
Catch-up via Entrepreneurship: Capability-based View and Policy Syndromes
(3) Global Integration for convergence with social inclusion. Essential
ingredients, inter alia, ar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Schumpeterian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with leapfrogging), openness for facilitating
knowledge spillovers and innovation-induction, pro-competition policies,
joining the global value-chain and improving domestic value-added,
investments in phys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human development,
improvement in financial markets and capital market via prudential
macroeconomic policy, and quality institutions to root out corruption and
reduction in inequality and deprivation (Dreze and Sen 2013, Lee 2013,
Acemoglu and Robinson 2012, Bhattacharyya 2011, Dollar 2015). All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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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have complementary effects on trade and hence, development. In order
for reform packages to work via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globalization
it is imperative to have better institutional quality via education and a healthy
promotion of human capital, rule of law and corruption control via efficient
judiciary, institutions for market creation, market stabilization, and market
regulation through transparent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Global integration
works hand in hand with such favorable changes so as to facilitate breaking
the MIT. In what follows, I delineate a mechanism of such theoretical
mechanism.
Too much obsession with GNP or GDP measure as estimates of national
income, as emphasized by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does
not cover other aspects like education, health, human capital, infant mortality,
or life expectancy in which some countries like China (even Bangladesh) score
over India. According to a WHO study, in case of Physicians per 10,000
people, India is way below at 6/7 compared to China (15/16) and Korea (20).
Life expectancy at birth in China is 73 years, whereas India’s is 64 years; adult
literacy rate is 65% in India as compared to 94% in China; mean years of
schooling is 7.5 years in China whereas India’s is 4.4 years; infant mortality
rate in India is 50 per thousand while China’s is 17; India’s adult female
literacy is 80%, way below 99% in China. Although India made some progress
especially due to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software sector or IT sector,
thanks to engineering skills of graduates from IITs and rapidly-proliferating
private engineering colleges, the ‘Universal education’ goal under Millen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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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 (MDG) of the UN is a far cry. In terms of social capital
index encompassing trust, norms, networks, social structure, conflict, India
ranks below Japan and South Korea with a score of 3.4. Social capital is
necessary for human capital.
‘Inclusive Wealth Report 2012’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al’ wealth―natural, human and physical
assets as opposed to measuring flow of goods and services in traditional
accounting framework―of 20 countries. Continuing on with our discussion in
Sections 2 and 3, the debate between ‘capital-fundamentalism, hard-core view
of development (like Bhagwati and Panagariya 2013) and ‘soft, human-centric
approach’ of development-based growth (a la Dreze and Sen 2013) is at best
incomplete in the sense that the economic model implicitly underlying them are
based on human capital, knowledge capital, and investment in technology and
manufactured capital (infrastructure) as basis for production, exchange, and
consumption. Dasgupta (2013) argues that this needs to be further widened to
include natural capital in the concept of wealth. In other words, long run
economic growth could contribute to persistence of poverty, hunger and
deprivation and hence could be counter-productive to growth-enhancing
reforms. Dasgupta (2013) broadens the concept of capital by including the
natural capital in the social worth of stock of capital and suggests alteration
of extant concept of development by incorporating such changes in the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espite growth, India faltered in many fronts compared to
China and others. According to this measure, China has $20 trillion in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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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mpared to $6.2 trillion in India; growth rate (1990-2008) is 2.1% for
China as compared to 0.9% for India. The concept of inclusive wealth is
important for economic policy-making. One of India’s biggest asset is her
population and hence, if human capital (based on schooling and skills) and
natural assets can be fostered, the demographic dividend can be reaped. This
comparison sheds light on what India needs to focus on. Economic growth
might be benefiting the already privileged or well-off Indians, just widening
their choice set, and getting media attention. That is fine as long as they are
sizably large. The picture is murky, however, if the fruits of economic progress
is misused in India due to inappropriate focus. Economic growth creates
resources for the government for allocating over its priorities. Most of these
‘traps’ and syndromes could be cured if these core elements are given high
priority. All these signify that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 should focus on
something ‘core or basic.’ The idea of Food-Nutrition-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NES) is crucial for pursuit of inclusive growth as emphasized
in the Modi government’s agenda of reforms, and documented in the list of
policy plans in the Economic Survey 2014-15 (Government of India 2015).
Below are linkages of such a mechanism based on Das (2014a) in Figure 1.
In this framework, I adopt a broader defini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ere distribution, entitlement, capability and functioning, and roles of
public policy and affirmative action are underlying core themes. Thomas
(2015) correctly identifies that the typical supply-side approach to growth in
the Economic Survey (2015) needs to be complemented by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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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ide constraints so that the supply and demand approaches to growth
work in tandem. However, in the eclectic paradigm I argue that even with
technological benefits and productivity growth and catch-up, in some emerging
developing economies in Asia or Africa or Latin America, the crisis unfolded
―for example, in China, India, Brazil, Mexico and Africa. For the demand
side, the solution to prevent food insecurity, poverty eradication, or famine
prevention should be given emphasis beyond purchasing power. Expenditure on
technology investment, R&D for agriculture, green growth is a necessary, but
not a sufficient condition. Demand stimulation is a necessary, but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FNES, mentioned above. Seeds of success for public
action lie underneath the facilitation of these aspects; otherwise, the

Figure 1. Flow chart of an eclectic paradigm showing interrelatedness of FN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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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 policy pillars will have feet of clay. The capacity-building aspect
of technology should try to harness the science and technology skill, or
invention for solving not only productivity deficiencies, but also malnutrition,
hunger, deprivation, as well as drought prevention, climate change (causing
famine) for long-term sustainable and stable outcome (Sen 2004).
As innovation, invention, and knowledge-capital along with other mediating
factors are crucial behind successful cases like the East Asian Miracle, Latin
America, and recently, India and China. We answer this in terms of distance
from the potential frontier and the underlying factors constraining acquisition
of foreign technologies. Also, the UN’s MDG prioritizes reduction of poverty
and inequality, educational gap, lack of global cooperation for lifting the
bottom billion out of ‘development traps’, that pushes the laggard nations away
from the potential technology frontier. As emerging economies are Southern
engines of growth, by considering a tripartite grouping―an advanced North, a
rapidly emerging dynamic South, and relatively backward Laggards―based on
evidences, this paper measures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m and seeks to
identify factors inhibiting the catch-up process. Spence (2011) has identified
the dramatic shift of growth from advanced to the emerging giants and foresees
a pattern of convergence for ‘inclusiveness revolution’ where after the crisis,
the developing nations overtake the advanced industrialized nations.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has explained these non-convergence
phenomena in terms of several factors, domestic and external. Theoretical
arguments that emanate from recent new growth theory lie at the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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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our growth paradigms conveying commonality of variables of interest.
Considering empirical and theoretical literature, we observe that these
differences are attributed to factors held responsible for productive and
technical efficiency contributing to TFP growth. What lies underneath these
gaps in living standards boils down to an exploration of cross-country gaps in
productivity and associated factors, such as, technology, relevant socioinstitutional parameters, and beyond-the-border factors under globalization. In
order to discuss inter-country differentials in these factors, we now consider
regional groupings based on geography as well as recent development history.
As we see, the reversal of fortune since the 1960s has been spearheaded by
the emerging economies of East Asia, and recently by other Asian an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As Spence (p. 42, 2011) has mentioned, ‘the
developing world is vast, varied, and confusing. No wonder it is hard to bring
all the pieces into focus.’ There are admittedly wide divergences among them
in the ‘multi-speed’ world as well.
To understand the complex internal dynamics and challenges of growth for
these region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key ingredients for growth
success (Spence 2011). As Spence (2011) has mentioned, the ‘internal
ingredients’ for high-growth are: education, infrastructure, institutions,
dysfunctional governance in low-growth countries, inclusiveness, freedom,
democracy, etc. Going back to Jones and Romer (2010), we see in their
conceptual outline an emphasis on explaining endogenous technological
progress in terms of four state variables and their interactions, namely,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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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human capital, population, and institutions (treated exogenously).
According to Spence (p. 55, 2011): “While the global economy is probably a
necessary condition, it certainly is not sufficient. The high variability in growth
rates across developing countries is in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all you need
is access to global markets and knowledge. Clearly there is something else―in
fact, quite a lot―that is additionally required. Which leads us to ask: what are
the internal dynamics, conditions, and policies that lead to sustained high
growth? What do countries do and not do to sustain growth?” The emergence
of new growth poles in different geographical territories has been attributed to
factors such as, growth in labor input and its quality, technology transfer from
G7 and non-G7 industrialized countries, IT investments (in IT equipment and
software) esp., in SSA, Latin America, developing Asia, Eastern Europe, and
MENA, changes in techniques of production suitable for incorporating current
vintage technologies.
Here we present some of the candidate factors that could be the underlying
drivers of growth differentials and could account for intra- and inter-regional
technology gap.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forum’s global competitive
index (GCI) framework (2012-13), productivity enhancements depend on
competitiveness while the latter is defined as the set of institutions, policies,
and factors based on multi-dimensional indicators or 12 pillars (Table 13). GCI
is based on three composite sub-indexes―basic requirement factor-driver,
efficiency-driver,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derived from mutually
interacting relevant pillars such as, institutions, infrastructure,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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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apital,

technological

readiness,

innovatio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efficiency in product and labor markets, and macroeconomic
environment. Typically, the report reveals that there are differences across and
within regions; for example, except for some emerging economies in Asia and
G7 economies, there are considerable gaps in some regions, like Sub-Saharan
Africa, Southern and Eastern Europe, some South East Asian economies, South
Asia, with the developed counterparts. Even within BRICS, there are
differences with China and India being the good performers. From Table 2 we
see differences in human development index and its constituent parameters
which highlight the fact that some countries in developing Asia, Latin America
are ahead of the SSA and LDCs. However, education and technology are
complementary as education is an enabler of technological progress (Galor
2012). Thu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ducational inequality and illiteracy
can exacerbate technological deficits among nations.31) From the table 14, it
is clear that Africa and South Asia has not increased in average years of
schooling like Korea-Japan, whereas Latin America, China and Eastern Europe
has achieved intermediate levels with some catch-up vis-à-vis advanced
countries. As human capital acquisition is instrumental for technology
absorption, it is pertinent to look at some of the indicators for knowledge
capital.

31) Barro and Lee (2001), Oxford Economic Papers is another source of comprehensive dataset for
educational attainment for the population aged 15 or 25 and over for 196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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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4.12

4.85
3.52
3.51
3.53
4.20
3.74
3.81

High income: OECD (averag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verage)

Low income (average)

Lower middle income (averag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verage)

Sub-Saharan Africa (average)

Upper middle income (average)

4.54

Sourc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13. Tables, Data Platform.

4.65

4.34

4.77

4.47

5.51

5.42

3.75
4.92

High income: non-OECD (average)

4.65

4.29

4.56

4.80

5.77

5.58

Technological
adoption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average)

3.57

Central and Eastern Europe (average)
3.87

3.74

BRICS (average)

Developing Asia (average)

3.89

Asian Tigers (averag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verage)

4.95
5.15

Advanced Economies (average)

Regions according to Stages of Development

Institutions

3.46

3.19

3.55

3.27

3.09

3.40

4.76

4.18

3.37

3.60

3.19

3.42

3.81

5.01

4.79

Values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4.03

3.46

3.95

3.68

3.30

3.86

4.93

4.62

3.81

4.02

3.88

4.13

4.49

5.36

4.97

Efficiency
enhancers

Table 13. Global Competitive Index and some pillars for regions (2012-13)

4.52

3.73

4.71

4.00

3.55

4.31

5.39

5.47

4.23

4.42

4.36

4.54

4.61

5.95

5.46

4.17

3.58

4.22

3.79

3.44

3.97

4.98

4.79

3.94

4.18

4.03

4.17

4.42

5.37

5.02

Basic
GCI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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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3
0.439
0.640
0.682

Sub-Saharan Africa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orld

69.8

69.6

59.1

54.4

65.9

74.4

71.3

72.4

70.5

7.4

7.3

3.7

4.5

4.6

7.8

9.7

7.2

5.9

2011a

(years)

Source: Adapted from Table 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The UN

0.731
0.548

0.751

Europe and Central Asia

South Asia

0.671

East Asia and the Pacifi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0.641

2011

2011

Arab States

Regions

(years)

Value

11.3

10.8

8.3

9.2

9.8

13.6

13.4

11.7

10.2

2011a

(years)

10,082

5,200

1,327

1,966

3,435

10,119

12,004

6,466

8,554

2011

(Constant 2005 PPP$)

0.683

0.675

0.467

0.467

0.569

0.767

0.785

0.709

0.643

2011

Value

Human
Life expectancy Mean years Expected years of Gross National Income Nonincome
Development Index
at birth
of schooling
schooling
(GNI) per capita
HDI
(HDI)

Table 14. Human Development Index and its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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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eads us to consider the ‘knowledge economy’ index, developed by the
World Bank’s knowledge assessment methodology incorporating usage of
general-purpose ICT technology, and based on four pillars―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education and skill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diffusion, effective innovation system, and moder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networks. This index is an indicator of a
Table 15. Knowledge Economy Index for selected regional groups

Economic
Incentive and
Institution

KEI

Country

Innovation

Education

ICT

recent 2000 recent 2000 recent 2000 recent 2000 recent 2000

High Income

8.6

8.84

8.39

8.45

9.16

9.2

8.46

8.81

8.37

8.88

Europe and
Central Asia

7.47

7.56

6.95

6.72

8.28

8.38

7.13

7.38

7.5

7.78

East Asia and
the Pacific

5.32

5.79

5.75

6.07

7.43

7.43

3.94

3.68

4.14

5.98

Latin America

5.15

5.54

4.66

5.14

5.8

6.14

5.11

5.07

5.02

5.8

World

5.12

5.95

5.45

5.61

7.72

7.75

3.72

3.89

3.58

6.53

Upper Middle
Income

5.1

5.13

5.18

5.07

6.21

5.89

4.72

4.32

4.28

5.23

Middle East
and N. Africa

4.74

5.16

5.41

5.41

6.14

6.44

3.48

3.8

3.92

4.97

Lower Middle
Income

3.42

3.44

3.32

3.11

4.9

4.07

2.84

3.03

2.62

3.54

South Asia

2.84

2.98

3.05

3.79

4.23

3.56

2.17

2.22

1.9

2.33

Africa

2.55

3.04

2.91

3.13

3.95

3.95

1.44

1.7

1.9

3.36

Low Income

1.58

2

1.61

2.03

2.13

2.06

1.54

1.8

1.05

2.1

Source: World Bank (2012). Knowledge for Development, Knowledge Assessment Methodology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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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s absorption and adoption capacity to identify, procure and create
potential knowledge capital (Table 15). The table shows that there are
considerable knowledge deficits between countries in Africa, South Asia and
those in East Asia (e.g., South Korea, Japan, China, etc.).
Below (Table 16), we present six-dimensional indicators of governance to
exhibit that there are significant variations across these groups with MENA,
South Asia and Africa having the lower scores compared to Latin America,
East Asia and Europe and Central Asia. Social capital based on ‘trust,
cooperation and networks’ is important for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Table 16. Institutional Indicators across regional groups

Dimensions
Governance
Indicator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East Asia

Latin America
& Caribbean

MENA

South Asia

Sub-Saharan
Africa

Governa
Governa
Governa
Governa
Governa
Percenti nce Percenti nce Percenti nce Percenti nce Percenti nce
le Rank Score le Rank Score le Rank Score le Rank Score le Rank Score
(0-100) (-2.5 to (0-100) (-2.5 to (0-100) (-2.5 to (0-100) (-2.5 to (0-100) (-2.5 to
+2.5)
+2.5)
+2.5)
+2.5)
+2.5)

52.4

0.08

60.9

0.39

23.5

-0.9

33.3

-0.5

32.3

-0.6

60.4

0.37

56.3

0.25

32.3

-0.65

21.1

-1.17

34.2

-0.54

47.6

-0.06

58.3

0.22

46.2

-0.15

36.5

-0.47

27.7

-0.75

44.6

-0.17

56.2

0.18

46

-0.15

27.7

-0.71

30

-0.67

53.8

0.13

52.1

0.05

45.8

-0.17

34.6

-0.62

29.2

-0.71

50.3

0

58.6

0.24

43.7

-0.26

29.6

-0.65

32.4

-0.59

Source: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2011, 2012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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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an amalgam of technology and institutions’―and leads to
augmentation of wealth (Dasgupta 2009, p. 1, Ibid.).

5.2. Conceptual Framework and Theoretical Premise
The observed differences in per capita output and productivity growth across
countries with diverse growth and development status intrigue economists and
policymakers alike. World economy can be divided across nations with
disparate growth performances reflecting inequality, poverty, and wealth gap.
Enormous gap between high and low income countries is of considerable
research interest, as it affects distribution. However, the economic centre of
gravity has shifted after the emergence of rapidly industrializing economies and
the rise of service sector thanks to ICT-enabled services. Low and
middle-income economies still depend on technology developed elsewhere, and
the adoption rate and absorption determines their efficacies in harnessing the
foreign-induced productivity growth. Thus, despite growth spillovers and rapid
technical progress, we find unequal geographical dispersion of benefits
resulting in phenomenon of successful catch-up or, growth miracle and
falling-behind or growth failure, if not disaster. Post-crisis the emergence of
G20 replacing G7 clearly points to the direction that high-growth emerging
engines are a major force shaping the world growth scenarios. In fact, based
on Eaton and Kortum (1996 and 1997)’s idea of technology frontier, Lucas
(2009a, b) has formally modeled the role of knowledge (ideas), its ‘soc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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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al’ character and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de-led diffusion
of ideas. In this section, based on discussions in 5.1 we purport to offer a
theoretical argument to explain the technology gap and avoiding MIT via
catch-up. We consider HIE (High income Economies-N), Rapidly Emerging
Southern

Economies

from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three

Sub-groups-S) and Least Developed Economies (L). So, utilizing stylized facts
and theoretical premises, in particular, we consider gaps between the advanced
North and the converging South, and also the gap between the emerging South
and the relatively backward South. Here we present a schematic conceptual
flowchart (Figure 2) of our theoretical framework. Das (2015) models the
mechanism analytically.

Figure 2. Principal pathways underlying mechanism behind distance from technological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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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mpetitiveness and skill, foreign technology transfer and foreign
investment is essential preconditions; however, the role of absorptive capacity
of the recipient firms and institutional factors are crucial for efficiency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Indian manufacturing (see Mondal and Pant
(2014). Lack of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knowledge-creating institutions,
and dearth of R&D are anti-assimilation and hinders emancipation from the
MIT. Also, Subbarao (2014) offers a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boosting
R&D in India via industry-academia-government cooperation so that India
could shed her image as a minor player with at or below 1% of GDP invested
for R&D. Based on the flowchart, we see the factors shaping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Recently, ‘Global Alliance’ for ICT and economic development
was launched to ‘promote the use of ICT in fighting poverty, illiteracy and
disease,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empowering women and girls.’ For
current evidence of such extent of technology diffusion in the Developing
World, plethora of empirical supports are available―see, inter alia, Global
Economic Prospects (World Bank 2008), Hoekman and Javorcik (2006),
Greenwald and Stiglitz (2006), Spence (2011). Mupela and Szirmai (June
2012) has shown in the context of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that
investment in ICT infrastructure reduces communication costs and enhances
bilateral exports and promote growth in long-run; however, they did not
consider internal constraint, rather considering a gravity model specification.
Apart from that, the role of geographical proximity and contiguity in
facilitating trade flows between regions is important. Accrual of benefit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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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and technology depends on a whole host of factors like human capital,
structural congruence, socio-institutional features like governance, corruption,
domestic circumstances (Das 2012 and 2015). Productivity growth occurs by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or, technical efficiency which captures the
extent of efficient input use, and for that to happen, productivity-enhancing
reforms via ‘alleviating the most binding regulatory,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bottlenecks’ are necessary for broad-based growth; also, skill differentials and
technological gap contribute to income inequality in an innovation and
knowledge based economy (Dabla-Norris et al. 2014, 2015). Growth-spillover
benefits the trade-partners so long as different countries engage in trade. Trade
between structurally different countries enhances the scope of enrichment if
‘associated’ factors are right. Our point is that idea flows and its adoption,
contingent on several institutional and infrastructural bottlenecks or availability,
will impact on the growth process. In other words, lack of such factors will
aggravate the syndromes, impede and distort the absorption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ideas from the advanced nations, and make development
disorderly. Das (2014b) shows that investment in knowledge, R&D, and human
capital enables enrichment via learning effects and causes product
sophistication of exports. This insight is quite pertinent for ‘Make in India’
initiatives because ‘upgrading trade’ via diversification of manufacturing causes
export sophistication via learning. The more India engages in production of
‘superior’ products with better technology, then if she could increase the
value-share of that sophisticated export, by aligning comparative advantag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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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come more productive with a higher income level. However, as I show
in the framework that innovative-capability, education, skill, R&D, etc. are
essential for this to happen.32) In this context, citing examples from Asia and
Latin America, Nayyar (2015b) points out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development finance banks for building initial conditions for a kick-start via
manufactured capital, setting enabling social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s, and
investment allocation for selected industries. It is argued that without
establishing national development banks and dismantling such banks would
undermine the objectives of ‘Make in India’ for manufacturing boost and
employment generation, and hence, setting up such industrial finance as critical
component of industrial and trade policy is need of the hour.
The preceding discussion shows that with rapid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in force, and globalization contagion affecting all and sundry,
gainful trade depends not only on traditional principle of ‘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but also on ‘regional’ comparative advantage under regional
partnership arrangements, especially with global value chain slicing and
trade-technology-led (IT and enabled services) global integration causing
geographical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via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East Asian economic history is rich and it offers lessons as the

32) Das (2014b) calculates productivity level associated with products in different countries and
also productivity level associated with a country’s export basket. For India, such values are
226.91 and 9081.63 respectively. These are lower than G7, EU, and East Asia (South Korea,
Taiwan, and Hong Ko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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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s’ of the miracular growth has become reality despite some obvious, but
not so serious shortfalls. Major feature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s
beyond the scope of the present paper; however, in a nutshell the meteoric rise
from $87 per capita income in 1962 to $ 25,000 in 2011-12 tells the story of
robust policies that facilitated its rise. Like India, she ha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1962 emphasizing export-led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Credit allocation policy, unique in its feature, in the 1970s enabled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with some excess capacity being
built up. The qualitative framework shows that certain areas of reform are
inherently more daunting than decontrol or ideal reform packages, as
operationalizing them in a politically feasible way is a challenging task; this
is paradoxical in case of India where despite reform-led growth, institutional
improvement encompassing all the features delineated above did not flourish
unlike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That remains a persistent problem
irrespective of regime switching under governments. In order to capture the
dynamism envisaged in Modinomics, a variant of Manmohanomics, the
paradoxes need to be addressed without barnacles of political ideology
oscillating between antipodal dog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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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Policy Insights and Cautious Optimism
Whether it is expectation exuberance or wishful thinking to imagine India’s
turning point as a cynosure of growth miracle in South Asia, what it certain
is that it is too early to judge the performance. However, the move towards
reforms in the 1980s and its continuation till the 1990s and 2000s needs to be
judged in juxtaposition with the current regime under Mr. Modi. This is for
two reasons: firstly, because although policy differences exist, these are not in
a totally diametrically opposite swing; second, the timing for evaluation is too
short to ignore the impacts of UPA policy effects. In other words, in this
article I review both regimes in relation to each other. In particular, I discussed
questions related to development policy such as: (i) what caused the Indian
Economy to grow under economic reform and what lessons can policy makers
learn for development strategy? (ii) what will be the causes should the
economy falter in the future? (iii) what are the factors that played a role for
and against development, and how are they addressed? (iv) what are the roles
of factors that facilitated ‘Asian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East Asian
Dragons and the Southeast Asian success stories? (v) Does the change of
government with Modinomics cause a shift in policy actually, or, are they
doing the same under a different garb? (vi) Under a globalized paradigm, what
is the role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via innovation policy and educational
attainment for catching-up? What is the prospect of technical cooperation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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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countries like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hat is the scope of international business via
regional production network? (vii) What is the avenue for human capability
expansion via removal of deprivation, hunger, malnutrition, and quality food
via better nutritional elements, and better environment? (viii) What is the
nuanced and illuminating insight of the patter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Indian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According to Zhuang (2010), effective inclusive growth strategy is important
for developing Asia, as stellar growth might often mask the shining face with
a suffering one. India, being an emerging South Asian economy,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and more importantly, and Mr. Narendra Modi’s image
as a savior from his predecessor sets a high lofty standard in terms of
expectations. Delivery of expected outcomes depend on not only trade,
investment, developing productive capacity, as both the governments have
emphasized, but also on employment generation (programs like NREGA),
anti-poverty programs, cushioning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and, most
importantly overcoming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weaknesses that
plagued the mission of the former government.33)

The policy imperatives

should focus on the aspects for sustained growth and development for making
33) For example, scrapping of the NREGA on grounds of fiscal austerity and ‘populist schemes of
UPA due to electoral success’, by depriving millions of workers, esp., the women is not wise;
the program has flaws of implementation and oversight causing leakage, but the new
government should improve governance and rural institution at the village level for effective
social inclusion instead of dismantl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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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ewfound economic prosperity actually reach and benefit most Indians,
lifting millions out of poverty in keeping wit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reating jobs for the youth, and to increase sociopolitical stability.
Otherwise, the constellation of all these factors would hobble the Elephant in
facing the Dragon.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weed like gridlocks―by
denouncing cronyism, making the system more transparent, developing
complementary inputs, and investing in human development― for the benefit
of the large democracy that is India. As mentioned in Section 3, disjuncture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in India adding to the complexity of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inequality and poverty’, institutional independence via
rule of law, are the problems that should be overcome for making the reform
process sustainable. Becoming successful leader in economic reforms require
reforms in the administrative, judiciary, and state machinery. Modinomics
placed emphasis on the initiatives (see discussion in Sec 3 above) in the
appropriate direction, which are not drastically different at all from the ones
implemented during the era of Manmohanomics; in fact, those two regimes
have quite a bit of overlap.34) Whether there will be convergence betwee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nd India, as it happened in East Asian
economies in post-war era, is hard to gauge; however, the attempt to revive
manufacturing growth via ‘Make in India’ initiative and others in

34) Media report shows that Mr. modi welcomes Mr. Singh to ‘talk economics’. See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former-prime-minister-manmohan-singh-meets-prime-min
ister-narendra-modi/article7252270.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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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intensive, technology-intensive, and capital-intensive sectors make us
optimistic. A panoply of measures have been adopted such as: revival of Special
Economic Zones (SEZs), attracting FDI, fiscal decentralisation/autonomy, and
cooperative federalism in the 14th finance commission, implementing Skill
India by establishing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job creation and skill
development for employability; hike in FDI ceilings/caps in insurance, defence,
e-commerce, and health insurance; labor market reforms by changing labor
laws act (1988) and factories act (1948); infrastructure investment has been
taken care of; ease of rules and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for doing business;
focus sectors are identified for setting production hub of manufacture
(biotechnology, mining, telecom, chemicals, construction, pharmaceuticals,
leather, food processing, textiles, railways); etc. However, the outcome
variables remain to be seen because often, good purposes and intentions are
not served for lack of willingness on the part of policy makers and th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Kumar (7th July, 2015):35) RBI has revised
downward the growth target to 7.6% from 7.8% as growth momentum
weakened in the second half of 2014-15, whereas no clear picture on
employment has come to the fore just as job growth and employment growth
are crucial. World Bank (April 2015) has brought out an update on the
three-pronged development agenda and indicates that still ‘pace of reforms will
need to be stepped up to bridge the yawning infrastructure gap, unlock private
35) Accessed on 09/06/2015 at http://www.eastasiaforum.org/2015/07/07/job-growth-not-gdp-growthmatters-for-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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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s, make Indian firms globally competitive, and strengthen the
balance sheets of public sector banks.’ Further, it cautions against the low
tax-to-GDP ratio and hence recommends public-private-partnership (PPP)
model for boosting private investment, with increase in tax compliance and
improving the tax-GDP ratio; not only that, public sector banks’ balance sheets
are operationally inefficient and potential for rapid export growth faces both
supply and demand constraints as merchandise exports have not peaked due to
lack of infrastructure; and lack of competitive supply of skill, labor, land as
well as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The report recommends stepping up
reforms to make hinterland states more competitive for manufacturing, and in
case of the world’s largest anti-poverty program covering 50 million
households (0.5-1% of GDP) MGNREGS for social protection, it finds that it
fails to create durable and productive asset values for the poor, in terms of
employment guarantee, rural connectivity, natural resource base generation, etc.
that could increase productivity of rural poor.36) All these are important and
forecast is impossible at this juncture. One needs to be cautious because as
George Eliot says: “Among all forms of mistake, prophecy is the most
gratuitous.”

36) Chief Economic Advisor’s restraints on current performance is also noteworthy: See (accessed
on 09/05/2015) http://www.thehindu.com/business/Economy/cea-arvind-subramanian-reviewsoneyear-of-modi-govt/article7247733.ece

∙ 392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References
Acemoglu, D. and J. Robinson. 2012. Why Nations Fail. Crown Business.
Agarwal, M. and John Whalley. 2013. The 1991 Reforms, Indian Eonomic Growth, and
Social Progre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WP#19024.
Cambridge, MA. USA.
Ahluwalia, M. S. 2002. “Economic Reforms in India since 1991: Has Gradualism
worke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3), Summer 2002.
. 2006. India’s “Experience with Globalization.”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39(1).
Aghion, P., R. Burgess, S. J. Redding, and F. Zilibotti. 2006, “The Unequal Effects of
Liberalization: Evidence from Dismantling the License Raj in India,” Discussion
Paper No. 5492, CEPR, London.
Anand. Shefali. and Debiprasad Nayak. 2015. India Inc. Awaits ‘Modi Magic.’ April
17-19, 2015. Wall Street Journal.
Anderson, Siwan, Patrick Francois, and Ashok Kotwal. 2015. “Clientelism in Indian
Villag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6(6).
Athreye, S. and M. Hobday. 2010. “Overcoming development adversity: how entrepreneurs led software development in India.” Int. J. Technological Learning,
Innovation and Development, Vol. 3, No. 1.
Athreye, Suma and Kapur, Sandeep. 2006. “Industrial concentration in a liberalising economy: A study of Indian manufacturing.”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 6.
Banga, Rashmi. 2014a. “Linking into Global Value Chains is not sufficient: Do you
Export Domestic Value-added content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 29(2).
. 2014b. Trade Facilitation and “Hollowing-out” of Indian Manufacturing.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LIX(40), October 4.
Bardhan, P. K. 2003.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in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 Political Economy and Governance Issues in the Indian Economic Reform
Process. The Australian National Unversity, Canberra. ASARC Publication.

39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 2015. “Reflections on Indian Political Econom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L(18), May 2.
Barro, R. J. and Xavier Sala-I-Martin. 2002. Economic Growth. Mc-Graw Hill.
Basu, K. and A. Maertens. 2007. “The Pattern and Causes of Economic Growth in Indi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3(2).
Besley, T., M. Coelho, and JV. Reenen. 2013. Investment for Prosperity: Skills,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 224.
Bosworth, B., S. Collins, and A. Virmani. 2006. “Sources of Growth in the Indian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India Policy Forum, New Delhi.
Bhaskar, V. 2015. “Stance on Devolution and Gran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L(21).
Bhattacharya, S. K. and Gouranga G. Das. 2014. “Can South-South Trade Agreements
Reduce Development Deficits? An Exploration of SAARC during 1995-2008.”
Journal of South Asian Development, Vol. 9(3).
Bhagwati, Jagdish and Arvind Panagariya. 2013. Why Growth Matters: How Economic
Growth in India Reduced Poverty and the Lesson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Public Affairs.
Bhattacharyya, Sambit. 2011. Growth Miracles and Growth Debacl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UK.
Bhoothalingam, Ravi. 2015. “Can the Chinese Connection Speed India’s Development?”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May 9, 2015. Vol. L(19).
Burgess, Robin., Remi Jedwab, Edward Miguel, Ameet Morjaria and Gerard Padro I
Miquel. 2015. “The Value of Democracy: Evidence from Road Building in Kenya.”
American Economic Review, 106(6).
Choi Byung-il and Changyong Rhee. 2014. Future of Factory Asia. Asian Development
Bank(ADB) and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KERI).
Cortuk, Orcan. and Nirvikar Singh. 2015. “Analyzing the Structural Change and Growth
Relationship in India-State Level Eviden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L(24).
CSO. 2015. “No room for Doubts on New GDP Number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L(16).

∙ 394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Dabla-Norris, E., K. Kochhar, N. Suphaphiphat, F. Richa, and E. Tsounta.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 No. 15/13.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bla-Norris, E., G. Ho, K. Kochhar, A. Kyobe, and Robert Tchaize. 2014. Anchoring
Growth: The Importance of Productivity-Enhancing Reforms in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Economics and
Policy. Vol. 5(2).
Das, Gouranga G. 2012. “Globalization, Socio-institutional factors and North-South Knowledge
Diffusion: Role of India and China as Southern Growth Progenitor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Elsevier, 79(4).
. 2013. Moving” land across borders: Spatial shifts in land demand and immiserizing
effects, Journal of Economic Policy Reform, DOI:10.1080/17487870.2012.761459, 16(1).
. 2014a.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 Asia: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Asia via Technology” In Book
publication “Food Security - The Role of Asia and Europe in Production, Trade
and Regionalism”, Invited Chapter, EU-ASIA Dialogue Project (implemented by: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d European Policy Centre,
European Union Centre Singapore, and Konrad-Adenauer-Stiftung e. V. (KAS).
. 2014b. “What role ‘Learning’? A North-South Tale of Enrichment Effects.”
Journal of Economic Forecasting, Vol. 17(1).
. 2015. “Why some countries are slow in acquiring new technologies? A Model of
Trade-led Diffusion and Absorption.” Journal of Policy Modelling, 37, Elsevier.
Das, Gouranga G. and Hongyul Han. 2013. “Trade in Middle Produ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 Survey on Extent of Off-shoring.” Invited Book Chapter in:
Bardhan, Kroll and Jaffe(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Editors-in-Chief),
Oxford Handbook of Off-shoring and Global Employment. Oxford University Press,
UC Berkeley and Oxford.
Das, Ram Upendra. 2014. Meaning of Indian Economic Dynamism for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ERIA Research Projet Report 2013, No. 4.
Dasgupta, Sukti., and Ajit Singh. 2005. Will services be the New Engine of Indian
Economic Growth? Development and Change 36(6).

39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Dasgupta, P. 2009. “A Matter of Trust: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nual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ABCDE), Seoul, June 2009.
. 2013. The Natur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atur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December 31, 2013. Vol. XLVIII(51).
Deaton, Angus. 2013. What’s going on in India? Book Review. Lancet. Vol. 382.
Dev, S. Mahendra (ed.). 2013. India Development Report 2012-13. Indira Gandhi Institute
of Development Research(IGIDR). Oxford University Press. India.
Dhar, Biswajit. 2015. India’s New Foreign Trade Policy Pluses and Minuses. April 18,
2015. Vol L(16).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Dhume, Sadanand. 2015. How much Modi can shine again? June 4, 2015. Wall Street
Journal.
Dollar, David. 2015. What institutions do Asian Countries need to keep growing? East
Asia Forum. Economics, Politics, and Public Policy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Accessed on 09/05/2015. http://www.eastasiaforum.org/2015/05/31/what-institutionsdo-asian-countries-need-to-keep-growing.
Dreze, Jean and Amartya Sen. 2013. An Uncertain Glory: India and its Contradictions.
Penguin.
Eaton, J. and S. Kortum. 1996. Trade in Ideas: Patenting and Productivity in the OEC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0.
. 1997. Engines of Growth: Domestic and Foreign Sources of Innovatio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9.
Galor, Oded. 2012. Unified Growth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erard, F. and Gustavo Gonzaga. 2012. Social Insurance under Imperfect Monitoring
Labor Market and welfare impacts of the Brazilian UI Program. Working Paper.
Ghatak, M., and D. Mookherjee. 2014. Land Acquisition for industrialization and compensation
of displaced farmer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0.
Ghatak, M., and P. Ghosh. 2015. The Land Acquisition Ordinance. eSS Current Affairs.
eSocialSciences policy Note.
Ghatak, Maitreesh., and Sanchari Roy. 2014a. Did Gujarat’s Growth Rate Accelerate
under Modi? Vol. XLIX(15), April 12, 2014.
. 2014b. Did Gujarat Switch to a Higher Growth Trajectory Relative To India

∙ 396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under Modi? A Rejoinder. Vol. XLIX(18), May 3, 2014.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Ghatak, M., P. Ghosh, and A. Kotwal. 2014. Growth in the Time of UPA: Myths and
Reality. Vol. XLIX(16).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Ghosh, J. 2009. Equity and Inclusion through Public Expenditure: the Potential of the
NREGS. Paper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REGS, New Delhi, India 21-22
January.
Goldar, B. 2004. “Indian Manufacturing: Productivity Trends in Pre- and Post-reform
Period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0 November.
. 2015a. “Growth in Grosss Value-added of Indian Manufacturing 2011-12 series
vs 2004-05 serie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May 23, 2015. Vol. L(21).
. 2015b. “Productivity in Indian Manufacturing (1999-2011): Accounting for
Imported Material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August 29, 2015. Vol. L(35).
Goldar, B. and A. Mitra. 2010. “Productivity Increase and Changing Sectoral Composition: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in India,” in P. Nayak, B. Goldar, and P.
Agrawal (eds), India’s Economy and Growth: Essays in Honour of V.K.R.V. Rao.
New Delhi: Sage Publications.
Government of India. 2014. Economic Survey. Various issues.
Goyal, Ashima. 2015. Measuring Indian Growth: Why the Data Should be Doubted Les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August 8, 2015. Vol. L(35).
Greenwald, Brice. C. and J. Stiglitz. 2006. Helping Infant Economies Grow: Foundations
of Trade Policies for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AEA
Papers and Proceedings 96(2).
Hatekar, N. and A. Dongre. 2005. “Structural Breaks in India’s Growth: Revisiting the
Debate with a Longer Perspectiv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 April, 20(114).
Hoekman, Bernard. and B. Smarzynska Javorcik. 2006. Global Integ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Palgrave Macmillan and the World Bank.
Holzmann, R., Y. Pouget, M. Vodopivec, and M. Weber. 2015. Severance Pay Programs
around the World: History, Rationale, Status, and Reform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11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The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C. USA

39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Jalan, Bimal. Emerging India: Economics, Politics and Reforms. Penguin Viking. India.
Jha, R. 2011. Overview of the South Asian Economy. In Jha (ed.) (2011) Routledge
Handbook of South Asian Economics. Routledge.
Jha, R., R. Gaiha and M. K. Pandey. 2011. Net Transfer Benefits under India’s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Journal of Policy modeling, 34(2).
Jones, C. J. and P. Romer. 2009. The New Kaldor Facts: Ideas, Institutions, Population,
and Human Capital. NBER Working Paper 15094.
Kim, Jong-Il. 2015. Lessons for South Asia from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DB South Asia Working Paper Series. No. 37.
Kochhar, K., U. Kumar, R. Rajan, A. Subramanian, and I. Tokatlidis. 2006. “India’s
Pattern of Development: What Happened, What Follows?” IMF Working Paper.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rueger, Anne. O. (ed.) Economic Policy Reforms and the Indian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Delhi.
Krueger, Anne. O. and Sajjid Chinoy. 2002. The Indian Economy in the Global Context.
In Anne. O. Krueger (ed.) Economic Policy Reforms and the Indian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Delhi.
Lee Dae-Woo. 2012. A Review of Industrial Polices of the first and second UPA regimes.
Winter 2012. Posri Chindia Quarterly.
Lee, Keun. 2013.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Income Trap.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Lucas, R. E. Jr. 2009a. Trade and the diffusion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Vol. 1(1).
. 2009b. Ideas and Growth. Economica. Vol. 76(1).
Mallick, Jagannath. 2014. Regional Convergence of Economic Growth during Post-Reform
Period in India. Singapore Economic Review, 59(2).
. 2013. “Public Expenditure, Private Investments and States income in India.”
Journal of Developing Areas. 47(1).
Mazumdar, Surajit. 2015. “Recent trends in India’s Merchandise Trade: Warning Signs for
the Econom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August 15, 2015. Vol. L(33).
Mondal, Sanghita and Manoj Pant. 2014. “FDI and Firm Competitiveness: Evidence from

∙ 398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Indian Manufacturing.“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September 20, 2014. Vol.
XLIX(38).
Mupela, Evans and Adam Szirmai. 2012. Communication costs and trade in Sub-Saharan
Africa, UNU-MERIT Working Paper 2012-060.
Nachane, D. M. (ed.). 2011. India Development Report 2011. Indira Gandhi Institute of
Development Research(IGIDR). Oxford University Press. India.
Nagaraj, R. 2015. “Growth in GVA of Indian Manufacturing.”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June 13, 2015. Vol. L(24).
Nayyar, D. 2006. “Economic Growth of Independent India: Lumbering Elephant or
Running tige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5 April, 14(15).
. 2015a. “Globalisation and Democrac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L(19), May 9, 2015.
. 2015b. “Birth, Life and Death of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in Indi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August 15, 2015. Vol. L(33).
Oommen, M. A. 2015.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L(21).
Panagariya, A. 2004. “Growth and Reforms during 1980s and 1990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9 June, 39(25).
Panda, Bhagirath. 2015.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Development
Practices at the Crossroad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L, No. 23.
Pattanayak, S. and S. M. Thangavelu. 2005. Economic reform and productivity growth in
In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an interaction of technical change and scale
economies. Economic Modeling, 22(4), July 2005.
Pritchett, Lan, and Lawrence. H. Summers. 2014. Asiaphoria meets Regressions to the
Mean. NBER Working Paper No. 20573. Proceedings,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issue Nov.
Rajakumar, J Dennis, and Anita B Shetty. 2015a. “GDP Sectoral Growth Rates: What is
Driving Growth?”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February 28, 2015, Vol. L(9).
. 2015b. “Gross Value Added: Why nit the Double Deflation Method for
Estimation? Economic Note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August 15, 2015,
Vol. L(33).

39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Rodrik, D. 1995. “Getting interventions right: How South Korea and Taiwan grew rich.”
Economic Policy. 10(20).
Rodrik and Subramanian. 2005. From Hindu Growth to Productivity Surge: The Mystery
of the Indian Growth Transition. IMF Staff papers, 52(2).
Sivasubramonian, S. 2004.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India 1950-1951 to 1999-2000.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Sinha, A. and S. Tejani. 2004. “Trend Break in India’s GDP growth Rate: Some
Commen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5 December, 39(52).
Schultz, George P. 2002. Foreword. In Anne O. Krueger (ed.) Economic Policy Reforms
and the Indian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India.
Sen, A. 2004.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Sen, Kunal. and Debkusum Das. 2015. “Where have all the Workers Gone? Puzzle of declining
labour intensity in Organised Indian Manufacturing.”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6 June, Vol. L(23).
Sinha, A. and S. Tejani. 2004. “Trend Break in India’s GDP growth rate: Some
commen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5 December, 39(52).
Sharma, Vinita. 2015. “Are BIMARU states still Bimaru?”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L(18).
Singhal, Anirudh. 2014. The Services Sector in India’s States: A Tale of Growth,
Convergence and Trade. The World Economy, doi: 10.1111/twec.12163. Oxford.
Spence, Michael. 2011.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Subbarao, E. C. 2014. “Strategy for R&D in Indian Industry: Urgent Needs and Assured
Retur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June 28, Vol XLIX(26 and 27).
Tendulkar, S. D. and T. A. Bhavani. 2007. Understanding Reforms-Post 1991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Thomas, Alex. 2015. “Economic survey 2014-15, Growth theory and polic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August 8, 2015. Vol L(32).
The Economist. 2015. Global manufacturing: Made in China?
. Infrastructure: Aerotropolitan ambitions.
. The future of Factory Asia: A tightening grip.

∙ 400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 (February 21st, 2015). India’s Economy: A chance to fly.
. (February 21st, 2015). More than a Lick of Paint Needed.
. (January 31st 2015). India in Asia: A bit-more player.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11c.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port 2011, Bangkok: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U-IHDP and UNEP. 2012. Inclusive Wealth Report 2012. Measuring Progress toward
Sustai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svanathan, Shiv. 2015. Narendra Modi’s Symbolic Wa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LIX No. 22, May 31, 2014.
Wallack, J. 2003. “Structural Breaks in Indian Macroeconomic Dat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8(41).
Wignaraja, Ganeshan. 2014. “Will south Asia benefit from Pan-Asian Integration?” South
Asia Economic Journal, 15(2).
World Bank. 2008. Global Economic Prospects: Technology Diffusion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 2014. Doing Business 2015: Going Beyond Efficiency. Economy Profile 2015:
India. 12th Edition. Washington DC.
. 2015. India Development Update: Towards a higher growth path. Washington DC.
World Economic Forum. 2010. The Global Enabling Trade Report 2010. Geneva: World
Economic Forum. Available from www3.weforum.org/docs/WEF_GlobalEnablingTrade_
Report_2010.pdf.
World Trade Organization. 2015.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India. WT/TPR/G/313.
Zhong, Raymond. and Gabriele Parussini. 2015. India Sees Fragility Amid Growth. June
3. Wall Street Journal(WSJ).
Zhong, Raymond and Anant Vijay Kala. 2015. “India’s Growth Trumps China’s.” Wall
Street Journal(WSJ) (Asian Edition), Monday, June 1, 2015.
Zhuang, Juzhong. 2010. Poverty, In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in Asia: Measurement,
Policy Issues, and Country Studies. Asian Development Bank(ADB).

401 ∙

멕시코 국영기업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의 대내외적
위험요인과 대응전략 분석
김 순 성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차례

Ⅰ. 서론
Ⅱ. 페멕스의 위험요인
Ⅲ.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
Ⅳ.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
Ⅴ. 결론

Ⅰ. 서 론
1. 페멕스의 현황과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17년 멕시코 혁명 후 헌법의 27조는 국가가 멕시코 영토와 영해의 탄화
수소 자원에 대하여 독점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멕시코
정부는 석유의 생산 시기, 장소와 생산자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Plante and Cañas 2014, p. 17). 페멕스(Petróleos Mexicanos)는 1938년 당시
라자로 까르데나스(Lazaro Cardenas) 대통령의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

40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부문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국영기업이다. 국유화 이후
1958년 석유법(the Petroleum Law)의 제정으로 민간 계약자들의 자원 개발
참여가 금지되었다.1) 석유법에 의하여 페멕스는 멕시코 내의 석유, 천연가
스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 같은 정제 석유 제품에 대한 독점적 생산자의 지위
를 획득하였으며 석유화학 같은 관련 부문 운영사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다.
페멕스는 4개의 자회사인 Pemex Exploration and Production(탐사개발),
Pemex Gas and Basic Petrochemicals(천연가스), Pemex-Refining(정유), PemexPetrochemicals(석유화학)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 개발과 생
산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페멕스는 천혜의 지질학적 조건에 힘입어 낮은
비용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1970년대 유카탄 반도(the Yucatan
Peninsula)의 캄페체 만(the Bay of Campeche) 연안의 깐따렐(Cantarell) 유전
이 발견되면서 멕시코의 석유 생산은 급격하게 증가되어 2004년에는 동년
멕시코 총 원유 생산량의 63%에 해당하는 하루 21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하기에 이르렀다(Alvarez 2014, p. 89; Plate and Cañas 2014, p. 17). 이처럼
깐따렐 유전에서 수십 년 동안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원유를 생산해오던 페
멕스는 2004년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생산량
이 일일 평균 0.5백만 배럴에 그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량의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페멕스는 깐따렐 유전의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유전의 생
산량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여 왔는데 Ku-Maloob-Zaap(KMZ) 유전이 가장

1) Plante and Cañas(2014), p. 17. 비록 헌법의 25조와 28조가 멕시코 정부가 보유한 원유의 생
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1900년대 초에는 외국 석유기업들이 채굴
(extrac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404

멕시코 국영기업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의 대내외적 위험요인과 대응전략 분석

성공적인 예로서 KMZ의 2011년 생산량은 일일 80만 배럴로서 2004년에 비
교할 때 177% 증가한 양이다(Lajous 2014, p. 10). 이러한 페멕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전반적인 원유 생산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
고 있으며 페멕스의 원유 생산량 감소는 멕시코의 원유 부문이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영기업인 페멕스의 생산량은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4년에 비하여 일일 생산량이 340만 배럴에서 2012년에는 250만 배럴로
25%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페멕스가 새로운 원유 매장지에 대한 탐사와 생
산(exploration and production)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생산량의 감소는 향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페멕스의 원유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은 페멕스의 사업 운영과 성과에 추가적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2011년 산유지에 따라 약 95~113달러 선이었으나 하
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약 93~97달러 선에 머물고 있어2) 생산
량 감소와 함께 페멕스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페멕스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르는 영업 이익의 감소 같은 사업
성과는 멕시코 정부의 재정과 멕시코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으며 나아가 멕시코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의 원유와 가스 부문은 멕시코 국민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페멕스의 세금은 정부세수의 평균 25~30%에 달하고 있다(Fitch
Ratings 2015, p. 1; Plante and Cañas 2014, p. 16). 이러한 페멕스의 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최근 영업이익을 초과할 정도로 막대하여 손실을 기록

2) BP(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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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페멕스의 원유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사업성과
의 부진, 이에 따르는 향후 부정적인 전망은 멕시코 정치인들이 에너지 부문
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2008년 멕시코의 에너지개
혁은 당시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on) 행정부의 페멕스를 중흥시
키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08, p. 74). 이는 페멕스
에 더 큰 예산 자치권과 영업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
으나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생산량 감소를 막을 본격적인 조치를 통과시키
지 못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08, p. 80). 현 대통령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는 페멕스의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통한 종합적인 석유가스 산업의 개혁, 즉 에너지 개혁 관련 9개의 부
속 법안을 2014년 8월 11일 승인하였다(Casas-Alatriste and Espinasa 2015, p.
1). 에너지 개혁법안의 통과는 페멕스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회 요인임과
동시에 중단기적으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Fitch
Ratings 2014, 2015; Lajous 2014, p. 4). 그러므로 멕시코 정부와 국민 경제생
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영기업 페멕스가 직면한 주요 위험 요인과 대
응전략, 그리고 대응전략의 현재까지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인 필
요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남미 지역의 중요 협력 파트너 기업의 하나인
페멕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효과적인 국제 협력
과 국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페멕스가 직
면한 위험을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요인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페
멕스의 대응전략과 현재까지의 실효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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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위험관리전략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Godfrey, 2005; Gordon, Loeb, and
Tseng, 2009; Orlitzky and Benjamin, 2001). 또한 기업의 자원과 상황에 적합
하지 않은 위험수용(risk taking)은 부정적인 기업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Bromiley, 1991). 그러므로 페멕스가 직면한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페멕스
의 위험관리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페멕스의 향후 사업 성과와 기업가치 전
망에 대하여 페멕스의 잠재적 투자자와 사업파트너 및 관련 정책 입안자에
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개념적 구조와 방법
위험(risk)은 “기업의 성과 혹은 현금흐름의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을 의
미하며, 이는 재무적 성과의 변동성, 성과의 분산, 손실의 기댓값, 불확실성
에 따르는 결과, 시장위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재유, 이상엽, 이병희
2011, p. 3; Miller 1992, p. 311). 위험의 정의를 확대 적용한 경우는 “파산,
혁신, 정보의 부족, 기업가 정신”(이재유, 이상엽, 이병희 2011, p. 3; Baird
and Thomas 1990)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의 페멕스가 직면하는
위험 요인을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외 정책변화 같은 외부적 위험요인과 이
러한 외부요인들이 기업 내부의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페멕스의 기업경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페멕스가 직면하는 주요 위험요인을 발생 근원과 기업의 내부 구조와 관
련하여 구분하였을 때 외부적 위험요인과 내부적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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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 요인이 기업의 현금흐름과 성과의 변동성
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는 외부적 위험요인에 해당되며 국제유가 변동과 국
내외 정책의 변경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
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내부 구조의 특성과 결합하여 현금흐름과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경우,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내부요인을 내부적 위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예로 페멕스의 대멕시코 정부 관계와 재무 구
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내부적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국제 탄화수소자원 가격 변동은 세계의 모든 석
유기업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인이라 한다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동과 페
멕스의 원유 생산량 감소에 따른 멕시코 정부의 제도 및 정책 변화는 페멕스
특유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페멕스가 직면한 위험요인 중 국제 탄화수소자원 가격 변동과
미국의 에너지 정책변동과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과 같은 대내외적 정책 변
경, 그리고 멕시코 정부에 대한 관계와 페멕스의 재무구조 특성으로 대표되
는 내부적 위험 요인에 대한 페멕스의 대응전략을 조사하고 그 실효성을 평
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페멕스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매년 제출하는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form 20-F)와 관련 보고서 및 연구들을 기초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의 페멕스가 직면하는 위험요인, 제3
장에서는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 제4장에서는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 그리고 제5장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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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페멕스의 위험요인
1. 페멕스의 외부적 위험요인
페멕스는 탄화수소 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기업으로 여러 가
지 외부 환경의 변화는 페멕스의 성과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페멕스
의 사업운영의 기초 자산 가격인 국제유가 변동 외에도 환율변동, 인플레이
션, 석유가스 산업 내 경쟁, 대체에너지의 가격, 외국 정부와 본국 정부의 규
제와 정책, 국제법, 산유국과 소비국의 정치적 사건, 원유 수출국의 조치들,
원유와 천연가스의 무역 활동, 원유와 천연가스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 거
래 등이 페멕스의 사업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위험요인
에 포함될 수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0). 이 중 국제유가 변동과
멕시코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변경이 멕시코 국영기업 페멕스가 직면한 주요
외부적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
세계 경기 변동과 멕시코 경제 상황, 그리고 국제유가는 상호 관련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페멕스가 생산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
을 미친다. 자연히 국제유가의 변동은 궁극적으로 페멕스의 수익과 현금흐
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세계 경기 변동과 멕시코 경제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은 페멕스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에 외부적 상황
변동에 의한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원유가가 낮아지면, 원유의 생산 비용은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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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멕스의 수익은 낮아지고 낮은 수준의 현금 유입과 세전수입이 발생하게 된
다. 마찬가지로 국제 원유가격, 석유제품,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면, 페멕스
의 수익과 현금유입, 세전 소득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그 예로 2014년 8월까
지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렀으나 2014년의 평균가
는 86달러, 2014년 초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출발하여 2014년 12월에 가서는
평균수출가격이 45.5달러가 되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7). 이러한 국
제유가 하락에 맞추어 멕시코산 원유의 급격한 하락세는 2014년 말 페멕스의
재무적 성과와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2015년 첫 달
평균 원유 수출가는 37.36달러로 하락한 가운데 유가와 천연가스의 낮은 가격
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이는 2015년 페멕스의 재무적 성과와 상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유가와 페멕스
의 영업이익은 정(+)의 관계를 보이며 유가 하락 시 영업이익의 하락세가 급
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페멕스의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유가와 페멕스의 영업이익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0~14)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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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상황은 페멕스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
은 수준의 자본적 지출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탐사와 생산(Exploration &
Production)에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페멕스가 시추하고
판매할 수 있는 원유와 가스매장량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나.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대미 수출 감소
아래의 [표 1]과 같이 페멕스의 원유의 순수출은 2014년 들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 2011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는 페멕스의 원유 생산량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관찰되고 있는 대미 원유 수출 감소는 미국의 셰일
오일 및 가스 개발과 상업화, 경질유 생산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77).3) 한편 2015년 향후를 전망할 때, 멕시
코 원유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1975년 오일1차 쇼크 이후로 금지해왔던 자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금지를 해제하는 법안(HR 702법안)을 하원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하원 본 의회 처리와 상원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4) 미국이 세계
원유 생산 3위, 천연가스 생산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수출 재개 움
직임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
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출 대상국과 물량 면에서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3) Pemex annual report(2014), p. 78. 멕시코 원유의 대미 수출비중은 2014년 69.4%, 2013년
72.1%, 2012년 76.2%로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 ｢원유수출 재개 ‘첫발’ 뗀 미국｣(2015), 한국경제, A11. (9월 12일)

41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는 제한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즉 원유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일일 50만 배럴
이하로, 그리고 천연가스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위주로 에너지부의
승인 하에 수출되고 있다(한국경제, 2015. 9. 12, A11). 수출 대상국과 물량
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 페멕스의 원유 수출에 대한 영향
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5년 동안 페멕스의 수출량이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 원유 수출의 약 69.4~83.3%가 미국의 수요자에
게 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원유 및 천연

표 1. 페멕스의 수출과 수입 금액
(단위: 백만 달러, 12월 31일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대비
2014년 증감

35,985.4

49,379.6

46,786.2

42,723.2

35,855.4

(16.1)

천연가스

31.9

1.6

0.6

2.8

4.8

71.4

석유제품

5,133.3

6,277.5

5,538.0

5,817.2

5,868.6

0.9

272.1

298.6

362.9

234.0

166.9

(28.7)

천연가스와 제품

5,437.3

6,577.7

5,901.5

6,054.0

6,040.3

(0.2)

총수출

41,422.7

55,957.3

52,687.7

48,777.2

41,895.7

(14.1)

939.2

1,272.2

1,216.2

1,728.7

2,197.3

27.1

-

-

-

766.6

621.9

(18.9)

939.2

1,272.2

1,216.2

2,495.3

2,819.3

13.0

20,317.3

28,019.1

27,272.4

23,916.8

23,553.7

(1.5)

302.5

277.5

526.9

322.3

373.3

15.8

수출
원유

석유화학제품

수입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총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총수입

21,559.0

29,568.9

29,015.4

26,734.4

26,746.3

0.0

순수출

19,863.7

26,388.5

23,672.3

22,042.8

15,149.4

(31.3)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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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수출 재개는 페멕스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외에도 페멕스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013년의 2억 3,400만 달러에
서 2014년에는 1억 6,690만 달러로 28.7% 감소하였다.5) 페멕스의 석유화학
제품 수입은 2013년 3억 2,230만 달러에서 2014년 3억 7,330만 달러로 15.8%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관찰
되었는데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는 페멕스의 석유화학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증가되기보다는 높아진 국내 수요로 인하여 국내 판매와 수입이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페멕스의 석유화학 제
품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국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에는 더 많은 투자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다. 2014년 에너지 개혁법안 의회 통과
2014년 에너지 개혁법안 통과는 75년 동안 페멕스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멕시코 탄화수소자원의 개발과 생산 부문이 민간과 외국기업들에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Alvarez and Valencia 2015, p. 4; Lajous, A.
2014. p. 4). 이는 장기적으로 페멕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전망되
는 한편, 중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페멕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리라고 예상된다. 에너지 개혁 실행으로 멕시코의 지하자원이 민간 소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페멕스가 직면한 정치 리스크 중 정책 및 제도 변

5) Pemex annual report(2014), p. 79. 규모(volume)로는 2013년의 1,336.9천 톤(thousand metric
tons)에서 2014년에는 488.0천 톤으로 63.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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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관련된 새로운 불확실성으로서 그 영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페멕스
의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개혁을 시행할
제2차 입법(the Secondary Legislation)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의 새로운 법률
체계는 시행의 세부사항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Lajous 2014, p. 4).
멕시코 정부는 2014년 8월 에너지 개혁법안 시행의 일환이자 개발 및 안
정을 위한 멕시코 석유기금법(the Law of the Mexican Petroleum Fund for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의 중요한 부분인 계약의 할당에 관한 라운드
제로(Round Zero)의 결과를 발표했다(Casas-Alatriste and Espinasa 2015, p.
10). 페멕스는 이를 통하여 멕시코 일정 지역에서 탐사와 채굴(extraction)의
권리를 부여받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탐사와 발전
계획을 에너지부(the Secretarí.a de Energí.a, Ministry of Energy)에 제출하여
야 한다. 에너지부에 의하여 승인된 탐사와 발전 계획을 일정 시간 내에 수
행하지 못하는 경우, 페멕스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권한은 취소될 수 있으
며, 이는 페멕스의 사업성과와 재무적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Pemex annual report 2014, p. 9).
2014년 말 기준으로 페멕스는 멕시코에서 탐사와 채굴 활동(extraction
activities)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지만 제2차 입법(the Secondary Legislation)
에 따르면, 다른 석유와 가스 기업들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
다. 결과적으로 페멕스는 멕시코에서 추가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권리를 놓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
른 기업들이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참여함으로써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수
익원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페멕스에 대한 재정 의
존도를 감소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페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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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에 지불하는 액수가 단기간에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하
기 힘든 상황이다(Fitch ratings 2015, p. 1; Pemex annual report 2014). 이는
지난 5년간 공공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평균 30~40%에 이를 정도로 페멕스
가 멕시코 정부의 단일의 최대 재정 충원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
너지 개혁법안은 페멕스에 장기적으로 기회요인으로 전망되는 한편, 중단기
적으로는 이를 위한 선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다음
과 같은 면에서 에너지 개혁은 페멕스가 직면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산업 내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에너지 개혁으로 인한 페멕스가 직면하는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산업 내
시장 환경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석유 가스 사업 내의 진입장벽과 경
쟁자 수의 변화는 페멕스의 사업 활동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페멕스는 2014년 에너지 개혁법안의 통과로 멕시코 에너지 부문
에서 경쟁 증가라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는 페멕스의 사업 성과와 재무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탄화수소법(Hydrocarbons Law)에 따라 채택된 제2차 입법(the
Secondary Legislation)은 멕시코 정부가 페멕스 외의 기업과도 탐사와 채굴
(extraction)활동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할당을 주는 것을 허용
하고 있다. 라운드제로(Round Zero)에 따라 페멕스는 개발 할당권을 우선적
으로 받은 지역을 제외한 개발 구역에서 다른 석유 가스 업체들과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페멕스는 이러한 입찰 과정에서 우선권이 없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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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탐사와 생산 지역 확보 경쟁에 참여하여야 한
다. 또한 라운드원(Round One)에 따라 페멕스는 부여받은 지역 외의 블록에
대하여 심해유전과 중질유 개발을 위한 계약 할당을 받기 위해 다른 기업들
과 경쟁하거나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Casas-Alatriste and Espinasa 2015, p.
5). 2015년 실시된 14개 광구에 대한 유전 경매에서 외국계 기업의 입찰 의
향을 표한 광구는 2개에 그쳐 적어도 1/3은 낙찰될 것이라는 멕시코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6) 라운드원을 통하여 멕시코 정부는 재정적
이득과 기술 이전을 목표하고 있으므로 라운드원의 성패는 페멕스에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페멕스는 또한 정유, 수송, 가공 부문에
관하여도 일정 부분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경쟁의 증가로
인하여 페멕스는 숙련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페멕
스가 이러한 경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 하
락 같은 부정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페멕스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3).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영향
탄화수소자원의 매장지 개발에는 상당한 수준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을 필요로 하는데 2014년 에너지 개혁법안 의회 통과는 페멕스
의 매장지 개발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4년 에너지 개
혁법안 의회 통과 후에도 멕시코 정부가 페멕스의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
으므로 멕시코 정부는 페멕스의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멕스

6) ｢시작부터 삐걱대는 멕시코의 에너지개혁｣(2015), 아시아경제,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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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장지 개발 능력은 정부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 이는 멕시코 에너
지 부문에 진입하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한 페멕스의 적응 능력을 제
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4년 8월, 라운드제로가 완료되자 에너지부는 페멕스가 요청한 주요 지
역에 대하여 탐사와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페멕스에 부여하였다. 페
멕스가 할당받은 매장지의 개발은 특히 멕시코 만의 심해 지역과 브르고스
분지(Burgos basin)의 셰일가스 매장지와 가스매장지이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3). 라운드제로를 통하여 부여받은 페멕스의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권은 페멕스가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기술적, 재
정적, 사업 운영)을 전제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의 개발은 상당
한 수준의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자본적 지출이 제한을 받는다면 사업
운영상의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적 지출의 제한으로
인하여 페멕스가 개발 계획에 따라 매장지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매장지에서
계속적으로 채굴(extract)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고 이는 페멕스의
사업 성과와 재무적 상태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기업윤리, 환경 규제
에너지개혁 외에도 페멕스가 직면한 정치리스크에는 국내외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다양한 규제 준수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있다. 페멕스는 멕시코와
국제 사회의 반부패법, 반뇌물법, 반돈세탁법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페멕스가 이러한 법들을 준수하지 못하면 벌칙이 따르고 이로 인한 페멕스
의 부정적인 평판은 사업의 성과와 재무적 상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

41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용하게 될 것이다. 페멕스의 경영진 혹은 고용인이 이러한 법률을 지키지 못
할 경우 혹은 형사상, 행정상, 민사상의 다른 구제 조치를 적용 받을 경우,
이는 페멕스의 재무적 성과, 상태, 사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9). 예를 들어, 이러한 규정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국내외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내외적인
보고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든지, 중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유형, 무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훼손시키거나 페멕스의 평판과 인식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기업과 협업을 통한 사업 활동에 방해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페멕스의 사업 성과와 재무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연방수준과 주정부 수준에서 환경규제를 광범위하게 가지
고 있는데 이러한 멕시코의 환경규제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페멕스의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Pemex annual report 2014, p. 9). 예를 들어, 환경규제 준수는 환경물질의 배
출과 처리에 관한 감독과 기술개발 같은 상당한 수준의 자본적 지출을 요구하
므로 페멕스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탄화수소자원을 채굴하는 능력
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페멕스의 수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페멕스의 내부적 위험요인
페멕스의 가격변동 위험, 미국 에너지 정책의 변화, 에너지 개혁법안의 통
과에 따르는 불확실성은 페멕스의 사업 활동과 재무여건에 내재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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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외부적 위험요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페멕스의
내부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산업특성
페멕스는 석유 가스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가치 창출이 기초 자산인 석
유와 가스 그리고 기타 탄화수소자원의 매장량의 추정과 개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매장지에 대한 추정과 개발 활동이 중요한 가치사슬 활동의
하나이다. 2014년 에너지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는 페멕스의 매장지 개발 능
력에 다음과 같은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석유, 가스 그리고 기타 자원의
매장량에 대한 가치평가는 주관적인 과정으로서 정확한 측량이 불가능한 지
하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 양에 대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추정치는 시
추(drilling)와 이에 따르는 테스팅, 산출 결과, 원유가격에 의하여 영향받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인 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는 궁극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양(recoverable quantities of crude oil and natural
gas)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2).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자료의 확보와 기술적인 지질학적인 주
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개혁으로 도입된 경쟁적 환경에 페멕스가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페멕스는 매장량 추
정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게 되어 정확한 추정에 기초한 효율적인 매장지
(reserves)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페멕스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이 매장지의 성공적인 개발에 있다면, 에너
지 개혁으로 인한 경쟁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투자 부족은 페멕스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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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증대라는 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페멕스는 사업 특성상 현재의 탄화수소자원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확인 매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탐사와 생산을 포함한 과정에 상당한 액
수의 자본적 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국제유가 하락과 에너지 개혁의 경쟁
적 환경 조성으로 페멕스의 수익이 감소되고 자본 지출 예산이 조정되거나,
자본조달 능력이 감소된다면 페멕스의 자본적 지출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유 생산 증대를 위하여 페멕스는 기존의 탄화수소자원 매장
지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 향후 추가적인 매장지에 대한 권리 확보, 탄화수소
자원의 채굴(recovery) 비율 증가, 인프라의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확
인 탄화수소 매장지에 대한 대체율은 2013년 18.0%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확
인 탄화수소 매장량의 감소를 나타낸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3).

나. 대(對) 멕시코 정부관계

1) 멕시코 정부의 페멕스에 대한 자율권 통제
에너지 개혁의 일환으로 페멕스법(the Petróleos Mexicanos Law)에 기초하
여 페멕스는 2014년 분권화된 공공기관(decentralized public entity)에서 생산
적인 국영기업(a productive state owned company)으로 조직의 특성이 변화되
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4). 페멕스법은 페멕스의 예산과 부채수
준, 행정상의 채무를 관장하는 특별 제도(a special regime)를 구축하고 페멕
스에 예산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재량권과 아울러 추가적인 기술적 경영상의
자율권을 제공하고 있다. 증가된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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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페멕스를 통제하고 페멕스의 예상 수입과 비용, 연간 임금 상한선, 급료
비용에 기초한 그 해의 순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적 균형 목표를 조정하
는 힘을 가지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4). 또한 페멕스의 승인
된 예산은 하원 (the Cá.mara de Diputados)을 통하여 멕시코 정부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멕시코 정부의 페멕스 예산 조정권은 페멕스의 매장
지 개발 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진입하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페멕스가 성공적
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멕시코 정부에 대한 세금 지불 의무
멕시코 정부에 지불하는 상당한 액수의 세금으로 인하여 페멕스는 투자
프로그램 확충과 자본적 지출에 관련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페멕스의 기업
내부 자금 활용이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에너지 개혁에 수반되는 경쟁적 환
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이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페멕스가 현재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
고 탄화수소자원의 확인 매장량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적 투자 능력
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Fitch ratings, 2015). 지난 5년간 페멕
스는 멕시코 정부에 평균적으로 매출의 52.6%, 영업 이익의 108.4%를 이전
하였으며, 이는 정부 세수의 평균적으로 약 30~40%를 차지하고 있다
(Alvarez 2014; Fitch ratings 2015; Montes and Alvarez 2013; Pemex annual
report 2014). 2014년의 경우, 페멕스의 판매 수익의 약 47%가 세금의 형태
(in the form of taxes and duties)로 멕시코 정부에 지불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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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ex annual report 2014, p. 11).
에너지 개혁법안의 채택에 따라 헌법의 27조(Article 27 of the Mexican
Constitution)는 멕시코 정부가 탐사와 채굴(extraction)활동을 페멕스를 포함
한 다른 기업들과의 협약과 과제 체결을 통하여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매장지 개발은 석유와 가스기업들의 지속적인 생산
과 수입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경쟁적 환경에서 멕시코 정부에 대한 페
멕스의 과중한 지불 의무는 페멕스에 할당된 석유와 가스의 탐사와 채굴을
위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충분하지 못한 투자로 인하여 이
들 매장지에 대한 페멕스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향후 추가적인 탐사와 채굴
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면 페멕스의 수익 창출 능력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멕시코 석유 소득의 연방예산에 대한 기여(%)

자료: Montes and Alvarez(2013); Alvarez(201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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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멕스의 재무구조에 따른 위험

1) 연금부채
제2차 입법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페멕스의 연금부채의 부담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되며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높은 수준의 부채로 인한 불확실성도
내재되어 있다(Fitch ratings 2015). 페멕스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퇴
직연금과 장기근속혜택(seniority premiums)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1,00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9). 또한 페멕스의 연금부
채(unfunded pension liabilities)는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99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총 부채의 54%에 해당한다(Fitch ratings 2015, p. 4) 페
멕스의 연금부채는 2010년 535억 달러(USD)에 이르러 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페멕스의 연금제도(pension plan)는 혜택확정형
(Defined Benefit Plan)의 형태로서 1942년에 정년 55세, 근속기간 25년으로
하여 수립된 것으로 이후 기대수명의 증가로 예상하지 않은 은퇴 후의 연금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Fitch ratings 2015, p. 4).
비록 제2차 입법으로 인하여 멕시코 정부가 페멕스와 자회사들의 연금부
채를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할 연금부채의
규모는 제2차 입법에 의한 해당 법이 요구하는 연금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페멕스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페멕스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충족시키는 것이 에너지
개혁으로 인한 페멕스의 연금부채 부담 경감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Pemex annual report 201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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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
연금부채 이외에도 페멕스는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신용등급 기관에서는 페멕스의 총 부채 규모와 지난 몇
년간의 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페멕스의 부채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777억 달러이며 2013년의 약 643억 달러에
비교할 때 20.8% 증가한 것이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8). 페멕스의
부채는 국제 원자재 시장 현황과 페멕스의 원유 생산량 상황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성과와 재무적 상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페멕스는 부채 상환을 위하여 일부는 사업에서 발
생된 현금흐름을 사용하고 일부는 추가적인 부채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무
거운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페멕스는 자본투자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채
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하락된다면, 이는 페멕스의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게 되고 자본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페멕스가 자본조달을 유리한 조건으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자금조달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부채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 계
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하여 생산수준 향상
과 탄화수소자원의 입증된 매장량의 유지 및 증가에 요구되는 자본적 지출
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 페멕스의 사업성과와 재무적 여
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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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
페멕스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을 가격변동, 에너지 개혁과 미국의 에너
지 정책 변경과 같은 대내외적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이라 할 때 이에
대한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격변동,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경, 에너지 개혁법안 통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페멕스의
관리전략은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개혁법의 궁극적 목적은 멕
시코의 석유가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핵
심이 페멕스의 경쟁력 제고이며 국제 탄화수소자원 가격의 변동성과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처하는 전략도 경쟁력 제고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페멕스가 직면한 가격변동, 미국
의 에너지 정책 변화, 에너지 개혁법안 통과에 수반된 불확실성에 대한 페멕
스의 위험관리전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페멕스의 외부적 위험에 대한 관리
가.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페멕스의 주요 생산품인 탄화수소자원과 관련 가공물들은 국제 시장의 가
격변동에 노출되어 있는데 가격변동에 대하여 페멕스의 수익과 현금흐름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위험관리전략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페멕스의 생산품인 원유, 가스에 대하여
가치 창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매장지를 개발하고 시추 활동을
통하여 생산량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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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 감축이 수익성 증대로 실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원유와
가스 관련 가공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 증감
과 같은 가격민감성을 낮추는 제품의 품질 향상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국제
자원가격변동에 페멕스의 사업성과의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전략은 크게 페
멕스의 매장지 개발과 생산 증대를 위한 자본적 지출과 투자,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기술적 협업, 그리고 파
생상품을 활용하여 단기 변동성에 대한 충격 감소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
할 수 있다.

1) 자본적 지출과 투자(Capital Expenditures and Investment)
표 2. 페멕스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단위: 백만 페소, 12월 31일 기준)

년도
Pemex 자회사

Pemex Exploration
and Production
Pemex Refining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4,838 177,059 193,801 212,556 222,069 182,633 190,933
22,636

25,157

28,944

29,794

39,767

41,936

42,870

Pemex Gas and Basic
Petrochemicals

3,887

3,019

4,468

5,405

7,549

6,825

4,421

Pemex-Petrochemicals

2,462

2,426

2,892

4,003

4,765

3,976

4,637

206

717

943

1,707

3,006

1,842

1,740

Petrόleos Mexicanos
총 자본적 지출

224,029 208,378 231,048 253,465 277,156 237,212 244,601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25.

경쟁력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과 투자를 통하여 가격리스크에
대처하는 접근으로 페멕스의 자본적 지출의 추세와 향후 계획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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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위의 [표 2]는 페멕스와 자회사의 지난 5년간의 자본적 지출
과 2015년 2016년의 예산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자본적 지
출을 살펴 볼 때, 페멕스와 자회사 모두 전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Pemex-Refining, Pemex-Gas and Basic Petrochemicals,
Pemex-Petrochemicals, Petrόleos Mexicanos가 자본 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
로 Pemex Exploration and Production보다 현격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Pemex-Gas and Basic Petrochemicals, Pemex-Petrochemicals 2010년과
2014년 동안의 자본적 지출 증가율이 약 2배에 달하고 있고 페멕스는 1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Pemex-Refining도 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 증
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페멕스가 직면한 탐사와 생산의 한계를
비용 대비 성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있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유
와 석유화학 부문 발전에 전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페멕스는 미래의 자본적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Pemex Exploration and Production의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인
자본적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깐따렐 유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투자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30).
Pemex-Refining은 소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2018년에는 소폭의 감소세도
예상된다. 그러나 연료 품질 투자 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15년 확정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페멕스가 정유
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공에 전략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된다.
페멕스의 개정된 2015년 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총 2,372억 페소로서 이
중 1826억 페소 탐사와 생산 프로그램에 배정하였고 이는 총 자본적 지출의
77%에 해당된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34). 이러한 탐사와 생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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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대한 투자는 제 2차 입법에 의하여 구축된 구조 하에서 사업을 시작함
에 따라 탄화수소매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페멕스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2) 협업과 기타 협약(Collaboration and Other Agreements)
페멕스는 글로벌 석유가스 에너지 기업들과 기술 협력과 사업 활동에 관
한 정보를 교류하고자 다양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페멕스의 경쟁력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국제 금융기관들과 자본조달을 위한 협약을 맺고 페멕
스의 시설과 사업 투자에 필요한 재무적 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4월 6일, 페멕스는 중국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중국석유
집단(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과 Xinxing Cathay International
Group Co. Ltd.)과 각각 양해 및 협력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87). 이를 통하여 다
양한 부문에서의 기술적 교류와 더불어 상류활동(upstream activities)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하여 미래의 협력에 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페멕스는 해외은행들과 무역금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활동
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예로,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2013년 10월 16일, 페멕스는 20억 달러에 이르는 신용
을 통하여 페멕스의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양해각서(a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하였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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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가격변동 위험관리7)
페멕스는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 구조(revenues and expenditures structure)
를 평가함으로써 현금흐름이 국제 탄화수소가격과 연관되어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페멕스는 위험요인에 대
한 노출 정도를 점검하고 이러한 노출이 페멕스의 재무적 균형 상태에 미치
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페멕스의 계속적인 리스
크 완화 전략 평가에는 파생상품사용 자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8)
파생상품을 통한 가격변동의 시장리스크를 완화시킨 예로, PemexGas and
Basic Petrochemicals는 프로판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제1 구성요소이므로
2012년에 프로판 가스 스와프로 구성된 헤징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이러한
노출에 의하여 발생된 시장 리스크를 완화시켰다.

나.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수출 감소에 대한 위험관리
미국은 여전히 멕시코 원유에 대한 큰 수요를 가진 무역대상국임에도 불
구하고 [표 3]에 의하면, 페멕스의 대미 원유 수출 비중은 지난 3~4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스페인과 인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하여 페멕스가 지리적 다각화를 통한 원유 수출의 변동
성 관리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0년에 2% 정도에 머물

7) Pemex annual report(2014), p. 204, p. 206의 내용을 발췌, 번역, 요약함.
8) 페멕스의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가격변동 리스크 관리 방안은 파생상품 자체로 인한 또 다
른 위험(투기와 같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내규에 기초하여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보수
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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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2014년에 6.3%로 증가한 점, 인도에 대
한 수출 비중이 지난 몇 년 동안 4배 정도 증가한 점,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이 페멕스의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전략
을 보여주고 있다.9)

표 3. 페멕스의 국가별 원유 수출 현황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83.8

81.8

76.2

72.1

69.4

스페인

8.9

8.3

13.2

14.4

14.2

인도

1.7

2.8

6.0

8.2

7.0

캐나다

1.8

1.5

1.8

1.9

1.8

중국

1.9

2.7

0.8

1.6

1.2

기타

2.0

2.8

2.0

1.8

6.3

총합

100

100

100

100

100

자료: PMI 통계; Pemex annual report(2014), p. 89.

다. 법률, 제도 변경에 대한 위험관리10)
에너지 개혁법안 통과에 따른 페멕스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한 전략은
에너지 부문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페멕스가 멕시코 정부로부
터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지불 의무는 경감시
키는 것이 주요 위험관리전략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페멕스에 부과
되는 각종 환경, 윤리 규제를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안과 가격

9) Pemex annual report(2014), p. 89; ｢멕시코 국영 페멕스, 한국에 원유 수출 개시｣(2015. 3. 11).
10) Pemex annual report(2014), pp. 85-86, p. 97을 발췌, 번역,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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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같은 규제에서 자율권을 획득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개혁법안에 대응전략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활동, 즉 지속적인 자
본적 지출 증대와 효율성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멕시코의 제도
정책 변화에 대처하는 페멕스의 전략을 분석함에는 멕시코 정부와의 관계에
서 파생되는 위험에 관련하여 각종 규제를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노력
의 전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산업안전과 환경보호 규제에 대한 위험 관리
페멕스는 다음과 같이 멕시코 정부의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페멕스가 속한 석유가스 업계는 환경에 대한 관리가 사업 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리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lassen and McLaughlin 1996). 이를
위하여 페멕스는 자회사의 활동을 통한 사업운영 외에 일반 노동, 안전, 보
험, 법률을 조율하는 활동을 중앙집권 형식으로 하고 있다. 페멕스의 기획,
조정, 성과국(Corporate Office of Planning, Coordination and Performance)은
다음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획, 수행, 조정하는 책임을 지고 각 자회사의 산
업안전과 환경프로그램을 더울 발전시키고자 한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85). 각 자회사의 환경과 안전부서는 페멕스의 기획, 조정, 성과국
(the Corporate Office of Planning, Coordination and Performance)과 긴밀하게
조율한다. 예를 들어,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문화 육성, 기업의 근로
자들과 시설에 대한 안전을 향상, 시설 부근의 주민들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
소, 환경 보호, 기후변화가 페멕스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방출 감소와 멕시코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규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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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 Pemex Refining은 무연휘발유와 디젤의
생산 증대를 통하여 낮은 가격으로 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으며 멕시
코의 새로운 환경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솔린과 디젤의 생산품질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관리11)
페멕스는 내륙과 연안의(onshore and offshore) 자산과 채무에 대한 보험
프로그램(property and civil liability insurance program)을 유지하고 있다. 시
추플랫폼, 리그(rig), 가스 취합 체계(gathering system), 해양터미널과 생산 시
설 같은 연안 자산(offshore assets)과 아울러 모든 내륙의 자산들 정유공장,
가공 공장, 파이프라인, 저장시설들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페멕스의
보험은 갑작스런 그리고 우연한 물리적 피해 혹은 페멕스 자산의 파괴, 모든
물리적 손실, 의도적인 테러리스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보험은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 발생 시 파이프라인의 내용물, 저장소
와 유정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커버하고 있다. 페멕스의 보험은 또한
연안 유정(offshore wells)과 관련된 통제와 재시추 비용, 철수비용, 유출
(spill)과 관련된 채무비용 같은 이례적인 비용도 커버하고 있다. 모든 페멕
스의 보험은 다시 Kot Insurance Company, AG (which we refer to as Kot AG)
에 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Kot AG의 가입을 통하여 페멕스는 국제 재보험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구조화함으로써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 효율성
을 제고하였다.

11) Pemex annual report(2014), p. 85 내용을 발췌, 번역,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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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적 위험요인 관리
내부적 위험은 외부 시장 환경이나 제도 정책의 변동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페멕스 내부 요인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경우이며 이에 대한 위험
관리전략은 자본적 지출 중 사업 기반이 될 수 있는 매장지에 대한 투자, 영
업구조의 효율성 제고, 부채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관리전략으로 분석하여
볼 수 있다.

가. 탐사와 개발을 통한 매장지 개발
페멕스의 자본적 지출 중 특히 탐사와 개발에 대한 투자는 탄화수소자원
매장지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기반 확충을 통한 영업성과의
지속과 향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표 4. 탐사와 개발에 대한 자본적 지출 현황
(단위: 명목 백만 페소, 12월 31일 기준)

탐사
개발
총계

2010
29,474
165,364
194,838

2011
31,133
145,926
177,059

2012
33,161
160,640
193,801

2013
32,179
180,377
212,556

2014
35,082
186,986
222,069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51.

표 5. 탐사와 개발에 대한 미래의 자본적 지출 추정
(단위: 백만 페소, 12월 31일 기준)

탐사
개발
총계

2015
32,090
150,543
182,633

2016
36,994
153,939
190,933

2017
52,139
155,912
208,051

2018
72,007
144,536
216,543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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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탐사와 개발에 대한 페멕스의 지난 5년간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데 2011년을 제외하고 평균 약 5~7%의 투자 증가율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는 향후 3년
간의 자본적 지출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4년보다 자본적 지출 투자
총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탐사에 대한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년은 상대적으로 개발에 비중
을 둔 반면, 향후 3년간은 탐사에 투자 비중을 둠으로써 새로운 매장지를 발
견하는 데 투자의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나. 영업구조 효율성 제고를 통한 위험관리

1) 조달과 공급 사무소(Corporate Office of Procurement and Supply)
설치
영업구조의 단순화와 관리 감독을 통한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하고 수익을 제고하는 전략은 페멕스의 기업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비용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페멕스는 조달과 공급 사
무소(Corporate Office of Procurement and Supply)를 설치하여 재화와 서비스
를 활용한 사업과 리스(leases) 관련 구매활동을 중앙 집중화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19일 페멕스는 조달 과정을 연합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2018
년까지 213억 페소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는 조달 사무소를 상당수 감소하는 것과 납품업체와 외부 계약업체를 등록
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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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위험, 시설위험에 대한 보안조치
페멕스의 원유 및 가스의 생산 증대와 함께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
전하게 제공하고 수송 중 도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페멕스의 영업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즉, 불법적인 사건들은 파이프라인의 체
계를 위협하며 인력과 시설, 일반 대중과 환경에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키고
페멕스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페멕스의 판매 수
익과 순이익을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생산 증대 노력과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위험관리 활동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페멕스는 멕시코의 불법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페멕스 제품의 도난, 변조(adulteration), 불법 수송과 탄화수소자원의 불법
유통에 감독 통제와 데이터 수집[the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14년과 2016년 동안 SCADA와 측정 시스템에 2억 8,20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94). 특히 2014년에는
시설에 대한 범죄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이프라인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다. 재무구조 요인 위험관리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을 페멕스는 기업 내부의 조직과 파생상품을 활
용하여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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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부채와 영업비용 관리12)
페멕스의 연금부채는 2014년 페멕스의 퇴직연금과 근속혜택(seniority
premiums) 중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금액(unfunded reserve)은 약 1,002억 달
러에 달하고 있다. 제 2차 입법은 페멕스가 다음의 요건을 2015년 8월 12일
까지 충족시킨다면, 멕시코 정부가 2014년 8월 12일 기준의 이 연금부채
(unfunded reserve)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조
건은 기존의 혜택확정형에서 기여확정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s)으
로 전환하여 제공, 퇴직연령 같은 계수 조정, 연방 상위 연금회계감사국(the
Auditorí.a Superior de la Federación)에 의한 페멕스의 연금부채에 대한 감사
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페멕스는 석유노동조합(the Sindicato
de Trabajadores Petroleros de la Repú.blica Mexicana )과의 단체 협상조약에
대하여 협상을 재개하고 긴축프로그램(an austerity program)을 실행하여야
한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19).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 페멕스는 석유
노동조합(the Petroleum Workers’ Union)과 비용절감 프로그램(a cost savings
program)을 실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15년에 인사근무와 관련
된 영업비용을 100억 페소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감소
는 2015년 페멕스의 예산 조정의 16.1%에 해당된다.

12) Pemex annual report(2014), p. 19를 발췌, 번역,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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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
가) 사내 은행
페멕스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미달러화를 파는 활동으로 국내통화와
미국 달러화의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운영 비용 충당과 지불의무 이행에
필요한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페멕스의 PMI Group은 유동성 위험
에 대한 회사 내의 몇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의 재무부서 혹은 사내은행(‘inhouse bank’)으로서 합성신용라인으로 최
대(a syndicated credit line for up to) 7억 달러까지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로써
현금보유를 중앙 집중화 시키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208).13)

나) 파생상품
페멕스의 PMI 그룹의 기업들은 쌍방 신용라인(credit lines)을 통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6억 달러까지 확보할 수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208). PMI 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현금흐름을 매일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서의 신용도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각 기업의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이 제
시하는 재무비율의 최대/최소 허용 가능치를 점검함으로써 부채를 비롯한
각종 지불에 관련한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13) Pemex annual report(2014), p. 31, PMI 그룹은 페멕스의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관계사로서
원유,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세계시장에서 매매를 하며 관련된 위험관리, 수송, 보험,
저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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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채의 만기 분포
(단위: 명목 천 페소, 2014년 12월 31일 기준 예상 만기 일자)

부채

만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년 이후

총 고정금리
27,340,322 33,108,623 32,380,048 66,056,363 64,128,326 593,020,226
부채
총 변동금리
104,854,156 60,983,937 46,338,044 21,015,084 26,728,037 53,625,599
부채
총 부채

132,194,479 94,092,560 78,718,092 87,071,447 90,856,363 646,645,825

자료: Pemax annual report(2014), p. 223.

페멕스의 부채는 변동금리 부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기별로
고정금리 부채는 2019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변동금리 부채는 2015
년과 2016년, 2017년에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금리 하락기에 변동금리
로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을 전망하는 가운데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에서 보듯이 변동금리에 대한 헤지
(hedge)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파생상품 스왑의 만기는 2019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제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
는 예측에 기초하여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채의 만기에 기초한 금리 변동에 대한 파생상품을 활용한
페멕스의 위험관리는 효율적인 운용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 438

멕시코 국영기업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의 대내외적 위험요인과 대응전략 분석

표 7. 파생상품의 만기 분포
(단위: 명목 천 페소,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기
파생상품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년
이후

총명목
금액

헤징(hedging) 목적의 이자율금융파생상품
달러화 이자율 스와프
1,668,708 2,045,007 2,053,963 2,063,326 2,073,034 9,359,006 19,263,046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통화금융파생상품, 통화 스와프
유로로 수취
달러로 지불

-

일본엔화로 수취
달러로 지불

1,211,734

16,872,862 25,284,126
758,874

379,428

66,034,677 108,191,665
-

-

16,157,337 18,507,373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224.

Ⅳ.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
페멕스의 위험관리는 페멕스의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정도와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할 때 경쟁지위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중단기 투자의 성과를 조사함으로써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볼
수 있다. 위험관리전략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대하여 구분이 가능
하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은 내외적 위험요인관리의 종합적 결과로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내부적 및 외부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효
과적이었나는 궁극적으로 사업 활동의 효율성의 제고와 재무적 성과로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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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기의 성
과가 달성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재무적 성과의 관점에서는 국내
외 판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추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페멕스
는 원유, 정유, 가스와 기초 석유화학, 석유화학 부문에서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부문에 대한 효율성 제고, 국내외 판매와 영업
이익 및 순이익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을
현 시점에서 평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페멕스의 위험관리 활동의 결과가 효율성 제고와 재무적 성과 외에
시장의 평가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을 가
늠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페멕스의 위
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직접적으로 금융
시장에서 페멕스의 자본조달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페멕스가 사
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
다. 그러므로 페멕스의 가시적인 재무적 성과 외에 금융시장의 페멕스의 현
재와 미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페멕스의 위
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을 효율성 제고, 재무적 성과, 국제신용등급 기관에 의
하여 발표되는 신용등급의 추이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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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성 제고
가. 원유

1) 유정의 시추(drilling)와 개발 활동
표 8. 페멕스의 시추 활동
(12월 31일 기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발이 시작된 유정 수

954

968

1,254

665

454

시추된 유정수

1,303

1,034

1,238

817

535

개발유정(Development wells) 수

1,264

1,001

1,201

779

511

생산유정(Producing wells) 수

7,414

8,271

9,476

9,379

9,077

시추 활동

원유(Crude oil)

4,406

5,193

6,188

6,164

5,598

천연가스(Natural gas)

3,008

3,078

3,288

3,215

3,479

시추리그(Drilling rigs)수

130

128

136

139

136

발견된 유전

5

8

9

10

2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
(배럴, 원유 일일 동량)

508

448

392

371

370

총 개발 면적 (km )

8,463

8,536

8,652

8,706

8,339

총 미개발 면적 (km2)

828

987

1,040

977

1,278

2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38.

[표 8]은 지난 5년 동안의 페멕스의 멕시코 영토 안에서의 시추 활동을 요
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페멕스의 시추 활동은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2011년
과 2012년에 비하여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다. 매장량에 대한 평가 면에서
Pemex Exploration and Production의 일정 기간 총 생산에 대한 추가적인 확
인 매장량의 비율인 RRR은 2014년 18.0%로 2013년의 67.8%보다 49.8%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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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39).14) 이러한
확인 매장량의 감소는 유전 개발 활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2014년에는
511개만이 개발 완료되었고 이는 직전 연도에 비하여는 34.1% 감소로서 이
전 연도에 비하여는 훨씬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발이 시작
된 유정 개수와 시추된 유정 개수 면에서도 2010년과 2011년의 상황과 비교
할 때 현격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다.

2) 원유의 생산량 증가
가) 공공 계약을 통한 증산 촉진 계획
탄화수소 자원의 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페멕스는 FPWC 프로그램
(Financed Public Works Contracts)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다중서비스계약
프로그램(the Multiple Services Contracts program)으로 알려진 것으로 2001
년 12월에 처음으로 선언되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58). 이 프로그
램은 멕시코의 탄화수소 자원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효율
적인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많은 공공사업 계약을 다른 계약들
과 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the FPWC 구조 하에서는
Pemex Exploration and Production이 생산된 모든 탄화수소 자원과 각 FPWC
하에서 수행된 (공공)사업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 2014년
Pemex Exploration and Production’의 FPWC는 41억 1,320만 달러로서 2013
년에는 65억 5,040만 달러, 2012년 84억 6,660만 달러, 2011년 84억 6660만
달러, 2010년 78억 2,990만 달러에 비하여 감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14) RRR이 100보다 낮은 것은 동 기간 동안의 확인 매장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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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 탐사 및 생산 계약 (Integrated E&P Contracts program)15)
페멕스의 통합 E&P 계약은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대한 2008년 개혁의 일
환으로 조성되었으며 페멕스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Pemex Exploration and Production은 첫 번째 통합 탐사 및 생산
계약(Integrated E&P Contracts)을 멕시코 남부의 the Santuario, Carrizo and
Magallanes fields에 관련하여 부여하였다. 2014년 7월에는 통합 탐사 및 생
산 계약은 the Miahuapan and Amatitlá.n blocks 에 대하여 Vitol Energy Méי
xico, S. A. de C.V. and GPA Energy, S.A. de C.V.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부여받았다.

그림 3. 페멕스의 탐사와 생산(E&P)에 대한 투자와 생산 추이

Ano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Precio 13
10
16
25
19
22
25
31
43
53
61
86
57
72
101 103 103
Source: Institutional Data Base of Petróleos Mexicanos, June 2013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3); Casas-Alatriste and Espinasa(2015), p. 3.

15) Pemex annual report(2014), p.52를 발췌, 번역,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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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안 계약자들은 약 6억 9,800만 달러를 통합 탐사 및 생산 계약
관련하여 지불하였으며 2014년 말 기존의 통합 E&P 계약 지역은 하루 원유
54,600배럴, 천연가스 일일 2억 4,000만 입방피트를 생산하였다. 위와 같은
페멕스의 증산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림 3]은 페멕스의 최근 생산량
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유통의 효율성16)
2014년에 수송된 물량 중 83%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7%는 선박과 10%
는 열차탱크와 탱크 트럭이 사용되었다. 페멕스는 파이프라인의 위험 평가
와 통합성 평가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14년 12월
31일 페멕스는 전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100%를 분석하였고 다른 파이프
라인 통합 프로그램 단계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파이
프라인의 통합성을 향상시키고 수송파이프 라인의 네트워크를 운영을 향상
시키는 전략을 수행했음에도 2014년 155개의 누출(leaks and splill)이 발생하
였고 이는 2013년에 비하여 1.3% 증가한 것이다. 2014년 파이프라인에서 발
생한 기름 유출 60건 중 40건이 기계적 통합성의 결여에 기인하며 6건이 제
3자에 의하여, 14건이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다.

4) 판매량
2014년 동안 원유에 대한 국내 소비는 일일 약 116만 1,100배럴에 달하며
이는 페멕스의 총 원유 생산의 47.8%에 해당한다. PMI의 활동을 통해 국내
16) Pemex annual report(2014), pp. 83-84를 발췌, 번역,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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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외의 잔여량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마야 원유(Maya crude oil)가
PMI를 통해 수출되는 원유 물량의 78%를 차지하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50).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원유생산은 2011년 일일 약 255
만 배럴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정유 유통량은 2014년 전년 대비 일
일 약 116만 배럴로 5.5% 감소하였다.

5) 비용을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
페멕스의 위험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중단기 투자와 그에 따르
는 영업의 효율성은 판매가격 수준의 유지와 생산비용의 절감에 따르는 공
정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는 생산된 석유와 가
스의 단위당 평균 판매가와 생산비용이다. 각 유전은 15% 이상의 확인 매장
량을 가지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34).

표 9. 원유와 천연가스의 단위 판매 가격과 생산 비용
(단위: 미국 달러, 12월 31일 기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원유 배럴당 평균 판매가격

72.25

100.01

102.36

99.92

90.37

천연가스 일천입방피트 당
평균 가격

4.52

4.68

4.03

4.93

5.71

배럴 당 평균 생산비용

5.22

6.12

6.84

7.91

8.22

가격, 비용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3, 2014)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9]에서 보여주듯이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유의 가격은 2012년을
기점으로 최근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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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비용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어 공정 효율성 제고 노력을 통한 긍정
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한 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정유

1) 생산
페멕스는 일일 120만 6,000배럴의 정유 제품을 2014년에 생산하였는데 이
는 2013년 수준에 비해 5.5% 하락한 것이다. 이는 생산 유전에서 공급되는
원유의 양이 5.5% 감소하였고 2014년의 원유 생산이 3.7%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54). 정유제품 생산의 감소의 주요 요인
이 정유의 원료 공급 감소인 점을 고려할 때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이 정유
제품의 생산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국내 판매
페멕스는 가솔린, 제트연료, 디젤, 연료오일과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 정
유 제품 모두를 판매하고 있다. 페멕스는 세계의 주요 원유 생산자 중의 하
나이며 정유 제품에 대한 상당한 국내 수요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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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Pemex Refining의 국내 판매 금액
(단위: 백만 페소, 12월 31일 기준)

연도
제품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대비
증감(%)

295,430.7 328,870.2 369,165.1 404,887.9

428.398.8

5.8

등유

23,114.3

35,693.3

36,881.8

3.3

디젤

144,009.6 166,241.2 193,722.6 211,471.4

225,702.4

6.7

연료유

56,766.7

80,265.5

99,839.9

78,001.8

46,838.3

(40.0)

기타 정유 제품

11,647.7

14,101.6

14,986.1

11,669.4

14,489.4

24.2

530,969.0 621,254.5 714,274.2 741,723.8

752,310.8

1.4

7,669.1

10.2

가솔린

정유제품 총합
석유화학제품

31,776.1

4,089.7

4,424.3

36,560.5

6,544.9

6,957.7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63.

[표 10] 에서 보여 주듯이 연료 오일을 제외하고 주요 정유 제품군에서 국
내 판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에서 연료에 대한 가장 큰
소비자는 연방전기위원회[th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Federal
Electricity Commission)]와 페멕스의 자회사이다. 연방전기위원회는 페멕스
가 2014년 생산한 연료오일의 약 91.0%를 소비하였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56). 정유 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페멕스가 생산
하는 정유제품 품질의 개선이 그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
로 정유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페멕스의 노력과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과 투자 전략이 성과로 나타나는 한
면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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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와 기초 석유화학제품(Gas and Basic Petrochemicals)

1) 생산
동기간 매년 큰 차이 없이 각 제품별 비슷한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의 국내 수요 증가에 가공과 생산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페멕스와 멕시코 정부는 2013년 8월 13일 천연
가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공급 전략을 발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중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사업(the Los Ramones pipeline
project)과 압축기지(compression station)를 건설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석유생간과 셰일가스 매장지를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65).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천연가스의 가공과 생산 면
에서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많은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다.

2) 판매량
표 11. Pemex Gas and Basic Petrochemicals의 국내 판매 금액
(단위: 백만 페소, 12월 31일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vs.
2013, %

천연가스

67,141.3

64,466.3

50,233.0

68,128.7

78,666.4

15.5

액화석유가스

53,385.9

57,981.0

64,966.5

71,728.9

78,258.9

9.1

석유화학

3,274.2

4,832.2

2,763.4

1,326.5

2,051.6

54.7

총합

123,801.4

127,279.6

117,962.8

141,184.1

158,976.9

12.6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75.

[표 11]은 페멕스의 자회사인 Pemex Gas and Basic Petrochemicals의 국내
판매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Pemex Gas and Basic Petrochemicals가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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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석유화학 제품군 모두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국내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인 경우 지난 5년 동안 2011
년을 고점으로 감소되었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2010년
국내 판매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Pemex Gas and Basic Petrochemicals
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5년 동안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바를 고려할 때, 석유화학 제품군의 국내 판매량과 금액의 증가에 대한 효과
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하여 석유액화가스는 지속적인 성장
세를 보이고 있으며 천연가스도 2011년과 2012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
여 2010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지 않
고 소폭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페멕스의 가스와 기초석유화학제품 부문의 경우, 위험관리전략의 효과
가 천연가스와 액화가스의 경우 국내 판매금액이 2010년보다 최근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은 2010년 수준보다 감소하여 제품군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라. 석유화학제품(Petrochemicals)

1) 생산
Pemex Petrochemicals는 암모니아를 포함한 메탄올을 비롯하여 에탄파생
물, 프로필렌, 옥탄가솔린, 나프타가스를 포함한 석유파생품 등 다양한 석유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Pemex annual report 2014, p. 73). 2013년과 비교
할 때 아로마계와 프로필린계는 각각 27.3%, 25.0% 증가를 보이지만 전체적
으로는 석유화학 제품군의 생산이 2013년 대비 0.9% 감소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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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판매
2014년 Pemex Petrochemicals의 국내 판매는 282억 9,360만 페소로 2013
년의 265억 2,530만 페소에 비하여 6.7% 증가하였다(Pemex annual report
2014, p.75). 이러한 증가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과 에틸렌 옥사이드
(ethylene oxide)의 가격이 각각 13%, 10%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 밖에
도 스타이렌(styrene)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군의 판매량 증가도 기여하였다.

2. 재무적 성과 및 시장의 평가
가. 재무적 성과
표 12. 페멕스의 재무 현황
(단위: 백만 페소)

2011

2012

2013

2014

순매출

1,558,454

1,646,912

1,608,205

1,586,728

영업이익

861,311

905,339

727,622

615,480

순소득(손실)

(106,942)

2,600

(170,058)

(265,543)

소득 자료(income data)

재무적 현황 자료(financial position data)
현금 및 현금 등가물

114,977

119,235

80,746

117,989

총 자산

1,981,374

2,024,183

2,047,390

2,128,368

총 장기 부채

1,624,752

2,059,445

1,973,446

2,561,930

총 자본(적자)

103,177

(271,066)

(185,247)

(767,721)

167,014

197,509

245,628

230,679

현금흐름 자료(cash flow data)
유정, 파이프라인, 자산, 공장 및
설비의 획득

자료: Pemex annual report(201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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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멕스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적 성과를 [표 12]를 통하여 살펴보
면, 소득 면에서 순매출과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이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순소득(net income)은 2012년을 제외한
2011년, 2013년, 2014년 모두 음(minus)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적자
폭도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산은 소폭의 증가가 관찰
되는 한편, 부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총 자본이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
다. 이는 페멕스의 최근 재무적 성과가 소득이나 자산 면에서 긍정적이기보
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2014년 에너지 개혁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페멕스가 국제유가 변동이나 법률 및 제도 변경에 대한 위험관리와
내부적 위험에 대응하여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관리전략을 취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재무적 성과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페멕스의 최근 부진한 사업 성과와 이에 대한 내외부적
요인이 멕시코의 2014년 에너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 되고 있다.

나. 시장의 평가
표 13. 국제 주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페멕스의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2015

2014

2013

2012

2011

2011년 이전

Fitch*

'BBB+'/
'A-'

'BBB+'/
'A-',

'BBB+'/'A-'

'BBB'/
'BBB+'

'BBB'/
'BBB+

'BBB-'/
'BBB'**

Moody's

A3

A3

Baa1

Baa1

Baa1

Baa1***

BBB+/A

BBB+/A

'BBB'/
'A-'

'BBB'/
'A-

'BBB+'/
'A-' ****

Standard &
Poors

Issuer Default Ratings(IDRs), ** 2005년. *** 2008년, **** 2009년
자료: Fitch Ratings(2011~15)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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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페멕스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여주고 있다. Fitch, Moody's, Standard & Poors 모두 2011년 이
후로 페멕스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이 시작되던 2013년 이후로도 안정적인 투자등급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은 페멕스만이 직면한 위험이기보다는 전 세계 에너
지 부문 기업들이 직면한 부정적인 환경의 변화이고 이에 대한 페멕스의 대
응전략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종 업
계에 속한 Conoco Phillips Company, Petrobras(Petroleo Brasileiro S.A.),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와 비교하였을 때, 채산성(EBITDA
margin)은 57%(Fitch ratings 2015, p. 5)로 다른 기업들보다 높고 평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안정적(stable)’로 제시되고 있어 페멕스의 향후 성장
성과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페멕스의 재무
적 성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 페멕스의 향후 기업가
치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과 에너지 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페멕스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므로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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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및 토의
페멕스는 1938년 이후로 멕시코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으로서 멕시코 정부의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평균
30~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페멕스의 사업성과가 멕시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멕시코 정부와 국민들의 생활
에 영향력이 큰 페멕스의 사업 활동은 1970년대 깐따렐 유전의 발견으로
2004년에는 하루 340만 배렬을 생산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04년을 기
점으로 매장지의 고갈로 생산량의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최근 자산, 매
출, 순소득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페멕스는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영업이익과 수익이 높은 기업임에
도 불구하고(Hernández et al. 2014, p. 135; Fitch Ratings 2015, p. 5) 정부에
대한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순이익 면에서는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의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움직임 같은 대외 환경 변화는 페멕스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페멕스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지대한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에
너지 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페멕스의 경쟁력 제고와 중흥을 기하고 있
다. 국제유가 변동,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양상,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 개
혁은 페멕스에 외부적 위험요인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페멕스의 기업 경
영의 내부적 위험요인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페멕스의 사업성과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성과 향상과 현금흐름의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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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페멕스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기 위하여 국제유가 변동,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경, 에너지 개혁이라는 외부적 위험요인과 기업경영의 내부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페멕스의
외부 위험요인과 이들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는 내부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
석과 대응전략을 페멕스의 사업보고서와 관련 문헌들에 기초하여 조사하고
현재까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페멕스는 국제유가 변동과 에너지 개혁 같은 외부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크게 자본적 지출 증가, 국제적 협업, 파생상품 활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는 내부적 위험
요인인 대멕시코 정부 관계와 재무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규제 준수를 위한 조치와 투자, 보험, 효율성 제고, 사내은행, 파생상품
활용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의 실효성을 효율성 제고, 재
무적 성과, 시장의 평가 면에서 분석한 결과, 투자에 대한 생산과 판매 및
수출의 증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비용절감의 실효성은 부분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편 재무적 성과는 순매출의 감소와 순이익이 음의 부호이며 부채
가 상대적으로 자산에 비하여 증가율이 높아 순이익이 음의 부호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페멕스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페멕스의 채권에 대한 등급을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시키
는 것으로 관찰되어 페멕스의 기업가치가 향후 상승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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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페멕스의 국제유가 변동,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에너지 개
혁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위험요인과 페멕스 사업운영과 구조적 특성에 기초
한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변동성이 증폭되는 내부적 위험요인을 조사하
고 이에 대한 페멕스의 대응전략과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개혁을 비롯한 외부적 환경 변화는 장기적으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개
혁법안의 페멕스법은 페멕스에 사업상의 재량권을 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
만, 이는 페멕스가 사전에 제시한 계획을 실행하고 일정 수준의 성과를 실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페멕스는 지금까지의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일정부분 포기하는 것에 따르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일정 시한
내에 계획을 실행하고 성과를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둘째, 페
멕스의 미래는 멕시코 경제의 자원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결부되어 있다. 세금을 통한 정부 재정에 대한 페멕스
의 높은 기여 의무는 페멕스의 성공적인 위험관리전략의 수행과 성장 및 발
전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은 멕시코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 운용 정책 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개혁을 통한 석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 멕시코의 산업다각화를 유
도하고 산업연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정책 실행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에너지 개혁 실행을 위하여 페멕스와 협력 체계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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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기의 성장 및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구조 개혁
이 전제되어야 한다. 막대한 연금부채의 부담에 대한 노동조합간의 합의와
페멕스내 관련 기업 및 기관이나 관리들 간에 행해지는 부패 관행의 척결이
요구될 것이다(Hernández et al. 2014). 그리고 이러한 구조개혁이 대량 실업
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멕시코 국민의 생활과 사회전반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은 페멕스의 위험관
리전략의 실효성과 페멕스의 성장 및 발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
다.17) 끝으로, 페멕스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인 에너지 개혁은 실행에 따
르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에너지 개혁의
페멕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세부적 실행에 대한 긴
밀한 협력 방안이 멕시코 정부와 페멕스 사이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18)
페멕스가 지난 5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위험에 대응한 전략과 조치
들은 현재로서는 긍정적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
의 조사기간이 지난 5년 동안으로 한정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어
앞으로의 연구는 좀 더 장기간에 대한 조사로써 일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
한 부문의 가시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조사기간의 제한점에
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기초할 때, 페멕스의 현재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상승 추세이며 긍정적인 경향이 높음을 발견할

17) ｢멕시코 최대 석유기업 페멕스, 일주새 1만명 정리 해고｣(2015), 이데일리, (1월 9일)
18) ｢시작부터 삐걱대는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2015), 아시아경제,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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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에너지 개혁과 페멕스의 잠재적인 성장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기업의 평판, 투자자 인식과 같은 무형 자산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페멕스의 위험관리전략의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Godfrey
2005, p. 777; Orlitzky and Benjamin 2001, p. 369). 이는 페멕스가 궁극적으
로 페멕스의 성장 및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페멕스의 발전 계획
추진과 아울러 중단기적으로 2014년 에너지 개혁을 비롯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시장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안
정적인 자금조달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페
멕스의 발전 계획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공조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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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질병발생 건강관리와 관계된 인식개선은 글로벌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 추적에서 문병을 예의로 여기고 가족
과 병원에 머무르면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문화가 메르스 전파의 중요경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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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고 있다. 아프리카 에볼라 확산은 망자를 이별하는 아프리카의 고유
습관이 질병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질병발생은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행위와 관계된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행위와
부정적 행위가 존재한다. 보건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질병이 발생
되기 전 단계에 예방을 통해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 것과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대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활 속에서 건강에 긍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가 건강에 긍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
사업이 요구된다. 인식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형성되므로,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건강에 유익한 학습과 경험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보건사업에서 인식개선은 올바른 건강행위에 대한 지식을 주고 행위로
바꾸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World
Bank 2014).
보건사업은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병원 및 보건소 건립,
봉사단 파견 등의 기초보건향상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수
원국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 사업이 요구
된다. 보건관련 MDG는 전염성 질환과 모자보건 향상이 위주로 구성되었으
나, 현재 개발도상국은 노인인구 증가, 생활습관 및 식생활 불균형으로 전염
성과 비전염성 질환이 동시에 증가하여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Post-2015는 비전염성질환의 부담 경감 및 예방이 보건분야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마가렛 챈 WHO 사무총장은 개도국에서 비전염성질환으로
85%가 조기 사망에 이르고 있으므로 행위변화를 통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WHO 2015). 개도국에서 비전염성 질환은 2000년 이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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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 음주, 고혈압, 비만관리를 국가별 문화·사회
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WHO는 2025년까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25% 감소시키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UN에서는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WHO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전
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동계획 2013-2020(WHO 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CDs 2013-2020)’을 수립하였다. 비전염성
질환 특징은 환자 자신이 지각하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약물치료와
더불어 운동, 식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질병 치료의 경제적 부담이
높으므로, 질환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과 건강행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WHO에서는 행위변화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건강위험행위인 흡연, 음
주,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을 전생애에 걸쳐 교정하여 건강한 삶으로 유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에서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이 한계를 넘었으므로, 건강한 행위로 전환될 수 있는 적극적인 개
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WHO 2013).
중남미 국가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절대빈곤층으로 개발협력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이다(권
기수 외 2012, p. 24). 한국의 중남미 지역의 개발협력 전략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빈곤층 성장전략에 기반을 둔 사회 인프라 지원 확대로 거점지
역을 중심으로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에 국가적 관심이 있다. 보건의료에서
의 불평등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되어 MDG 달성의 걸림돌인 사망
률, 이환율, 영아사망률 등에서 격차를 보이고, Post-MDG를 위한 비전염성
질환의 의료불평등과 형평성이 낮은 지역으로 보건분야 개발협력 수요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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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 중 하나이다(PAHO 2015).
중남미 의료서비스의 특징은 분절화가 심하고 의료보험과 공공의료서비
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
다. 의료의 질적, 양적 수준이 낙후된 지역으로 국가가 의료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중남미 지역 보건분야 MDG 달성은 부분적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사망률 감소, 피임실천율, 영아사망률 감
소와 안전한 출산 및 감염병 관리는 MDG 달성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
평가된다. PAHO(2015)는 중남미 지역 질환 분포에서 선진공여국이 개입하
여야 하는 건강문제로 비전염성 질환을 꼽았다.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분절
화가 심하여 서비스제공 비용이 비효율적이므로, 질환 발생 후 치료를 통한
사망률과 이환율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전염성질환 관리
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합
병증은 장애를 유발하여 가족과 사회에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비전염
성 질환은 감염병과 달리 발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건강생활 습관 정착으
로 스스로 관리하여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의료 체계와 서비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극대화하고 보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화시
킬 수 있는 방법은 정책을 통한 대상별 교육과 홍보로 개인과 집단이 예방과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의료제도와 서비스가 불충분한 중남미 지역 내에
서 건강수준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건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인식개선이 필요한 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전염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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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보건사업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건강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남미 지역의 보건협력 중점국을 대상으로 논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이 연구는 크게 8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인식개선에
대해 논하였다. 인식개선의 정의, 중남미 지역에서 인식개선과 비전염성질
환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중남미 지역에서 인식개선이 중요한 이유
를 IDB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Ⅲ장은 건강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
선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건강에 긍정적인 생활습관으로 변화시
키려면 사회적 인식개선이 요구되므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식의 균형점을
이동하여 행위가 따라오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Ⅳ장은 보건사업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였다. Ⅴ장은 중남미에서 보건사업을 Pre-2015
와 Post-2015로 구분하였고 중남미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접근성, 유용성, 이용, 커버리지 개념과 보건사업에서 필수적인 일차보건의
료에 대한 개념과 중남미에서 적용을 기술하였다. Ⅵ장에서는 Post-2015 보
건사업을 보건협력 중점국의 WHO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인식개선
으로 비전염성 질환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기술하였다. Ⅶ장에서는 비전염
성 질환의 인식개선을 위한 개념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중균형모형
을 이용하여 변화된 인식개선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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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식개선의 정의 및 선행연구
1. 인식, 인식개선에 대한 정의
인식이란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으로 지각, 기억, 상상, 판단, 추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지적작용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
련의 정신 과정이다(국립국어원 2015). 인식은 인간의 정신과정으로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저장하고 판단하는 의사결정과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한 구성요소이다. ‘알다’, ‘의식하다’, ‘깨닫다’, ‘느끼다’의 단어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된다(한국심리학회 2015). 인식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처한 환경에서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물과 사
람들과의 의견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태도를 결정하고 새로운 태도를 형성
하기도 하며,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기도 한다. 인식은 좁은 의미로는 행동의
구성요소이지만, 넓은 의미로 행동으로 표현되며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동에서 차이난다. 즉 인식이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식개선은 인식하는 정신적 과정에 개입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행동이 변화되도록 지식과 태
도에 개입하여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거나 행동의 차이를 나타나도록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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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식개선의 정신적 과정

자료: 저자 작성.

건강행위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여 정신과정을 통하여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개인이 건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건강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건강과 질병에 대
한 인식은 건강행위의 주요 예측인자로,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건
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조절행위는 어떻게 건강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예방적 건
강행위와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문상식 2001, p. 23). 건강인식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면 긍정적 건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건강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면 긍정적 건강행위를 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요소가 될 수 있다.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인지와 사회적 차원의 인지 두 종류가 있으며 특정
집단의 인지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정관념으로 사회적 반응의
결과이다. 공통적인 건강행위는 사회가 공유하거나 합의된 고정관념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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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건강행위를 하느냐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속한 사회환경은 개방체계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환경은 사회가 축적해 온 사
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그 사회의 문화, 개인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2. 중남미 국가에서 사회적 맥락에 따른 건강인식 선행 연구
중남미 지역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인지하고 문화적 맥락에서 건강을 어떻
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서는 2007년 Gallup World Poll을 통한 중남미 지역 국가간 건강인지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남미 지역 중 저개발국에 속하는 과테말라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만족이 제일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칠레는 국민의 건강
만족이 중남미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의료수준이 과테
말라보다 높으나 두 국가간 문화적 맥락에서 건강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차
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Lora 2011, p. 6).
건강만족과 주관적 건강인지는 자신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에 대한 건강예측을 반영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문
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만족과 주관적 건강인지
는 유병률과 관계된다.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대증적인 증상이 나타
나는 통증, 불편함 등으로 표현하므로 유병률은 주관적 건강인지 및 건강만
족과 관계된다.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관적 건강인지는 객관적 건
강측정과도 관계된다. 스스로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질병에 대
한 지식이 많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하므로 실
질적인 유병률은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다(Murray and Chen 1992,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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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주관적 건강인지에 대한 특징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건강
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Murray and Chen
(1992, p. 493)은 주관적 건강인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질병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프다는 이야기가 많은 사회는 웰빙
에 관심이 많은 사회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건강인지에 따라 개인이 통증
과 고통을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건강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건강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건강인지
에 따라 병리학적 해석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한
건강인지가 병리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건강인지는 사망원인을 분석하는 데 유
용하다. 유병률은 객관적인 병명만을 표시하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어
떤 기저질환과 비전염성질환이 사망의 이차 원인이 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한
계가 있다. 그러나 평소에 어떻게 건강을 인지하고, 특히 건강인지에 따라 어
떠한 건강행동을 하였는지를 알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사망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

3. 중남미 국가에서 사회적 맥락에 따른 비전염성질환과 관계된 선행
연구
비전염성질환에서 건강인지는 유병률 측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
표적인 질병인 고혈압은 혈압이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
에 대한 정보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스스로 건강관리가 중요
한 비전염성질환에서는 건강인지에 따라 건강관리방법을 예측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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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비전염성 질환은 건강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졸중, 신장투석, 만성호흡기질환과 같은 장애를 유발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건강인지가 질병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된다(Deaton
2007, pp. 25-30). 비전염성질환은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질병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질병관리를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질병관리, 유병기간, 기대수
명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표적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뇌졸중, 신장투석과 같은 합병증은 건강관리에 따라 발병정도가 상이
하고 관리에 따라 건강으로의 회복 여부가 결정되므로 의료비 지출 및 가족
부담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4. 중남미 국가에서 사회적 맥락에 따른 건강인지 선행연구
Augustovski et al.(2008, pp. 5-7)는 중남미 지역에서 건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건강인지가 객관적인 진단에 따르기보다 주관적 건강
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중남미 지역에서 건강인지에 대한 연구는 멕시코, 브라질, 자메이카 등에
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Murray and Lopez 2000)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인지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건강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건강
불평등과 연관이 되고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기초적 자료가 되므로 중요하
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소득격차에 따라 건강 인지와 건강관리에 차이
를 나타내고 비전염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므로, 소득불평등과 의료의 분절
화가 심각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건강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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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남미 국가에서 인식개선이 중요한 이유
IDB에서 중남미 지역 전체적으로 실시한 건강인지조사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인구의 85%가 자신의 건강에 만족한다고 답하여, 미국, 유럽 중앙아시
아 지역과는 건강인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Lora 2011, p. 8). 이 결과는 건
강인지가 형성되는 정신과정을 분석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건강에 만족한다
고 답한 사람 중에 동일한 답을 하여도 소득수준, 객관적인 건강상태는 차이
를 나타내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도 건강수준과 소득수준, 기대수명과의 상
관관계(0.22~0.19)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Lora 2011, p. 10).
중남미 지역에서 건강에 가장 만족한다고 답한 국가는 과테말라이고 가장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국가는 칠레이다. 괴테말라에서는 인디언과 백인과
의 건강인지는 소득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객관적인 건강지표와도 상
반된 결과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건강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통증으로, 통
증을 느끼면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하였다. 통증은 사회·문화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인지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인지는 국가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테말라는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참는 것으로 나타났고, 칠레는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지
역 국가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건강문제 발생시 고통,
통증, 아픔을 참지 못하고,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는 잘 참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인지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국가별로 상이하고 사
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해석하여야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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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남미 국가에서 건강인식의 영향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IDB 연구에서 건강인식과 관련된 요소로 소득, 소득상승,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적도에서의 거리, 국가 종교, 국민의료비가 긍정적 건강인식과 관련
있는 요소로 가정하였다. 소득이 늘어나면 긍정적 건강인식은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소득이 상승되면 오히려 긍정적 건강인식이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스트레스, 비만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소득은 건강인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상승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긍정적 건강인식은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
역별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와 적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하였을 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종교만이 긍정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Lora(2011)의 연구에서 긍정적 건강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종
교였고, 이것은 Deaton(2007)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중남미 국가에서 성별과 연령은 건강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Lora
2011).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건강인식은 감소하였고, 여성은 연령이 높
아질수록 긍정적 건강인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건강인식이 서서히 감소하였다. 통증에 대한 참
음은 여성과 남성에서 차이가 없다. 여성은 55세 이상부터는 건강관련 문제
와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제한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인식과 소득수준, 국민의료비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통상적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간 소득의 차이는 영향을 주지만 같은 국가 내에서
1) Deaton은 기대수명, 국가 종교만 가지고 분석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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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소득의 차이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uarezerenguela(2000, pp. 4-11)는 브라질, 자메이카, 멕시코에서 건강인식에 따른
주관적 건강불평등의 연구에서 소득차이에 따른 사망률과 건강인식의 차이
가 미미하였으며, 12개국의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
과가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결론은 건강인식과 건강불평등의 인식은 소득
보다 사회·문화적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심지어 저소득층
에서는 영양불균형이 건강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건강에 대한 기대, 건강인식이 형성된 과정에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는 개인의 종교보다는 국민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중요하
다. 개인간 차이보다는 국가간의 차이가 건강인식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
는 것은 사회에 따라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건강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urry et al.
2002, pp. 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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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2000~04
GDP대비 국민
의료비

-0,0009*** -0,0010*** -0,0013*** -0,0013**
(3,75)
(3,51)
(3,66)
(3,30)

유

0,61

72

0,9420***
(4,41)

1,6199
(1,95)

-0,1393
(1,19)

비기독교
비회교도 인구

-0,2936***
(3,78)

-0,1785*
(2,26)

0,0000
(0,06)

-0,0007
(0,29)

-0,2282***
(4,78)

-0,0001
(0,13)

0,0008
(0,45)

-0,0042
(1,15)

0,0050
(0,31)

모델 10

적도로부터
떨어진 거리

0,0017
(0,96)

-0,0077*
(2,08)

0,0214
(1,37)

모델 9

-0,0002
(0,36)

0,0018
(1,23)

-0,0043
(1,44)

0,0226
(1,72)

모델 8

0,0005
(1,06)

0,7125***
(7,05)

0,0004
(0,82)

0,0012*
(2,31)

0,6978***
(12,03)

0,0413***
(3,60)

모델 7

-0,0180*** -0,0066* -0,0100***
(6,89)
(2,12)
(3,75)

0,0235
(1,95)

영아사망률
(2005)

-0,0067*
(2,24)

-0,0174***
(6,58)

모델 6

건강인지[0,1]

모델 5

0,0035
(1,88)

0,0151
(1,57)

모델 4

0,0169*
(2,58)

모델 3

0,0033*
(2,11)

0,6254*** 0,6981***
(9,43)
(6,80)

0,0191*
(2,51)

모델 1

기대수명
(2005)

2000~05 수입
증가율

Log of income
per capita, 2005

독립변수

표 1. 국가 단위에서의 건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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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건강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은 개인이 긍정적으로 건강행위를 실천
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쌓여가면서 사회 안
에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적응을 형성한다. 사회적 인식개선은
상호작용으로 건강행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질병 발생을 최
소화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메르스 감염은
병원내 입원환자를 접촉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입원환자를
가족이 간병하고 문병을 가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집단인식이 메르스 전파를
촉진하여 사망률과 유병률을 증가시켰다. 사회적 인식개선은 한국 사회 내
에 있는 간병과 문병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개인이 병원에
입원 환자를 간병하고 문병하는 것은 감염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간병과 문병의 기회를 줄이는 행위변화가 일어
난다. 인식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간병
과 문병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문병과 간병을 하는
개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객관적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적응에서 간병과 문
병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간병과 문병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시켜 감염발생을 최소화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
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긍정적 건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일수록 예방적 건강행위를 실천하
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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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부정적 건강행위에 대하여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과 조기에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게
되어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질병이 사회 통합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부정적 건강행위를 허용하는 인식을 변화시켜 건강에
긍정적인 행위가 사회에 적용되는 개입이 요구된다.

그림 2. 사회적 맥락 내에서의 행위변화

자료: 저자 작성.

건강행위에서 인식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
아들이는 정도가 기준이 되어 행동하게 된다. 건강에 부정적인 행위가 사회
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되면 개인은 자연스럽게 부정적 건강
행위를 하게 된다. 흡연,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은 대표적인 부정적 건
강행위로 사회에서 어느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 결정되
는 건강행위이다. 사회가 흡연과 음주를 허용하면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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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금연과 절주를 지향하면 흡연과 음주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금연과 절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게 된다.
질병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은 변화시켜야 하지만 대다수가 공유하는 행위
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자신의 기준을 바꾸어야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정신작용이 필요하고, 다수가 공유하는 기준을 개인이
바꾸는 것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사람은 사회가 용인하는 행위를 하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므로, 사회에서 거부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식개선이 요구되며, 사회가 생각하는 방법을 변화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이 자연스럽게 긍정적 건강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이용하여 사회에서 합의된 인식의
기준 이동이 요구된다.

Ⅳ. 건강 질병의 연속개념과 보건사업의 특징
인간은 질병과 건강의 연속선상에 있다. 살면서 건강과 질병을 경험하며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건강에서 다시 질병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반복하며
산다. 건강과 질병 사이를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으로, [그림 3]
왼쪽은 최고의 건강상태를 오른쪽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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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강 질병의 연속 개념

자료: 저자 작성.

보건사업은 질병상태에 있을 때 건강상태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 여러 방
법이 개입되는 것으로 전생애에 따른 사업이다. 인간의 생애주기에 걸쳐 작
동해야 하고 주기에 따라 개입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영유아기
에는 홍역, 백일해 등의 감염병에 취약하므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학령기
에는 성장관리 및 성인기건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습관 정착,
청년기에는 임신과 출산관련 보건사업, 성인기에는 건강관리 및 증진이 중
요하다. 또한 영유아기에 예방접종의 결핍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회복되기도
하지만 장애를 남기거나 사망에 이른다. 학령기에 습관으로 정착하여야 하
는 건강행위는 평생 건강습관에 기초가 된다. 이닦기, 손씻기 등이 해당된다.
임신, 출산, 가족계획은 생식건강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보건사업은 전생애
에 걸쳐 있으므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는 장기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보건사업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생애주기
에 따라 변화한다.
보건사업의 다른 특징은 인과관계 규명이 용이하지 않다. 예방접종을 하
지 않았을 때 사망하는 인구와 건강습관이 정착되지 않았을 때 질병에 걸리
는 인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망, 가족계획사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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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는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원인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관련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다.
개발협력 보건사업 문제점은 공여국 관심에 따라 지원되거나 특정 질병에
집중 지원, 버티컬펀드에 의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횡적인 통합과 체계
에 의한 보건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일부에서만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보건사업은 보건소 건립, 기자재 제공, 종사자 역량 강화가
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업은 MDGs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러나 개도국의 질병발생 형태가 비전염성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감염
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Ⅴ. 일차보건의료
1. 일차보건의료
일차보건의료의 정의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 의한다. “일차보건의료
는 지역사회의 개인, 가족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기초한 필수적 보건의료로 개
인, 가족,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
보건의료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초로 누구나 가
장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고 연속적 보건의료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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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보건의료는 예방적, 지역사회 중심 전략으로 접근성, 지불부담능력,
수용가능성, 주민참여를 기본개념으로 한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접촉하
는 첫 단계이며 주민과 가까운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이다. 지역사회나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전개되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개도국 일차보건의료는 기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유용성 및
이용, 커버리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차보건의료를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운영, 의료인적자원의 효율적 공급 및
활용,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도 향상, 보건의료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도력
및 거버넌스 확립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PAHO 2015).
개도국에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PRACTICE의
원칙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방을 통한 필요계층에게 관련지식과 상담을
이용하여 구체적 실천 계획을 가지고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목표에
대한 접근이다. 반복을 통한 행동실천이 중요하고 계획과 자원 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수정하여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필요한 서비스를 좋은 질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 때문에
재정적으로 빈곤으로 내몰리거나 악순환을 막는 데 있다. 일차보건의료서비
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이다. 개도국에서
일차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대중의 건강요구와 필
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정보, 재정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적절하게
2) 2015 국제보건의료학회춘계학술대회 김창엽 교수의 일차보건의료의 이론 및 실천 발표 중
일부를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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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된다.

표 2. 일차보건의 원칙

개념

내용

Principles
(원칙)

대상자의 주도적 참여
필요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Receptivity
(수용성- 공급자 및 이용자)

예방의 필요성과 효과
필요한 시간과 노력, 자원이용에 대한 이해

Ability
(능력)

관련지식
상담기술

Coordination
(기획)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
구체적인 구성원 실천 계획 수립

Targeting
(목표)

대상자 별 필요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

Iterative cycles
(반복을 통한 행동 실천)

지속적 행동

Collaboration
(협력관계 구축)

연계 및 의사소통

Effectiveness &Efficiency
(효과 및 효율성 평가)

계획 및 자원 이용에 대한 평가

자료: The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2. 중남미 국가에서 일차보건의료
일차보건의료는 중남미 지역의 건강상태 개선에 중요한 접근전략이다. 중
남미 지역에서는 2014~18년 사이 의료비 지출이 매년 4.6%씩 증가하고 있
다.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중남미 국가들은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여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멕시코 정부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의료비 급증을 완화시키고자 한다(Deloitte 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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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는 비전염성질환 유병률이 타 지역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어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로
비전염성 질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가족이 부
담과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지출을 막기 위해 장기적 접근법으로 질병의 조
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보편적이고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치료를 위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에 의
한 비전염성질환 관리 목표는 의료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결로 예방적 관리를 통한 장기적인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선순환적
재정구조를 가지는 데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 적용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다. 일차보건의
료는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 방지, 수분보충으로 설사로 인한 사
망 예방, 비타민 공급으로 실명예방 및 영양상태 개선, 모기장 공급으로 말
라리아 예방이 해당되며, 질병 발생 전에 개입하여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환경관리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필수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
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질병 발생 후 질병 치료보다는 대중을 대상
으로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영양상태 개선, 위생개선으
로 수인성 질환 예방, 건강한 성생활로 성병예방, 출산율 감소로 여성의 건
강상태 개선이 요구된다.
일차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비전염성질환과 관계되는 건강행위
에 대한 개념은 사회문화적 관점을 포함하는 공중보건학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에서는 건강, 질병, 사망을 결정하는 요인을 유
전, 물리적 환경, 생활방식 의료로 분류하였다. 생활방식이 건강에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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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여 올바른 생활 방식이 건강결정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건강과 질병을 위한 보건사업은 보건의료전문가와 함께 생활방
식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제시되었다.
비전염성질환은 식습관, 흡연, 음주,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계되므로
1일 단위의 관리가 중요하다. 올바른 생활습관 정착은 보건교육과 예방관리
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예방활동에 해당된다. 일차예방활동을 통해 의
료활동의 전략과 체계 확립은 분절화된 중남미에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WHO의 전략과도 일치된다(PAHO 2013, p. 6). 비전염성질환
에 취약한 여성과 노인, 저소득층이 의료제도 안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보건사업의 지속가능성
보건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은 인생 전생애에서 도달
해야 하는 지점이고 질병은 발생과 소멸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
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건부 예산의 일정부분을 원조에 의지하고 있으므
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지속가능성은 사용자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장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UNICEF에서 사용한 정의가 사용된다(윤희상 2014,
p. 160). 보건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은 현재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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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수 있는 것으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과 자원이 보건사업에
서 실행되어 건강수준 향상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된다(Olsen 1998).
수원국 보건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발전과 양질의 인
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공여국은 보건사업 기획
단계에서 개도국에서 필요한 사업이 경제 재무 기술면에서 자립 운영 가능
한지를 파악하여 공여국의 출구전략과 수원국의 보건정책에 부합하고 자체
운영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장기와 중기적으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행정부, 이해관계자, 지방행정부와 중앙과
지방의 연계관계, 지역사회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책이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과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행위와 건강행위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은 건강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
적, 사회적, 대인관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것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Kegler et al. 2000). 안전한 환경은 건강행위에
참여하게 되고, 환경의 건강위해요소를 감소시켜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
게 된다(Kaplan 1995). 안전하지 않은 환경,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환경,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환경은 건강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이
다. 그러므로 보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행위, 건강행
위를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 조성, 지방과 중앙정부의 능력과 정
책이 연결을 이루어야 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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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남미 보건사업
1. 중남미 국가의 보건사업 MDG 목표 달성 현황
모자보건과 관련된 영아사망률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5세 미
만 아동사망률과 영아사망률, 홍역예방접종률은 향상되어 MDG4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MDG5 모성보건증진은 시설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숙
련된 보건의료인에 의한 출산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산모사망률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보건사업으로 산전검진횟수, 예방접종 증가, 위
표 3. 중남미 국가의 MDG 달성정도

MDG

아동사망률
감소

달성정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감소

2015년까지 달성예상

영아사망률 감소

2015년까지 달성예상

1세 미만 영아 홍역예방접종률

2015년까지 달성예상

산모사망률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숙련된 보건의료인에 의한 출산 비율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청소년 출산 비율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산전관리 범위(1회~4회 방문)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가족계획 요구 일치도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15-24세 인구 중 HIV 감염 비율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고위험자 피임도구 사용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15-24세 인구 중 HIV/AIDS의 정확한 지식
보유 비율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10-14세 아동 중 비고아 아동 대 고아 아동
학교 출석 비율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항레트로 치료 가능 HIV보균자 인구 비율

진전되었으나 불충분함

모성보건증진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세부목표

자료: CEP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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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설 증가로 기초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산모사망률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모성건강과 관련된 문제점은 청소년 임신과 출산비율 증가이다.
개방적 성문화와 낙태금지로 모체가 성숙되지 못한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하여 출산에 따른 합병증과 미숙아 출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MDG6 HIV/AIDS 확산 저지 및 감소는 진전이 느리다. HIV/AIDS는 성문화
와 관련되고 적극적인 피임기구 사용이 요구되므로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는 정책적인 홍보가 요구된다(CEPAL 2015).

2. Pre-2015 중남미 국가의 보건사업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은 개발협력에서 다면성과 중요성을 가지
고 있다. Post-2015 보건사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새천년개발목표에 의한
보건사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와 모자보건사업이 주로 시행되었으며 빈곤
으로 인한 질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예산
이 필요하고, 위생습관 정착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건요원의 역량강화가 실시되었다. 모성사망률 감소를 위해
보건소 건립, 모자보건 체계 구축과 같은 정책 집행과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확립이 요구되었다.
개발협력에서 보건사업은 건강상태를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건강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잠재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개발협력 최종목표
는 ‘인간다운 삶’이다. 건강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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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인간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
하고 교육을 받고 생산 활동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제도를 통한 형
평성이 보장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3. 중남미국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거시적 구성요소
개발협력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접근성(access), 유용성
(availability), 이용(utilization), 커버리지(coverage)이다. 접근성(Access)은 물리
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개도국에서
는 의료시설 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유용성(Availability)
은 포괄적인(comprehensive)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과 양을 의미한다. 개도국 보건사업 지원에
서는 건축, 기자재, 인력이 공급되어야 의료서비스를 이용가능하다.
이용(utilization)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절대 양(quantity)을 말한
다. 커버리지(coverage)는 서비스(intervention)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서 주는
서비스의 정도다. 커버리지가 높은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커버리지가 높고 개도국은 커버리지
가 낮다.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양
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
소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 유용성, 이용, 커버리지의 개념이 개도국 의료현장에서 주민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Service delivery system), 의료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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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workforce), 통계 및 보고체계(Health information system), 필수 의약
품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보건의료재정(Health systems
financing), 지도력 및 행정(Leadership and governance)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는 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인구
수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입원시설과 외래
시설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구성된다. 의료서비스는 진찰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방과 행위개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포함
된다. 의료인적자원은 인구 수 대비 적절한 의료인이 양성되고 있느냐를 평
가하는 것으로 인력배치와 인력의 숙련도 및 역량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남미국가에서는 의료인력에 공여
국 및 다자기구의 의료인력의 역할과 기술 전수도 포함된다. 통계 및 보고는
지난 1년 동안의 실적과 함께 감염병 등 주요질병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
의료서비스 제공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개도국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필수의약품을 통한 진료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향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의약품은 일자보건의료에
서 제공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약품이다. 재
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여국, 다자 기구 등 총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등이 요구된다. 지도력 및 행정은 해당 지역의 건강향상 정책과
중앙정부정책과의 일치성, 향상정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지도력이 포함된다.
6개 구성요소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본적인 요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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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Post-2015
1. POST-2015 보건사업
POST-2015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핵심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다. 보건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모든 사람의 생애주
기에서 건강한 생활보장과 웰빙’이며, 주요목표로 건강한 삶의 극대화, 보편
적 의료보장, 기초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주된 비전염성 질환
의 부담경감 및 예방이다. 세부 접근방법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성·생식
건강, 가족계획, 정기 예방접종, 모성보건, 비전염성 질환 유병률 감소, 금연
절주를 위주로 하는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으
로 구성되어 있다.
MDG의 연장선상으로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질병으
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필수 기본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
다. MDG에서는 감염병 치료와 사망률 감소가 중요하였으나 현재 개도국의
질병발생 형태는 만성 및 급성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여 이중부담형태로 나
타나므로 감염병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가 Post-2015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만성질환은 재발과 악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증상이 비전형적이며
신체 기능이 점진적으로 쇠퇴되므로 질환의 치료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
비전염성 질환의 또 다른 특징은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대표적으로 심뇌혈
관계질환이다(보건복지부 2015).
대표적인 생활습관질환은 건강행위와 관계된다. WHO 발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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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68%의 인구가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 호흡기 질환의 순이다. 비전염성 질환은 불균형적으로 개도국에서
유병률과 질병부담률이 높다. WHO 통계에 의하면 2008년 63%인구가 비전
염성질환으로 사망하였고, 2018년에는 당뇨로 인한 사망이 50% 증가, 2020
년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HO, 2013).
질환발생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걸친 예방, 관리활동으로 환
경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상호 복합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Jekal et al.(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
기의 건강생활실천은 성인의 만성질환위험요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에는 집중적인 관리로 비만, 고혈압, 당뇨의
선행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위험요인을 줄이고 건강에 긍
정적인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식개선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학령기의 건강생활습관으로 식습
관, 운동이 정착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ingh et
al. 2012, pp. 49-55), 성인기의 적절한 건강관리습관은 발병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
다(김동일 외 2012).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현상은 개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이 비전염성 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에서도 소득수준이 하인 그룹에서 28.9% 유병률을 보여 상인 그룹의
23.2%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전염성질환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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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김동일 외 2012, pp. 100~104).

2. 중남미 국가 비전염성 질환 대책
그림 4. PAHO의 NCD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접근 틀

자료: http://www.paho.org/hq/index.php?option=com_docman&task=doc_view&gid=21349&Itemid=

PAHO에서는 중남미 지역 비전염성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맥락을 고려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비전염성
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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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 웰빙과
건강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 중남미 국가 보건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염성 질환
그림 5. 중남미 지역에서의 비전염성질환 유병률

자료: http://gamapserver.who.int/gho/interactive_charts/ncd/mortality/total/atlas.html

중남미 국가에서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뇌혈관계 질환 사망
률의 추이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빈곤한 국가에서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0년과 2012년 사이에서 사망률 감소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역으로 2012년도에 유병률이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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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비전염성 질환 발병률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표준화사망률은 201명(인구 100,000명)로 감소하였으나 중남미
국가는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건협력중점국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보면 페루 89명,3) 볼리비아 73
명, 파라과이 8명의 순이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발생률 600명으로 절대적으
로 많이 발생한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은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순이
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볼리비아는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이 가장 높으며 심뇌혈관계 질환 사망률에서도 동일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
다. 볼리비아는 허혈성심질환 사망이 전체에서 10.3%를 차지한다. 2012년 7
만 4천명이 사망하여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뇌졸중(8.3%), 당
뇨(4%)로 상위 4대 사망원인이 비전염성질환이고 증가하고 있다(WHO,
2015).
파라과이 전반적 의료상황은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으로,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 10명 중 1명은 당뇨 환자로, 국가 보건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나 국가가 만성질환관리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파라과이 사망률
은 허혈성심질환(13%), 2위 뇌졸중(12.5%), 당뇨(6.7%)로 1,2,3위의 사망원
인이 비전염성질환이다. 페루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와는 달리 1위 사망원
인이 하기도감염으로 2012년 17만 8천명이 사망하였으며, 2위 허혈성심질환
(10.3%), 뇌졸중(6.7%), 8위가 당뇨(2.3%)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보건협력중점국에서도 비전염성질환 중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다.
3) 인구 100,00명당 표준화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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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남미 국가의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

자료: http://gamapserver.who.int/gho/interactive_charts/ncd/mortality/total/atlas.html

생활습관으로 인한 건강위험행위는 혈당은 지역평균과 유사하다. 혈압은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의 순으로 지역평균보다 높으며, 비만은 지역평균보
다 낮았다. 흡연은 보건협력중점국이 지역평균보다 높으며 볼리비아 남성은
46%가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협력중점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지표는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더 많고, 지난 10년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유병률을 낮추지 못하여 국민이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생활습관은 흡
연, 운동부족, 부적절한 식습관 등 만성질환 유발 생활습관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인은 지역평균보다 낮아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비전염성 질환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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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건협력중점국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비교

자료: http://gamapserver.who.int/gho/interactive_charts/ncd/mortality/total/atlas.html

그림 8. 보건협력중점국에서의 비전염성질환 사망률 비교

자료: http://gamapserver.who.int/gho/interactive_charts/ncd/mort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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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건협력 중점국 중심의 건강위험행위 분포

자료: http://www.who.int/countries/per/en/health profile

그림 10. Nurse&Midwives(per 10,000 population)

자료: http://apps.who.int/gho/data/node.country.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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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hysicians(per 10,000 population)

자료: http://apps.who.int/gho/data/node.country.country

4. 중남미 국가에서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비전염성 질환 관리가 필요
한 이유
중남미 국가는 고령화가 대륙 중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PAHO, 2015).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10%, 2030년 17%, 2050년에는 23%로 증가가 예상된
다. 인구가 노령화 된다는 의미는 비전염성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아
지고,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노인은 세
포의 노화로 생물학적 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고 퇴행성이
특징으로 비전염성 질환의 특징은 치료로 인한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
의 개념 적용이 필요하다. 질환의 진행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인체 기관
기능저하로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노인 5명 중 4명
이 1개 이상의 비전염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노인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지속
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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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남미 지역의 60세 이상 고령화 증가율

자료: PAHO(2015), Non-communicable Diseases on global agendas.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는 만성질환이 사회를 위협하지 않도록 대비하
여야 한다. 특히 빈곤층 노인인구의 만성질환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비전염성질환 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전염성질환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
어져야 한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
은 비전염성질환자가 늘어난 것이 예상된다. 비전염성질환은 관리가 중요한
질환으로 당뇨의 경우 관리를 하였을 때와 관리를 하지 않아 신장투석의 의
료비가 4배 상승한다. 중남미 국가에서 1/4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5세 미만에
서 영양부족을 경험하여 성장하면서 2형 당뇨에 취약한 상태로 성장하면서
부적절한 식이와 운동부족으로 비만을 경험하면서 당뇨질환 유병률이 선진
국에 비해 높게 된다. 운동부족은 영유아기에 영양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많
이 경험하는 저소득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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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비전염성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중남미 국가에서는 무상의료
계층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의료수
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4) 부적절한 생
활습관은 허용적 분위기로 흡연, 음주, 유류와 튀김 등의 고칼로리 위주의
식사, 운동부족 상태이다. 만성질환 발생률, 유병률, 합병증 발생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은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아 운동이 왜 필
요한지에 대한 정보에 접하는 기회가 적다(PAHO, 2015). 경제적인 면에서
비전염성질환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예방적으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것
이 중요하다.
비전염성질환 관리에서 중요한 집단이 여성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
으로 사회보험, 연금에 소외되어 있다. 여성노인은 사회보호에 접근할 수 있
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도국에서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남성
보다 낮으므로 질병에 대한 지식, 관리방법, 의료체계에 접근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Toredo와 Smith(2009)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 자
본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역할
을 강조하였다. 여성이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가족에게 전파시켜 교육
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아이를 낳고 돌보는 양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적용하여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중남미는 가족의 우대관계가 강한 나라다. 노인인구의 1/3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족 문화가 강한 남미에서 부모의 질병으로 자녀가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여성의

4) 코이카 뉴스레터, 김화준 ODA 보건 전문가 인터뷰 중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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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가족을 돌보고 가족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모성적 역할이 많으므로
여성을 이용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의미있다. 노인여성
에게 비전염성질환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교육하고 이를 가족
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국가가 정책으로 만들어 대상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영향을 형성하여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유발하여야 하는 이
유이다.
보건협력중점국 중심 중남미 국가는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1차 보건의
료를 제공하고 2,3차로 가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스스로 건강에 긍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비전염성 질환 관리가 요구된다.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노인에게
국가가 비전염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관리방법,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만성질
환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질환의 진행 속도를 최대
한 늦추고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개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Ⅷ. 비전염성 질환 인식개선사업
1. 비전염성 질환 인식개선사업 개념 틀
비전염성 질환 예방과 관리의 책임과 중요성은 개인, 사회, 국가가 서로 연
계되어 있다. 정부는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여 가장 최적화된 정책과 교육 홍보
를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행위와 생활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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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원칙

비전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집단대상 인식개선사업의 목표는 개인이 건강
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을 알리고 스스로 건강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생활실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대중을 대상으로 TV 광고, 현수막 등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교육에 노출될 수 있게 한다. 지역단위에서는 일차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의 필요성과 예방관리 수칙, 습관은 변할 수 있고 긍
정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홍보하고 교육한다.
지역단위에서는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표적집단을 선정하여 교육의 효과
를 증대한다. 표적집단 대상별로 교육안내, 교육자료 제공, 지역사회건강요
원과 1:1 매칭관리,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단위 교육에서는 구체

50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적으로 방문과 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과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림 14. 비전염성질환 발생 최소화 과정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의 하달 방식이
효과적이다. 집단에게 하고 싶은 주장, 주장을 대중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대중이 반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인구학적 특성 조사, 개념구
성, 의사소통 그리고 조성 및 자극활동을 활용한다. 대부분의 인식개선을 위
해서는 사회마케팅기법을 사용하여 특별한 형태를 가지지 않는 무형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마케팅은 장기적으로 대상자의 사고체계를 바꾸는
데 사용된다. 사회마케팅은 비전염성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을 공급
자인 정부 기관에서 소비자인 국민 대상자에게 주지만 대상자가 왜 비전염
성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지 필요성에 부응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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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마케팅 기본 구성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변화의 이점, 변화가 안 일어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의 일차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사회마케팅은 인식개선이 필요한 표적집단을 고객으로 가정하
여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대상자를 세분화하 적합한 마케팅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배상수 2004, pp. 150-175). 일차의료기관 중심 표적집단 인식개선은
지역사회특성을 반영하여 일정한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물리적 특성이 중요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communitybased)는 지역사회를 표적집단으로 선정하여 중재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unit of solution) 지역사회의 변화, 특히 건강과 관련된
변화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는
지역주민을 단위로 하는 건강과 관련되어 필수적이다(McLeory 2003, p. 530).
지역사회로 중앙 정책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 비전염성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메시지인 생활습관 개선 정책을 정책차원의 변화
(Policy-level change)를 지역사회 단위(Community level change)로 상의하달
(Top-Down) 방법으로 전달하여 개인의 행동이 변화(Individual level change)
되도록 한다. 사회적 영향을 개인이 느껴 행위변화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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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비전염성 질환 인식개선사업 전개 과정

2. 다중균형 모형을 이용한 인식개선에 대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선
행연구
정책을 통한 대상별 교육과 홍보로 인식개선의 사회적 영향으로 행동변화
가 발생해 생활습관이 건강에 유익하게 변화하였으면, 이를 유지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개인의 긍정적인 인식과 행동이 집단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는 집단이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윤희상
2014, pp. 160~164).
사회 맥락에 널리 퍼져 있는 대중이 하는 습관적 행위나 생각은 사회에서
누구나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행동하므로 인식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사
회맥락을 변화시켜 대중이 모두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정책은 중남
미의 습관적인 지각을 시간을 지키는 행위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
에서 시작되었다. 중남미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지각이 사회적으로 용
인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사람이 지각을 하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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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중균형모형의 출발점이다. 사회적
맥락에서 시간을 지키느냐, 지각하느냐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지각이 허
용되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면 습관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시간을 지키는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시간을 지키는 사회적 맥락이 있으면 시간 엄
수는 개인 행동에 영향을 주어 자연스럽게 개인이 시간을 지키게 된다.
중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에서는 지각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하였다(Horowitz 2007, pp. 2-5). 시간을 지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지각하는 것과 시간을 지키는 것 중 시간을 지키는 선택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 지각
을 하였을 때 정신적인 제재를 가하였고, 정부와 직장에서 시간을 지키는 사
람에게 인센티브와 지각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주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유
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사회적 맥락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지각을
하였을 때 불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가하
지 않았으나 사회적 제재와 보상으로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
하였다.

3. 다중균형 모형을 이용한 보건사업에서의 인식개선
그래프가 일치하는 지점은 D1, D2, D3이다. 다중균형모형의 그래프는 45°
위는 안정적이지만 45° 아래는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 이를 건강행위에 적용
하면 D1은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행동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 흡연, 음주, 불균형한 식습관이 사회적으로 관대히 용인되는 맥락에
해당된다. D3은 건강에 긍정적인 행위가 사회적 맥락으로 인정된다. 사회적

5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맥락이 D3인 사회는 개인이 건강행위를 하지 않으면, 개인의 건강행동이 D1
에 있는 흡연과 운동부족, 부적절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
로 압박을 느낀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울 때 주위사람이 쳐다보거나 금연
장소가 주위에 많아 담배 피우기가 쉽지 않게 된다. 흡연 행동이 사회적으로
압박을 느껴 실질적으로 벌을 주지 않아도 금연을 결심하게 된다. 다중균형
모형은 건강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압박을 스스로 느껴 자연스럽게 행
동이 변화되어 건강행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D2는
금연과 흡연이 불안정하게 서로 있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금연을 실시하였지
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건강위험행위
로 되돌아오게 된다. 사회적 맥락이 건강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
께 공존하는 불안정하게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D₁균형점에 있는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D₂를 넘어
D₃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각과 시간을 지키는 선행연
구에서 나타났듯이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제재와 인센티브를 주어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것을 건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결시키면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하달하고, 지
역사회 단위인 일차의료기관에서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압박을 느끼게 하여 행동이 변화하여 유지될 수 있
는 단계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즉, 건강행위에 대한 인식이 D₃로 이동하면
안정적 균형점이므로 건강행위로 가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정적인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
균형점 이동을 보건협력중점국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위험행위
의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다. 볼리비아 남성의 흡연율은 42%로 지역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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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볼리비아는 흡연과 관련된 심근경색, 만성
호흡기질환, 뇌졸중이 사망원인 1,2,3위이며 전체 사망의 20.6%를 차지하고
있다. 흡연을 금연으로 행위변화를 통한 질환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이것은 중남미에서는 흡연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볼
리비아에서 남성의 흡연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어 그림 D1에 해당된다.
볼리비아 정부는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서는 보건부가 정책
적으로 국민에게 금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지역사회에서는 일차의료기관
이 중심이 되어 남성을 표적집단으로 선정하여 하위단위에서의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D1에서 D2를 넘어 D3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D3 균형점은 금연이 필요하고 흡연을 하면 심근
경색, 뇌졸중, 만성폐질환이 발생한다는 지식과 금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림16. 다중균형모형

자료: 윤희상(2014).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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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지점이므로, 인식개선에 따른 행동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예
상된다.

Ⅸ. 결 론
이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Post-2015 보건사업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인식개선이
필요한 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전염성질환을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보
건사업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남미
지역의 보건협력 중점국을 대상으로 논하였다. 중남미 국가는 감염성질환과
비전염성질환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중부담형태가 나타나고 인구의 고령화
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전염성질환은 생활습관이 발병원인 중 하나
로 흡연,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부족이 원인으로 치료의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이 중요한 질환으로 전생애에 걸쳐 관리되어야 하며 합병증과
일상생활장애를 유발하여 국가의 보건수준을 하락시키고 국가경제에 부담
되는 특징이 있다. Post-2015 보건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서 비전염
성질환관리가 주요목표로 선정되었고 건강행위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이 중
요하게 대두되었다.
건강에 대한 인지와 개념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고 건강행위는 사회
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는 정신과정을 통하여 행위로 나타난다.
개인의 건강인식이 건강행위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인식이 중요하므로, 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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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에서 건강인식 파악은 중요하다. IDB의 선행연구에서 문화는 건강인
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고 중남미 국가는 가족의 유대감이 중
요하므로 가족 내에서 형성된 건강습관을 전생애에 걸쳐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건강행위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파악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남미 국가 보건협력중점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전염성질환 유병률
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행위와 관련된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의 유병률과 발병률은 증가하지만 10년간 다른 국가에 비해 발병
률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가 국민의 의료를 책임
져야 하지만 국가재정의 부담능력을 벗어나고 의료인의 숫자가 지역평균보
다 낮으므로 치료모델로는 비전연성질환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공공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개념과 관리의 개념으로 건강행위를 생활습관
을 개선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집단별로 예방중심
의 건강관리, 구체적으로 금연, 절주, 적절한 식습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개선을 통하여 예방가능한 비전염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요
구된다.
중남미 국가는 보건소 중심의 1차의료기관에서 2, 3차 의료시설로 가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1차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일차예방활동을 통해 비
전염성질환에 취약한 여성과 노인, 저소득층이 의료제도 안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인
식개선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의 정책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개인에게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상별 교육과 홍보를 정하고 사회적 영향을 통한 인식개
선과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강력한 정책과 사회적 영향을 통한

50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표적집단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는 다중균형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다
중균형모형은 개인의 인식과 집단의 인식의 균형점을 찾는 것으로 집단의
인식과 개인의 인식이 일치할 때 개인은 안정감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이 건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식개선사업으로 집단 인식의 균
형점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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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은 ‘시장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앞세워 상품, 자
본,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촉발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들의 바람―이 나라들은 인구의 이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자국의 이민
법을 강화시켰음―과는 달리,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구이동을 촉발시
켰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인구 중 약 3억 명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
브라질은 일찌감치 다양한 민족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이룩한 ‘인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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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Racial Democracy)와 ‘혼종문화’(Cultural Hybridity)를 국가의 상
징으로 삼았다.1) 삼바, 카니발, 보사노바 등 문화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생산·
소비하는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강한 나라로 알려진 브라질은, 1990년 정부
의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제시장뿐만 아니라 문화시장도 개방할 수밖에 없었
는데, 이 때 브라질 문화시장의 높은 장벽을 뚫고 진출할 수 있었던 해외 아
티스트들이 주로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샤키라(Shakira)와 리키마틴(Rick
Martin) 등의 라틴계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SNS 및
유튜브의 활성화로 K-Pop 아이돌 스타들은 물론 한국어로 ‘강남스타일’을
노래한 싸이(Psy)도 브라질에 진출했다.2)
원래 ‘한류’(韓流, K-Wave)라는 용어는 1997년 중국본토에서 시작된 한국
드라마 열풍3)을 지칭하기 위해서 중국미디어가 가장 먼저 사용했고,4)
‘K-Pop’(Korean Pop 또는 Korean Popular Music)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중
반 일본 음악 산업계가 당시 일본에서 막 붐을 일으키고 있던 한국의 대중음
악을 J-Pop 및 C-Pop과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했다.5) 그런데 오늘날 이
1) 브라질의 “인종적 민주주의”는 브라질 최초의 사회학자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
가 1966년 유엔의 초청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인권문제 세미나>에 참가하여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를 계기로 ‘열대학’(Tropicologia)을 완성시켰다.
2) 싸이는 2013년 북동부의 헤씨페(Recife) 카니발에 초청되기도 했다.
3) 1997년 중국에서 시작된 한국드라마 열풍은 2006년을 정점을 찍고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수출이 급감했다.
4) 중국에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게 된 계기는 1999년 11월의 클론 공연과 2000년에 들어
연달아 개최된 HOT와 베이비복스의 베이징 공연이었다. 클론의 공연은 중화인민공화국 수
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부였고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연할 권리를 허락한 한국 팝 뮤지
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HOT는 베이징에서 1만 2천 명의 관객을 모았다.
5) 그들은 일본 대중가요를 J-Pop, 중국 대중가요를 C-Pop이라 불렀기 때문에 한국대중음악을
K-Pop이라 불렀는데, 이 때 그들이 지칭한 K-Pop은 1990년대 이후 한국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꾼 댄스·힙합·R&B·발라드·록·일렉트로닉 음악이다. 즉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등
장한 랩과 댄스그룹의 음악을 의미한다. 한국이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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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라는 용어는 K-Pop을 포함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어 순환되
고 소비되는 모든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중국본토에서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은 1990년대
말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중화권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의 일부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일본으로 확산되었다.6) 그런데 이것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중남미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월드컵 경기의 TV 및 위성 중계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성
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아시아, 유럽, 남미, 그리고 중동 사람들
이 K-Pop에 열광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2004년이 한류의 획기적인 전
환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K-Pop이 월드컵을 계기로 이전의 한
류 드라마 열풍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강준만, 2010).
그런데 위와 같은 K-Pop의 확산에는 온라인 동호회를 통한 홍보가 큰 몫
을 차지했다. 음악 기획사들은 소속가수들의 홍보용 고급뮤직비디오를 유튜
브에 올리며 온라인 마케팅을 펼쳤고, 이를 접한 세계의 젊은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시켰다. 브라질에서 한류의 붐이 촉
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1년 6월 SM의 K-Pop 파리공연이다. 이 공연을 유
럽의 유수 매체들―프랑스 국영방송 2TV, Arte TV, 프랑스 주간지 l’espress

년대 한국 문화관광부가 한국대중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제작한 샘플러 CD에 '한류’라
는 단어를 써 넣은 때이다.
6) 김현미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류현상을 ‘욕망의 동시성’이란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녀
는 한류가 한국대중문화의 질적인 우수성이나 문화적 고유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산업자본주의적 발전을 겪은 아시아 사회내부의 다양한 갈등들―성별 정체성이나
세대 간 의사소통의 불능성 등―을 가장 세속적인 자본주의적 물적 욕망으로 포장해내는 한
국 대중문화의 ‘능력’ 덕분에 생겨난 것이라고 봤다(김현미(2001), ｢욕망의동시성｣, 한겨례
21, 382호. (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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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여 개―이 취재한 광경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자, 그동안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유하던 브라질 젊은이들이 일제히 반응했다.7)
게다가 브라질이 2014년 월드컵경기 및 2016년 올림픽경기 유치국으로 확
정되자, 한국의 정부, 기업, 방송사들이 주최하는 한류관련 행사들이 증가하
면서 한류의 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브라질 사회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한국이 개최한 두 번의 국제
행사―1988년 서울올림픽 및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개최―로 급상승했
다. 따라서 브라질 한국이민이 이민 50주년을 맞은 2013년 2월에는, 브라질
의 대표적인 삼바학교들이 한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제로 카니발 행진했
다. 예를 들면, 리우의 벨포트 삼바학교(Rio Inocentes de Belford Roxo, 3,600
명이 행진)는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이민 50년”이라는 제목으로 행진했고,
상파울루의 빌라마리아 삼바학교(S.P. Unidos de Vila Maria, 4,000명의 행진
인원 중 약 3,400명이 한복을 입고 참여)의 “한강의 7개의 물결”이라는 주제
로 행진했다(최금좌 2014). 이에 한국정부 산하기관들도 브라질 사회에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2013년 3월 남미역
사상 최초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KF)’이 상파울루 주립대
학교(USP) 문과대학 동양어학부에 ‘한국어학과’를 정식으로 신설한 것과,8)
또한 201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22개 국가 중 26번째로9) ‘상파울
7) MBC 창사 특집 특별기획으로 기획된 이 행사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라는 이름으로
파리 르 제니트(Le Zenith de Paris) 공연장에서 약 7,000여 명의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
아 폴란드 등의 유럽인 한류팬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강수진 2011).
8)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상파울루 대학교(USP) 문과대학 동양어학부의 특별활동으로 한국어
과정이 운영되었는데, 첫 3년은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그리고 나중의 2년은 Korea
Foundation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9) 봉헤치루 근처의 산타세실리아(Santa Cecília) 구(區)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문화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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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한국문화원을 개원한 것이었다(최금좌 2015).
필자가 ‘브라질에서의 한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14년 재외동포재
단으로부터 ｢브라질 동포사회의 현황과 K-Pop시대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
어교육의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받으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그
해 10월 현장답사를 통해 한국어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자
는 2015년 브라질을 두 번 더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브
라질에서의 한류 붐이 한국계 후세들을 포함한 브라질 일반들의 한국과 한
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들
의 증가와 한국으로의 유학생 및 일반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은 상파울루 소재 최고수준의 미국계 및 영
국계 국제학교들-Graduada-The American School of São Paulo, Chapel-Escola
Maria Imaculada, Saint Paul 등과 2010년 ‘코리아타운’으로 명명된 봉헤치루
(Bom Retiro) 소재의 후모(Rumo) 등과 같은 브라질 우수 사립 고등학교들이
한국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정식과목으로 새로
이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기업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도시 피라시
카바(Piracicaba) 시립 피라시카바 중·고등학교는 2014년 상파울루 한국교육
원과 MOU를 체결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10)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브라질 진출과 관계 있는데, 필자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류’가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탈영토
화’(deterritorialization)로 표현되는 초국가적 또는 탈지역적 문화 산물로 개

연합뉴스 2013. 10. 24.
10) 이 학교는 2014년 3월 21일 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한국어 채택 협약을 맺고, 방과 후 특별
활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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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지역단위를 넘어 브라질시장, 즉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
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가 스마트폰에 여러 기능이 결합되면서 그
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새로운 기업, 새로운 시
장,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문화의 탄생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에
따라, 현 정부의 경제성장엔진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의 일
환으로11) 브라질에서의 한류현황과 그것의 확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필자는 세 번의 브라질 방문 기간 동안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한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류관
련 행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브
라질 한인사회의 역할―2010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된 봉헤치루(Bom
Retiro)가 한국문화의 발신지로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관련 업
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13) 한류열풍의 실체와 K-Pop
의 활성화 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1) 이는 2015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70주년 기념 경축사에서도 강조되었다: “대한
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이자 대안인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동휘(2015), ｢제0주년광복절朴대통령경
축사전문｣, 조선일보. (8월 15일)
12) 필자가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넷이
나 혹은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13) 필자가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인터뷰 중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KBS지국이 만들어 놓은 영
상자료 중, 미처 방송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들의 허락 하에 사용한 것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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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브라질 한류 현황과 한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1. 브라질 한류 현황
가. 브라질의 문화산업규모
브라질의 문화산업은 크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구분된다. 브
라질의 미디어 시장은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큰 음악시장을 형성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시장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되어 높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음악시장의 매출규모는 2010년 2억 3,500만 달러로
멕시코(2억 4,100만 달러)와 함께 중남미 음악시장의 71%를 차지했다. 그리
고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2011~2015년 년 평균 19.6% 성장) 디지
털매출을 포함한 총매출규모가 2015년 2억 6,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p. 3).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PwC가 2013년
전 세계 54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규모를 조사한 결과, 브라질의 시장규
모는 420억 달러로14) 세계 7위였다.15) 이 결과는 동 기관의 과거연간보고서
의 예측―2016년에야 도달할 수 있을 것―보다 빠른 것으로, 2018년 6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 (PwC 2014; p.1)브라질 최대 이벤트 기획사인 XYZ Live는 2012년 브라질의 쇼와 이벤트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규모가 약 16억 헤알로, 년 9%씩 증가하여 2014년 약 19억 헤알,
2015년 약 20억 헤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Freire, Rafael 2011).
15) 브라질 내의 쇼와 음악 콘서트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91년 제정
된 “Lei Rouanet”(흐노 법, 즉 문화 인센티브 법)―문화부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개
인이나 업체에게 소득세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에 힘입은 것이다.

52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나. 한류 동호회 형성
브라질에서 K-Pop이 처음 인기를 얻은 것은 한국의 3인조 걸그룹 KISS의
“나는 여자이니까”였다. 이 곡을 2006년 브라질 북동부의 댄스그룹 ‘깔신냐
프레따’(Calcinha Preta, ‘검은 팬티’라는 뜻)가 “내 마음에 와 닿았으니까(Por
que tocou meu coração)”라는 제목으로 불러 인기를 얻자, 그 이듬해인 2007
년 여가수 프랑시엘(Francielle)이 “만일 당신이 ‘예스’라 대답한다면(Se você
disser que sim)”이라는 제목으로 불러 대성공을 거두었다. Korean Love로 알
려진 이 뮤직비디오 유튜브 동영상들이 조회수 1천만 회를 상회한 것은 박
자가 느린 이 음악이 일반적으로 빠른 리듬의 춤추는 음악을 선호하는 브라
질인들의 로맨티시즘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 때 K-Pop 관련 브라질 사이
트가 수십 개 만들어졌는데, 라디오방송 ‘바가루미 FM’(Vagalume, ‘개똥벌
레’ 혹은 ‘반딧불’이라는 뜻)이 이 노래의 가사를 각각 영어와 포르투갈어―
“Because I’m a girl”과 “Pois eu sou uma garota”―로 소개해서 회원 3만 7천
명을 확보했다.16) 그리고 이외에도 “나 한국말로 노래할 줄 안다!” 혹은 “난
엉터리 한국말로 노래한다!”등의 K-Pop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임윤정 2011).

다. 2011년 SNS로 확산된 한류로 한류동호회 급증
브라질에서의 K-Pop은 2011년 SM의 파리공연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K-Pop 확산경위는 다른

16) Vagalume FM, http://www.vagalume.com.br/kiss-coreia/because-im-a-girl-englis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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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와 확연히 다른 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브라질 사회가 1990년
브라질정부의 시장개방정책으로 브라질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한
한국 상품들―삼성과 LG의 TV,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한 전
자 및 전기 가전제품, 그리고 현대 기아 대우의 자동차 등―에 익숙해 있었
기 때문에, SNS으로 전파된 K-Pop을 비교적 쉽게 수용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정길화 2013).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14 지구촌 한류현황보고서(2014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한류 팬은 79개국 약 2,400만 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성한 온라인
동호회의 수는 약 1,200개로,17) 그 중 라틴아메리카 19개국이 671개를 차지
한다. 그런데 브라질 동호회의 수는 비교적 적은 37개로 약 3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표 1. 브라질에서 개설된 한류 사이트들

유형

사이트 제목

인터넷 및 유튜브 주소

1

한류와 문화

KpopStation

http://www.kpopstation.com.br/
https://www.facebook.com/kp0pstati0n

2

한류와 문화

Sarangingayo

http://sarangingayo.com.br
https://www.facebook.com/sarangingayoBR

3

한류

Kome World

http://www.kome-world.com/br/

4

한류

Kpop Brasil

http://kpopbrasil.com.br/
https://www.facebook.com/portalkpopbrasil

17) 이것은 101개 국가의 재외공관이 국가별 온라인 한류동호회와 회원수를 근거로 집계한 것
인데, 그 중 상업사이트를 제외하면, 715개 동호회에 약 260만 명이다. 이것은 전년대비
(2013년 동호회 464개에 회원 125만 명) 약 54% 증가한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2014
년 가입한 한류회원수는 약 260만 명인데, 이것은 2013년 125만 명 대비 108% 증가이다.
18) 남미 전체 119만 명 중 중남미 연합클럽 24만 2천 명을 제외시킨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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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유형

사이트 제목

인터넷 및 유튜브 주소

5

한류

Kpop Now!

http://kpopnow.com.br/
https://www.facebook.com/kpopnow
https://www.facebook.com/brazilkorea.com.br

6

한류와 문화

Brazil Korea

http://brazilkorea.com.br/

7

한류

KBOX

8

한류

Soompi
Portuguese

http://www.soompi.com.br/
https://www.facebook.com/soompiportuguese

9

한류

Kpop Café

http://kpop-cafe.blogspot.com.br/
https://twitter.com/_kpopcafe

10

라디오

Conexao KPOP

라디오

Debak FM

11
12

http://kbox.com.br/
https://www.facebook.com/pg.kbox

http://www.conexaokpop.com.br/
https://www.facebook.com/radioconexaokpop
http://debakfm.com/

http://www.studyinkorea.com.br/
한국어 학습 및
Study in Korea
https://www.facebook.com/studyinkorea1
한국문화 연구

13

드라마

NYAH Dramas http://itsnyah-nyah.blogspot.com.br/

14

드라마

Drama Lovers

http://dramaovers.com.br/
https://www.facebook.com/dramalovers

15

드라마

Sugoi Dramas

http://sugoidra,a.blogspot.com.br/
https://www.facebook.com/koreanlandkpop?fref=ts

16

드라마

Asian Lovers

http://www.asianlovers.com.br/
https://www.facebook.com/asianloversub

17

드라마

Drama Fans

http://dramafansfansub.blogspot.com.br/
https://www.facebook.com/pages/DramaFans-Fansub/
177524072279192

18

드라마

Meteor Dramas

19

커버 댄스

Kpop Cover
Challenge

20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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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orum.meteorDrama.com.br/index/
https://www.facebook.com/MeteorDrama
http://kpopcoverchallenge.com.br/
https://www.facebook.com/kpopcoverchallenge

GD
http://gdentretenimento.com/
Entretenimento https://www.facebook.com/GDEntretenim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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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유형

21

한국어 학습

사이트 제목

인터넷 및 유튜브 주소

Aprendendo
http://www.aprendendocoreano.net/
Coreano

22

http://bomdiaseul.com/
한국어 학습 및
Bom dia Seul
https://www.facebook.com/groups/187661607945821/
한국문화 연구

23

한국문화 연구

24

잡지

Shakin Pop

25

잡지

KoreaIN

http://koreainmz.wix.com/koreain
https://www.facebook.com/KoreaINmagazine

26

패션

Looks
Coreanos

https://www.facebook.com/LooksCoreanos
https://www.facebook.com/LooksCoreanos

27

패션

Korealand

http://welcometokoreanland.blogspot.com.br/
https://www.facebook.com/koreanlandkpop?fref=ts

28

K-Pop & J-Pop

De Prosa Na http://www.deprosanacoreia.com/
Coreia
https://www.facebook.com/deprosanacoreia
http://www.shakinpop.com/
https://www.facebook.com/ShaKinPop

this is koreia http://this-is-koreia-and-japan.blogspot.kr/p/quem-souand japan eu_6.html

자료: Pro-Brazil의 김수한 대표가 2012년 정리한 리스트 중, 현재 없어진 것을 제거한 상태임.

2. 브라질 한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가. 한-브라질 교류증가
한-브라질 양국의 외교관계는 1959년 수립되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한-브라질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
치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대치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
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정부가 집단농업이민으로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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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 12일 103명(17세대 92명과 11명의 전향군인들)을 대한민국 수립이후
최초의 공식이민으로 브라질에 송출했지만, 그들은 곧바로 농촌을 이탈하여
상파울루에 정착했다. 그리고 ‘제품’이라 불리는 여성의류 제조업에서 경제
적 터전을 닦았다. 당시만 해도 지구의 정반대에 위치한 한국으로부터 신문
이나 잡지를 구하여 읽거나, 혹은 고국방문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브라질 사회에 적응하고 또한 동화하려 했다. 그러던 것이 한국의
1988년 서울 올림픽개최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는 한인사회로부터 이
탈하고 있던 오래된 이민자들이나 혹은 이미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젊은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1990년 시장개방과 함께 개설된 대한항공(KAL)의 직항로는 브라질 한국
동포사회와 모국인 한국을 아주 가깝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과의 무역은
외교수립 50년 주년이 된 2009년 10만 배로 증가했다.19) 브라질과의 교역에
서 한국이 흑자를 낸 것은 2006년에 들어서인데 (US$ 3.6억 달러), 이 흑자
규모는 2010년 4년 만에 거의 10배로 증가했다(US$ 30억 달러). 그리고
2014년 양국간의 교역량은 총 120억 달러가 되어,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및 투자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브라질의 세
계 7대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적교류도 활발해져서, 한국
대학생들의 브라질 연수 증가와 브라질 정부 장학생들의 한국연수 및 유학
도 증가했다. 브라질 정부는 2012년부터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국경 없는
19) 즉 19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브라질의 1/4로 1960년 US$ 389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9년(외교수립 50주년) 브라질의 60% 규모로 성장하여 2008년 US$ 9,290억 달러
가 되었고, 양국간의 교역은 1965년 US$ 5만 8,000달러에서 2008년 US$ 59억 2,586만 달러
로 증가하여, 명실공히 10만 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수입은 같은 기간 US$ 49만
3,000달러에서 US$ 43억 8,046만 달러로 증가하여 약 8,800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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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Ciência sem Fronteira)’이라는 장학프로그램으로 2020년까지 해외에 10
만 명을 보내겠다는 계획 하에, 한국으로 지금까지 525명을 보냈다.20)

나. 1990년 시장개방정책: 브라질 초등학교 체육시간 태권도 선택
1990년대 중반 브라질의 몇몇 초등학교들이 학교정규수업 외의 과외활동
으로, 그동안 일본의 가라테나 유도 대신, 한국의 태권도를 선택하기 시작했
다. 이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의 연방경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메스트리 김’(Mastre Kim)이란 태권도 사범의 활동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
의 활동은 TV 광고로 이어져 한인사회가 고무되기도 했는데, 브라질 사회에
서의 태권도 보급효과는 나중에 한국어,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중반 브라질 사회에서 ‘김치 담는 법’을 가장
먼저 유튜브에 올린 사람들 역시 브라질 태권도 사범들이었다.

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청사모의 ‘드림콘서트’ 탄생
청사모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의 준말이다. 대표 공용구(1950년생,
1986년 35세로 브라질 도착)는 마약과 성에 개방적인 브라질 사회로부터 건
전한 여가선용과 오락문화를 통해 한인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친구 5명(모두 이민 1세이거나 1.5세)과 함께 2003년 청사모를 창
단하여 해마다 ‘드림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브라질 한인동포사회 최초로
한인청소년 15~20세를 대상으로 하는 이 문화단체가 결성된 데에는 2002년

20) 브라질 대통령 궁에서 브라질의 질마(Dilma)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브라질 방문을 환영
하는 환영사에서 밝힌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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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월드컵 경기 위성방송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21)

사진 1. 청사모가 2012년 제10회 ‘드림콘서트’와 제2회 K-Pop 커버댄스를 겸해서 개최한
행사22)

21) 대표 공용구는 친구 11명과 함께 우선 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무대에 설 청소년 100여
명을 모집하고, 파텍(Fatec) 시립 전문대학의 강당 임대, 무대설치 및 조명, 악기를 대여하여
성공적인 콘서트를 열었다. 이 때 공용구 대표는 자비 3만 달러를 사용했는데, 2007년에는
공연 대신 그 비용으로 김덕수 사물놀이 팀을 초대하여 한인사회 전체를 위한 잔치를 벌였
다 (2014년 10월 인터뷰).
22) 이때 본선에 진출한 22개 팀 중 노래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루카스 비에이라(Luccas Vieira),
출처: 임정희(2012), http://www.kofice.or.kr/c30_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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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 TV콘텐츠 교류협정
2009년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의 아리랑 TV와
브라질 지상파 채널인 TV Cultura(테베 쿨투라, 문화방송)가 TV콘텐츠 교류
협정을 맺었다. 그 결과 한국의 Arirang Today라는 프로그램이 브라질에서
Korea Magazine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10월 1일부터 주 1회 1시간씩 총 20
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그 결과가 지극히 상징적인 TV콘텐츠 교류에 그친
것은 TV Cultura 자체가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으로 시청률이
낮은데다가(5% 미만) 방영시간대도 목요일 자정부터 새벽 1시였기 때문이
다. 그런데 같은 시기 브라질 케이블방송사 NET가 한국채널 “TV Coréia”를
개설하여 SBS, MBC, YTN, 아리랑의 콘텐츠를 24시간 방송했다. 이 방송사
는 초기에 연령이 높은 한인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였으
나, 한류열풍에 힘입어 점차 한인청소년들―브라질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드라마와 음악 프로그램에 포르투갈어 자
막을 넣어 제공하기 시작했다(최금좌 2011a). 하지만 일반 브라질인들이 접
근하기에는 높은 월 사용료 때문에 한계를 보였다.23)

마. 최근 브라질 경제침체: 챔스의 해체와 K-Wave의 폐간
2014년 FIFA의 20번째 월드컵 대회(6월 13일~7월 13일)를 앞두고 K-Pop
확산을 위한 연예기획사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 JS 엔터테

23) 이 케이블 방송의 최저 월 사용료는 40달러에, 한국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월 24달
러로 따로 더 내야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350달러인 일반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그 가격
이 턱없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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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먼트(대표: 이정신)는 2014년 5월 남성 5인조 브라질 아이돌 ‘챔스’(Champs)
를 데뷔시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들의 공연은 K-Pop과 브라질 음악을 접목시킨 B-Pop이라는 평가를 받았
다. 즉 정체성(독자성)이 있는 프로듀싱과 안무로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
았다. 하지만 이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브라질 경기침체와 재정
적인 문제로 2015년 5월 정식으로 해체되었다.

사진 2. 브라질 아이돌 그룹 ‘챔스’(Champs)

그리고 Pro-Brasil(대표: 김수한)24) 역시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한류전
문잡지 K-Wave를 발간했다. 월드컵 직전인 2014년 6월에는 월드컵 특별판
을, 그리고 월드컵 직후인 8월에는 창간호를 발행한 이 잡지는 KBS본부
가 한국에서 K-Pop의 동향을 전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영어잡지 K-Wave
24) 김수한 대표는 전 김정웅 교육원장의 아들로, 혼자 브라질에 남아 KBS 브라질지부 카메라
감독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K-Pop을 알리는 잡지를 출판했다. 2013년 9월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KBS World와 협의하여 브라질버전 발간을 협의하고, 2014년 4월에 정
식 판권을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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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르투갈어 버전이다. 이 잡지는 고화질의 한류 탑스타 화보들을 제공함
은 물론, 대표가 직접 브라질 및 남미 한류 이벤트 등을 취재하여 소식을 전
했다. 그리고 한국내 주요 관광지, K-Pop 및 K-Drama, 한식 및 한복 등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기업 및 제품들을 소개하고,
독자들과 SNS를 통한 피드백으로 현지화된 프로모션 사업을 개최하고,
K-Pop 노래의 가사를 알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K-Aula”라는 면을 할애
하여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판매가격은 브라질화폐로
20헤알(R$) (한화로 약 만 원)로, K-Pop을 좋아하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가난
한 브라질 청소년들이 구매하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이었다. 따라서 김수한
대표는 발행된 1만 부 중, 2,000부는 유료판매하고, 5,000부는 무상으로 배포
했다. 그리고 유료판매의 70%는 온라인으로, 나머지 30%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했다. 오프라인 판매는 주로 상파울루 시내 신문가판대 60군데와 일본
인촌 ‘리베르다지’(Liberdade)의 쇼핑몰, 그리고 우리의 교보문고와 같은 대
형서점 ‘리브라리아 쿨투라’(Livraria Cultura)를 통해서 팔았다. 그리고 무상
배포는 한국청소년들의 문화센터인 ｢쿰｣과 주요 한국음식점 등을 통해서 배
포했다. 그러나 이 잡지 역시 경제적인 이유로 1년 동안(2014년 6월~2015년
5월) 총 9판의 발간을 끝으로 마침내 종간을 선언했다.25)

25) 2012년 7월 KBS World와 K-Culture가 합작해서 창간한 한류전문잡지이다. 독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해외판으로 확장했는데, 2014년 5월 괌, 홍콩, 중국에서 발간, 8월 브라질에서
발간되었다. 그런데 2015년에 KBS World가 사업성 불투명으로 합작을 파기하고 K-Culture
가 혼자 발행하고 있는데, 브라질의 김수한 대표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잡지의 수준이나 종이의 질이 브라질 사회에 맞지 않게 높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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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한류전문잡지 K-Wave

Ⅲ. 브라질에서 한류의 발전과 주요 영향
최근 한국학계는 ‘드라마와 영화’ 중심의 한류를 한류 1.0, ‘K-Pop’ 중심의
한류를 한류 2.0, 그리고 이 두 한류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전통문화’
를 기반으로 한 한류를 한류 3.0으로 정의하고 있다.26) 브라질 사회에서 한
류1.0은 일반인들의 시청이 가능한 TV드라마보다는 2000년대 초반 국제영
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친구(2001)”나 “실미도(2003)”와 같은 한국영화

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통문화와 한류의 동반진출전략 연구포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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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좋아하는 소수 마니아층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한류가 K-Pop,
K-Culture, K-태권도, K-Food로 점차 분화되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인터
넷동호회가 결성되었다.27) 오늘날 이 동호회의 수는 37개로 약 3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몇몇 동호회의 K-Pop 활동은 2006년
상파울루 주정부 요청으로 ｢한인회｣가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국문화의
날’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최금좌, 2011b, 2012, 2015). 그
결과 이들은 주브라질 한국총영사관, 문화원, 교육원, 코트라와 같은 한국정
부 산하기관과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홍보 및 마케팅 행사에 없어서
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K-Pop의 생산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1. 브라질에서 한류의 단계별 확산과 그 특징
가. 한류 1.0
브라질에서 한류 1.0의 확산에 “리베르다지” 구(區)에 위치한 ‘일본인 촌’이
한몫했다. 오늘날 브라질에 존재하는 일본사회의 구성원의 수는 혼혈 후세인
들을 포함해서 약 1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70만 명의 일본계 브라질
노동자들인 ‘데카세키’가 1980년대부터 일본 산업현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 등에서 3D
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로 귀
환할 때, 한류의 진원지인 일본에서 <겨울연가>나 <태왕사신기>와 같은 TV

27) 박상수(2014. 12. 5),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8497.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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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가요―2001년 가수 보아의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대형 엔터테인먼
트를 통해 일본에 활발하게 진출했던 한국 가수들―는 물론, <실미도>나 <친
구>와 같은 영화의 해적판 DVD를 가져가 브라질 일본사회에 전파했다.
브라질 한국동포사회가 일본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는 드물지
만, 그들은 동양인들이 선호하는 ‘반데이란치스’(Bandeirantes)와 같은 일류
중·고등학교 학부형 회의에서 마주할 때가 있다. 이때 일본계 브라질 사람들
은 한인들을 반갑게 맞으며 “한국의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고 있는데, 당
신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는데, 이것은 브라질 일본사회가 한인
사회보다 한류를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브라질 한
국동포사회에서는 K-Pop에 관심 있는 한인 1.5세들에 의해 K-Pop 사이트
(SarangInGayo, K-Pop Station, Brazil-Korea 등)가 자체적으로 개설되었다. 그
런데 이 사이트들은 K-Pop과 관련된 최신 기사와 소식 등을 전하며 각각 브
라질 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오늘날 브라질주재 한국공관
(한국문화원)이나 한국기관(한국문화산업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생긴 ‘사랑인가요’(http://sarangingayo.com.br)는 의상디자이너
를 꿈꾸던 한인 1.5세 박유진(Natalia Park, 1987년생)의 주도로 2008년 11월
1일 개설되었다. 이 사이트는 그녀와 뜻을 같이하는 32명의 브라질인들이
K-Pop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장법과 화장품을 조심스럽게 선보이며 한국뷰
티상품의 판매를 모색 중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하는 팬클럽 회원의 수
는 약 4만 5천명, 하루 홈페이지 방문자의 수가 30만 명 정도이다. 이 사이트
는 상파울루에 본부를 두며 지부―브라질 남쪽 끝에 위치한 포르투알레그리
시(市)와 브라질 북쪽 끝에 위치한 헤시페 시(市)―들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0월 23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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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보다 더 늦게 개설된 K-Pop Station(http://www.kpopstation.com.br)
은 ｢한인회｣ 부회장이자 ｢한인복지회 한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는 중년
의 엄인경(Lisa Um)이 남편인 알베르투 킴(Alberto Kim)과 함께 운영하고 있
다. 이 사이트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의 지원을 받아 한국정부나
한인회가 주최하는 행사의 대부분을 주관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
하는 팬클럽 회원의 수는 약 1만 5천명, 하루 홈페이지 방문자의 수는
4,000~5,000명 정도이다. 이 사이트는 포르투갈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인들(70%)들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브라질 이
웃의 남미인들, 한국인들, 그리고 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
이트가 진행한 대표적 행사들은 포르투알레그리에서 “닌자 프로덕션(Ninja
Produção)”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K-Pop 콘테스트와 2014년 6월 리우데자
네이루에서 열린 KBS의 “뮤직뱅크”(Music Bank)에서 ‘붉은 악마’를 훈련시
켜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한인사회의 주요 공식행사에서도 한류 팬
들을 동원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2014년 10월 24~26일 인터뷰).

나. 한류 2.0
브라질에서 한류 2.0은 앞에서 언급한 2011년 6월 SM의 파리공연이 SNS
에 의해 전파되면서 시작되었다.28) 이것은 브라질 사회의 K-Pop에 대한 수
요를 불러일으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브라질에서 공연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11년 8월 ‘청사모’의 ‘드림 콘서트’가 브라질 청소년들에게 문호개방:
28) MBC 창사 특집 특별기획으로 기획된 이 행사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라는 이름으로
파리 르 제니트(Le Zenith de Paris) 공연장에서 약 7,000여 명의 한류팬이 운집한 가운데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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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의 성공적인 K-Pop 유럽공연 소식은 두 달 후 열릴 청사모의 제9회
‘드림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비한국계 청소년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때 K-Pop이나 커버댄스로 본선에 진출한 팀은 총 15
팀이었는데, 그 중 8팀이 브라질팀이었다.
- 2011년 9월 7일 MBC의 ‘커버댄스 페스티벌 케이팝 로드쇼’ 지역예선:
이날은 브라질 최대 국경일인 브라질 독립기념일이다. 따라서 MBC가
‘한국방문의 해’ 기념으로 이 행사의 지역 예선을 실시했다. 이 때
K-Pop 아이돌 엠블랙이 심사 및 공연차 방문했는데, 브라질 팬들은 그
들을 열렬히 환호했다.29)
- 2011년 12월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케이팝 스타의 첫 유료공연으로, 포미닛, 비스트, 지아 등의 아이돌 가수
들이 출연했다.
- 2013년 2월 싸이의 브라질 카니발 참여:
2012년은 한류에 큰 획을 그은 해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강
타하자, 2013년 브라질 카니발 축제 중 브라질 북동부의 페르남부쿠 주
(州)의 헤시페 시(市)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 준비위원회가 싸이를 초
대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브라질에 들어와 개척한 이 도시의 카니발
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포르투갈의 전통을
따르는 카니발로, 할리우드 배우들이 선호하는 브라질 축제이다. 어쨌든
싸이의 브라질 카니발 초청은 그동안 한국이나 K-Pop에 대해서 전혀 모
르던 브라질 사람 전체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29) 이 행사가 브라질 사회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은, 남미에서는 최초로 개원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국문화원이 2010년 개최한 ‘중남미 K-Pop 경연대회’의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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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슈퍼주니어의 상파울루 크레딧카드 홀 단독공연
- 2013년 12월 18일 뉴이스트(Nu’est)의 쿠리치바 공연:
뉴이스트(Nu'est)가 루나플라이, 방탄소년단, Mr.Mr 등과 함께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州)의 쿠리치바 시(市) 파라나 클럽(Paraná Clube)에서
공연했다.
- 2014년 6월 KBS의 “뮤직뱅크(Music Bank)”:
한국국가대표팀 경기가 쿠이아바, 포르투알레그리, 상파울루에서 열림
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월드컵 경기 1달 전에 KBS가 리우데자네이루의
HSBC 아레나 경기장에서 연 콘서트이다. 브라질 한인 90% 이상이 상파
울루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루 인근의 공연장을 마련하
지 못해서 버스로 6시간 걸리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아가에씨뻬쎄 아레나
(HSBC Arena)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총 15,000석 중 6,000석
은 판매되었고, 4,000석은 한국기업 현대자동차가 후원하여 초청장 형
식을 빌려 무상으로 배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1/3에 해당
하는 5,000석이 공석으로 남아 한인사회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때
K-POP STATION은 관객을 동원하는 등 사이드 지원했다.
- 브라질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는 한국문화공연:
이 공연은 브라질 사회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두 번 개최되었다. 브라
질 사회를 대상으로는 2014년 5월 13일 상파울루 시내 엘도라도 쇼핑센
터 안에 있는 아르치스 극장(Teatro das Artes, 예술극장)에서 태권도, 비
보이, 국악 등을 공연했는데, 관객은 700여 명 참석했다. 그리고 한인사
회를 대상으로는 2014년 5월 14일 상파울루의 코리아타운인 봉헤치로
구(區)에 위치한 브라질 한국학교(Polilogos)에서 열렸다. 그리고 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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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일 상파울루 주(州) 피라시카바(현대자동차가 진출한 도시)에서 열
리는 다문화축제와 20일 브라질 마나우스(브라질 북서부에 위치하며 월
드컵 본선 개최도시,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에서 공연했다.

표 2. 브라질에서 열린 한류 관련 행사 (2011~2015)

일시

장소

콘서트 및 축제명

비고

’11.05.21~22

상파울루 봉헤치루

한국문화의 날

코리아타운 지정기념
행사를 겸함

’11.08.05

에스페리아 클럽

제9회 드림콘서트

브라질 청소년들에게
문호개방

’11.09.07

홈즈 클럽

‘커버댄스 페스티벌
K-Pop 로드쇼 40120’의
브라질 예선

8천여 명 운집
(경찰 추산 5천 명)

’11.12.13

에스파수 다스
아메리카스

유나이티드 큐브
월드투어

비스트, 포미닛, 지아 등
출연

’12.01.19

봉헤치루 성당

스타 데이트

제국의 아이들, 동준, 케빈
출연

’12.06.

에스페리아 클럽

제10회 드림콘서트

제2회 K-Pop 커버댄스
콘테스트 겸함

’12.09.08

에스파시오 빅토리
공연장

JYJ 시아준수 콘서트

약 1,300명 참석

’12.10.12

이비라푸에라 공원

강남스타일 플래시몹

약 500명 참가

’12.12.8 ’13.02.03

리브라리아 쿨투라
(Livraria Cultura)

K Invasion

K-Pop 공연 DVD시사회

’13.02

페르남부쿠 주(州)의
헤씨페 시(市)

싸이의 브라질 카니발
축제 참여

장사진을 이룸

’13.04

크레딧 카드 홀
(Credit Card Hall)

슈퍼주니어의
Credit Card Hall 단독공연

상파울루 최대공연장
8,000석 매진

’13.12.18

파라나 주(州)
쿠리치바 시(市)
파라나클럽
(Paraná Clube)

뉴이스트(Nu’est)의
‘서킷 오브 케이팝
(Curcuit of K-Pop)’

루나플라이, 방탄소년단,
Mr.Mr 등 2,000석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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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일시

장소

콘서트 및 축제명

비고

’14.05.13

월드컵축하
한국문화공연 I

아르치스 극장
(Teatro das Artes),

태권도, 비보이, 국악 등

’14.05.14

월드컵축하
한국문화공연 II

브라질
한국학교(Polilogos)

태권도, 비보이, 국악 등

’14.05.17

월드컵축하
한국문화공연 III

피라시카바 시(市)
다문화축제

태권도, 비보이, 국악 등

’14.05.20

월드컵축하
한국문화공연 IV

월드컵 본선개최도시
마나우스 시(市)

태권도, 비보이, 국악 등

’14.06.07

리우데자네이루의
HSBC 아레나 공연장

KBS의 Music Bank

1만 5,0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에 2/3인 1만
명만이 운집

’14.08.13-15

코리아브랜드
한류상품박람회
2014
(KBEE 2014)

World trade Center
골든홀 전시장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주최)
KOTRA와
한국콘텐츠진흥원(주관)
아이돌 빅스(VIXX) 참가

’15.06.05

에스파수 다스
아메리카스(Espaço
das Américas)

김범수

1만 5,0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에 6,000명 참석

자료: 정길화(2013)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추가 재구성한 것임.

다. 한류 3.0
브라질 사회에서 한류 3.0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월드컵경기 종식 직
후 열린 ‘코리아브랜드 한류상품 박람회 KBEE 2014’(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14)라고 할 수 있다. 이 박람회는 중남미 최초 한국문
화콘텐츠 상품소개와 한류산업의 브라질 진출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
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KOTRA와 KOCCA(한국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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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진흥원) 주관으로 2014년 8월 13~15일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 모룸비 구
(區)에 위치한 월드트레이드센터(World trade Center) 골든홀 전시장에서 개
최되었다.30) 한국정부가 “문화한류”의 저변을 “경제한류”로 승화시켜 중남
미 시장의 판로를 문화와 산업을 융합한 한류박람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
에 K-Pop의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한류의 브랜드파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상품들―방송, 애니, 캐릭터를 포함해 문화콘텐츠와 IT, 한류상품, 프
랜차이즈, 패션, 뷰티 등―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약 250개 회사가 참가한 이 행사는31) 브라질인들의 관심을 한국의
대중문화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한국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제품
과 한국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브라질 진출 대기업―
LG, 삼성, 기아, 현대, 금호타이어 등―뿐만 아니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관
련 중소기업들이 참가한 이 행사에, 브라질 유력 지상파방송국 ‘밴드 티브이
(Band TV)’가 이례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 요리사로 활약 중인 손정수 요리
사를 출연시켜 한식소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했다. 브라질 기업들은 한
류와 융합된 콘텐츠, IT 정보기술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개
막식 날에는 중남미에서 신흥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스
(VIXX)’와 여가수 ‘김보경’을 출연시켰고,32) 또한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유

30)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주최)가 KOTRA와 한국콘텐츠진흥원(주관)과 함
께 추진한 행사였다.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40
31)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패션, 미용, 프랜차이즈 등 한류 활용 한국 수출기업 69개사와 브라
질 기업 180개사 그리고 그 밖의 중남미 지역 기업 49개사가 바이어 자격으로 참가했다.
32) 이 행사에 문화첨병으로 참가한 아이돌 빅스(VIXX)는, 개막식 직후 ‘케이팝 스페셜 콘서트’
에서 <저주인형>과 <어둠 속을 밝혀줘> 등을 노래하고, 국내가수로서는 최초로 브라질 지
상파 방송사 반데이란치스 TV 방송국(TV Bandeirantes)의 토크쇼 <Agora e Tarde (지금 그
리고 오늘 오후)>에 출현했다(김동주, 2014.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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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이현세 화백이 만화확산을 위해 참여했다. 이때 그는 현장에서 작품들
을 직접 그려주는 퍼포먼스로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사진 4. 2014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KEBB) 포스터

2. 한류열풍이 브라질 한인사회에 끼친 영향
한류의 열풍으로 나타난 현상은 한국식품의 브라질 시장 진출이다. 빙그
레의 ‘메로나’, 진로의 ‘하이트’, 해태의 ‘봉봉’주스와 과자 등은 ‘까레포’
(Carrefour)와 같은 브라질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BBQ도
닭고기의 원산지인 브라질에 양념 닭고기 튀김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봉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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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루와 가까운 산타크루즈(Santa Cruz) 지하철 역 근처에 오픈한 K-Pop
Chicken점(대표 조신영 부부)은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저녁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브라질
사람들이나 K-Pop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주로 한국 교육원이나 문화원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
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브라질 한인사회에는 K-Pop의 공연과 확산에 기여하는 새로운 업종이 등
장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드라마와 음악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의 확산:
청사모의 경험을 되살려 사업을 시작한 인선호 대표는 한국채널 스
마트(Smart)와 하나로 인터넷 TV를 확산시켰다. 그런데 높은 설치
비용(기계설비 400헤알)과 시청료(연 600헤알 혹은 월 100헤알)에
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좋지 않은 인터넷 사정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둘째, 엔터테인먼트 회사 ARTIVE3 등장:
청사모 출신인 김정삼 대표가 설립한 회사 ARTIVE3는 브라질 한인
사회 및 대형교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공연 장비를 대여해주
거나, 음향 효과를 담당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
다. 그는 오디션을 통해 브라질 아이돌 그룹을 키우고 있는데, 연습
생들이 얼마나 K-pop에 열정적인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일단은 남미에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체계적으로 키워져서, 트레이
닝 돼서 나오는 아티스트들이 드물죠. 그리고 아직도 여기는 어쿠스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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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들이 더 많은데 한국은, 우리 K-Pop은 일렉트릭하고 그리고 일단 테크
놀로지적인 면이 많지요. 대략 컴퓨터 음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퍼포
먼스에서 굉장히 달라요. 군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브라질 사
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떤 부분에
서는 한국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부분은 저도 의문이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브라질 현지인들이 다 한글을 쓸 줄 알기 때문에, 가사를 다 한
글로 외우고 있어요. 아마도 랩의 경우는 저보다 더 많이 외우고 있을 겁
니다.” (2014년 10월 24일 인터뷰)

셋째, 공연 및 이벤트 회사 Storyvent Promotion 등장:
이 회사의 모태는 미국의 미술대학 파슨스(Parsons School of Design)
를 졸업한 김주희가 창립한 결혼이벤트 회사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를 전후로 K-Pop 브라질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전직 한
국총영사관 총영사 비서였던 박희란과 함께 이 회사를 통역 및 공
연 이벤트 회사로 전환시켜 브라질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
팀의 응원을 도왔다. 그리고 2015년 6월 5일에는 에스파수 다스 아
메리카스(Espaço das Américas)에 열린 김범수 공연을 단독으로 기
획·수행했다.
넷째, JS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등장과 해체:
이정신 대표가 키워낸 브라질 아이돌 그룹 ‘챔스’는 브라질 한인사
회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으나 경제적 문제로 해체됨.
다섯째, 포르투갈어 한류전문잡지 K-Wave 발간과 폐간:
김수한 대표가 1년 동안 9편을 발간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폐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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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열풍이 브라질 동양계 이민사회에 끼친 영향
가. 일본계 이벤트회사 야마토(Yamato)의 성장
상파울루의 일본인촌 리베르다지 구(區)에 본사를 둔 일본계 이벤트회사
인 야마토(Yamato)는 몇 년 전까지 J-Pop,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등 일본문
화 확산에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브라질에 부는 K-Pop 열풍으로 K-Pop 커버
댄스나 관련 이벤트행사를 전담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33) 이에
대해 이 회사의 안무 프로듀서인 레안드루 크루즈(Leandro Cruz)는 야마토
가 더 이상 일본문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동양문화 확산에 주력하는 회사
라고 주장했다(2014년 10월 24일 인터뷰).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K-Pop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브라질
에서 K-Pop을 좋아하는 현상은 아주 조그맣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확산되
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브라질 전역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최하는 K-Pop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예선은 참가희망자들이 우리에게 보내온 (한국의 유명
그룹의 춤과 노래를 부르는) 비디오로 치러집니다. 예선은 1년 중 전반기
에 브라질의 주요도시에서 진행하고, 본선은 7월에 개최하는데 이때 브라
질 전역으로부터 예선을 통과한 그룹들이 참여합니다. 이 초대형 행사를
위해서 우리 회사는 아주 큰 무대시설을 갖춘 공연장에 최신 음향장비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수의 신청자들과
그들을 보려는 관객의 수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내의 K-Pop 팬
의 수는 놀랄 만큼 많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 (한류)물결이, 아니 이미

33) 오늘날 야마토회사는 라틴아메리카 4개국에 지사를 둘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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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커진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아주 오래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스스로가 놀라고 있
는 점은 이 경연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은 최근 브
라질을 방문한 (한국)그룹들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이러한 추세대로 확산된다면 그것이 브라질 주류 방송
매체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K-Pop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K-Pop 경연대회는 브라질 사회를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신들
이 한국어로 노래한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정확한 발음을 위해 노
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J-Pop과 관련된 일을 해오
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워 노래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
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동양문화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동양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 급증한 중국이민자들의 존재는 한류의 복합적 문화수용 가능성 증가
최근 브라질에는 룰라-후진타오 허니문 시대의 결과로 중국이민자들이 급
증하고 있다. 그들의 수는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인동포들에게 단추
나 지퍼 등의 의류부속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값싼 물건을 다량으로 수입하여 한인동포사회의 존재 자
체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코리아타운 봉헤치루에서 중국인들의 존재는
이곳의 건물매입과 중국음식점 3개의 등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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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동안 ‘일본인 촌’으로 알려진 리베르다지(Liberdade) 구(區)에서 음력
설날 축제를 개최하며, 그것을 브라질 사회에 동양인들의 축제로 인식시키
고 있다. 어쨌든 중국인들의 존재는 K-Food를 비롯한 한류의 복합적 문화수
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으나, 5만 명의 코리아타운 봉헤치루에는
최근 중국음식점이 5개나 등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봉헤치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인 촌’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Ⅳ. 브라질에서의 ‘한류’ 활성화 방안
그동안 브라질 한류 팬들이 한국드라마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드라마 피버’(Drama Fever)나 ‘비키’(Viki) 등 OTT(Over The Top)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인데, 그것은 이 사이트들이 한국드라마에 영어, 스페인어, 포
르투갈어 자막을 넣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34) 그리고 K-Pop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다행히도 브라질의 유튜브 사용자는 세계 4위 수준이다.

1. SNS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한국문화콘텐츠 마케팅
궁극적으로 한류콘텐츠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 한국문화콘텐츠 마케팅을
위해 인터넷 등 SNS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스마트폰, 컴퓨터, 타블렛 시장은 빠르게 변
34)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는, 세계 방문자 수 가운데 5%인 약 100만 명이 아르헨티나에
서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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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릭슨(Ericsson)의 스마트폰 시장과 컴퓨터 및 타블렛 시장 전망

자료: Felix Richter(2013b), www.statista.com/chart/1651/mobile-internet/subscriptions, 검색일: 2013. 9. 2.

표 4.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증가율(2012~13)

자료: Felix Richter(2013a), www.statista.com/chart/1477/adoption-of-video-streaming-services, 검색일: 2013. 9. 2.

54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하고 있다. 따라서 에릭슨(Ericsson)은 2019년 관련시장의 규모가 64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의 한류 활성화 방안으로
는 반드시 위의 기계들과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과 스트리밍을 통한 방법이
최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시장조사 및 분석 필요
브라질 시장을 용이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인들의 소비습관, 판매
매체와 방법을 위한 시장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성공의 지표가
TV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음반판매와 연결된 유튜브 조
회수로 결정된다. 그런데 그것이 유료일 경우, 대부분의 브라질 사람들은 저
작권문제로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3. 유료TV 채널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진입
지금까지 한국드라마나 K-Pop 관련 한류콘텐츠는 브라질 지상파나 케이
블 TV의 편성 또는 방영은 전무하거나 부진한 상태였다. 그것은 드라마가
뚜렷한 수익모델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의
드라마 ‘아이리스’가 2015년 1월 5일~30일 사이 브라질 최대방송국 글로부
의 케이블 전문채널(+Globosat)에서 1주일에 5편씩, 4주 동안 20편이 연속
방영되었다.35) 그리고 브라질 독립기념일인 9월 7일부터 JTBC의 드라마
‘해피엔딩’이 브라질 텔레비전 헤지(Rede Brasil de Televisão) 방송국에서 그

35) 브라질 한인동포신문 하나로 p. 5.(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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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만화영화 ‘뽀로로’가 10월 5일부터 테베 쿨투라(TV Cultura) 방송국에
서 브라질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다.36)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근 브라질 방송이 무료공중파 채널보다 유료방송이
나 다채널 TV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TV 채널과의 협력
을 통한 시장진입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해피엔딩’의 방송이 결정된 이후 Pro-Brazil의 김수한 대표와 한국
드라마 확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나 그 밖의 지역에서 한류가 확산된 경우를 살펴
보면, K-Drama → K-Pop → K-Movie → K-Entertainment & Variety 순으
로 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경우, K-Movie →
K-Pop → K-Drama 순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 팬을 더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K-Drama를 통
한 저변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8월 11일 브라질에서
인터뷰)

4. 디지털 매거진을 활용한 한국문화콘텐츠 유통
브라질은 디지털 광고시장이 연평균 19%, 디지털 신문은 연평균 55%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디지털 매거진을 활용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은 K-Wave의 김수한 대표
가 스스로 내린 실패원인에 대한 분석이다.

36) 김재순(2015), ｢한국 드라마 ‘해피엔딩’ 브라질 공중파 TV서 첫 방영｣, 연합뉴스.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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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K-Wave 발간할 때, 저는 브라질 한류 팬의
수가 30만 명이라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
의 남미순방을 동행취재 해보니, 그들의 충성도는 같은 수의 한류 팬이
있는 콜롬비아나 페루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브라질의 한류 팬 대부분이 하류계층의 가난한 청소년들이라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매거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6월 한국에서 전화 인터뷰)

5. K-Pop 브라질 음악시장 활성화 방안
브라질의 시사 잡지 ‘베자’(Veja)는 최근 K-Pop을 비롯한 아시아의 가수들
(특히 아랍 가수들)과 동유럽의 가수들의 노래에 주목하며, 이러한 종류의
“하위음악들”이 브라질에서 확산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보급방법밖에 없다고 확언했다. 그 이유는 이 음악들을 녹음하거나 유통시
킬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시아의 K-Pop, J-Pop, C-Pop은 물론, 동유럽과 아랍의 음악은 브라
질 사회에서 하위 장르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음악이 소비되는 곳은 (라
틴아메리카 최대 상공업의 도시인) 상파울루이다. 그것은 상파울루에 가
장 큰 동양인구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인프라가 잘 갖추어
져 있기 때문이다.” (Veja, 2011. 12. 12)

가.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음악 제공
챔스의 이정신 대표는 브라질 음악시장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성공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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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지역별로, 사회계층별로 좋아하는 장르가 나눠져 있기 때문
에, 전국적으로 히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계층을 제대로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략의 대상을 중산층 자녀
들 중 10대 소녀들을 목표로 한다면, 즉 그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자체
가, 브라질 시장이 워낙 크니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가 목표로 하는 것은 브라질에서 대히트를 치는 그룹을 만들기보다는, 특정
사회계층이 좋아하는 음악을 공급하여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지요.”
(KBS 브라질지국이 2014년 10월 26일 이정신 대표와 인터뷰한 영상자료)

나. 한국 아티스트들의 브라질 공연 증가
2011~2014년 사이 특히 브라질 월드컵경기 직전 많은 아티스트들이 브라
질에서 공연했는데,37) 뉴이스트(Nu'est)처럼 국내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그룹이 다른 주(州)의 수도인 쿠리치바에서 한 공연은 실제로 높은 티켓 판
매율을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약 1,000여 명의 관중석을 가진
중·소규모의 공연장에서 관객들과의 접촉과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38)
그런데 한국정부는―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직후인 4월 26일, 미래
부의 최양희 장관이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중남미에 최
신의 설비로 가상의 상설무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
은 최근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개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테마파크 ‘Play
Kpop(플레이 케이팝)’과 같은 시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브라질 한인사회의
현지반응은 “비록 많은 자본을 들여서 무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누가 그곳까
37) “‘한국의 하모니’ 2014 브라질 월드컵 축하”, ｢코리아포스트브라질｣ p. 26(2014. 5. 15).
38) 참고로 쿠리치바는 세계적인 환경도시이자, 한국기업 효성이 진출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날 한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도시로, 그동안 상파울루에 집중되어 있던 한인동포
사회가 1998년 경제위기로 2000년대 초반 이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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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서 즐기려 할 것이며 또한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였다.

다. 아티스트들의 CD 및 DVD 등 관련 상품 제공
야마토 회사의 프로듀서 레안드루 크루즈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 생각에 (챔스와 같은) 그룹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 부족한 점은 (관
련 상품의)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음악의 팬들이 동양시장의 팬이기
도 하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충성심(팬심)이 존재합니다. 브라질 팬
들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CD나 DVD 등의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
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가수의) 물품들이 이곳 (브라질)에 직접 공급된다
면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요. 아시아에서는 원활한 마케팅과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곳에서는 K-Pop과 관련된 종류
의 업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인터뷰)

라. 한국계 연예기획사 성장시켜야
비록 브라질 아이돌 그룹 ‘챔스’를 키워 낸 연예기획사 JS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정신)가 해체되었지만,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한국 문화의
날’ 축제에는 또 다른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등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무
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브라질의 시장규모를 생각해 볼 때, 한 개인에게 이
러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
서 브라질에서 한국계 연예기획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뜻있
는 개인이나 단체가 나서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든지, 혹은 한국의 정부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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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업이 정책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 큰 투자로 브라질의 높은 미디어 벽을 뛰어 넘어야
브라질의 음악시장은 불행하게도 세계 다섯 번째 영토를 가진 나라에 걸
맞은 큰 시장을 갖고 있지 않다. 브라질 시장에는 이미 몇몇 음악장르가 자
리를 잡고 있어서, 새로운 음악장르가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다. 더구나 팝
음악을 틀어주는 라디오 방송국도 별로 없고, 팝 음악을 틀어주는 텔레비전
방송국 채널조차 없다. 그런데 한국 음악 클립은 텔레비전 방송국 채널을 통
해 브라질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마토의 레안드
루 크루즈는 브라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진
입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싸이의 브라질 시장 진출은 한국음악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브
라질 대중은 수용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큰 투자와 좋은 마케팅 전략이 있
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대중
들이 미디어라는 두꺼운 장벽 혹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한마디로 브라질 스타일의 음악이 지배하는 곳에 안주하고 있
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인터뷰)

Ⅴ. 브라질에서의 한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제언
2014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브라질 아이돌그룹 ‘챔스’와 K-Pop을 알리
는 잡지 K-Wave가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챔스와 K-Wave는 출범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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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거나 폐간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의 경험을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
의 해결점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컬화된 한류컨텐츠 개발은 반드
시 브라질 동포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으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경제적 측면
챔스와 K-Wave가 출범 1년 만에 해체되거나 폐간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은 재정부족이다. 필자가 이 두 그룹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한-브라질을 문화적으로 연결하고 향후에도 그 역할
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챔스를 좋아하는 브라질 팬들이
생기게 되면, 이들은 또 다시 다른 한국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의 수단인 K-Wave도 제 구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
부나 기관이 이러한 한류 관련 한국계 회사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성
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이 대표 한 개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빈약했던 이정신 대표는 지난 5월 ‘챔스’의 해체를 선언
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동요하는 브라질 시장에서 인내를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중요
한데,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데뷔 이후, 상파울루뿐만 아
니라 브라질 전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했지만,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는 이 그룹을 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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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공연의 경우, 교통비와 호텔비 그리고 식비조차도 부족했습니다.” (브
라질 한인동포신문 하나로, 2015년 5월 15일)

2. 문화적 측면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
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첫째, 챔스와 K-Wave는 비록 브
라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준과 재능을 갖추었지만, 동양의 문화를 잘 모
르는 브라질 사회에서 K-Pop으로만 승부를 거는 것은 도박이었다. 둘째,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로, K-Pop의 한국식 제작환경과 트레이닝
과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첫 번째 원인에 대해 야마토의 레안드루 크루즈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
력했다.

“브라질 댄스의 고유스타일 자체가 한국의 K-Pop과는 다릅니다. 한국
그룹은 완벽한 신체표현에 중점을 두고 그룹이 하나가 되어 춤을 춥니다.
반면에 브라질 댄스는 조금 더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즉 삼바와
포호(forró,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전통 리듬과 춤/폴카와 비슷/아코디언
연주) 같은 브라질 댄스음악에는 엄격한 안무가 따르지 않습니다. 두 나
라 댄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뛰어난 안무가 높이 평가되는
반면, 브라질에서는 춤추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좀 더 자유
롭고 개방적으로 원하는 대로 추는 겁니다./.../
록음악이 브라질에서 성공한 것은 그 음악장르가 이미 브라질에 알려졌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문화로 승부를 건다
는 것은 개척자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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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인에 대해 챔스의 이정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저는 브라질 사람들이 워낙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을 한국처럼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힘
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개성과 자유는 어느 정도 인정하
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국 같은 토털 매니지먼트 개념은 브라질의 실정과 맞지 않습니다. 따
라서 여기서 현지화시킬 부분은 현지화하고, 동시에 한국의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해서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중남미 최초로 한국식 아
이돌 그룹을 키운 장본인인데, 그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아티스트들, 즉 제가 키운 챔프 멤버들
이 브라질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식 제작환경과 트레이
닝 과정에 적응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는
상당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다행히도 뒤에서 도와주시
는 분들이 있습니다. 멤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KBS 브라질지국이 2014년 10월 28일 이정
신 대표와 인터뷰한 영상자료)

3. 정책적 측면
가. K-Pop 축제는 매년 정해진 날 정규적으로 개최되어야
브라질 주정부의 요청으로 브라질 한인사회가 2006년부터 봉헤치루에서
개최하는 ‘한국 문화의 날 축제’는 2009년에는 한-브라질 외교 수립 50주년
행사를 겸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상파울루 시정부의 ‘코리아타운 지정’ 기

∙ 556

브라질에서의 ‘한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념행사를 겸하기 위해서,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기 위해
서 행사의 개최 날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K-Pop 축제나 한인동포사회의 축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K-pop Station과 같은 동호회(대표 엄인경)나 푸드 트럭에서 한국음식을 제
공하는 ‘OG 한국식품 수입회사’(대표 하윤상)39)는 K-Pop의 확산을 위해서
는 해마다 지정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축제를 거행해야 준비하는 측에서
나 관중의 측에서 좀 더 많은 브라질 관중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한국 문화의 날 축제’ 날짜가 예측 가능해야 준비
는 물론 많은 관객들을 모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2015년 8월
11일 인터뷰).

사진 5. ‘OG 한국식품 수입회사’의 K-Food 전시관

강변도로 ‘마지날 치에테’(Marginal Tiete)에 위치한 대형 슈퍼마켓(Carrefour) 입구에 위치

39) 이 회사는 한국의 ‘aT 농수산 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 최근 K-Food 사업을 적극적으
로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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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문화의 날 축제’는 거리의 축제로 거행해야
2006년부터 봉헤치루에 위치한 ‘오피시나 쿨투라 데 오스왈두 안드라
지’(Oficina Cultura de Oswaldo Andrade, Rua Três Rios 363) 앞에서 상파울
루 시(市)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거행되던 ‘한국문화의 날’ 행사는 2014년과
2015년 브라질 ｢한인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브라질 한국학교 ‘폴리로고
스(Polilogos)’의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거행되었다. 비록 한국의 아이돌을
모방하는 브라질 K-Pop 커버댄스 팀의 참여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는 평
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 축제는 브라질 한인동포사회가 ‘브라질 사회의 일원
이 되었음’을 공고히 하는 축제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 ‘코리아타운’ 봉헤치루 입구에 한국 상징물을 건축해야
한국정부 산하기관의 주관으로 봉헤치루 입구에 한국의 상징물을 건립하
려던 계획이 최근 수포로 돌아갔다. 그것은 2014년 말 이 지역이 상파울루
주(州)정부의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브라질 전 지역을 대상으로 K-Food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가 하윤상(‘OG 오뚜기 한국식품 수입회사’의 대표)은40) 봉헤치루 입구에 뭔
가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 빨리 들어서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2015년 8월
11일 인터뷰).

40) 브라질에서 총 270개 점포를 운영하는 프랑스계 대형 슈퍼마켓 Carrefour(브라질 랭킹 3위)
는 오늘날 32개 점포에서 한국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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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글로컬화된 맞춤형 축제개발을 위해서는 브라질 한국동포사회가
주축이 되어야
2013년 브라질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다양한 행사
가 전야제의 성격을 띠고 열리기 시작했다. 첫 신호탄으로 열린 행사는 한인
사회의 한인예술단체―서예, 미술, 동양화 동호회―가 공동으로 2011년 1월
24일 오스발도 데 안드라지 문화원(Oficina Oswaldo de Andrade)에서 개최한
<한인 아트전>이다.41) 그리고 이어서 개최된 행사는 한국 공연기획사인 ‘㈜
영음아트기획’(Young Eum Art)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과 문화관
광체육부의 후원을 받아,42) 80여 명의 K-Pop 스타들―카레이싱 걸(car
racing girls), 사물놀이패, 패션모델과 스태프 등이 포함됨―을 브라질에 데
려가 두 번의 공연을 했다. 한 번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밤>
공연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브라질 사회를 대상으로 한 상파울루 카니발
개막식이었다.43)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할 축제에, 우리가 배제된, 주객이 전도
된 축제였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44)
41) 서예전을 시작으로 각각 1주일씩 전시하여 총 3주 동안 열린 이 행사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첫 행사였다.
42) 영음아트기획은 <한성백제문화제>, <허준축제>, <남산골축제>, 그리고 <오사카세계음식문
화축제> 등 한국지역문화는 물론 한류문화 등의 행사를 기획, 주관하고 있다. 홍 대표가
2013년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7년 브라질 한인회 초청
으로 열린 <고국 연예인 초청 및 한국인의 밤>―장미화를 비롯해 강민주, 소명, 오은주, 박
정식, 이지은(성악가) 등이 참가―이었다.
43) 그동안 상파울루 카니발의 개막을 알리는 공연은 주로 아포쉐(Afoxé)라는 팀이 도맡아서 해
왔는데, 2011년 삼바 카니발 개막식은 “브라질 사람만이 가능한, 브라질 사람에 의한 축제”
라는 전통과 틀을 깬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44) 이들은 (a) 2011년 2월 16일 영음아트기획(대표 홍사인)이 국제문화교류재단(Kofice)의 지원
을 받아 ‘한국인의 밤’ 공연을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했다. 한국에서 온 가수 이치현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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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2015년 6월 24일 상파울루한국교
육원(원장 오석진)이 보인 ‘생활밀착형 공공외교’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자동
차가 공장을 갖고 있는 상파울루 주(州) 피라시카바 시(市)의 피라시카바 중·
고등학교(교장 마르셀리)45) 축제에 상파울루 한국교육원 소속의 서예팀이 방
문하여 ‘붓글씨로 한국 이름 써주기 행사’도 하고, 한국문화체험 행사(전통 공
연, 한복 입어보기와 한식―불고기, 잡채, 부침개, 닭튀김, 김치 등 무료시식
―)도 진행했다. 교육원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로 한류를 전파할 수 있
었던 것은 2014년 이 학교의 요청으로 이미 MOU를 맺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마. K-Pop을 비롯한 한국문화 관련 축제는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브라질 북동부의 페르남부쿠(Pernambuco) 주(州)정부는 2013년 10월 8일
주법령 제15,114호에 의해,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제1회 ‘한국의 날’ 행사가 2014년 9월 27일 주수도인 헤시페
(Recife)에서 개최되었다. 비록 이 주(州)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최공필 장로
가족을 비롯해 7세대에 불과하지만, 주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제1회 행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파울루의 몇몇
개인과 단체가 자비로 자신의 한복을 입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세화를 비롯해 B-Boy 댄스팀, 전통무용단, 태권도 시범단이 특별게스트로 브라질 한인사회
출신의 가수 나미경과 브라질 뮤지션들로 구성된 비지스 커버그룹을 초청하여 함께 공연했
다. (b) 2011년 2월 17일 밤 영음아트기획이 개최한 상파울루 카니발 축제개막식에서 한인
교포 70명이 보조인력과 함께 약 40분 동안 (10시 45분~11시 25분) 태권도 시범과 전통무
용 및 비보이 공연 등을 선보였다. 그런데 이들의 공연이 주최측으로부터 허락된 것은 바로
직전으로 브라질 한인동포사회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45)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피라시카바(Piracicaba)에 자리한 우니멥엡페
(UnimepEP) 대학교 운동장에서 약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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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브라질 전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2014년 브라질 북동부의 페르남부쿠
(Pernambuco) 주(州) 헤시페(Recife) 시(市)에서 개최된 ‘한국의 날’ 행사

2015년 제2회 행사의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주브라질 한국대
사관이 재정적 후원을 결정하여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브라질에 존재하는 일본 및 중국 이민사회의 적극적
인 행보―2014년 5월 19일 중국인들은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 주(州)의 포르투알레그리 시(市)에서 ｢브라질에서의 중국문
화산업전시회｣(China Cultural Industry Exhibition in Brazil)를 100명 이상의
주정부, 브라질 문화산업계, 언론 및 방송 관계자들 앞에서 거행하였고,46)
2015년 8월 15일 일본인들은 브라질 북부의 토칸친스(Tocantins) 주(州)의 팔
마스(Palmas) 시(市)에서 제7차 일본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음47)―와는 매

46) http://www.chncia.org/en/news-detail.php?mid=13&id=39
47) http://cultura.to.gov.br/noticia/2015/8/15/abertura-do-7o-festival-da-cultura-japonesa-re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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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조적이다. 이제 한국기업들이 브라질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출함에 따
라서, K-Pop을 비롯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개최하
는 것이 ‘한류’의 확산은 물론 현정부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에 부합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로써 브라질 한인동포사회가 브라질 실정에 맞는,
그리고 브라질의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글로컬화된 한류콘텐츠를 개발해
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의 과정은 이미 한국에서 시작된 ‘코리아 디스카운
트’―인구 5천만 명, 국민소득 3만 달러의 ‘5030 클럽’ 진입―를 ‘코리아 프
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시간48)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grande-publico-na-praca-dos-girassois/ 이어령(2015). ｢삼만 달러가 넘는 길, 문화가 앞바퀴이
다｣, 중앙일보. (8월 27일)
48)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2015년 8월 18일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하면
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이를 통
해 세계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겠으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인구 5천만 명, 국민소득 3만 달러의 ‘5030 클럽’ 진입으로 이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
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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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
인터넷 사이트 ‘사랑인가요’ (http://sarangingayo.com.br)를 운영하는 박유경 대표와의 인
터뷰 (2014. 10. 23)
인터넷 사이트 K-Pop Station (http://www.kpopstation.com.br)을 운영하는 엄인경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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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브라질 김정희 특파원과의 인터뷰 (2014. 10. 24~201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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