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 KIEP 연구보고서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16-12
Collected Papers I

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ʼ
전략지역
심층연구

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ㆍ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인도 남
·아 시 아

South East Asia, India-South Asia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한 논문과 연구보고서

논문집 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인도·남아시아,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16-12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16 - 01
16-02
16-03
16-04
16-05
16-06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16-12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16-07

논문집 I
16-08
16-09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16- 1 0
16-1 1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16-1 2
16-13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ISBN 9
 78-89-322-2432-9
978-89-322-2064-2(세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정가 15,000원

16-14
16-15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
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신흥 경제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불확실성
연구
신중견국 이란의 대외관계 변환과 경제발전
역량 연구: 양자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과 거시·
재정·산업 분석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Regional Inter-Dependence and
Vietnam-Korea Economic Relationship
The Future of Korea’s Trade and Business
Portfolio in North Africa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전략지역심층연구 해외논문집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16-12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머리말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외환 시장 혼
란, 국제 테러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
호주의 대두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신흥시장 부
상의 신호탄을 알리며 등장한 신조어 BRICs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그 의미가 무색해지며 신흥지역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지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
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여전히 선진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
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에 대
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신흥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증
하는 연구수요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지역의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종교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
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흥지역 전문가간의 네트워
크 활성화, 심층 연구보고서 및 국내외 논문집 발간, 국내 12개 지역학회와 공
동으로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개최, 해외 저명 신흥지역 전문가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신흥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논문공모를 실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수행된 논문을 엮은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많은 지역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동남아시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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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터키·동유럽 지역 관련
총 28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본 논문집의 발간을 위해 논문 선정단계부터 최종심의까지
진심 어린 논평을 통해 논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폭넓
은 주제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
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논문집이 우리 기업의 신흥지역 진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신흥국 통
상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신흥지역의 동반성장 방
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논문집 발간을 비롯한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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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산업 특성 연구*
1)

김 이 재(경인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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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도네시아 경제와 커피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인구 6억명, 명목 GNP 2조 5천억 달러(2015년
기준) 규모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였다. 그 핵심 국가로 주목받는 나라는
아세안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인데, 이미 포화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도 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
아와 한국의 정치·경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승인하에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6권 4호(2016년
12월 발행)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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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최근 한국 드라마, K-POP이 인도네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뜨
겁다.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등 자바 섬 대도시의 소비중심지 뿐만 아니
라 수마트라·셀레베스·칼리만탄 등 외곽 도서의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서도
한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억 5,0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토대로 전통적인 농업·
어업·임업 분야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
를 대표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가 출신의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
시아의 낙후된 인프라 확충과 경제 개발을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커피 생산
량 세계 2위 국가인 베트남과 더불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이다.
비록 수출량과 금액으로만 보면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부터 시작된 커피 재배가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력은 결
코 가볍지 않다. 200만 명에 달하는 커피 재배 농민을 포함하여 4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커피의 가공·유통·소비 분야에 종사하여 인도네시아 국가경
제에서 커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편이다. 네덜란드 식민통치가 한
창이던 18세기경 수출용 커피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커피 강국이었고, 특히 루왁 커피 등 소량으로 생산되는
고급 스페셜티 커피 생산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커피 시장에서 차지하
는 위상도 확고하다.
로부스타 중심의 베트남 커피와는 달리 아라비카 종을 넓은 지역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커피는 유럽 및 일본의 유기농·공정무
역 커피 시장이나 고품질을 지향하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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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커피 황제로 불리는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슐츠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커피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델링 커피라는 것은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일화이다. 수마트라·자바·셀레베스·발리 섬의 청정한 중산간 지역의
화산재 토양 분포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되는 커피는 커피 애
호가들 사이에서 최상급 커피로 인정받고 있다.
1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인문·자연환경·문
화적 배경·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커피를 생산하
고 유통하는 방식이나, 커피를 판매하고 소비하는 공간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카페,
빵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는 베이커리, 주식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통
커피를 마시는 와룽(Warung) 등 다양한 커피 소비 공간은 현지인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교·문화 공간이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하자원 및 임산
자원 개발 산업, 섬유·의류·신발 등 경공업 생산부문에 집중되었고, 커피 재
배 지역의 변화나 음·식료 산업 현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CJ, 카페베네, 롯데쇼핑 등 국내기업이 인도네시아 음·식료산업 및 카페·레
스토랑 등 외식산업 관련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현지 중산층 소비
자 공략에 적극적이지만, 현지 문화와 주민 정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주안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고전 중이다. 한편 전 세
계에서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 관련된 분야의 환경 문제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1) 현지 커피 재배지의 변화와 인
도네시아 커피산업의 특성,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신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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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현지 시장 공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초창기부터 진출하여 높은 실적을 거두고 시장 지배력이 큰
베트남과는 달리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소비재 및 서비스 영역의 한국
기업은 매출과 영업 실적이 부진한 편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세안 국가 전반
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
조하는 분위기가 강화되는 가운데2)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성장 과정과 관
련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고찰하는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역동적인
변화를 따라잡고 자카르타·보고르·반둥·족자카르타에만 주목하는 자바 중심
적 사고를 넘어 수마트라, 셀레베스 등 외곽 도서로 관심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특성과 함께 주요 스페셜티 커피 생산지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도네시아 커피와 관련된 최신 이슈와 동향을 추적하기 위한 본
연구는 문헌 연구뿐 아니라 현지 조사와 인터뷰 등 직접 조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커피의 비중과 위상, 인도네시아 커피산
업의 현황은 자바섬의 젬베(Jember)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커피 코코아 연

1) 전홍민, 이지윤(2015).
2) 인도네시아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 회사법 25조에
의해 모든 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기업은 환경을 보존
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기업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경고를 거쳐 영리활동의 제한, 사업체 및 투자기구에 대한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전홍민, 이지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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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ICCRI: Indonesian Coffee and Cocoa Research Institute)의 통계 자료와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고, 자바와 수마트라의 대표적 커피 생산지를 현지
조사하면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2016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자바섬
서부의 고원도시 반둥에서 시작하여 중부 자바의 족자카르타에 이르기 까지
자바섬 일대의 커피밭을 유럽 및 인도네시아 스페셜커피협회 전문가들과 함
께 답사하였다. 커피 산지의 주민들과 직접 만나 커피밭과 인근의 생산·가공
시설, 유통·소비 공간을 둘러보는 커피 관광을 통해 스페셜티 커피 커핑과
컨설팅 제공현장을 체험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과 커피 생산 현황을 파악
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수마트라 북부 끝 도시 반다
아체(Banda Aceh)와 메단(Medan)의 커피 유통·판매 공간과 현지인들의 커피
소비 공간을 탐색하였다. 스페셜티 커피 주요 생산지인 아체 가요의 유기농
커피 생산지와 현지 주민들이 중심이 된 커피 생산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커
피 생산 현황과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 현장, 소득 증대를 위한 현지 주민들
의 노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의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자카르타 중심부
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와 스페셜티 커피의 생산지를 조사하였
고, 실제로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공간과 소비하는 카페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의 스페셜티 커피산업 및
커피 소비 방식, 카페 공간에 대한 추가 연구와 자료 수집, 커피산업 종사자
및 마케팅 전문가 인터뷰는 2016년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자카르타를 중심
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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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커피산업 관련 선행연구 정리
1. 공정무역 커피의 진화
그동안 커피 관련 공간이나 카페에 대한 연구의 사례 지역은 서구 및 국내
에 국한되었고, 커피 생산지 현황 및 공정무역 커피 연구의 사례 지역도 중
남미 지역에 집중되었다(임수진 2011). 또한 커피 기업도 커피 재배 및 생산
국가가 아닌 다국적 커피 기업의 마케팅 전략 및 포지셔닝, 소비자들의 인식
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브라질에 이은 세계 최대의 커
피 생산국으로 급부상한 베트남의 주요한 커피 생산 지역의 특성, 경제적·환
경적 변화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지만(조영국 2013; Lee 2013), 베트남 및 동
남아 커피산업의 특성을 고찰하고 공정무역 커피와 공정여행의 연계를 모색
하는 연구(김이재 2014; 김이재 2015; Kim 2000; Kim 2016a; Kim 2016b)가
이루어졌다.
국내는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확산되
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공정무역 커피가 보편화된 서구 사회에
서는 커피인증제도 및 기관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열대
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 오가닉(Organic), 우츠 카페굿인사이드(Utz
Kapeh Good Inside), 버드 프렌들리 쉐이드 그로운(Bird-Friendly Shade-Grown)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정무역 또는 지속가능한 커피 재배를 장려하고 커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인
증기관별로 목표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Claar and Haight 2015). 특히 선진국에 위치한 서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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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역 인증 기관들이 커피 홍보와 판매 과정에서 인건비 등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제3세계 국가 커피 재배 농가와 농
민들이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경제학 및 경영학계를 중
심으로 나오고 있다(Beuchelt and Manfred 2011; Sylla 2014; Valkila 2014).
한편 윤리적 커피 소비에 대한 관심은 공정무역을 넘어 공정여행3)으로 확
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공정 여행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공정여행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생기도 있다.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공정여행 상품 패키지들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제3세계 국가의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
는데 도움이 되는 여행을 원하는 소비자층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영국 등 선진국에서조차 책임감 있는 관광에 대한 높은 지지와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정여행을 실제로 선택하는 소비자층은 제한되어 있어 이상과 현
실의 괴리는 큰 편이다(Goodwin and Francis 2003).
커피 관광의 목적지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커피관련 문화가 발달
한 지역’, ‘커피의 역사를 보유한 지역’,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 등이다. 커
피를 매개로 한 국가 및 지역 브랜딩,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 사례는 다양하
게 제시될 수 있는데(Jolliffe 2010), 커피 및 카페 문화가 풍부하게 발달한
3) 공정여행은 공정무역의 개념에 기반하여 진화된 여행의 형태로 여행자와 지역주민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며, 지역공동체로 관광 이익이 유입되고 생태를 보호하는 여행으로 정의된
다(임영신, 이혜영 2009; 황희정, 이훈 2011). 공정여행과 더불어 생태관광, 녹색관광, 복지관
광, 책임관광은 서로 중첩된 개념들로 이들 모두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목표와 원칙을 실
천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 관광의 형태로 볼 수 있다(황희정, 이훈 2011). 이 외에도 착한 여
행, 윤리적 여행, 개념 여행 등 다양한 용어와 유사한 개념들이 통용되고 있다. 다양한 방식
의 공정여행을 포괄하는 공통점은 여행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사이
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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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는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된 시애틀 카페거리 구역을 들 수 있다. 한
편 브라마 차 박물관 등 커피관련 소품과 역사 유산을 전시하고 커피 경매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커피 공간을 보유한 런던은 대표적인 커피
역사 · 카페 문화 관광지이다. 주로 커피벨트에 위치한 커피 생산국에서 주
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3대 커피로 알려진 하와이 코나 커피를 비롯하여 중남미 커피벨
트에 위치한 커피 생산국을 중심으로 커피 관광이 확산되고 있는데(이혁진,
홍영택, 신애경 2012), 특히 커피 농장 체험은 현지 커피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4) 커피 수확기가 북반구의 추운 겨울철과 일치하는 중남미 국
가에서는 커피 생태관광(coffee ecotourism)이 코스타리카를 넘어 확산 중인
데, 현지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커피 열매를 따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공정여행 체험은 여행객을 공정무역 커피의 열렬한 지지자
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스페셜티 커피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은 커피 농장을 활용한 복
합형 리조트를 개발하여 관광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커피 재배에 유리한 자연 조건은 1,500-2,000m의 고도, 연중 온화한 고산 기
후(18~22도), 1,000~2,000mm의 연강수량, 비옥한 화산재 토양 등 이다. 과테

4)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된 나라로 북미 관광
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국인데, 코스타리카의 커피 공간 중심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연 4
만 여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코스타리카 인기 관광지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
정무역 커피 체험과 생태 관광이 연계된 공정여행을 통해 관광객들은 중소 규모의 커피 농
가를 방문하고 커피 원두 생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한 커피 플랜테이션에
서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커피 원산지가 바로 추적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현지 커피 생산국에게는 자국 내 커피 품질 유지와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홍선
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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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의 필라델피아(Filadelfia)의 커피 농장은 유명 커피 전문점에 원두를 공
급할 정도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 커피원두를 가공하는 과정을 관광
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이곳 인근에 입지한 관광지
안티구아(Antigua)와 연계한 커피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김혜림 2010). 커
피원두 판매가 주요 수익원인 기존 커피 농장들과는 달리 공정여행과 연계
한 커피 프로그램은 커피 농장 리조트 제공뿐만 아니라 안티구아 지역 및
기타 중남미 유명 관광지 여행 상품과 연계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커피 투어 관람객과 커피 리조트 투숙객에게
농장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구매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 지역으로부
터 많은 양의 커피를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정무역, 공정여행
대상국으로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5) 베트남 지역
의 커피 생산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조영국 2013; Lee 2013), 세계 2위, 아시아 1위의 커피 생산지역인 베트남과
인근 동남아 지역의 스페셜티 커피 생산지역 및 공정무역 커피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된 상황이다(Kim 2016a; Kim 2016b). 국내에서는

5) 도이 모이(Doi Moi) 이후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해 통
제력을 상실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한 베트남 관광 당국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Kim 2000),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경험하는 베트남 관광 경험의 억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오정준 2008) 등이 베트남 경제 개방 초기에 전개된 관광 프로그램의 특성
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현실과 서비스 산업의 역동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최신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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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여행과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지만, 세계 커피시
장의 구조적 변화와 공정무역·공정여행을 연계한 커피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특히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베트남뿐 아니라 세계 3~4위 커피 생산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
아의 커피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공정 무역 및 공정여행과 관련된 상품
으로서의 커피에 대한 관심은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
제로 태국, 라오스,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유기농 및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는 국내에도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커피
공간을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매년 동남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동남아
로부터의 커피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무역 커피와
공정여행을 연계하는 시도는 지속가능한 커피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 세계 커피시장의 변화와 스페셜티 커피의 부상
스페셜티 커피는 1978년 프랑스커피국제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스페
셜티 커피원두는 현지의 각 커피 농장마다 다른 개성있는 풍미가 장점인데,
커피 산지의 지리적 환경과 기후 요인에 따라 독특한 향기와 맛을 낸다. 스
페셜티 커피는 1~4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상위 7%의 생두만 취급하는데,
일반 생두가격이 1kg당 2~3만 원 선인데 비해 스페셜티 커피의 생두는 6~7
만 원 선에 거래된다.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와 유럽스페셜티커피협회 산하

∙ 18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산업 특성 연구

의 커피품질연구소 분석 항목을 평가해 평균 85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스페
셜티 커피 등급으로 분류된다. 직거래 중심인 스페셜티 커피의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큰 일반 커피원두와 달리 거의 변화가 없다. 또
한 스페셜티 커피를 선호하는 세계적인 로스터들은 커피 품질뿐 아니라 커
피농장 커뮤니티와의 공생, 자연친화적인 생산 방식을 장려하는 커피를 우
선적으로 선택한다.
고급 스페셜티 커피의 열풍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인식과 뚜렷해진 개인의 취향과 소신으로 고급화에 집중하는 스페셜
티 커피 매장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 통계
에 의하면, 미국 시장에서 스페셜티 커피의 점유율은 51%, 시장 규모는 약
320억 달러에 달한다. 스페셜티 커피 매장 1호점을 서울 광화문에 선보인 엔
젤리너스의 경우 전제품을 커피감별전문가인 큐그레이더가 엄선한 최고품
질의 아라비카 100% 원두를 사용해 블렌딩한 스페셜티 커피로 구성하면서
원산지도 기존 브라질, 코스타리카, 멕시코에서 과테말라, 콜롬비아로 전환
했다.
미국은 스페셜티 커피의 발원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시장을 보유한
국가인데,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15년 3월 브라질 내추럴 컵오브엑셀런스(COE)6) 1
위 원두를 대량 구매했고, 일본의 UCC 커피박물관 역시 COE대회 1등 수상
작만 골라 선제 마케팅에 나섰다.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들도 스페셜티 커피

6) 컵오브엑셀런스(Cup of Excellence)는 특정 연도에 생산된 최고의 커피원두에 부여되는 명칭
으로 중미에서 생산된 스페셜티 커피 위주이다. 큐그레이더(Q Grader)는 스페셜티 커피의 품
질을 감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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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국내 스페셜티 커피업계에서는 매일유업의 자
회사 브랜드로 출발한 폴 바셋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SPC 클럽은
2014년 서울 강남과 광화문에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커피앳웍스 매장
을 선보였다.
최근 마케팅 분야 전반에 ‘마이크로마켓(시장세분화)’이 확산되고 커피업
계에서 소품종 소량 생산이 전반적인 추세로 굳어지면서 프리미엄 원두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커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Goldstein 2011). 최근 커피 제품을 생산하는 거대 다국적기업(MNC) 사이에
서도 커피 생산지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좋은 원두를 선점하기 위한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농경제학 지원책인 영세농의 지속가능
한 커피 재배를 돕고 공정무역을 실행하는 커피 협동조합들의 운영 자본, 기
술 지원, 교육 이용 기회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과 유
럽의 스페셜티 커피협회를 중심으로 제3세계의 커피 농장주들에게 자신들
의 생두를 로스팅하고 커핑해 보게 하며 지도하는 방식으로 고품질의 커피
생산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커피 애호가들의 기대 수준에 맞추기 위
해 커피 재배 지역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
며, 가정에서 쉽게 고급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일회용 캡슐 커피 수요 또한
급증하면서 프리미엄 원두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지를 갖고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산업은 커피 생산 농가와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을 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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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에서도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조금씩 높
아지는 상황에서 커피, 설탕, 카카오, 바나나 등 특정 상품을 생산하고 경험
을 소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충실한 지역연구는 공정무역의 취지와 가
치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국
내의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 담론에서 서구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우세하고
사례 지역도 서구의 학자들이 주목하는 중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커피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해 생생한 변화의 현장을 포착한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특성
1.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 현황
커피의 품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이
다. 아프리카 대륙의 라이베리아(Liberia)가 원산지인 리베리카는 대중적인
로부스타 및 아라비카에 비해 생산량과 카페인 함유량이 적어 상업성이 떨
어진다.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인 아라비카는 열대의 고원지대에서 재배되는
데 세계 커피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한다. 해발 800m 이상의 서늘한 고지
대에서 주로 재배되며 원두 밀도가 단단하고 맛과 향이 풍부하다. 재배지역
은 동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고원지대이고 납작한 모양의 생두는 카페인 함량
이 낮아(0.8~1.4%) 부드러운 커피이다. 강수량 1,500~2,000mm, 평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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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환경에서 커피 체리가 천천히 익어가기 때문에 로부스타에 비해 단
위면적당 수확량은 떨어진다.
반면 콩고가 원산지인 로부스타는 해발고도 700m 이하의 고온다습한 저
지대에서도 잘 자라며 주요 재배지역은 강수량 2,000~3,000mm, 평균온도
24~30°의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이다. 로부스타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30~40%를 차지하는데, 베트남이 바로 이 로부스타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에 오르게 되었다. 로부스타는 카페인 함량이 높고
(1.74.0%) 풍미가 단조로워 인스턴트 커피의 원료나 블렌딩으로 사용된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브라질인데, 전 세계 커피 생
산량의 약 32%를 차지하며 매년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 대국이기도 하다.

표 1. 세계 주요 커피국의 생산량 변화
(단위: M 자루/%)

국가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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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91

1996/97

2002/003

2008/009

2011/012

2013/014

27,286

29,197

48,480

45,992

43,484

49,152

26.3%

28.3%

39.4%

35.8%

32.0%

33.9%

1,390

5,705

11,574

18,438

24,058

27,500

1.5%

5.5%

9.4%

14.3%

17.7%

18.9%

7,441

8,235

6,731

9,612

8,620

11,667

9%

8%

5.5%

7.5%

6.3%

8.0%

14,231

10,876

11,735

8,664

7,653

11,000

15.3%

12.3%

9.5%

6.7%

5.6%

7.6%

2,909

3,270

4,094

4,949

6,798

6,600

3.1%

3.2%

3.3%

3.9%

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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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국가

온두라스
페루
인도
멕시코
과테말라
기타
세계

1990/91

1996/97

2002/003

2008/009

2011/012

2013/014

1,568

2.004

2,496

3,450

5,903

4,200

1.7%

1.9%

2%

2.7%

4.3%

2.9%

937

1,806

3,000

3,872

5,581

4,334

1%

1.8%

2.4%

3%

4.1%

3%

2,829

3,147

4,776

3,950

5,233

5,075

3%

3.3%

3.9%

3%

3.9%

3.5%

4,674

5,110

4,351

4,651

4,546

3,900

5.0%

4.9%

3.5%

3.6%

3.3%

2.7%

3,271

4,525

4,070

3,785

3,840

3,130

3.5%

4.4%

3.3%

2.9%

2.8%

2.2%

26,717

28,991

21,802

21,259

20,218

18,636

28.7%

28.1%

17.7%

16.5%

14.9%

12.8%

93,253

103,136

123,109

128,622

135,934

145,194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ICO.

유럽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19세기부터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한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대륙부 동남아 커피 생산 지역
에서는 재배 초창기부터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대륙부 동남아 라오스의 고원 지대에서 생산되는 시눅 커피, 태국의
도이창 커피 등은 고품질 유기농 커피를 대표한다. 라오스의 시눅과 베트남
의 쭝우웬은 단순히 커피원두를 생산·가공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고급
리조트를 조성하는 등 공정무역 상품으로서 커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커피 필터가 사라졌지만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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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될 정도로 전통적인 커피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각 국가들은 유럽과 중동의 커피문화 종
주국 못지않게 커피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유리한 입장이다.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19세기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네시아의
자바, 발리, 수마트라 등의 커피 대량 재배 지역에서도 유기농 인증을 강화
하고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고원지대의 화산토 분포 지역에서 생
산되는 고품질 커피는 현지 협동조합과 일본 및 유럽계 커피회사와의 직거
래를 통해 유기농 및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후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 동티
모르에서도 최근 커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동티모르 전체 농업 수출
의 대부분을 커피가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정무역 커피가 현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세
계 커피 생산량 3~4위를 오르내리는 인도네시아는 국제 커피시장에서 주요
한 커피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국내 소비량도 상당한데, 인도네시아 경제 성
장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의 커피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커피 생산국가의 국내 소비량
(단위: Million bags)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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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합계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합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커피 생산지의 국내 소비량
3,282
317
1,833
6,679
1,430
2,000
1,0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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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지역

라틴아메리카

국가
합계

커피 생산지의 국내 소비량
24,271
17,100
1,400
2,200
760
34,232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주엘라

총계
자료: ICO.

한편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커피는 팜오일, 고무, 코코넛, 후
추, 카카오 등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업 수출품 중 하나이다.
표 3. 인도네시아의 대표 농업 수출품

품목

국제 순위

경쟁국

주요 수출국

팜오일(Palm oil)

1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네덜란드

고무(Rubber)

2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일본

코코넛(Coconut)

1

필리핀

미국, 영국, 중국

커피(Coffee)

4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독일, 일본, 미국

카카오(Cacao)

3

아이보리코스트,가나

미국, 독일, 네덜란드

후추(Pepper)

2

베트남

네덜란드, 독일

자료: 인도네시아 농림부 내부 자료.

인도네시아 커피는 독일, 일본, 미국 등에 주로 수출된다. 저가의 로부스
타 중심의 동질적인 베트남 커피와는 달리 각 섬과 지역별로 다른 풍미와
재배 환경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시장에서 보다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커피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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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구조적 특성
2015년 인도네시아 전체 커피 생산량은 68만 5,000톤에 달하는데, 76.7%
가 로부스타, 23.3%는 아라비카 커피이다. [그림 1]은 인도네시아 국내의 로
부스타,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 추이를 보여주는데 아라비카 커피는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적절한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인력이 투입된다면 고가의 스
페셜티 커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림 1. 인도네시아의 로부스타/아라비카 커피 생산량
(단위: 톤)
National Production of Robusta dan Arabica Coffee
600,000
500,000

473,672

491,777

492,333

400,000

300,000

200,000

170,185

172,684

175,322

100,000

Robusta

Arabica

자료: Ministry of Agiculture(2015), Directorate General of Estate Crop.

아라비카 커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로부스타
커피 비중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동남아 1위, 세계 2위 커피 생산국 베트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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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인도네시아는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아라비카 커피의 생산면적
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스페셜티 커피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다.

그림 2. 인도네시아의 로부스타/아라비카 커피 생산
(단위: 헥타르)
Area of Robusta dan Arabica n Indonesia in hectare
800,000
700,000

699,701

694,015

701,365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5,190

222,256

222,954

200,000
100,000
2016**)

2015*)

2014
Robusta

Arabica

자료: Ministry of Agiculture(2015), Directorate General of Estate Crop.

하지만 [그림 3]에서 보듯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로부스트 0.70, 아라비카
0.79에 그치는 등 효율이 낮은 생산방식은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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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도네시아의 로부스타/아라비카 커피 생산성 비교
(단위: 톤/헥타르)
National Average Productivity of Robusta and Arabica
0.90
0.79

0.80
0.70

0.70

0.30
0.50
0.40
0.30
0.20
0.10
0.0
2016**

2015*

2014
Robusta

Arabica

자료: Ministry of Agiculture(2015), Directorate General of Estate Crop.

한편 [표 4]는 인도네시아 커피 기업 수와 생산량, 고용인력, 효율성, 수출·
수입을 통한 가치변화를 정리했는데, 커피 관련 기업 수와 생산량, 고용 인
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성은 년도에 따라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치 증가세에 비해 수입가치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
는 상황은 해외 커피 가공·생산업체에 비해 인도네시아 현지 커피업체의 경
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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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구조

연도
기업 수
용량(톤)
생산량(톤)
생산가치(백만IDR)
효율(%)
고용인력(명)
수출(톤)
수출가치(US$)
수입(톤)
수입가치(US$)

2010

81
185,568
182,326
7,293,000
9,825
19,507
52,430
170,424
4,999
26,353

2011

82
198,500
196,000
7,840,000
9,874
19,818
77,324
268,684
11,642
76,724

2012

84
219,000
210,700
8428,000
9,621
20,118
88,254
322,671
10,468
71,209

2013

85
225,400
2,221,903
8,876,000
9,845
20,430
84,239
302,126
16,489
102,522

2014

90
238,924
222,905
9,408,560
9,330
21,656
99,565
332,241
15,307
102,712

자료: Ministry of Industry(2015), Directorate of Beverage, Tobacco and Fresheners Industry.

[그림 4]는 인도네시아의 커피 생산 및 유통구조를 보여주는 가치사슬을
표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유럽의 커피 가공 및 판매 기업과 직거래를 하
거나 공정무역의 형태로 장기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북미
와 일본으로 거래처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림 4]는 인도네시아 커피 생
산·판매·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사슬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
는데, 소규모의 영세한 커피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생산·판매·가공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여 중간 마진을 취함으로써
실제 커피를 재배한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
계를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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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도네시아 커피 산업구조

Farm of farmer

Farm of Estate

Farmer Processing

Village Collector

Estate Processing

Farmer Group
Processing

Dried Beans

Redrying

Sub district trader

Processor
Direct
Contract

Redrying

Marketing
Representative
Exporter

District trader
Redrying, cleaning,
sorting

Exporter, Province
trader, near harbor

Exporter,
Grinder

SmallholderCoffee beans

Users
EstateCoffee beans

자료: ICCRI 연구보고서(Wahyudi and Jati 2012).

또한 인도네시아 커피는 주로 원두로 수출되어 국내에서 부가가치는 낮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커피의 수출형태 추이를 분석한 [표 5]를 보면, 커피 가
공품에 비해 커피원두의 수출량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커피원두보
다는 커피 가공품 수출이 농가소득이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인도
네시아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국내 커피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30

31

∙

2012

200

Coffee, roasted, not decaffeinated, ground

Coffee, roasted, decaffeinated, unground

2013
가치(US$)
무게(Kg)

2014
가치(US$)

42,120

319,968

764

16,420

16,696

679

94,714

50,140

5,438

1,748

6,738

22,259

11,242

60,510

48,520

558,604

20,409

65

942

자료: Ministry of Industry(2015), Directorate of Beverage, Tobacco and Fresheners Industry.

302,017,183

99,536,711

331,863,426

총합

84,219,850

322,618,749

4,562,948

-

4,159,242

314,865,950

-

88,146,263

1,522,729

-

1,166,358

94,895,450

-

341,531
7,932,812

527,724,180 1,551,145,912 612,875,366 1,461,652,807 478,387,045 1,334,230,606

23,115,538

75,034

7,311,332

263,809,845

202,061

2,670

13,543
1,938,565

커피가공품 합계

7,537,029

400,798
7,099,905

34,542,235

23,207

1,908,779

72,899,241

46,293

22

1,784,880

12,805,681

1,347,082

6,806,149

274,598,625

1,028,999

80,000

3,657,055

Prep w/basis extract, essence/conctrts/ w/basis
coffee, oth thn mxtr in pasta form

448,950

1,686,980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th than coffee

Mixtures in pasta from w/a basis of ground
roasted coffee, cont vegetable fat

71,684,419

Instant coffee

469,133

67,183
983,717

Coffee, roasted, not decaffeinated, unground

Coffee, roasted, decaffeinated, ground

무게(Kg)

4,395,77,917 1,228,527,163 528,655,506 1,159,635,624 378,850,334 1,002,367,180

6,220

Coffee husks and skins

20
53,044

커피원두 합계

가치(US$)

439,518,633 1,228,164,311 52,862,1711 1,159,485,332 378,819,589 1,002,246,908

무게(Kg)

Coffee oth than Arabica WIB/ robusts OIB,
not-roasted,decaffeinated

ArabicaWIB/robustaOIB,not-roasted,decaffeinated

ArabicaWIB/robustaOIB,not-roasted, not
decaffeinated

구분

표 5. 인도네시아 커피 수출형태 추이(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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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커피산업은 꾸준히 성장해왔는데, 최근에는 커피 가공과 관
련된 국내 산업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도 커피
완제품의 수입가격이 높게 형성될 정도로 자체 설비와 기술이 부족한 상황
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커피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와 지원을 유
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국적 식음료 기업·외식업체들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뜨거운 시장이기도 하다. 세계 최대 커피체인점 스타벅
스를 비롯하여 커피빈, 서브웨이, KFC, 맥도널드, 피자헛 등 외식업체들은
매력적인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도
네시아 대도시의 중산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쟁쟁한 다국적 식품·외식 기
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본격적인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
개하는 가운데 한국의 식·음료 관련 기업도 틈새 공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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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49,154 1,124,881,521

88,146,263

10,349,163

77,797,100

470,246,254 1,377,361,367

원두
잉여

가공품
수출

가공품
수입

가공품
잉여

총
잉여
-

-

-

무게(Kg)

가치(US$)

2013

687

34,185,056

199,500,258

102,516,925

581,202,270 1,324,950,826

67,731,419

16,488,441

99,536,711

513,470,851 1,125,450,568

15,184,655

366 302,017,183

218

279 528,655,506 1,159,635,624

가격
(US$/Kg)

-

-

-

무게(Kg)

가치(US$)

2014

622

359

225

229,164,360

102,699,066

331,863,426

955,665,646

46,701,534

441,757,697 1,184,830,006

84,230,566

15,306,145

99,536,711

357,526,132

21,324,203

219 378,850,334 1,002,367,180

가격
(US$/Kg)

자료: Ministry of Industry(2015), Directorate of Beverage, Tobacco and Fresheners Industry.

251,479,846

71,138,903

332,618,749

102,645,642

47,128,763

원두
수입

가치(US$)

439,577,917 1,228,527,163

무게(Kg)

2012

원두
수출

구분

표 6. 인도네시아 커피원두/가공품 수출입 가치 분석

-

-

-

671

333

219

265

가격
(US$/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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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기업의 성장과 외국계 기업의 진출
2006년 인도네시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는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까빨 아삐가 압도적이다. 2006~07년 44%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
이는 가운데, 아베쎄가 17~18%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다국적 회사인 네스카
페가 9~10%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라비까, 인도카페가 6~8%로 중
위권을 형성하고 야, 굿데이 등의 현지 브랜드가 소수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
는 가운데 기타 소량의 커피를 생산하는 브랜드도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표 7. 인도네시아 인스턴트 커피시장 점유율

인스턴트 커피 시장점유율
Total Market Share Kopi Bubuk Instant Merek Kopi Bubuk

2006

2007

까빨 아삐(Kapal Api)

44.0%

44.3%

아베쎄(ABC)

17.5%

17.9%

네스카페(Nescafe)

9.9%

10.5%

또라비까(Torabika)

8.7%

7.4%

인도카페(Indocafe)

8.1%

6.3%

야(Ya)

2.3%

2.2%

굿데이(Good Day)

0.6%

0.9%

기타

8.9%

10.5%

총계

100%

100%

자료: 인도네시아 커피협회 내부 자료.

2016년 현재 인도네시아 인스턴트 커피산업은 까빨 아삐, 아베쎄, 야, 굿
데이 제품을 생산하는 산또스 자야 아바디(Santos Jaya Abadi)라는 대기업이
인도네시아 인스턴트 커피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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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도카페(Indocafe)를 생산하는 사리 인코푸드(Sari Incofood), 아네까 커
피 산업(Aneka Coffee Industri), 또라비까 커피를 생산하는 마요나라
(Moyonara)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커피를 가공·생산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는 네스카페를 생산하는 네슬레(Nestle Indonesia)가 유일하다.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지
배력을 보이는 까빨 아삐의 역사는 화교 사업가인 괘 쇄 로엣(Goe Soe Loet)
이 1920년 인도네시아의 항구도시 수라바야에 도착해 분말 커피를 팔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57년 그의 자손인 2세대 화상(華商)들이 Kapal Api라는
상표로 커피사업을 일으켰고, 1979년에는 아바디 자야 산또스 기업(PT Abadi
Jaya Santos, 이하 SJA)을 설립하였다. SJA는 커피 제품 브랜드 뿐 아니라
시리얼, 비스킷, 단 군것질 거리(sweets)도 생산하고 있다. SJA가 보유한 커
피 브랜드는 까빨 아삐(Kapal Api), 굿데이(Good Day), 엑셀소(Excelso), 코
삐 야(Kopi Ya), 코삐 아베쎄(Kopi ABC), 프레스꼬(Fresco), 코삐 깝뗀(Kopi
Kapten), 코삐 산또스(Kopi Santos) 등 다양하다. 사탕 브랜드는 에스프레소
(Espresso), 진저본(Gingerbon), 사이(Say), 본떼아 그린(Bontea Green), 렐라
싸(Relaxa) 등이다. 비스킷은 델비스 코뾰르(Delby’s kopyor)와 오트비츠
(Oatbits), 시리얼은 세레믹스(Ceremix)가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까빨 아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회사들이 생겨났는데, 엑셀소 카페
(Excelso café)는 고급 커피를 판매하고 소비하는 회사, 프라스뜨라따 부아나
(PT Fastrata Buana)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커피 관련 상품을 유통시키는 회
사, 술롯꼬 자야 아바디(PT Sulotco Jaya Abadi)는 커피 플랜테이션을 운영하
는 회사, 산또스 프리미엄 크리마(PT Santos Premium Krimer)는 크림커피를
생산하는 회사, 바이스테크(PT Weiss Tech)는 커피생산 기계를 만드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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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2009년에는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기업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까빨
아삐 글로벌(Kapal Api Global)을 조직하였다. 까빨 아삐는 인도네시아 브랜
드 커피의 선구자로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신하고 혁신을 시도해 왔다고 PT Santos Jaya Abadi의 관리자(Managing
Director) 폴 누그로호(Paul Nugroho)는 설명한다.
슈퍼마켓이나 가판대에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배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유통 채널을 이미 확보
하고 있다는 것은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까빨 아삐는 아직도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전통 커피, 뚜브룩
(Kopi Tubruk) 시장 또한 장악하고 있는데, 커피원두 100%를 사용하는 까빨
아삐의 뚜브룩 커피는 다른 인스턴트 커피 제조업체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풍
미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의 60%에 달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까빨 아삐는 그들
의 라이프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브랜드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어서
SJA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 대부분은 커피
를 일상생활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커피
를 향유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가 늘
어나자, 까빨 아삐는 20~35세 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A~B등급의 고급 커피
를 판매하는 카페 엑셀소(Excelso)를 열고 고급스럽게 포장한 프리미엄 커피
판매도 시작하였다. 까빨 아삐 커피의 풍부한 향미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커피의 품질을 균등하게 유지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브랜
드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까빨 아삐 커피를 찾게 되었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외국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품목으로 까빨 아삐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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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선 떠올리게 되었다. 확실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까빨 아삐 커피
는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선보였는데 SJA의 지속적인 성장세 속에서도 까
빨 아삐 제품이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 60%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까빨 아삐 글로벌의 임원인 이샨 퓰리아 뿌뜨리(Ihsan Mulia Putri, Chief
Operating Officer)는 까빨 아삐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결정적 요인
으로 우선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인 품질을 꼽았다. 또한 국내외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출시하는 기업의 노력, 국내 커피 소비자들
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 소비자의 감성과 친밀성에 호소하는 체험 마케팅 전
략도 주요한 성공 원인으로 보았다. SJA는 회사 내에 커피의 역사, 문화, 커
피를 테스트하는 방법 등 커피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함께 커피
박물관까지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라
디오 방송국인 나가스와라 라디오(Radio Nagaswara)와 웹사이트를 활용한
광고, 소셜 미디어와 웹사이트를 통해 퀴즈로 신제품을 소개하는 전략, 공짜
선물, 커피를 즐기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진 올리기 이벤트, ‘강박적 커피 장
애(Obsessive Coffee Disorder)’라는 신조어 활용 마케팅, 유명인을 활용한 광
고와 거리 이벤트, ‘buy 2 get 1’ 판매전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수행해 왔다.
마요나라 인다 그룹(PT Mayonara Indah Tbk, 이하 ‘마요나라’로 약칭)은
1980년대 커피 캔디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며 커피 기업으로 유명해졌다. 또
라비까 커피의 강렬한 향은 자동화된 설비 기술을 통해 그대로 제품에 담기
게 되는데, 1992년부터 가동된 찌꾸빠(Cikupa)에 위치한 또라비까 공장에서
생산된 인스턴트 커피와 가루 커피는 25개국에 수출된다. 마요나라의 자회
사인 또라비까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커피기업 중 하나인데, 매일 5천만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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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커피 제품 생산량의 약 30~40%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될
정도이다. 고품질의 커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또라비까는 인도네시아 전
역에서 커피원두를 조달하는데, 특히 스페셜티 커피 재배지로 유명한 람뿡
(Lampung)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또라비까의 커피 음료 대부분을 생산한다.
마요나라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는 릭키 아프리안또(Ricky Afrianto)에 의하
면 마요나라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고, 마요나
라의 대표 상품 코피코(Kopiko)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러시아, 필리핀 등 외
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코피코 덕분에 마요나라는 아시
아, 아프리카, 호주, 유럽, 북미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2012년 프론티어 컨설팅 그룹(Brand 2012 from Frontier
Consulting Group)이 수여하는 톱 브랜드 상, 닐슨 뗌뽀(Superbrands 2012
from Nielsen’s Tempo)의 슈퍼브랜드 상, 아시아 머니 매거진(Asia Money
Magazine)이 수여하는 품질 관리 톱 5에 마지막까지 오르는 등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아세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카페는 사리 인코푸드(P.T. Sari Incofood Corporation)에 의해 생산되
어 30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1994년 말레이시아에 처음 진출한 것이 시작
이다. 수마트라 만델링 산지 지역에서 재배되며 리걸 마케팅이 인도카페의
마케팅 및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톱
브랜드 (TOP BRAND)’로 선정된 인도카페의 커피 믹스는 인도네시아 현지
소매상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인스턴트 커피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외국계
커피 기업인 네슬레는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
팅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스카페 여행(Nescafe Journey)’이라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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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을 내세우고 있다. 네스카페 브랜드 매니저인 히스마 쁘라딴띠(Hisma
Pratanti)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과 같다
는 브랜드 통찰을 갖고 있다. 커피와 여행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커피
를 들고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경험이든, 아니면 커피원두가 재배되는 곳에서
시작해 마지막 종착지인 커피 제품까지의 여정이든 말이다. 특히 젊은 소비
자들은 카페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음악이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15~25세의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네스카페 여행 프로젝트는 3명
의 영감을 주는 유명인을 멘토로 영입하였다. 네스카페 오디션에 참가하여
선발된 젊은이들이 리야니(Riyani Djangkaru), 이맘(Imam Darto), 니콜라스
(Nicholas Saputra) 등 모험가 정신(adventurous spirit)으로 충만한 선배들과
여행을 떠나 인생을 배운다는 컨셉이다. 온라인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각자의 특별한 경험을 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추억을 나누는 과정으로 마무리되는데, 참여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이 활용된다. 끄스꾸수
(Kskus)와 같은 지역의 소셜 포럼, 조코 안와르(Joko Anwar) 같은 출판계
(publisher), 포스트카드(postcards)와 같은 미디어, 에어 아시아(Air Asia) 같
은 여행업계와 제휴하는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은 성공적이었다. 1,200명이
넘는 신청자가 참여하는 등 초기 이슈화에 성공하였고, 최종 선발된 6인은
여행 과정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텀블러(tumblr), 페쓰(path) 등의 매체
에 남겨 자신들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4만5,000
번의 페이지 뷰에서 시작해 1억 2천 200만 번이 넘는 페이지 뷰까지 이어졌고,
에어 아시아 기내에서 네스카페를 마시는 것은 새로운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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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커피를 연계한 네스카페의 마케팅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커피 문
화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드립커피 머신을 자동차 미니
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동성있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젊은
세대에 어울리는 커피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Nescafe Dolce Gusto) 커피머신에 미니 로고를 넣기도 하고, 2015년 처음 출
시된 200개의 머신에는 미니 로고와 함께 그래피티 아티스트 빌리(Billy the
Artist)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비엠더블유
(BMW) 그룹의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조디 오타니아(Jodie O’tania)는
‘미니가 흥미롭고, 에너지가 넘치고 재미있는 브랜드로 감성과 진정성을 갖
춘 디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단순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차에
그치지 않고 라이프스타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커피는 좋은 소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4. 대도시 커피 소비 및 판매 공간의 변화
알레그라 전략(Allegra Strategies)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아시아 커피숍
및 카페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이다. 2015년에만 1,462개의 매장
이 늘어나 하루에 4개 정도의 브랜드 커피숍 매장이 새로 들어선 셈이다. 두
번째로 커피숍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연 15%의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록 시장 규모는 동남아에서 작은 편이지만 연
14%의 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 역시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현지 커피 기업
이 성장을 주도하는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스타벅스, 커피빈, 글로
리아 등 커피 관련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이다. 맥킨지 및 보스

∙ 40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산업 특성 연구

턴 컨설팅 그룹의 분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향후 20년간 3배가
증가하여 1억 3천 500만 명에 달하고 1년에 약 1 trillion 달러를 소비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바 섬 밖의 지역에서 급격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타벅스 브랜드의 라이센스 권리를 관리하는 Mitra
Adiperkasa의 CEO인 V. P. Sharma가 최근 자카르타 및 자바 이외의 지역에
스타벅스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현지 커피를 주로 취급하는 유통·판매 공간과 카페로는 싱글
오리진 아라비카 고급원두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벵가완 솔로(Begawan
Solo)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된 커피원두와 로스팅된 커피
를 20년 이상 판매해 온 벵가완 솔로는 2003년 5월 자카르타 쿠닝안 쇼핑센
터에 첫 매장을 연 이후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30개 이상의 매장으로 확대하
였다. 술라웨시의 또라자 칼로시(Toaja Kalosi), 수마트라 북부의 만델링, 자
바 북부의 뻐르꺼부난(Perkebunan)에서 생산된 힝가 커피(hingga kopi)를 중
심으로 유통·판매한다. 제이제이 로얄(JJ royal)은 스페셜티 커피원두를 상류
층 커피 애호가를 타깃으로 제품을 개발해 왔는데, 특히 또라자, 수마트라,
아체, 발리, 빠뿌아, 플로레스, 자바의 까유마스(Kayumas Java Estate) 등 싱
글 오리진 아라비카 스페셜티 커피를 산지별로 브랜드화고 고품질 로부스
타, 루왁 등 고급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누리고 성공적으로 정
착한 글로벌 커피 기업은 단연 스타벅스이다. 스타벅스는 인도네시아의 수
마트라 만델링 커피, 코모도 커피원두를 포장·판매하는 등 인도네시아 스페
셜티 커피를 홍보하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선
도적인 글로벌 커피 브랜드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이다.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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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PT Sari Coffee Indonesia와 라이선스 계약으로 ‘플라자 인도네시아
(Plaza Indonesia)’ 1층에 1호점이 입점하면서 스타벅스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소매 브랜드 및 프렌차이즈 기업의 선두주자인 미
뜨라 아디 뻬르까사(Mitra Adi Perkasa)는 스타벅스 인도네시아 운영권을 확
보한 후, 외식 및 접대산업(hospitality industry) 전문가인 안토리 코탄(Anthony
Cottan)을 영입하고 그와 함께 8명의 직원을 스타벅스 시애틀 본사에 파견하
여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철저한 준비 후에 첫 번째 스타벅스 매
장을 열었다. 고급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던 ‘플라자 인도네시아’
의 스타벅스는 세련된 분위기에서 고급 원두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인도네시아 중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스타벅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반둥·수라바야·발리·보고르·메단 등 6개
도시를 시작으로 백화점이나 그 지역의 젊은 소비자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여가·유흥(entertainment)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지시키는 전략
을 추진하며 매년 10여 개의 지점을 새로 오픈하였다.
스타벅스는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인 2004년부터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카페 매장과 충성고객의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는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찌깜뻭(Cikampek) 고속도로에 자동차
를 타고 커피를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매장을 선보였는데
동남아에서는 최초의 시도였다. 또한 부모와 함께 스타벅스 카페를 찾은 어
린이를 위한 메뉴와 디카페인 커피를 선보이고 인도네시아 중·상류층이 선
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층을 고려한 섬세한 마케팅 전
략을 구사해 왔다. 최근에는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수마트라 스페셜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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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를 판매하는 매장을 200개 이상으로 늘리는 등 소비자의 특성과 현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동종업계에서
미국의 커피 빈(Coffee Bean), 캐나다의 글로리아 진스(Gloria Jean’s), 현지
고급 카페인 엑셀소(Excelso) 등이 경쟁자로 꼽히지만, 현재까지 스타벅스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과 명성에 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스타벅스는
진출 초창기부터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일찍이 수마트라 스페셜티 커피를 도입하는 등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고하게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스타벅스는 건강을 증진하는 음료로 커피를 강조하며 커피의 다양한 효
능을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삼고 BCA 은행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buy one get
one’ 판매 촉진책을 도입하였다. 특히 건강 및 보조식품 생산·판매 기업인 지엔
씨(GNC)와 협력하여 스타벅스에서 일정 금액(Rp 500,000) 이상을 구입한 영수
증을 지참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비타민 등 GNC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스타벅스 충성고객에게 피트니스 퍼스트(Fitness First) 헬스
클럽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련 기업과 연계하는 전략도 시도하였다. 또
한 24시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중인데, 꺼망 빌리
지(Kemang Village), 시티워크(Citywalk), 카라와찌 고속도로(Karawaci Freeway)
휴게공간, 수마레꼰 세르뽕(Summarecon Serpong)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자카르타 외에도 12개 도시에 공격적으로 새로운
매장을 오픈해 나가고 있으며, 오피스 빌딩 같은 기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
되는 매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병원,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 새로운
공간 개척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스타벅스 제국을 계속 넓혀가고 있
다. 하지만 단순히 소매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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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특히
하워드 슐츠 회장은 전 세계에 인도네시아 커피원두를 홍보하고 인도네시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스페설티 커피 브랜드를 알리는 일에 주력해 왔다. 자신
이 뉴욕의 허름한 공공주택에서 생활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임을 숨기지 않는
하워드 슐츠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나에게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장이다. 지난 40여 년간 스타벅스는 수마트라, 술라웨시, 빠뿌아, 자바에서
커피원두를 구입해 왔고, 세계 최상급 커피 중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이 많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커피도 수마트라에서 생산된 것이
다. 나는 수마트라, 자바, 술라웨시, 빠뿌아 등 각 커피 산지의 브랜드와 지리
(geopgraphy)를 전 세계에 제대로 홍보하고 인도네시아 커피를 최상급 고급
커피로 포지셔닝하는 데 계속 기여하고 싶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시장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피력했다.
최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국내의 고급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브랜드와 소비 공간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자카르타 뻐르마닉(Jakarta
Permanick)이 선정한 대표적인 5개 브랜드는 1/15 커피(One Fifteenth Coffee),
모놀로그 커피(Monologue Coffee), 엘로우트럭 커피·차 기업(Yellow Truck
Coffee & Tea Company), 리베리카 커피(Liberica Coffee), 아노말리 커피
(Anomali Coffee) 등이다. 이중 모놀로그 커피는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넓
은 매장을 확보하고 지점을 계속 늘려가는 중인데, 인도네시아 각 지역을 대
표하는 스페셜티 커피를 구비하고 인도네시아 고급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라
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밖에도 맥스(Maxx) 커
피, 자바빈 등 카페 브랜드들도 자카르타 등 대도시를 무대로 쟁쟁한 다국적
커피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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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산업의 성장
1. 인도네시아 각 지역별 커피 재배 현황
인도네시아에서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
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인이 아프리카 지역의 커피 씨앗을 몰래 들여와
암스테르담의 식물원에서 인도네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커피를 재
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몇 차례의 현지 실험 재배를 거쳐 자바 지
역을 중심으로 커피 재배가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기에 차가운 물에 긴시간 걸러지며 제조되는 더치 커피(Dutch Coffee)를
비롯해 다양한 커피 추출 기법이 보급·발달되는 과정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서 커피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호음
료가 되었다.

표 8. 인도네시아 최근 커피 재배 면적(2016년은 추정치)
(단위: 헥타르)

지역

2014

2015*

2016**

수마트라

592,251

613,898

620,377

자바

133,262

133,920

134,013

누사 뗑가라 및 발리

77,967

77,844

74,327

깔리만딴

13,292

13,823

13,747

술라웨시

75,274

75,354

74,676

7,159

7,119

7,181

899,205

921,958

924,321

말루꾸 및 빠뿌아
합계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고위관료와의 인터뷰 중 확보한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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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인들은 1696년 자바 섬에 커피나무를 이식한 후 대농장(plantation)
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으로 커피를 보내 부를 축적하였지만, 1877년 실론에
서 시작된 녹병균으로 자바의 커피농장은 초토화되었다. 녹병균이 생기면
잎에 반점이 확산되고 광합성이 불가능해져 2~3년 후 커피나무가 고사(枯
死)하는데, 이때 수출용 고급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의 대농
장은 대부분 몰락하였다. 이후 20세기 초에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종이 도
입되어 현지 주민들이 즐겨 마시는 값싼 커피 수요를 충당하였다. 술라웨시
와 자바 섬의 국영 농장과 민간 대규모 농원에서는 지금도 주로 로부스타
종 커피가 재배된다.
세계 4위 커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마트라 섬은 커피의 주요 생
산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국내 커피 생산의 75% 이상이 수마트
라 섬에서 이루어진다. 적도에 위치하여 연중 무덥고 습한 열대우림기후가
지배적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지역에서 아라비카 고
급 커피가 생산되는데, 수마트라의 린통이나 아체의 말델링, 술라웨시의 토
라자가 대표적 스페셜티 커피 생산지이다. ‘만델링’ 커피는 수마트라 섬 북
부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카 종 커피를 의미하는데, 커피를 생산하는 소수민
족의 이름을 딴 것이다. 수마트라 섬의 재래종인 만델링은 허브나 향신료,
과일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요소가 종합된 복합적 향미로 개성이 강하다. 특
히 키치몰 종(하이브리드) 만델링은 바디감이 강하고 텁텁한 흙냄새가 강한
반면 술라웨시 섬의 토라자 커피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향미가 특징이다(하
보숙, 조미라 2010).
커피는 묘목에서 개화를 하고 결식을 맺으면 수확을 하여, 정제, 선별의
과정을 거쳐 외국에 수출된다. 수출국 현지에서 로스팅 및 가공을 거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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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전형적인 커피의 탄생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이
다. 커피 열매를 생두로 만드는 과정이 정제인데, 커피 체리는 수확 후 그대
로 두면 짧은 시간동안 쉽게 발효해 버리기 때문에 수확 후 바로 과육과 종
자를 분리하여 이후 저장과 수송의 오랜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수확한 커피 체리가 커피 원재료인 생두가 되는 4가지 정제 방법은 내
추럴(natural), 펄프드 내추럴(pulped natural), 워시드(washed), 세미워시드
(semi-washed)이다.7) 워시드는 깨끗한 물이 풍부한 생산지에서 주로 채택하
는 전통 수세식 정제방법인데 신맛이 강하고 맑은 향미를 지닌 깔끔한 커피
를 위한 정제 방식이다. 커피 체리를 물에 넣어 미숙한 원두나 모래 등 이물
질을 걸러낸 후 기계로 과육을 제거하고 물통에 넣어서 발효시키면서 점액
질을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 햇빛이나 건조기로 말리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자바의 고산지대에 대규모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
을 운영하면서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인내
력을 갖고 섬세하게 커피원두를 딸 수 있는 자바 여성을 커피밭 노동자로
선호하였는데, 커피 역병이 돌면서 자바의 대규모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이
폐쇄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세기 들어서는 자바 섬에서 수마트라 섬으
로 대규모 커피 생산 지역이 변동하는 추세이고, 특히 2011년 이후 아체 주
의 커피 생산지역 면적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북부·서부 수마트라, 서부 자
바, 서부 술라웨시 지역의 커피 생산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7) 인도네시아에서는 생두 300g 기준의 결점수로 커피 등급이 정해지는데 결점수가 높으면 낮
은 등급이다. 감점이 11점 이하인 1등급(G1)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결점수가 늘어나면 2등
급(G2), 3등급(G3)으로 내려간다. 인도네시아 커피의 정제 방법은 대부분 내추럴이고 워시드
는 5% 정도인데, 특히 우기가 긴 수마트라에서는 파치먼트를 재빨리 건조시키는 수마트라
식 정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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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도네시아 각 주별 커피 생산면적
(단위: 헥타르)

주명
야체
수마트라우타라
수마트라버랏
리아우
리아우제도
잠비
수마트라술라탄
방까 블라뚱
벵쿨루
람풍
자카르타
서부자와
빈텐
중부자와
족자카르타
동부자와
발리
서부 누사뜽가라
동부 누사뜽가라
서부 깔리만탄
중부 깔리만탄
남부 깔리만탄
동부 깔리만탄
북부 깔리만탄
북부 술라웨시
고론탈로
중부 술라웨시
남부 술라웨시
서부 술라웨시
남동부 술라웨시
말루꾸
북부 말루꾸
빠뿌아
서부 빠뿌아
전체 합계

2010
90,942
80,806
39,486
4,299
48
25,007
256,138
35
91,740
162,342
29,995
9,526
37,641
1,396
95,266
33,082
12,468
71,730
12,883
5,389
5,379
11,176
8,369
1,643
10,892
72,633
13,459
9,931
3,175
3,516
8,833
1,140
1,210,366

2011
120,704
80,551
40,255
4,725
48
25,283
252,471
35
91,496
161,577
29,849
9,516
38,115
1,443
99,122
34,118
12,754
71,774
12,550
4,435
5,026
10,586
8,246
1,643
7,422
74,292
12,991
9,773
1,928
3,427
7,039
505
1,233,699

2012
121,668
81,190
40,361
4,863
44
25,749
252,412
27
91,154
160,679
30,605
6902
38,892
1,759
100,845
35,816
12,882
72,112
12,407
4,434
4,427
9,536
8,014
1,785
7,531
73,642
13,186
9,885
1,494
2,633
1,852
504
1,235,289

2013
123,764
81,461
42,565
5,415
47
25,935
249,417
27
90,884
161,240
32,311
6,737
39,749
1,726
102,657
36,617
12,737
72,045
12,045
2,052
4,169
8,049
7,773
1,433
7,762
74,139
17,434
9,585
1,170
2,482
7,852
504
1,241,836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2015), Directorate General of Estate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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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4,004
81,696
42,510
4,780
46
22,573
253,362
26
90,870
173,786
32,942
6,934
39,791
1,862
103,082
29,302
12,665
72,451
11,815
3,026
4,184
5,477
2,572
7,782
1,643
8,879
69,513
16,937
9,548
1,165
2,200
7,888
506
1,24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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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셜티 커피 생산 지역의 특성과 변화
그림 5.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스페셜티 커피 산지를 브랜드화 한 제품

자료: 저자 촬영.

그림 6 인도네시아의 스페셜티 커피 생산 지역 분포

자료: ICCRI 연구보고서(Wahyudi and Jat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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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낀따마리, 플로레스, 람뿡, 또라자, 아체 가요 등은 고급 스페셜티 커
피 산지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림 5는 인도네시아의 커피기업인 제이제이
로얄(JJ Royal)이 인도네시아 국내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 산지를 브랜드화
한 제품의 라인업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커피 코코아 연구소가 집중적으
로 연구하는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 산지는 그림 6과 다음과 같다.
수마트라 중에서도 가장 재배환경이 좋은 아체 가요(Aceh Gayo) 지방에
서 생산된 커피원두는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최고 품질로 인
정받는다. 비옥한 화산재 토양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아라비카종으로 유
기인증 및 공정무역 FLO 인증, 열대우림동맹 인증을 두루 받았으며, 불필요
한 벌목없이 그늘재배를 통해 길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배가
이루어지며, 인도네시아 커피만의 독특한 맛을 내는 건조법인 ‘부분건조법’
을 사용한다.
반다 아체 지역은 쓰나미와 내전을 이겨낸 최고의 커피로 홍보되면서 수
마트라 커피를 판매하고 소비하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2004년 인도네
시아 수마트라 인근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3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었던 반다 아체 주변 지역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
반군과의 치열한 내전이 계속된 곳이기도 하다. 고통을 딛고 일어나 다시 땅
을 일구기 시작한 농부들에게 커피는 재건의 기반이 되었으며, 한국의 공정
무역 기업인 ‘아름다운 커피’에서는 파괴된 커피농장 재건을 위해 설립된 페
르마타 가요 협동조합으로부터 공정무역 커피를 수입하여 ‘수마트라의 선
물’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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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청정한 수마트라 아체 산지의
커피밭 전경

그림 8. 나무그늘 아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되는 인도네시아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그림 9. 아체지역 커피밭 한가운데 위치한
관광객을 위한 카페

그림 10. 수마트라 커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한편 원래 인도네시아에 속하였으나 최근 독립한 동티모르는 인구 약 106
만 명, 면적 1만 4,600㎢인 나라로 아시아의 대표적 스페셜티 커피 생산지이
다. 포르투갈 식민통치시기였던 1815년 브라질에서 커피나무가 이식되어 커
피 재배가 시작된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의 합병과 내전으로 커피 재배가
큰 타격을 받았다. 2002년 동티모르가 독립한 후 미국, 일본, 포르투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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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커피 묘목이 다시 심어지고 커피 생산·가공 시설 설비가 도입되는
등 커피 생산량이 조금씩 늘면서 불안했던 정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티피카 계열의 깨끗한 원두가 특징인 동티모르 커피는 밝은 산미에 부
드러운 향미를 지니고 있어 고급 커피로 인정받는다. 해발고도 1,000m를 기
준으로 그 이하 지역에서는 로부스타 종이, 그 이상 지역에서는 아라비카 종
이 재배되며, 수확은 매년 5~7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선진국의 원조에
의해 양질의 커피 품종과 첨단 재배기술이 도입되면서 커피원두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무역 및 환경친화 커피 인증을 받는 커피 농장도 증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료를 사용하는 농장도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자연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커피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이
다(하보숙, 조미라 2010).
최근 한국의 커피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RTD(Ready to Drink, 즉석음료) 커피부터
커피 전문점은 물론, 소비자가 직접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나온 원두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강조되고 있다. 코카콜라는 최근 캔커피
‘조지아 고티카 마스터스 라떼’를 세계적인 커피석학 션 스테이만 박사와 협
력하여 출시하였는데, 제품 개발 초기부터 원두 선정과 로스팅에 대해 조언하
고, 시음 및 평가를 주도하는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호주
출신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폴 바셋이 생두 고르기부터 로스팅, 추출 등 생
산 전 과정을 관리한다고 홍보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지만, 스페
셜티 커피 산지에 대한 정보나 커피 자체에 대한 철학은 매우 빈약해 보인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가들은 현지 생산 농가와 밀착하여 원
산지의 자연환경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커피원두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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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커피밭을 찾아 인도네시아의 오지까지 침투하여
마케팅에 성공한 일본 기업의 전례를 볼 때 커피산업과 연계된 커피 관광, 공
정여행 프로그램은 현지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에 기여하고 한국기
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인도네시아 정부의 커피산업 정책의 방향
인도네시아는 아라비카, 로부스타 종을 모두 생산하는 국가인데, 특히 로
부스타는 수마트라의 플랜테이션 농장이나 협동조합에서 주로 생산된다. 스
페셜티 커피와 관련된 아라비카 종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소규모 농장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아라비카 종을 중심으로 인도
네시아 커피 생산방식을 유도하고 스페셜티 커피의 생산과 가공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고 콜롬비아 커피를 벤치마킹하여 인도
네시아 커피를 국가 브랜드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표 10.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량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rabica
000 ton US$ 000
67,775 169,901
50,952 141,926
59,735 228,072
62,854 172,909
78,036 294,162
73,715 438,671

Robusta
Product
000 ton US$ 000 000 ton US$ 000
227,620 294,164 12,482 33,263
247,852 425,332 13,279 55,343
348,187 630,917 13,843 64,553
434,430 608,304 8,098
22,351
360,603 571,977 8,855
25,404
265,368 580,266 12,924 45,432

Total
000 ton US$ 000
307,876 497,328
312,083 622,601
421,765 923,542
505,382 808,564
447,494 846,543
352,007 1,064,369

자료: ICCRI 연구보고서(Wahyudi and Jat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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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로부스타 커피원두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는 커피산업의 정책 방향을 시장 상황 변동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스페셜티
커피의 생산 및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업부, 산업부 등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주도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커피산업
관련 정책의 주안점은 오래된 커피 나무를 베고 고품질 원두를 생산할 있는
신품종으로 다시 심는 작업(replanting)을 우선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18~19세기부터 커피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대규모 커피 농장 중심의 효율적
이고 표준화된 생산방식으로의 진보가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커피 농
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가공하여 들쑥날쑥한 커피원두의 질을 균일하게 관
리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커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부족으
로 손상된 원두를 최소화하고 커피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생산성을 높
이는 사업(Wider crop distance for inter-cropping)도 중요한 과제이다.
수마트라 산 스페셜티 커피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구의 커피
애호가들의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원두
가격은 지속적 상승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가 급성장하고 중·상류층 소
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고급 원두 커피의 국내 소비량도 급증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량과 수출량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
세이지만 커피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커
피 생산으로 전환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커피 생산
및 수출량 목표를 높이고 특히 고급 스페셜티 커피 수출량을 늘려 수출액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인도네시아 커피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행사를 2016년 8월 실시하였고, 9월은
일본, 11월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커피를 홍보하는 행사를 기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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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도네시아 커피 국내 소비량

연도

국내 소비량(60kg 자루)

2011

2012

2013

2014

3,333,000

3,584,000

4,042,000

4,167,000

자료: 인도네시아 농림부 자체 자료.

표 12.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량 및 수출량

연도

생산량
(K톤)
수출량
(K톤)
수출액
(B＄)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98

683

687

634

748

740

712

550

650

491

518

440

354

520

460

383

350

400

0.86

1.09

1.53

1.03

1.19

1.36

1.08

0.88

n.a.

자료: 인도네시아 농림부 자체 자료.

그림 11. 인도네시아 커피 카카오 연구소

자료: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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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커피 코코아 연구소는 인도네시아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커피와
카카오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확산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통령 유수프 칼라(Jusuf Kalla)는 농림부 장관 Amran
Sulaiman과 산업부 장관 Saleh Husein에게 커피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서라
도 커피 생산량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
다. 훈련과 기술 지도를 통해 고품질 원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
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이다. 베트남의 커피재배 농민은 연간 1헥타르
당 1,200kg이 넘는 커피원두를 생산하는 데 비해 인도네시아 농민은 고작
700~900kg을 생산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농민들에게 비료와 신기술을 공급하
고 기존 생산량이 적고 질낮은 원두를 생산하는 커피 나무를 베고 신품종의
커피 묘목을 심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커피 수요는
연간 15% 증가하는 데 비해 생산량은 연간 1% 정도밖에 늘지 않은 점을 지적
하고 커피생산 관련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1994년부터 인도네시아 농부
들에게 신품종 묘목을 제공하고 1년에 6개월간 양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방식
을 교육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네슬레의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의 커피 전문가를 초청하여 컨설팅 기회를 갖고 생태관광과 연
계한 커피 투어를 강화하는 노력은 인도네시아 커피 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커피 농장의 체계를 통합(Integrating
Farming system)하고 인프라의 효율을 높여 커피원두의 수집 및 유통 과정에
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한편 커피 농가의 역량 강
화, 소규모 커피밭 주인을 위한 소액대출을 늘리는 정책(Micro-financing)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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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럽 스페셜티 커피협회 전문가들이 현지 커피업체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모습

자료: 저자 촬영.

4.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과 관광산업의 연계
유기농 커피(organic coffee)는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비료’ 등 합성물질
을 투입하지 않고 토양의 생산력을 최대한 살려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높
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되는 커피로 전문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기농 커피의 기준은 1992년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비료는 다른 식물
들의 부산물이나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하고, 병충해는 무당벌레나 사마귀
등 천적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막는다. 유기농 커피는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
는 현대 사회의 추세에 잘 맞는데, 특히 미국에서 소비되는 공정무역 커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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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이 유기농 커피 인증을 받고 있다.
까빨 아삐의 스페셜티 커피원두를 공급하는 술롯꼬 커피 농장은 1,200헥
타아르에 달하는 사영 기업 술롯꼬 자야 아바디(Sulotco Jaya Abadi)에 의해
관리되는데 술라웨시 또라자 지방의 란떼 카루아 산의 해발고도, 1,500-1,700m에
입지하고 있다. 유기농 아라비카 커피로 청정한 자연과 산지의 미기후 속에
서 균형을 유지하며 재배되는 술롯꼬 커피는 칼로시 또라자 커피(Kalosi
Toraja Coffee) 또는 셀레베스 칼로시 커피(Celebes Kalosi Coffee) 브랜드로
세계 커피 시장에서 고급 커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자체 브랜드인 사향
고양이의 소화기를 거치며 발효시킨 루왁 커피(Kopi Luwak)도 이곳 농장에
서 생산되어 까발 아삐 상표로 전 세계에 수출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독점적인 지위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까빨 아삐(Kapa
Api)가 자체 농장만으로 커피원두 수급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최근 고급
커피원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커피 애호가의 취향
과 국제 커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소규모 커피 재배
농가와 협동조합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및 유럽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커피 생산지 주민과 해외 고급커피 시장과의 연계
성은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커피 관련 정보 유통
의 투명성(Information Transparency)을 높이고 공급 사슬(supply chain)을 단
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발리와 수마트라 지역을 중심으로 커
피를 통해 공정무역과 공정여행을 연계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외국 업체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지속가
능한 개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및 유럽의 스페셜티 커피협회
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커피를 매개로 한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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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되고 있다. 특히 재배지역 농민뿐 아니라 현지에서 커피 생산·수송·가공
과정에 관여하는 업체와 서구의 스페셜티 커피협회 소속 바리스타 및 커피
관련 종사자들과의 직거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채널이 구축되는 중이다.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수마트라 커피를 홍보하려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메단에서 시작하여 토바호수를 돌아보고 인근의 린똥(Lintong)의 커피 농가
를 방문하여 카로 바딱족의 전통마을을 돌아보는 관광 코스가 현지 커피 관
련 기업에 의해 개발되었다. 커피 농가를 방문하여 체리를 직접 따고 현지
농민과 직접 소통할 뿐 아니라 현지의 커피 문화를 경험하고 커피 가공 과정
과 커핑(cupping)까지 경험하는 커피 중심 투어 코스이다.

그림 13. 수마트라 커피 관광 사례

자료: http://kopibr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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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페셜티 협회에서 주관하여 각 국가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바, 수마트라의 커피 산지와 농가를 둘러보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경험은 비디오로 제작되어 각 나라의 커피산업 종사자나 카페
운영자, 바리스타들에게 공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르웨이 커피
애호가들은 오슬로 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스페셜티 커피 홍
보 이벤트에 참가하여 커피 생산 농가들의 상황과 커피 가공 및 로스팅 과정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커피 농가 주민들의 삶과 현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노르웨이 최대 관광박람회(Reiselivsmessen)에서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 투어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는데, 커피 투어 프로그램은 ‘자바커피 애호
가 패키지(the Java Coffee Lover package)’, ‘중부 자바의 문화유산과 연계된
족자카르타 커피 패키지(Yogyakarta Coffee and Heritage package)’, 수마트라
는 ‘오랑우탄과 커피, 토바호수와 연계된 패키지(Orangutans, Coffee and The
Lake package)’, 발리는 ‘커피 애호가의 모험 패키지(Coffee Lover Adventure
package)’, 동부 누사 뗑아라에서는 ‘숨바 동부 투어 패키지’로 명명되었다.
위잇 커피(Wiwit kopi or Harvesting coffee)는 중부 자바 쿠두스 지역의 빠
리조또 커피 농장(Parijoto coffee plantation)에서 개발된 관광 프로그램의 일
환이다. 쿠두스 다웨 지역의 촐로 마을(Colo Village, Dawe District, Kudus
Municipality)의 뮤리아 산(Muria mountain)에 위치한 플렌테이션에서 진행
되는 위윗 커피 프로그램은 커피원두 수확을 신에게 감사하는 종교의례를
포함하는 전통문화 관광 코스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영화 및 드라
마 촬영과 관련되어 커피 산지와 카페를 소개하고 커피 관광을 촉진하는 마
케팅 전략도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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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자바의 커피 산지 주민들의
커피 체리 세척 과정 시연

그림 15. 관광객을 위한 커피 산지 주민들의
자바 전통음악 연주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Ⅴ. 결론: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최근 커피 관련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활발하다. 카페베네는 싱
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식품회사의 투자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 성장
거점을 확보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롯데마트와 CJ 같은 대기
업뿐 아니라 커피 관련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시장 진출도 가속
화되고 있다. 원두커피 1위 업체 맥널티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인도네시
아 만델링 커피원두를 ㎏당 1만 9,4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
다. 수마트라 반값 커피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한 결과인데, 기존 원두
커피가 ‘현재 커피농장 → 현지 수출업자 → 국내 수입업자 → 국내 도매상
→ 국내 로스팅 업체 → 국내 소매상’ 등 6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면,
‘커피농장ㆍ현지 가공공장 → 국내 대형 유통업체 수입 → 국내 로스팅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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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 국내 할인마트 판매’로 중간마진을 최소화한 것이다.
국내 커피 시장은 2013년 인스턴트 커피가 1조 4,000억 원으로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2012년 1조 4,700억 원에 비한다면 약 5%나 감
소한 상황이다. 반면 원두커피 시장은 2012년 6,500억 원에 그쳤지만 2015년
에는 8,000억 원으로 무려 25% 증가했다. 원두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의 원두커피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층이 인스턴트 커
피 시장에서 원두커피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원두커피기
업 맥널티가 주도하는 ‘반값 커피 혁명’은 커피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
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현지
커피 농가와 환경 보호를 위한 관심과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내 커피기업은 아직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는 상황이지만 공정무역 커피
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세계 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고품질 유기농 커피에 대한 수요가 높
아지면서 인도네시아는 성장잠재력을 큰 스페셜티 커피 생산국으로 급부상
중이다. 기후 변화 등으로 커피 재배 가능 지역이 줄어들고 커피 녹병의 위
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해 온 인도네시
아는 고급커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커피산업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정
책을 입안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인도네시
아 커피 산지를 지원하고 커피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시도는 다양한 부
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국가 브랜드 가치까지 높일 수 있
는 기회이고, 장기적으로 고급 커피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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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선점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현지인이 직접 매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스페
셜티 커피 전문점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아노말리, 따나메라 등이 대표적인
데, 인도네시아 각 커피 생산 지역의 지리와 생산 환경, 지역 공동체의 특징
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지만 최근 현지 기업에 인수된 카페베네는 커피보다는 빙수나 디저
트 위주의 메뉴를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에 집중하고 있고, 뚜레쥬르는 한국
기업의 장점과 이미지를 내세우기보다는 프랑스 또는 유럽 기업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롯데쇼핑 애버뉴 등 최근 자카르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고전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뜨거운 한류 열풍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
돌아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 숫자도 1만~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
으며 한국의 커피 관련 기업 중에서 현지의 지리나 문화를 홍보하고 스페셜
티 커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간은 거의 전무하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스
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대표적 커피기업인 코피 루왁 레스토랑 홍보를 위해
한류 대표 스타인 이민호를 내세워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
며 자국의 커피를 브랜드화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커피 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
를 유인하기 위해 커피 가공품 수입관세를 이전 5%에서 20%로 대폭 올렸
다. 아세안 공동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커피산업
에 대한 투자는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가공한 커피를 인도네시아 국내뿐 아니라 인근 아세안 및 중국 시
장으로 수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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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관련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스타벅스, 네스카페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부실해 보이고 한류와 연계한 기업 마케팅뿐 아니라 통합적인 국가 브랜드
전략마저도 부재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특징과 주요 스페셜티 커피 생산지의 변화를 분석
하는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주요 투자 국가이자 신흥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한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관련 기업체
의 현지화 및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커피밭과 커
피 가공 및 생산 지역을 답사하고 스페셜티 커피 재배 및 생산지의 지역별
차이를 고찰하는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특성 및 인도네시아 정
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수성
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식음료 관련 기업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이
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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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베트남 기업정책과 중소기업 설문조사
Ⅲ.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석
Ⅳ. 베트남 중소기업의 효율성 요인 분석
Ⅴ. 농식품 및 섬유부문 현지기업 심층조사
Ⅵ. 결론 및 시사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와 함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
라 수출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통계청(GSO)
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 GDP 성장률은 6.68%로 지난 4년 동안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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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TPP 국가 중 역내 수출 비중이 22.3%로 가장 높은
국가이다.
베트남은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적 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
토지임대료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한·베트남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나 OEM 방식의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수교 이후 섬유와 봉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
되었고, 대기업 전기·전자 제품의 진출과 자동차 부품 및 화장품 등의 관세
인하로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해외투
자 중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석을 통해,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
여 생산성을 분석한 후 이러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
으로 크게 효율성 분석과 현지기업의 심층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베트남 중소기업 설문조사자료(Survey of small and medium
scale Manufacturing Enterprises)는 베트남 정부의 협력하에 UN대학 개발경
제연구소(UNU-WIDER)와 코펜하겐 대학이 2013년 베트남 중소기업을 설문
조사한 자료이며, 총 2,579개 사업장의 자본, 노동자,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
가 포함돼 있다.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확률적 프런티어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이하 SFA) 또는 자료포락분석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으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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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연구에서는 SFA 분석방법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 지수를 계산했다.
비용함수를 이용한 효율성 지수는 1부터 무한대의 값이 도출되는데, 1에 가
까울수록 효율적인 기업임을 의미한다. 이 효율성 지수를 활용하여 절단회
귀모델(Truncated regression model) 모형으로 업종별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베트남의 기업 정책에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기업이 현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업종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베트
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선행연구 검토
베트남에서 SFA를 활용해 생산성 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en(2008)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005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술, 자본량과 외국인직접
투자와 기업자본 차이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와 투자유형, 도시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
밖에 Pham(2011)은 DEA와 Malmquist 방법을 이용해 베트남 병원의 효율성
을 파악하였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베트남 보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했으며, 1998년 65%에서 2006년 76%까지 기술효율성이 향상했음을 보이고
1) Kien(2008),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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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
Nahm and Vu(2013)는 베트남 상업은행의 생산효율성을 파악했는데 배분
의 비효율성보다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
남 은행의 생산성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Linh(2012)은 베
트남 농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쌀 생산농가의 생산효율성을 SFA와 DEA
방법으로 분석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쌀 생산농가의 생산효율성은 초등교
육 이수와 지역적 요인이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업 생산성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로는
Gayosa and Cabanda(2014)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필리핀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SFA 방법으로 기술 효율성을 측정하고, DEA 방법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고, 존속기간이 길어지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관
세율의 상승은 기술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Amornkitvikai, Harvie, and Charoenrat(2013)는 2007년 태국의 중소기업
(SMEs)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기업의 기술효율성과 수출국가별 기
업효율성을 비교한 바 있다. 연구결과 제조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기술효율
성은 69.72% 정도이며, 태국의 제조 및 수출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자본보다
노동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
김태윤 외(2011)는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2)
3)
4)
5)
6)

Pham and Lihn(2011), pp. 195-213.
Nahm et al.(2013), pp. 1-23.
Linh(2012), pp. 60-73.
Gayosa and Cabanda(2014), pp. 87-108.
Amornkitvikai, Harvie, and Charoenrat(2013), p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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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실태와 생산성을 DEA 방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영업기간이 길수
록 기업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베트남은 △중부 △호치민 △하
노이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
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은 기
업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
업의 생산성을 분석하고, 이를 부문별로 비교하며,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현
지 심층조사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Ⅱ. 베트남 기업정책과 중소기업 설문조사
1. 베트남 VISION 2035 및 기업정책
2015년 베트남 정부와 세계은행은 현재 베트남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경제성장목표를 담은 베트남 VISION 2035를 발간했다. VISION 2035는
6가지 핵심 경제성장 목표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민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현대화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 △도시 육성을 통한 투자유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소외 계층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의 추진
△현대화된 법 제정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강화와 함께 기
업지구를 만들어 이익창출 및 창조, 혁신경제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7) 김태윤 외(2011), pp.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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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트남과 중국의 기업 생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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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2016).

특히 VISION 2035는 베트남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노동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의 지체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2000년 이후 자본심화현상(Capital Deepening)이 진행되었고, 국가 기반
산업 구조가 기존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가 소유한 국영기업 중
광업과 건설 및 금융 부문에서 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졌다. 현재는 국영기업
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료, 광업, 은행, 건설 및 농업 부
분은 국영기업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수는 증가했지만,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기업과 베트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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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생산성 변화를 비교했을 때 중국 국영기업은 자산당 수입이 0.5에서
0.7수준까지 증가했고, 중국 민간 부문은 1.4에서 1.7까지 증가했지만, 베트
남 국영기업은 0.6에서 2009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다시 0.6까지 증가했으
며, 베트남 민간 부문은 2.0에서 0.6까지 크게 감소했다(그림 1 참고).
VISION 2035는 베트남 기업의 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공공투자부분 비
효율성 △민간기업의 생산성 하락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공공
투자부분의 비효율성의 발생은 정부와 지역의 정책결정이 분절화되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생산성 하락은 기업 재산권 보장 미비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부족이 그 원인이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의 경우 특히 토지와 자본, 자원을 배분하는 데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도
시에 집중되어 있어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8)
세계은행 및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은 소기업(Small Firm), 중
기업(Medium Firm), 대기업(Large Firm)으로 나뉘며, 기업의 고용인 수에 따
라 소기업은 1~19명, 중기업은 20~99명, 대기업은 100명 이상으로 구분돼
있다.9) 이 중 소기업 및 중기업을 합쳐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
으로 정의된다(그림 2 참고).

8) World Bank(2016), pp. 37-38.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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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5년 베트남 기업 개요
기업 규모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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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Group(2016), Enterprise Surveys Country Note Series: Vietnam.

2015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노동력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 부문에서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소기업에 징수하는 세금과 공공비용은 10년간 18.4배 증가했고,
이는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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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에 의해 실시된 2015년 베트남 기업조사에 따르면 소기업(38%),
중기업(34%), 대기업(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남동지역(34%)
과 홍강델타(30%)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밖에도 메콩강 델타, 북부해안지역,
남부 중심 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2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제조업(20%), 의류(14%), 농식품(13%),
비금속광물(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베트남에 있는 기업의 96.1%가 국
영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대기업은 국영기업이며, 민간기업은 중기
업이나 소기업 수준이다.11) 현재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대기업은 국영기업
상태이며 민간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부터 2015년 동안 베트남의 중소기업의 수는 2010년의 경우 8만 3,600개,
2011년의 경우 7만 7,500개, 그리고 2012년의 경우 6만 9,800개로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7만 6,900개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2009년 및 2010년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세계은행(2016)의 조사결과 베트남 기업의 제약요인으로는 △금융접근
△뇌물제공 △노동자 직무교육 △운송 △세금 △토지사용과 같은 행정절차
의 불편함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고).

10) Phan et al.(2015), pp. 1-2.
11) World Bank(2016), p. 2.

7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그림 3. 베트남 기업 활동 제한 요인

20

15

10

5

0
금융접근 뇌물제공 직무교육

운송

세금

토지사용

관세 및
무역

노동규제 세무행정

정치적
불안정

자료: World Bank(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베트남의 낮은 신용접근성은 기업활동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1990년대 이후부터 신용 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지만 아직 미비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고, 은행 등 공식부
문의 대출이 아닌 지인에게 빌리거나 사채를 사용하는 등 비공식 분야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에서 기업대출 시 기업의 담보
물보다 경영주의 개인자산에 높은 담보가치를 두고 있어, 개인자산을 기업
대출에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다.12)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 내부에서 재정을 충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2) CIEM et al.(2012), pp.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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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의 평균 수치인
78.7%와 비교했을 때 11.6%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기업(73.5%)과 중기업
(65.1%)은 그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비중은
16.4%에 불과하며, 은행을 이용한 기업의 대출액 대비 담보액은 평균
217.3%를 차지하고 있다(표 1참고).

표 1. 2015년 베트남 기업의 신용이용 현황
(단위: %)

구분

베트남
전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자기 자본만으로 경영

67.1

73.5

65.1

55.7

78.7

은행차입 활용 경영

16.4

11.6

19.4

20.1

9.8

대출액 대비 담보액(대출금액의 비중)

217.3

229

210.9

202.6

218.5

담보 요구 대출의 비중

91.4

85.3

98.3

84.6

86.3

은행 대출 및 신용 보유 기업 비중

41.1

29

55.8

58.1

32.5

자료: World Bank(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베트남 중소기업은 금융시스템과 신용거래의 미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조리 등으로 인해 비공식부문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었다. 비공식부문 재
원조달 방법은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지인 △개인 대출업자 △무역
채권업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대부를 하는 경우 낮은 할인
율과 상환조건의 유연성으로, 중소기업 재원 마련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1년 베트남 전체 기업의 39%가 ‘신용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공식부문 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수는 공식부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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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공식부문 대출의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
한 기업의 90%는 비공식부문에서 대출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13)
한편 생산성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 및 혁신역량 확대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는 기업의 연구수행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2참고).

표 2. 2015년 베트남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
(단위: %)

구분

베트남
전체

소규모

중간규모

대규모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국제 공인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비중

9.9

4.5

11.5

37.8

13.6

외부기관의 재정평가를 받는 기업 비중

24.4

21.9

21.3

50.8

46.5

웹사이트 이용 비중

48.5

39.4

57.9

69.1

37.3

외국회사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해
사용하는 기업

10.5

7.7

6.1

22.7

17.1

자료: Enterprise Surveys Country Note Series(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밖에도 베트남 법에 의하면 국가의 소유가 원칙이나, 개인소유도 허용
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연합회 등 기업 네트워크에
속한 기업들의 성장률이 높았는데, 소기업은 경영 및 시장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경영연합회 등 기업 네트워
크에 속한 기업일수록 기업성장률이 높았다. 이는 소기업은 경영정보 획득
이 어렵고, 시장에서 정보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
13) CIEM et al.(2012), pp. 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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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중소기업 설문조사 자료(SMEs)
본 연구는 2013년 베트남 중소기업 설문조사(Survey of Small and Medium
Scale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Vietnam)를 이용했다. 이 조사 자료는 코
펜하겐대학교의 개발경제연구원(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Group)과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경제관리연구
소(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산하 노동과학 및 사회관계연구원
(Institute for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이 공동으로 진행해 수집한
자료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단위로 기업을 설문조사했다. 2013년 설
문조사의 경우 대상기업은 총 2,575개로, 베트남 10개 지역(Ha Noi, Phu
Tho, Ha Tay, Hai Phong, Nghe An, Quang Nam, Khanh Hoa, Lam Dong,
HCMC, Long An)의 경영, 자산, 노동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2013년 베트남 중소기업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2,575개 기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자 △자본 △간접재료 및 에너지투입 △기업존속기간 △세
액 △토지사용권리 및 지대 △대출 △금품제공 등의 항목에 대해 기업의 현
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노동자수
평균 노동자는 14.9명으로, 최소 0명에서 48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고용근로자(Full time)는 평균 12.89명이고 임시고

14) Ibid., pp. 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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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로자(Part time)는 평균 0.78명 고용하고 있었으며, 총 근로자 중 여성노
동자는 평균 38.%가량인 6.58명으로 조사되었다.

나. 자본 및 자산
평균 자본은 5조 3,803억 8,504만 VND으로, 최소 10억 VND에서 최대
204조VND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토지, 건물, 기계 등 물리적 자본은 평균
4조 5,095억 4,900만VND을 차지했고, 현금 및 예금과 같은 금융자본은
8,707억 7,550만 VND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간접재료 및 에너지투입 비용
전기, 연로, 물, 물품대여비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간접비용은 평균 3,366
억 6,090만 VND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투입비용 중 전기
료가 30%를 차지했고, 연료 22%, 수도 3.5%, 물품대여비 10%, 위생 및 사무
실유지 2.4%, 전화 및 인터넷 7.2%, 교통 11.6%, 보험 0.7%, 마케팅 및 광고
0.7%, 유지보수 6%, 기타비용 4.7% 등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업존속기간
기업존속기간은 평균 15.57년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 당시 2년 된 신
생기업부터 76년 된 장수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6년 지속된 기
업은 한곳으로 ISIC코드 분류에 따라 코코아 및 초콜릿, 과자류 제조업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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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액
기업의 평균 세액은 1,457억 5,150만 VND으로 나타났다. 세금 납부 항목
별로는 기업소득세가 43.6%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가
18.6%, 등록세 0.04%, 수출입세 2%, 특별소비세 0.09%, 재산세 18.9%, 기타
부분이 17%를 차지하였다.

바. 토지사용권리 및 지대
베트남은 토지에 대한 소유는 국가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그 이용권리만
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각각 구분한다. 본 설문조사
에서는 토지권리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권리를 구매 △토지권
리를 상속 △비공식적으로 사용 △임차 △기타 방법 등이 있다. 전체 기업
중 토지권리를 구매한 경우가 4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속 19.7%,
비공식적으로 사용 7.8%, 임차 23.6%, 기타 0.9% 등으로 나타났다.

사. 공식분야 대출
은행, 국가 등 공식분야의 대출을 이용한 기업은 조사기업 총 2,575개 기
업 중 621개 기업으로 나타났고, 평균 대출금액은 2조 830억 8,200만 VND
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는 월평균 1.18%로, 최대 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아. 비공식분야 대출
비공식분야의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은 423개 기업으로 나타났고, 평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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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액은 4,730억 700만 VND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는 월평균 1.4%로 최
대 8%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공식분야 대출에는 사
채, 지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공식대출에 비해서 대
출금액이 소액이다.

자. 금품제공
베트남에서는 기업들이 각종 인ㆍ허가를 비롯한 행정처리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총 조사기업 2,571개 중 44.9%의 기업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금품제공 금액은 평균 64억 9,238만 1,000
VND으로 조사되었다.

차. 산업분야
조사기업의 산업분야를 살펴보면 △식품제조 분야 28%, △금속조립 및
금속기계제조 분야 16.9% △가구를 제외한 목재 제조업 10% △가구 7% △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5.7% △의류제조 4.8% △비금속제조 4% △섬유제조
3.8% 등으로 나타났다.

카. 산업진흥지역 위치 여부
베트남의 산업진흥지역은 △산업단지 △고급기술단지 △수출진흥지역으
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사기업의 산업진흥지역 위치 여부를 살펴보면 1%의
기업만이 고급기술단지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99% 기업은 산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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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석
1. 분석모형(SFA)
경제에서 최소의 투입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내는 효율성은 가장 중요한
경제행위의 원칙이다. 효율성 분석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경제행위를 위해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
고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따른 산출량으로 생산성을 분석해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
업의 성과를 효율성에 의해 측정할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
론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또는 비용함수를 이
용한 SFA이고, 다른 방법은 선형계획법에 따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이다. 먼저 비용함수를 이용할 경우 분석이 용이하고 분석 결
과로 기업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함수형태나 정량
적인 비용자료의 집계에 따른 왜곡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DEA 방
법은 비모수적(Nonparametric) 추정법이기 때문에 함수형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돌출값을 고려하지 못
함으로써 비효율성을 과대평가하는 문제와 그 변인 설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효율성은 생산 시 사용한 투입요소에 대한 생산량 비율을 말
한다. 예컨대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원으로 1개의 제품을 만드는 A기업의 효율성 지수가 1이라면, 1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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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제품을 만드는 B기업의 효율성은 2가 된다. 이 경우 B기업의 효율성
이 A기업의 효율성보다 2배 높은 것이다. 효율성 분석을 통해 투입요소 대
비 산출량의 관계를 파악해 기업별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고, 이 효율성 지
수를 바탕으로 기업 간 효율성 비교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조직
은 다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고,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한다. 이러한 환경의
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입요소에 대한 총 투입과 다수의 산
출물에 대한 총 산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효율은 이윤극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효율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윤극대화 상황으
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비용함수(   )는 일반적으로 투입요소의 가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비
용을 최소화하는 투입물을 결정하는 것이다.

    min   such that     ··············································· (1)

여기서  는 투입물 가격벡터(Vector)이며,  는 산출물,  는 기업의 투입
물벡터,     는 최대한의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에서 생산함수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일정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산출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찾아 실제 관측치와 비교하고, 그 차이를 비효율성으로 간주한다.
비용함수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생산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이를 비효율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SFA는 일반적인 오차(  )항과 비효율성 변수( )를 오차항에 포함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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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오차를 무작위 오차와 비효율성에 대한 오차로 분리해 효율성을 측정하
게 된다.  는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값이 클수록 실제비용이 최소한
의 비용과 멀어지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1개의 산출물( ), 1개의 투입요소( )를 고려하여 초월대수(Translog)
비용함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ln           ln      ln         ········································ (2)

이러한 비용함수를 이용한 효율성 지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ln     ln        
실제비용
 exp   ··· (3)
    
최소비용
exp     ln     ln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식과 같은 식을 추정하였다.

································ (4)
ln         ln       ln       ln   
   ln      ln      ln        

 는  기업의 실제투입 비용이며,  은 노동 투입단가,  은 재료 및 에너

지 투입단가,  는 자본 투입단가(40년 감가상각비 가정),  는 비공식부문
차입이자율,  는 공식부문 차입이자율,  는 산출물을 의미한다.   와  는
서로 독립을 가정하고, 평균이 0, 무작위 오차항의 분산( )과 기업 규모 등
에 따른 이분산성(  )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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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중소기업의 비용효율성 분석
SFA 비용함수 분석을 통하여 2013년 설문조사된 베트남 중소기업의 효율
성을 업종별로 분석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모든 업종에서 재료 및
에너지 단가, 자본투입 단가가 비용에 양(+)의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목재가공과 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는 임금 수준이 비용증가에 유의미
함을 알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산출물이 증가할 경우 당연히 비용이 증가
하게 된다.

표 3. 베트남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업효율성 분석 결과

독립변수

농식품

섬유

목재가공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

임금

0.0626
(0.0581)

0.0154
(0.1814)

0.2201**
(0.0974)

0.9189***
(0.2705)

0.0940
(0.0611)

재료 및 에너지 단가

0.6248***
(0.0417)

0.5431***
(0.0758)

0.6755***
(0.0564)

0.4949***
(0.0789)

0.5618***
(0.0394)

자본투입 단가

0.2347***
(0.0303)

0.4127***
(0.0851)

0.2135***
(0.0580)

0.1584*
(0.0907)

0.2011***
(0.0331)

비공식부문 대출이자

0.0094**
(0.0045)

0.0113
(0.0112)

0.0096
(0.0088)

0.0257**
(0.0123)

0.0107
(0.0070)

공식부문 대출이자

-0.0004
(0.0122)

0.0186
(0.0176)

0.0066
(0.0167)

0.0345
(0.0232)

0.0068
(0.0160)

산출물

0.7070***
(0.0415)

0.6223***
(0.0746)

0.7582***
(0.0588)

0.6162***
(0.0776)

0.6884***
(0.0395)

상수

1.5425**
(0.6737)

-0.1031
(1.8760)

0.6264
(1.0221)

-5.6936**
(2.8146)

3.2170***
(0.7036)

0.2990***
(0.0544)

-0.2396*
(0.1324)

0.0903***
(0.0241)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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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독립변수

노동자수
상수

농식품
-0.1151***
(0.0271)
2.5617***
(0.3477)

섬유
0.0092
(0.0067)
-0.5520
(1.7594)

목재가공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
-0.0205**
0.0061
0.0288***
(0.0102)
(0.0063)
(0.0057)
-2.2576***
1.1829
-1.3403***
(0.4088)
(1.2752)
(0.2083)

 
상수
sigma_u
관측치

0.8705***
(0.0782)
1.5453
(0.0604)
714

0.1994
(0.2362)
1.1048
(0.1305)
96

-1.1223
(1.1040)
0.5706
(0.3149)
252

1.1597***
(0.1783)
1.7858
(0.1592)
141

-13.5313
(458.6135)
0.0012
(0.2643)
424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함.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 지수를 도출한 값은 아래 [표 4]와 같다. 효율성 지
수는 1에서 무한대의 값으로 도출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좋은 기
업임을 의미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낮은 기업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총 1,627개 기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가능했으며, 업종별 평균 효율
성을 살펴보면 섬유기업 3.7921, 금속제품 4.9649, 목재가공 10.3603, 농식품
기업 14.4572, 고무/플라스틱 14.9744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표 4. 기업효율성 지수 결과

기업분류

농식품
섬유
목재가공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

관측

평균

714
96
252
141
424

14.4572
3.7921
10.3663
14.9744
4.9649

표준편차

99.5094
3.3454
76.3459
86.5713
10.9851

최소

1.0774
1.5444
1.3820
1.2197
1.2279

최대

1332.4240
24.7050
1147.3080
918.6807
116.1567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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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트남 중소기업의 효율성 요인 분석
1. 분석모형(Truncated regression model)
SFA를 통해 추정된 효율성 지수를 가지고 기업 효율성 요인을 분석하고
자 절단회귀모델(Truncated regression model)을 사용했다. 효율성지수로 추
정된 값은 1부터 무한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좋은 기업
임을 의미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낮은 기업임을 의미한다. 추정된
기업별 효율성지수를 이용해 기업의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함으로써 기업효
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요인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    에서      ～      를 가정하므로      ～   ′    

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추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어진   의 분포이며,   는 절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다 크며,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5)
     ′   

조건부 평균은  ,  ,  ,  의 비선형 함수이다. 모집단의 한계효과
(marginal effect)는       ′  ,          로 표시할 경
우 다음의 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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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 모델에서 절단회귀모형으로 추정되는 기업효율성 변인요인 식은 아래
와 같다.
ln        ln      ln      ln          
······ (7)
                 
       ln      ln  
        
       

ln    은 SFA를 통해 도출된 효율성지수를 %로 비교하기 위해 로그를

취한 값이다.  ,  ,  는 각각 노동, 재료 및 에너지투입, 자본을 의미한다.
   와    는 기업의 대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1=대출받음)인

데,    는 기업이 은행 등 공식분야에서 대출여부를 의미하고,    는
사채 등 비공식분야에서 대출 여부를 의미한다.  은 기업존속기간을 의
미한다.  는 기업의 인프라 척도를 나타내며 별도의 가중치 없이 포장도
로, 철도, 항구, 전기, 수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모두 갖춘 경우에는 1, 하나라
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하여 그 값을 합산하였는데, 만약 5가지 기
본 인프라가 다 갖춰진 경우라면 5의 값을 가진다.    은 회사가
기계를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는 사업초기에 회사가
정부나 NGO,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받았는지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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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회사의 금품 제공 비용을 의미하고,  는 원자재 도입
시 운송거리를 의미한다.    는 회사가 경영, 회계 등의 분야에
서 컨설팅을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은 회사
의 정규직 직원 비율을 의미한다.    는 회사의 노동조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다.

2. 업종별 효율성 요인 파악
기업효율성지수를 바탕으로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한 절단회귀모델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농식품 부문에서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존속기간(0.03%), 인프라척
도(4.76%), 사업초기 지원 여부(20.03%), 인터넷 거래 여부(17.07%), 원자재
수송거리(0.0000%)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컨설팅은 기업효율성에
44.39%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 가입비중도 기업효율성 향상에
0.48%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섬유 분야에서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기사용여부(27.92%)였으며, 인프라척도
(10.32%), 사업초기 지원 여부(53.56%), 공식분야 대출(1.05%)은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가공 분야의 경우 기업컨설팅 유무
(67.53%), 노동투입량의 증가(10.26%)가 기업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며 고무/플라스틱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가입비중 증가가 기업효율성 향상에
0.39%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속제품 분야에서는
재료 및 에너지비가 높을수록 기업효율성 향상에 3.69%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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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ranger Casuality 검정

구분

기업존속기간
인프라척도
기기사용 여부
(1=yes)
사업초기 지원 여부
(1=yes)
인터넷 거래 여부
(1=yes)
뇌물금액
원자재 수송거리
기업컨설팅 유무
(1=yes)
정규직원 비중
노동조합 가입비중
임금
재료 및 에너지비
자본비
비공식분야 대출
공식분야 대출
상수
분산
클러스터 개수
관측치

농식품
-0.0003**
(0.0001)
-0.0476**
(0.0184)
0.1342
(0.0911)
-0.2003**
(0.0655)
-0.1707**
(0.0765)
0.0000
(0.0000)
-0.0000**
(0.0000)
0.4439***
(0.0903)
0.0014
(0.0009)
0.0048**
(0.0022)
-0.0562
(0.0568)
0.0040
(0.0143)
-0.0198
(0.0256)
0.0034
(0.0067)
-0.0078
(0.0076)
1.5199**
(0.5124)
0.8382***
(0.0835)
43
714

섬유
-0.0017
(0.0049)
0.1032***
(0.0452)
-0.2792**
(0.1241)
0.5356**
(0.1730)
-0.0548
(0.1187)
-0.0000
(0.0000)
0.0005
(0.0012)
-0.1834
(0.2065)
0.0025
(0.0015)
-0.0006
(0.0028)
-0.0697
(0.0884)
-0.0452
(0.0375)
0.0254
(0.0353)
0.0009
(0.0091)
0.0105*
(0.0062)
1.5656
(1.0417)
0.4688***
(0.0437)
30
96

효율성 로그값
목재가공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
-0.0001
-0.0067
-0.0000
(0.0001)
(0.0073)
(0.0001)
-0.0455
0.1028
0.0175
(0.0588)
(0.0782)
(0.0312)
-0.1607
-0.2099
-0.0103
(0.2598)
(0.1109)
(0.3130)
0.1138
-0.0989
-0.1189
(0.1323)
(0.1651)
(0.0825)
-0.0158
-0.3080
0.0312
(0.1703)
(0.1895)
(0.197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6
0.0012
-0.0000
(0.0005)
(0.0009)
(0.0001)
0.6753***
0.1949
0.3196
(0.1167)
(0.2052)
(0.2058)
-0.0003
-0.0004
-0.0000
(0.0010)
(0.0016)
(0.0006)
-0.0004
0.0039*
0.0004
(0.0015)
(0.0022)
(0.0015)
0.1026*
0.3092
0.0080
(0.0615)
(0.1995)
(0.0428)
0.0064
-0.0248
-0.0369***
(0.0211)
(0.0289)
(0.0142)
0.0084
-0.0193
-0.0122
(0.0391)
(0.0697)
(0.0233)
-0.0036
0.01215
0.0042
(0.0047)
(0.0218)
(0.0062)
0.0098
0.0093
-0.0009
(0.0131)
(0.0155)
(0.0051)
-0.2704
-2.2821
0.9994*
(0.6195)
(2.2093)
(0.5538)
0.6861*** 0.8737*** 0.5466***
(0.1019)
(0.1940)
(0.0457)
32
29
34
252
141
424

주: ISIC에 따른 기업분류를 이용하였고,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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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농식품 및 섬유부문 현지기업 심층조사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현지기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생산효율성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농식품기업과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진행했으며, 대상 기업은 농식품기업 2개와 섬유기업 1개이다. 조사내용
으로는 크게 공통 질문항목과 각 업종별 질문항목으로 구분된다. 우선 △업
종 공통 질문으로는 △기업 형태 △정규직 직원의 비중에 따른 효율성 변인
요인 △인건비와 재료비에 따른 효율성 변인요인 △해외 수출에 따른 효율
성 변인요인 △협회 가입 현황 등이다. △농식품기업 질문 항목으로는 △공
식 및 비공식부문 대출에 따른 효율성 변인요인 △사내 노동조합 활동의 효
율성 변인요인 △기업컨설팅 여부에 따른 효율성 변인요인 등이다. 마지막
으로 △섬유기업 질문 항목으로는 △인프라 척도에 대한 효율성 변인요인
△사업 초기지원에 대한 효율성 변인요인 △뇌물 제공에 대한 효율성 변인
요인 등이다.

1. 농식품기업: Vietnam Intimex Joint Stock Corporation
Vietnam Intimex Joint Stock Corporation(이하 INTIMEX)은 베트남 하노이
에 위치한 농식품 기업으로 새우, 굴, 카사바 등을 수출하는 유통기반의 농
식품 중소기업이며, 식품 유통 및 제조, 가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총 고
용인원은 1,300명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베트남의 기업규모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Large-sized Enterprise)으로 분류된다. 기업효율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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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정규직 직원의 비중은 생산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료 조달
비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INTIMEX의
경우 유통회사인 만큼 재료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농민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농민에게 자금을 먼저 빌려준 후 생산시점에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
으로 구입하고 있다.

표 6. 인터뷰 대상 기업 INTIMEX의 일반 정보

구분

기업명

내용

업종 분류

농식품 기업

기업 규모

Large-sized Enterprise

위치

비고

Vietnam Intimex Joint Stock Corporation
công ty cổ phần intimex Vietnam
기준: 상시 고용인원

96 Trần Hưng Đạo - Hoàn Kiếm - Hà Nội

고용인원

1,300명

주력사업

1. 새우, 굴, 카사나 수출(주력)
2. 식품 가공, 유통(비주력)

식품도매관련: 700명

국영기업 여부 2009년 민영화
1. Vietnam Retailing association
기업협회 가입
2. Hanoi Retailing Association
자료: 저자 작성.

자본 차입의 경우 기업효율성 조사에서는 비공식부문 차입 이자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INTIMEX의 경우 유통기업 중 큰
기업에 속하고 신용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공식부문에서 대출이 상대적으
로 용이한 편이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비공식부문을 통하여 다소 이
자율이 높은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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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100%로,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만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만 대부분 직위에 따른 차등적 임금 지급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한편 INTIMEX는 기업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내수 및 수출의 경우 예전에는 수출․입에 사업을 집중했지만, 2009년 이후
국내 유통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식품 수입품을 베트남 내에서 유
통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INTIMEX가 직접 수입국과 거래하지 않고 대
부분 중간 도매상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일례로 일본 농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등 제3국을 거쳐 수입하는 형태이며, 최근 한국산 수입제품을
취급함으로써 연간 4~5%의 추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 농식품기업: Vietnam Northern Food Corporation
Vietnam Northern Food Corporation(이하 VNFC)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
한 농식품 기업으로 주력 생산품은 쌀 가공품이며, 밀가루를 비주력 생산품
으로 취급하는 회사이다. 총 고용인원은 1만 명으로 상시 고용인원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Large-sized Enterprise)으로 분류된다. 기업효율성 분석에서 정
규직 직원의 비중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
는데, VNFC의 경우 계열사가 많아서 전체 정규직원 수가 크게 집계되지만
회사의 규모 대비 인건비 지출액이 낮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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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터뷰 대상 기업 VNFC의 일반 정보

구분

기업명

내용

Vietnam Nothern Food Corporation
tổng CT lương thực miền bắc

업종 분류

농식품 기업

기업 규모

Large-sized Enterprise

비고

-

기준: 상시 고용인원

8th Floor, 6 Ngo Quyen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

고용인원

10,000명

-

주력사업

쌀(주력), 밀가루(비주력)

위치

국영기업 여부

준국영

기업협회 가입

1. Vietnam Retailing association
2. Hanoi Retailing Association

1995년 본사를 제외한 계열사
민영화
-

자료: 저자 작성.

VNFC는 1945년 식품부(Ministry of Food) 소속 국영기관으로 시작했으나,
1995년 본사만 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식품부의 후신) 소속으로 개편되었고, 계열회사는 민영화 되었다. 현재도 본
사는 국영기업으로 계열회사의 투자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준국영기업으로
볼 수 있다.
기업효율성 분석에서 원료조달비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업의 경우 제조공정 비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료조달 비용의 영향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효율성 증대를
위한 원료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쌀 구입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자본 차입의 경우 자체 경영상황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며 공식부문과 비
공식부문의 자금을 모두 조달하기도 한다. 공식부문 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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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아닌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정상황이 좋은 경우
6%의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8%이상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사채 등 비공
식부문의 대출은 공식부문 대출과 달리 손쉽게 받을 수 있지만 이자율이 공
식부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기업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소규모
회사의 경우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보험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
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VNFC와 같은 대기업은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
고 있는데, 2017년부터 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어 기업의 금전
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효율성 영향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VNFC는 2016년 8월 5일 노동조합과
사측의 임금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며, 노사 협의에 따라 임금결정이 되는 것
이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정부기관 등 3자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 정부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인상이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의 내수 및 수출의 경우, VNFC는 40~50%를 내수용으로 생산하며,
50~60%를 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쌀을 가공하여 일본, EU, 미국, 멕시
코에 수출하고 있으나, 자국의 쌀 보호 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어 수출
보다는 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과의 협력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예:
대우인터네셔널)과 쌀과 관련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수출은 각종 제재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란이 한국에 석유
를 수출하면서 한국 원화보유고가 높아진 점에 착안하여 추후 대 이란 무역
을 통해 한국 원화보유고를 높일 수 있도록 3자간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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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3. 섬유 생산 및 연구소: Textile research Institute
Textile research Institute(이하 TRI)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위치한
섬유 관련 생산 및 연구기관이다. 총 고용인원은 130명으로 상시 고용인원
을 기준으로 하는 베트남의 기업규모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Large-sized
Enterprise)으로 분류된다. 80명의 직원이 하노이에, 50명의 직원이 호치민에
서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
혔다. 기업효율성 분석에서는 정규직 직원의 비중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는데, TRI의 경우에도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효율성 분석에서 원료 조달비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RI의 경우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 재료비가 기업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 실험용 기자재 구입 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재료비를 절
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업효율성 분석에서 섬유기업의 경우 도로, 철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TRI는 섬
유기업의 경우 자국내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여부
에 관계없이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송비
의 경우 하이펑에서 하노이까지의 비용과 하이펑에서 한국까지의 수송비용
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1940년부터 농촌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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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업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 주변에 조성된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의 경우 중소기
업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양호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
도 정부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인프라 구축
척도가 오히려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8. 인터뷰 대상 기업 TRI의 일반 정보

구분
기업명
업종 분류
기업 규모
위치
고용인원
주력사업
국영기업 여부
기업협회 가입

내용
Textile Rearch Intitute(TRI) - Viện dệt may
섬유
Large-sized Enterprise
478 Minh Khai St., Hai Ba Trung Dist., Hanoi
130명
연구
2007년 민영화
Vietnam Textile & Apparel Association

비고
기준: 상시 고용인원
-

자료: 저자 작성.

TRI는 베트남 섬유기업이 타 국가의 섬유업종과 비교했을 때 생산효율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주로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경영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효율성 분석에서 섬유기업은 사업초기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기업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TRI는 사업초기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며, 이들은 민간기업에 비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Transformation ability)하지 못했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비
효율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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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차입의 경우, 대규모 회사는 외부차입 없이 자기자본으로 경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TRI의 경우 대출 없이는 사실상 경영이 어려우므
로 민간분야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에 따라 자본차입의 방법과
규모가 다르지만, 현재에선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모두에서 차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내수 및 수출의 경우, TRI는 과거에는 수출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내수용 생산과 수출용 생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예전 베트남 기업은
CMD(CUT MAKE DREAM) 방식으로 미국에서 직물과 디자인을 공급받고
베트남에서는 노동력을 투입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섬유제품을 주
로 생산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순이며, 비싼 수송비용
과 각 국가의 섬유제품 수입 규정이 제재로 작용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TRI는 현재 한국 섬유기업과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섬유연구원 다이텍(DYETEC)과 협력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다
이텍은 염색 및 폐수관리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시범
마을을 조성하여 폐수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섬유기술, 염색
기술을 위한 추가 협력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업무처리를 위한 뇌물제공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
으며 이해관계자에 따라 뇌물의 규모와 지급규모가 달라진다고 답했다. 뇌
물이 기업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
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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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2015년 베트남 정부와 세계은행이 발간한 VISION 2035는 △민간기업 육
성을 통한 경제 현대화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 △도시 육성을 통한 투자
유인 촉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소외 계층을 포함하는 복지정
책 추진 △현대화된 법 제정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강화와
함께 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익창출 및 창조와 혁신경제 육성을 주요 목표
로 삼고 있다. 이는 기업의 효율성 증가가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석을 통
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다. 총 1,627개 기업에 대한 효율
성 분석 결과, 평균 9.71의 효율성 지수를 보였다. 업종별 평균 효율성을 살
펴보면 섬유기업 3.7921, 금속제품 4.9649, 목재가공 10.3603, 농식품기업
14.4572, 고무/플라스틱 14.9744이다. 비용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농식품 분야에서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기업존속기간(0.03%), 인프라척도(4.76%), 사업 초기 지원 여부(20.03%),
인터넷 거래 여부(17.0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 가입비중 증가
가 기업효율성 향상에 0.48%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 분야에서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기사용여부
(27.92%)인 반면, 인프라척도(10.32%), 사업 초기 지원 여부(53.56%), 공식분야
대출(1.05%)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가공 분야에
서는 기업컨설팅 유무(67.53%), 노동투입량의 증가(10.26%)가 기업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플라스틱 분야에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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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비중 증가가 기업효율성 향상에 0.39%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금속제품 분야에서는 간접 재투입이 많을수록 기업효율성
향상에 3.69%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율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농식품기업 2곳과 섬유기업 1곳
을 심층 조사하였다. 우선 농식품 분야의 경우 규모가 작은 회사는 노동법규
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노동법규를 준수하
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비중과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효율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
에 가입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 유통기업인 INTIMEX의 경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00%이며,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위에 따른 차등적 임금지급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식품 생산기업인 VNFC는
2016년 8월 5일 노동조합과 사측의 임금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며, 노사 협의
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보다는 기업, 노동조합, 정부기관 등 3자간 협의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반면 임금인상이 기업생
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원료 조달
비가 농식품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NTIMEX의 경우 재료비를 줄이
기 위하여 농민들과 직거래를 하거나 농민에게 선대자금을 빌려준 후 생산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VNFC의 경우 제조공정 비용이 안정
적이기 때문에 원료조달 비용의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하
여 원료인 쌀의 구입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효율성 분석결과 섬유분야의 경우 △인프라척도 △사업초기 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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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부문 대출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연구기업인
TRI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의 비중이 기업효
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효율성 분석에서 도로, 철
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TRI에 따르면 섬유 중소기업은 인프라 이용에 제한이 있고, 인프라 이용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여부와 관계없이 물류비용이 효율성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업초기 지원을 받은 기
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며, 이는 민간기업에 비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
처하지 못했으며,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2013년 조사된 베트남의 농식품, 섬유, 목재가공,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의 5가지 부문 중소기업의 총 1,627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업종별로 비교한 것이다. SFA를 이용
한 비용함수의 경우 업종별 차이가 있지만 전 업종에서 재료 및 에너지 비용
과 자본재가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목재가공과 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만 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농식품 부문의 경우 기업 존속기간과 인프라 접근성, 사업초기 지원
여부, 인터넷 거래 등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섬유부문의
경우 기기사용 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섬유
기업의 경우 사업초기에 지원받은 기업이 공기업일 경우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접근성
이 있더라도 사용비용이 높아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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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I. 서 론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자에게 예금대지
급을 해주고 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예금자에 의한 예금인출사태를 방지
하고 금융안정을 꾀하는 제도이다.1) 1933년 대공황 직후 ｢은행법(Glass-Steagall
Act)｣에 의거하여 미국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발족된 이후 예금보험제도는 급속히 확산되어, 2013년 6월
현재 전 세계 112개국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2) 예금보험제도는

1) Kaufman and Scott(2003), p. 382.
2) FSB(201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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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감독기능과 함께 금융시
장의 안정을 꾀하는 금융안정망(financial safety-net)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며
금융발달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2007년 글
로벌 금융위기 시 예금보호한도를 부분보호에서 전액보호(blanket guarantee)
로 전환하고,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금융위기 극
복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협력체계를 구축하
려고 노력중이다. 아세안 국가가 성공적으로 금융시장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는 아세안 국가의 금융 및 경제제도를 포함한 각종 제도 및 법률에 대한 기
초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이 금융시
장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금융인프라의 한 축
인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성장 잠재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아직 예금보험제도를 도입
하지 않은 미얀마에서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현재 아세안 10개 국가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8개국의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아직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
나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경우에도 보호금액, 보험료율 등에서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효율적 금융시장통합을 이루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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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2011년 민간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금융 및
경제개혁을 추진중인데, 아직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미얀마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산업의 발전 및 금융시장 안정을 모
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IADI의 예금보험핵
심준칙(Core Principles)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의 경제금융 현황,
금융산업 구조, 금융제도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연구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거시경제환경이 건전하고 금융시장의 법적․제도적 하부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양호한 상태일 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단 유인부합적인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이는 다
시 미얀마의 금융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스
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아세안 국가의 금융시장 통합과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및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아세안 8개국의 예금보험
제도를 고찰한다. III장에서는 미얀마에서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설계에
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위해 미얀마의 금융산업의 발전 및 구조,
금융개혁 추진사항 등을 고찰하고,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예금보험제도 핵심
준칙을 중심으로 미얀마에서의 예금보험제도 설계에 대해 조망한다. IV장에
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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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세안 국가의 금융통합과 예금보험제도
1. 아세안 국가의 금융통합의 의의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지역 내에서 금융서비스가 자유롭게 제공
되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가 통합되면 장기적으
로는 아세안 지역 내 투자, 소비 및 무역 등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
을 촉진한다. 원래 1967년 8월 설립 당시 ASEAN은 정치안보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안보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면서, 아세안은 경제공동
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띄기 시작하였다.3) 1997년 12월 아세안 정상
들이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채택하였는데, 이 비전에서
는 아세안 역내에서의 재화․용역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투자
및 자본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선언하였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아세안 국가는 상호협력의 중요성
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아세안 국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선
언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금융협력 체계를 형
성하여 긴급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채권시장부문에서 금융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4) 아세안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들은 금융시장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
환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기관간의 협력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아세안
정상들은 2003년 10월 제9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2차 발리선언(Bali
3) 이충렬(2011), p. 143.
4) 강대창 외(20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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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d II)을 채택하였다. 금융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진행되었다. 2010년 5월에 역내 거시경제감시
기구(AMRO) 설립방안,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예탁결제기구(RSI) 설립
등의 이슈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아세안 각국들은 금융시장통합
과 함께 효과적인 금융안정망(safety net) 구축의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하였
다. 아세안 각국의 금융시장과 제도는 그 발전단계가 서로 상이한데5) 이를
반영하여 아세안 각국의 금융감독기관들도 업무영역에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감독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보험, 증권,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경우 감독기관이 상이하다.
아세안 국가들이 금융시장 통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제도는
중앙은행의 총액결제시스템, 전자거액결제시스템과 예금보험제도, 그리고
증권시장 등이다.6) 그러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의 경우 금융자
산이 선진국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지만, 일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자본시장
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경우에도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어 이렇게 상
이한 금융발달의 단계는 금융시장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자에게 예금대지
급을 해주고 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예금자에 의한 예금인출사태를 방지
5)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규모나 발전수준,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 면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며
매우 다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아세안 금융시장이 통합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예
를 들어 아세안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인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는 가장 작은 경제규모인 라
오스보다 100배 정도 크다. 또한 아세아의 저개발 국가들은 금융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낮아
단일의 금융시장 통합안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 내의 실물 및 금융경제가 상호연계성이 낮다는 한계도 있다.
6) 이충렬(2011), pp. 173~177.

11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하고 금융안정을 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부문 안정성 프레
임워크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주로 건전성 감독과 최종대부자의 협조에 초
점을 맞추어 왔으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예금
보험제도는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 은행도산 방지 등
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예금자보호제도는 국가간 연계성이 높아져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타국의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재빠르게 전이되는 통합금융시대에도 금융
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의 설계에 대한 체계적이 연
구가 필요하다.7)

2. 아세안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가.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부보예금에 대한 보호를 통해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하여
시스템 위기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사후적으로는 신
속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유인부합적으로 설계되지 못할 경우 도덕
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고,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며, 규제․감독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부
실정리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요된다.8)
7) 장기적으로 M&A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통합은 국경을 넘어 진행되고 있는데, 감독시스템과
예금보험제도도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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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는 내재된 유인문제(incentive problem)를 극복하고 예금보험
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인문제로는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 역선택(adverse selection),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분보호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
를 실시하고,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9)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차
등보험료율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
금보험기구 이사회에 부보금융기관의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금융안전
망 참가기구들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하고, 서로 간 협조가 긴밀히 이루
어지고 정보도 원활히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만으로 시스템위기를 방지하고 극복할 수 없고, 금
융시스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전망 기구들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
는 것도 중요하다.10) 나아가 예금보험제도가 시스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 예보의 자금 지원 및 조달기능이 필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부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보험제도 유형은 보험료 수납 및 지급 기능을 가진
보험금 지급(Pay-box)형부터 부실정리 및 조사감독권까지 행사하는 위험최

8)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은 도덕적 해이의 좋은 본보기이다. 저축대부조
합 위기는 감독 및 예금보험제도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단기금리 상승으
로 역마진이 생겨 저축대부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유인이 커진 상태에서, 감독 당국은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다 저축
대부조합의 예금보험기구(FSLIC)는 1980년 S&L에 대한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여 예금자가 시장규율을 행사할 유인을 제거하였다.
9) 전선애(2002), pp. 131~133.
10) IADI(2009), pp.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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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Risk-minimizing)형, 그 중간 수준의 권한과 기능을 가진 기능이 추가된
보험금 지급(Pay-box systems with extended powers)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적으로 위험최소화
(risk-minimizing)형의 예금보험제도가 좀더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안되고 있
으나, 이들 유형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성숙단계까지의 순차적 발전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국의 역사적 경험 및 제도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각국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

나. 아세안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1963년 필리핀을 선두로 가장 최근에는 2011년 브루나이까지 10개의 아세
안 국가 중 8개국에서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역사적․법적 전통, 그리고 금융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의 설계
도 상이하다. 이중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국
가는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1933년에 예금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의
예금보험기구 FDIC를 모델로 설립되었다.11) 필리핀 예금보험기구는 광범위
11) FDIC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1933년 은행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기구로 출발하였다. 1980년대 중반
저축대부조합의 예금보험기구인 연방저축대부조합예금보험공사(FSLIC)가 지급불능에 빠지
자 1989년 금융기관개혁법(FIRREA: Financial Institution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에 의해 저축기관(저축은행 및 S&L)의 예금보험도 담당하였다. 설립 이래 예금자 보호
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FDIC의 법적 권한은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들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위기 후 FDIC가 보
유한 각종 감독 관련 권한이 수정․강화되었고, 그 결과 FDIC는 각종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에 대해 다양한 상시감독권한과 위기 시의 비상감독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게
되었다. 1991년에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의 제정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 및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고 최소비용
정리기준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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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 예금보험기구가 파산한 금융기관의 파산 관재인 및 청
산인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12)

표 1. 아세안 국가들의 예금보험제도 개요
국가

브루나이
(2011)

담당
기관

임무와 권한

BDPC 보험금 지급형

구조

사전적
강제가입
기금적립
여부
여부

기금
규모

연간
보험료

보호대상
예금 최대
0.5%

재무부내
기금

○

○

신기금

인도네시아
(2004)

IDIC

손실
최소화형

정부기구

○

○

부보예금의
0.77%

라오스
(1999)

PPF

보험금
지급형

중앙은행내
기금

○

○

-

말레이시아
MDIC
(2005)

손실
최소화형

정부기구

○

○

총예금의
0.1%
총LAK
예금의
0.1%

부보이슬람
부보예금의
예금의 0.14%
0.03~0.24
부보일반예금
차등료율
의 0.17%

필리핀
(1963)

PDIC

건전성
감독기능의
위험최소화형

정부기구

○

○

p64.6(십억)

총예금의
0.2%

싱가포르
(2006)

SDIC

보험금
지급형

정부기구

○

○

부보예금의
0.13%

부보예금의
0.02~0.07

태국
(2008)

DPA

청산기능의
보험금
지급형

정부기구

○

○

THB52.1
(십억)

부보예금의
0.4%

베트남
(1999)

DIV

건전성
감독기능의
위험최소화형

정부기구

○

○

VND3.7(조)

부보예금의
0.15%

자료: Andrew(2014), pp. 423-443.

선, 기금관리, 부실정리 면에서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12) Walker(2007),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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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와 베트남도 금융부문 개혁의 한 요소로 1999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라오스의 예금보험제도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에
있으며 보험금 지급형(paybox)이다. 베트남의 예금보험제도법은 국무총리실
령에 따라 정비되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아
시아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전액보호로부터 전
환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예금보험제도의 역사는 짧지만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및 국제적 기준이 진화하는 데 발맞추어
2011년 법을 대폭 수정하였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각기 2006년과 2011
년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안전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브루나이, 라오스, 싱가포르와 같이 좁은 권한을 보유한 국가들은 조기에
부실대응을 하기 위해 은행감독 당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명시적
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명시적인 감독권한
을 보유하거나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정리방법을 선택하는데 참여한다. 아
시아 금융위기 이전 혹은 이후에 도입된 모든 예금보험제도는 법령에 예금
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에 기여’라는 목적을 공
식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건전한 위험관리 관행이나
규제비용의 최소화와 같은 목적을 추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예금자의 추
가적인 보호 및 은행파산 시 예금자의 전액보호에 대한 기대감을 제한한다
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아세안 국가의 예금보험제도는 부분보호를 제공하
여 소액예금자들에게는 전액보호를 제공하는 반면 일정 부분의 예금은 보호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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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보험료율 등에서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최대보장 금액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6만 링깃(약 $19,400)이
최대금액인 반면 태국은 1백만 바트(약 $33,000)가 보호 최대금액이다.

표 2. 아세안 국가들의 예금보호 한도
국가

브루나이

(2011)

담당
기관

설명

아세안 회원국 은행들의 브루나이 달
BDPC 러와 외화예금을 최대 B$ 50,000까지
보호

보호한도
/1인당
GDP(%)
-

화폐단위

375

Rp 2bil

220,00
64.9
0

LAK 15mil

1,880 1.5

20만 루피아까지 보호

라오스
(1999)

모든 13개 회원 은행들에게 필수. 기관
PPF 당 예금자 1인당 20,000,000 Kip 까지 보
호(US$ 1,000 혹은 30,000 태국 바트화)

-

GDP
배수

BD 50,000 38,565 1.1

인도네시아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은

인도네시아
IDIC 행들에게 필수. 기관당 예금자 1인당
(2004)

$금액

모든 상업은행과 이슬람 은행들에게

말레이시아
MDIC 필수. 기관당 예금자 1인당 RM 60,000
(2005)

234

RYM 250,000 78,889 2.6

모든 예금 취급 기관들에게 필수. 기관
당 예금자 1인당 P 500,000까지 보호

564

P 500,000 11,414 4.9

싱가포르
(2006)

모든 종합은행(full banks)과 금융기업
SDIC (finance companies)에게 필수. 금융기
관당 예금자 1인당 S$ 20,000까지 보호

35

S$ 50,000 38,565 0.8

태국
(2008)

태국 바트화 예금, 해외은행 지점들을
포함하는 모든 보험가입 기관들에게
DPA
필수. 기관당 예금자 1인당 1백만 바트
화까지 보호

690

THB 1mil 31,700 6.1

모든 예금 취급기관에 필수. 금융기관당
예금자 1인당 5천만 동 (VND) 까지 보호

225

까지 보호

필리핀
(1963)

베트남

(2000)

PDIC

DIV

VND 50 mil

2,377 2.1

주: ( ) 안의 수치는 설립연도임.
자료: Walker(2007), pp.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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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얀마의 금융산업과 예금보험제도 도입
1. 미얀마의 금융산업
가. 2003년 예금인출사태와 그 이전 현황

1) 2003년 이전
경제의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금융시스템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의 구조개혁과 근대화를 촉진한
다. 금융시스템은 일국의 경제성장의 바퀴이며, 지난 수십 년간의 체제전환
국들의 경험을 보면 건전한 은행의 존재 없이 시장경제의 성장을 달성하기
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금융산업은 지난 40
여 년에 걸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1962년 군사 구테타로 Ne Win 장군의 군사독재정권이 취임한 이후 ‘버마
식 사회주의’가 도입되면서 스탈린식 계획경제가 도입되었다. 1963년 금융
시스템이 국유화되었고, 1969년에는 국유화된 모든 은행들이 The Peoples’
Bank of the Union of Burma라는 단일기관에 합병되었다. 1972년에는 Union
of Burma Bank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75년 이 기관이 중앙은행인
Union Bank of Burma와 외환거래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Myanmar
Foreign Trade Bank(MFTB)로 분리되었다. 이후 상업은행으로서 예금수취를
위해 Myanmar Economic Bank(MEB)가 설립되었고, 농업부문의 자금공급을
위해 Myanmar Agricultural Bank(MAB)가 설립되었다. 또한 국유독점기관으
로 Myanmar Insurance Corporation(MIC)이 설립되어 보험산업을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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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3)
1988년 정권을 잡은 ‘국가법과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는 버마의 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들
을 취하였는데, 금융부문을 ‘자유화’ 하는 일련의 법령들을 도입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령은 1990년대에 도입된 ‘미얀마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of Myanmar Law)’과 ｢미얀마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yanmar
Law)｣이다. ｢미얀마중앙은행법｣은 새로운 중앙은행으로 미얀마 중앙은행
(CBM: Central Bank of Myanmar) 을 설립하고 CBM에 은행감독권한을 부여
하였다. 아울러 금융자유화와 같은 금융개혁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3단계에 걸친 금융자유화의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첫째
단계에서는 국내 민간은행을 허용하고 외국은행에는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
며, 둘째 단계에서는 일부 국내은행이 외국은행과 합작회사(joint ventures)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셋째 단계에서는 외국은행이 독립적인 영업을 허
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최초의 국내민간은행이 설
립되었고 첫 번째의 외국은행 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이외에 1993년 중기국
채 발행, 1996년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등 폭넓은 금융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화가 부족해지자 9개 민
간은행의 외화거래 면허를 취소하고, 1996년에는 외국계 은행(Asian Wealth
Bank, Thai Farmers Bank)과의 합작은행 설립 계획을 유보하는 등 금융개혁
이 후퇴하였다.14)

13) Turnell(2002), p. 5.
14) Ibid., p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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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 예금인출사태
2003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
이 확산되며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였다. 미얀마의 2003년 은행위기 시 미
얀마중앙은행(CBM)은 운영도 독립적으로 되지 못했고, ‘최종대부자’로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시스템 위기를 촉발하는 조치들을 취해 위기를 확산시켰다.
미얀마의 금융위기가 촉발된 직접적 계기는 2002년 후반, 비공식적 금융
회사가 도산하면서부터이다.15) 이들 기관은 은행에 부과된 상한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월 3~4%의 금리를 투자자들에게 약속하였는데 이는 아무리 금융
경제환경이 호황이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활동에 투자해서는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업, 건설, 상품거래 등에 투
기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이는 도박신디케이트나 폰지스킴에 불과하였다.
이들 비공식 금융회사는 ‘금융기관에 관한 미얀마법’에 근거하여 허가된 예
금수취기관이 아니었다.16)
비공식 금융회사가 도산하면서 은행들도 ‘전염효과’에 의한 예금인출사태
와 손실을 겪게 되었다.17) 은행의 자금세탁문제도 예금인출사태를 촉발하여
위기를 악화시켰다.18) 2001년 9월 미국의 9.11사태 발생 이후 자금세탁문제
15) Turnell(2003), pp. 274-278.
16)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예금자를 ‘주주’라고 칭하였다.
17) 이런 의미에서 2003년 미얀마의 금융위기는 최근에 자유화된 ‘금융회사’ 부문의 사기와 경
쟁력 부재로 초래된 태국의 금융위기와도 맥을 같이한다.
18) 미얀마 은행은 오래 전부터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소문이 퍼져있었고, 은행법
에 반자금세탁방지 관련 조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OECD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금융활동책무반(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은 미얀마를 ‘비협
조적’인 국가로 지정하고 있었다. 미국무성(State Department) 또한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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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자 미얀마 정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비합법적 방법에 의해 획득한 자금 및 자산 통제에 관한 법
(Law to Control Money and Property Obtained by Illegal Means)｣을 공포하였
다. 이 법이 제정되자, 2002년 6월 특정 예금자가 대규모 자금을 인출하는
등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였다.
미얀마 재무부장관 Khin Maung Thein이 정치스캔들로 사퇴한 것도 금융
위기를 악화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사건은 금융회사의 파산
에 따른 전염효과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이른 2003년 2월 1일에 발생하였
다. 재무장관이 금융위기 관련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이상의 공식적
인 발표는 없었지만 이 스캔들에 미얀마의 가장 큰 대형 시중은행이 연루되
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중국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는데 소문의 진위에 상관없이 2월 초에는 예금
을 인출하고자 하는 예금자들로 모든 시중은행은 장사진을 이루었다.19)
한 두개의 은행에 국한된 국지적 위기가 며칠 사이 ‘예금인출사태’의 시스
템 위기로 번지자, 2월 11일 CBM의 총재 Kyaw Kyaw Maung이 금융기관법
에 의해 설립된 모든 20개의 민간은행의 뒤에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하고 있
다고 선언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20) 유동성 부족을 겪은 은행들은 예금자
의 예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초기에 임의적인
약거래에 주목하고, 마약거래로부터 초래되는 자금세탁 부분에 대한 대처를 위한 법규가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무성은 미국의 은행과 금융기관이 버마에서 발
생하거나 버마를 통해 거래되거나, 혹은 버마에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포함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찰할 것을 요구하였다.
19) 이중 최근 급격히 성장한 Asia Wealth Bank, Yoma Bank, Kanbawza Bank, Mayflower Bank
그리고 Myanmar Oriental Bank가 심각한 자금인출사태를 경험하였다.
20) Barne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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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이 취해져서 은행 간 혹은 동일한 은행의 지점간 서로 상이했지만, 2
월 17일에는 모든 은행들이 일주일내 예금자당 인출가능한 금액을 50만 차
트로 제한하였으며, 이후 일부 은행은 최대금액을 10만으로, 다른 은행은 5
만으로 제한하였다.21)
은행위기는 일반적으로 통화위기와 함께 발생하며, 자국의 화폐는 약세가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차트가 저장가치보다는 교환가치, 특히 매일의 소액
거래의 수단으로 필수불가결하였기 때문에 차트화의 비공식적인 시장환율
은 오히려 강세를 띄었다. 즉 금융위기에 따른 ‘flight to quality’는 달러로의
도피가 아닌 차트화 은행예금으로부터 차트화 현금으로의 도피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체계적인 은행위기가 이제 체계적인 유동성 위기로 확산되었
다. 금융위기로 체크, 송금, 신용카드, 직불(debit)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수단
의 기능이 멈추었고, 2월 26일 CBM은 모든 계좌의 이체거래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22)
은행위기, 인출제한,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부분적 정지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생산과 분배가 중단되었다. 대부분의 미얀마 국민이 은행계좌
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기업가나 고용주는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었
다. 위기가 발생하자 섬유, 신발공장, 건설, 어업,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과 연
계된 활동에 종사하는 고용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공
급자 및 배급자들도 영향을 받았고, 계약자 및 교통편의 제공자들도 악영향

21) Turnell(2003), p. 309.
22) 상이한 계좌, 상이한 은행, 혹은 동일은행의 상이한 지점 간 이체를 통해 인출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는데, 이는 미얀마 은행이 중앙집중적 계좌관리 기록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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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달러를 버는 기업가들도 미얀
마 국내 지역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달러화를 차트화로 교환하지 못하
여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가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 가운데, 미얀마 경제는
현금 및 물물교환경제로 회귀하였다.23)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 CBM은 구두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2
월 21일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CBM은 Asia Wealth Bank, Yoma
Bank 그리고 Kanbawza Bank에 대해 공동으로 250억 차트의 대출을 4%의
이자에 주택담보 등을 통해 해주었다.24)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원이 없
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묵인하에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리콜(recall)’하는 조
치를 취했다. 2월 초에 시중은행이 취한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유동성 부족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리콜은 대출금의 20~50%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기가 진전되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50%까지 리콜을 하기도 하였다. 예
금인출제한조치와 함께 이러한 대출 리콜 선포는 미얀마 기업에 커다란 피
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25)
2003년 5월, 위기가 끝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예금자들은 은행예금에의
접근이 어려워지자 동결된 예금계좌의 ‘유통시장’이 생가나기 시작하였다.
정부로부터 공적인 도움이 없는 가운데 은행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하였다. 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23) Turnell(2003), pp. 313-314.
24) 그러나 대출은 2002년 6월 현재 총예금의 3.5%에 불과하여 위기를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부
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 미얀마 기업과 개인들은 대출상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산을 팔거나, 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생활규모를 축소하여야 했다. 어떤 차입자는 주택대출금의 25%를 하루만에 상환
하라고 통보를 받거나, 직업을 잃거나, 임금지불이나 물품공급대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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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많은 국민들이 현금을 사용하고 물물교환 등의 후진적인 거래관행이 지
속되었다.

나. 금융산업 구조
미얀마의 금융산업은 은행과 소액대출기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
식적인 금융산업은 은행시스템, 신용협동조합,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비
은행 금융기관 등 4개의 주요 부문으로 분류된다. 이중 은행이 전체 금융시
스템 자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은행들은 미얀마 정부나 국
내 민간부문이 소유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 개방은 외국계 은행의 사무소
설립만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계은행과 국내은행의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고, 외국계은행의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
이다. 미래의 은행시장 개방의 기대감에 힘입어 2012년 이후 외국은행이 개
소한 외국사무소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2013년 10월 현재 34개의 외국사
무소가 있다.
보험업은 1963년 국유화 이후 국영보험사인 미얀마보험(Myanmar Insurance)
이 보험산업을 독점해 왔으나, 2012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2개의 신규 민
영보험사 설립을 허가하였다. 신정부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증권시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회사채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
다. 한편 보험업과 증권업의 비중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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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얀마의 주요 여신금융기관

주요 국영은행(3)
(미얀마경제은행,상업투자은행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민간은행(19)

특수목적 국영은행
(농업개발은행)

비정부기관
(PACT-UNDP 등)

정부기관
(소액대출공사, 소액대출감독공사)

전당포 등 사금융기관

협동조합

제도권

비제도권
중소기업, 농민, 저소득층대상
소액대출서비스 제공

자료: 이효찬, 황나연(2013).

1) 은행산업
미얀마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소유 구조에 따라 분류되는데, [표 3]에서와
같이 4개의 국영은행(SOBs), 10개의 준국영은행(PSGBs) 그리고 11개의 민
영은행으로 구분된다. 전체 은행의 총자산은 MMK 23조로 GDP의 50%에
달하며, 이중 4개의 국영은행의 총자산은 MMK 15조로 국영은행의 점유율
이 높다.26) 준국영은행은 정부의 각 부처, 군부, 혹은 시당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26) 3대 민간은행(Kanbawxa bank, Myawaddy bank, CB bank)이 자산기준으로 전체 민간금융시
장의 약 60%를, 상위 10개 민간은행이 9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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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현재 1,003개의 은행지점이 있는데 이중 50%는 국영은행의
지점이다. MEB와 MADB 등 국영은행의 지점은 미얀마 전국에 걸쳐 위치하
고 있으며 숫자도 안정되어 있고, 준국영은행 및 민영은행의 지점들은 최근
급속히 지점 수를 늘리고 있다. 2010년 현재 지점의 50% 가량은 6대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민영은행은 1990년대 이전에는 설립이 허가되지 않
았지만, 최근 급속히 성장하여 대출기준으로 본 시장점유율은 거의 80%에
달한다. 은행 총보유자산은 8.4조 차트(약 94억 달러, 2012년 기준)로 전년대
비 37.4%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0%대의 높은 성장세를 차지
하였다. 전체 은행대출의 80%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중소기
업 및 서민층 대출시장은 사금융과 소액대출기관27)에 주로 의존한다.
상업대출은 대체로 (갱신이 가능하나) 1년 만기이고, 3년까지의 장기대출
은 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나 Myanmar Small and Medium
Industrial Development Bank(SMIDB) 등으로부터의 특정목적의 대출의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인 CBM의 허가하에 ‘hire purchase
loans’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까지 상업은행들은 외환거래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얀마 가계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미얀마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없었다. 상업은행의 예금은 요구불 예금,
저축예금, 12개월까지의 장기예금(소액의 저축증서)에 한하며, 수표, 지급명령
혹은 신용 이전, 직불(debit)카드 등을 이용해 비현금지급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거액거래를 제외하고는 현금이 주요 지급수단이다.

27) 미얀마농업개발은행(MADA), 소액대출공사(MSLE)(사금융기관인 전당포에 대한 관리도 담
당), 소액대출감독공사(MSE) 등의 정부기관, 전당포 등 사금융업체, 협동조합, NGO 등 다
양한 정부 관련 기관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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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얀마 은행산업 구조
종류
국
영
은
행

은행명
미얀마농업개발은행(MADB)
(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미얀마경제은행(MEB)
(Myanmar Economic Bank)
미얀마외국무역은행(MFTB)
(Myanmar Foreign Trade Bank)
미얀마투자상업은행(MIC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Co-operative Bank
Innwa Bank
미소은행(Microfinance Bank)
미얀마 시민은행(Myanmar Citizen Bank)
미얀마 건설주택개발은행
(Myanmar Construction and Housing
Development Bank)

상부기관 혹은 통제기관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Co-Operatives
Myanmar Economic Cooperation, 국방부와 연계
Ministry of Co-Operatives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건설부, 2014년에 설립
(Ministry of Construction)

준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 국방
국 Myawaddy Bank
부와 연계
영
국경부
농업개발은행
은
(Ministry of Border Area)
행 (Rural Development Bank)
중소산업개발은행(SMIDB)
산업부
(Small and Medium Industrial Development
(Ministry of Industry)
Bank)
만달레이시개발위원회
Yadanabon Bank
(Mandalay City Development Committee)
양곤시은행
양곤시개발위원회
(Yangon City Bank)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Asia Green Development Bank
Htoo 그룹
Asia Yangon Bank
U Myo Paing
Ayarwaddy Bank
Max Myanmar 그룹
First Private Bank
Public Ltd. Company
축산 및 수산업 협회
민 Global Treasure Bank
(Livestock and Fisheries Association)
영
KBZ그룹
은 Kanbawza Bank
행 Myanmar Apex Bank
Eden그룹
Myanmar Oriental Bank
25개의 주주, Kyi Kyi Than이 주요 주주
Tun Foundation Bank
MGS Beverages Co., Ltd.
United Amara Bank
IGE기업
Yoma Bank
FMI그룹
자료: GIZ(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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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대출업
소액대출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ions)은 담보없이 소액대출 업무
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28)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저소
득층과 소규모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득창출을
위한 대출, 농업자금 대출, 의료비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여신업무를 수행
한다.
신용협동조합사회 및 소액대출기관은 저소득 가계의 대출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이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총대출은 전체 금융시스템 자산의 1%에도
못 미친다. 주요 소액대출기관은 농업개발은행(MADB), 비정부기구(NGO),
협동조합 등이다. 농민지원에 특화된 특수은행인 농업개발은행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PACT-UNDP가 전체 대출의 52%를 점유한다.
농업개발은행(MADB)은 국영은행인 미얀마경제은행(MEB)으로부터 자금
을 제공받아 농민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는 PACT-UNDP는 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대
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점망을 갖춘 협동조합은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낮으나 가장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민간은행은 담보설정의 어려움과 부실여신 발생 가능성으로
소액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29)

28)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사
용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빈곤완화를 위해 1997년 UNDP에 의
해 도입되었으며, 2011년 소액금융법을 통해 제도화 되었다.
29) 2012년 기준 전체인구(6,400만 명, IMF 추정치) 중 약 5%(280만 명)만이 소액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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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액대출기관 관련 주요 규제

구분

내용

협동조합, NGO, 국내외 회사 및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지위

예금 수취기관: 3천만 차트 이상, 비예금 기관: 1.5천만 차트 이상

자본금

대출과 예금 업무(선택 가능)

업무
대출금리

최고 연이율 30% (최고 월이율 2.5%)

예금금리

최저 연이율 15% (최저 월이율 1.25%)

자료: 이효찬, 황나연(2013).

소액대출업 진출에 대한 규제는 은행업에 비해 약하며, 소액대출업에 대
한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이나 영업과 관련된 제한규정은 없다.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은 1.5천만~3천만 차트이고, 최저 예금금리(15%)와 최고 대출금리
(30%)로 예대마진폭은 15%수준으로 은행(예금: 8%, 대출: 13%)보다 높고
예대마진폭도 큰 편이다.
표 5. 미얀마 소액대출 현황
대출

분류

기관명

국영 MADB
은행 MLSE
민간
MLFDB
은행
PACT _UNDP
PACT MFO
NGO
GRET MFI
Save the children MFI

예금
평균
대출 대출 예금
전체
지점수 대출자
수
잔액
계좌수
예금
(개) (천명) (백만) 금액 (천)
(백만)
(천)
205 1,420.0 84,000 59.2 1,720 86,891
143 208.8 31,341 150.1
52
105
16
4

-

-

-

-

규제
평균
예금
금액
(천)
50.5
-

규제 규제
여부 기관

O 재무부
O 재무부
중앙
O
은행
10,930 30.0 X
O MSE

365.4 52,701 144.2 420.1
57.1 4,234 74.1
예금
6.2
840 136.5
O
미취급
7.7
368 47.5 7.7
25,976

3.4

O

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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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대출
분류

기관명
세계비전 MFI
근접설계 MFI
AMDA
합계

중앙협동사회 MFIs
협동
조합 예금신용금융
협동조합연합
농업 쌀전문회사
전문
회사 기타농업전문회사
여성연합
연대개발협회 연합
지역기반 조직
계

예금

대출 평균
예금
지점수 대출자
대출 계좌수
수
잔액
(개) (천명) (백만) 금액 (천)
(천)
12
13.3 1,910 143.8
8
16
3,114 194.6
1.5
55
36.5
1.2
165 137.9
46
1,652

32.9

1,126

34.3

32.9

476.6 16,500 34.6

476.6

전체
예금
(백만)
340

규제
평균
예금
금액
(천)
-

규제 규제
여부 기관
O
O
X
-

10.4 O

MSE
MSE
MSE/
CCS

24,200 50.8 O

CCS

38

57.5

20,093 349.4

-

-

-

X

-

22

140

20,000 142.9

-

-

-

X

-

-

X

-

16
2,293

4.8
48
10
2.809 236,496 119.8 2,657.4 122,388.2

X
-

자료: 이효찬, 황나연(2013).

비공식적인 금융매장은 대금업자나, 국내 및 국경 간 현금이체를 담당하
는 훈디(hundi bankers)를 포함한다.30) 전당포는 지역정부에 의해 인가를 받
고 Myanmar Small Loans Enterprise와 공동으로 감독을 받는다. 이들은 주로
인구가 많은 농업 및 시장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30) CBM(2012); Foerch, Thein and Waldschmidt(2013); Duflos et al.(2013); OECD(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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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얀마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방안
2011년 출범한 민간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재무부 산하 중앙은
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금
융선진화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개혁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예금자를 보호하고 예
금보험기구에 주어지는 권한의 정도에 따라 부실정리에도 참여할 수 있어
금융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예금보험제도는 미얀마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의 경쟁을 강화하고 예금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는 금융산업에서 은행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국영은행의 비중
이 높다. 미얀마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형의 민간금융기관이 대형
의 정부소유 은행과 경쟁할 때도 동등한 자격으로 예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
능하다. 예금자는 규모가 크거나 은행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거나, 혹은 대형
은행은 필요 시 정부의 도움을 받으므로 안전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한
다. 정부소유 은행의 경우, 명시적이 아니라면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정부
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대지급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는 소형 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에도 동일한 보장
을 제공하여 예금의 유입을 장려하여 예금의 성장을 가능케 한다.
미얀마는 현재 금리 및 기타 규제로 인해 영업의 확장이나 경쟁이 제한되
고 있지만, 이후 금융개혁으로 규제환경이 자유화되고 은행 간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많은 준국영은행, 특히 소규모의 특화된 기관
의 수익이 악화될 것이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형의 다변화되어 있지 않
은 준국영은행들이 상업적으로 생존이 어려워지고 이들 은행은 건전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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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병되면서 은행구조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소수의 은행들로 재편될 가능
성도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외국계은행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 은행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
은행은 부실한 국내은행을 합병하여 은행부문의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지급불능에 처한 부실한 은행이 합병되거나 파산
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
고 또한 주어진 권한에 따라 경쟁적인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은행이 위험추
구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금보험제도는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발전도 촉진한다. 예금
을 수취하는 소액대출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구에 의해 보호되면 이들이 다
른 예금기관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거시경제안정, 건전한 은
행시스템, 금융안전망에 포함되는 금융기관들의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에
기여하고 또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제도의 확립, 법적틀의 발전, 건전한 회
계 및 공시 체계의 확립 등에도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규제받는 금융기관과 규제받지 않는 금융기관의 차별화가 가능하
다. 예금보험제도가 충분히 알려져 있다면 피라미드 스킴이나, 허가를 받지
않는 유사금융기관의 예금수취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 2003년도와 같은 예
금인출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가. 예금보험제도의 핵심준칙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예
금보험기구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에 IADI와 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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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for Bank supervision)는 금융안정위
원회(FSB: Financial Supervisory Board)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 규범을 정립
하였는데,31) IADI와 BCBS는 2009년 3월 ‘예금보험 핵심준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을 작성하였고, 이후 2010년 12월에
는 ‘예금보험 핵심준칙 평가기준(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 A methodology for compliance assessment)’을 확정하였다. 2011년
4월에는 핵심준칙이 FSB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12개의 국제규범(Key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s)중 하나로 확정됨에 따라 G20 차원의
국가별 이행평가(peer review),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에 편
입되어 각국의 예보제도에 대한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그동안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금융감독제도의 변동을
반영하고 기존 핵심준칙과 평가기준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개정된 핵
심준칙이 발표되어 사용되고 있다.32) 기존 ‘핵심준칙’과 ‘평가기준’은 전문,
전제조건(preconditions), 18개 핵심준칙과 각 준칙별 평가기준, 부속서
(annex)의 체계로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제정 경과, 평
가기준 활용 방법, 용어정의, 실무 고려사항 등이, 전제조건 항목에는 예금
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외적 요소로서 경제 및 금융시스템
평가, 거시경제 안정성, 건전한 금융시스템 및 지배구조 등 예보제도에 필요
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다.33)
31) 예금보험공사(2012), pp. 37~40.
32) 기존 핵심준칙과 개정된 핵심준칙의 비교는 [표 6] 참고.
33) 예금보험공사(2012),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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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금보험 핵심준칙과 평가기준 체계도

전문

제정 경과, 평가 관련 고려사항 등

경제 및 금융시스템 평가
거시경제 안정성
건전한 금융시스템 및 지배구조
강력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 완비된 법률,
회계, 공시체제

전제조건

(Preconditiion)

준칙 및
평가기준 구성

국가별 예금보험제도의 목표, 책무와 권한,
지배구조, 타 금융안전망 참여자 관계,
국가간 이슈, 강제가입 및 보호한도, 기금,
대국민 홍보, 법적보호, 부실정리,
보험금 지급, 자산회수 등

18개 준칙
18개 준칙 및
평가기준
준칙별
평가기준
부속서

●
●

●
●

필수기준(Essential criteria)
보조기준(Additional criteria)

시스템위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전제조건(precondition)검토 시 평가 권고사항 등

자료: 오승곤(2015), pp. 80.

본문에 해당하는 18개 준칙 및 평가기준에는 예금보험제도의 목표, 책무
와 권한, 지배구조, 타 금융안전망 참여자와의 관계 등 18개의 핵심준칙 조
항들에 대하여 개별 준칙별로 필수기준(Essential Criteria)과 부수적기준
(Additional Criteria)이 제안되어 있다. IADI의 핵심준칙은 효과적인 예금보
험시스템의 핵심원칙 및 전제조건으로, 예금보험기구의 책무를 명문화함으
로써 재량적 결정의 범위를 줄이고,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증
진하고, 파산하는 부보기관의 정리비용이 과다하지 않게 하며, 부보기관의
도산사태에 대해 질서있게 대응하고, 부보기관이 파산비용을 조달하는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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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을 제공한다. 핵심준칙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보기구의 보험료 징수 및 기금관리, 부실정리, 위험의 차등평가 등을 위한
관련 법률, 회계 및 공시제도, 정리제도 등의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
다. 또한 예보기구는 법률로 조직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에는 시스템 위기 시 예금보험제
도의 역할과 전제조건 검토 시 평가 권고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34)

표 6. 개정된 예금보험 핵심준칙 주요 내용 요약35)
핵심준칙

핵심준칙 주요 개정내용

1. 공공정책
목표

- 공공정책 목표에 대한 정기적인 내․외부기관의 검토 요구
- 추가적인 공공정책 목표 도입 시 기존목표와 일관성 유지(§2, 4)

2. 책무와
권한

- 보험료, 부과금, 예금이전 등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명시
- 예보기구의 권한이 열거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

비고
신규목표 도입
관련 필수기준
추가
기존 준칙
2.(책무)와
3.(권한) 통합

- 예보기구의 지배구조는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4)
-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기준 추가
이해상충,
- 업무 연속성을 위해 예보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이나 임원의 임기
의사결정기구
가 일정 시차를 두도록 함(stagger system)
3. 지배구조
관련 필수기준
- 예보기구는 책무의 이행 정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받고 있음
추가
- 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 금융안전망기구의 대표(들)는
의장이 되거나 다수를 차지할 수 없음(§8)
- 정보보안은 명시적인 법 등을 통하여 준수되는 데, 이는 금융안전
4. 다른 금융
복수예금보험
망기구 간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안전망참여
기구 관련
- 복수예금보험기구(우리나라 해당)가 존재할 경우 이들 간에 적절
자와의관계
필수기준 추가
한 정보공유 및 공조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4)
- 예보기구가 타 국가 내 예금을 보호해야 할 경우 등 복수 예보기구
기존내용
5. 국가간이슈 가 관련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의 책임, 보험료 결정, 대
재정리
국민 홍보와 관련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합의)을 체결

34) 예금보험공사(2012), p. 38.
35) 오승곤(2015),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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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핵심준칙

핵심준칙 주요 개정내용

- 예보기구는 자체적인 비상계획,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정
기적으로 점검(§1, 2)
- 시스템 위기 대응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안전망에 예보기구가 구
6. 비상계획
성원으로서 참여하며, 정기적 비상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에도 참여
수립 및 위
(§3, 4)
기관리
- 예보기구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대국민 홍보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모든 금융안전망 참가자를 포함하는 사전․사후 위기관리 소통 계획
의 수립에 참여(§5)
- 감독당국의 인허가 요건이나 부보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서 예보제도에 편입되는 은행은 1년 안에 이를 해소(§2)
7. 부보가입
- 부보가입 취소 시 해당 예금자에게 기존예금의 일정기간 보호를 지
체없이 통지
- 보호대상 상품의 정의가 명확하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저해하지
않음.
- 보호한도는 공공정책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기적(예를 들면
8. 보호한도
최소 5년마다)으로 검토
및보호대상 - 국적과 거주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7)
- 복수 예보기구 운영시 보호한도의 차이가 예보제도의 효과성과 금
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8)
- 자국 내 널리 유통되는 외화예금은 보호대상(§9)
- 예보기구 최초 설립 시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은 가능
하나, 후일 예보기구가 부보기관 보험료 경감 전에 전액상환(§3)
- 긴급 유동성 조달방안은 사전에 준비
- 목표기금 규모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목표기금 달성을 위한 합리
적인 기간을 설정
9. 기금재원
- 기금운용 시 과도한 은행투자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마련(§7)
및 사용
- 예보기구가 정리당국이 아닌 경우, 파산 이외의 정리방식 적용을
위하여는 예보기구가 일정한 조건하에 예보기금 사용을 허가(§8)
- 예보기구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세율은 예보기금 적립을
저해할 만한 수준이어서는 안됨.(§9)
- 차등보험료제 실시할 경우 투명성, 등급 차별화, 비밀유지
- 대국민 홍보 관련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다양한 홍보 수단을
구비하고 상시적인 홍보를 추진
10. 대국민
- 인지도 목표치 같은 홍보목표는 공공정책 목표와 책무에 맞게 설정
홍보
(§4)
-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배정
- 예금보험관계 표시는 법에 따라 의무화
- 법적보호의 법률 명시 및 임직원 및 대리인 등 법적보호 대상 구체화
- 손해배상 청구나 판결로부터 법률에 의하여 보호
11. 법적 보호
-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이해상충의 사전 고지 및 행동강령
준수 등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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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신규 도입

가입요건 관련
필수기준 추가

기존준칙
9. (보호한도)와
10. (전액보호에
서 부분보호제
도로 전환) 통합
및 필수기준추가

초기설립비,
기금투자, 세율
관련 필수기준
추가

홍보목표 관련
필수기준 추가

기존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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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핵심준칙

핵심준칙 주요 개정내용

12. 부실관련
자에 대한
책임추궁
13. 부실 조기
발견 및
적기개입

- 관련 당국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예보기구나 관련 당국은 부실책임 추궁을 위한 정책 및 절차구비
(§3)
- 예금보험기구는 부실조기발견 및 적기개입 체계의 일원
- 조기발견 및 적기개입 체계는 적기개입 및 시정조치의 개시를 위한
계량적․비계량적 기준 명시
- 법률체계에 특별정리제도(SRR)를 포함할 것을 명시
- 정리당국은 은행의 주요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정리방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경영진의 교체 및 해임,
계약의 종료, 자산 부채의 이전 및 처분, 채권의 상각 및 출자전환,
그리고 가교금융기관의 설립 등의 방식을 포함
14. 부실정리 - 국적 및 거주지를 이유로 예금자를 차별하지 않음(§7)
-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사법부는 정
리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대신에 사법부의 법적 구제 수단은 금전
적 보상으로 제한(§8)
- 정리체계는 금융거래 중단에서 선택된 정리방식의 이행까지 소요
되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9)
- 예보기구는 7영업일 이내에 대부분의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만약 예보기구가 현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제도 실행
을 위한 명확한 도입 일정(예 2년 이내) 등이 있어야 함(§2)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부보기관에 예보기구가 지정한 형식
으로 예금자 정보를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부보기관의 동 정보의 산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IT 시스템 및 데
15. 예금자에 이터 검사가 가능
대한 보험 - 보험금 지급 매뉴얼 및 영업정지 매뉴얼 등 구비
금 지급 - 부실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금 지급절차 및 정리절차의 성과와 실
패를 검토(§6)
- 예대상계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
서 실행(§8)
- 미결제항목(transit items)에 대한 처리기준 제시(§9)
- 예보기구가 청산인이 아닌 경우 청산인의 예보기구에 대한 협조 의
무 규정(§10)
- 예보기구는 법에 정한 채권 순위에 따라 회수할 법적 권리 보유
-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및 처분은 영리적/경제적 판단에 의거
16. 회수
(§4)
- 금융안전망기구 대리인 및 전문 용역 제공업체 등은 청산인으로부
터 자산매입 불가(§5)

비고
부실책임 추궁
관련 필수기준
추가
기존내용
재정리

특별정리제도
의 명시와
예금자 차별,
사법부의 법적
구제, 정리시간
최소화 등의
필수기준 추가

신속한
보험금지급,
상계,
미결제항목,
청산인의
협조의무 등의
필수기준 추가

자산관리/처분
근거 및
이해상충
방지의
필수기준 추가

주: ( ) 안은 필수기준(Essential Criteria)으로 개정안에 신규 추가된 항목.
자료: 오승곤(2015).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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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얀마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나라마다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의 역사와 환경이 상이하고, 법적체계나
시장의 관습 등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국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보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예금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 도입 시
거시경제와 은행산업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이 시행
되지 않아 거시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환율불안정 등이 발생
하여 은행부문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예금보험기구나 다른 금융안전망 기구
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전염될 것이다. 은행시스템이 건전하지 않을 때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역시 예금보험기금의 부족이나 효율적인
부실정리 절차의 미비 등의 이유로 도입 초기부터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건전성 규제 및 감독체계가 사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제도도입 초기 부보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예금보험기구의 위험을 최소
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도입되면 이에 대
해 예금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불법 예금수취 활동을 억제하고, 허가받은 비
은행기관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예금 및 저축
을 증가시킨다. 금융 소비자들의 시장규율에 필요한 금융회사 정보공시와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회계원칙도 준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도가 구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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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환경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간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1년 GDP 성장
률은 5.9%, 2012년은 6.4%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국민소득 증가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력, 통신 등 국가 인프라 구축과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추
세이다. 노동비용이 주요국에 비해 낮아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부
각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경이 맞닿아 있어 물류 요충지
로서의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

2)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미얀마 금융산업은 2003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현금 및 물물교환이 성
행하면서 위축되었다. 그러나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금융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예금 및 대출의 규모가 증가하고 건전성이 회복되는 추세이다.
미얀마의 은행감독제도는 아세안 지역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전 국민의 5~10%만이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
관련 규제가 미비하여 정부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불법대출이 행해지거나
돈세탁이 성행하는 등 은행이 간접금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
다. 국영은행, 준국영은행, 그리고 민영은행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일부 국영은행인 MEB, MADB, 그리고 SMID를 제외
하고는 제공하는 상품의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금리 및 다른 규제들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신용배분에 있어서도 시장의 힘이 작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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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담 및 각종 규제로 은행의 수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MEB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MADB
의 수익 또한 총자산의 1% 미만이며, 이도 대부분 정부의 기여에 힘입은 것
이다. 준국영은행 전체로 2012~13년에 자기자본의 2%, 자산의 18%의 수익
을 기록하였으나, 은행별 수익상태는 상이하다. 2012년 3월 현재 대출비율
은 준국영은행의 총자산의 38%에 달하는데 이는 아세안의 다른 은행시스템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총자산에서 현금이나 정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
이 50%이상을 차지한다.36)

표 7. 아세안 국가 간 은행 건전성 규제 비교

미얀마

유동성비율

총부채의 2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

최소
순요구자산
의 3~5%

없음

-

19%

10%

10%

8.5%

있음
없음
1

1~5%
있음
4

있음
있음
4

-

61;181;361

90;180

25%

25%

25%

10%
필요지준율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의
8%
(CAR)
10%
일반대손충당금 대출가치의 2%
있음
특정대손충당금
있음
있음
3
4
대출분류
분류소요기간
180;360;720 90;120;180
(일수)
단일개인
20%
20%
대출비율

태국
예금 및
차입대미
유동자산의
6%이상

자료: OECD(2014), p. 198.

36) 보수적인 대출관행으로 인해 대출 부실율이 상당히 낮다. 2012년 3월 현재, 공식발표수치에
의하면 준국영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이하이며, 2007년 이래 3% 이내에 머물렀다. 그러
나 한편으로 이는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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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의 금융기관법은 은행이 담보 혹은 무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허용
하였으나, 2003년 은행 위기 이후 채택된 법규에 따라 은행대출은 모두 담보
에 의거해 실시하도록 하였다.37) 최근의 금융규제완화로 설정가능한 담보의
범위가 금융자산, 금, 농산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최근
까지는 허용되는 담보는 토지나 빌딩으로 제한되어 있었다.38)
금융자유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용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선적
으로 담보등록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대출자가 차입자의 담보소유를 확인
할 수 있는 담보설정제도가 없으며 또한 담보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확
인할 방법도 없다. 이는 금융중개기관의 위험을 높이고, 이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기 어렵게 만들며, 대출조건 및 대출금리에
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의 부문별로 은행대출의 접근도도 상이한데, 도매 및 소매거래, 서비
스 부분의 대출에 비해 제조업 부문의 대출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충
분한 담보를 보유한 제조업 부문만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미얀마산
업개발은행(MIDB)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높지 않다. 최근 금융개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이 용이하도록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며,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에 주택
및 개발은행(Housing and Development Bank)을 신설하여 주택 부문의 대출
도 증진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37) OECD(2014), p. 199.
38) 대출금액은 제공되는 담보의 시장가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산업표준은 대출 대비
시장담보가치는 2.5배이다. 이 비율과 담보가 설정된 대출(거의 100%)은 다른 아세안 국가
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차입기업이 합법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점검하는 이외에는
차입자의 소득, 현금흐름이나 영업전망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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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업은행의 능력의 개선을
통해서만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금 및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금리수준이 하향추세이
다. 그러나 예금금리는 최소 8%, 대출금리는 상한 13%로 중앙은행인 CBM
이 예대마진을 5%로 제한하는 규제가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은
행, 특히 준국영은행은 비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인은 있으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상품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하고자 하
는 유인은 갖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 상한은 은행이 높은 수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은 있으나 동시에 위험도도 높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시할 유인을
억제한다.39)
은행이 상한금리 아래로 대출금리를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현재의 예대금리차가 대출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유인을 갖지 못한다.40)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고객층에게 대
출을 확장하기 위한 유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에 비하여 높은 대출
금리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향후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거하
거나 최소한 특정 환경하에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가능토록 해야 한
다. 예금금리의 최저상한이나 현존하는 대출금리의 상한은 국채금리나 은행
간 시장이 발달하면 이들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은행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신정부 출범 이후인 2011년 10월
부터 보험회사인 Myanmar Insurance Enterprise(MIE)로 하여금 예금대지급

39) 따라서 은행은 물리적인 지점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자신을 차별화하고 있다.
40) Duflos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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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게 하고 있지만,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준거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41)

그림 3. 미얀마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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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IZ(2013), p. 12.

3) 금융규제감독제도 정비
미얀마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관청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복잡한 감독체계이다. 국영은행에 대한 감
독은 미얀마중앙은행과 관련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민간은행에 대
한 감독은 미얀마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액대출기관(MFIs)에

41) MIE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액의 60%까지 5차트 한도로 예금자들의 예금을 대지급하
는 반면, 은행들로부터 최대 1백만 차트까지의 예금에 대하여 0.12%의 예금보험료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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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독은 소액대출감독공사(MSE)와 각 지방관청이 담당하고 있다. 금융
감독 경험과 기술부족으로 효과적인 감독체계 수립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경우 모든 예금수취기관은 특
정부문의 경우에 감독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일의 규제감독당국의 산
하에 있다. 이는 예금보험은 모든 금융기관에 관리감독이 행해져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예금을 수취하는 소액대출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예금수
취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은 예금보험이 포괄적으로 이들 기관에도 적용될 경
우 CBM의 관리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2013년도의 중앙은행법(CBL: Central Bank Law)에 의하면 CBM은 별개의
공공기관으로 금융기관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지급능력과 건전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권과 취소권, 검사, 지도 및 규제감독의 의무를
지닌다.42)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Board of Myanmar에 의해 규제받
고 있는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은행과 모든 금융기관을 검사, 감독, 규제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미얀마중앙은행의 감독하에 현재 있지 않
은 국영은행을 포함하여 은행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현재 일부 국영은행도 담당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관리를 중앙은행만이 관리

42) 미얀마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임무 이외에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감독
기관이다. 1947년의 Union Bank of Myanmar Act에 의해 설립되어 1990년 이후 줄곧 1990
년의 Central Bank of Myanmar Law에 의해 통치되어 있다. 1990년의 Central Bank of
Myanmar Law는 미얀마가 시장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미
얀마중앙은행이 국영 및 민영 은행산업의 규제감독은 물론 통화 및 외환정책을 수행토록
하였다. 2010년에 선출된 새로운 민간정부는 규제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증진하고자 금
융부문개혁을 수행하였다. 2013년 11월에 IMF의 기술적 지원하에 새로운 ｢미얀마중앙은행
법｣이 입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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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미얀마중앙은행은 외환시장의 발전을 뒷받침
해야 하고, 한편 효과적인 지준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43) 또한 중앙은행은
은행시스템의 안정과 신뢰제고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표 8. 미얀마 금융규제감독기관

피감독기관
민영상업은행
MADB
MEB,
국영은행
MFTB,
MICB

보험회사
증권감독
등록된
소액대출기관

협동조합

규제감독기관
미얀마중앙은행(CBM)
CBM, MOAG

상부기관
재무부(MOF)
MOAG

기타 기능
통화정책
농업부문정책

CBM, MOF

MOF

재정 및 세제정책

미얀마보험
(Myanmr Insurance)
미얀마증권거래센터
(Myanmar Securities
Exchange Center)
소액대출감독공사
(Microfinance Supervisory
Enterprise)

중앙협동
조합사회

MSE, 중앙협동조합사회

저축신용
연합회

중앙협동조합사회

보험제공

MOF

소액대출

협동조합부
(Ministry of
Co-operatives)

MSE는
소액대출도 제공

미얀마소액대출공사(MSE),
지방관청
자료: OECD(2014). p. 196.

43) 새로운 법은 바젤표준을 도입하고 위험에 기초한 감독제도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은행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공시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IMF(2013b)는
금융규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은행의 진입을 허용, 외환포지션을 규제, 시장금리 도
입, 금융규제를 근대화하고 감독기능의 강화, 반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규제 등의 분야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14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2011년의 CBL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기능하도
록 허용되어 은행의 규제 및 감독을 과거와 같이 정부기관, 정책에 의해 간
섭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MOF가 국영은행(MEB, MFTB,
MICB)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 은행의 정책과 경영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농촌개발은행
(Rural Development Bank)과 중소기업은행(Small and Medium Industrial
Bank)을 소유하고 있고, 시당국이 두 개의 은행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상충
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국영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들이 민영화되
거나 아니면 국영소유의 의무를 별개의 국영자산운영회사 혹은 유사한 기관
에 이관한다면 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CBM의 책무와의 이해상충 문제
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보험감독기관이 상업적 운영을 함과 동시에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는 체제
또한 규제감독과 상업적 목적 간의 충돌을 발생시키므로 국제적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은 미얀마보험(Myanmar Insurance)이 유일한
보험회사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보험회사가 진입함
에 따라 규제감독기능을 다른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와 유사하게 소액대출 금융감독위원회(Microfinance Supervisory Committee)
로부터 대출기능을 분리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여 MSC는 규제․감독의무
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소액대출공사(MSE)의 창립으로 예금금융기관의 규제
감독의무가 더욱 분절화되었다. 현재 금융협동조합(financial co-operatives)
은 협동조합부처(Ministry of Co-operatives)의 감독하에 있으나, 협동조합의
소액대출 금융부문은 MSE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 다른 소액대출 및 예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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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관은 CBM이 아닌 MSE의 산하에 있다.

다. 미얀마의 예금보험제도 설계
미얀마에는 예금보험제도의 준거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정부 출
범 이후인 2011년 10월부터 보험회사인 Myanmar Insurance Enterprise(MIE)
로 하여금 예금대지급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MIE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
금액의 60%까지 5차트 한도로 예금자들의 예금을 대지급하는 반면, 은행들
로부터 최대 1백만 차트까지의 예금에 대하여 0.12%의 예금보험료를 걷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
아, 2003년과 같은 예금인출사태가 재발할 경우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와 금
융시스템 안정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핵심준칙과 외국의 예
보제도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미얀마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얀마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로 절대적이어서
은행을 대상으로 예보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증권 등 타업권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이들 업권에 대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도 도입과 운영의 준거가 될 예금보험법의 제정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예보기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권을 보유하
고 있는 중앙은행(CBM)의 규제포획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무자본 특수법
인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특성을 혼재한 공사(corporation) 형태로 독립된 예
보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안전망기구 간 원활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자가 예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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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멤버로 참여하고, 정보공유를 비롯하여 금융안전망
기구들의 권한과 책임을 사전적으로 법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독립된 예보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재원은 부보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충당되어야 하
지만, 설립에 드는 비용과 초기 운영재원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출연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얀마 재무부와 CBM이 초기 비용을 출연하고, 이
후 부보금융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기금으로 충분히
적립하여 예보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적립된 예보기금은 예보기구가 예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리 운
용하고, 예금대지급이나 부실정리 등 예보제도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독자
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예금보험료율은 충분한 기금적립, 금융기관의 부
채구조, 외환관리 등의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설계하고, 시장규율을 유지하
기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기관의 위험평가 등 시행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빨리 도입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설립 초기 예보기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단순 예금대지급
(paybox)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가능하면 빠
른 일정으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위험감시기능과 부실정리 관련 절
차와 제도를 마련하여 위험최소화(risk-minimizer)형으로 예보기구의 책무와
권한을 확대해 가야 한다. 시장경제로 전환한 역사가 일천하고 금융산업의
초기 발전 단계인 미얀마의 경제 및 금융환경을 감안하면, 초기 예보기구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한다는 제도적 설계만으로도
2003년에 발생했던 예금인출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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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시장규모가 커질 경우 보다 완벽
하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위
기대응과 효율적인 부실정리를 예보기구가 함께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전에 미얀마 예보기구가 보험금 수납 및 지급과
기금관리 등과 같은 기본기능에 더하여 정리, 회수, 청산, 조사, 리스크 모니
터링 및 관리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는 위험최소화(risk-minimizer)형 예보
제도로 발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보제도 운영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무임승차나 역선택 등의 문제를 예방
하기 위해 부보대상으로는 정부나 CBM으로부터 인가받은 시중은행들을 대
상으로 의무가입제도(compulsory membership)를 운영하고 예금보호대상은
부보대상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예금과 원금보장형 상품을 대상으로 포함
해야 한다. 보호한도는 예금자들의 시장규율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
실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기금적립 속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적
정한 보호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은행들의 예금자 분포, 계좌당
예금액 등 미시적인 자료들이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예보
기금 규모와 적립 기간 등에 대해 선행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된 예보기구에 부실화된 부보은행에 대한 정리업무의 책무가 주어질
경우 최소비용의원칙(least cost principles)에 따라 정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부실정리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짐으로써 규제유예
등의 금융감독 실패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과적으로 건전한 금융안
전망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위험감시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부보은행에 대한 위험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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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보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미얀마 정부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안전망 기구들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예보기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부터 시작하여, 전문인력, IT 시
스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부여, 대국민홍보 등 전반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하고, 금융회사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Ⅳ.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지역이 금융시장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구축하고 있는 금융인프라의 한 축인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현재 아세안 10개 국가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8개국의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아직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경우에도 보호금액, 보험료율 등에서도 국가마
다 차이가 있어, 금융통합시대에 규제차익거래를 방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
통합을 이루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2011년 신정부 출범 이
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경제발전 후발주자인 미얀마의 예금보험
제도 도입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인
건전한 거시경제환경, 금융시장의 법적․제도적 하부구조, 금융산업의 양호한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신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미얀마의 금융개혁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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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그리고 주변 아세안 국가들의 예보제도 도입 현황을 감안하면 빠른 시
일 내에 명시적인 예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3년에 겪은 예금인출사태와 금융위기 당시 예금보험제도의 부재
로 미얀마 경제가 현금거래와 물물교환 중심으로 퇴보했던 경험에 비추어,
일단 미얀마에 유인부합적인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예보
제도의 도입이 예금자들의 예금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IADI의 예금보험 핵심준칙(Core Principles)에 근거하여 미얀
마의 예금보험제도 설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독립적인 예보기구의 설립, 예금
대지급형에서 궁극적으로는 위험관리형으로 책무와 권한의 확장, 충분한 기
금적립, 사전적 위험감시와 효율적 부실정리체계 등을 포함하는 금융안전망
의 한 축으로서의 예보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미얀마 금융시장의 규모
가 작고, 경제 및 금융환경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예보
제도 설계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자료의 확보와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정부에서 아직 외국계 은행들에게 영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
나, 이미 7개의 국내은행들이 현지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어, 미얀마 금융산업
과 향후 예보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고찰한 본 연구가 미얀마에 진출하려는
국내 금융회사들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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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meen Bank advanced a successful model of extending credit to poor
families in Bangladesh. The managing director, Dr. Yunus, was forced to step
down and political conflict ensued between Yunus and the current government
of Bangladesh. Even subsequent efforts by the US could not affect th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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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B. This paper examines the sustainable leadership of GB through the len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paper found several challenges for sustainable
progress through a stud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dia and interviews of
local experts. Out of those challenges, the leadership problem was identified
as a major concern for running this unique banking system smoothly, where GB
has been led by an acting managing director instead of a permanent director.
In addition, GB runs under a government-controlled board of members through
the amendment of a 29-year-old law of governing, which has caused GB to
face such challenges in its progress.

Ⅰ. Introduction
1. Research Purpose
Many scholars agree that “Microfinance defined as efforts to improve poor
people’s access to loans and saving services may be the fastest-growing and
most widely recognized anti-poverty tool.”1) “The spark for microfinance is the
story of the Grameen (Village) Bank of Bangladesh.”2) The Grameen Bank in
Bangladesh developed a successful model of extending credit to the resource

1) Schreiner (2003),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Grameen Bank of Bangladesh,”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p. 1.
2)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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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households that are generally bypassed by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The model is now being replicated in a large number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t attempts to empower the poor by providing them
collateral-free loans so they could generate productive self-employment by
organizing economic enterprises. The success of the GB was in developing an
appropriate credit delivery mechanism to reach the bottom 50% of the
household in the socioeconomic ladder. However, the success rate of GB was
hampered by the political chaos in Bangladesh. Regardless to say, Bangladesh
was unable to develop its political stability despite being established as an
emerging country of economic power in South Asia. The GDP growth rate in
Bangladesh averaged 5.66 percent from 1994 until 2015, reaching an all-time
high of 6.63 percent in 2006 and a record low of 4.08 percent in 1994.3)
However political instability remains a challenge for the overall growth and
financial sectors, especially for the banking sectors which are affected by
political chaos within Bangladesh. Hasina’s Awami League (ruling party) won
the election and she became the prime minister in 2009. The legal battle
between Hasina and Yunus started in 2011, which led to instability in the
position of permanent managing director for Grameen Bank. In 2012, the
cabinet of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approved a proposal to amend the
29-year-old law that governs the GB so the government could bypass the
bank’s board of directors.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amended the 29-year-old
3) Trading economics, “Bangladesh GDP Growth Rate 1994-2016,” http://www.tradingeconomics.
com/bangladesh/gdp-growth (Accessed Sept.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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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governing GB, giving more power to the government-appointed chairman
to choose the bank’s chief executive.4)
Bangladesh gains nothing if state control over financial institutions is
strengthened and controlled by government-selected bodies. Then why does the
State want to wield control over this Nobel-prized institution? When political
leaders get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a bank, the goal becomes winning
elections and leads to many negative elements such as corruption and even the
collapse of financial institutions. Even under the control of the Bangladesh
government, the question always remained the sustainable leadership of the
bank. Since then, Mr. Atiur Rahman (Former Governor of Bangladesh Central
Bank) resigned from his post, due to allegations that “the country’s account at
the US Federal Reserve had been hacked and some $101 million was stolen”5)
from the central bank of Bangladesh in the current year of 2016. It is very well
known that micro-credit has demonstrated to be a significant liberating effort
in Bangladesh where women in particular have to endeavor against coerciv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Is this progress sustainable with governmental
intervention or political conflict between Hasina and Yunus? Will GB move
smoothly without its founding father Dr. Yunus, or can US leadership influence
4) Al-Mahmood (2012), “Muhammad Yunus and Bangladesh government battle over Grameen
Bank,”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2/nov/21/muhammad
- yunus-bangladesh-grameen-bank (Accessed July 17, 2016).
5) Press Release Watch (March 16, 2016), “Bangladesh central bank governor resigns after $101m
cyber-theft,” http://pressreleasewatch.blogspot.kr/2016/03/bangladesh-central-bank-governor.html?utm_
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blogspot/uEIfW+(Press+Release+
Watch) (Accessed Sept.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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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of Bangladesh?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swer those questions. We explain what corporate governance (CG) is all
about and how it can reflect to recognize the challenges of the GB. By
bringing out these issues, the paper aims to share the political conflicts and
how conflicts of interests due to poor governance can bring out challenges for
sustainable leadership and for the development of a Nobel-awarded institution
which is a model to reduce the poverty for a developing nation like
Bangladesh.

2.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ubject of GB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its being awarded the
2006 Nobel Peace Prize. The close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social
implications has colored the view on GB. Dr. Yunus was awarded the 2006
Nobel Peace Prize, together with GB, for their achievements to establish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the rural parts of Bangladesh. In early 2006,
“Yunus placed a formula for carrying out a movement to pressurise [sic] major
political parties to nominate competent and honest candidates in the elections.”6)
At the end of the BNP-Jamaat-led alliance government’s tenure (2001-2006),
the 13th Amendment to the Bangladesh Constitution required the president to

6) The Daily Star (March 21, 2006), “Citizens’ group floated to campaign for clean candidates,”
http://archive.thedailystar.net/2006/03/21/d6032101022.htm (Accessed Sept.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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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the post of Chief Adviser to the immediat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soon after the tenure of the government expired on October
28, 2006. Former Prime Minister Begum Khaleda Zia addressed the nation on
the evening of October 27. On the following day, October 28, a feeling of fear
prevailed across the country as the Awmi League threatened a massive blockade
if Justice K. M. Hasan was not offered the post of chief advisor to the
caretaker government. During this period of political tensions from 2006 to
2008, a state of political confrontation ensued within Bangladesh as a caretaker
government assumed power at the end of October 2006, succeeding the term-end
of the Bangladesh National Party (BNP) rule.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paper are mainly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Sources from local and international newspapers were taken in this research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and securing non-biased resources. Another secondary
source, Bangladeshi reports of GB and other publications regarding Dr. Yunus
and GB from Bangladesh, is examined as well. Thus, discourse analysis is applied
on the issues of conflict among the stakeholders which were shown on the media.
Finally, this paper conducted interviews from the experts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the banking sectors in Bangladesh to compare the outcome of this
paper.

A. Structure of Interview
“There are different approaches to qualitative interviewing; unstructu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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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 structured interviewing.”7) According to Darmer (1995); Bryman and Bell
(2007), an unstructured interview helps to encourage free talks from the respondents
when the researcher starts the interview with a question. However, there are
benefits to a semi-structured approach, where the researcher chases the checklist
of arguments and required questions that the researcher wants to cover during
the interview period.
Consequently,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selected as the method for
this paper. The logic for selecting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approach is
necessarily due to our aim to inspire the interviewees to deliberate on their own
judgment on GB, from their view of the leadership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US relations. Our qualitative research collected primary data
from interviews. New questions may arise in a semi-structured interview. This
was important to maintain the flow of interview to collect the proper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loca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ree
ways: via emails, phone conversations or personal interviews. As our respondents
were in Bangladesh, phone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in
Bangladesh with some respondents was the better alternative and it was cost
effective. The hand-written answer sheets of the respondents are collected for
evidence and to use as primary data for more efficient analysis. The result of
the interview is analyzed through qualitative assessments in this paper.

7) Grimsholm and Poblete (2010),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hampering SME growth - A
qualitative case study of SMEs in Thailan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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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Respondents
The segment of the credentialed and persuasive banking experts that is
selected to conduct this research, in other words the fragment, is established
on a non-probability approach, meaning that the answers of the respondents
have not been chosen through a random selection method. Therefore, more was
expected to be gained from the selected respondents of this papers than from
general respondents.8) The priority of interviewing the right person who has a
position within the renowned private bank or commercial organization is
crucial since it limits the risk of misrepresentations due to an absence of
expertise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nswers.9) Given tha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leadership problem and political issues, the employers of the
private banks were chosen as respondents for non-biased information.

Ⅱ. Literature Review
Most the previous research on GB wa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method of operation, goal and vision of Grameen Bank.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some papers on the subject show “how in a dynamic
model in which the bank takes deposits and grants loans to the same set of
individuals, the deposit rate plays a crucial role in enhancing loan repayment.”10)

8) Bryman and Bell (2007), Business Research Method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9) Grimsholm and Poblete, Op. cit., p. 17.
10) Kowalik and Martinez-Miera (2010), “The Creditworthiness of the Poor: A Model of the Grameen

∙ 164

Challenges for Sustainable Leadership: Focusing on the Grameen Bank

“Borrowers who repay are those with lower expected future incomes, as they
place more value on the increase in future consumption that savings provide.”11)
Some papers brought out the goal and functions of GB from the lessons of
Yunus and GB. “Yunus created a new culture that would support his overarching
goal using the weekly meetings that all borrowers attended and the Sixteen
Decisions, a list of agreements that all borrowers had to agree to follow.”12)
“The Sixteen Decisions asked borrowers to significantly modify their traditional
ways of living, and went far beyond the sphere of regulation of other banks.”13)
GB examined its outcome that assembled the borrower’s requirements and
built up the delivery methods or systems reasonably at a lower cost and produced
resources, thus leading to the expansion of micro-finance. To achieve success
on a small amount in any area, high levels of enthusiasm and resources can
assist to realize success, but innovation provides the ideas and knowledge that
help to achieve service delivery on a large scale.14) Firstly, GB started by
increasing the method of innovations, as it took the necessary steps to make
standard to its models such measures as twelve-month loans and standard loan
repayment procedures, and especially loans for poor women in rural area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Many researchers have identified these

11)
12)
13)
14)

Bank,” RWP 10-11, p. 30.
Ibid., p. 30.
Esty (2011), “Lessons from Muhammad Yunus and the Grameen Bank,” Vol. 43, No. 1, p. 26.
Ibid.
Hulme and Moore (2006), “Why Has Microfinance Been a Policy Success in Bangladesh (and
Beyond)?” GPRG-WPS-041, Global Poverty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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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s as a critical success factor (CSF) in directing microfinance (Gallardo
2000; cited in Hartungi 2007). Nugroho & Miles (2009) have argued that
microfinance has been an innovation and design of product which assists to
provide new financial services to the poorest people. “For example, group based
lending; collateral free lending system and group monitoring system etc. are the
innovation and designs of Grameen Bank.”15) Jonathan Morduch examined the
role of subsidies in microfinance and found that whether or not GB should
increase interest rates is another matter.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credibility of GB, we place it in a
larger context – that is the context of GB and local people, especially for
banking services and the environment –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eople was reviewed as well. GB is a microfinance organiz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bank established in Bangladesh. It provides small loans (microcredit
or grameen credit) to the impoverished without requiring collateral. However,
the leadership of this organization was targeted by political leaders. In that sense,
this paper i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 which brings out the political
conflict to main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B.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redibility of GB from the local level, where GB plays a different
role from traditional commercial banks.

15) Chowdhury Abdullah (2012), “Assessing the Factors that Led to the Success of Microfinance
in Bangladesh: A Case Study on Grameen Bank,” World Review of Business Research, Vol. 2.
No. 2, pp. 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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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rameen Bank from the Lens of Corporate Governance
This paper explains corporate governance and how this paper intends to
create a link using this data to explain the theoretical insights.

1. Corporate Governance
There is no general definition of corporate governance, but rather each
institution defines it to suit its objectives and goals. Shleifer and Vishny (1997)
explain that corporate governance deals with the way suppliers of finance to
a corporation assure themselves of getting a return on their investment. Cadbury
(2000) on the other hand regards corporate governance to be concerned with
holding a harmony between personal and common targets which can extend to
the economic and social goals. A mor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dopted from the OECD (1999), which regards corporate governance
by Morrison et al. (2007), is as follows:

“A set of relationships between a company’s management, its board, its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Corporate governance also provides the
structure through which the objectives of the company are set, and the means
of attaining those objectives and monitoring performance are determined.”16)
“Good corporate governance should provide proper incentives for the board
and management to pursue objectives that are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16) Hossain and Bama Nazarius Neng (2011),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Business expansion: The Case of Grameen Bank,”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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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areholders and should facilitate effective monitoring, thereby encouraging firms to use resources more efficiently.”17)

If governance is all about setting regulations that will administer a corporation
by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various stakeholders in managing
the corporation, then it is closely related to ethics. As Roberts (2001) drawing
from Levina’s phenomenology of ethics stresses that the foundation of ethics
lies on the fact that on the start, the other affects us despite ourselves. This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mea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s
on other stakeholders before taking a strategic business plan. Ethics involves
a discipline that examines good or bad practices within a moral duty (Roberts
2001). This means that if business is to be considered ethically upright, they
should incorporate a good sen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corporating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one group of
stakeholders (Enquist and Johnson 2006). Therefore, businesses should always
take into consideration corporate issues rather than just being geared towards
profit maximization; because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will lead to business expansion and in the long run lead to more profits and
corporate failures like those witnessed in the past may be completely avoided.
And for this to happen, at times it means going beyond business models and
taking rational choices (Selznick 1996) just like the case of GB where Yunus
revolutionized banking by going against banking conventions and models and
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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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 bank for the poor people in Bangladesh.

2. Corporate Governance and Bangladesh:
Corporate governance constitutes the laws, institutions and mechanisms by
which corporations are managed and controlled.18) “Corporate governance is
the set of processes, customs,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affecting the way
a corporation is directed, administered or controlled.”19) Corporate governance
establishes the link among the stakeholders involved and the ambitions for
which the institution is governed. The principal stakeholders are the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committee, executive committee and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labor or employees, customers, creditor, suppliers,
regulators, and the community. For non-profit organizations or other membership
organizations the “shareholders” mean the “members.” Corporate governance is
a multifaceted subject. A significant point of corporate governance is to secure
the accountability of certain individuals in an organization through a structure
that tries to diminish the principal-agent problem.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Bangladesh are quite absent in most
companies and organizations due to weak administrative system.”20) In fact,

18) Rashid et al. (2015), “Corporate Governance in Bangladesh: An Overview,” University of
Wollongong, NSW 2522, Australia, p. 2.
19)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and Processes: The Key for Uncompromising Growth and
Development,” http://thesis.blogkorner.com/2014/06/corporate-governance-systems-and.html (Accessed
Oct. 2, 2016).
20) Muhammad Zahirul Islam et al. (2010), “Agency Problem and the Role of Audi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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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achieved economic growth in spite of poor governance since its
liberation from Pakistan. However, Bangladesh is still far from the standard
level of CG in the global level.
“One reason for this absence of corporate governance is that most companies are
family oriented or political influenced.”21) Most of the successful businessman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political leaders to receive benefits. “Moreover,
motiv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and improve governance practices by
companies is felt negatively.”22) There is neither any price judgment nor any
aftermath for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suffered from huge accumulated losses because of corruption, mismanagement
and a lack of effective monitoring.23) The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were
only made mandatory for the first time in Bangladesh following the SECB24)
announ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Notification” in 2006.25)

21)
22)

23)
24)

25)

Implications for Corporate Sector in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2, No. 3, p. 178.
Ibid.
Shanta Kar, Mithun sarker (2014),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Private Commercial
Banks-A Study on Khulna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2, No. 3, pp. 37-48. doi: 10.11648/j.ijebo.20140203.12.
Ibi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Bangladesh (SECB) announced the “Corporate
Governance Notification 2006”. It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board size” (which is 5-20
members) and posi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in the board. This independent director should
not have a significant material interest in the firms. (Referred: Mathew Tsamenyi and Shahzad
Uddin, “Corporate Governance in Less Developed and Emerging Economies”).
Rashid et al. (201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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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porate Governance and GB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protection of local institutions from
competition and the extraction of “private benefits” are important objectives of
politicians’ intervention in business activities, and that such intervention tends
to be more intrusive in countries with weak institutional constraints. Political
stability is vital to ensure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is growth is
always hampered by politicians’ intervention in the market. This phenomenon
usually happens in a country engaged with weaker property rights and adequate
power by the politicians.26) Even Bangladesh progressed in the area of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property rights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Bangladesh
are not strong enough and trade liberalization is not established in the capital
market. One would predict a firm negativ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achievement and governance quality of the damaged firms.
In many cases, the quality of governance is hampered by political power.
Politically biased decisions lead the loans towards going default and the banking
sector towards a vulnerable position. The fraudulent borrowers are very cunning
and they make webs for the people who are associated in lending as well as
auditing and reporting process. Politically exposed persons apply pressure on
the banking sector for themselves as well as for their small fry. For example,
in “Basic Bank” evidence was found that the investment department sent a
26) Fan, Wonga, and Zhangb (2007), “Politically connected CEOs, corporate governance, and
Post-IPO performance of China’s newly partially privatized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4, pp. 3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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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to the Head Office as negative but the higher authority made that
positive and approved the loan in favor of the client. The investment department
and branch manager assessed that the client could be detrimental for the bank
and made the proposal negative. But due to having a link with high officials
and affiliation with a political party and its leader, the client successfully turned
the tables on this decision. So, political influence or pressure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banking sectors in Bangladesh. Temple (2002) argues that
Bangladesh’s public sector operates with weak accountability and poor
transparency, suggesting that this is conducive to corrupt and inefficient
practices.27)
According to Hull, banks form just one category of financial institutions.
Hull explained that a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s many functions. However,
mediating between sellers and buyers is the essential function from the point
of financial services such as lending and borrowing of funds.28) There are certain
special traits that banks possess which call for separate examination with
respect to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enhance growth and expansion.
Specifically, banks are generally more opaque than non-financial firms and
governments heavily intervene in the banking industry more frequently (Levine
2004). Beginning with the board structu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central entity in a functioning corporate governance

27) Ibid.
28) Hull (2007),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Pearson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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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ince it is the governing body of any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of Bangladesh (2004),29) the
board is accountable to the shareholders and or stakeholders of the organization.
One important feature of the code is that the code encourages boards to become
more proactive and effective by training director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ir responsibiliti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GB is a listed company in the
Bangladesh stock exchange.

Ⅳ. Grameen Bank
1. How Grameen Bank differs from other banks
The methodology of GB runs almost contrary to conventional banking
practice. Conventional banking is established on the principle that the more you
possess, the more you can grab. In other words, if you have little or nothing,
you get nothing. As a result, more than half the population of the world is
disadvantaged when it comes to financial services offered at conventional
banks. Conventional banking is based on collateral, while the Grameen system
is collateral-free.
GB in Bangladesh started with the idea that credit must be perceived as a
human right, and frames a structure where one who does not maintain anything
gets the highest priority in getting a loan. GB admits that all human beings,
29) Introduction of CG (Corporate Governance) in the Prudential Requirement by the Central Bank
of Bangladesh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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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poorest, are enriched with limitless potential. Conventional banks
look at what has already been acquired by a person. Grameen looks at the
potential that is waiting to be unleashed in a person. Conventional banks are
owned by the rich, generally men. GB is owned by poor women.
The overarching objective of the conventional banks is to maximize profit.
The objective of GB is to deliver financial services to the poor, especially
women and the poorest, to support them to fight against poverty, stay beneficial
and economically sound. It is a composite objective, coming out of social and
economic visions.
Conventional banks focus on men; Grameen gives higher priority to women.
97 percent of Grameen Bank’s borrowers are women. GB works for the
poorest people, especially to help poor women for their families by providing
them with holdings of assets. It makes sure that the ownership of the houses
built with GB loans remain with the borrowers, i.e., the women.
GB branches are based in the rural areas, unlike the branches of conventional
banks which try to locate themselves as close as possible to the business
districts and urban centers. “First principle of Grameen banking is that the
clients should not go to the bank, it is the bank which should go to the people
instead.”30) Grameen Bank’s 25,156 staff meet 7.46 million borrowers at their
doorstep in 81,574 villages spread out all over Bangladesh, every week, and
deliver the bank’s services. Repayment of Grameen loans is also made very

30) Marney and Tarbert (2011), “Corporate finance for business,” p. 32,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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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by splitting the loan amount into tiny weekly installments. Doing business
this way means a lot of work for the bank, but it is a lot more convenient
for the borrowers.31) The following table gives a glance at differences between
GB and conventional banks.

Table 1. Differences between Grameen Bank and Conventional Banks

Grameen Bank

Conventional Banks

To bring economic and social change to the poor To make profit
Based on trust

Based on collateral

Looks at what borrower can have

Looks at what the borrower already has

Located in rural areas

Located in urban areas

The bank goes to the customer

Customers have to go to the bank

Flexible payment scheme

Strict payment scheme

Most owners and borrowers are poor women

Most owners and borrowers are wealthy men

Loans are for productive activity, not con- Loans could be used for consumption or other acsumption
tivities
Source: About Grameen Bank, http://www.slideshare.net/Sopnobilas_sayed/grameen-bank-51624676
(Accessed July 3, 2016).

In general, conventional banks are profit-maximizing whereas Grameen
Bank’s objective is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to fight against poverty. On
that regard, GB mainly focused on the poorest to provide loans so that they
can start SMEs or any other small businesses to turn out from poverty. This
bank is dedicated to give micro-loans to beggars, not for consumption but for

31) Elaina Loveland (May+June 2009), “Empowring the poor,” International Educator, pp.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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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o change their social status. In this process the Grameen system helps
to implement some goals in social, educational and health sectors. These are
known as the “sixteen decisions.”32)
2. Growth of the Bank
During the 1970s, Professor Yunus started to give out micro-credit loans
called “Dheki Rin Pkolpo,” with the help of the Bangladesh Bank in collaboration
with Swanirvar Bangladesh. A small number of NGOs were working with great
effort. Later in 1975, Swanirvar Bangladesh came in to relocate the “hands of
a beggar into the hands of a worker.” The main purpose of Swanirvar Bangladesh
is to attain the all-round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people in Bangladesh
on the basis of self-reliance. Later on, microcredit organizations flourished in
the 1990s. At present more than 7.5 million micro lenders exist in Bangladesh.33)

3. The Social Strategy
GB is the largest microfinance bank in Bangladesh and probably the biggest
microcredit organization in the world. GB offers new information technology,
a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has extended the effectiveness and features
of micro financial service. GB adopted automated tellers machines (ATMs) and
computerized its administering system to make it simple to conduct transactions
32) Shukran and Rahman (2011), “A Grameen Bank Concept: Micro-credit and Poverty Alleviation
Program in Bangladesh,” (ICETCIP’2011) Bangkok, p. 48.
33) Ibid.,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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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loan payment, money transfer, and saving account controlling and to
obtain information quickly.34) The main goal of GB was to remove poverty
from the society through small credits. However, the originators of GB felt that
credit alone would not be enough to vanquish poverty.
There are more important things that must be involved to reduce poverty.
Poor people must have the technical knowledge and adequate financial discipline
to maintain their small business effectively. Additionally, poor people face
many social difficulties such as housing problems, health issues, lack of proper
education and health conditions. Therefore, the poor face disadvantages in a
competitive society. GB established a welfare program to make the poor people
more productive in order to overcome such situations. GB supports members
with family planning, education, public health and other social services.35)
While very different in nature, both the opposition movement of 1995 and
the floods of 1998 crystallized for Yunus certain underlying problems with the
classic Grameen model. In response, GB underwent a major restructuring by
which it refocused on a central tenet of the bank’s original philosophy: The
poor always pay back. From this restructuring process emerged Grameen Bank
II, which was conceived in 1999 and implemented from 2000 to 2003. The

34) Chowdhury Abdullah (2012), “Assessing The Factors That Led To The Success Of
Microfinance In Bangladesh: A Case Study On Grameen Bank,” http://www.wbiconpro.
com/603-Al-Mamum.pdf (Accesed September 2, 2016).
35) Kabir Hassan and Renteria‐Guerrero (1997), “The experience of the Grameen Bank of
Bangladesh in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4,
Iss. 12, pp. 148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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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hanges to the classic Grameen system included simplifying loan
classifications and offering greater flexibility for loan repayments.36)
Previously, women who defaulted on their loans were cut off from taking
further loans and unable to renegotiate payments. Flexible loans ensure that
borrowers will be more successful in repaying defaulted loans more quickly.
The new system treats as late payments what in the old model would have been
considered defaulted loans.37) Remarkably, GB has achieved this by doing exactly
what successful commercial banks do not. Commercial banks lend on collateral,
while Grameen does not. Commercial banks lend mostly to the well-off, while
Grameen does not. Commercial banks lend mostly to men, while Grameen’s
borrowers are 95 percent women. Commercial banks have branches and lend
mostly in towns, while Grameen targets the poor in villages. Commercial banks
lend to those who can prove they can repay, while Grameen lends to those who
can prove they have nothing with which to pay back. Commercial banks lend
on clear evidence of ability to repay, while Grameen lends on the entrepreneurial
potential of the poor. Commercial banks cut off credit when borrowers cannot
pay, while Grameen lends borrowers more money to help them get out of the
liquidity trap. Commercial banks seek to maximize profits; but GB tries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to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poverty.
In sum, Grameen Bank represents a paradigm shift in the allocation of financial

36) Evaristus et al. (2004), “Grameen Bank: Taking Capitalism to the Poor,” Chazen Web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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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and it is by these criteria that the bank should be judged.38)
“Grameen’s present strategy appears to be to add new financial instruments
aimed at better-off clients, with the hope of making a profit on that sector in
order to cross-subsidize their poorer clients.”39) Instruments such as mini-buses
and mobile phones are included in order to cross-subsidize the poor people
since only credits alone are not enough to diminish the poverty. “Crosssubsidization is typically only a short-term answer, however, since profitable
sectors tend to eventually draw competition and profits eventually erode.”40)

4. Current Status of Leadership
Bangladesh’s central bank has removed Muhammad Yunus as head of the
Grameen Bank. Yunus’ appointment as chief had not been authorized, citing
that GB’s board failed to obtain permission from authorities when it reappointed
Yunus as managing director in 2000. Bangladesh’s Prime Minister Skeikh
Hasina has accused Yunus of using “tricks” to avoid taxes and of “sucking
blood from the poor” with his bank’s loans. Yunus fell out of favor with Hasina
in 2007 when he tried to establish a rival political party. Yunus defended
himself saying he had received no under-the-table benefits from Grameen nor
was there any wrongdoing at the bank.41) It was not the first time that offensive

38) Evaristus et al. (2004).
39) Morduch (1999), “The role of subsidies in microfinance: evidence from the Grameen Bank,”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60, pp. 229-248.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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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was directed at the founder of GB. Hasina accused Yunus of playing
“a trick” to evade taxes in the mid-1990s by transferring European donor money
for housing loans for the poor from Grameen Bank to the affiliated Grameen
Kalyan, a social welfare fund for Grameen borrowers. She stated that “It was
an example of wizardry of how one could play with people’s money.”42) “The
attacks on Yunus come at a time when microlending – once hailed as a model
that would change the lives of hundreds of millions in the developing world –
faces increasing hostility from politicians across the region.”43)
At last, “in 2011 her aides forced Mr. Yunus out of his job as managing
director of the bank by arguing that he was older than a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0, even though bank regulators had previously allowed him to stay in
the job after he crossed that threshold.”44)
“Under the 2013 Grameen Bank Bill Act, the government appointed three
of the four members of the quorum that is running the bank until a new board
is elected, which could take up to a year, and the government chose to appoint

41) Ghosh (2011), “Bangladesh Nobel Laureate Yunus fired as head of Grameen Bank,”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http://www.ibtimes.com/bangladesh-nobel-laureate-yunus-firedhead-grameen-bank-272661 (Accessed July 13, 2016).
42) Kazmin (2010), “Bangladesh joins microfinance backlash,”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
content/63757d46-0234-11e0-aa40-00144feabdc0 (Accessed July 13, 2016).
43) Burke and Saad Hammadi (2011), “Muhammad Yunus loses appeal against Grameen Bank
dismissa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1/mar/08/bangladesh-grameenmuhammad-yunus-loses-appeal (Accessed July 13, 2016).
44) “Bangladesh Takes Aim at Grameen Bank,” The New York Times (Aug. 6, 2013),
http://www.nytimes.com/2013/08/07/opinion/bangladesh-takes-aim-at-grameen-bank.html?_r=0
(Accessed July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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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ondaker Muzammel Huq, chairman of the bank’s board of directors; Suraiya
Begum, senior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Shah Alam Sarwar,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Investment and Commerce Bank
Limited (IFIC Bank).”45)
The fourth member of the quorum is SM Mohiuddin, the acting managing
director of Grameen Bank. When the new board is elected, the government will
revert to appointing just 3 of the 12 board members. Here it is worth to
investigate the government process of intervening in the Grameen Bank through
removal of its founder.
With the prime minister chairing, a draft amendment to the Grameen Bank
Ordinance was approved, an amendment which awaits Parliament’s approval.
Since the Prime Minister Hasina’s party holds some 230 out of 299 seats in
the body, passage does not seem in doubt.46)

According to press reports, the amendment would change how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Grameen Bank is appointed. Under current law, the Bangladesh Bank (the central bank) appoints 3 of the 12 regular board members, plus the board chairman. The other 9 are elected
from among the ranks of Grameen’s 8 million members. The 3-9 split reflects the law’s envisioned 25-75 division in share ownership. The members’ control of the board has thus far stymied the government’s attempt to intervene in the Grameen Bank after the removal of
Muhammad Yunus as managing director.47)

45) Micro Capital Brief (2015), “Bangladeshi Government Takes Interim Control of Grameen
Bank,” Micro Capital, http://www.microcapital.org/microcapital-brief-bangladeshi-government-takesinterim-control-of-grameen-bank (Accessed July 13, 2016).
46) “In an about face, Bangladesh prepares takeover of Grameen Bank” (2012), https://www.
devex.com/news/in-an-about-face-bangladesh-prepares-takeover-of-grameen-bank-78842
(Accessed June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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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term lengths of managing directors after the
forced removal of the founder of Grameen Bank.

Table 2. Fragile Leadership of Grameen Bank after Removal of Yunus

Name

Position

Duration

Professor Muhammad Yunus

Founder and Managing
Director

Beginning to -11 May 2011

Nurjahan Begum

Acting Managing Director

12 May 2011- 14 Aug 2011

M Shahjahan

Acting Managing Director

14 Aug 2011 – 30 Oct 2014

A.S.M. Mohiuddin

Acting Managing Director

30 Oct 2014 – October 2015

Ratan Kumar Nag

Acting Managing Director

2015 – present

Source: Official website of Grameen Bank, http://www.grameen.com (Accessed June 19, 2016).

However, Mr. Yunus wanted to step down from his position, but at a time
of his choosing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for what he calls an institution
“of the people.” “The bank’s poor borrowers comprise 75% of its shareholders
and the government holds the other 25%.”48) In regard to his removal from
the position of managing director, local newspapers stated that “it may also
reduce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to the Bank and weaken the position of
Dr. Yunus as an ag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who promote his ‘social
business’.”49)
47) Ibid.
48) Burke and Saad Hammadi (2011), “Muhammad Yunus loses appeal against Grameen Bank
dismissa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1/mar/08/bangladesh-grameenmuhammad-yunus-loses-appeal (Accessed August 2, 2016).
49) Umar (2011), “The story of Dr. Yunus and Grameen Bank,” bdnews.com, http://www.countercurren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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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st Grameen Bank experienced a drastic fall in its profit in 2014 as well
as in its financial indicators. The net profit of the bank witnessed a 67.29%
fall, down to Tk43.60 crores during the year from Tk133.29 crores in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an investigation report prepared by Bangladesh
Bank. Earlier in 2012, the bank saw a jump in profit by 113% to Tk145.48
crores from Tk68.35 crores in 2011. The rapid growth took a downward trend
just after 2013, registering 8.38% growth to Tk133.29 crores from the previous
year.50) Bangladesh Bank identified increased provision requirements and
operating costs as the causes of this sharp fall in the GB’s profit.

Figure 1. Profit Trend of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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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o (2016), “Grameen Bank profit fell sharply in 2014,” Dhaka Tribune, http://
www.dhakatribune.com/business/2016/04/19/grameen-bank-profit-fell-sharply-2014
(Accessed August 2, 2016).
umar270411.htm (Accessed August 2, 2016).
50) Alo (2016), “Grameen Bank profit fell sharply in 2014,” Dhaka Tribune, http://archive.
dhakatribune.com/business/2016/apr/19/grameen-bank-profit-fell-sharply-2014 (Accessed
August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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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s, the post of Grameen Bank managing director
has remained vacant since the resignation of its founding managing director
Muhammad Yunus in 2011. Moreover, nine directorial posts of borrower
members also remained vacant from February last year. No board meeting has
been held since these nine director’s posts became vacant.

“The central bank investigation report recommended holding the GB board
meeting in due time and making efforts to permanently appoint a Managing
Director.”51)

Ⅴ. Political Conflicts and Impact on the Leadership
of Grameen Bank
1. Political Unrest in Bangladesh
The political conflicts in Bangladesh can be traced back over decades. The
country has been ruled by either Hasina or Khaleda Zia, both from powerful
political families, for more than two decades. No other political parties have
come to power while Hasina and Khaleda Zia’s party attended the national
elections. Although an Islamic ideology-based party (Jamaat-e-Islami) has had
some degree of popularity, the party has been unable to form a government
due to lack of parliamentarian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Bangladesh.
Tensions have been heightened by death sentences passed on leading Islamists

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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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ir role in the 1971 independence war in which Bangladesh broke away
from Pakistan. Hasina is the daughter of the leader of Sheikh Mujibur Rahman.
Khaleda Zia is the widow of Ziaur Rahman, head of the army, who later
became president in 1977.52) At the end of the BNP’s (Khaleda’s party) term
(2001-2006), the neutrality of the caretaker government was questioned by AL
(Hasina’s party). AL and its supporters were uncertain about the leadership of
the caretaker government and mass protests and political violence caused 40
deaths and hundreds of injuries.
After the BNP’s term, the new caretaker government took a hardline position
against corruption for both major party leaders and senior staffs in 2007. The
new caretaker government tried to clean up the country from corruption. General
elections were held on 29 December 2008, when the Awami League (ruling
party) and its Grand Alliance won two-thirds of the seats in parliament. The
BNP (current opposition party) and its four-party alliance, including Jamaat-e-Islami,
comprise the major opposition.
“The 2001 election was the last election held under a neutral caretaker
regime appointed by the outgoing government to conduct free and fair
elections.”53) “With the passage of the 15th amendment in 2011, which abolished
the system of caretaker government, parliamentary elections became contentious,

52) Burke and Saad Hammadi (2015), “30 dead as Bangladesh political violence escalate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jan/23/bangladesh-political-violence
(Accessed August 3, 2016).
53) BTI (2016), Bangladesh Count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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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opposition parties boycotted the election held on 5 January 2015.”54)
To understand where people stand on these issues and the election, in September
2013, the Asia Foundation conducted a nationwide rapid assessment citizen
perceptions survey across 14 districts of the country (two in each of the seven
divisions). Partnering with the best known English-language newspaper in
Bangladesh, The Daily Star, the Foundation’s survey gathered perceptions from
1,400 respondents from a cross-section of ordinary citizens,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local businesspersons, and (non-political) elite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in each district headquarter and a proximate rural upazila (sub-district)
in the same district. A large majority of respondents (77%) said that the next
election should be held under a neutral caretaker government as in previous
elections. Sixty-two percent of respondents are optimistic and said it is likely
or very likely that the major parties would reach some understanding and that
a peaceful election would happen.55)

54) Ibid.
55) Chowdhury (2013), “Ahead of Bangladesh Election, New Poll Shows Poverty, Political
Conflict, Food Prices As Major Concerns,” The Asia Foundation (Nov. 6, 2013), http://
asiafoundation.org/2013/11/06/ahead-of-bangladesh-election-new-poll-shows-poverty-political-con
flict-food-prices-as-major-concerns (Accessed July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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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litical Violence in Bangladesh from 200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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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 Bangladesh Chronicle, main sources are collected from The Daily Star (Daily English
Newspaper in Bangladesh), on 23rd March, 2016 (Accessed June 19, 2016).

Again, on the 5th of January 2014, the Awami League (AL), which has ruled
Bangladesh since early 2009, won a three-quarters majority in a parliamentary
election that has widely been condemned, both at home and abroad, as lacking
democratic credibility. Out of the 300 elected seats in the Bangladesh parliament,
only 147 were up for contest on Election Day, with the AL bagging 105 of
these seats. Since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 had chosen to boycott the vote, the remaining seats were filled by
uncontested candidates well before the voting was even held; the AL won 127
of these 153 seats. Citing the non-inclusive nature of the polls, both the US
and the EU refused to send election observers.56)
56) Lorch (2014), “Elections in Bangladesh: Political Conflict and the Problem of Credibility,”

18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The nature, scope and extent of political violence in early 2013, in the wake
of the election in late 2013, and in early 2015, reveal the civil administration’s
inability to govern beyond large cities and the diminishing influence of its
power.57) The two leading political parties (AL and BNP) ran the country
throughout its history, but in 2007 a military caretaker government was put in
charge. Yunus launched the “Citizens’ Power” party, billing it as a clean,
efficient alternative to political unrest. Instead, the move opened the door to
political attacks. In March 2007, Awami League politician A.M.A. Muhith told
a reporter of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The fact that Yunus is being able
to carry on political activities when all the other parties are straitjacketed by
the state of emergency implies a tacit endorsement by the current regime.”58)
“However Yunus’s political party never took off and in the 2009 elections the
Awami League won national elections, returning its leader, Sheik Hasina, to
power and putting Yunus and the Grameen Bank, the micro lending bank that
he founded in 1983, back under scrutiny.”59) His decision to enter politics
followed a political crisis in January 2007 that led to the cancellation of
elections and a state of emergency under a military-backed interim government.

http://www.e-ir.info/2014/02/02/elections-in-bangladesh-political-conflict-and-the-problem-of-credibility
(Accessed September 4, 2016).
57) BTI (2016), Bangladesh Country Report.
58) Sumon K. Chakrabarti (2011), “Bangladesh’s ‘Banker to the Poor’ Faces a Political Battle to
Survive,” TIME, http://content.time.com/time/world/article/0,8599,2056606,00.html (Accessed
September 4, 2016).
59) Ibid.

∙ 188

Challenges for Sustainable Leadership: Focusing on the Grameen Bank

2. Escalation of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Founder of Grameen
Bank and Ruling Party:
Bangladeshi politics was ruined by instability, especially during the turmoil
of 2006-2008. Most top politicians, including former Prime Ministers Khaleda
Zia and Sheikh Hasina were imprisoned on corruption charges and a state of
emergency was proclaimed. Hence, to counter the rampant corruption in politics,
Yunus proposed a political party run by clean, honest people. Nagorik Shakti
was such a proposed political party in Bangladesh. It was conceived by 2006
Nobel Peace Prize winner Muhammad Yunus. “Nagorik Shakti” literally means
“Citizen’s Power.” Yunus communicated his ideas to the people of the nation
and asked for feedback by writing a total of three letters addressed to the
citizens in the prominent national daily The Daily Star. Yunus discontinued his
venture in 2007, citing lack of interested eligible candidates. “Though he stated
that ‘there is no way I can stay away from politics any longer. I am determined...
and it does not matter who says what about me,’ apparently referring to adverse
reactions from some political leaders.”60)
However, at that time, Sheikh Hasina expressed her displeasure over Yunus
joining politics, saying, “Newcomers in politics are dangerous elements and are
to be viewed with suspicion, they often do more harm to the nation than
good.”61)
60) “Bangladesh Nobel winner names new political party,” (Feb. 18, 2007), Reuters, http://
www.reuters.com/article/us-bangladesh-yunus-idUSDHA33014220070218 (Accessed September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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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Yunus noted in 2007 that “he would reduce his involvement with the
Grameen Bank and no executives or members of the bank would get involved
with his new political party.”62) “Bank is purely a separate kind of business
while politics is other kind,”63) he stated at the time of creating his own party.
In February 2011, the finance minister stated that Yunus was “too old” and
must step down from the post. The Bangladesh Central Bank removed him,
claiming that his tenure was illegal.64) The central bank relieved Yunus of his
duties as the managing director of Grameen Bank in 2011, arguing he was
over-aged. He took the Bangladesh Bank to court over the order but lost the
legal battle.
In 2011, Yunus was forced to step down as managing director of the bank
because he was older than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0. Bangladesh
Bank, the country’s central bank, maintained that Prof. Yunus had violated the
country’s retirement laws by staying on as Grameen’s head long past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0.
That was followed by a number of attempts to bring Grameen Bank under
state control. The Bangladesh government amended the rules to give itself the

61) Aljazeera, “Nobel winner enters Bangladesh poll,” (Feb. 18, 2007), http://www.aljazeera.
com/news/asia/2007/02/200852512051105550.html (Accessed September 10, 2016).
62) The Daily Star, Vol. 5 Num 972 (Feb. 23, 2007), http://archive.thedailystar.net/2007/02/23/
d7022301022.htm (Accessed September 10, 2016).
63) Ibid.
64) Ghosh (2011), “Bangladesh Nobel Laureate Yunus fired as head of Grameen Bank,”
http://www.ibtimes.com/bangladesh-nobel-laureate-yunus-fired-head-grameen-bank-272661
(Accessed July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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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to appoint board members for Grameen Bank. Many experts see this
as a clear attempt to strengthen government control over and eventually nationalize
the bank. However, the central bank dismissed Yunus, saying he was “past
retirement age” and had been improperly installed in his post. The government
says it is simply implementing the rules and Yunus should have retired years
ago. It also argues that Grameen Bank is bigger than any individual and the
bank will continue to thrive under different leadership.
The anti-Yunus campaign is being conducted while a compromis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obel laureate is in progress, amid the US and a few
other western countries calling for an honorable solution to the vexed issue.
The ruling party has adopted a hush-hush policy to carry out the campaign
against Yunus through seminars, symposiums, round-table discussions, and
political rallies across the country. Prof. Yunus was removed from the post of
managing director of Grameen Bank on March 1, 2011 by the Bangladesh
Bank, a move which the opposition BNP and some international quarters
condemned. The ruling party high command instructed a section of its leaders,
including some top-ranking ones, to conduct the campaign. Initially, the ruling
party kept strict behavior over the Prof. Yunus issue.65) There were no
complaints from the local people or even GB associates. The government
received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side to keep Yunus in his position. “A
senior leader of the party told The Daily Star that they have to wage the
65) Tusher (2011), “AL leaders out to slam Dr Yunus,” The Daily Star, http://www.thedailystar.net/
news-detail-179142 (Accessed September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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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as some influential international quarters is moun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reach a consensus with Prof Yunus and the (main opposition
BNP) is trying to gain political leverage from this.”66) Ultimately the issue of
forceful removal came out to the political field and those issues were aired in
local as well as international media.
In December 2011,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accused Yunus of treating
GB as his personal property and claimed the group was “sucking blood from
the poor.” In 2013,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built up its own commission
for the Grameen Bank after 14 months of forced retirement for Yunus.

New commissions were built for the following reasons to solve:
1. Finding out the weakness and obstacles
2. Confirming the transparency and rule of law
3. Observing the goal of the Grameen Bank and the legal structure
4. Observing the recruitment of the member in the governing body of the Grameen Bank

In the year of 2013, Yunus and the ruling party’s conflict clashed over the
issue of installing a caretaker government for a fair election in Bangladesh.
Yunus and BRAC Chairman Fazle Hasan Abed voiced the need for the caretaker
government at a meeting with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in
Dhaka 2012. But this was the first time the deposed managing director of GB
openly backed the opposition’s demand in front of the media. “Politics has
6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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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ght the country under dark clouds of conflict. The people of the nation will
not forgive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is situation,”67) Yunus said, and
that “the people did not want unrest.” A free and fair election was “not possible
without the caretaker government” and “all political parties” needed to contest
the looming elections.68)
On Jan. 17, 2016,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claimed to have received
threats from abroad over the removal of Muhammad Yunus from Grameen
Bank. She added that she had received a direct threat from abroad. Ruling
party leaders allege that Yunus had persuaded the World Bank to back out
from financing the Padma Bridge. But Yunus denied such claims by the ruling
party. The World Bank withdrew from financing the country’s largest ever
infrastructure project over allegations of a “corruption conspiracy” in the
appointment of consultants. Following the global lending agency’s withdrawal
from the project, the government took the initiative of constructing the
6.1-kilometre bridge with its own resources.
The ruling party has controlled the parliament since the last election, which
the main opposition party boycotted due to the issues of a fair election and
caretaker government. The board structure in particular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 general of any busines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the system
when it comes to the idea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 current

67) bdnews 24, “No fair election without caretaker: Yunus,” http://bdnews24.com/bangladesh/
2013/08/22/no-fair-election-without-caretaker-yunus, bdnews24.com (Accessed June 15, 2016).
6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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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ltered Grameen’s rules in November to give a three-strong
government-selected committee the power to oversee the selection of the bank’s
board.”69) “The government owns a 25% stake in Grameen, up from about 3%
in 2008.”70)
Sheikh Hasina claimed that huge pressure had been put on her government
to have Yunus return to Grameen Bank. Recently leaked emails sent by Yunus
to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uggest the Nobel laureate had
sought her intervention to get back his position in the bank.

3. Prime Minister Vs Founder
“According to Weber (1971), conflict is any action oriented intentionally to
carry out actor’s own will against the resistance of the other party or parties.”71)
He further asserts that conflict is an everyday normal on-going for institutionalized
process that is natural of social reality. “For Coser (1966), social conflict is
a struggle over status, power and scarce resources in which the aims of the
group in conflict are not only to gain the desired value but also to neutralize,
injure or eliminate rivals.”72) Generally speaking, conflicts entail struggle and
rivalry for objects to which individuals and groups attach values. Returning to
69) Allchin (2015), “Grameen Bank set to go under full government oversight,”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b237b790-b50f-11e4-b186-00144feab7de (Accessed June 15, 2016).
70) Ibid.
71) Toyin (2014), “Party Conflict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Nigeria (1999-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4, No. 11, pp. 248-269.
7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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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ance model, then “poor-governance firms with poor performance are
more likely to be in need of politically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erefore are
more willing to pay for the price of being politically connected.”73) However,
GB has a record of good performance in the local and international arenas under
the leadership of Yunus. Then why has GB became the subject of political
conflict between Yunus and Hasina? To understand the details, this part
examines the key issues of Hasina and Yunus which led to these conflicts. To
answer this, we need to look at the first trial of Yunus. “Prime Minister Hasina
launched the first trial against Yunus in December 2010, one month after the
release of “Caught in Micro Debt,” a documentary by Tom Heinemann. Screened
on Norwegian television on November 30, 2010, the film broadcast the
allegation that Yunus stashed approximately $100 million in 1996 into Grameen
Kalyan, a sister company of Grameen Bank.”74) Yunus was not convicted and
was found innocent after a full investigation from the Norwegian authorities.
However, Yunus was still not free from Hasina. Hasina forced Yunus to step
down from the leadership of GB. Hasina brought out only one issue, that Yunus
was older than 60 years old to hold such position. Even the internal governing
body, meaning the nine directors of GB who were elected by the 8.3 million
GB borrowers, allowed Yunus to stay at the managing director post for GB.75)
73) Yin-Hua Yeh , Pei-Gi, and Yu-Hui (2010), “Political Connection, Corporate Governance and
Preferential Bank Loan,”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Taipei, Taiwan.
74) Bari (2013), “The never-ending trial of Muhammad Yunus,” The Times of India, http://
timesofindia.indiatimes.com/nri/citizen-journalists/citizen-journalists-reports/rashidul-bari/The-nev
er-ending-trial-of-Muhammad-Yunus/articleshow/22757491.cms (Accessed June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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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eople thought the prime minister would not take further damaging
actions against Bangladesh’s only Nobel laureate, yet she continued her assault
on Yunus and Grameen Bank. She brought more pressure against Grameen
Bank by reducing the power of the bank’s directors and breaking the bank into
nineteen pieces. However, in September 2013, her mission to destroy Yunus
took an even more drastic turn: She decided to put him on trial again. Yunus
has challenged the allegations against him and claimed that they are baseless,
politically motivated charges. The Obama administration urged the prime
minster to treat Yunus in a fair and transparent manner.
This part will explore the reasons behind these harsh actions against Yunus.
First, Sheikh Hasina is not an ordinary politician. She is the daughter of the
first president of Bangladesh, Sheikh Mujibur Rahman, a leader often described
as the Father of the Nation, who was assassinated in August 1975 by army
officers. Hasina won office in 2009 after a landslide victory in an election that
was free from fraud. She is also one of the few women to have gained the
premiership not by inheriting it, but in her own right, long after her parents
and some of her siblings were murdered. Sheikh Hasina escaped the massacre
of her family only because she was in Germany at that time. Over many years,
she patiently worked her way back into, and to the top of, Bangladeshi politics.
Moreover, Sheikh Hasina has gained political power at the polls in an Islamic
country, which is no mean feat for a woman. “By getting the US to side with

7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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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us against the Bangladeshi prime minister,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eems guilty of arrogantly intervening in the domestic affairs of a
friendly, democratic government in direct contradict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preferred modus operandi.”76)
Second, Prime Minister Hasina did not agree with Yunus winning the Nobel
Peace Prize; she thought that the Norwegian Nobel Peace Prize Committee
would award it to her for signing a peace treaty,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in 1997.77)
Other resources show that Hasina got angry because the micro-finance
pioneer supported the Bangladeshi military’s plan to banish the nation’s top
two politicians. “Hasina was upset because she believed she instead of Yunus
deserved the Nobel Prize for her role in ending a decade old tribal insurgency
in eastern Bangladesh and that Yunus somehow manipulated the Nobel
committee through strong-armed lobbying with help from his American friend,
Bill Clinton, former U.S. president.”78) The relationship between Yunus and
76) Jagdish Bhagwati (2011), “The ‘real’ truth behind Yunus’ Grameen story,” The Times of India,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home/sunday-times/all-that-matters/The-real-truth-behind-YunusGrameen-story/articleshow/7797185.cms (Accessed June 15, 2016).
77) The Chittagong Hill Tracts Peace Accord is a political agreement and peace treaty signed
between the Bangladeshi Government and the Parbatya Chattagram Jana SanghatiSamiti
(United People’s Party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the political organization that controlled
the Shanti Bahini militia. The accord allowed fo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s
and tribes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region and ended the decades-long insurgency between
the Shanti Bahini and government forces.
78) B.Z. Khasru (2014), “Sheikh Hasina’s War on Yunus and U.S,” Foreign Policy Journal,
http://www.foreignpolicyjournal.com/2014/11/14/sheikh-hasinas-war-on-yunus-and-u-s (Accessed
June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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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ina was not warm and both blamed each other on many issues. “Hasina
was reportedly angered by Yunus’s 2007 attempt to form his own political
party backed by the powerful army when the country was under a state of
emergency and Hasina herself was behind bars.”79)
Yunus also harshly criticized the political system of Bangladesh to the
international media. In an interview with the AFP news agency in 2007, Yunus
remarked that politicians in Bangladesh work only for money, saying, “There
is no ideology here.” “In 2013, he decided to join in cleaning up corruption
by launching a new political party, Citizen’s Power. However, he never went
through with his plans.”80) Yunus’s support for the military’s plan to exile the
two ladies hardly caused any wrinkles in Hasina’s mind. In fact, she takes
credit for facilitating the military’s role in running the government in an
attempt to push the 2007 the general election forward. Hasina’s party, the
Awami League, was poorly prepared for the polls and she feared electoral
defeat. She has publicly stated that her actions – continuous violent street
protests late 2006 – paved the way for the military to run Bangladesh from
behind the scenes from 2007 to 2009. In early 2016, Sheikh Hasina claimed
that huge pressure had been put on her government to have Yunus return to
Grameen Bank. Recently leaked emails sent by Yunus to former US Secretary
79) The Telegraph India (2012), “Blunt warning to Hasina on Yunus,” http://www.telegraphindia.com/
1120507/jsp/frontpage/story_15460599.jsp#.V-I5sjVBrGg (Accessed June 25, 2016).
80) Bari (2013), “The never-ending trial of Muhammad Yunus,” http://timesofindia. indiatimes.com/
nri/citizen-journalists/citizen-journalists-reports/rashidul-bari/The-never-ending-trial-of-Muhamma
d-Yunus/articleshow/22757491.cms, The Times of India (Accessed June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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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te Hillary Clinton suggest the Nobel laureate had sought her intervention
to get back his position in the bank.81)
There are also huge counter attacks on the Padma Bridge issue. In 2012, the
World Bank pulled out of its US$ 1.2 billion commitment to fund
Bangladesh’s biggest infrastructure project, a 6.1 km multimodal bridge over
the Padma River, because of clear evidence of high-level corruption. But when
bank officials went to the government, they were ignored. However, Hasina
charged that World Bank officials acting at the behest of the family of former
US President Bill Clinton attempted to blackmail her into allowing former GB
Managing Director Yunus to return to the bank, or the World Bank’s portion
of the funding for the US$ 3 billion Padma Bridge, the country’s biggest,
would be turned off.82)

4. Grameen Bank and USA vs Grameen Bank and Ruling Party
“The type of political system and government in operation in a country play
a vital role in shaping society and this can also influence the likelihood of
sound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83)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in
81) Bdnews (Jan. 17, 2016), “Hasina says she received threat from abroad over Grameen Bank MD
Yunus sacking,” bdnews24.com, http://bdnews24.com/bangladesh/2016/01/17/hasina-says-shereceived-threat-from-abroad-over-grameen-bank-md-yunus-sacking1 (Accessed August 5, 2016).
82) Nava Thakuria (2016), “Bangladesh PM’s Vendetta Against Grameen Bank’s Yunus,” Asia
Sentinel, http://www.asiasentinel.com/politics/bangladesh-pm-vendetta-against-grameen-bank-yunus
(Accessed August 12, 2016).
83) Afolabi (2015), “The Impact of External Factors o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firms:
Empirical Evidence from Sub-Saharan Africa Anglophone Countries (SSAA),”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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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was not stable during the political chaos between the government
and Yunus. The ruling party tried to control the local political platform and
to exercise influence throughout the society because the opposition had no
voice to protest against decisions on the ruling party or current government and
the practice of corporate governance was hampered by one-sided ruling party
on all over the development sectors in Bangladesh. Many cases have been
found where government officials were involved in corruption, and the question
of sound governance always remains in the political and government system
in Bangladesh. The case of GB also hampered the foreign relations between
USA and Bangladesh under Hasina’s administratio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Bangladesh have increasingly been under
strain over issues such as Yunus, the Grameen Bank, the delays in signing the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TICFA) and other
treaties, allegations of labor rights violations in Bangladesh and the government’s
reluctance to shelter the refugees84) from Myanmar. Such threats were shown
from the former ambassador’s note on the regards of GB issues.
Dan Mozena, former U.S. Ambassador to Bangladesh, was clear about the
trade agreement when he said that Bangladeshi ready-made garments would not
Advanced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Studies (ISSN: 2315-5086), Vol.
4(1), pp. 16-35.
84)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there are, at
present, more than 32,000 registered or documented refugees living in two camps of Cox’s
Bazar district, and around 200,000-500,000 undocumented refugees living in the adjoining
areas including the CHT. http://archive.dhakatribune.com/op-ed/2016/jan/28/rohingya-refugeesthreat-bangladesh#sthash.O053I6R6.dpuf (Accessed September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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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ccorded duty-free entry into the U.S. market, a major importer, if the
treaties (TICFA) were not signed and the labor rights violations continued.
“The US wanted Nobel Laureate Yunus to continue as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Grameen Bank, but it was not followed by the Bangladesh government.”85)
A former American ambassador, William B. Milam, wrote in the Wall Street
Journal: “The U.S. and European governments will have to threaten to cut off
bilateral assistance programmes and other aid through multilateral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Milam, now a senior scholar at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re for Scholars, said the politicians of Bangladesh “wrongly”
believed that Yunus was a “long-term threat to their interests.”86)
Especially the real threat came from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USA.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on May 6, 2012, warned Bangladesh’s
government not to undermine pioneering micro lender Grameen Bank, saying
it was a key driver in the South Asian nation’s slow climb out of poverty.”87)

85) TICFA: Signing of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CFA) is another longpending issue between Bangladesh and the US. Failing to convince Bangladesh for signing the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 the US renamed it as TICFA. Bangladesh
was reluctant to sign the agreement on different grounds like labour standa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curity issues.
Mirdha (2013), “Be More Amicable, For economic reasons US-Bangladesh relations should be
as warm as possible,” the Daily Star, http://www.thedailystar.net/news/be-more-amicable
(Accessed September 10, 2016).
86) Habib (2012), “Battle over a bank,” Frontline, Volume 29 - Issue 18, http://www.frontline.in/
static/html/fl2918/stories/20120921291806200.htm (Accessed September 11, 2016).
87) Quinn (2012), “Clinton pressures Bangladesh govt in Grameen Bank row,”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us-bangladesh-usa-grameen-idUSBRE84503320120506 (Accessed
Septembe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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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ary Clinton has spoken up forcefully for Nobel laureate Muhammad Yunus,
bluntly telling the Sheikh Hasina government that “I don’t want anything that
would in any way undermine” the micro-lending bank that he pioneered. “I have
followed the dispute over Grameen Bank from Washington and I can only
hope that nothing is done that in any way undermines the success of what
Grameen Bank has accomplished,” the US secretary of state told a public
question-and-answer session in Dhaka. She expressed her position for Yunus
as, “I don’t want anything that would in any way undermine what has been
a tremendous model.”
U.S. officials said “Washington is now watching closely as Bangladesh moves
to name a successor to Yunus, emphasizing that the process must be clear and
transparent and not undercut Grameen’s accomplishments in bringing economic
opportunity to poor women”.88) The unequivocal statement was certain to touch
a raw nerve in Prime Minister Hasina who was in the middle of a confrontation
with the opposition party.
A former American ambassador has advised that the US and European
governments should threaten to stop helping Bangladesh for “haunting”
Grameen Bank and Muhammad Yunus. “The US and European governments
will have to threaten to cut off bilateral assistance programs and other aid
through multilateral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89) the former diplomat

88) Ibid.
89) “Former US Ambassador: Threaten Dhaka to stop aid over Yunus” (2012), ASIA Today,
http://www.asiatoday.in/details.php?id=427&country=bangladesh (Accessed September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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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te in the Wall Street Journal in 2012. He expressed fear that “corrupt
government officials can loot the bank’s substantial assets at will now.” “They
can also tap its customer base of women borrowers and turn them into a serious
vote bank by promises of loan reductions or write-offs”.90)
US congressional action can be reflected from a press statement by
Representative Rush Holt (D-NJ), on June 20, 2013, as follows:
“It is past time for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to cease its efforts to
destroy one of the true economic marvels of our age: Grameen Bank. I call
upon Secretary of State Kerry to make it clear to officials in Dhaka that
America supports Grameen Bank and its work for the poor in Bangladesh and
elsewhere in the world,”91) “If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persists in its
attacks on the bank and Professor Yunus, our government should reevaluate the
wisdom of our current push to deepen political and security ties to the current
government.”92)
Yunus was given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by President Barack
Obama in 2009, used to reach Secretary Hillary Clinton via State Department
official Melanne Verveer. In one of the email threads, Verveer wrote to Hillary
that “Yunus (was) still very concerned about future of Grameen.”93)

90) Ibid.
91) Fact Sheet, “Grameen Bank Under Threat,” Results, Washington, DC 20036, http://www.results.
org/uploads/files/Fact_Sheet_-_Grameen_Under_Threat.pdf (Accessed August 12, 2016).
92) Ibid.
93) Bdnews (Sep. 3, 2015), “Yunus turned to Hillary to end row with govt, reverse his Grameen
Bank fortunes,” bdnews24.com (Accessed August 12, 2016).

20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Meanwhile, the 2016 US election has been playing a significant role to back
the position of Yunus as well as his relation with the current government. Hillary
Clinton is the most likely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Prime Minister Sheikh Hasina on
Dec. 2015 said that Yunus was now waiting for Hillary Clinton to become the
next US president so that he can get her backing in “creating troubles” for her
government. She alleged that Yunus, also the GB founding managing director,
had been conspiring against the government after losing the position of the GB
chief in 2011.94)
“The seizure of the Grameen Bank would be a tragedy, not only for
Bangladesh, but would also send the wrong message to every other developing
country who has followed this proven model to provide loans to its borrowers,”
wrote Richard Branson, founder and chairman of the Virgin Group, in an
e-mailed response to questions from Bloomberg News. “I urge Sheikh Hasina
to take some time to consider these proposals.”
Branson was but one of the signatories on the letter. Former U.S. Federal
Reserve Chairman Volcker, former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Chairman
Sheila Bair and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hairman Arthur
Levitt also signed. Levitt is a board member of Bloomberg LP, the parent
company of Bloomberg News. GB is “a direct lifeline for more than 8 million

94) Rahman (2015), “Yunus waiting for Hilary to become US president: PM, December,” New Age
Daily, http://newagebd.net/182511/yunus-waiting-for-hilary-to-become-us-president-pm (Accessed
August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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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orking their way out poverty,” said Kerry Kennedy, president of the
Washington-based Robert F. Kennedy Center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who is also a signatory. “This work is possible because of the leadership of
Grameen Bank’s board of directors and partners, and their continued
independence to operate this bank for the poor,” Kennedy wrote in an e-mail
to Bloomberg News.
Summing up here, it is clear that Hasina’s administration has received
several threats from the US. However, this was not enough to prevent Yunus’s
forceful retirement and increasing influence of the government on the bank.
Good corporate governance measures in banks aim to minimize the conflicting
gap between those who own the business and those who run it, and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bank in one way or another (creditors, government, employees,
taxpayers - other stakeholders), so as to have a balance between areas of
interests and conflict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risk management in banks.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s controlling the board of directors and
ignoring diplomatic opinions can be a barrier for ensuring good cooperate
governance in the G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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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Analysis of Interviews
In this chapter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nalysis are presente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and then the interview data was handled in response to the
problems brought out in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Three significant goals
took part for collecting the data and the following data analysis. Those goals
were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GB without Yunus, to determine the interven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for the forceful retirement of Yunus, and to check
the US-Bangladesh rela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forced retirement of Yunus.
These objectives were accomplished. The findings also presented that the
reputation of GB is well established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ll respondents were from the ages of 30 to 40 years old and currently
engaged in the banking sector of Bangladesh. The names and exact ages are
not disclosed here, due to privacy concerns. Out of a total of 10 respondents,
8 were male and 2 were female.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the
beginning of July 2016 to the end of August 2016.

Table 3. Positions and Name of Banks

No.

Positions

Name of Banks

Gender

1

Service Holder

Private Bank in Dhaka

Male

2

Executive Officer, Risk
Management Division

Southeast Bank Ltd.

Male

3

Senior Officer

Private Bank of Bangladesh

Male

4

Principal Officer

Private Commercial Bank, Dhaka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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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No.

Positions

Name of Banks

Gender

5

Senior Officer

Private Commercial Bank

Male

6

Officer

Prime Bank Limited

Male

7

Junior level officer

Dhaka Bank Ltd.

Female

8

Principal officer

Southeast Bank Ltd.

Male

9

Senior Officer

Southeast Bank Ltd.

Male

10

Officer

Al-ArafahIslami Bank Limited
(AIBL)

Female

The category of the semi-structured questions was set as follows:
Survey Questionnaire:

1) How would you rate the current political status of Bangladesh?
2) How would you rate Grameen Bank without Yunus?
3) Do you think that Govt. intervention on Grameen Bank is a right decis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forceful retirement of Yunus? If yes, then please explain in brief
4) How would you 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Yunus and USA?
5) Do you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USA and Bangladesh turned bad since the US Govt.
highly criticized Bangladesh over the removal of Yunus? If yes, then please explain
6)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performance of Grameen Bank in Bangladesh?
7) What’s your current position?
9)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or concerns regarding Grameen Bank?

The following frame has shown the responses based on semi-structur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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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without
Yunus

Govt.
Intervention

USA and
Yunus

USA and BD
relations
turning bad

Overall
performance
Of GB

Your position

Any
comments

1

2

3

4

5

6

7

8

Note: *R=Respondents.

No

Banking
sector
(Mid-level)

Good

A bit

Interest
oriented

No

Not good

R1

Worse

Q

Political
Status

No.

R2

R3
Not clear

R4
Very
unpleasant

Banking
(Officer)

Strong

No

Deep

No

Positive Keep moving
impact on
the poor

Banking
(Senior)

Very good

No but US
Govt. is
unhappy

Highly

No

No

Banking
(Private
bank)

Good

No

Very strong

No

Not so bad Ship without GB should
sailor
go on its
way

Mixed

No

Banking
(Junior
officer)

Good

No

Good

No

Lost
direction

Stable but
bad for
investors

R5

No

Banking

Significant
for economic
growth

No

Reputable

No

Growing
without
Yunus

Volatile

R6

R8

Banking
(Executive
officer)

Good

No

Positive

No

Lost
direction

Stable but
problematic

Yunus is an Negative of
asset
BD Govt.

Owner
Of design
firm

Good

May be

Good

bad

Will run

60%

R7

Table 6. Responses from the Experts
R9

No

Banking
(Senior
Officer)

Not
remarkable

Yes

Very warm

No

Not good

Unstable

R10

R10

Great

No

Good

No

Should go

Worsening

Need
GB has
reformation conventional
banking
practice

Commercial Commercial
Banking
Bank
(Principal
(Senior
officer)
Officer)

Good

No

Good

No

Should go

Au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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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common answers by the respondents were as follow:

Q3) Do you think that Govt. intervention on Grameen Bank is a right decis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forceful retirement of Yunus? If yes, then please explain in brief.
Answer Choices
Yes

100%

10

No

0%

0

Total

100%

10

Q4) How would you 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Yunus and USA?
Answer Choices
Positive

100%

10

Negative

0%

0

Total

100%

10

The abovementioned answers of Q3 and Q4 are matched with the main
findings with this paper. As we have found, good CG must provide appropriate
incentives for the board and management to seek the objectives that are
beneficial for the bank or institution and its shareholders. However, Yunus was
forced to step down as managing director of the bank and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built up its own commission for the Grameen Bank after the 14
months of Yunus’s forced retirement. All respondents gave the same opinion
regarding governmental intervention, with no one supporting the government’s
decision, which is strongly reflected in this paper. Even bank directors allowed
Yunus to stay at the leadership position for GB. The governmen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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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e opposite direction of good CG to run an institution for the benefits
of its members. The relationship between Yunus and the US was viewed
significantly positively by all respondents, which is also reflected by the same
outcome of this paper. The results of this paper demonstrate the US pressure
to keep Yunus in his position as managing director of GB.

Q5) Do you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USA and Bangladesh turned bad since the US Govt.
highly criticized Bangladesh over the removal of Yunus? If yes, then please explain.
Answer Choices
Strongly No

70%

7

Strongly Yes

10%

1

Yes, or not sure

20%

2

Total

100%

10

Regarding Q5, the response was different from our study, where this paper
indicated the relationship had turned bad after the removal of Yunus. However,
since all of the respondents are currently living in BD, we assume that they
accounted the current status. While our study shows a degree of unhappiness
on the part of the US regarding the forceful removal of Yunus from GB, it
is the point of view that becomes the main reason behind such a difference.
All of the respondents are currently engaged in the financial sectors, so
financial matters are considered here. The respondents’ tendency to evaluate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US and Bangladesh was determined in their
response to the research problem. Regarding trade issues, “total U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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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angladesh rose to $1.2 billion during Awami League government’s tenure
from $25 million in 1996.”95) Here diplomatic pressures or political tensions
are not accounted for by the respondents. The respondents overlook or are not
concerned by the diplomatic tensions related to bilateral trade relations, such
as “suspending GSP facilities by US government” or “delaying of TICFA signing.”
Hasina mentioned this in the Parliament on September 9, 2015, while responding
to a parliamentarian question on whether “any superpower” was behind Bangladesh’s
exclusion from the US renewed list of countries with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facility.96) Although the prime minister did not directly mention
the name of Yunus, her words clearly pointed to Yunus. “A bank’s MD, after
losing his position following a legal battle, became so furious that he started
spreading canards against the government.” Hasina blamed Yunus for writing
to the US government suggesting the suspension of Bangladesh’s GSP facilities.97)
It is a part of the governance of banks that the management of every
business ensure the training of young staff to replace people in top managerial
positions, especially when they go on retirement. The GB case was not a case
of regular retirement for Yunu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show that every
expert denied the forceful retirement of Yunus, from which we can draw that

95) Home > Bangladesh, “Hasina hints at Muhammad Yunus’s involvement in anti-Bangladesh
propaganda,” (September 10, 2015), bdnews.com (Accessed August 12, 2016).
96) Ibid.
97) President Barack Obama suspended long-time US preferential trade benefits, or GSP status with
Bangladesh in the middle of 2013. The reason was explained as “it is not taking steps to
afford internationally recognized worker rights to workers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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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us was and is still in the most part considered an image of truth by the
borrowers. None of the respondents could accept the reality of his removal by
the political game. Another element can be taken as his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reput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Another concern of this paper was whether
GB will run smoothly without Yunus or not. On that issue, the respondents’
opinions were mixed, from those stating GB was a “ship without sailor” or
“lost the direction,” to those who emphasized the need to keep proceeding with
GB as a recognized model for reducing poverty and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many poor families involved with it by ensuring that poor people
remain as its owners.

Ⅶ. Conclusion and Future Research
Banks in the traditional system have been reluctant to lend money to anyone
unable to give some form or other of security. Grameen Bank, on the other
hand, works on the assumption that even the poorest can manage their own
financial affairs and development when provided suitable condition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sustainable progress and leadership of GB
in Bangladesh. However, this paper found that the Nobel-prized GB is not free
from domestic obstacles and barriers. Therefore, defining and focusing on the
political conflicts, and also examining the US relations with Yunus toward GB,
are the goals to this paper. Most significantly, it was the lack of experienced
leadership like Yunus for the position of permanent managing direct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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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ing a three-strong government-selected committee the power to oversee the
selection of the bank’s board, which caused GB to face such challenges in
running smoothly. For any country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CG) will
consider the effect of the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corruption
factors and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ase of GB through the lens of CG.
The banking sector plays a vital role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Bangladesh,
which is now transforming from an agriculture-based economy to an industrybased economy. Being the largest unit of the financial sector, banks must
operate at their best with the utmost efficiency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without external influence. In this regard, the
political factors identified in this paper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mong the banks, thus strengthening the banking
sector. The case of GB illustrates the negative effects that political connections
have had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and governance in Bangladesh, due to
the political battles between the managing director and government. This paper
also indicates that the forceful removal of Yunus from leadership was not
accepted by the local experts responding to the interview. In international
affair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US influence to keep Yunus as the leader
of GB. These efforts by the US, however, were not enough to restore Yunus
to leadership. This paper shows that political interest plays an important role
wh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ssure has been ignored by the government.
Apparently, the forceful discharge of its managing director and operation by
a government-appointed board members indicates that GB is und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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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reviously, nine of the members were elected by the bank’s borrowers,
who were mainly poor women, and who also won the majority of the bank
and were able to share their critical conditions and obstacles faced in their daily
life. The remaining three members wer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So the
bank held a balance between its economic and social goals. Under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concern should be with holding a balance between
commercial and social goals and to maintain a good balance between singular
and communal goals. But under state control these goals can slip away or the
progress can be set back since the voice of poor people are not accounted for
in the board. Additionally, no permanent managing director has been appointed
since the forceful removal of Yunus. In this sense, this paper shows that GB
faces challenges to sustain its permanent leadership and progress. Sustaining
the progress of GB, government needs expertise and skills to benefit the
borrowers who are mainly poor women.
In this paper, we selected all of the respondents using a non-random
convenience data sampling method. The selection of local experts results in a
narrow focus into this paper. Also,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covers local
understandings of the current political status and the US-Yunus relationship. In
the future, we plan to contact local experts from the four types of the banking
system in Bangladesh – such as state-owned commercial banks, private commercial
banks, foreign commercial banks and specialized development banks – and ask
for potential participation in terms of encompassing a bigger and more balanced
respondent pool for the Delphi technique. Additionally, comprehens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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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US-Bangladesh relations from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of Bangladesh
would be an interesting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t last, all of those concerns
can be examined either from the internal viewpoint of politics or from possible
interac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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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도기업의 경영자 특성이 사회적 책임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6개년 동안 인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
경영자 특성을 연령, 임기 그리고 교육적 배경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과 임기는 사회적 책임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으나, 교육적
배경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책임 성과를 환경 성과,
사회적 성과, 지배구조 성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환경 성과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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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인 반면, 교육적 배경 간에는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성과와 연령 및 임기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한편 지배구조 성과는 연령과 임기 간에 모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 셋째, 규모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는 사
회적 책임 성과에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규모효과 가설이 지
지되었다. 넷째, 전문최고경영자를 보유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성과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 성과를 증진하는 데 있어 전
문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마르와리가 소유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 특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회적 책임 성과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기업에 있어 최고경영자 특성
은 사회적 책임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영자 특성 중에서 연령과 임기, 교육적 배경은 사회적 책임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둘째, 인도기업의 최고경영자 특성과 사회적 책임
성과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실증결과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
할 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국
가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사회적 책임 성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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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라고
칭함)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CSR에 관한 성과와
기업의 인적자원 간의 연관성에 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Matten and Crane(2005)의 연구에 따르면, CSR은 자연자원의 고갈, 지구온
난화,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긴장, 전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량, 물, 에
너지 자원의 부족 같은 시스템적인 요인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
다.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는 CSR의 성과에 관해 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e.g., Pless et al. 2012; Waldman et al. 2006), CSR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소수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Christensen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특성, 행동, 리더십은 CSR 활
동에 근거가 된다고 한다. 그들은 조직 및 경제기반 이론하에서 왜 기업들이
CSR 활동에 집중하는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도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CSR 성과가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논의
역시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특성이 CSR 성과에 어
1) Aguinis and Glavas(2012); Morgeson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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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인도기업을 살펴본 이유
는 최근 인도시장에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SR에 있어 법제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2) 또
한 인도기업은 가족 중심의 비즈니스그룹(business group)이 경제성장을 견
인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경영자의 특성이 CSR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인도기업을 대상으로 한 CSR에 관
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특성과 CSR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세부 연구 이슈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나이(연령), 근속연수(임기), 교육적 배경(수준)과 CSR 성과 간의 관계를 살
펴본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관한 경영자 특성은 인지이론에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유사한 인지적 구조와 가치관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에 대해 유사한 해석을 하며, 이에 따른 유
사한 의사결정 및 행동양식을 가진다고 한다.3)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을 개념변수로 이용하여 CSR 성과의 영향을 살펴본다. 둘째, 최
고경영자가 소유경영자인지 여부와 CSR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2) 허인혜(2012)는 인도에 진출한 대표적 기업인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중심의 긍정적 효과를 야기하며, 미
래 소비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한편 인도의 CSR 법제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연도의 순기업가치가 50억 루피(한화 약 84억 7,500만 원)이상, 매출 100억
루피(한화 약 1,695억 원) 이상, 순이익 5천만 루피 (한화 약 8억 4,750만 원) 이상 등 위의
기준 3개 중 어느 1개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이사회 산하에 CSR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둘
째, 모든 기업의 이사회는 CSR위원회가 권고하는 CSR정책을 승인하고 기업이 관련 활동을
추진하도록 한다. 각 회계연도별로 직전 3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정책 추
진에 지출하도록 한다(Otojit Kshetrimayum 2013).
3) Walsh(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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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경우 가족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본 연구는 소유경영자와 전
문경영자를 구분하여 CSR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셋째, 기업규모에 따라 CSR 성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보유자원이 풍부해 CSR의 유인을 증가시킬 것이
라는 점에 기인한다.

Ⅱ. 이론적 배경
경영자와 CSR 성과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배경에 기인
하고 있다. 첫째, Friedman(1970)에 의해서 제시된 주주접근(shareholder
approach) 관점은,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는 경영자가 CSR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주주의 바람(desire)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moral)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의 관점이다. 먼저 도구적 이해관
계자이론(instrumental stakeholder theory)에 따르면,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CSR을 자신의 성과로 도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경영자는
CSR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사적 이
익을 위해 CSR 성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해관
계자 및 대리인이론(stakeholder-agency theory)에 따르면, 경영자는 주주이외
에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CSR을 추구한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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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주가치 극대화는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 된다.
셋째, 대리인-선량한 관리자 접근(agency-stewardship approach)에 따르면,
경영자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따라 대리인과 선량한 관리자로 구분된다
고 한다. 대리인 관점에서 경영자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
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4) 특히 경영자는 내재
적으로 기회주의적이며,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하에서만 주주가치 극대화
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반면 선량한 관리자 관점은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보
다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주로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들과 협력
하여 보다 더 높은 기업성과를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결국 선량한 관리
자에 가까운 경영자는 CSR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주
장한다. 무엇보다도 경영자 특성(profile)은 심리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묘사
될 수 있다.5) 즉 심리적 요인은 일의 동기, 조직적 식별(identification), 힘의
사용과 같은 경영자의 행동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 특성을 의미
한다. 상황적 요인은 경영자의 철학과 조직문화(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그
리고 힘의 거리)와 같은 기업의 특성에 관한 경영자의 인식이다.6) 이와 같은
이론 하에서 경영자는 수입, 일의 조건, 지위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s)에 의해서 행동화될 때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게 된다. 반대로 경영자
는 성취, 개인적 만족, 인식 등 내적 요인(intrinsic factors)에 의해서 행동화
될 때 선량한 관리자와 같이 행동하게 된다.
4) Jensen and Meckling(1976).
5) Chrisman et al.(2007); Davis et al.(1997); Wasserman(2006).
6) Godos-Diez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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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량한 관리자 이론(Stewardship theory)은 경영자 특성(manager
profile)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7) 이 이론은 경영자를 기업의
신하로서 묘사하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심리적-사회주의적(psycho-sociology)
관점을 제시한다. 경영자들은 개인적, 자기 이기적이기 보다는 협력적이며
집단주의적인 행동을 한다. 선량한 관리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후생을
지지하며, 주주뿐만 아니라 그룹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관리한다. 특히
선량한 관리자 이론 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하기 위한 주요 방법
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8)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관한 경영자 특성은 인지이론에 이론적 배
경을 가지고 있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유사한 인지적 구조와 가치관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에 대해 유사한 해석을 하며, 이에 따른 유사
한 의사결정 및 행동양식을 가진다고 한다.9)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특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 자신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전략
적 의사결정자로서 최고경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고경영
자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최종결정자이기 때문이다.10) 한
편 최고경영자는 기업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선택에 중요

7) Davis et al.(1997).
8) Hernandez(2008).
9) Walsh(1995).
10) Chandler(1962); Finkelstein et al.(1996); Chatterjee and Hambrick(2007); Hambrick(2007); Hambrik
and Mason(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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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최
고결정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전략적 리더십은 조직을 이끌고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즉
전략적 리더십의 핵심이론으로서 최고경영층 이론(Upper echelon theory) 관
점은 핵심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한다.11)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직을 위한 최
고경영자의 선택은 이들 최고경영자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 논리 하에서 동
일한 환경에 직면할 때, 차별적인 경영자들은 개인의 편견, 경험, 가치에 기
초한 차별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개인적인 속성
과 특징은 차별적인 조직의 전략적 행동과 축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이론은 경영자특성과 전략적 성과간에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
우 많이 적용되었다.12)

2. 최고경영자와 CSR 성과
경영자의 속성은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적 가치, 믿음 등을 반영하기 때문
에, 경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기업성
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3) 최고경영층 이론 프레임워크하에서
최고경영자의 가치, 편견, 특징은 내부와 외부적 환경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즉 개인적인 인식은 수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요구에 관해 수용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경영에 반

11) Hambrick and Madson(1984).
12) Chaganti and Sambharya(1987); Thomas et al.(1991).
13) Walton and Dutton(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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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는 낮은 CSR 성과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를 원할
수 있다.14) 그리고 CSR 활동은 기업의 보충적인 자산 및 충분한 능력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만약 최고경영자
가 이와 같은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CSR 활동은 기업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CSR 행동은 기업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최고경영자의 특성16)과 카리스마17)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고경영자의
특성 등은 CSR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Ⅲ. 선행연구
CSR에 관한 연구는 이해관계자, 환경보호, 기업성과 등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특히 CSR의 결정요인으로 외적, 규범적인 가치, 즉 특정 이해관
계자 그룹 및 제도적 환경에 관한 윤리적 관심사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는
CSR 활동이 이해관계자의 가치 선호에 대한 기업정책의 조정의 형태를 반
영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연구는 조직적, 개인적 수준의 내적가치의 효과,
즉 정치적 이데올로기, 심리적 특징18) 등을 분석해 왔다. McWilliams and

14)
15)
16)
17)

Petrenko et al.(2016).
Darnal and Edwards(2006); Zahra and George(2002).
De Vries and miller(1985).
Flynn and Staw(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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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gal(2001)의 연구에 따르면, CSR 활동으로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
은 기업이 법에 의해 규정된 기업의 이익을 넘어선 사회적 선의를 나타내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CSR 성과에 대해 경영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Fitzpatrick(2000)은
CSR과 최고경영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Dallas/Fort Worth지역을 대
상으로 150명의 최고 경영자를 조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는 사업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높은 명성은 CSR을 잘 수행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
였다. 그러나 De Wolf et al.(2012)은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 대해
CSR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들 경영자는 CSR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Aldag and Jakson(1984)은 미국에 속한 1,000명의 경영자들을 표본으로 하
여 사회적 속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경영자와 사회적인 성향(orientation)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지
만, 연령 간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Hunt et al.(1990)은 광고대
행사 경영자 330명을 표본으로 하여 CSR 행동과 경영자 성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CSR과 경영자의 성공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CSR 행동은 경영자의 수입(income) 및 직위(title)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영자 특성과 CSR 성과 간의 관계는 Thomas and Simerly(1994)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들은 1986년에서 1987년 동안 미국의 97개 기업

18) Aguilera et al.(2007); Deckop et al.(2006); Chin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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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본으로 CSR 성과와 최고경영자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CSR
성과는 최고경영자의 다양한 업무경험, 임기, 사회경험, 연수 등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CSR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마케팅, 연구개발
등과 같은 업무경험, 장기간의 임기, 조직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최고경영자
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경험이 많은 경영자들은 이해관계자의 요
구에 만족하기 위해 관련정책을 실행하고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였
다. 나아가 Arlow(1991)는 연령과 CSR성향에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나이
가 젊을수록 CSR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Quazi(2003)는 호주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특성과 CSR 성과에 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CSR에 관한 경영자의 약속은 경영자특성에 기인한다. 이는
경영자들은 개인으로서 사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집행자로서 의
사결정을 행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영자의 인식은 내재적 요인뿐만 아니
라 사업경험에서 얻어진 특성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높
은 교육과 경영자교육, 종교적인 믿음은 경영자에게 CSR에 대한 참여를 높
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Waldman et al.(2006)은 CSR 가치와 관련된 문
화적 리더십 변수를 이용하여 15개 나라에 속한 56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비전적인 리더십은 CSR가치에 영향을 준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Manner(2010)는 최고경영층 이론과 KLD 자료 및 미국
의 650개 표본을 이용하여 최고경영자의 특징과 CSR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인문학 학사학위, 경험, 여성은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보인 반면, 최고경영자의 경제학 학사학위, 단기보상은 CSR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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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os-Diz et al.(2011)은 CSR 성과에 관해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분석하였
다. 그들은 2008년 스페인의 149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매개된(meditated)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들은 실증분석 결과에서
최고경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모형에 접근할수록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더욱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선량한 관리자를
가진 회사에서 CSR 활동을 보다 더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ang(2013)
은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CSR 성과에 관해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실증 분
석하였다. 그들은 경영자의 교육수준(경영학 석사 또는 석사)은 CSR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CEO의 임기, 성별 및 고용자 수는 CSR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Fabrizi et al.(2014)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97개
미국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CEO의 유인과 CSR 성과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CEO의 금전 유인과 비금전적인 유인 모두가 CSR 성과에 영향을 준다
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유인은 CSR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
며, 비금전적인 유인은 CSR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SR 성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Burton and
Hegarty(1999)와 Arlow(1991)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특히 그들은 CSR성향
(orientation)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또한 Atakan et al.(2008)과 Kahreh et al.(2014)도 성별과 CSR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에서 전자는 여성이 CSR에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후자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간에는 차이가 없
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영자의 성
별에서도 CSR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arrieta‐
Rubin de Celis et al.(2015)은 스페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성경영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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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SR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여성경영자는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혜정(2014)은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89개를 대상으로 하여
CEO 특성이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CEO의 교육수준
은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CEO의 전공이 CSR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상구, 임현일(2015)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국내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EO의 인센티브와
CSR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비가족 경영자의 경우 CSR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CSR 성과는 CEO의 사적 이익을 증
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를 검토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 [표 1]은 주요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선행연구 요약표

저자(연도)

Aldag and
Jakson(1984)
Hunt et al.(1990)
Thomas and
Simerly(1994)
Arlow(1991)/
Burton and
Hegarty(1999)

주요변수

주요결과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오랜 경험을 가진 경영자와 CSR
업무경험,
성향(orientation)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나,
연령
연령 간에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경영자수입, CSR 행동은 경영자의 수입(income) 및 직위(title)에 영
직위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CSR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마케팅, 연구개발 등과 같은
업무경험,
업무경험, 장기의 임기, 조직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최
임기
고경영자로부터 나타난다고 한다.

성별

CSR 성향(orientation)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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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저자(연도)

주요변수

주요결과
최고경영자의 높은 명성은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함으
Fitzpatrick(2000)
명성
로써 얻어진다고 하였다.
경영자의 높은 교육과 종교적인 믿음은 경영자에게
교육적 배경
Quazi(2003)
CSR에 대한 참여를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고경영자의 비전적인 리더십은 CSR 가치에 영향을
Waldman et al.
리더십
(2006)
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CEO의 인문학 학사학위, 경험, 여성은 CSR 성과에 긍
교육적 배경
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경제학 학사학위, 단기보상은
Manner(2010)
(학위, 전공)
CSR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교육적 배경,
경영자의 교육수준(MBA 또는 MS), CEO의 임기, 성별
임기, 성별 및
Huang(2013)
및 고용자 수는 CSR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고용자 수
여성이 CSR에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
Atakan et al.
성별
(2008)
하였다.
Kahreh et al.
성별
남성과 여성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4)
여성경영자는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Larrieta‐Rubin de
성별
Celis et al.(2015)
한다.
CEO 교육수준은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육적 배경
반혜정(2014)
또한 CEO의 전공이 CSR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공)
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상구, 임현일
CEO 인센티브와 CSR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
인센티브
(2015)
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 저자 정리.

Ⅳ. 연구가설
1. 최고경영자의 인지적 특성과 CSR 성과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전략수립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일 뿐만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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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등을 분리하고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이
고 매우 중요한 리더이다.19) 따라서 기업이 CSR 전략을 수립하고 CSR 활동
을 전개하는 데 있어 최고경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고
경영자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 등이 적절
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층 이론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들의 유
사한 인지, 심리적 특성은 유사한 전략의 선택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20)
이는 최고경영층 이론이 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바 인지이론에 따르면,
유사한 인지구조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에 대해 유
사한 해석을 하며, 유사한 의사결정 및 행동양식을 보인다는 것이다.21) 인지
적 관점에서 최고경영자의 특성으로는 임기, 연령, 교육적 배경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

가. 최고경영자의 연령과 CSR 성과
최고경영자의 연령은 CSR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지이론적관점에
따르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변화와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이는
인지구조 측면에서 개인의 연령은 위험선호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위험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최고경영층 이론은 최고경영자의 연령과 기업의 변화 및 위험 부담 간에 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인지이론과 최고경영층 이론에 따르면
19) Minzberg(1978); Tomas and Simerly(1994).
20) Hambrick and Mason(1984).
21) Walsh(1995); 서정일, 장호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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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나이와 CSR 활동 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22)
전략적 관점에서 CSR 활동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경영전략이
다. 특히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를 가진 최고경영자가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를 가진 최고경영
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를 가진 최고경영자에 비해 경영전략의 변화에 즉
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위험성을 보다 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
령이 높은 최고경영자는 퇴직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단기적 의사결정을 할 가
능성이 높으며, 연령이 낮은 경영자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고경영자의 연령은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Waldman et al.(2006)은 경영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경영
자들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부(wealth)와 발전보다는 개인적 성장
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성격이 더욱 증가한다고 한
다.23) 본 연구는 인도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연령 증가가 CSR 성과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1: 인지이론과 최고경영층 이론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CSR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이해관
계자이론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CSR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2) Hitt and Tyler(1991); Wiersema and Bantel(1992); 서정일, 장호원(2010).
23) Singhapakdi, Vitell, and Franke(1999); Terpstra and Rozell(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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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고경영자의 임기와 CSR 성과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CSR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24) 특히 최고경영자
의 임기는 조직과 이해관계자 지식의 유용한 측정치일 수 있다.25) 이는 내부
에서 오랫동안 임기를 가진 경영자들은 기업 고유의 시장, 고객, 고용인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장기의 임기를 가진
경영자들은 보다 더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26)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2: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증가할수록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배경과 CSR 성과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배경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적변화와 복잡한
환경에 대처할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27) Bantel and Jackson(1989)에 따르면,
경영자의 교육 수준은 기업 조직 내의 의사소통, 혁신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그들은 높은 교육적 배경을 가진 경영상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
결할 능력을 가진다. Wiersema and Batel(1992)은 높은 교육적 수준을 가진
최고경영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경영활동에 있어 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업전략의 변화에
24)
25)
26)
27)

Huang(2013).
Tomas and Simerly(1994).
Fredrickson(1985).
Hamerick and Mason(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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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쉽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배경이 높
은 경우 인지적 능력도 높아 신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반
면, 교육적 배경이 낮은 경우 직관적이고 보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높은 교육적 배경을 가진 최고경영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
해하고 통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이 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적 배경이 높은 최고경영자
는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육적 배경에서 최고경영자의 전공은 CSR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ieserma and Bantel(1992)은 이공계(자연과학 및 공학전공) 전공을 가
진 최고경영진은 인문사회계(인문학 및 법학 전공) 전공을 가진 최고경영자
보다 더욱 높은 전략적 변화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다고 한다. 즉 자연과학
및 공학을 전공한 최고경영자는 전략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공계를 전공한 경영자의 경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문사회 전공자의 경우
에는 보수적이고, 직관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3: 최고경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 1-4: 이공계 전공을 가진 최고경영자가 인문사회계 전공을 가진 최고
경영자보다 CSR 성과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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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최고경영자 특성과 CSR 성과
CSR 성과는 최고경영자가 가족구성원(이하 가족 최고경영자라고 칭함)
또는 전문경영자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이익적 관점과 가족주의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창업자 또는 가족구성원인
경우, 사회적 책임보다는 자기 이익을 보다 더 강조한다.28)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은 복잡한 충돌로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에 일치하기보다는 경쟁적
인 목표와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둘 수 있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인
경우, 사회적 선의에 해로운 시장 환경과 경쟁에 치중하며, 이해관계자들에
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29) 가족 최고경영자는 전문 최고경영자(professional
CEO) 보다 평균적으로 부와 직업에 안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보
다는 개인적 이익에 높은 비중을 둘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 관점과 가
족주의에 따르면 전문 최고경영자를 보유한 기업은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문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
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반면, 자신의 사적 이익(private profit)을 위해 추구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30) 즉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경영자참호가설
(entrenchment hypothesis)에 따르면, 전문 최고경영자는 주주의 부를 증가시
키지 않는 반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CSR에 투자할 유인을 가질 수 있
다. 예를 들면 일부 최고경영자의 경우, 방송 및 광고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28) Morck and Yeung(2004); Laguir and Elbaz(2014).
29) Schultz et al.(2001).
30) Jesen and Meckling(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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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대중에 알릴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명성을 높
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에게 이와 같은
사적유인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사회적 책임은 오히려 과대투자 유인을 가
질 수 있다.31) 따라서 전문 최고경영자는 사회적 책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 최고경영자 또는 전문 최고경영자의 경우,
차별적인 CSR 성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한다.
가설 2: 가족구성원인 최고경영자는 CSR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전문 최고경영자의 경우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기업규모에 따른 CSR 성과
기업규모는 CSR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CSR 활동이 기업의
전략적 동기로 이용되는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는 데 기인한다.32) 예를 들면 대규모 기업에서 CSR 활동의 증가는 명성 및
브랜드 등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기업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대기업의 CSR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 소규모기업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3) Hillman and Keim(2001)은 기업이 성장하여 규
모가 증가하는 경우,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일으키게 되며, 그들의

31) Berna and Rubin(2010); Jiraporn and Chintrakar(2013).
32) McElory and Siegfried(1985).
33) Udayasanka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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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Cappelli et al.(2010)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큰 고성장 인도회사들의 경영
자는 내부적으로 집중화(internally focused)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
진다고 한다. 즉 단기의 주주 이익보다는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발전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의 경영자들은 미국의 경영자와는 달리 주
주이익을 위한 목표를 종업원의 발전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
는 서양의 경영자와는 매우 차별적인 특성임을 나타낸다. 또한 인도경영자
들은 사회적 이슈, 공동체의 서비스와 인프라 스트럭처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극빈한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CSR과 지배구조는 나라의 발전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일부 경영자들은 인도의 CSR은 그룹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한 명성적인 자
산이라고 해석한다. 즉 미국의 CSR은 간단할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법적의
무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종업원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규모가 큰 인도기업
경영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인도기업은 CSR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Ⅴ.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자료를 수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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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원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무자
료와 CSR 성과 자료 얻기 위해 블룸버그(Bloomberg)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한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의 모든 산업 및 기업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과거의 자본시장 데이터와 경제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
서 인도기업의 연도별, 재무자료를 추출한다. 둘째, 연구를 위한 표본기업의
재무자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동안이며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해당 결산기 말 재무자료를 수집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특성
을 조사하기 위해 수작업을 통한 자료를 통해 수집했다. 수작업은 개별 기업
을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조사하고 이들의
연령, 임기, 교육수준을 조회하였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나이 산정은 2015년
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 대상 기업은 511개 기업이며, 연도별 기업별(firm-year)
3,066개의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2. 연구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분석방법과 연구모형을 이용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CSR 성과 간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이용한다. 둘째, 식 (1)과 같이 경영자 특성과 CSR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패
널회귀분석을 이용한다. 패널회귀분석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다. 패널자
료를 이용하면, 자유도를 증가시키고 설명변수 간의 공선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수추정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패널회귀모
형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
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아래 식 (1)에서  는 기업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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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찰되지 않는 효과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기업 고유의 특성 효과 이외에 시간효과( )를 반영하였다.
   는 패널 데이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오차항이다.

························ (1)
                
            
  Ln              
  P r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CSR 성과(CSR)이다. CSR 성과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ESG
데이터를 이용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ESG 점수를 사회적
책임 성과의 대용변수로 이용한다.34) ESG 데이터는 블룸버그에서 공시한
ESG 점수(ESG disclosure score)를 이용한다. ESG점수는 0점에서부터 100점
까지 산출된다. 블룸버그의 ESG 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부터 여성임원의
보유 수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ESG 점수는 기업의 지속성과
투자의 윤리적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의
소비와 관련되어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ESG를 각각 환경성과(ENVIRON),
사회적성과(SOCIAL), 지배구조성과(GOVERANCE) 등으로 분리하여 살펴
보았다. 여기서 환경성과는 기업이 완전한 에코시스템 등 환경위험을 피하
고 있는지 여부를 반영하기 위한 성과이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 감소, 제품

34) Nollet(2016); Giannarakis et al.(2014).
35) Nollet and Mitrokosta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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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성과는 기업이 고용자, 고객,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 신뢰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업의 능력을 측정한다. 특히 사회적성과
는 기업의 명성을 반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
한 능력을 결정해 주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공
헌, 제품책임, 인권, 고용의 질, 건강과 안전,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지배구조
성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의 관점을 위해 이사회 집행위원의 행동과 기
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창출을 통해 관리, 책임 등을 규제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기능, 이사회구조, 보상정책, 주주권리 등이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최고경영자의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연령(CEOAge)
은 최고경영자의 연령이다. 임기(CEOTenure)는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을
의미한다. 교육배경(CEOEdudummy)은 최고경영자의 교육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더미변수를 이용한다. 학사는 0의 값을, 석사와 박사는 1의 값을 이용
한다. 특히 교육배경에서 최고경영자의 전공(CEOMajor)을 추가로 살펴본다.
전공은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은 1의 값을,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은 0의
값을 가진다. 한편 최고경영자가 가족 최고경영자 또는 전문 최고경영자인
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 최고경영자는 1의 값을, 가족 최고경영
자은 0의 값을 이용한다. 특히 가족 최고경영자는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친
족으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는 Lnasset이다.
이는 자산총액에 로그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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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기업의 매출액성장율, 부채비율, 총자산영업이익률 등 3개의
변수를 이용한다. 매출액성장율(SaleGr)은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전기
매출액]으로 측정한다. 또한 부채비율(Lev)은 부채총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부채총액/총자산)으로 측정한다. 총자산영업율(Profit)은 영업이익을 총자
산으로 나눈 값(영업이익/총자산)으로 측정한다.

Ⅵ.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표 2]는 전체기업을 표본으로 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값이다. 종속변수
인 ESG, Environ, Social 그리고 Gov의 평균값은 각각 23.75, 15.85, 18.97,
47.21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기업들의 CSR 성과지수가 다소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SG 지수에서 Gov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 한편 최고경영자의 연령을 나타내는 CEOAge의 평균값은 52.77
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나타내는 CEOTenure의 평
균값은 3.96년으로 다소 짧은 임기를 보여준다. 매출액성장율(Salegr)의 평균
값은 0.18(18%)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채비율(Lev)의 평균
값은 0.19(19%)로 낮은 수준인 반면 총자산영업이익률(Profit)의 평균값은
0.09(9%)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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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Obs

Mean

Median

Max.

Min.

Std.Dev.

ESG

Variables

755

23.75

19.42

58.26

9.09

11.53

ENVIRON

755

15.85

12.40

59.69

1.55

12.86

SOCIAL

755

18.97

12.28

75.44

3.13

15.86

GOV

755

47.21

44.64

71.43

10.71

7.67

CEOAGE

755

52.77

53.00

79.00

26.00

7.77

CEOTENURE

755

3.96

2.00

45.00

0.00

5.63

SALESGR

755

0.18

0.12

19.06

-1.00

0.78

LEV

755

0.19

0.16

2.43

0.00

0.22

PROFIT

755

0.09

0.08

0.35

-0.53

0.09

LNASSET

755

11.04

10.80

15.81

7.05

1.76

자료: Bloomberg Database.

표 3. 상관관계 분석
ESG ENVIRON SOCIAL GOV CEOAGE CEOTENURE CEOEDU SALESGR LEV PROFIT LNASSET

ESG

1

ENVIRON

0.96

1

SOCIAL

0.90

0.78

1

GOV

0.81

0.73

0.69

CEOAGE

0.02

0.02

0.04 -0.01

CEOTENURE -0.16

-0.14

-0.16 -0.14 0.17

CEOEDU

1
1
1

0.09

0.08

0.10 0.03

0.15

-0.18

1

SALESGR -0.05

-0.04

-0.04 -0.05 0.00

-0.02

0.06

1

LEV

-0.07

-0.04

-0.12 -0.01 -0.10

0.05

-0.11

-0.04

PROFIT

0.09

0.08

0.07 0.12

0.00

-0.08

0.05

-0.02 -0.55

LNASSET

0.46

0.37

0.51 0.43

0.03

-0.13

0.04

-0.02

자료: Bloomberg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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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각 변수들의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 분석이다.
CSR 성과를 보여주는 ESG와 ENVIRON, SOCIAL, GOV는 각각 0.96, 0.90,
0.81로 나타나 모두 정(+)의 상관계수 값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SG
와 CEOAGE, CEOEDU는 각각 0.02, 0.09로 정(+)의 관계를 가진 반면,
CEOTENURE는 –0.16으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와 LNASSET은 0.46으로 정(+)의 관계를 보였다. ESG와 통제변수인 매출액
성장율(SALESGR), 부채비율(LEV)은 –0.05, -0.07로 부(-)의 관계를 보인 반면,
총자산영업이익률(Profit)과의 관계는 0.09로 정(+)의 관계를 보였다. [표 3]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타 변수를 통제하기 이전에는 CSR 성과와 최고경영자
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CSR 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 최고경영자의 임기와
CSR 성과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업규모와
CSR 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사전 분석
가. CSR의 연도별 추이분석
본 절에서는 인도기업의 CSR 성과에 관한 최근 추이를 살펴본다. [표 4]
는 ESG 공시 점수의 연도별 추이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연도별 ESG 평
균값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4.585, 2013년도에는 16.438, 2015년에는
15.427이다. [그림 1]은 인도의 CSR 성과를 나타내는 ESG 공시 점수의 연도
별 추이를 나타낸다. 먼저 <Panel A>는 표본기업 전체의 CSR 성과(ESG)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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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SR 공시 점수 기초통계량

Year

Obs

Mean

Std. deviation

Max

Min

2010

511

14.585

7.789

60.331

2.066

2011

510

15.068

8.552

59.504

5.702

2012

503

15.364

9.099

57.025

5.372

2013

496

16.438

10.516

58.265

5.372

2014

487

16.516

11.109

59.091

5.372

2015

456

15.427

9.918

57.025

5.702

자료: Bloomberg Database.

시 점수 추이를 나타낸다. 인도기업의 CSR 성과지수는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인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에는 급격한 상승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CSR 활동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한데 기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CSR 성과의 상승은 2015년부터는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소 흥미로운 결과로 보인다. CSR 성과
의 추이를 요약하면, 정부의 CSR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규제효과는 일시
적인 CSR 성과의 상승만 가져왔을 뿐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Panel B>, <Panel C>와 <Panel D>는 환경 공시 점수, 사회적 공시 점수,
지배구조 공시 점수를 각각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Panel B>는 환경
공시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ESG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특히 기업들의
환경성과에 대한 노력이 2012년에서 2013년 동안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
으나 이후 2015년에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편 <Panel C>는 사회적 공
시 점수이다. 이는 환경성과와는 달리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Panel D>는 지배구조 공시 점수로 사회적 공시 점수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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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SR 공시 점수의 연도별 추이분석

<Panel A> CSR 공시 점수
17.00
16.50
16.00
15.50
15.00
14.50
14.00
13.50

ESG

ESG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anel B> 환경 공시 점수
17.00
16.50
16.00
15.50
15.00
14.50
14.00
13.50

Environ

Environ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anel C> 사회적 공시 점수
Social

25.00
20.00
15.00

Social

10.00
5.00
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anel D> 지배구조 공시 점수
46.00
45.50
45.00
44.50
44.00
43.50
43.00
42.50
42.00

Gov

Gov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Bloomberg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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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2013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공시 점수가 완만하게 상승한 것과는 달리, 환경 공시 점수와 지배구
조 공시점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인도정부의 법적 규제가 CSR 성과 증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했
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표본대상 인도기업 전체의 CSR 공시 점수는 다소 낮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도기업의 경우 박애주의적(philanthropic)
사상이 역사 속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으나 실제 CSR 성과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이다.36)

나. 인도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특성 비교
[표 5]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에 대한 평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CSR 성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
정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Panel A>를 보면, ESG의 평균값은 최고
경영자의 연령이 높은 기업(16.12)이 낮은 기업(15.11)보다 높게 나타난다(p <
0.014). Environ의 평균값은 최고경영자의 연령이 높은 기업(15.84)이 낮은
기업(13.95)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p < 0.19). 그러나 Social과 Gov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CSR 성과는 최고경영자의 연령이 높은
기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36) 과거 1800년대 후반부터 인도의 CSR은 상인들과 종교적 집단이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Kumar 2014). 특히 1947년 인도의 독립 전 기업은 학교, 병
원, 시골의 발전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기부를 진행한 반면, 독립 후에는 대규모 공적 기업
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한다(Moh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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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는 ESG의 평균값은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짧은 기업(16.03)이
오래된 기업(14.51)보다 높다(p < 0.00). 그리고 Environ의 평균값은 최고경영
자의 임기가 짧은 기업(15.31)이 오래된 기업(12.93)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
(p < 0.00). Social의 평균값은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짧은 기업(18.72)이 오래
된 기업(16.18)보다 높다(p < 0.01). 그러나 Gov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SR 성과가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짧은 기업에서 더
욱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Panel C>는 ESG의 평균값이 최고경영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기업(15.743)
이 낮은 기업(15.136)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 < 0.199).
Environ의 평균값은 최고경영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기업(16.600)이 낮은 기
업(14.795)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p < 0.072). 그리고 Social의 평균값은 최고
경영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기업(20.096)이 낮은 기업(18.854)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 < 0.333) Gov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CSR 성과는 최고경영자의 교육수준이 높
은 기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Panel D>는 ESG, Environ 그리고 Gov의 평균값은 최고경영자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Social의 평균값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최고경영자가(23.637) 자연 및 공학계열 전공의 최고경영자(17.384)
보다 높은 값을 보여준다(p < 0.014).
<Panel E>는 최고경영자가 가족구성원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CSR
성과가 다르게 나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이다. ESG, Environ, 그리고
Social의 평균값은 가족 최고경영자 기업이 전문 최고경영자 기업보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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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낮은 값을 보여준다. 다만 Gov의 평균값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준다.
<Panel F>는 마르와리(Marwari) 상인이 소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CSR 성과의 차이 여부를 나타낸다. ESG, Social 그리고 Gov의 평균값
은 마르와리가 소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다
만 Environ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요약하면, CSR 성과가 높은 인도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연령이 높
고, 임기가 짧으며, 전문경영인을 보유한 기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도의
상인 계급인 마르와리가 소유한 기업에서 보다 더 높은 CSR 성과가 나타나
고 있다. 흥미롭게도 CSR 성과가 높은 미국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임기
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인도기업과는 다른 결
과를 보여준다.37)

37) Tomas and Simerly(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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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CSR 성과

<Panel A> 최고경영자의 연령에 따른 CSR 성과
CEOAge High firm
CEOAge Low firms
Variables
N
Mean
N
Mean
ESG
957
16.12
1260
15.11
Environ
431
15.84
515
13.95
Social
423
18.92
488
18.30
Gov
957
44.61
1260
44.81
Salesgr
949
0.30
1245
0.26
Lev
957
0.18
1258
0.18
Lnasset
957
10.99
1258
10.72

dif

t-value

p-value

1.02
1.89
0.63
-0.19
0.03
-0.01
0.27

2.465**
2.340**
.599
-.735
.335
-.816
3.524***

0.014
0.019
0.549
0.462
0.738
0.414
0.000

dif

t-value

p-value

-1.51
-2.38
-2.54
0.12
-1.06
0.01
-0.33

-4.00***
-3.20***
-2.59***
0.52
-0.71
1.68***
-4.44***

0.00
0.00
0.01
0.60
0.48
0.09
0.00

dif

t-value

p-value

0.607
1.805
1.243
-0.050
-0.124
-0.005
0.310

1.285
1.800*
0.969
-0.180
-1.053
-0.564
3.730***

0.199
0.072
0.333
0.857
0.292
0.573
0.000

주: *p < 0.1(t > 1.64), **p < 0.05(t > . 1.96), ***p < 0.001(t > . 3.29).

<Panel B> 최고경영자의 임기에 따른 CSR 성과
CEOTenure High firms CEOTenure Low firms
Variables
N
Mean
N
Mean
ESG
916
14.51
2047
16.03
Environ
377
12.93
924
15.31
Social
337
16.18
914
18.72
Gov
916
44.72
2047
44.60
Salesgr
910
0.25
2015
1.31
Lev
915
0.19
2045
0.18
Lnasset
915
10.55
2045
10.88

주: *p < 0.1(t > 1.64), **p < 0.05(t > . 1.96), ***p < 0.001(t > . 3.29).

<Panel C> 최고경영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CSR 성과
CEO Edu High firms
CEO Edu Low firms
Variables
N
Mean
N
Mean
ESG
885
15.743
927
15.136
Environ
349
16.600
368
14.795
Social
342
20.096
344
18.854
Gov
885
44.812
927
44.862
Salesgr
878
0.220
923
0.344
Lev
884
0.178
927
0.183
Lnasset
884
10.946
927
10.636

주: *p < 0.1(t > 1.64), **p < 0.05(t > . 1.96), ***p < 0.001( t>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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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Panel D> 최고경영자의 교육전공에 따른 CSR 성과
CEO humanities or social CEO natural or engineering
Major firms
Variables sciences Major firms
dif
t-value p-value
N
Mean
N
Mean
ESG
302
15.946
271
15.706
0.240
0.269
0.788
Environ
101
18.681
99
18.746
-0.064 -0.034
0.973
Social
109
23.637
110
17.384
6.252 2.478*** 0.014
Gov
302
45.601
271
44.867
0.734
1.518
0.130
Salesgr
301
0.228
270
0.211
0.017
0.365
0.715
Lev
302
0.169
271
0.228
-0.059 -3.613*** 0.000
Lnasset
302
11.057
271
11.109
-0.052 -0.377
0.706
주: *p < 0.1( t> 1.64), **p < 0.05(t > . 1.96), ***p < 0.001(t > . 3.29).
<Panel E> 최고경영자가 가족구성원 여부에 따른 CSR 성과
Family member CEO firms Professional CEO firms
Variables
N
Mean
N
Mean
ESG
1222
14.907
1741
16.014
Environ
544
12.843
757
15.901
Social
517
15.471
734
19.840
Gov
1222
44.698
1741
44.591
Salesgr
1221
0.334
1704
1.439
Lev
1222
0.196
1738
0.173
Lnasset
1222
10.492
1738
10.982

dif

t-value

p-value

-1.106
-3.057
-4.369
0.107
-1.105
0.023
-0.489

-3.106***
-4.490***
-4.972***
0.482
-0.786
-3.079***
-7.082***

0.002
0.000
0.000
0.630
0.432
0.002
0.000

주: *p < 0.1(t > 1.64), **p < 0.05(t > . 1.96), ***p < 0.001(t > . 3.29).

<Panel F> 최고경영자가 마르와리 기업에 속해 있는지 여부에 따른 CSR 성과
Mariwari owned CEO
Non-Mariwari owned
firms
CEO firms
Variables
dif
t-value p-value
N
Mean
N
Mean
ESG
246
17.869
2717
15.348
2.521 3.970*** 0.000
Environ
144
15.106
1157
14.562
0.544
0.504
0.614
Social
129
21.148
1122
17.676
3.472 2.422** 0.016
Gov
246
45.681
2717
44.540
1.141 2.861*** 0.004
Salesgr
245
0.244
2680
1.044
-0.800 -0.320
0.749
Lev
246
0.212
2714
0.180
0.032 2.352** 0.019
Lnasset
246
11.422
2714
10.721
0.701 5.664*** 0.000
주: *p < 0.1(t > 1.64), **p < 0.05(t > . 1.96), ***p < 0.001(t > . 3.29).
자료: Bloomberg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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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결과
가.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가설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고경영층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해관계자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표 6]는 가설 1-1을 검정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표 6]의 모형 (1)
은 CSR 성과를 나타내는 ESG를 종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그리고
모형(2), (3), (4)는 ESG 지수를 각각 분리하여 환경 성과인 Environ, 사회적
성과인 Social, 지배구조 성과인 Gov로 구분한 후 이들을 종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표 6]의 모형 (1)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연령(CEOAge)
은 ESG에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최고경영자의 연령은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로서 매출액성
장률(Salesgr)과 부채비율(Leverage)의 경우 ESG에 각각 유의하지 않은 부(-)
와 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총자산영업이익률(Profit)은 ESG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영업이익이 증가할수록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자원이 풍부해 CSR 활동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의 모형 (2)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
면, 최고경영자의 연령(CEOAge)은 Environ에 유의하지 않은 부(-)의 부호를
나타낸다. 즉 최고경영자의 연령은 환경 성과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표 6]의 모형 (3)의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연령(CEOAge)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최고경영자의 연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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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모형 (4)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연령(CEOAge)은 지배구조 성과에 유
의한 부(-)의 부호를 보여준다. 즉 최고경영자의 연령은 지배구조 지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최고경영자의 연령은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도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
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미국기
업을 대상으로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나라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
나지 않았다. 다만 지배구조 성과의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최고경영자일수록 좋은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최고경영자의 연령이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C
CEOAge
Salesgr
Leverage
Profit
Fixed effect
Adj. R squared

ESG
(1)
-1.382
(-0.382)
0.201**
(0.020)
-0.036
(-0.862)
0.837
(0.508)
4.400**
(0.038)
Yes
0.865

Eviron
(2)
6.766
(0.836)
-0.258
(-1.449)
-0.424
(-1.641)
0.754
(0.258)
3.655
(0.653)
Yes
0.807

주: *(t > 1.64), **(t > . 1.96), ***(t > . 3.29).
자료: Bloomberg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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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3)
-89.437***
(-8.719)
1.757***
(8.633)
-0.438
(-1.355)
-1.737
(-0.513)
4.023
(0.585)
Yes
0.845

Governance
(4)
52.720***
(20.304)
-0.393***
(-6.503)
-0.064*
(-1.852)
-0.478
(-0.541)
3.018*
(1.926)
Yes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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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가설 1-2를 검정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표 7]의 모형 (1)
은 CSR 성과를 나타내는 ESG를 종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2), (3), (4)는 ESG 지수를 각각 분리하여 환경 성과인 Environ, 사회적
성과인 Social, 지배구조 성과인 Gov로 구분한 후 이들을 종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표 7]의 모형 (1)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임기(CEOTenure)
은 ESG에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고경영자
가 오랜 동안 기업에서 재직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정보를 보다 더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CSR 활동에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표 7]의 모형 (2)를 제외한 모형 (3), (4)
에서는 각각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표 7]의 모형 (3)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사회적 성과에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의 모형 (4)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지배구조 성과에 유의한 부(-)의 부호를 보여준다. 즉 최고경영자의 임
기가 증가할수록 지배구조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CSR 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
타낸다. 이는 미국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이다.38) 즉 미국기
업과 인도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임기와 CSR 성과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ESG를 분리한 결과, 모형 (4)에서는 유의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 최고
경영자 임기의 증가는 지배구조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Thomas and Simerly(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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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C
CEOTenure
Salesgr
Leverage
Profit
Fixed effect
Adj.R squared

ESG
(1)
14.748***
(43.206)
0.194***
(3.640)
0.001
(0.346)
-0.115
(-0.136)
1.007
(0.701)
Yes
0.863

Eviron
(2)
14.939***
(17.450)
-0.126
(-0.990)
-0.130
(-0.748)
2.178
(1.013)
-1.071
(-0.259)
Yes
0.810

Social
(3)
13.223***
(11.785)
1.722***
(10.438)
-0.345
(1.509)
-4.050
(-1.441)
-9.007
(-1.579)
Yes
0.813

Governance
(4)
46.097***
(157.236)
-0.360***
(-7.846)
0.003*
(1.812)
-0.480
(-0.661)
2.687**
(2.176)
Yes
0.739

주: *(t > 1.64), **(t > . 1.96), ***(t > . 3.29).
자료: Bloomberg Database.

[표 8]은 가설 1-3과 가설 1-4를 검정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표 8]
의 <Panel A>와 <Panel B>에서 모형 (1)은 CSR 성과를 나타내는 ESG를 종
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2), (3), (4)는 ESG 지수를 각각
분리하여 환경 성과인 Environ, 사회적 성과인 Social, 지배구조 성과인 Gov
로 구분한 후 이들을 종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표 8]의 <Panel A>
에서 모형 (1)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배경(CEOEdu)은
ESG에 유의한 부(-)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최고경영자가 교육적 수준
이 높은 경우 이해관계자에 관한 인지적 능력과 신아이디어 창조능력이 높
다는 전략적 관점을 지지하지 못하며, 가설 1-3을 지지하는 않는 결과로 보
인다. 또한 [표 8]의 모형 (2), (3), (4)에서 모두 유의한 부(-)의 부호를 보여준
다. 즉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배경은 환경 성과, 사회적 성과, 지배구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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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anel B>에서 모형
(1)과 (2)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교육전공(CEOMajor)은 ESG에
유의하지 않은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표 8]의 모형 (3), (4)에
서는 모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였다. 즉 인문사회계열전공을 가진 최고
경영자가 사회적 성과, 지배구조 성과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배경(학사와 석박사)은 CSR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가설 1-3을 지지하지 못한다. 한편 전공별로 다른 영향을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인문사회 계열 전공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사
회적, 지배구조 성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최고경영자보다는 학사 학위와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한 최고경영자에게서
CSR 성과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인도대학의
경우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학생들에게 CSR 교육이
보다 더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이공계 계열
의 학생들과 MBA 및 석박사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CSR에 관한 학습 및 교
육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학사 학위를 가진 최고경영자보
다는 석사 학위를 가진 최고경영자에서 보다 더 높은 CSR 성과가 나타났다
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Huang(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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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수준이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Panel A>: 교육적 수준(석박사와 학사)
ESG
Variables
(1)
18.112***
C
(27.511)
-5.355***
CEOEdu
(-4.213)
-0.028
Salesgr
(-0.822)
-1.058
Leverage
(-0.997)
1.827
Profit
(1.191)
Fixed effect
Yes
Adj. R squared
0.902

Eviron
(2)
18.739***
(12.887)
-7.249***
(-2.877)
-0.066
(-0.316)
1.102
(0.329)
3.355
(0.607)
Yes
0.862

Social
(3)
31.386***
(15.349)
-13.095***
(-3.834)
-0.556*
(-1.827)
-14.570***
(-2.948)
-26.620***
(-3.401)
Yes
0.838

Governance
(4)
46.163***
(72.628)
-3.355***
(-2.735)
-0.058*
(-1.738)
-0.681
(-0.665)
5.302***
(3.581)
Yes
0.737

Social
(3)
18.762***
(5.105)
6.284**
(2.451)
-8.512
-(1.214)
-6.298
-(0.759)
11.071
(0.547)
No
0.024

Governance
(4)
43.331***
(70.572)
1.013**
(2.086)
-0.055
-(0.131)
-0.292
-(0.222)
18.051***
(5.184)
No
0.052

주: *(t > 1.64), **(t > . 1.96), ***(t > . 3.29).

<Panel B>: 교육전공(인문사회 계열과 이공 계열)
ESG
Eviron
Variables
(1)
(2)
13.954***
19.911***
C
(12.194)
(7.127)
0.600
0.208
CEOMajor
(0.663)
(0.110)
-1.287*
-1.841
Salesgr
-(1.654)
-(0.370)
-0.769
-9.422
Leverage
-(0.313)
-(1.488)
24.802***
8.207
Profit
(3.822)
(0.512)
Fixed effect
No
No
Adj. R squared
0.029
0.003
주: *(t > 1.64), **(t > . 1.96), ***(t > . 3.29)
자료: Bloomberg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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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규모가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가설 3에서 제시한 기업규모가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 9]는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표
9]의 모형 (1)은 CSR 성과를 나타내는 ESG를 종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
이다. 그리고 모형(2), (3), (4)는 ESG 지수를 각각 분리하여 환경 성과인
Environ, 사회적 성과인 Social, 지배구조 성과인 Gov로 구분한 후 이들을 종
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표 9]의 모형 (1)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LnAsset)는 ESG에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CSR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업규모의 증가는 이해관계자의 증가 및
자원 증가로 이어져 CSR 활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표 9]
의 모형 (2)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정(+)의 결과를 보였다. [표 9]의 모형 (3)
에서 기업규모는 Social에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표 9]의 모
형 (4)에서는 기업규모가 지배구조 성과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규모가 증가할수록 지배구조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
어, 대규모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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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업규모가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ESG
Eviron
(1)
(2)
2.151
5.294
C
(0.952)
(1.000)
1.242***
0.769
LnAsset
(6.007)
(1.431)
-0.0005
-0.155
Salesgr
(-0.261)
(-0.892)
-0.227
2.136
Leverage
(-0.272)
(0.999)
0.920
1.330
Profit
(0.512)
(8.835)
Fixed effect
Yes
Yes
Adj. R squared
0.864
0.811
주: *(t > 1.64), **(t > . 1.96), ***(t > . 3.29).
자료: Bloomberg Database.
Variables

Social
(3)
-72.001***
(-8.989)
8.343***
(11.701)
-0.784***
(-3.441)
-6.782**
(-2.455)
-3.709
(-0.649)
Yes
0.817

Governance
(4)
50.921***
(25.801)
-0.606***
(-3.354)
0.004**
(2.124)
-0.097
(-0.133)
4.036***
(3.288)
Yes
0.733

다. 소유경영자가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전문 최고경영자 또는 가족 최고경영자의 여부에 따라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 10]은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표 10]의 모형 (1)은 CSR 성과를 나타내는 ESG를 종속
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그리고 모형(2), (3), (4)는 ESG 지수를 각각 분
리하여 환경 성과인 Environ, 사회적 성과인 Social, 지배구조 성과인 Gov로
구분한 후 이들을 종속변수로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표 10]의 모형 (1)에서
전문 최고경영자를 가진 기업은 ESG에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
다. 즉 가족 최고경영자보다도 전문 최고경영자를 가진 기업에서 보다 더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기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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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강상구, 임현일(2015)의 결과와 다소 유사하다. [표 10]의 모형 (2)
에서는 환경적 성과도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표 10]의 모
형 (3)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Social에 유의하지 않은 부(-)의 부호를 나
타낸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지배구조 성과에 정(+)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전문 최고경영자와 가족 최고경영자 여부에 따른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C
ProCEO
Salesgr
Leverage
Profit
Fixed effect
Adj. R squared

ESG
(1)
13.356***
(10.731)
4.219*
(1.879)
0.001
(0.349)
-0.329
-(0.392)
0.013
(0.009)
Yes
0.863

Eviron
(2)
9.051***
(4.788)
9.852***
(2.934)
-0.125
-(0.724)
2.218
(1.042)
-0.346
-(0.086)
Yes
0.812

Social
(3)
24.607***
(9.545)
-6.182
-(1.386)
-0.396*
-(1.647)
-6.144**
-(2.088)
-21.006***
-(3.578)
Yes
0.793

Governance
(4)
43.193***
(39.906)
2.090
(1.070)
0.003*
(1.789)
-0.058
-(0.079)
4.457***
(3.643)
Yes
0.732

주: *(t > 1.64), **(t > . 1.96), ***(t > . 3.29).
자료: Bloomberg Database.

라. 추가 분석
본 절에서는 인도기업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마르와리 상인이
소유한 회사가 CSR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해 마르와리 상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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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업을 추출하여 이들 기업이 CSR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특히 마르와리 상인 소유 기업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마르와리 상인이 소
유한 기업의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의 값을 이용한다.
[표 11]은 마르와리 소유 기업 최고경영자 특성에 따른 CSR에 관한 영향
을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이다. 모형 (1)은 최고경영자의 연령과 마르와리 더
미간 의 상호교호항(CEOAge*Marwari)을 이용하여 ESG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표 11]의 모형 (1)에서 상호교호항과 ESG에 유의한 정(+)의 부호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르와리 소유 기업일 때 최고경영자의 나
이가 증가할수록 CSR 성과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표 11]의 모형 (2)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마르와리 더미 간
의 상호교호항(CEOTenure*Marwari)을 이용하여 ESG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다. 상호교호항과 ESG에 유의한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르와리 소유 기업일 때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증가할
수록 CSR 성과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의 모형 (3)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배경을 마르와리 더미 간의 상호교
호항(CEOEdu*Marwari)을 이용하여 ESG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상호교
호항과 ESG에 유의한 정(+)의 부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르와
리 소유 기업일 때 최고경영자의 교육적 배경이 증가할수록 CSR 성과에 보
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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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마르와리 소유기업의 최고경영자가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C
CEOAge*Marwari
CEOTenure*Marwari
CEOEdu*Marwari
Salesgr
Leverage
Profit
Fixed effect
Adj. R squared

(1)
12.783***
(14.917)
0.535***
(3.576)
-0.029
(-0.710)
-0.062
(-0.059)
1.631
(0.891)
Yes
0.867

ESG
(2)
15.376***
(65.418)
0.633***
(3.595)
0.001
(0.341)
-0.312
(-0.372)
0.425
(0.302)
Yes
0.864

(3)
13.808***
(27.186)
1.310**
(2.546)
-0.087
(-1.129)
-0.700
(-0.488)
14.267***
(4.461)
No
0.022

주: *(t > 1.64), **(t > . 1.96), ***(t > . 3.29).
자료: Bloomberg Database.

Ⅶ.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특성이 CSR 성과에 차
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2010년부터 2015년 동안 511개 인도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연령, 임기, 교육적 배경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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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특성이 CSR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최고
경영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인도기업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인도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주로 가족 기반 비
즈니스 그룹의 소유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들 특징이 CSR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의 사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의 교
육적 배경은 대부분 이공 계열 학사 학위를 가진 후, MBA와 같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였다는 점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연령과 임기
는 CSR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인 반면, 교육적 배경은 CSR 성과
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교육적 배경을
제외하고는 나라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교육수준과 CSR 성과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석사 또는 박사 학
위 과정에서 CSR에 관한 교육을 적게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인도기
업의 최고경영자가 경영, 경제 관련 석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CSR 성
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석사 학위 교육에서 CSR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규모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
가 클수록 CSR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
기업의 독특한 특징이 일부 CSR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즉 전
문최고경영자를 소유한 기업에서 보다 더 CSR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인도기업이 CSR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배구조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인도기업의 독특한 특징으로 마르와
리 상인이 소유한 기업이 매우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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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와리가 소유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보다 더 CSR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르와리 상인이 가지고 있는 박애
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높은 기업성과로 인해 보유자원이 증가
하고, 결국 CSR 성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모든 실증 결과들은 시간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도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규모기업과 중소기업의 CSR 성과를 더욱 세밀
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대기업은 성장기회는 낮지만 보유자원이
풍부한 반면, 중소기업은 성장기회는 높지만 보유자원이 여유롭지 않아 이
들 기업의 CSR 성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인
도기업의 경우, 전문 경영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기업의 특징에 따라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을 하는 것은 높은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고 본다. 한편 인도기업의 CSR 성과가 명성, 브랜드 등 기업 가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특히 비즈니스 그룹의 경우, CSR 성과의 결정요인을 보다 더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이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
는 CSR 성과에 영향을 주는 인도기업의 경영자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인도
기업의 CSR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과 인도간의
협력관계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인도기업의 CSR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학문적 관점에서는 과거 재무
적, 영업적 특성에 따른 CSR 성과를 살펴본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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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특성이 CSR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CSR 성과
에 관한 연구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교육적 관점
에서 인도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인도기업의 CSR 성
과 결정요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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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금융조달 실태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Ⅲ. 주요 선진국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실태 분석
Ⅳ. 인도 진출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중기 정책금융
지원정책 방안
Ⅴ. 결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및 기술생
태계의 재구축을 통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세계경제가 뉴 노멀(New Normal)1) 시대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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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 선진국의 제조업 재조명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계
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이내수부진
및 고용악화, 청년실업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도 2015년 부진했던 수출이 내수경기의 침체로 더욱 위축되고 있
는 상황이다. 더욱이 글로벌화 진전으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내수경기 침체와 메가 FTA 확산 등으로 인해 해외
를 무대로 한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중소기업은 해외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
을 확보하여,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림 1. 한국 수출 증가율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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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 수출 비중 및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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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출은 통관 기준.
주: 1) 수출은 상품 수출 기준.
2) 2015년 ‘상품 수출/GDP’는 1/4~3/4분기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
료 각 연도.
누적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1) 뉴 노멀(New Normal)이라 함은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과 비정상
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컫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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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 산유국의 부도위기나 유로 존 경제의 호전 등으로 국제 경기가
조심스럽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동시다발
적인 악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내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
상, 중국 경제 경착륙, 북한문제 등이 혼재되어 있고, 수출과 내수경기의 동
반 침체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2) 최근
에 OECD Economic Outlook의 경제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2016년 3.0%,
2017년 3.3%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3) 그리고 이러한 경제 전망 속에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선의의 실패 기업의 재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원활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
근 수년간 3%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동력 약
화로 2017년 이후에도 3%대를 지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리고 최근 국내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
(momentum)이 취약한 상황이며, 향후 경기의 방향성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 창출과 수
출활성화를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해외진출을 통해 현지화한 중소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기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다. 이처럼 국내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유턴하는 것이 아니
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리쇼어링 현상(Reshoring)4) 등이
2) 서울경제(2015. 8. 24).
3) OECD(2016. 6. 2).
4)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
(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리쇼어링은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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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리쇼어링 현상들은 이미 미국이나 일
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리쇼어링 추이가 확산된다면 본국의 일자리
확대 및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치가 및 언론 등에서는
리쇼어링의 확대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시 현
지화 전략을 통해 성공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
융 지원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현지화 기업이 리쇼어링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의 중소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고, 진출하고자 하
는 현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수출국가인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에서 현지화를 통해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차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먼저 인도 현지 진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다
음으로 인도 현지 진출중소기업의 국내 리쇼어링 유도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선행연구 결과
기존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서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곤 외의 연구5)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잠재력이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5) 김정곤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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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충제 ‧ 송영철의 연구6)에서는 인도의 중소기업 현황과 특징, 중소
기업 육성 체제 및 정책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기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 등을 적극 파악하여 양국 중소기업 협력확대 과제와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셋째, 정태성의 연구7)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실태와 해외
진출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금융 펀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고희채 외 2인의 연구8)에서는 미국이 수출확대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연구는 특
히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한 수출중소기업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정책들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수출패턴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이상욱 외의 연구9)에 따르면, 연구에서는 업종별 통계자료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현황을 살펴보고, 리쇼어링 발생요인을 회귀분

6)
7)
8)
9)

조충제, 송영철(2014).
정태성(2015), p. 4.
고희채, 오미낭, 이보람(2011).
이상욱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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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지역표에 기초하여 리쇼어링
이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업종별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리쇼어링
이 기업의 경영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경영여건과 리쇼
어링 간 관계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
프쇼어링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리쇼어링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의 중소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고, 진출하고자 하
는 현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수출국가인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에서 현지화를 통해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의 차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
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인도 현지 진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과 인도
현지 진출 성공중소기업의 국내 리쇼어링 유도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방안도
제시하였다.

Ⅱ.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금융조달 실태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1.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금융조달 실태분석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추이를 보면, 2003년 총 수출액 1,938억 1,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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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중 28억 5,300만 달러(1.5%)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수출액 5,267억
5,700만 달러 중 2.3%인 120억 3,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7위의 수출교
역국이다. 인도는 2003년 13위의 수출교역국에서 2015년 7위의 수출교역국
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0) 실제로 한․인도 간의 교역 상황에서 우리나
라는 2014년 말 누적기준 인도에 약 36억 불을 투자하여 16위 투자국(1.3%)
이다.11) 또한 인도에 진출한 기업은 673개로 11위 국가로, 한국의 대인도 직
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되어, 2000년대 중반 인도 경제의 호황기를
맞아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3억 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2) 그리고 인
도에 진출한 주요업종은 야금업(23%), 자동차(11%), 전자, 원동기(9%), 일반
기계(7%), 병원 및 진단센터(6%) 등으로 초기 진출한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외에 2000년대 중반 이후 두산중공업, POSCO, CJ, GSE&C 등 서
비스업에도 확대되고 있다.13) 2013년 말 한국수출입은행 경영평가 조사 결
과, 인도 진출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5.6%로 전 세계 조사대상국(평균 3.6%)
중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다.14) 그리고 인도에 진출한 법인매출(80%)의 현지
비중이 높아 기타 아시아와 달리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기지 구축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입의 30%가 한국수입으
로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5)

10)
11)
12)
13)
14)
15)

한국무역협회(2016).
위의 자료.
위의 자료.
최윤정(2015), p. 86.
한국수출입은행(2014).
최윤정, 앞의 책,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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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도의 수출입(상품 및 서비스) 추이
(단위: 10억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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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2015).

반면 인도는 대외개방정책 이후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2015년에
7.3%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6.8%의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16)
인도의 GDP 세계 순위는 2014년 9위(2조 6,000억 불)에서 2020년에는 6위(3조
4,400억 불)로, 2030년에는 3위(6조 5,900억 불)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17) 이러한 인도의 경제성장은 고도성장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중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데 이유는 열악한 인프라
등 인도투자환경이 좋지 않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과 수입을 확대하고 있
지만 수입증가율이 수출을 능가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다.18)
한편 세계은행에서 분석한 인도의 기업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
16) 최윤정(2015), p. 86.
17) 이원우(2016).
18) 최윤정(201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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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부정부패 및 관료주의의 척결과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투자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19)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사업용이
성 평가(Doing Business)에서 인도는 2015년 189개 국가 중 14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130위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외국기업이 기업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금융부문은 여․수신부문에 있어 신용정
보지수가 한국, 미국,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순위 추이

구분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세부지표

인도

한국

미국

일본

2015

2016

2015

2015

2015

절차(수)

11.9

12.9

3

5

8

시간(일)

28.4

29

4

6.5

10.2

비용/1인당 GNI(%)

12.2

13.5

14.5

3.4

7.5

최저자본금/1인당 GNI(%)

111.2

-

-

-

-

절차(수)

25.4

-

10

15.8

12

시간(일)

185.9

-

28

80.6

197

비용/창고가치(%)

28.2

-

4.3

1.0

0.6

절차(수)

7

-

3

4.8

3.4

시간(일)

105.7

-

18

89.6

97.7

비용/1인당 GNI(%)

487.7

-

39.8

24.6

0.0

절차(수)

7

7

7

4.4

6

시간(일)

47

47

6.5

15.2

13

비용/자산가액(%)

7.0

7.5

5.1

2.4

5.8

법적권리지수(12점)

6

6

5

11

4

신용정보지수(8점)

7

7

8

8

6

자료: World Bank Group(2016).

19) 박민준 외(201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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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인도정부에서는 금융서비스부문에 있어 인도 내 금융데이터
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국영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2,500억 루피(한화 9,916
억 원)를 배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관
세 및 물품세(excise duty)를 변경하고, 신규 제조기업에 법인세율을 감면하
며, 식품가공 및 마케팅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하였다. 이런
인도 모디정부의 변화는 기존의 성장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성장과 사회 안
정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다.20) 인도는 1960년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
책들을 추진해왔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정부는 2006년 개정된
｢중소기업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통해 그 동안 복잡하고 불명료했던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기준
을 투자규모에 따라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등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정책으로 1986년 중
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소기업개발펀드(SIDF) 등 특별 펀드를 만들고
1988년 소규모 산업발전은행을 설립하였다.
표 2. 인도의 중소기업법상 기업규모별 정의

기업 규모

정의

영세기업(Micro)

250만 루피 이내(서비스업은 1백만 루피 이내)

소기업(Small)

250만 루피 이상 5천만 루피 이내
(서비스업은 1백만 루피 이상 2천만 루피 이내)

중기업(Medium)

5천만 루피 이상 1억 루피 이내
(서비스업은 2천만 루피 이상 5천만 루피 이내)

자료: 이병기(2015), p. 6, 재인용: Sen and Ray(2015), p. 227.
20) 박민준 외(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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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도정부의 영세소기업 및 중소기업은 고용 및 GDP에 상당부분
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금융기관들은 이들의 금
융수요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조사결과에 따
르면, 중소기업 중에서 5.18%는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2.05%는 비공식 금융
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2.7%는 전혀
금융혜택을 입지 못하거나 자기 자금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은
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이 13~15%에 이르고 있는데,
은행부문의 일반적인 인식은 이들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으며, 채권부실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벤처캐피털과 같은 대안적 금융원 역시
아직은 미개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의 중소기업들은 종종 비공식부문으로
부터 고리의 이율로 자금을 융자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
다. 인도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상의 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 창업 중소기업은 개인적 저축, 친지 및 가족
이 축적한 자금(비공식부문 자금원)을 기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 기업은 운영자금을 공공부문 은행으로부터 빌리거나, 담
보 대출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공식부문 자금원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서 자금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작다는 장점
이 있다. 둘째, 사채업자나 공공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자금이나, 민간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민
간은행과 사채업자들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 단계
의 기업들의 주된 목적은 초기 투자금 회수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 및

21) ADB Institut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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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자금원을 활용한다. 그리고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은 신속한 처리과
정으로 인해서 민간은행과 사채업자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성장
기업은 운영자금 조달에 있어서 공공은행을 활용하고, 담보부대출의 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단기자금으로는 민간은행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특
히 이 단계 자금수요가 높아지면서 민간은행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
으며, 기업 역시 고비용 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계속기업들은 개인자금, 신용조합, 공공은행 등을 주
로 활용하며,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지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서 신용조합은 담보부대출 형태로 단기자금 충당에 주로 활용된
다. 이 단계의 기업주들은 특정 소스의 니즈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며,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비공식 소스(개인적
부 및 친구) 및 공식적 소스(공공은행 및 신용조합) 등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다만 창업 및 생존 기업인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직면하는 주된 애
로사항은 담보나 지급보증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 대출심사 과정이 길다는
점, 금융 관련 지식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인들은 기업이 완전한 자립단
계에 들어섰다고 하기 어렵고,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대출과정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성장기업이 금융
접근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주된 애로사항은 금융상품 관련 지식부족,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 담보 혹은 지급보증 제시 불가 및 높은 이
자율 등의 감당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동 단계의 기
업의 금융 니즈는 상기 기업들과 다르며, 또한 단기자금 역시 보다 저렴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계속기업이 금융접근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주된 애로사항은 담보 혹은 지급보증 부재, 복잡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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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 대출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장시간 등을
들 수 있다.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터득한 동 단계의 기업에 대해
서도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22)

2.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지원 체계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조달은 민간금융권
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과 정부의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 불안 시기에 국내 금융기관은 외화자금 조달 기능
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다. 즉 세계적인 대형은행은 국제화가 되어 있고,
그림 4.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공급체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재정자금·기금)
자금
위탁

(재정자금·기금)
자금
위탁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위탁

중소기업진흥공단
출
자

한국벤처투자
출
자

출
자
지원
대상
추천

출자

부처 및 지자체 산하 집행기관
지원
대상
추천

출
자

산업은행

출
자

자금
전대

농식품모태펀드
수산모태펀드
자금
제공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
대출

금융기관

신용보증

신보·기보
지분
투자

직접
대출

대출

대출

지분
투자

지분
투자

대출
투자

중소기업

자료: 구정한(2015).
22) ADB Institut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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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업조직도 대부분 현지법인화 등을 통해 토착화·현지화되어 있다.23)
이 같은 국내 민간금융권의 현실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에 좀더 적
극적인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대출,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
을 통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
력을 마련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
한 직·간접 대출, 공적보증 및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간접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대출, 산은의 On-lending 대출,24) 한국
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25) 기타 정부부처(미래부, 산업부, 문화부 등)와
지자체가 금리를 경감해주는 이차보전 방식26)의 지원을 들 수 있다. 공적보
증은 정부출자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신용 및 담보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강해주고 기업이 은행으
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출자
등 직접 투자 방식 또는 사모펀드 조성 참여 등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이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에서 해외진출에 따른 정책금융 지
원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진출에 있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
는 정책은 비금융지원정책과 금융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우선 비금융지원

23) 정대영(2015), pp. 137~146.
24) 온랜딩 대출은,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이 대상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요청하면 산
업은행이 지원요건을 확인하는 장기·저리의 공급자금을 의미한다.
25)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여신 실적을 기준으로 총액한
도 내에서 한국은행이 은행별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형창업지원, 신용대
출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6) 정책당국이 조건을 설정하고, 금융회사가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자금을 대출하되
이자의 일부분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예: 기술금융 이차보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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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시장조사와 컨설팅, 판로개척과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7) 다음으
로 금융지원정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진출하는 중소기업
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다양한 조건에 의해 주로 융자방식으로 지원해 주
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기관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
공사 등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방식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면,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28)은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
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을 융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정책
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이다. 다만 수출계
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수출금융의
대출한도는 기업 당 20억 원 이내이며,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및 글로
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수출실적 향
상기업은 기업 당 30억 원 이내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② 한국무역보험공
사29)는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무역 관련 보험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신용조사 관련 업무가 주된 내용이다. 지원 내용은 ⓐ K-sure 글로벌성장사
27) 중소기업연구원(2015), p. 3.
28)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
29) 중소기업연구원(2015),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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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사업으로 수출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수출초보기업(수출실적 1백만 불 이하), 수출유망기
업(수출실적 1백만~5천만 불), 글로벌 전문기업(수출실적 5천만 불 초과)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은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하의 기업(수출초보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확인 및 해외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을 통해 해외수출이행 지원을 하고 있다.30) ③ 한국수출입은행31)은 수출강
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히든챔피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조사와 컨
설팅, 자금지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히든챔피언사업은 직전
년도 매출액 100억 원~1조 원 미만, 수출액 20억 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거나 월드클래스 300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기업별
히든챔피언 마스터플랜 구축 및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맞춤형 금융․경
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기업은행32)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
량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수출기업육성자금 대출, 환위험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출강소기업 plus500기업은 R&D, 해외마케팅, 금융 등의 서비스
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졸업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융자방식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외에 투자방식의 정책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인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모태펀
드(Fund of fund)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해외 VC 외
자유치펀드는 2013년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일환으로 중
30) 중소기업연구원(2015), p. 7.
31) 위의 자료, p. 9.
32) 위의 자료,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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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VC 생태
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펀드의 투자요건을 보면, 해외VC가 운
용하는 역외펀드가 주요 투자대상으로 펀드 투자 전략상 국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주요 출자자로는 모태펀드 99%, 한국벤처투자
1%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펀드의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한국벤처투자 출자 약
정액이 5,500만 달러, 총 펀드 규모는 6억 3,500만 달러이다. 이 펀드와는 별도
로 모태펀드에서 결성･운용 중인 해외진출부문에 2016년 7월 현재 중진계정과
보건계정에서 각각 20,545억 원(3,085억 원, 3개 조합), 4,350억 원(800억 원, 4
개 조합) 등 총 24,895억 원(3,885억 원, 37개 조합)을 운영 중이다.33)
한편 정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희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또 다른
펀드로 성장사다리펀드(일명 K-Growth 글로벌펀드)가 운영 중이다. 이 펀드
는 초기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재도전 등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있어서
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이다. 주요 출자자는 은행권청년창업재
단,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3개 기관과 민간의 LP 참여를 통해 조성되었다. 이
펀드의 규모는 1~2차 년도(2013년 8월~2015년 7월) 중 3개 기관의 1.2조 원
출자를 기반으로 총 4.4조 원의 하위펀드 조성(3개 기관 출자 포함), 3차 년도
는 총 1.6조 원 이상의 하위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
회에서는 성장사다리펀드의 운용에서 스타트업, M&A, 해외진출 지원 등 시
장의 좋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서는 운용사 선정방식 등을 일부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34) 즉
성장사다리펀드의 운용에 있어 운용사 선정 시 운용 전문성 및 출자자 사전협
33) 한국벤처투자(2016), p. 10.
34) 금융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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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일괄공모 방식이 아닌 시장제안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
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35)
표 3.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 결성 및 자금모집 현황(2015년 기준)
(단위: 개, 억 원)

구분

펀드 수

1차 년도
2차 년도
소계

29
19
48

결성완료
펀드
29
8
37

성장사다리
출자금액(a)
6,085
5,500
11,585

매칭자금
모집금액(b)
21,766
10,451
32,217

펀드 조성
규모(a+b)
27,851
15,951
43,802

자료: 금융위원회(2015).

표 4. 성장사다리 3차 년도 하위펀드 조성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창업

출자분야

펀드수

공고시기

성장사다리
출자금액

초기기업 Follow-on

4~6

2016.2

1,000

2,000

스타트업(윈윈)*

1

2015.9

150

500

-

-

350

700

M&A

3차

2～4

2016.4

1,500

4,500

해외진출

2차

3～5

수 시***

1,000

3,300

1～2

수 시***

350

1,000

700

1,500

스타트업(증액)**
성장

기술기업
회수․
재도전

세컨더리

2차

2～3

2015.11

재기지원

3차

2～3

수 시***

700

2,000

코넥스

2차

1

2015.11

250

500

6,000

16,000

합 계

주: *해외선도기업과 1:1 매칭출자 협의 중으로 공동으로 펀드조성 계획
**기조성 스타트업 펀드의 후속투자를 위한 펀드 증액 재원
***수시공고(해외진출, 재기지원 등)의 경우 시장제안방식으로 진행할 계획
자료: 금융위원회(2015).

35) 금융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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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업은행에서는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
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는 2009년 12월 우정
사업본부와 공동으로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글로벌파트
너십펀드는 2015년 이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 목적으
로 해외 VC나 투자자의 국내 벤처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펀드로 약정액 중
50% 이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정
책금융공사의 해외진출 플랫폼펀드,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펀드 등이 운용되고 있다.

표 5.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관련한 주요 기관별 정책금융 지원 현황

기관

산업은행

주요 지원 내용

비고

시설자금

- 대출 및 사모사채 인수, 소요자금의 100% 이내, 5~10년 만기
- 해외직접투자 시설자금 지원시 금리우대 등 혜택

운영자금

- 외화대출(통장식, 1~2년 만기, 수출 등 외화실수요 기업) 등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매입, 무역금융(위안화 등)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서 발급 우수기술 보유기업
수출준비자금
- 보증서 담보 3년 이내(최대 2~5억 원) 운영자금 지원
- 우수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중소기업청 등) 선정 수출기업
수출기업
기업은행
- 시설자금(3~15년 이내) 및 운영자금(5년 이내) 지원
육성자금
- 환율변동 관련 일시적 자금곤란을 겪는 중소기업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자금 - 1년 이내, 5억 원 한도의 원자재 구입 및 생산자금 지원
-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출금융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만기 6개월~10년 이내 자금지원
수출입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투자금융
은행
- 소요자금의 90% 이내, 만기 3년~30년 이내 자금지원
- 수출거래 수주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을 위한 보증
이행성보증
-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이행성보증
수출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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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기관

주요 지원 내용

무역금융
수출입
은행

무역보험
공사

비고

- 수출거래 후 수출대금 즉시 회수 지원
-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환위험 관리

- 통화전환옵션･선물환 거래, 환위험관리 컨설팅 및 설명회 등

해외 온렌딩

- 국내 중개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대외거래 필요자금 지원
- 소요자금의 90% 이내, 만기 1~10년 이내 시설･운영자금
- 중개기관: 우리, 기업, 하나, 농협, 부산은행(‘15.12월 현재)

수출신용보증

- 수출품목의 제조･가공･조달 관련 자금차입 또는 수출물품
선전 수 선적서류 네고(nego) 등에 대한 보증

수출보험

- 수출계약 관련 신용위험 및 기타 전쟁･송금･외환규제･클레
임 등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환변동보험

- 대외거래 관련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대
금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환위험 최소화

중소기업
수출금융(융자)
진흥공단

- 수출계약･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
금 지원
- 만기 180일 이내, 기업별 20억 원 한도 지원

무역협회 무역기금(융자)

-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소요자금 지원
- 금리 연 3.5%(고정), 만기 3년,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

자료: 이헌영(2016), p. 32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3.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지원 시 문제점
인도 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실과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해 인도에 진출
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지화 전략에 의해 인도에
기반을 둔 국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금융조달로 조사되
었다.36) 실제 인도 중소기업은 기업설립, 신규 프로젝트의 수행 및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은행과 같은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조달
36) 조충제, 송영철(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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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어려운 상황이다.37) 그 이유는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낮은 성장성과
비공식 상관습(informal business practice), 담보유가증권 관리 미흡, 낮은 신
용도, 기업정보 부족,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높은 부실채권 비중 등을 이유
로 중소기업 대출을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38)
그림 5. 인도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규모 그림 6. 인도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비중
30,000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대기업
대기업 대출 증가율

중소기업 비중

0.45

25,000

0.35

20,000

0.25

15,000

0.15

10,000

0.05

5,000

-0.05

0

-0.15

대기업 비중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자료: 조충제, 송영철(2014), p. 7, 재인용: 자료: 조충제, 송영철(2014), p. 7, 재인용:
Handbook of statistics on the indian
Handbook of statistics on the indian
economy(2013-2014), p. 10.
economy(2013-2014), p. 10.

이러한 인도 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상황에서 인도 진출 국내 중소기
업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인
도 진출 시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름 아닌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고 하여 그에 따른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역량 부족 등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
는 애로사항인 반면 진출지원정책에 의해 현지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37) 위의 자료, p. 50.
38) 위의 자료,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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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무엇보다도 금융 애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인도시장에
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현지화를 목적으로 본사를 이전하
는 것은 인도시장의 전망에 대해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39)

표 6. 인도 진출 제조업의 현지 경영 시 최대 애로 요인

두 개 항목까지 선택

전체
(68개)

① 원자재, 부품 조달난
② 인프라시설 부족
③ 현지금융 조달난
④ 생산코스트 상승
⑤ 고용, 인사관리 곤란
⑥ 노사 갈등 및 분규
⑦ 내수시장 진출 곤란
⑧ 판매대금 회수 곤란
⑨ 한국기업과의 과당경쟁
⑩ 경영간섭(지방정부, 정당 등)

27.9
67.6
5.9
23.5
26.5
26.5
2.9
11.8
1.5
2.9

현지 종업원 수 기준
10명
50명
300명 1,000명 1,000명
미만(2개) 미만(6개) 미만(36개) 미만(17개) 이상(3개)
33.3
27.8
23.5
33.3
100.0
83.3
75.0
41.2
66.7
50.0
5.6
33.3
50.0
33.3
16.7
29.4
33.3
16.7
22.2
52.9
33.3
23.5
33.3
16.7
23.5
11.1
2.8
5.6
-

자료: 조충제, 송영철(2014), 인도 투자진출 제조기업 설문조사(KIEP)를 이용하여 작성.

최근에 한국무역협회가 인도 수출실적 1만 불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가 향후 인도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81.7%는 인도 수출이나 현지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인도시장에 현지화한 중소기
업은 현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대출을 받는다

39) 조충제, 송영철(2014), p. 105.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 문제 등이 빈
번하고, 특히 국내에 모기업이 없는 중소기업은 인도 로컬은행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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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고금리를 지불해야 하고, 국내 중소기업정책금융은 본사사업장이 없다
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현지진출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에 있어 국내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과는 달리, 현지기
반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사업장 본점을 두고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자국기업으로 간주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
사업장 본점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즉 외국기
업으로 보기 때문에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중기
정책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인도의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 지금까지 수출마케팅 지원정책을 강조해
오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며,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은 현지화 전략을 최우선으로 취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수출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현지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7. 인도 진출 제조업의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두 개 항목까지 선택

전체
(78개)

현지 종업원 수 기준
10명
50명
300명 1,000명 1,000명
미만(4개) 미만(6개) 미만(39개) 미만(17개) 이상(3개)

①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8.2

-

-

15.4

-

-

② 해외투자 교육과정 운영

15.1

-

-

23.1

11.8

-

③ 금융지원

47.9

-

66.7

48.7

52.9

33.3

④ 현지 투자지원센터 운영

19.2

-

33.3

20.5

17.6

-

⑤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20.5

-

33.3

20.5

23.5

-

⑥ 중소기업 특별지원

8.2

75.0

-

2.6

11.8

-

⑦ 물류 부문 개선

9.6

25.0

-

5.1

5.9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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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두 개 항목까지 선택

전체
(78개)

현지 종업원 수 기준
10명
50명
300명 1,000명 1,000명
미만(4개) 미만(6개) 미만(39개) 미만(17개) 이상(3개)

⑧ 현지 한국 지원기관

4.1

-

-

5.1

-

⑨ 현지 영사기능 강화

6.8

⑩ 인도 전문 담당기구 신설

4.1

⑪ 전문가 양성

33.3

25.0

-

5.1

11.8

-

-

16.7

2.6

-

33.3

1.4

-

-

-

5.9

-

⑫ 한인학교 등 주재원 복지 향상

8.2

-

-

12.8

5.9

-

⑬ 현지거래선 한국방문 비자편
의 제공

2.7

-

-

2.6

5.9

-

⑭ 직항운행 확대

9.6

-

-

10.3

5.9

33.3

⑮ 장기 비자 발행

26.0

50.0

50.0

17.9

29.4

33.3

동반 진출 지원


1.4

-

-

2.6

-

-

자료: 조충제, 송영철(2014), 인도 투자진출 제조기업 설문조사(KIEP)를 이용하여 작성.

글로벌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태세를 갖
추기 힘들고, 글로벌 지원행정이 낮아 내수 중심의 보수적인 경영에 몰입하
게 된다. 최근과 같이 글로벌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은 더욱 줄어들기 마련이다. 반면에 그동
안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 기능은 기업 자체 조달이거나 민간
금융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진출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해오고 있다. 다만 과거
와 달리 저성장 기조에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해외진출 중소기업
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전략이 필요하며, 그 우선지원 대상이 과거처럼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산업 위주로 추진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미 선진국에서는 공격적인 정책금융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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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존 수출금융 지원정책을 민간차원에서 접근
하기보다는 정책금융 차원에서 그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민
간금융권이 다양한 통로로 해외진출을 모색해 오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
는 정책금융만큼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금융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주로 국내를 기반으
로 한 융자방식의 수출금융 지원이거나 현지화를 위한 지사대행, 기업매칭
등의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적은 편이다.40) 실제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아직
도 기업 요구와 괴리된 지원정책이나 단계별 지원 부족, 형식적이고 관료화
된 지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4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서, 2008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
출지원정책 체계의 구조적 복잡성 문제를 재론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진출
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중소기업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지원수단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수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는 기업이 추구하는 시장진출을 이루느냐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요구하는 지원 수단의 효율성, 효과성과 해외진
출을 통해 획득하는 성과와의 논리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조달은 크게 본사를 통한 조달과 현지법인
을 통한 조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본사를 통한 자

40) 중소기업연구원(2015), p. 10.
41) 이진화(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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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달의 경우, 본사가 국내에서 원화․외화를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금 형
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그러나 현지법인
모기업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재국에서 원천세를 징수하는
등 현지에서 세금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지법인이 현지 금
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주재국에서 세금문제는 제기되
지 않지만, 한국계 금융기관이 주재국에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자금조달이 쉽
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42)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부, 중소기업청, KOTRA, 농림부, 미래부 등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
다.43)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정책에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이다. 그 다
음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기준을 통해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첫째,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에 있어 근거 ｢중소기업기본법｣상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률적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대한민국이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기업

42) 정부부처 합동(2013).
43) 한국중소기업학회(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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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현지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가장 적정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화 되어 국내 법인을
폐업하고 현지화 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정책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리고 중기 정책금융 지원은 국내 사업장을 둔 현지기업에게 지원되는데, 이
또한 현지법인보다는 국내법인의 경쟁력 등을 보고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이 누구냐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서 국내 사업장
을 가진 중소기업이 현지화를 통해 진출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며, 그 또한
국내법인의 경쟁력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기 정책금융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중기 정책금융이 지원되는 대상은 기존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나 원자
재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과 기계, 설비, 사업장 등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을 융자, 보증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
법인에 대한 기계, 설비, 사업장 확장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해외법인이 필
요한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지
법인이 중기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이다. 따라
서 중기 정책금융의 수출금융 지원이 법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어디까지 지
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
업 진출단계나 수준, 역량 등을 고려한 흔히 말하는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체
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정책 사업별로 유사한 사업을 여러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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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
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
에 따른 시장진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44) 특히 해외투자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들이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외투자가 수출에 비해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단 투자가 진행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금융보다는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
러한 애로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부진한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민간의 금
융점포나 정책금융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원인이
기도 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해외진출 시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나 불리한 자금조달 등
의 애로사항45)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와 정책수단을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현지화 전략에 따른 사업장을 인도 내
에 설치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현지에 있
44) 위의 자료, p. 68.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은 많지 않으며, 특히 해외진출에 성공하여 현지화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산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도 마찬
가지이다.
45) OEC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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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국내 지원기관들에게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조달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수출마케팅 등에 초
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면, 향후 인도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금융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Ⅲ. 주요 선진국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실태 분석
1. 미국
미국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내 제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펴 나가
고 있다. 특히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등을 토대로 신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46)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시설 유
턴을 본격적으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펴
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제조업 중심의 지원정책 투자는 해외진출에도 동일하
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해 추진코자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보스
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약 2만 5,000개의 제조업체가 미국으
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아시아 진출 미국 제조기업의 61%가 미국으
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20년까지 최대 300만 개의

46) 고희채(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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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미국으로 유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애플, GM,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리쇼어링 및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 실시하고 있
다.47) 최근 인도에 대한 미국의 투자 규모를 보면, 2000~01년부터 2005~06
년까지는 투자금액이 3~6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2006~07년에
8.6억 달러로 상승했고, 2007~08년부터 5년간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월 말 기준으로 2014~15년 투자실적이
16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기업들이 인
도에 진출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종이 22.3%, 자동차산업 12.0%, 컴
퓨터 S/W 및 H/W가 1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8)

그림 7. 미국의 연도별 대 인도 해외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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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4~15년은 9월 말 기준.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U.S.A.(2014. 9. 30. 기준), DIPP.

47) 동부증권(2013, 재인용).
48) 임영석(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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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중소
기업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미국 상무부는 국제무역청(ITA)을
통해 비농업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A의 US
Commercial Service를 두고 비농업 분야에 대한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즉 미국 내 109개 도시와 해외 75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의 다자개발은행49)에 지사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는 ‘SelectUSA 이니셔티브’를 통해 투자유치 기능도 적극적으로 담당해 오
고 있다. 다만 SelectUSA 이니셔티브는 2011년부터 추진한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으로서 SelectUSA 이니셔티브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개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더
있다. 오바마 정부가 국가수출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추진하
면서 수출지원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50) 미국 연방정부
는 수출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은 중
소기업이다.51) 수출지원 활동에는 정보 제공, 자문, 수출지원 서비스, 연구,
금융 및 보험,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advocacy), 무역협정 체결, 무역
규범 이행 등이 포함된다. 약 20여 개의 정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며, 농무부가 가장 많은 수출 지원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
으로 상무부, 국무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52)
49) 5개의 다자개발은행으로는 세계은행, 범미주개발은행, 유럽재건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
행, 아시아개발은행을 지칭한다.
50) 김정곤 외(2014), p. 99.
51) 위의 자료, p. 99.
52) 위의 자료, p. 99.

30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다음으로 수출입은행은 연방정부의 공식 수출신용은행으로, 신흥국에 대
한 수출을 원활화하기 위한 금융 및 보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2012년에 3,796건에 대해 총 358억 달러의 금융 및 보험 지원
을 수행하였다.53) 수출입은행은 의회의 영에 근거하여 20% 이상의 대출, 보
증, 그리고 보험을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상품 및 서
비스 수출을 촉진한다.54)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및 기타 서비스
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청의 OIT(Office of International Trade)는 다음의 네
가지 단계별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55) ① 수출 촉진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식별 ② 중소기업의 수출 준비 지원 ③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발굴
및 연결 ④ 수출기회를 발굴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1
년 기준으로 OIT는 1,346개 중소기업에 9,240만 달러 규모의 수출대출 프로
그램을 연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원을 받은 수출 규모는 약 1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연간 약 1,500건의 수출 관련 대출을 제공하며,
그 규모는 연간 약 1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원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청의 전체 중소기업 지원 가운데 수출지원 대출은 약
2.5~2.9%를 차지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3.8~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원방식에 따라 미국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보
면, 대출과 대출보증을 포함한 파이낸싱, 보험, 보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
53) 위의 자료, p. 100.
54) 위의 자료, p. 100.
55) 위의 자료,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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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대출, 리스파이낸싱(lease financing), 대출보증을 포함한 파이낸싱의
경우 미국정부는 수출개발과 운전자금 파이낸싱, 설비개발 파이낸싱, 국제바
이어에 대한 융자,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보험과 관련해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수출거래 및 해외투자에 대한 보험과 리스크 완화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보조금의 경우, 미국정부는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미국 사업환경 홍보, 규제개혁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56)

2. 일본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전력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해외진출과 더불어 일본 자국 내 산업부흥을 강조하는 ‘新성장전략’을 발표
하고, 신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57) 특히 인
도에 대한 일본의 투자진출 실태를 보면, 200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일본의 대 인도 직접투자금액은 해당 기간 대 인도 FDI 총액의 7.5% 수준인
1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58) 기간별로는 2006~07년까지는 투자액이 1~2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2007~08년에는 8억 달러, 2008~09년에는 44.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59) 2009~10년 이후에도 일본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60)

56)
57)
58)
59)

고희채, 오민아, 이보람(2011), p. 42.
고희채(2016), p. 4.
임영석(2015), p. 5.
2008년 다이치산쿄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란박시社 주식 매입(투자금액: 약 41억 달러)
에 따라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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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의 연도별 대 인도 해외 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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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3~14년은 2월 말 기준.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Japan(2014. 2. 28. 기준), DIPP.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일본의 주요 진출산업은 제약업이 총 투자액의
27.6%, 자동차산업이 15.8%, 서비스업이 15.3%, 금속가공업이 8.8%, 전자기
기산업이 4.3% 수준이다. 이들 5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1.8%, 상위 2개
산업의 비중은 43.4%로, 서비스업 비중이 미국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우
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출 산업의 편중도가 낮은 상황이다.61)
한편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은 10년 이상 계속되는 저성장과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역시 신흥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2) 그 결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등 해
60) 임영석(2015. 4. 23), p. 5.
61) 현 석(2013), p. 30. 일본의 DMIC 프로젝트는 델리와 움바이 두 지역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
고 거점도시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서 JBIC가 30억 불, JICA
가 15억 불을 복합지원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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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 활동을 영위하는 분포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63) 특히
최근의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상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따르면,64) 많
은 중소기업들이 향후 수출 및 해외 직접투자 등 기존 해외진출 활동을 확대
하거나 신규로 시작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처 발굴, 필요자금 조달, 시장정보 획득, 신뢰할 만한 동업
자․조언자 확보, 인력 확보 등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해결해
야 할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65)
그림 9.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 업종별 비중 그림 10.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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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1년 기준.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2015).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2015).

한편 일본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
관으로는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와 일본국제협
62)
63)
64)
65)

이헌영(2016),
위의 자료, p.
위의 자료, p.
위의 자료, p.

p. 9.
9.
12.
12.

31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무역보험(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등이 있다.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JFC66)는 민간금융의 역
할을 보완하고 일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
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 및 농립어업, 지역경제 발전, 환경개선 및 산업 경쟁
력 강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JFC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장기 고정금리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통화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
도록 해외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Stand-by L/C)을 지원하고 있다.

표 8. JFC의 현지통화 조달 보증 관련 해외 금융기관 파트너십 현황

국가
태국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금융기관
Bangkok Bank
Metropolitan Bank & Trust Company
국민은행
United Overseas Bank
PT. Bank Negera Indonesia
VietinBank
CIMB Bank
Banco Mercantil del Norte S.A.
Taiwan Cooperative Bank

자료: 이헌영(2016, p. 16, 재인용).

다음으로 JBIC67)은 일본 및 세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66) 위의 자료, p. 10.
67) 위의 자료,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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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책금융기관으로, 중요 해외자원 개발, 일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환경 보전을 위한 해외사업 촉진, 글로벌 금융불안 대응 및 피해 방
지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수행한다. JBIC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업무를 수
행한다. ① 일본에 중요한 자원의 해외개발 및 확보 지원 ② 일본산업의 국
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 지원(수출, 해외영업,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등) ③
지구 온난화 방지 등 글로벌 환경보호 목적의 해외사업 지원 ④ 국제 금융질
서 혼란 방지 및 혼란으로부터 야기된 피해에 대한 적절한 정책 집행이 그것
이다. 일본기업의 해외영업 지원을 위해 JBIC은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
자, 개발도상국 소재 현지금융기관을 통한 2단계 대출 등을 제공한다. 또한
현지금융기관에 단일창구(일본 데스크)를 설치하여 일본 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2012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영업 지원을 전담
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통화 이외에 현지통화표시 장기고정금리 대출 제공을 확대하고 있
다. 한편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민간자금뿐만 아니라 JICA의 ODA
자금을 결합한 혼합금융 형태로 금융지원을 하기도 한다.

표 9. JBIC의 해외금융기관 MOU 현황

국가

금융기관

태국

KASIKORNBANK Public Co., LTD

인도네시아

PT. Bank Negara Indonesia

인도

State Bank of India

필리핀

BOD Unibank, INC/Metropolitan Bank & Trust Company

베트남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Vietcombank

자료: JBIC(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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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NEXI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며 상업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리스크
에 대한 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며, 무역 및 투자
보험 관련 법규에 따른 무역투자보험 관련 재보험 사업 등을 수행한다.68)
한편 지원방식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프로그램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9) 첫째, 일본정책금융공고는 민간금융기관의 역
할을 보완하여 정부 출연금 및 재정 투․융자를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
용보험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금융기관이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70)
① 장기대출지원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자금(융자기
간 15년 이내) 및 운전자금(융자기간 7년 이내)을 최대 7억 2,000만 엔까지
지원하고 있다. ② 스탠바이 크레디트 제도(Stand by credit L/C program)71)
는 중소기업 해외 현지 법인․지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현지자금
차입문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금조달 상환에 걸리는 환율 리
스크를 피할 수 있고, 해외금융기관과 거래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
이 있다.72) 2014년 기준으로 7개의 아시아 금융기관과 제휴관계를 맺고 운
영 중이다.
둘째, 일본무역보험은 크게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단기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는 수출신용보험, 중소기업 수출대금
보험, 수출어음보험, 선급수입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중장기 수출거래를 지원
68)
69)
70)
71)
72)

이헌영(2016), p. 16.
중소기업연구원(2015), pp. 33~34.
위의 자료, p. 37.
위의 자료, p. 37.
우의 자료,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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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로는 수출보증보험, 구매자 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자원에너
지투자대부보험, 지구온난화무역투자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무역보
험뿐만 아니라 지역금융기관과 중소기업 해외사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1. 일본 정책금융기관 재편과정 추이
1902년

시
장 대형화
형 시장마찰
정
책
금
기
융
능
기
분
관
리

순
수
정
책
금
융
기
관

일본
흥업
은행
(IBJ)

1950년

상
업 민영화
금 (IBJ)
융
정
책
금
융

일본
개발
은행
(JDB)

53년

중소기업
금융공고

53년

농림어업
금융공고

49년

국민생활
금융공고

2000년
대형화
(IBJ+후지
+다이니찌
강교은행)
1999년

수출입은행
50년
(JEXIM)
61년

해외경제협력
기금(OECF)

2008년

2016년

미즈호
금융
그룹
(MFG)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으로 발전
(세계 21위)

일본
상
정책 대형화
업 민영화
투자
은행 시장마찰 금 (DBJ)
융
(DBJ)
기능분리
2008년

정
책
금
융

정책
금융
공고
(JFC)

(국내 정책금융)

‘12년
1999.10
국제협력
은행(JBIC)

위기 극복
등으로 민영화
중단

2008년
OECF분리

국제협력은행
(JBIC)
(해외 정책금융)
국제협력기구
(JICA)
(해외 경협)

주: 미즈호금융그룹의 순위는 2014년 말 기본자본 기준.
자료: 현 석(2013); 산은지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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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민간자금의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정책자
금 운용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작펀드를 설립·운용 중이다. 특히
2013년 이후 아베정부가 설립한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 쿨재팬펀드
(Cool Japan Fund),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기구, 일본해외인프라투자회사
등은 첨단기술의 보호 및 성장에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일본의 정책금융이 해외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은 주로 JBIC과 쿨재팬펀드 등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BIC는 자체금융에 JICA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결합하여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혼합금융73)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책투자은행(DBJ: Development Bank of Japan)은 메자닌 금융
이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일본의 해외진출과 관련 펀드
운영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정부는 민간자금의 유입을 통한 경
제 활성화 및 정책금융 운용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작펀드를 설
립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는 주로
JBIC과 민관합작펀드인 Cool Japan Fund 등이 FILP의 재정융자 및 산업투자
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JBIC은 민간금융기관과 협조융자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 소재 현지금융기관을 통해 TSL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본산 시
설을 수입하는 한국기업에게도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TSL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JBIC은 개발도상국 개발 사업에서 자체 금융에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을 결합하여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혼
73)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은 개발금융과 ODA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
도하는 재원조달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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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융(Blended Finance)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일본과
인도 간 투자협력 사례인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프로젝트74)(총사업규모 900억 달러)를 들 수 있으며 동
프로젝트에 JBIC은 30억 달러, JICA는 1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DBJ는
주로 해외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PF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75)

그림 12. 일본의 민관합작펀드 구조
민간
부문

민간
부문
투자 등

일반계정
투자/
산업투자
(자본금)
정부

민간
합작
펀드

투자 등

촉매 역할

촉매 역할

투자 등

투자 등

하위펀드

투자 등

투자 등

투자
대상
기업

민간
부문

*하위펀드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 장태성(2016), p. 19.

74) 동 프로젝트는 인도 델리와 뭄바이 간 약 1,500km의 화물전용철도를 건설하고 그 주변지역
에 공업단지, 물류단지, 발전소, 항만, 주택, 상업시설 등을 정비하는 초대형 인프라 건설 계
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총 2단계로 구분되며 1차는 2008~13년, 2차는 2014~18년에 완료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5) 변현수 외(2015),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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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중기 정책금융
지원정책 방안
1. 한․인도 중소기업투자지원센터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
인도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중기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 현지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KOTRA의 현지 무역관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한
(가칭)한･인도 중소기업투자지원센터를 설치･구축한 이후에 기존의 정보제
공이나 바이어 알선, 시장조사 등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투･융자
정책금융지원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 본고에서 한･인도 중소기업투자지
원센터(KI-SBFSC: Korea-India Small Business Funding support Center)는 수
출지원프로그램과 투･융자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내 사
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국내 사업장이 없는 현지화 기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이 필요할 경우
사전진단에 의한 투･융자지원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할 것이다. 이 센터(KI-SBFSC)의 구체적인 운영시스템과 투자지원방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KI-SBFSC의 운영시스템
기존 KOTRA의 무역관,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 등을 통합하여 수출지
원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투･융자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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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확대･적용한다. 이 센터에서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투자, 융자, 투융자 복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국내기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정책금융의 이용기반
을 확대하여, 현지진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인력양성, 구
조개선, 수출, 분사를 통한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
러한 KI-SBFSC의 운영시스템을 정착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현지화 하고
자 하는 지역 국가들에 있는 기관들을 형식적인 원 루프(One-Roof) 시스템
이 아닌 통합과 융합시키는 운영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나. KI-SBFSC의 정책금융 지원체계
KI-SBFSC의 정책금융 지원체계는 1단계로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의 독자적인 지원체계로 가동되는 것과 2단계로 민관의 협력을 통한 인도
현지화에 목적을 두고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계로 구분･운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에서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기업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국한된다. 그러나 KI-SBFSC의
정책금융 지원체계는 사업장의 국내유무와 상관없이 대표자가 국적을 보유
하고 있으면서, 인도 현지에 시설투자, 경영전반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다. 다만 현지화된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함에 있어
현지화에 따른 지원리스크를 감안하여 KI-SBFSC에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사전진단에 의한 중기 정책금융지원 프로세스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 사전진단에 의한 중기 정책금융지원 프로세스는 경영전반에 필요한 소액
금액(기업당 5억 한도 내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KI-SBFSC에 상주하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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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인력(현지에 전문기술인력도 활용 가능)이 실시한다. 즉 1단계의 정
책금융 지원체계는 사전진단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시 인도시장에서의 시장
경쟁력,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경영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 다만 현지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진단을 통해 현지화를
유도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후속지원과 연계한
다. 후속지원은 KI-SBFSC에서 보유한 지원능력과 더불어 현지 민간(대기업
및 컨설팅 회사 등)의 협력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최종
적으로 현지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정책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내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국내에 시설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
과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다음의 그림은 한･인도 중소기업투자지원센터
(KI-SBFSC)의 정책금융 지원체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 한･인도 중소기업투자지원센터(KI-SBFSC)의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심사/진단/선정

인도현지화 지원

사후지원/추가 조치

인도진출
중소기업의

현지화 성공 후

현지화를

리쇼어링 유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

●

인도시장 경쟁력진단
업종 및 시장규모,
기술진담/심사

●

인도진출중소기업의

민간과 투자

니즈에 따른 현지화

협조체계 마련

지원(자금, 수출 등)

진출소요 수단별 진단

자료: 저자 정리.

둘째, KI-SBFSC의 정책금융 지원시스템으로서 2단계는 인도 현지에 진출
해 있는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협조융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인도 현지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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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있는 민간은행으로는 리스회사로서 BNK캐피탈이 2015년 4월에 진출
하였으며, 2016년 8월에 산업은행이 인도의 State Bank of India(SBI)와의
MOU 체결을 통해 SBI 내에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 및 파생상품인 신디케이티드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무역금
융·파생상품 등의 업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76) 다만 2014
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과 양
국간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 라자스탄 주 한국 전용공단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이
인도에 진출함에 있어 KI-SBFSC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
업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과 정보제공 체계의 강
화가 필요하다. 특히 비교우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의 진출을 통
해 신뢰성이 높은 현지 합작파트너와의 합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수출융자, 인도 현지진출
을 위한 투자융자 등 장기 정책금융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2단
계 정책금융의 운영은 [표 10]과 같이 일본의 JBIC에서 지원하는 해외지원
정책금융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기반 중소기업이 인도 현지에 진
출하고자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76) 뉴시스(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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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본 JBIC의 민간과 협조 융자를 통한 정책금융 지원 절차

지원방안

주요 내용

-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수출융자, 해외투자융자 등의
민간금융기관과의
장기금융 제공
협조융자
-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는 현지통화로 장기 고정금리대출 제공

현지금융기관을
통한 2단계 대출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자회사와 영업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소재
현지기업에게 현지금융기관을 통해 2단계 대출 제공
- 현지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 지역금융기관까지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노력
- 현지금융기관에 단일창구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영업관계를 가
진 국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할 수 있게 독려

현지 통화
금융지원

- (대출) 현지통화 지원 가능성을 건별로 확인하여 직접대출 혹은 중
소기업 정책금융지원기관이 주요국 통화로 개도국 소재 현지금융
기관*에 대출하면 현지금융기관이 현지통화로 기업 앞 최종 대출
- (보증) 현지통화로 발행한 회사채 보증, 민간금융기관이 현지통화
로 제공한 대출의 일부분을 보증, 통화스왑거래 보증

인도은행과 협력

- 인도의 은행과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
력 강화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컨설팅 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주: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 자회사와 지점 포함.
자료: JBIC(2015)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투융자 복합금융 중심의 인도 진출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한․인도 양국 간의 공동펀드의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양한 정책적 주
장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국 진출을 시도하거나 기
진출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현지진출 중소
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형태의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77) 전
77) 조충제, 송영철(201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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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바와 같이, 인도 현지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후속적인 투자자금 조달
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 정책금융
은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수출금융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도 현지화
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출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라 지분으
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방식의 지원으로 직접금
융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환사채는 부채와 지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메자닌(mezzanine) 방식78)의 지원으로서 민간투자시장에서 상
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을 통한 시장보완의 형태
라 할 수 있다.

그림 14. 인도 현지화 중소기업에 대한 전환사채의 성장이익 공유
Risk&
Return

전환사채의 성장이익 공유
성
장
이
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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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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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정리.
78) ‘부채(debt)와 자본(equity)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형태의 금융’ 지원방식을 통칭하는 의
미이다. 메자닌 방식의 금융지원은 부채부분을 통해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
부분을 통해 장기자금의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다. 메자닌 방식의 금융은 자본과 부채의 특
성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결합비율에 따라 상품의 수(number)가 무한대로(infinitely) 확장
이 가능하다. 메자닌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우선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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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기존 수출금융 형태의
융자방식 정책금융보다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저금리로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
조 개선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수출금융과는 달리 해외진출을
통해 현지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신용융자의 높은 부도위험(Downside
Risk)에 상응하는 성장이익(Upside Return)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인도 진출중소기업의 합작투자 시 M&A 투자금융지원 강화
인도 현지에 진출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기존의 단기적
인 수출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해외진출지원 정책금융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기반의 수출금융 지원체계에서 탈피
하여 인도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강화를 위
해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진출지역의 집적지 입주 중소기업을 중심으
로 한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표 11. 최근 5년간 설립형태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신규법인설립

21,467

21,644

23,157

19,549

20,059

2.6

기존법인지분인수

7,616

6,897

7,036

7,450

7,121

△4.4

합계

29,083

28,540

30,193

26,999

27,180

0.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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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의 단순한 수출금융지원보다는 인도 현지기업에 대한 M&A 투
자 및 인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국내에서 해외투자를 함
에 있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M&A 투자는 부동산임대업 및 광업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79) M&A 투자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42.2% 증
가하여 2015년 최대 투자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인도의
M&A 시장은 2015년 기준 263억 달러에 달하며, 거래 수는 930개로 상당히
활발한 시장이다. M&A 전문기관인 Baker & Mckenzine는 인도의 M&A 시
장은 2015~20년 기간 동안 72% 성장하며 상위 5대 M&A 국가 지위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80)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정책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
정이다. 특히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지원 역
량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인도 현지에 국내 금융권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의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79) 한국수출입은행(2015), p. 18.
80) Ernst&young(2016), http://www.bakermckenzie.com/en/newsroom/2015/06/global-ma-and-ipoactivity-to-accelerate-unti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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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최근 5년간 M&A형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광업
합계

2,747
156
144
983
2,477
7,616

2,496
284
84
644
1,115
6,897

2,183
1,316
594
778
1,256
7,036

1,213
1,776
1,077
627
1,008
7,450

2015

1,725
1,448
1,303
1,002
656
7,121

42.2
△18.5
21.0
59.8
△34.9
△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p. 18.

표 13. 우리나라 대 인도 투자의 투자형태 및 설립형태별 투자금액
(단위: 천 달러, %)

설립형태

투자형태
공동투자
단독투자
합작투자
계

기존법인 지분인수

신설법인 설립

계

48,096
42,568
210,008
300,672

419,875
1,772,992
1,327,886
3,520,753

467,971
1,815,560
1,537,894
3,821,42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

결국 인도 현지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펀드는 민간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인도 진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도 현지진출과 더불
어 조인트벤처 등을 통한 인도 지역 현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의 투자 및 M&A 등에 지원함으로써 인도내 현
지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도 현지산업의 네
트워크를 확충하여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실
제 인도에서 주요 국가들의 인바운드 M&A를 보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
는 국가가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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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015년 인도 M&A의 유형
(단위: 억 달러, 개수)

구분

국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거래수
거래금액

55
41

29
39

16
20

자료: Ernst&young(2016).

그리고 인도 현지진출 중소기업 및 민간금융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기적인 리스크인 자금 확보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인도 내 네트워
크 형성이 중요하므로 펀드는 인도 현지 투자 네트워크 및 산업 네트워크
형성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인도 현지 네트워크 형성은 향후 추가적인
기업간 거래(deal)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국내 민간금융의 인도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81)

4. 현지화 성공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유도 정책금융 강화
지금까지 정부의 유턴중소기업 지원방향은 중국 등 해외에서 경영상의 문
제로 사업을 철수하여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 입지, 조세, 정책금융 등을 지
원하는 체계였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국내
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의미하는 인도 진출 성
공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유도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이
나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 해외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
81) 이민근, 이대우(2015), p. 1. 일본기업이 인도를 진출하는데 있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인도기업과의 파트너링 시 ① 품질 및 기술 관리상의 문제 ② 설비투자 문제 ③ 채산관리
문제 ④ 경합과 상권 관련 문제 ⑤ 의사결정 관련 문제 ⑥ 경영방침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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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다양한 선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이유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
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여 현지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리
쇼어링82)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은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
가로 혁신과 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리쇼어링 업체에 대해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
로 낮추고 제조업체의 경우 25%의 특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83) 또한 미국에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의 20%
를 지원하며 근로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기술훈련을 실행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84)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적 접근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리쇼어링을 유도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시
스템 구축, 둘째,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 주체 마련, 셋째, 인도 진출
에 성공한 중소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유도 시 정책금융 지원 운영 등으로
구분한 정책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인도 진출에 성공
한 중소기업이 국내로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의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2)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생산기지 해외이전
을 뜻하는 오프쇼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83) 이언경(2013), p. 139.
84) 정상희(201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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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쇼어링을 유도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금융 도입 ‧ 운영
한·인도 중소기업투자지원센터(KI-SBFSC)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리쇼어링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 진출 중소기
업의 단계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단계(진출초기-성장기), 제2단계
(성숙기), 제3단계(쇠퇴기)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시기는
주로 해외에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 복귀는
전술한 제3단계(쇠퇴기)에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 시장경쟁력이 이미 떨어
지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1단계(진출초기-성장기)에서 제2단계
(성숙기)로 넘어가는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정책금융을 지원함으로써 리
쇼어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1단계인 진출초기에는 국내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이나 보증 등을 통해 지원받아 왔다. 그리고 현지
에 진출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인프라 및 비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지원을 해
야 한다.
둘째, 2단계는 인도 현지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국내로 리쇼어링을 희망
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의 형태로 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은 1단계를 넘어 2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 중에서 국내 기반이 필요한 기업
이나 확충을 도모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장·단기 정책금융 지원이다. 특히
인도 진출 중소기업이 신규로 국내 사업장을 마련하거나 공장 등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경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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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는 각종 혜택과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정부에
서 운영되고 있는 복귀(U-turn)기업 지원 등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
원에 관한 법률｣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85) 특히 해외에 진출
한 중소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
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
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매입비
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의 조항을 좀더 구체화할

85) 2013년 12월 7일에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
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 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
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
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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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국내 복귀에 따른 정책금융지원 규모나 세부절차, 지원주체,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영곤란으로 복귀하기보다는 리쇼어
링 측면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 주체 마련
인도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국내로 사업장을 확대하여 리쇼어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이나 세금 혜택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국내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
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
성·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리쇼어링에 따른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국내 복귀 시
에 정책금융지원이나 입지지원은 기존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 원활히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쇼어링을 통한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인도 현지에는 한･인도 중소기업투자
지원센터(KI-SBFSC) ② 국내 중소기업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금
융),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산업입지)) 등과 연계한 추진 주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리쇼어링 지원기관이 인도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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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 중국의 야반도주와 같이 사업체가 곤
란을 겪어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들이 유턴방식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를 통해 확보한 기업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리쇼어링 지원은 현지화에 성공한 진출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하는 우호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형태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창조산
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좀더 적극
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일부
대기업은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현지화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
부의 지원보다는 현지에서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더욱 어
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정책
은 기업지원 측면에서의 효과로 지금까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
책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서만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해외진출 성공을 통하여 침체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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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회복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체계의 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국내 기반의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도모할 경
우에 소요되는 금융을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던 소극적인 정책금융지원에서
해외에서 현지화한 중소기업이나 현지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빠른 성장속도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진출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금융지원체계의 검토가 요구된다. 본고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현지진출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자금조달에 애로
를 겪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인도 지역 현지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기업
의 해외진출 효과가 국내기업이 아니더라도 확산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금융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에 해외기업 투자의 단순화된
개념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지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그 시너지 효과가 국내로 다시 유턴(U-turn)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로 해외진출
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신규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인도 진출 중소기업의 현지화 지원을 위한 차별
적인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이 인
도를 비롯한 해외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더 차별적인
정책금융 지원강화방안의 모색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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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수년간에 걸쳐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전통적인 통합적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에 반응하는 소비자군, 한층 강화된 구매에 대한 지원과 제품에 접
근하는 소비자군, 제품을 위하여 지속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군
등 소비할 역량을 가진 소비자에 대한 정의 및 마케팅 세분화에 초점을 맞추
어 왔다.1) 이는 선진국과 다수의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다국적기업들이 형성

1) Chikweche and Fletche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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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의 확산은 기존 모델을 비판적 시
각에서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등장을 불러왔다.2) 이들 연구자들은 연간소득
이 3,000달러 이하인 40억 명의 거대한 소비자집단의 존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집단은 글로벌 경제적 피라미드의 하위집단(the Base of the
Pyramid) 혹은 최하층 집단(Bottom of the Pyramid)으로 불린다.
세계의 빈곤층 지출과 소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Hammond et al.(2007),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와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BoP 계층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 살고
있으며 주로 농촌에 거주한다. BoP 자체는 하나의 세그먼트(단일 시장)가
아니며, 이들의 소득은 지역 및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아시아, 아프리
카에서는 BoP 계층이 농촌에 다수가 살고 있는데 비해, 동유럽, 라틴아메리
카에서는 도시 지역에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의 많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도시 이
주 노동자들은 낮은 품질의 제품, 높은 가격(빈곤층의 페널티)과 열악한 유
통 환경이 제공하는 비효율적인 경제하에서 살아가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들 BoP 계층은 전 세계적으로 5조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저소득층(BoP)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익을 얻는 것은 매
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 시장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원조기관,

2) Prahalad(2005); Prahalad and Hart(2002).
3) Subrahmanyan and Gomez-Aria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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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NGO 및 기타 자선단체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
근 다수의 저서와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저소득층 비즈니스는 기업
이 수익을 얻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4)
BoP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시장의 거대한 규
모에 현혹되지 말고, 거대한 시장의 요구사항과 현지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서구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전형적인 유형(stereo-typ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
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5)
BoP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동종 단일시장이 아니고, 다른 니즈와 시스템
요구사항을 지닌 다른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은 BoP와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기 위
해 BoP 계층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BoP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성 차별, BoP가 거주하는 농촌과 도시 지역의 성격, 주거 크기,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 정도, 비공식 경제의 존재 등과 같은 다양한 성격이
존재한다(Mahajan and Banga 2005).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BoP 시장
은 독특한 도전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과 현지 기업 모두에서 비즈니스 기
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BoP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BoP 시장에 대한 지식과 고객의 정보
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매니저들의 제
한된 현지화로 인하여, 이들 시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매니저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BoP 시장에서 제공

4) Prahalad and Hart(2002); Letelier et al.(2003); Hammond and Prahalad(2004); Prahalad(2004);
Kirchgeorg and Winn(2006); Hammond et al.(2007).
5) Prahalad and Hart(2002); Mahajan and Banga(2005); Viswanathan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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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충분한 기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과 지식의 결여는 특히
남아시아지역의 BoP 시장에서 두드러진다. 즉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핵심적
소비자 행동 이슈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회사가 효과적으로 BoP세
그먼트에 맞추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아시아지역의 대표 국가이며, 전 세계 BoP 인구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BoP 시장을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BoP
세그먼트별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에서는
BoP에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적용된 세그먼트별 니즈에 집중하려고 한다.

Ⅱ. BoP 계층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기업의 BoP 계층에 대한 오해
BoP 계층은 빈곤층이며, 열악한 주거 환경과 낮은 소득 때문에 고통스러
워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이 매우 낮아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능력이 모자
란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
대로 된 수익(수익이 확보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영자 및 기업가들이 다수 존재해 왔다.
비즈니스와 빈곤의 관계는 오랫동안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기업은 빈곤지역에 진출하기를 주저해 왔다. 본 절에서는 기업이
BoP 계층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첫째, 도식적 추론(Schematic Reasoning)은 새로운 사물에 대해 자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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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지식과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6) 일부 연구자들은
BoP 시장을 저소득층의 낮은 수입과 극도의 현재 빈곤상태로 판단하여 과
대 포장된 시장이라고 주장하였다.7)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논점은 저소득층
의 심각한 소득 부족으로 인하여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실용주의
자 관점에서 소비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여
전히 높은 경우, 저소득층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
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BoP 계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실시하면서, 기존 신흥시장에
서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은 신흥시장을 선진국의 보완 시장으로 취급하고,
기존 생산 라인에서 상품까지를 그대로 개발도상국에 도입해왔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자원 착취와 값싼 노동력의 추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 활동을 해
왔다.
또 하나의 관점은 기업이 개발 원조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이들 계층에 대
한 기부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지시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비즈니스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아 BoP 계층에 있어서의 빈곤 감축
효과가 없다. 기존의 기업들은 BoP 계층에 대해 위에 설명한 두 가지의 타입
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접근해왔기 때문에 기업이 BoP 계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오해가 뿌리깊게 내려오고 있다.
둘째, 미러이미지(Mirror Image)란 상대를 자신과 비슷하게 떠올리는 것이

6) Kegley and Raymond(2006).
7) Aiyar(2006); Karnani(2007); Jaisw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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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기업이 BoP 계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ToP(Top of Pyramid)와
MoP(Middle of Pyramid)에서 운영 모델을 그대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전략에서 상품 판매까지 BoP층
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업은 BoP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예를 들면 나이키는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
포츠 신발인 월드슈즈를 생산하려다 실패하였다.9) 나이키의 ‘월드슈즈’는 1
개당 10~15달러라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나이키의 고급 라인에
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입맛에 맞는 제품으로 디자인되었다. 하지
만 나이키는 ‘월드슈즈’의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모두 기존의 나이키 이미지
를 고집했으며, 현지 고객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즉, 중국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기존 모델과 현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셋째,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
다. 인지부조화는 기존의 신념과 새 정보 간의 차이에 대한 부정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10) 그동안 BoP 시장에 참여해온 기업들은 시장개척의 목적
과 실패의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지 못했다. 즉 BoP 시장의 진출 실패의 원인을 BoP 계층의 사람들은 자사
상품을 소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Landrum(2007)은 BoP
계층에서 소비의 증가가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 비구조적인 형태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다국적 기업에게는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
8) Kegley and Raymond(2006), p. 14.
9) Hart(2007), p. 242.
10) Kegley and Raymond(200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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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BoP 계
층에 있어서의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관점은 지금까지 기업이 BoP 계층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BoP 계층의 인구는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가 될 전망이지만, BoP 계층의 비즈니
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오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인구가 폭증하면서 BoP 계층 전체로서의
구매력이 확대되어 5조 달러의 소비시장으로 예측되고 있다.11) 따라서 다국
적기업들은 이전의 방식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BoP 비즈니스에 대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BoP 계층은 40억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전체 인류의 약
70%가 BoP 계층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40억 명이나 되는 거대 시장에
는 다양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BoP 시장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서 새롭게 탐구할 가치가 있다.
최근에 BoP 계층을 고객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비즈니스 추진을 준비하
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의 시장구조 변화를 예견하고, 이 거대 BoP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11) Hammond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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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의 BoP 계층 실태
가. 인도의 소득분배 구조
인도 가구소득에 관한 이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는 인도국립응용경제연구
소(NCAER: National Council of Applied Economic Research)가 2009년 실시
한 가계소비조사이며, 이에 따르면 인도 전역의 세대별 소득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인도의 세대별 소득 분포

2005년

2009년

NCAER의
소득계층분류

연간 세대 소득(루피)

세대수
(1,000)

%

세대수
(1,000)

%

부유층(Rich)

100만 이상($15,000)

1,731

0.8

3,806

1.7

16,395

8.1

28,441

12.8

53,276

26.2

75,304

33.9

132,249

64.9

114,394

51.5

203,651

100

221,945

100

중산층(Middle Class) 20만~100만($3,000~15,000)
저소득층(Aspires)
빈민층(Deprived)

9만~20만($1,300~3,000)
9만 미만($1,300미만)
합계

자료: NCAER(2009), “The Great Indian Market-Results from NCAER’s Market Information
Survey of Households.”

2009년 데이터를 보면, 연간 가구소득 20만 루피 이하의 저소득 계층은
전체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
으며, 중산층 이상은 15%에 못 미친다. 인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저소득 계
층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다. 본 조사에서는 연간 가구소득 20만 루피(3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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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 저소득층의 위상과 경제의 비중
인도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이며, 이들이 인도 경제 활동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최근 소비 시장으로서의 인도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도의 전체 개인소비액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은 2018년까지
인도는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12)하고 있으며, 본 연
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장은 조만간 중간층의 볼륨 존(Volume
Zone)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표 2]는 부문별로 인도의 가계지출액과 BoP층13)이 차지하는 비중 및 가
계지출에 각 부문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인구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BoP 계층은 전국 가계지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BoP
가계지출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등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에 소비가 큰 비중
을 차지하며, 주택, 교육,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기술) 등의 지출 비중은 매우 작다. 이러한 지출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
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는 가처분 소득이 낮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소비의 접근성 자체에 다양한 제
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2)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3) 여기에서 BoP 계층의 정의는 1인당 연간 소득이 PPP 기준으로 3,000달러 이하이다. 인도의
2011년 구매력 평가는 달러당 19.566루피이다(IMF “Implied PPP Conversion Rate”). 따라서
3,000달러는 5만 8,698루피가 된다. 2001년 인구조사의 가구당 평균 인원 5.3명을 적용하면
가구소득은 31만 루피가 된다. 이것은 인도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해당 표의 데이터는 저
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상당수 중산층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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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국 가계 지출 및 BoP의 비율

부문

식료품
주택
물
에너지
가정용품
의료건강
운송
정보통신기술
교육
기타
합계

부문별 가계지출과 BoP의 비율

각 부문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국(100만달러)

BoP(%)

전국(%)

BoP(%)

965,108.6
62,123.3
1,723.1
162,903.5
26,692.0
41,178.1
35,022.0
14,758.8
19,838.6
92,573.7
1,421,921.7

88.1
48.5
70.4
87.2
78.8
85.3
70.9
52.6
71.2
85.5
84.8

67.9
4.4
0.1
11.5
1.9
2.9
2.5
1.0
1.4
6.5
100

70.5
2.5
0.1
11.8
1.7
2.9
2.1
0.6
1.2
6.6
100

주: 금액은 2005년 PPP 기준.
자료: World Resource Institute(WRI)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2007), “The
Next 4 Billion,” p. 128.

또한 내구소비재의 보급률도 저소득 계층과 비저소득 계층 간, 도시와 농
촌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미래의 잠재 시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내구소비재 세대별 소유 비율(2004/05년)

구분

라디오
칼라TV
냉장고
오토바이
자동차

저소득계층

비 저소득계층

도시(%)

농촌(%)

도시(%)

농촌(%)

40.6
30.3
10.5
24.9
1.7

47.3
6.3
0.9
9.0
0.5

43.6
77.9
54.3
63.9
17.7

55.5
35.7
11.8
39.0
4.2

자료: Shukla(2010), Official Poor in India Summed up,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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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소득 계층의 실태와 문제점
인도 인구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의 소비는
국가 전체 가계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계별 절대액수는 매우
적으며, 지출 내역에서도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내구소비재와
관련한 소비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빈곤의 실태
인도의 빈곤의 정의는 인도계획위원회가 1973년 이후 설정하고 있는 빈
곤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열량(도시: 1일 2,100Kcal,
농촌: 1일 2,400Kcal)을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식량 지출액과 비식품
지출액의 합계에 따라 기준치가 설정되어 2008~09년 전국 빈곤선은 1인당
한달 지출이 도시는 538.60루피, 농촌에서는 356.30루피이다. 빈곤율은 도시
보다 농촌에서 높게 나타난다. 인도 인구의 약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인구도 70%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다. 최근 빈곤율은 농촌, 도
시 지역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도는 빈곤인구가 3억 명 이상 존재
하고 있다.

가) 빈곤지역의 격차
인도는 민족과 문화․사회적 배경이 다양하며 경제 발전의 정도도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큰 소득 격차가 있다. 펀잡, 하리야나,
케랄라 주의 빈곤율은 27.4%로 인도 전역의 빈곤율보다 낮지만, 비하르, 차
티스가, 쟈하르칸드, 오리사의 빈곤율은 40%를 넘고 있다. 소득과 지출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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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율이 높은 주와 낮은 주 사이에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14)
인구가 많은 주가 빈곤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비하르, 마하라슈트라, 우타
르 프라데시의 3개 주에서 인도 전역의 빈곤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1.3억
명의 빈곤층이 있다. BoP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 격
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나) 빈곤계층의 격차
카스트제도는 힌두교에 따른 사회계급제도이지만, 독립 후 인도헌법은 계
급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과 고용의 유보 제도 등의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도의 근대화에 따
라 직업 차별 등은 감속하고, 카스트제도는 완만하게 해체의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촌락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한 영향은 남아
있어 소득 격차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15) 인도에서 저소득계층은 농
촌에 거주하는 하위 카스트에서 많이 조사되었다.

2) 저소득층의 문제점
인도의 저소득층은 어떤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농촌 빈곤율이
가장 높은 주에서는 전기 사용이 힘들며, 식자율이 낮고, 병원이 적기 때문
에 유아 사망률도 높다.16) 인도의 저소득 계층은 인프라와 정부 서비스 접근
14) Planning Commission(2007), “Volume III: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Industry, Services,
and Physical Infrastructure,” in Eleventh Five Year Plan 2007-12, pp. 100-102.
15) Sonalde et al.(2010), “Human Development in India: Challenges for a Society in Transition,” p. 24.
16) Central Bureau of Health Intelligence(2010), “National Health Profile 2010,” http://planningcommission.
nic.i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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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보건
인도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은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
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대비 병원 및 병상이 부족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의
약품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도시의 사립병원은 75.4%로 높지만, 저소득 계
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렴한 공립병원은 20.5%로 매우 낮다.17)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확립하고, 의료비는 정부가 그 많은 부담하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정부의 보건 지출 비중은 작고, 보건 지출에 대한 개인
부담 비율 75%로 높다.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의료비의 무거
운 부담은 생활을 압박하고 있으며, 결국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스
를 받을 수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인도의 각종 보건 지표에 큰 빈부 격차가 보인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소득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최빈곤층에서는 상위 20%의 부유층
의 3배에 이른다. 또한 의사나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입회에 의한 출산은 가장
빈곤층은 20%에 못 미친 반면 부유층은 90% 가깝다.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
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하
기 어렵다. 저소득 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저소득층 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18)

17) World Health Organization(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18) World Health Organization(WHO)(2009); Sonalde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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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성인 식자율은 74%로 2001년 조사 때
65%에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성별, 소득 계층에 따라 큰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19)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의 식자율은
20% 정도 낮고, 특히 여성에서도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식품, 의복 등과 달리,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교육 관련 지출 비율은 저
소득 계층에서는 낮게 나타나며, 빈부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분야이다. 부유
층과 최빈곤층에서는 초등교육 수료 비율이 3배의 차이가 있고, 아동의 학
력에도 격차가 벌어졌다.20)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학력 지상주의가 일반
화 되고 있어, 교육에 의한 차별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인도의
저소득 계층은 교육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금융
인도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금융개혁이 시작되어, 지급
준비율 인하, 대출·예금 금리 자유화, 은행의 신규 진입의 자유화가 이루어짐
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사람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확대
되었다. 또한 농촌에서는 우체국이나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에서 금융서비스를 네트워크 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
다. 금융 기관의 점포 수는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990년 5만

19)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JBIC)(2006), Poverty Profile: India, p. 17.
20) World Bank(2009),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9,” NCAER, Maryland University
“Indian Human Development Survey,” http://www.ihds.um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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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개에서 2009년 8만 2,408개로 늘어난 데 비해, 농촌지역의 금융기관 점
포 수는 3만 4,791개에서 2009년 3만 1,699개로 오히려 감소하였다.21)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은 금융사업의 대상에서 보다 열세적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담
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4]에 따르면 인도의 농촌지역에서 약 60%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80% 가까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소유 농지
1헥타르 이하의 세대가 계좌와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각각 30%와
13%에 머무르고 있어, 농촌의 저소득층은 금융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22) 인도에서 일상의 지출에 쓰는 돈
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93%에 달해, 예금은 집에 현금
으로 보관하거나 친척과 대금업자에게 맡기는 등의 형태가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제 및 송금도 현금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
다. 인도의 소액금융기관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규모로는 빈곤가구의 5~6%가 이용하고 있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저소득 계층의 저축목적에 대응하는 상품이나 현금자동입출금
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 인터넷 뱅킹 등의 금융 기법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21) Reserve Bank of India: RBI Database, http://www.rbi.org.in/scripts/statistics.aspx(검색일: 2016. 9. 3).
22) World Bank(2006), “Improving Access to Finance for India’s Rural Poor,” p. 20.

35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표 4. 세대소유 토지 규모별 금융 접근도
(단위: %)

구분

영세농가
(1헥타르미만)

중소규모농가
(1~4헥타르)

중대규모농가
(4헥타르이상)

상업 농가*

기타

합계

계좌 보유

29.8

55.3

66.05

41.96

60.88

41.16

계좌 없음

70.4

44.7

33.95

58.04

39.12

58.84

대출 있음

12.97

30.79

44.36

16.78

29.47

21.01

대출 없음

87.03

69.21

55.64

83.22

70.53

78.99

주: * 농업 이외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
자료: World Bank(2006), “Improving Access to Finance for India’s Rural Poor.”

라) 정보통신
ICT 서비스 강국으로 유명한 인도이지만, 인도의 ICT 산업은 선진국 기업
의 해외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해 온 까닭에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중심으
로 하고 있으며, 자국내의 ICT화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인도통신규제위원회)에 따르
면 2015년 11월 기준으로 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9억 7,933만 명이다. 이
중 96.4%에 해당하는 9억 4,500만 명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이다. 도시
지역 가입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에도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휴대전화이며, 농촌에서도 휴대전화의 보유가 일반화
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보급에도 큰 지역 차이가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서
는 휴대전화의 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은 1인 1대 이상
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평균 3명에 1대 정도의 휴대전
화가 보급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휴대전화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주는
아삼 등 산악지형으로 보급율 40% 전후의 열악한 주가 많다.23) 최근에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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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관련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또한 주 사이에도 격차가
있고, 저소득 계층일수록 접근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라) 저소득 계층의 소비 행동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
2014년 인구조사에서 인도의 인구는 12.36억 명으로 조사되어, 가까운 시
일 내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 거대한 인도의 내수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
만,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저소득(BoP) 계층의 소비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실시한 2013~14년도
‘전국 표본 조사’에 따르면, 1인 1개월당 소비 지출은 도시에서 1,986루피인
데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948루피에 그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59%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40%의 소득은 10 % 이하로 나타났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계층의 소비행동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
은 인프라의 정비 부족, 정부 정책의 미비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 자체에 제
약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소
득 계층은 활발한 소비활동을 할 정도의 소득이 없다는 점이다. 연간 가구
소득이 9만 루피 미만의 인구는 전체의 50%로, 이들을 1일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하면 50루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의 가처분 소득은 내구소
비재를 구매할 여유가 없다. 또한 연간 가구소득 20만 루피 미만의 인구를
더하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 계층에서도 가전 등 내구재는 겨우

23) TRAI(2012), “The Indian Telecom Services Performance Indicators July-September 201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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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이 가능한 수준이다.
저소득층 소득의 부진 요인으로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일자
리가 한정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인도 인구비율은 농촌이 68.8%, 도시
지역은 31.2%로 농촌 인구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농촌 인구의 대부분
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0년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농촌 중시 빈곤 감소를 내걸고 있
다. 그중 주요 정책으로 NREGS(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전국농촌고용보장계획)이 있다. 이것은 농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가구당 1명, 연간 100일을 한도로 공공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 안정된 소득을
주고 농촌 소비를 자극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구제
는 농촌의 소비를 장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농촌소
비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 인프라 개선, 외자 유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Ⅲ.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시장세분화
Wendell Smith가 시장세분화 이론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시장세분화
(Market Segmentation)는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
다. 시장세분화는 소비자들을 욕구와 특성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집단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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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 집단은 유사한 행동이나 반응을
나타낸다. 모든 소비자가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잠재고객이 될 수 없는 현
실을 고려할 때, 한정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시장세분화를 통
해 제한된 시장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전체 인구의 85%
가 BoP 계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인도 BoP 계층에 대한 시장세분화는 필
수적이다.
소비자의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군집화된 소비자 집단간의 욕구에는
유사성이 있다. 시장세분화는 유사하게 반응하는 동질적인 고객들의 집단으
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24) 즉 시장세분화란 목표시장을 동질적인
하위그룹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된 하위그룹은 기업들
이 표적시장(Target Market)을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시장세분화는 마케팅 컨셉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
다. 그 이유는 마케팅 컨셉이 고객만족을 통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고
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지닌 특성별로 군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군집에 적합한 마케팅 프로그램이 설계 및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25) 이와 같이 시장세분화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때 목표시장의 요구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의 마케팅전략을 고안할 때 시장세분화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26)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통한 세분화, 지리
24) 이학식(2004).
25) 김경희, 한영숙(2010).
26) Musyoka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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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수를 통한 세분화, 심리적 변수를 통한 세분화, 행동적 변수를 통한 세
분화가 있다.27) 시장세분화를 하는 이유는 하위그룹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
마케팅 노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또한 소비자들의 특성이 다양하
여 구매행위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욕구, 구매동기와 같
은 변화를 조사하여 마케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이다.29)
BoP 계층 시장은 상류층, 중산층 시장과는 다르게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습관, 구매 행동, 태도, 지각의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30) 가격이 BoP 계
층의 구매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외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교육수준, 거주 지역, 문화, 종교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31)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다수의 시골 농부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IT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SNS 같은 커
뮤니티 및 모바일 상거래 같은 비즈니스 활동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32)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수행하는 마케터들은 이들 계층
의 구매행동을 이해하고, 여기가 맞는 마케팅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33) 따라서 기업들이 BoP 계층을 단일 시장으로 파악하고,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다.34) 이러한 관점에서, 40억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
는 BoP 계층에 대한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다.35)
27)
28)
29)
30)
31)
32)
33)
34)

이정란, 고재용(2007).
이충기 외(2011).
이승길(2010).
Barki and Parente(2010).
Pitta et al.(2008).
Dey et al.(2013).
Prahalad(2010).
Jebarajakirthy and Lobo(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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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BoP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세분화는 고바야시 노리타카 외
(2013)가 제시한 기준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의
연간 가계소득 분포를 바탕으로 BoP 계층을 연간 가계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라 5개 계층으로 세분화하였다(표 5). 본 연구에서도 고바야시 노리타카
외가 사용한 시장세분화 분류 기준으로 근거로 하여 BoP 세그먼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5. 인도의 연간 가계소득 분포

연간 가계소득

도시·근교

20,000달러 이상

부유층 세그먼트: 500만 명

10,000~20,000달러

중간층 세그먼트: 2억 명

5,000~10,000달러

BoP 세그먼트1: 1억 명

3,000~5,000달러
2,000~3,000달러
1,000~2,000달러
1,000달러 미만

교외·농촌

극소수
BoP 세그먼트2: 1억 명

BoP 세그먼트3: 1억 명
BoP 세그먼트4: 5억 명
BoP 세그먼트5: 2억 명

자료: 고바야시 외(2013), p. 62.

2.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생활양식
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신 또는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근거로 하여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생
35) Schuster and Holtbrügg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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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방식 집단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36)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계층을 분석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여 집단의 특성을 밝혀낼 수 있다. 특히 집단별 라이프
스타일이 구성원의 생활태도 및 행동을 파악하여, 그 결과로 라이프스타일
이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장세분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장세분화에 사용되어 왔다.37) 풍요로
운 소비사회로 발전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 졌고, 개성이 강조되면서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졌다. 따라서 시장세분화는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집단을 분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대부분 설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분화된 그룹에서
추출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 분석, 다차원 스케일
링, 상관관계 분석과 같은 데이터 감소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라
이프스타일 연구에서 세분화된 집단의 소비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호 연결된 존재로 밝혀지고 있다.38)
Zhu et al.(2009)은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이
원하는 휴대폰의 충전에 관련된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Wei(2006)는 라이프
스타일이 휴대폰 이용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휴대전화 이용형태와 전통적 매체 이용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Barki
36) 박찬수(2009).
37) Plummer(1974); Vyncke(2002).
38) Thogerse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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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arente(2010)는 브라질 BoP층의 구매행동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가격
이 싸다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의 결핍과 낮은 자존감에 대
한 보상 욕구가 강하며, 개인적 관계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커뮤니티 소
속감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는 등의 구매결정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급격하게 ICT 환경이 도입되면서 외부환경 및 소비자의 의식 및 행
동 또한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타일
은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속성이 소비성향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효용성이
높으며 가치관이나 활동영역, 관심분야, 태도 등에 의해 구체화된 생활양식
을 의미하므로 시대적 상황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39)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구체적인 행동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소비자의 동
기, 사전학습, 사회계층,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의 변수와 함수관계를 가지며
소비자의 가치를 반영한다.40) 특히 인구통계적 변수를 포함한 소비자의 일
상적 행동과 활동, 태도, 관심,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과거에 발견하지 못한
잠재적인 마케팅 기회를 포착하여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라이프스타일은 시장세분화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41) 따라서 라이프스
타일은 BoP의 세분 시장별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9) 이학식 외(2012).
40) 최정화 외(2011).
41) Zhu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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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
인도는 최근에 IT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서구의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소비자들의 특성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인
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방식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조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간혹 주정부나 통계청과 같은 정부기관을 통해 수집
된 자료들이 전부였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 국가기관인 인도국립응용경제
연구원(NCAER)이 실시한 시장조사가 인도 소비자의 생활방식 접근에 있어
서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의 NCAER 조사를 통해 인도 전역
의 세대별 소득 분포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유층과 저소득층 및 도시와 농촌
의 소비자간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도시
거주자들이 농촌 거주자들보다 고가의 제품이나 소비재를 구입하기 전에 다
수의 사전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고,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에서도 도시 거주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간가구 20만 루피(미화
3,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Ernst and Young(2012)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에서 기존 쇼핑의 대안으
로 인터넷 상거래가 시작되었고, 이 때문에 인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초기에는 젊고 혁신적인 계층과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포함
한 전체 국민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전자 메일,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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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등의 인터넷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42) 정보의 용이성, 즉각적인
가격 비교, 집에서 쇼핑의 편리성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은 인도에서 구매자
의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IAMAI(2011)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전
구매, 구매 및 구매 후 각 단계에 인터넷은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43)

4. 측정항목의 개발
세분화된 시장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은 거시적인
분석과 미시적인 분석으로 구분된다. 최근의 마케팅이나 소비자행동 등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거시적 분석보다 미시적 분석이 우선시 되고 있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다양성이 많이 존재하는 인도 BoP 소비자에 대한 연구
에서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도 미시적 분석을 방법론적인 틀로
사용하였다.
소비자들의 생활방식이나 가치체계가 소비자의 구체적인 소비행동 전반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시적 분석 중에 총체적인 방법론을 사
용하였다. 총체적인 방법론은 특정 제품군이나 특정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생활방식을 유형화시키는
42) Gnanasambandam et al.(2012).
43) Subramanian et al.(2013), https://www.bcgperspectives.com/content/articles/center_consumer_
customer_insight_globalization_from_buzz_to_bucks_capitalizing_indias_digitally_influenced_co
nsumers/#chapter1(검색일: 201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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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인도의 BoP 계층 같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적합한
방법론이다. 총체적인 분석방법의 대표적인 측정척도는 AIO(Activity, Interest
and Opinion), VALS(Value and Life Style), LOV(List of Value) 등이 있다.
AIO 분석은 활동, 관심, 의견, 인구 통계적 특성이라는 4가지 변수로 접근하
고 있다. VALS 분석은 Maslow가 제안한 기본적 욕구의 위계단계와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두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측정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측정
변수로는 개인적 가치관, 태도, 인구통계 요소들을 활용하여 라이프스타일
을 측정하고 있다. LOV 분석은 심리적인 행태를 통한 분석방법으로 정신건
강, 신체건강, 사회적응, 자기존중, 안전 등 9가지 변수들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LOV 분석은 초기단계의 시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다
소 무리가 따른다.
현재까지 모든 연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총체적 측정척도는 존
재하지 않는다. 특히 인도 BoP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라이프스타일 측정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O, VALS, LOV의 측정항목을 기반으로 한 선
행연구를 분석하여 측정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인도 BoP 소비자의 특
성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BoP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방식 측정항목의 개발이다. 소비자의 생활방식을 체계적
으로 분석한 최정화 외(2011), 이학식 외(2012), Ernst and Young(2012),
Subramanian et al.(2013) 등의 측정체계를 기반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BoP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측정측도로 의생활, 식
생활, 주거생활, 소비생활, 매체이용, 문화생활, 사회적 가치관 등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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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탐색의 중요성이 대두된 인도 소비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관련 항목을 변수로 추가하였고, 재산에 대한 투
자적 성향이 높은 인도인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Ⅳ. 실증 분석
1. 조사 개요
인도의 인구는 2014년 12월 말 기준(NCAER)으로 12억 3,634만 명으로 조
사되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이 시장에는 연간 가계 소득이 수천
만 원인 선진국 수준의 가정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에 불과한 농촌 가정에
이르기까지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 BoP 계층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44)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BoP 계층 중 일부가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BoP 계
층도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 BoP 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실태와 소비자 행동을 정교
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요구를 추출하여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및 서비
스를 구매가 가능한 가격대로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44) 고바야시 노리타카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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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 선행연구들에서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저소득 계층의 소비자가 중요
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세장세분화
와 라이프스타일의 연구를 토대로 소비자의 구매선호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
치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이고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인도의 BoP 계층을 세그먼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BoP 계층
의 소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기반으로 측정항목을 개
발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항목을 인도의 BoP 계층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NCAER(2009)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만 루피 이하의 저소득 계층을 조
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고바야시 노리타카 외(2013)가 제시한 BoP 계
층의 세그먼트를 구분하여 각 세그먼트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에 필요한 설
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BoP 5개의 세그먼트 별로 연령, 성별을 기초로 표본을 할당하
여 배포하였다.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의 대학
생과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문항을 수정·보완
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사전에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설문조사 요원이 설명하고, 조사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 설문지는 2016년 6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인도 델리의 교외와 농촌
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25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전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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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본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

BoP 세그먼트

성별

나이

직업

BoP 세그먼트1
BoP 세그먼트2
BoP 세그먼트3
BoP 세그먼트4
BoP 세그먼트5
남
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회사원
공무원
농업
자영업
일용적
학생
주부
무직
무응답

50(20%)
50(20%)
50(20%)
50(20%)
50(20%)
146(58.4%)
104(41.6%)
35(14.0%)
87(34.8%)
58(23.2%)
39(15.6%)
31(12.4%)
10(4.0%)
13(5.2%)
56(22.4%)
45(18.0%)
47(18.8%)
35(14.0%)
15(6.0%)
21(8.4%)
8(3.2%)

자료: 저자 정리.

3. 측정항목별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항목들에 대해서 변수별 요인분석
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라이프스타일 측정항목의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롬바 알파계수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서 측정도
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측정항목의 요인항목을 최소화하고 정보손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측정
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직각회전(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인적재치가 0.5 미만인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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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6개 문항이 활용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최종
적으로 7개 차원, 총 21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라이프스타일 차원별로 구
성된 요인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생활에서는 실용성추구, 유행추구, 과시추구, 보수성향의 4개 요인이 추
출되었다. 식생활에서는 외제선호, 외식선호 2개 요인이, 주거생활에서는 전
원 성향, 도시 성향, 투자 성향의 3개 요인이 밝혀졌다. 소비생활에서는 알뜰
구매, 브랜드지향, 충동구매의 3개 요인이 밝혀졌고, 매체이용에서는 TV선
호, 활자매체선호, 인터넷선호의 3개 차원이, 가치관에서는 자율의지 지향,
이기적 성향, 전통보수 성향 등 3개 요인이, 문화생활에서는 여행성향, 활동
성향, 탐미성향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 7. 측정항목별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요인

요인명

실용성

의생활

보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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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선호

Factor Cronbach’s
Loading
Alpha

물건 구매 시 디자인을 중시한다

.831

새로운 패션이나 유형을 빨리 수용한다

.876

제품 구매 시 개성이 표현된다

.801

최근 유행에 민감하다

.878

유행 추구 대중문화/가요 등에 관심이 많다

과시 추구

식생활

요인 구성항목

.798

신제품에 관심이 많다

.856

장신구는 비싸야 한다고 생각한다

.905

비싼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911

주위 사람보다 별난 옷을 입지 않는다

.954

제품 구매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932

같은 종류라면 외제를 선호한다

.925

외국산 제품을 자주 구입한다

.911

0.899

0.854

0.954
0.975
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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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요인

요인명

식생활

외식 선호

전원생활
선호
주거
생활

도시 성향
투자 성향

알뜰구매
지향
소비
생활

브랜드
지향
충동구매

TV선호

매체
이용

활자매체
선호
인터넷
선호

요인 구성항목

Factor Cronbach’s
Loading
Alpha

가계에 부담이 되어도 외식을 자주하는 편이다

.924

비용이 많아도 특별한 날에는 외식을 한다

.935

집안을 꾸미는 데 신경을 많이 쓴다

.785

화려한 가구를 가지고 싶다

.854

거리가 멀어도 복잡하지 않은 곳에 살고 싶다

.765

교통보다는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799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맨손)가 좋다

.901

시내에서 살고 싶다

.899

거주가치보다 투자가치가 중요하다

.932

집의 인테리어보다는 투자에 돈을 더 투자한다
물건을 사기 전에 주위 사람에게 정보를 얻
는다
쇼핑 전에 구입목록을 작성한다

.900

제품 구매 시에 제일 중요한 요인은 가격이다

.935

가격이 높아도 유명브랜드를 구입한다

.855

제품 구입 시 브랜드를 중요시한다

.825

비싼 제품이라도 가지고 싶으면 빌려서 구매
한다

.954

신상품이 나오면 남보다 먼저 구입한다

.922

남보다 TV를 많이 본다

.954

신문을 읽는 것보다 TV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

.922

신문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본다

.965

잡지를 한달에 1권 이상 본다

.945

제품 구매 시에 인터넷 검색을 한다

.905

인터넷 후기가 좋은 제품은 신뢰가 간다

.948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 사용을 한다

.925

0.957

0.854

0.913
0.925

.954
.903

0.965

0.885

0.944

0.958
0.97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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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요인

요인명

자율의지
지향
가치관

이기적
성향
전통보수
성향
여행성향

문화
생활
요인

활동성향
탐미성향

요인 구성항목

인생에 일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
수입보다 적성을 고려해 직업을 선택한다

Factor Cronbach’s
Loading
Alpha
.755
0.798
.725

사회 이익과 나의 이익이 상충할 때 나의 이
익을 선택한다

.789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손해본다

.796

사회에 계층은 존재해야 한다

.806

여자의 사회진출에 대해서 반대한다

.856

가끔 혼자 여행을 한다

.758

휴가 때는 멀리 여행을 간다

.745

스포츠는 보는것 보다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한다

.766

땀 흘리는 운동을 자주 한다

.754

영화를 자주 감상한다

.953

미술관이라 전람회를 자주 간다

.858

0.801

0.858
0.789
0.799
0.925

자료: 저자 정리.

4. 인도 BoP 소비자의 세그먼트별 라이프스타일 특성 비교
앞에서 분류한 각 세그먼트별로 인도 BoP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
형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변수별 특성이 세그먼트별로 소비자의 특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인도 BoP의 5개 세그먼트들과 라이프
스타일 요인들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변수들의 세그먼트간 평균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 수준에
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그먼트간의 차이는 라이프스타일 대
부분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그먼트5가
일부 세그먼트들과의 차이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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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그먼트5가 연간 가계소득이 2,000달러 미만의 집단으로 아직까지 구
매와 관련된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그먼
트별 라이프스타일 요인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들과 같다.
표 8. 의생활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세그먼트1

세그먼트2

세그먼트3

세그먼트4

세그먼트5

F

P

실용성 추구

4.213

3.127

4.322

3.135

2.123

32.034

0.000

과시 추구

2.123

2.007

2.125

1.231

1.013

28.145

0.000

유행 추구

4.323

2.013

3.124

2.003

1.016

43.462

0.000

보수 추구

2.010

4.345

2.056

2.031

2.124

30.321

0.000

자료: 저자 정리.

[표 8]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생활 4개 요인간 세그먼트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그먼트1은 실용성 추구 및 유행 추구에 관심이 있고, 상대적으
로 과시나 보수 추구에 관심이 적다. 세그먼트2는 과시 추구나 유행 추구의
성향은 낮고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높다. 세그먼트3은 실용성 추구에서 높
은 관심이 있고 과시나 보수 성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그먼트4는
실용성 추구에서 조금의 관심을 보이고 과시, 유행, 보수 추구 모두가 약함을
알 수 있다. 세그먼트5는 모든 부분에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요인에 있어서 세그먼트별로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세그먼트는 세그먼트1과 3이며, 보수 성향 권
역은 세그먼트2로 분류될 수 있다. 작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인도 BoP 사회
에서 기존의 보수 성향에서 유행(개성)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이동이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도시와 근교에 거주하는 BoP 계층인 세그먼트1
과 3으로부터 개성이 중시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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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식생활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세그먼트1

세그먼트2

세그먼트3

세그먼트4

세그먼트5

F

P

외제 선호

4.335

2.652

3.934

2.025

1.324

67.243

0.000

외식 선호

3.878

2.034

3.413

1.034

1.234

33.451

0.000

자료: 저자 정리.

세그먼트별로 외제 선호 요인과 외식 선호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면 세그
먼트1과 세그먼트3은 외제와 외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세그먼트2와 세
그먼트4는 외제와 외식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세그먼트5의
경우에는 외제와 외식을 상대적으로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 선호 요인과 외식 선호 요인 역시 권역별로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외제 선호와 외식 선호 요인이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외제와 외식성향은 도시와 근교에 거주하는 세그먼트1과 세
그먼트3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세그먼트들은 서구의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서 선진문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주거생활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세그먼트1

세그먼트2

세그먼트3

세그먼트4

세그먼트5

F

P

전원 성향

2.033

2.165

3.598

3.233

4.398

35.232

0.000

도시 성향

4.324

2.123

4.345

2.155

2.009

41.452

0.000

투자 성향

4.421

1.020

4.342

1.034

1.142

57.422

0.000

자료: 저자 정리.

세그먼트1은 도시 성향과 투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원
에서 살고 싶은 성향을 나타내는 전원 성향 요인에는 낮은 관심을 나타났다.

∙ 370

인도 BoP 계층의 시장세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세그먼트2는 전원 성향, 투자, 도시 성향 요인 모두 낮은 성향을 보였다. 세
그먼트3의 소비자들은 도시 성향과 투자 성향이 높지만 도시를 벗어나 한적
히 살고싶어 하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그먼트4는 전원적
인 성향을 보이고, 투자에는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세그먼트5는 매
우 높은 전원 성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아주 낮은 투자 성향과 도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도시 성향과 투자 성향은 대개 같은 방향
으로 나타나며 전원 성향은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그먼트1, 세그먼트3의 소비자들은 도시 성향이 강하고, 투자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 계층을 BoP 계층 가운데 도시나 교외에 거주하고 있
으며, 비교적 소득이 높은 BoP 계층에 속하고 있어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
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소비생활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세그먼트1

세그먼트2

세그먼트3

세그먼트4

세그먼트5

F

P

알뜰구매

1.231

1.091

2.101

4.301

4.432

68.322

0.000

브랜드 지향

4.313

4.301

4.286

1.002

1.212

56.242

0.000

충동구매

2.134

3.231

4.309

1.134

1.324

39.423

0.000

자료: 저자 정리.

세그먼트1은 알뜰구매에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며 브랜드 지향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세그먼트2는 브랜드 지향적이며 충동구매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그먼트3은 구매패턴이 충동적이고, 매우 브랜드 지향적이며, 알뜰구
매에 매우 부정적이다. 세그먼트4는 브랜드 지향적이지 않고 충동적인 구매
를 하지 않으며 매우 알뜰구매 지향적이다. 세그먼트5는 브랜드 지향,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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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성향이 낮은 반면, 매우 높은 알뜰구매 성향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세그먼트1, 세그먼트2, 세그먼트3은 상대적으로 브랜
드 지향적이고 충동적인 구매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세그
먼트4와 세그먼트5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뜰구매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 매체이용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세그먼트1
TV 선호
4.232
활자매체 선호
3.201
인터넷 선호
4.323

세그먼트2
3.198
4.042
3.133

세그먼트3
4.332
2.032
4.431

세그먼트4
2.105
3.241
2.033

세그먼트5
F
P
2.008
23.421 0.000
3.201
9.333 0.000
1.002
37.134 0.000

자료: 저자 정리.

매체이용 요인에 대한 권역별 성향에 있어 세그먼트1은 TV, 활자, 인터넷
선호에서 모두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세그먼트2는 TV와 인터넷보다는
상대적으로 활자를 선호하였다. 세그먼트3은 TV매체와 인터넷에 대한 선호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그먼트4와 5는 활자매체 선호 성향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면 TV와 인터넷은 도시 및 도시 근교지
역에서 선호되고, 활자매체는 농촌지역에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그먼트1, 3은 TV와 인터넷을 선호하고 세그먼트2, 4, 5는 활자매체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치관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세그먼트1
자율의지 성향
4.267
이기적 성향
3.025
전통보수 성향
2.244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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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2
2.321
2.117
4.245

세그먼트3
4.432
4.245
1.329

세그먼트4
2.154
2.137
3.213

세그먼트5
F
P
1.468
44.254 0.000
1.913
12.245 0.000
4.323
33.35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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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1은 자율의지 성향이 비교적 강하고 이기적 성향과 전통보수 성
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그먼트2는 자율의지 성향과 이기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전통보수 성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세그먼트3은 이기적이고 자율의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며 전통보
수 성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그먼트4, 5는 이기적인 성향과
자율의지 성향이 미약하며 전통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도시와 근교는 자율의지와 이기적 성향을 띠며, 도시에서 떨어진 교외지역
이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전통보수의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문화생활 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세그먼트1

세그먼트2

세그먼트3

세그먼트4

세그먼트5

F

P

자유지향

4.356

2.013

4.245

2.204

1.334

70.342 0.000

활동성향

2.154

2.132

3.208

2.214

1.364

38.242 0.000

탐미성향

4.503

4.034

4.453

3.713

3.121

27.343 0.000

자료: 저자 정리.

문화생활에서 자유지향, 활동성향, 탐미적 성향에서 권역별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그먼트1, 세그먼트3의 소비자는 혼자서 자주
먼 곳까지 여행을 다니고 영화나 미술관 등과 같은 전람회를 관람하는 등
탐미적인 문화생활을 상대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그먼트2,
세그먼트4, 세그먼트5의 소비자들은 자유로운 활동과 관련한 문화생활은 상
대적으로 즐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탐미적인 성향의 점수는 전 세
그먼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도에서 발달된 영화산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1년에 1,000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되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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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역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영화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BoP 대부분의 계층에서 영화 시
청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세그먼트별 인도 BoP 소비자의 생활방식 프로파일
지금까지 인도 BoP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주요 변수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인도 BoP의 주요 세그먼트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세그먼트별로 소득 및 계층
의 특성,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미디어 및 문화생활, 가치관을 중심으로 특
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세그먼트1 소비자의 특성

항목

특성

소득 및
계층의 특성

도시지역 및 근교에 거주하며, 연간 가계소득 5,000~10,000달러로
BoP 계층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이다.

의식주생활요인

실용성과 유행을 추구하며, 외제와 외식을 선호한다.

소비생활요인

알뜰구매에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며 브랜드 지향적이다. 도시 성향과
투자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디어 및
문화생활

TV, 활자, 인터넷 선호에서 모두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혼자서
자주 여행을 다니며. 영화나 미술관 등과 같은 전람회를 관람하는 등
탐미적인 문화생활을 상대적으로 즐기는 편이다.

가치관

자율의지 성향이 비교적 강하고 이기적 성향과 전통보수 성향은 낮은
편이다.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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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세그먼트2 소비자의 특성

항목

특성

소득 및
계층의 특성

연 가계소득 3,000~10,000달러로 비교적 높지만 교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이다.

의식주생활요인

과시추구나 유행추구의 성향은 낮고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높다. 외제
와 외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전원 성향, 투자, 도시 성향 요인 모두 낮다.

소비생활요인

브랜드 지향성이 강하며 강한 충동구매 성향을 보인다.

미디어 및
문화생활

TV와 인터넷보다 상대적으로 활자매체를 선호한다. 탐미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가치관

자율의지 성향과 이기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통보수 성향이
높다.

자료: 저자 정리.

표 17. 세그먼트3 소비자의 특성

항목

특성

소득 및
계층의 특성

연 가계소득 2,000~5,000달러로 비교적 낮으며 도시 및 근교에 거주하
는 계층이다.

의식주생활요인
소비생활요인
미디어 및
문화생활
가치관

실용성추구 성향이 높고 과시나 보수성향이 매우 낮다. 외제와 외식을
선호하고, 도시 성향과 투자 성향이 높다.
브랜드 지향성이 높고 충동구매 성향이 높다. 알뜰구매에 매우 부정적
이다.
TV매체와 인터넷에 대한 선호 성향이 매우 높다. 혼자서 멀리 여행을
가는 등의 자유분방한 생활과 영화나 미술관 등과 같은 전람회를 관람
하는 등 탐미적인 문화생활을 즐긴다.
이기적이고 자율의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며 전통보수 성향
은 매우 낮다.

자료: 저자 정리.

37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표 18. 세그먼트4 소비자의 특성

항목

특성

소득 및
계층의 특성

연 가계소득 1,000~3,000달러로 낮으며 교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이다.

의식주생활요인

실용성 추구에서 조금의 관심을 보이고 과시, 유행, 보수추구 모두가
낮다. 외제와 외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전원적인 성향을 보이고, 투자
에는 부정적이다.

소비생활요인

브랜드 지향적이 낮고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으며 알뜰구매 경향이
아주 강하다.

미디어 및
문화생활
가치관

활자매체 선호 성향이 높다. 탐미적인 성향이 높다.
이기적인 성향과 자율의지 성향이 미약하며 전통보수 성향이 상대적
으로 강하다.

자료: 저자 정리.

표 19. 세그먼트5 소비자의 특성

항목

특성

소득 및
계층의 특성

연 가계소득 기준으로 도시 및 근교에서는 2,00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
고, 교외 및 농촌에서는 1,00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소득이 가장 낮
은 계층이다.

의식주생활요인

의생활 소비 모든 부분에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와 외
식을 상대적으로 매우 선호하지 않았다. 매우 전원 성향을 보이고 있
었으며 매우 낮은 투자 성향과 도시 성향을 보인다.

소비생활요인

브랜드 지향, 충동구매 성향이 낮은 반면, 매우 높은 알뜰구매 성향을
보인다.

미디어 및
문화생활
가치관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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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매체 선호 성향이 높다. 탐미적인 성향이 높다.
이기적인 성향과 자율의지 성향이 미약하며 전통보수 성향이 상대적
으로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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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oP 세그먼트 분류에 따른 맞춤형 인도시장 전략
앞에서 제시한 세그먼트별 소비자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세그먼트 분
류에 맞춘 인도의 BoP 시장 진출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Proposition 1: 세그먼트1은 실용성과 유행을 추구하며, 외제를 선호하므
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하고,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에서 BoP 마켓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은 비누, 치약, 샴푸 등과 일용
소비재에서 최근에는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업종으로 확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인도의 피라미드형 소득구조가 점차 다이아몬드형으
로 발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도 소비시장의 특성
과 최근의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인도에 진출한 삼성전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는 인
도시장을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였
다. 인도 진출 후발주자로서 경쟁기업과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탑다운
(Top-Down) 방식을 구사하여 소비자에게 고급품으로 이미지를 각인시킨 후
에, 다음으로 저가모델을 시장에 출시하여 하위 저소득 계층으로 시장을 확
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은 광고, 이벤트 등을 통해 이미
지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현지의 대리점을 다수 확보하여 저가제품
판매를 위한 관리 거점으로 활용하며, A/S센터를 겸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삼성전자는 고가의 제품뿐만 아니라 BoP 계층을 위한 낮은 가격의 제품
도 갖추고 있다. 주 고객을 구매력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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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의 제품을 생산하여 어떤 계층의 소비자에게도 동일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고가의 휴대전화를 취급하면
서도 1대에 2,000~3,000루피의 저가 휴대폰도 동일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세그먼트1의 계층은 실용성과 유행을 추구하며, 외제를 선호하므로, 장기
적 관점에서 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하고,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기업
의 세그먼트1 진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 세그먼트1 소비자를
겨냥하여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필수 기능만을 남겨두고 낮은
가격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 세그먼트1 소비자는 가격을 중시하고
고품질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품질보다 가격을 선호하는 전략과는 별도로 광고에 있어서는 현재
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시하는 광고처럼 최고의 유명 배우를 섭외하여 고
가의 제품을 광고하는 프리미엄 전략이 계속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가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장이 많다. 따라서 사후 서비스에 많
은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삼성전자가 많은 AS망을 확보하여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인도인의 마
음을 사로잡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던
많은 일본기업이 소비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 준하여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규정’보다는 유연한 대응
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Proposition 2: 세그먼트2, 3의 소비생활은 브랜드 지향성이 강하고, 충동
구매 성향이 높으므로, 장기적 차원의 브랜드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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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유명 브랜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
지만, 실제 저소득층은 제품 브랜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가전제품과 같은 소비내구재의 거대 유통기업인 브라질의 카사스 바이아
(Casas Bahia)와 멕시코의 엘렉트라(Elektra)의 사례를 통해 저소득층 시장이
브랜드를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5)
BoP 소비자들은 가격이 적정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브
랜드 제품을 강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BoP 소비자들의 불안정한 삶
에 인지도 있는 브랜드는 안정과 확신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는 가
치 있게 여겨지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유명 브랜드를 소유
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높여주고, 정신적인 만족을 부여하는 고차원적인 가치
를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소비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도의 BoP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며, 특히 이 가운데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계층이 세그먼트2, 3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들 계층
과의 접촉을 늘리고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이 계층의 소
득이 향상되는 시점에 고부가가치의 제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다. 세그먼
트2, 3의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제품개발 및 생산, 현지
의 마케팅 및 유통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
그먼트2, 3의 시장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그먼트2, 3 계층은 의·식·주를 비롯해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재에 대한
지출보다는 자유재량에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

45) 프라할라드 저, 유호현 역(201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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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사의 유사제품을 다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세그먼트2, 3 소비자의 경
우에는 일단 구매하면 폐기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회비용에 민감
하고 소비결정에 있어 신중한 편으로 새로운 시도보다는 품질이 보장된 제
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
들은 이들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이들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roposition 3: 세그먼트4, 5의 소비생활은 브랜드 지향성이 낮고, 알뜰구
매 성향이 매우 강하므로, 시장이기 보다는 사회적 책임 수행 차원에서 접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그먼트4, 5 계층을 직접 사업 고객으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세그
먼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법인) 형식으
로 활동하는 단체는 많다. 예를 들어, TFT(Table for Two)는 비만으로 괴로
워하는 최하위층의 건강균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TFT의 회원이
된 회사의 직원식당에서는 웰빙 메뉴가 제공된다. 이 메뉴에는 일정 규모의
기부금이 포함되며, 음식을 먹는 직원과 기업이 기프트 차원에서 소액을 기
부한다. 이렇게 모인 돈은 BoP 계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소학교 급식에 지원
된다. TFT는 이와 같이 사회적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공헌과 사업성의
양면을 추구하는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도 BoP 세그먼트 5개 계층 중 최하위층에 속하는 세그먼트4, 5는 우리
나라 기업이 진출할 만한 시장이라기보다는 기업이 BoP 최하위 계층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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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개선(위생환경, 생활환경 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시장으로
서 세그먼트4, 5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수행을 통해 현지
커뮤니티와 신뢰관계를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그먼트4, 5 계층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사업적 책임활
동 외에 세그먼트4, 5 계층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소셜 비즈니스가 있다. 선
진국 소비자, 현지의 BoP 소비자, 해당국의 정부 및 NGO/NP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비즈니스 생태계(Ecosystem,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해가는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사업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소셜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인도의 BoP 계층을 크게 5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별
소비자간 라이프스타일을 비교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BoP 세그먼트별 소득 및 계층의 특성,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미디어
및 문화생활, 가치관 등은 인도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BoP 소비자를
선택하고, 이들의 소비행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인도
BoP 시장을 계획하는 기업에 각 세그먼트 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과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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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측정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인도 BoP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항목을 개발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 BoP 계층을 5개로 구분하여, 각 세그먼트에 대
한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세그먼트 별로 비교분석하였
다. 기존시장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거대한 인도의 저소득층(BoP)을 대상
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가 필수적이며, 각 세그먼트별 생활 실태
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가진 인도 BoP 계층에 대한 세분화에
대한 실증분석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도의 BoP 계층은 인도시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
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외 학계에서 인도 BoP 계층에 대한 연구
는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국내 인도 BoP 연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 인도의 BoP 계층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
한 기초 조사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행연구(Prahalad 2005)에서는 BoP 계층에 대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구성요소로 3As(Access, Affordability and Availability)를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 소비자의 인식(Awareness), 즉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3As에 이은 BoP 비즈니스의 성공 전
략의 요소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BoP 소비자가 그들의 품위(존엄성)
를 인정받기 위해 기업에게서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
다. 비록 낮은 소득계층이라고 해도 BoP 세그먼트1~3계층은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에 좀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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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정책개발 측면에서는 인
도 BoP 시장의 진출을 위한 기업들에게 정책적 지원방안의 근거를 제시함
으로써 인도 BoP 시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이나 기업의 지원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 진출하려는 BoP 계층 관련 기업의 전략
적 측면에서는 인도 실정을 반영한 성공적 인 BoP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
해 BoP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인도 BoP 시장 진출의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시간
과 경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델리와 인접 지역으로 국한하여 분석을 하였
다. 12억 명 이상의 인구와 다양성이 많은 넓은 영토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표
본수가 매우 적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도 전체
를 일반화 할 수 있는 대규모의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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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re is no reason why these States should be antagonistic to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 rivalry and the natural desire and efforts on the part
of one state to dominate the social order and establish political supremacy
over other in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will disappear. It will lead more
towards natural goodwill by international pacts between them, and they can
live in complete harmony with their neighbours. This will lead further to a
friendly settlement all the more easily with regard to minorities by reciprocal
arrangements and adjustments between Muslim India and Hindu India…” Muhammad Ali Jinnah: Lahore Declaration (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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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eclaration by the then leader of the minority Muslim League party in
a pre-Independence British India can now be seen as, at best, aspirational or
more negatively as unrealistic. The inter-state rivalry between India and Pakistan
is one of the most long running conflicts in the modern era. It began with the
violent mayhem of partition in 1947 that saw hundreds of thousands of deaths,
followed by more than fifteen thousand dead in various inter-state wars and
between forty to one hundred thousand dead in the extant Kashmir insurgency.2)
The fact that these states have gone to war four times within a sixty year
period without resolving their underlying issues remains of significant concern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Kashmir issue, seen by many observers as “one
of the most hotly conteste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world today,3) should be
seen as both a symptom and a cause of that enduring rivalry. Events such as
the recent Kashmiri border confrontations between India and Pakistan in January
2013 ensure that the risk of miscalculation by either side is ever present. The
concern of unintended military escalation, leading to further conflict in the near
future, is magnified by these both South Asian antagonists having nuclear
weapons at their disposal.
This paper will examine whether a future Indo-Pakistan war should be
viewed as an inevitable conflict. Moreover, it will seek to explain the principal
historical causes of India and Pakistan’s troubled relationship. The domestic-level
1) Qureshi (1998), p. 94.
2) “The World’s Most Dangerous Border” (2011. 5. 21).
3) Nye and Welch (2011), p. 228.

∙ 390

Breaking India and Pakistan’s Enduring Rivalry: Pakistani Viewpoint

factors that will be covered include how and why the territorial state of
Kashmir has assumed such totemic importance to each nation. The history of
respective religious and political groups’ progress to independence has shaped
both their views of their opponents and also themselves. Each state’s narrative
has been shaped by the partition and subsequent accession of Kashmir in 1947
and this becomes accentuated by each successive crisis. Within this domestic
area are incompatible ideologies and common belief systems. Additionally,
there is the issue of institutional mismatch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dia’s
multi-party constitutional government existing in contrast with the Pakistani
military-led or militant-influenced government.
At the regional level, territorial allocation again is of critical importance.
Relative regional power balance is critical and this research will support, via
model choice, a practical explanation of Pakistan’s ability to match or cancel
out India’s strengths.4) This approach links to Pakistan’s acquisition of certain
key weapon systems, such as the nuclear capability which it has yielded with
a different outcome to that which would be expected from a European/Cold
War model of deterrence. Similarly, Pakistan has adjusted its tactics to
maximise advantage of its asymmetric capabilities, including the use of guerrilla
warfare in Kashmir.
Last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paper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Pakistan and India. Historically, this

4) Paul (2006), p.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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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 three-way international power triangle that included the Soviet Union,
bu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has morphed into one of support from
the two superpowers above. Some research indicates their support contributes
more to stasis than to resolution of the problem.
One significant complication to this study is in regards to the availability and
historical reliability of the past records. As an example, Alastair Lamb noted
that while there are copious amounts of literature on the origins of the Jammu
and Kashmir dispute, most is “permeated with propaganda favourable to either
India or Pakistan.”5) This understandable national bias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an objective middle ground, if such a thing exists. Moreover, there
are a range of factors that could act as emerging threats to the current volatile
peace. These include the historical enmity created by the twin nations’ births
resulting from the partition of the British Indian sub-continent. An additional
concern is their recognised history of mutual suspicions and miscalculations,
which have often led to violent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nations.6) Due
to the volatility of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Pakistan it
would appear that while external international actors are essential to try to cap
these tensions, they also act inadvertently to further complicate any resolution.
Another literal issue to clarify is whether the next violent confrontation will
be an actual war or a different level of level of conflict? The wars of 1947,

5) Lamb (1997), p. 299.
6) Nye and Welch, op. cit., pp.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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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and 1971 could be seen as classic examples of Rupert Smith’s “inter-state
industrial war.”7) The last major military action between them was in 1999 and
remained localized to Kargil; Smith defines it as more a strategic skirmish than
war, due to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by the protagonists.8) The changing
capabilities available to the Pakistan Army have impacted on and will continue
to determine their willingness to engage their neighbour in hostilities. Each of
these factors of territorial dispute, strategy shaped by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systems, capability from irregular to nuclear, and alliances will be
examined.
Throughout the paper, the implications of this South Asian relationship and
its impact on other international interests will be considered within each section.
The conclusion will summarise whether the changes in the regional environment
are enough to make India and Pakistan now more or less likely to go to war
than at the outset of the serious conventional war between them in 1999.
Changes in internal political systems and changing pressures of alliances are
some of the key drivers but may contribute more to stabilising the situation
than increasing volatility.

1. Theoretical Model
Joseph Nye wrote that “there is a certain logic of hostility, a dilemma about

7) Smith (2006), pp. 29-63.
8) Ibid.,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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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hat goes with interstate politics.”9) This section will look at a range
of methods of understanding why states go to war and then apply that to the
question of why the fractious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Pakistan has
endured. It is assumed that both states are rational actors who will go to war
or are prepared to fight for logical self-interest.
At its simplest,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field of study is tied to a number
of core labels such as realism and liberalism. Adherents of realism view the
world as an anarchic place with no overarching control of the various self-centred
nation states.10) This system relies upon the classic Westphalian sovereign state
achieving a balance of power with its opponents through diplomacy or military
power. In this case security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re determined by
the most powerful states and their allies.11) It sees a constant zero-sum
competition where the gain of one state must be at the expense of another. In
this sense, hegemonic India, as the dominant nation, should be the one who
deter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Pakistan. From a realist point of
view, Pakistan should have no choice given its position of military weakness
“but to engage in security-seeking behaviour by any means necessary, either
through external pacts or by switching substantial domestic resources to
defence spending.”12)

9) Nye and Welch, op. cit., p. 2.
10) Ibid., pp. 4-9.
11) Ibid.
12) Narang (2009),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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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beral perspective in contrast sees that there a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itting above the states in a global society which enable a more complex
inter-relationship that values trade, democracy and financial interests as much
as security. The logic of this model has states tending towards peace as a result
of the mutual benefits of economic cooperation, while simultaneously becoming
adverse to war as opportunity costs rise.13) For liberalism, democratic states are
less likely to fight another liberal democratic state but will fight against a
tyranny as clearly this type of enemy will not cooperate with it or with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mutual benefits. A democratic India
has been able to transform its pos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more through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trade than developing strong military
capabilities. As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it needs to ensure the interests
of its population are met by the expansion of its economy and national
prosperity.
These periodic conflicts continue due to one or both countries being
dis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that is constructed across multiple levels. Further
work on the enduring rivalry between these South Asian powers has detailed
the following issues or causes of on-going conflict: unresolved territorial issues,
political incompatibility, incompatible positions on national identity and a lack
of significant economic and trade links between the two states. When explaining
why the smaller Pakistan has not given up the challenge, Thazha Varkey Paul

13) Nye and Welch, op. cit.,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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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s to the unique “power asymmetry.”14) This “truncated power asymmetry”
was a combination of Pakistani capability, strategy and tactics with the Kashmir
region and alliance support. The size of the ground area meant Indian was
unable to deploy its forces in significant numbers to overmatch the Pakistani
dispositions. The Indian superiority in strength was further reduced by the use
of large numbers of irregular forces by Pakistan notably during the Kargil
operations and those subsequent to that.
Despite a range of actions by both countries and by external actors to reduce
the regional tensions, this South Asian rivalry has lasted for more than sixty
years and more importantly, as yet, it would appear to be no nearer to a
resolution. Paul argues that the current impasse would require an appropriate
internal or external shock to force a final termination of the enduring rivalry.15)
It will require a massive game changing event, comparable to Partition’s
impact on the South Asian region and initiation of the India-Pakistan diarchy
to resolve it. The factors above will now be explored in more detail below.

2. The Enduring Rivalry Model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 their 1993 paper “Enduring Rivalries: Theoretical Constructs and Empirical
Patterns,”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set out an analytical methodology in
which due consideration is made to historical continuity so that protected

14) Paul (2006), pp. 600-630.
15) Paul ed. (2005),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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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may be better understood. In their work, they set out how “a fundamental
assumption of the concept of enduring rivalries is that conflicts between the
same two protagonists are related to one another.”16) From this assumption the
analysist of any given protracted conflict may take that historic events continue
to shape future realities. The enduring rivalry model then, comes about as an
extensive historiography of relations where past relations are given no less
deference than current affairs on which focus is typically placed. The aim of
such an approach is to understand by what method a conflict developed and
accordingly identify potential resolution approaches that may otherwise remain
elusive.
For India and Pakistan, the enduring rivalry framework, that seeks to
differentiate persistent interstate conflicts from those that exist within a limited
time period and or that may have more readily defined causes, offers insight
as to why improved relations have been so elusive. Despite its relatively recent
emergence as a regional conflict, the Indo-Pakistan conflict with four clearly
defined wars and numerous additional incursions and cross-border attacks
meets the criteria for being an enduring rivalry. This paper uses the enduring
rivalry approach to explore the nature of and contributory factors to this conflict.
In this way, it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realities of these two principle state
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ersistent nature of the conflict. Nonetheless,
the nature of the Indo-Pakistan rivalry goes beyond the Indian subcontinent and

16) Goertz and Diehl (1993),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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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dentified as being in many ways impactful at the regional level. The regional
significance in both economic and security spheres means that the greater
conflict encompasses a number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actors and impacts
a range of national interests which in turn define regional cooperation and
stability. This paper will focus its attention in this regard on China and the US,
as being key actors in not just in containing but also in resolving this enduring
rivalry.
The enduring rivalry model has been used successfully to greater understand
the nature of other difficulties to resolve conflicts, such as by Michael Grieg
who in his 2001 article “Moments of Opportunity: Recognizing Conditions of
Ripeness of International Mediation between Enduring Rivals” employed this
approach in understanding the conflict in Northern Ireland. Moreover, the
model itself has been used by T.V. Paul, who first identified the India-Pakistan
conflict as fitting within the definition of an enduring rivalry, i.e., “conflicts
between two or more states that last more than two decades with several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punctuating the relationship in between.”17) This
paper looks to build on T.V. Paul’s work with considerations for how recent
developments have been shaped by historical animosity and conflict.

17) Paul (2006), op. ci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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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olonial Legacy
In August 1947, the British Empire conducted a hasty withdrawal from India
that was followed by an eventual agreement to divide the federation on a dual
basis of demography and geography. “The two newly independent states, the
Dominion of Pakistan and the Union of India, inherited significant linked and
overlapping communal18) problems that had not been completely solved by the
partition process.”19) Partition, the exact meaning of which was disputed by
both major political and religious groupings, was reluctantly conceded by the
British due to increasing fears of civil strife in the face of large scale
inter-communal violence.20)
In many respects the violence of partition should have been no surprise to
either of the new governments of India or Pakistan. The wide-ranging
outbreaks of communal violence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1920s and early
1930s meant short term problems in containment but also fuelled further reaction
and added to longer term deep-rooted animosity. The ostensibly all-inclusive
Congress Party was unable to ensure that its secular and nationalist narrative
and aims were not compromised by some of its members’ involvement in Hindu
communal parties.21) It was due to these increasingly intractable divisions that
18) Chander describes the word “communal” in India as differing from the accepted English
definition and instead meaning “the hatred by someone of a community following a religion
different from their own”.; Chander (1987), p. 303.
19) Ibid.
20) Talbot and Singh (200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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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lim League’s “two nation theory” gained ground amongst the Muslim
population.22) Fear of the numerically superior Hindu population grouping
perpetually and dominating the minority Muslim population meant the single
state model would be inherently dangerous. Jinnah believed that a single state
of India was an artificial creation of the British Raj which led to the Hindu
and Muslim peoples of India being held “forcibly together by unnatural and
artificial methods of a British Parliamentary statute.”23)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religions, standards, societal customs and literature dictated, to his mind, the
impossibility of a successful independent united India outside of a British Raj
construct. This view that “India has never been a true nation, it only looked
that way on the map” was diametrically opposed by Congress.24) This
argument, the 1940 Lahore Declaration, that India’s future peace and happiness
could only be served by allowing the ‘major nations separate homelands’ with
both a Hindu state and a distinct Muslim state formed the basis for eventual
partition.
The Hindu-dominated Congress Party saw Muslim communalism or the
requirement for a distinct Muslim political identity as a British ploy to weaken
their all-India, anti-colonialist and nationalist cause. Given that they believed
their vision would deliver a viable integrated secular state they saw no need

21)
22)
23)
24)

Chander, op. cit., p. 304.
Aziz (2005), p. 163.
Ibid., p. 164.
Collins and Lapierre (1997),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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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ocus on minority issues. In their opinion, religious issues should be seen
as irrelevant as Congress was supposed to support and advocate the interests
of the whole Indian sub-continental population be they Hindu or Muslim. Any
Muslims promoting such divisive policies were to be regarded as parts of a
British “divide and rule” campaign.
The British took to the idea of partition initially as a means of leverage
against Congress’ demands and then grudgingly as a final method of avoiding
massive bloodletting from a slide towards civil war. Jinnah’s early reassurance
to Mountbatten was that the “surgical operation” of partition could halt the
inter-communal violence. His allegorical comparison of partition to a court case
he once handled, where a familial shares dispute was resolved satisfactorily by
court arbitration and the two brothers ultimately becoming the greatest of friends,
was not to happen with separate independence.25)
It was the practical detailed division of India and most notably the dissection
of Bengal and Punjab that countered Jinnah’s hopes of a peaceful separation.
The division of these two large provinces along artificial fault-lines created in
very short order by a British civil servant-led team ultimately led to massive
inter-religious violence in August 1947 and necessitated a vast population
exodus along religious lines. Sir Cyril Radcliffe and his team of Hindus and
Muslims only had one month to complete their hugely complex task which was
to have such ramifications for the future peace of the two nations. Whilst the

25) Ibid.,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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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mix of his team was supposed to ensure impartiality, accusations
remained that differing influences were to have an impact, such as Viceroy
Lord Mountbatten and his alleged Indian sympathies.26) Estimates vary as to
the exact scale of the resultant enforced migration but in the region, two million
people crossed the new borders to align with their new nations and avoid further
violence. The communal violence that spread across a broad swathe of the
sub-continent was to claim up to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victims and
reinforce negative communal resentments.27)
As well as the ethnic strife created by the rushed mechanics of partition, the
allocation of certain key economic resources such as the industrial centre of
Calcutta was to have inevitable enduring and negative consequences. The
division of Bengal and the Punjab without the retention of key industries only
delivered a “moth-eaten Pakistan” as opposed to the economically viable state
originally anticipated by Pakistan.28) The award of key tracts of land also
meant the allocation of important headwaters to India rather than Pakistan and
again this was to contribute to enduring tensions only resolved with eventual
external arbitration, such as the 1960 Treaty of Indus Waters.29) It was the
failings of the British Raj in anticipating the depth of the problems relating to
Jammu-Kashmir that had grave consequences for the two newly independent

26)
27)
28)
29)

Lamb, op. cit., p. 56.
Chapman (2000), p. 195.
Collins and Lapierre, op. cit., p. 131.
Racine (2002), Jaffrelot ed.; Jaffrelot(2002a), Jaffrelot ed.,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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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and created lasting enmity between the two rivals.30)
The legitimacy of the transfer of one of the 565 separate Indian princely
states at the time of independence is seen by many as a cause of the current-Pakistan
rivalry but it should rather be seen as much as a symptom as a cause. As the
August 1947 independence deadline for the Indian sub-continent approached, the
Hindu Maharajah or ruler of the mostly Muslim Jammu-Kashmir state (78 per
cent majority)31) vacillated, unable to decide where to transfer the loyalties of
his formally independent principality. At this point there were major internal
tensions which boiled over into a revolt by a large grouping of the Poonch
Muslims, many of whom were ex-British Indian Army soldiers. By September,
this had developed into a near civil war and this strife was compounded by
the arrival of fellow Muslim Pashtu tribesmen from Pakistan’s North West
Frontier Province.
By October 1947, the Maharajah, Hari Singh, now turned to India for
military assistance but this could not be granted without a formal process of
transferring the state to Indian control, known as accession. The events that led
to the signing of the Act of Accession remain controversial to this day, with
recent British research indicating that India moved its forces to the state capital
of Srinagar to support the Maharajah’s forces prior to formally completing the
legal process.32) Thus Pakistan’s immediate objections that the accession and
30) Lamb, op. cit., p. 19.
31) Ghosh (2003), p. 3.
32) Lamb, op. cit.,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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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subsequent (or more to the point, prior) military operations were illegal
could be vindicated. India disputed its adversary’s claims that the Maharaja
was coerced into signing or that he acted under duress. Additionally, the
Islamabad government was kept outside of any of these key discussions and
decisions over the accession between the last British Viceroy and Nehru’s
Indian Government. The discrepancies over the timing, Jinnah and his government
believed, were enough to invalidate India’s claim to legal jurisdiction over the
state. Thus, Pakistan’s two-nation concept was seen to be defeated by Indian
aspirations to gain this multi-ethnic and divided territory and this reinforced the
Pakistani fears of India’s future intentions.
Whilst partition resulted in the two independent nations with freedoms to
decide on political priorities and set the values within their respective social
orders it did not lead to peace. Any hopes of natural goodwill between
neighbours were dashed by the violence of the immediate aftermath of partition.
As Talbot and Singh noted, partition was not merely a separation of territory, it
was “foremost accompanied by a division of minds.”33) This division has endured.

Ⅲ. National Identities and Mutual Suspicion
The post-partition government of Pakistan had exceedingly few resources
33) Talbot and Singh, op. ci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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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 structure or cultur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ccordingly, the
foreign policy aim of the fledgling state of Pakistan was quite easy to define;
mere survival and that meant it was inclined to see its eastern neighbour as
the principal threat to its well-being.34) Even before partition was instigated the
nascent Pakistani leadership was voicing its concerns to the outgoing British,
with Jinnah understood to have told Mountbatten that he was “afraid of what
the Congress government would do to Pakistan.”35) Thus, the horrors of
partition perpetuated this view of its more economically powerful rival as
“hegemonic, bellicose, threatening, underhand and stubborn amongst its leadership,
whether military, civilian or religious.”36) The seizure of Kashmir by what
Pakistan says was illegal action lent further support to suspicions.
Pakistan’s leaders across the civil, military and religious spectrum are often
predisposed to see the hand of India in damaging events and thus instinctively
lay the blame at their adversary’s door. This can be seen to be almost a
psychological reaction to the nation’s feeling of insecurity and lack of
self-confidence. Pakistan’s identity was based upon being different by virtue of
religion but it became almost an ideology of difference rather than a strictly
defined religious movement in the early years of the Pakistani nation.37)
Islamic identity was a means of distinction from their Hindu opponents. The

34)
35)
36)
37)

Chapman, op. cit., p. 263.
Jalal (1994), p. 292.
Racine, op. cit., p. 112.
Ibid., p. 113.

4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development of the Hindu nationalist political branch leading to the electoral
victories and rise to power in Delhi of the Bharatiya Janata Party (BJP) was
happily seized as evidence that the Pakistani nation and its Muslim League
forebears were right all along. It appeared to vindicate all that had been
articulated in the two-nation theory, which asserted that the Hindu-Muslim
conflict was not merely religious; it was the clash of two civilizations, of two
peoples who had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literary roots, different ideas of
education… And that, when this idea of cultural variance was combined with
diversity in social customs and modes of livelihood the emergence of a united
Indian nation was doomed without redemption.38)
Indian suspicions of Pakistan’s intentions became similarly negative
following the horrors they had experienced of the Muslim slaughter of Hindus
and Sikhs during partition. This was to be reflected in comments from the
mid-sixties interview of the late Krishna Menon, Indian UN representative and
former Defence Minister of the 1950s and early 60s. Menon stated that
“Pakistan is a danger to us: she claims our territories and she has taken them;
she probes our frontiers and she carries on subversive activities inside India;
she means no good to us...”39) India did not or could not sympathise with the
Pakistan perspective while it saw itself at risk from Pakistan in its early days
of existence. Instead it chose to see Pakistani actions as illegal or aggressive,

38) Aziz, op. cit., p. 143.
39) Brecher (1968),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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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those in Kashmir. This in turn led to further cycles of suspicion
and reaction.
The Pakistani national narrative chose to ignore all that indicated there was
significant commonality between the two religious groupings and set the
religious identity at the cornerstone of its national identity. As such, it deeply
felt grief at the separation of the nation when its eastern wing broke away in
1971 to form Bangladesh. As if it were not enough that fellow Muslims felt
Pakistan could not meet their needs, the secession was made worse by the
aiding and abetting of their enemy next door, India. Pakistani former President
Musharraf noted that during the Kargil crisis in 1979 “my troops were itching
for a chance to avenge what had happened in 1971 in East Pakistan.”40)
A further psychological aspect of the Pakistani identity was the aggressive
nature of its dealings with its neighbour and willingness to initiate conflict in
1947, 1965 and 1999. Given its perception that India is always threatening, it
in time developed an attack-first mentality of defence. This was aided at times
by external actors supplying high grade weaponry in an attempt to weaken an
India which challenged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Here Pakistan was
only too ready to exploit any perceived Indian military weaknesses that
followed the 1962 Sino-Indian war. The old pre-independence culture of a
large Muslim warrior-race that was represented in the British Army also added
another level to the military’s identity of the state; that of being militarily superior

40) Musharraf (2006),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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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Indian armed forces.41) The formation of both armies in 1947 is used
as a further example of bad faith on behalf of the Indian state where it
appropriated significant amounts of equipment that was destined for Pakistan
under the formal division of the former British Indian Army. The narrative of
Indian victories was thus always to be explained by the underhand methods
used to disadvantage Pakistan.
As the Pakistani state has developed it has had to alter its focus on the
Muslim identity versus the national identity. The idea of Muslim separatism
that was essential to galvanise a separatist movement in the mid-1940s has had
to change to ensure the same argument is not used against it to further divide
the remaining western half of the original Pakistan. This has had repercussions
within the disparate nature of the Pakistani population where within the new
nation differences have sometimes appeared greater than common linkages. The
nature of some of the provinces that formed Pakistan, such as the former North
West Frontier Province (NWFP) with its anti-centrist stance, has created
difficulties maintaining the national identity. Imposing a national language of
Urdu on the wider population in absence of widespread practice has, at best,
been slowly embraced. This need to build a Pakistani civil society from narrow
first principles has meant slow and incomplete progress towards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structures and political leadership. Kashmir as the compelling
narrative has been used by the military to seize key roles in society. At the

41) Racine, op. cit., p. 115.

∙ 408

Breaking India and Pakistan’s Enduring Rivalry: Pakistani Viewpoint

same time, the Kashmir narrative has been used by Militant Islamists to form
an alternative ascendancy within Pakistan.

Ⅳ. Contrasting Political Systems
This section will examine th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regime that
developed from a common background under the British Raj. For most of the
period since independence these have been simplified under the labels of
Indian democracy and Pakistani military authoritarianism. This is important in
the context of what type of regime is predisposed to resort to the use of force;
the evidence shows less democratic states are more likely to initiate and
escalate disputes.42)
The primary focus of this section will be to understand how and why the
Pakistani regime has differed from India’s and its resultant impact on its
relations with its adversarial neighbour. Pakistan’s nominal democratic rule has
been limited by routine interventions by the military when the other state
institutions are at loggerheads. The fledgling independent Pakistani state was
neither envisaged as a theocracy or a military-led state, instead Jinnah intended
it as “only a popular, representative and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43)

42) Tremblay and Schofield (2005), Paul ed., p. 225.
43) Jalal, op. cit.,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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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im was complicated by need to ensure central control of a divided
patch-work of states, the lack of structures and the untimely death of its
founder before a constitution could be imposed. The first democratic phase
lasted until 1958 when President Mirza revoked the constitution allowing
General Muhammad Ayub Khan in to pow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was
undermined and, as president, Ayaub Khan imposed rule by decree until forced
to step down in 1969 following serious unrest. A martial law period continued
through until 1971 under General Agha Muhammad Yahya Khan. Following
the defeat of West Pakistan forces in the civil war in 1971 he too resigned
but this time allowing a return of democratic politics. The new civilian
president, Zulfikar Ali Bhutto, was a divisive figure and he faced increasing
challenges after introducing a new constitution which altered the political
power balance between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arms of state.
Widespread rioting broke out after his controversial re-election in 1977 and
with the political parties unable or unwilling to rein in the violence the army
stepped in again. This second military era was led by then Chief of the Army
Staff (COAS), General Mohammed Zia ul-Haq, with martial law remaining in
force until 1985. Zia, having amended the constitution, became both President
and COAS in 1978 and set about his policy of increased state Islamization.
This included changes to the legal system and saw that the military tribunals
were tasked with ensuring concurrence with Shari’a law.44) During this period

44) Jaffrelot (2002a), op. cit.,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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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my held the reins of a large number of civilian institutions with 10 per
cent of posts held by military officers. Although political parties and associated
meetings were banned he gained useful support from a number of Muslim
League politicians who sat in his government.
A third democratic era came in with multi-party elections in 1988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government led by Benazir Bhutto’s Pakistan
Peoples’ Party (PPP). Her time in office was marred by coalition in-fighting
and the power wielded by the president under reforms brought in by Zia.
Fractious political exchanges with the opposition coalition, the Islami Jamhuri
Ittehad (IJI – Islamic Democratic Party) under Nawaz Sharif, were divisive
rather than productive and in turn set off violent disruptions in Sind province.
An increasing number within Pakistani leadership circles, particularly the
military, saw this as a “dreadful decade of democracy,” focussing on the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process and accusations of pointless politicking
whilst not dealing with the mounting economic woes of the country.45) Having
been dismissed by the president Bhutto’s Pakistan Democratic Alliance, her
PPP and others like the dissenting MQM, were to suffer a decisive defeat in
the late 1990 election, as much a result of the first-past-the-post system as to
overall popular dissatisfaction. Nawaz Sharif and his incoming IJI coalition was
now the next to attempt genuine political and social improvements. Whilst he
had some successes with the liberalisation of the previously nationalised

45) Musharraf, op. cit.,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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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his coalition did not have the two thirds majority sufficient to make
changes to the constitution to reduce the limiting hand of the president.
There was increasing national frustration at a pattern of “political floundering”
under Benazir Bhutto and Nawaz Sharif, who rotated through the prime
ministerial office without improving the lot of the populace.46) In Musharraf’s
view “the vulnerability to corruption of elected officials created conditions that
led to an army takeover, while those in opposition and many from other walks
of life, particularly the intelligentsia, frequently appealed to the army to take
power or change the government.”47) The Pakistan army had become so
intertwined with elements of the political system that it appeared it began to
see itself as the sole arbiter of the political direction of the nation. Furthermore,
elements of the army were now perhaps more focussed on political events in
Islamabad than on their military role. Musharraf’s later comments reflect this
skewed role when noting the ISI’s monitoring of the internal political system
in 1998 as it “confirmed [to the Corp Commanders’ Conference] that the
president and the chief justice were in collusion to throw out the National
Assembly and with it their real target. Prime Minister Nawaz Sharif.”48) The
then President Farooq Leghari and the Chief Justice, Sajjad Ali Shah, were
attempting to use a range of means to limit the expanding powers of the Prime
Minister, including a contempt of court case, intended to result in Sharif’s
46) Wolpert (2010), p. 75.
47) Musharraf, op. cit., p. 71.
48) Ibid., p. 82.

∙ 412

Breaking India and Pakistan’s Enduring Rivalry: Pakistani Viewpoint

disqualification from office.49) Whilst on this occasion the army sided with the
prime minister against his opponents, Sharif was to then effectively seal his
own political fate by the manner in which he effectively sacked the COAS.
The military was incensed by the Prime Minister’s perceived lack of respect
for the institution of the armed forces in the way he forced the resignation of
General Karamat, the incumbent COAS, and replaced him with Musharraf.
Musharraf in particular was determined there should be no repetition of such
an event and therefore was to act swiftly a little under a year later to carry
out his own “counter-coup” when faced by a forced resignation attempt by
Nawaz Sharif.
By 2008 there was a momentous change in the Pakistani political structure
with relatively free presidential elections conducted, resulting in victory for
Asif Zadari, widower of the recently murdered Benazir Bhutto and leader of
PPP. Just as significantly the army attempted to withdraw from the open political
arena as Musharraf’s military successor as COAS, General Ashfaq Kayani,
issued a decree reversing the previous policy of routine military involvement
in national politics.50) Undoubtedly, there was an intent to arrest its declining
popular image, tarnished by its meddling in politics, and return to its “defender
of the nation” role. This realignment to concentrate on military matters would
also refocus army personnel given the difficult internal counter-insurgency

49) “Protesters Halt Pakistani PM Court Case” (November 28, 1997).
50) Wilkinson (February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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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against Pakistani Islamic militants.
The army was one of the few formed institutions inherited by Pakistan at
independence and has therefore remained one of the country’s most powerful
institutions. Whilst it had traditionally been held in high esteem as one of the
few stabilizing influences in the nation this has been weakened by an increasing
blurring between the military, political and business spheres. It will take time
for the military to re-learn its role, given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its officer
corps will have some experience in this pre-eminent role over at least the last
decade. Furthermore it will require the raising of the elected politicians’ game
to ensure this transition to democratic politics is maintained whilst dealing with
growing polarisation between Islamist extremism and the reforming secular
wing of Pakistani politics.
The concept of reform comes at a time when greater regional stability is of
global concern. Al Qaeda has diminished in presence after the loss of Taliban
protections in Afghanistan and this contributes directly to an increase in border
security for Pakistan, yet the rise of the Islamic State (ISIS) in Iraq and Syria,
areas further west is a considerable concern. Pakistani domestic stability has
long been questioned and tribal groups and extremists may not elude the attention
of ISIS leaders that may see possibilities for radicalisation in a population
deprived economically, disassociated from government and raised on a chiefly
Islamic identity. Facing continued economic strife and domestic discord
Pakistan must ensure that it can maintain the stability preferably without
further military enforcement of governance that has proved to be a hurd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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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r term domestic peace. Should Pakistan fail as a state this is a grave
security concern for all global actors. As a nuclear armed state, its on-going
stability must be maintained in order th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their
technology are not acquired by groups that may use them.
The domestic political scene in Islamabad has recently had cause to celebrate
the first elected civilian government able to complete its five year term, under
Prime Minister Raja Pervez Ashraf, without the usual intervention from the
military. Whether this returns the Pakistani state machinery to an optimal
balance of executive, legislature and judiciary remains to be seen. The current
prime minister returned to office having been removed by the military in 1999
and so much will depend on his leadership in restructuring and securing the
state.

Ⅴ. Wars between the Nations
Whilst Pakistan under Jinnah tried to avoid formally becoming involved in
the Kashmir war, in 1948 it committed regular ground troops to the campaign
but was unable to stop the Indian forces pushing back to what became the
Cease-Fire Line (CFL). Eventually, under the UN mandated cease-fire of 1949
the fighting between Pakistani irregulars or “raiders,” as the Indians described
them, regular Pakistani forces and Indian forces resulted in the div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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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hmir. Two-thirds of the state were left under Indian control (Jammu and
Kashmir) and consisted of Ladakh, Jammu and the Valley of Kashmir. The
remaining one-third came under the control of Pakistan and was thus termed
“Azad” (free) Kashmir and the Northern Areas. As India had called for UN
assistance, to counter what they termed Pakistani aggression, it had to accept
UN recommendations. The UN’s even-handed approach alarmed India, with
Nehru believed to feel that he had made an error of judgement by internationalising
the Kashmir problem by calling for UN support.51)
The second Indo-Pakistani war took place in 1965 as Pakistan looked to
exploit perceived Indian military weaknesses following their defeat by Chinese
forces in the 1962 Sino-Indian war over the disputed Aksai-Chin region.
Following earlier Chinese intervention, approximately a fifth of Pakistan’s
Kashmiri territory was ceded to China, much to the irritation of India which
disputed Pakistan’s right to involve itself in what it viewed as internal Indian
territorial business. This was to mean China now had a say in any final
resolution of the land dispute between India and Pakistan. Islamabad’s conventional
attack across the 1949 cease-fire-line (CFL) resulted in a military impasse with
her eastern neighbour. The Soviet Union sponsored the peace talks in Tashkent,
following the UN directed ceasefire; this resulted in the exchange of captured
land by both sides and a return to the CFL positions.
The third and largest conflict between the two South Asian opponents was

51) Lamb, op. cit.,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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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devastating in impact to both of the nations. The 1971 war was
unique as it started as a result of Indian support to East Pakistan secessionists.
It resulted in the halving of the size of Pakistani population following the
formation of Bangladesh and shattered the confidence of the nation whilst
reinforcing prejudices and animosity with India.52) The resulting peace talks in
Simla in 1973 saw the conversion of the CFL into a more permanent Line of
Control (LOC) although not formally granting any ownership rights to Pakistan
administered territory.
The 1999 Kargil conflict arose when the Pakistan military conducted a
covert operation to occupy a series of strategic l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LOC. The Pakistani military has tried to frame the dispute as the result of
provocative Indian over-reaction to limited cross-border incursions by
“Kashmiri freedom fighting mujahideen” along the Line of Control (LOC).53)
In contrast, the Indians saw the hand of the regular Pakistani military in the
increasing border tensions; with the newly appointed General Musharraf,
Pakistani COAS, being blamed for his “aggressive ambitions.”54) The secret
movement of regular Pakistani forces to forward defensive positions in the
vicinity of the LOC was authorised by the military in January 1999 in
anticipation of a perceived Indian build-up of offensive forces on their side of
the LOC. It was not until early May 1999 that clashes occurred between Indian
52) Wolpert, op. cit., p. 45.
53) Musharraf, op. cit., p. 87.
54) Sen (2002),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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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and both regular and irregular Pakistani forces with the “mujahideen”
occupying over 500 square miles of Jammu-Kashmir or “Indian-occupied
territory.”
Whilst the then Prime Minister Nawaz Sharif was to claim that he had not
authorised the operation there were reasons why he would have felt he would
have gained from what the Pakistani media termed an adventurist war. First
he might have felt that promoting what was a deeply felt national goal to
international attention would distract domestic gaze from his difficult political
battles at home. There is also a thought that it was also to appeal to the small
but powerful Islamic orthodox body within the country.55) International
opinion, and particularly the US, saw Pakistan as the instigator of the conflict
through its support for the infiltrators from across its borders.56) At this point
the US enjoyed significant influence with both Pakistan and India and was able
to pressure them, notably Pakistan, into a ceasefire. The Army viewed Sharif
as having buckled under US pressure and accepted an unconditional
withdrawal; this frustration was to impact on the subsequent relations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COAS. Whilst other politicians saw this episode
concluding with a “complete diplomatic surrender,” others such as Benazir
Bhutto were scathing in their analysis of the decision to allow or support the
infiltrators in the first place. She saw it as “the biggest blunder in Pakistan’s

55) Schofield (2010), p. 214.
56) Ibid.,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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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which had cost Pakistan dearly.”57)

1. Nuclear Bombs and Militants
India was the South Asian initiator with regard to nuclear weapons testing
in both 1974 and 1998. To both the Pakistanis and many other observers there
was only one route that Pakistan could follow and that was to hurriedly
demonstrate its own nuclear capability. The logic for this was seen as far less
complex than why the Indian government chose to start a regional nuclear race:
Pakistan’s national security was directly threatened by India raising the stakes.
As the weaker nation that had been beaten in nearly all their conventional
military confrontations and then been effectively torn in half following the East
Pakistan defeat, it was clear that Pakistan felt genuine security fears over this
escalation of capability.58)
Smith argues that from 1998 the threat of nuclear war precluded either
country, although having the “manpower, industrial base and ideological bent
for old-fashioned industrial war,” from going beyond a strategic stand-off not
unlike the Cold War.59) Following the May 1998 Indian detonation of five
nuclear bombs and the responding six Pakistani nuclear explosions some
analysts began to view nuclear weapons as the overriding factor determining

57) Ibid.
58) Narang, op. cit., p. 139.
59) Smith, op. cit.,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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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stability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at Pakistan still went ahead with
the Kargil infiltration showed either a dangerous level of risk acceptance or
that there were flaws in the analysis and weighting given to stability arising
from nuclear weapons.
There was a rush by scholar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Kargil in the
light of the nuclear risks. For the analysts who sat in the “proliferation pessimists”
camp, Kargil and the episodes that followed were confirmation that the enduring
enmity between the two South Asian rivals had been further destabilised by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hence there was a significant chance of
nuclear war in South Asia. In the other corner, the “proliferation optimists,”
saw that these events not intensifying to major inter-state war was proof of the
stabilising effect of nuclear weapons and hence strengthened their argument
that nuclear deterrence had reduced the likelihood of major war. There was a
question of whether there was a paradox between the goals of nuclear stability,
i.e. a low perceived risk of nuclear use might then contribute to greater chance
of conventional warfare breaking out hence instability. The Kargil war and
ensuing conflicts in South Asia, it would appear from S. Paul Kapur’s research,
were not the result of this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against expectations
based upon European Cold war thinking.60) Instead he determined that it was
a greater level of strategic instability in South Asia which in fact promoted a
greater degree of tactical instability.

60) Kapur (2009), Sagan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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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had to adjust her nuclear policy to reflect differences anticipated by
previous Cold War models. Paul S. Kapur refers to comments by a seni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official that once Pakistan had acquired a
nuclear weapon capability it “felt much less threatened” by and “more confident”
in existing with Indian conventional capabilities.61) He viewed this new found
confidence as enabling the Pakistani government to limit Indian aspirations.
Instead of raising the nuclear ante as would be anticipated in a western
environment to meet a conventional challenge from Pakistan, Delhi should
instead conduct arms control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o increase
nuclear stability and undercut Islamabad’s freedom to conduct conventional
attacks. Some Indians continue to press for a more aggressive nuclear policy
in the light of Pakistan’s unwillingness to disavow first response.
Islamabad took note from its failures to achieve a decisive victory in a
conventional setting at Kargil and thus was seen to increase its irregular force
contribution. In many ways, Pakistan has always made great use of irregulars,
freedom fighters or mujahideen since the earliest days of the NWFP tribesmen’s
incursion into Kashmir in support of the Poonch rebels. The start of the 1989
insurgency campaign in Kashmir was very much blamed on Islamabad’s support
for “Kashmiri freedom fighters.” In fact it was due to a combination of local
uprisings against a draconian Indian security regime and a rejection of the failed
democratic process of the disputed State Legislative Assembly in 1987.62)

61) Kapur quotes Jalil Jilani, director general for South Asia in Pakistan’s MFA; Ibid., pp. 1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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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contention that the insurgency was a nefarious Pakistani scheme to divert
under-employed Afghan mujahideen forces from its home territory has some
credibility although this is not to deny a groundswell of popular opinion against
the Indian authorities.63)
The response from Islamabad to accusations of supporting terrorists has
generally been that it was merely assisting “both the Afghan mujahideen and
Pakistani volunteers [who] decided to help the Kashmiris.” By 1994 the native
Kashmiri separatist groups were not always supportive of the supposed help
from Pakistan.64) Increasingly the non-native insurgent groupings stood out from
the population with their desire for Jammu and Kashmir to be ruled according
to Shari’a marking a change from the more common secular character of the
Kashmiri population.65) The disorder in Kashmir has continued at a lower level
and caused thousands of deaths; it increased in violence in 2009-10 although
it appears to have become less deadly in recent years.66)
India has frequently accused Pakistan of conducting proxy war against it,
notably in Kargil when it is also alleged that regular Pakistani soldiers in garbs
of “Kashmir Freedom Fighters” infiltrated and seized territory in Kashmir.
Indian threats to conduct hot pursuit across the LoC led to a sharp rise in

62)
63)
64)
65)
66)

Wolpert, op. cit., p. 64.
Ghosh, op. cit., p. 89.
Wolpert, op. cit., p. 66.
Ataӧv (2001), p. 145.
South Asia Terrorism Portal (2013), “Jammu and Kashmir Assessment - Year 2013,” (accessed
June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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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ons leading to an unprecedented mobilization of each side’s forces. For the
next six months India’s mobilised forces confronted Pakistani troops in a tense
nuclear stand-off across not just across the LoC but along the international
border. Movement and testing of nuclear capable ballistic missiles in the region
raised political and diplomatic temperatures higher as did Musharraf’s interview
comments to Der Spiegel that Pakistan would be prepared to use its nuclear
weapons.67)
Pakistan’s linkages with mujahideen and freedom fighters meant it was
sitting in the wrong camp when the events of September 2001 unfolded. Things
were meant to have changed as of late 2001 under increasing US pressure, marking
Musharraf’s cessation of support to the Islamists, and the simultaneous termination
of the links between the army and paramilitary Islamists in Afghanistan and
Kashmir.68) The direct links between Pakistan and many high profile terrorist
attacks, including the carnage in New York and Washington to London bombings
of July 2005, made it an uncomfortable time for the Pakistani leadership.69)
From a Pakistani military point of view they attempted, following the 2002
stand-off with India, to “take stern action” to halt the flow of paramilitary
organisations operating against the Indians from within Pakistan’s territory.
Musharraf imposed controls on suspected extremist madrassas (religious schools);
restricted assets belonging to terror suspects; claimed the closure of Inter-Services
67) Lavoy (2002), p. 31.
68) Jaffrelot (2002a), Jaffrelot ed., p. 264.
69) Ganguly and Kapur (2010),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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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ISI) offices in Pakistan-controlled Kashmir; started police reform;
and brought in a range of antiterrorist laws.70) Pakistan complained that it was
doing all that it could but that the Indian government had not halted its rhetoric
on cross border terrorism. This claim was made to look hollow by the complex
three day assault on Mumbai in November 2008, again tied to the Pakistan.71)
Given the battering India’s pride had taken, Delhi showed great restraint despite
calls for cross border military attacks on extremist training camps in Pakistanadministered Kashmir. The Pakistani authorities failed to prove to the Indians
that there was a serious attempt to disrupt the Lashkar-e-Taiba (LeT) group
blamed for the outrage. Instead it blamed Indian intransigence in not providing
it enough proof of Pakistani links. The peace process, known as the Composite
Dialogue, launched between Pakistan and India was derailed and stalled
indefinitely following the Mumbai attacks.
Pakistan’s dalliance with militancy and extremist groupings now appears to
be coming home to roost with unprecedented terrorist activity within Pakistan
against the state. This “sorcerer’s apprentice” problem shows no sign of
resolution, despite lengthy military operations in both the heartlands of the
Tehrik-e Talibab Pakistan (TTP) in the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attacks within the regions and even in the heart of Islamabad have continued.72)
The Pakistani military continues to maintain the national Kashmir narrative
70) Lavoy, op. cit., p. 30.
71) Ganguly and Kapur, op. cit., p. 51.
72) Ganguly and Kapur, op. cit.,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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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ing to its lack of resolution as a probable cause for some jihadi inspiration.
As outlined above the major concern for the Western powers regarding Pakistan
and its dalliance with extremist groups is simple: the breeding ground of violent
extremist actors who act against the west both at home and on deployed
operations such as Afghanistan. This is demonstrated most acutely by the US’
Operation Neptune Spear conducted in Pakistan in 2011. That unilateral operation
unknown to Pakistan concluded with the killing of Osama Bin Laden, the US’s
most wanted terrorist fighter and leader of al-Qaeda, who had been held up in
a complex in Pakistan. Pakistan now faces the problem of how to gain control
of the terrorist/freedom fighters without causing a major fracture within its weak
civil society.

2. External Actors
As the “great game” played out in the mid nineteenth century, a pattern of
interests in the Indian sub-continent emerged for several key actors. By the early
days of the Cold War in the late 1940s, this has developed into a three way
challenge from the former war-time allies of the Western Powers versus the
Soviet Union and then the newly emergent Communist China. T.V. Paul and
others recognise that alliance politics is a critical factor that influenced and
continues to influence the power mismatch between India and Pakistan.73)
During the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Himalayan-South Asian
73) Paul (2006), op. cit., p.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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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could be viewed as a series of strategic triangles at the regional level
between India, Pakistan and China and the interlinked international strategic
triangles between the US, Russia and each of the regional actors.74) For
Pakistan, following the 1962 Indo-Chinese war, China neatly fitted a criterion
of “my enemies’ enemy” and China has remained generally supportive of
Pakistan even as the US drew closer to Islamabad.75)
Following the gradual withdrawal of UK influence in the region postIndependence, the US had stepped in as the major western Cold War superpower
originally trying hard to treat India and Pakistan in an even handed and balanced
way, favouring neither one nor the other. This was an impossible approach to
maintain and was seen to swing more towards the weaker state as India moved
closer to an impartial foreign policy that was designed to avoid linkages with
its colonial past and western association. The 1954 mutual defenc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Pakistan was enhanced by US support for enabling
Pakistan’s membership in the Southeast Asian Treaty Organisation and the
Central Treaty Organisation.
Pakistan’s location was instrumental in its next key role supporting US
foreign policy – that of supporting and enabling the Afghan Mujahideen fight
against the Soviet invaders from 1979. The length of this campaign, as well
as its perceived geostrategic importance, saw massive inflows of economic and

74) Quoting original concept by Martin Wight in Ashok Kapur; Kapur (2011), p. 6.
75) Chapman, op. cit.,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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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aid to Pakistan.76) There was a hiatus in the relationship from the early
1990s following the withdrawal and subsequent breakup of the Soviet Union.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Pakistan found it could not rely on unequivocal
US support, as with the Kargil dispute where Pakistan miscalculated the level
of support it could rely upon and lost out to India.
Pakistan’s relationship with China is probably more consistent than that of
the West. From the end of the 1962 Sino-Indian war, Pakistani willingness to
accede part of Kashmir to its northern neighbour has resulted in the relation
flourishing. The third state in the triangle, the Soviet Union, was at this point
drawing closer to the non-aligned India and providing weaponry. At the time
of the 1965 war, China chose not to actively intervene against India with a
second front but still remained a supporter against Russian and India linkages.
Throughout the following decades it continued to provide Pakistan with highly
capable weapon systems including major support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chnology.77)
The position of China between these two states deserves special consideration
for its role in encouraging, willingly or otherwise, the perpetual nature of the
challenged relationship. The timing of the emergence of China as a global power
has coincid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o-Pakistan conflict. China’s general
support of Pakistan has bolstered the strength of Pakistan geo-politically and

76) Paul (2006), op. cit., p. 623.
7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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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ed it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level. The enduring rivalry model that
focuses on many of the actions of Pakistan as being closely related to the
conflict’s persistence therefore sees continued Chinese support as indirectly
contributing to the endurance. This maybe differentiated from the Indian position
where Indian relations with the US among others have been more dynamic with
greater peaks and troughs in relations that create possibilities for change.
On occasion Pakistan has seen the need to act alone without international
supporting actors and instead chosen to engage India directly. In the 1970s the
then Pakistani President Zulfikar Ali Bhutto defended bilateralism as being
“our best interest of Pakistan to have a foreign policy based on bilateralism
and that we must give bilateralism a chance as far as relations between India
and Pakistan are concerned… With all due respect to the United Nations, I
should say that it has yet been able to deal with the Kashmir problem effectively.”78)
America’s view of Pakistan has often swung from seeing it as a close ally,
in either the Cold War against the former USSR or from 2001 in the “Global
War on Terror,” to the other extreme of seeing it as the greatest threat to regional
stability. The Clinton-era US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1997-2001)
has referred to Pakistan as an ‘international migraine’ given its combustible
mix of nuclear weapons, terrorism, political instability and poverty.79)
Following the 2001 attacks on the US mainland and subsequent Global War

78) Samaddar (2004), p. 86.
79) Rashid (January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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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error, South Asia became the foremost area of interest for U.S. foreign
and defence policy. A rapid change in alliances was needed to achieve combat
operations over Afghanistan and despite huge offers of support from India it
was to Pakistan that the US once again turned. This was for entirely logical
reasons, for although the India offer was generous and timely, US aircraft
operating from India would not have gained Pakistani over flight permissions.
It did mean a reappraisal of the US and India relationship with Prime Minister
Atal Bihari Vajpayee referring to the two countries as “natural allies.”80) This
resulted in their defence ministers signing a bilateral U.S.-India Defence
Relationship in 2005. Of greater concern to Pakistan was the US-India nuclear
deal in 2008 which exceptionally allowed the sale of nuclear energy with a
non-signator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t this point Pakistan was beginning to feel surrounded with India encroaching
on Pakistan’s western border of Afghanistan. Pakistan has not been shy about
regarding it as within its sphere of influence and enhanced by its close links
with the Taleban, which had developed as that organization rose to power in
Afghanistan. Pakistan’s main aim has been to limit India’s inroads into Afghanistan
via the Northern Alliance.81)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o the US relationship with Pakistan since the
Clinton-Sharif interactions of 1999 is that the US is now actively conducting

80) Lavoy, op. cit., pp. 27-28.
81) Chaudhuri (2010),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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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on Pakistani soil. Initially Islamabad is believed to have given covert
support for drone strikes but over the years increasing civilian casualties have
led to its criticisms becoming more vocal. In the face of mounting public hostility,
the Pakistani authorities, including COAS, made clear their formal opposition
to these strikes as counter-productive and a violation of sovereignty. Similarly,
American disbelief of official Pakistani declarations that they had no knowledge
of Bin Laden’s whereabouts was to colour the relationship over time. A former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PJ Crowley, told of Hillary Clinton while on
a formal visit to Islamabad musing out loud that “it was hard for her to conceive
that no-one in the Pakistani government knew where Bin Laden was.”82) This
Pakistani narrative became more incredulous at the time of his death in a
compound close to retired military officers and garrison town.

3. Causes for Optimism
Despite a range of potential crisis points arising in the recent past, stretching
back from the terrorist attacks on Mumbai to the fatal cross-border incidents
involving Indian and Pakistani military forces in early January 2013, the two
nations remain in a wary peace. Although there were casualties on both sides,
including the alleged decapitation of an Indian soldier and mutilation of
another, these events were not enough of a trigger to change the status quo.
It had been thought that on-going Kashmir violence had brought the two countries
82) http://news.bbc.co.uk/1/hi/world/south_asia/9473496.stm (accessed June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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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he worst crisis in relations since the 2008 Mumbai attacks.83) Yet, by
late 2015 Indian and Pakistani Foreign Secretaries and Security Advisors met
to discuss the relationship. Moreover, current Indian Prime Minister Narenda
Modia visited Pakistan in the same year, becoming the first Indian Prime
Minister to do so since 2004.
Flashpoints arose in May 2013 with the deaths in Pakistani custody of an
Indian prisoner on death row, Sarabjit Singh, and the resultant death of a
Pakistani prisoner, Sanaullah Ranjay, in Jammu and Kashmir (Indian-administered
Kashmir). Singh had been seen by human rights activists and lawyers on both
sides of the border as a high profile prisoner whose release could have acted
as an important confidence-building measure between the two nations. Despite
loud official protests from either side including the Pakistani High Commissioner’s
accusation that Sanaullah’s death was tantamount to extrajudicial killing, the
incident has now subsided from public consciousness.
Events within Pakistan’s political and security arenas show the potential for
improving relations with India. In January 2013 the Pakistani Army went
public on the need to switch its traditional focus from the eastern border and
the notion of India as its primary enemy. Pakistani media referred to “a paradigm
shift in its decades-old policy [where the] Pakistan Army has described
home-grown militancy as the “biggest threat” to national security.”84) It noted

83) “Kashmir Crisis: Pakistan Offers India Talks” (2013. 1. 17).
84) “New Doctrine: Army Identifies ‘Homegrown Militancy’ as Biggest Threat” (20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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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is was needed to deal both with the on-going guerrilla war in the tribal
areas with Afghanistan as well as cross-border incidents with foreign forces on
its western border.
Nawaz Sharif’s victory at the May 2013 polls is likely to have been
welcomed by its neighbours hoping for a more stable Pakistan but the stance
of the Pakistani army remains the key determinant. Pakistan has little room for
manoeuvre and Sharif, despite his significant majority, has even less options
given the reducing opportunities to strengthen the economy. It remains likely
that the military will not completely withdraw from being able to influence
politics mainly to protect itself. Some commentators saw the eviction of the
New York Times correspondent from Pakistan on election day as a militaryinspired act which the interim government knew nothing about, due mainly to
reporting viewed as hostile to the Pakistan Army.85)
Sharif has been seen to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engage India and increase
trade, a key to constructing a stable if not normal relationship.”86) A strong
confident elected leader will be a useful counterbalance to a military that has
traditionally been obsessed with India. A promising indication has been the
willingness of previous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to engage early
with Mr Sharif. Moreover, this engagement has been maintained by standing

85) NY Times Islamabad chief Declan Walsh was expelled in May 13 for apparently annoying the
Pakistani military with his reporting of an alleged conflict between the CIA and the ISI over
the use of drone missiles. Rashid (2009).
86) “Viewpoints: The Impact of Elections in Pakistan” (May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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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Modi since 2014. Pakistani officials have responded in kind, promising
a fresh start both sides to “work peacefully to resolve all outstanding issues,
including Kashmir, and it is time to shed the old way of thinking and using
of stereotypes.”87)
The recently ailing US-Pakistani relationship will take time to re-develop but
remains critical despite the changing requirements post the Afghanistan draw
down in 2014 and the oft heard hostile public statements.”88) What remains to
be understood is if Sharif can square his electoral tone that sought to dovetail
with a public anti-Americanism and the need for continued support. The
changes in the US-Pakistani relationship since his last time in office are
considerable: greater regional conflicts, drone strikes within his borders, and a
clos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India.
Sharif’s return to governance is judged to have many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United States given its primary interest in Pakistan, which are to ensure
the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and to receive assistance for
in-regional security challenges. A second factor in his favour is Sharif’s
support and backing of the Saudi royal family, this again ensures stability of
the Pakistani government and particularly the economy. This may remove some
financial liability from the hard-pressed US government as it makes plans to
scale down its own aid to Pakistan while limiting any expansion in Chinese

87) “Pakistan welcomes Manmohan Singh’s positive response to Nawaz Sharif’s initiatives” (June
1, 2013).
88) “Viewpoints: The Impact of Elections in Pakistan” (May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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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but it will add to the complexities of influencing Pakistan given
another backer. Another factor is Sharif’s free market approach to business
which will be necessary to give the almost moribund economy an opportunity
to develop in the same positive way as its relatively affluent rival India.
US policy reflects that while it is seeking to drawdown its forces from the
region in 2014, it recognises the value of retaining alliances. It could be
viewed that the Obama regime has a more humble or realistic global outlook.
Tempered in part by the recent global economic downturn, it still sees the US
as continuing “to underwrite global security through our commitments to allies,
partners, and institutions; our focus on defeating Al Qaeda and its affiliates in
Afghanistan, Pakistan, and around the globe; and our determination to deter
aggression and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89) The critical need to maintain important alliances is shown in the
admission that “we must recognize that no one nation – no matter how
powerful – can meet global challenges alone.”90) As Obama’s term in office
draws to a close, there will be new opportunities for Pakistan to reform the
US relationship, however the challenge is in doing this positively with limited
domestic support.
The complication for American interaction with the Pakistani government is
its current policy of “defeating Al Qaeda and its affiliates in Afghanistan,

89)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ccessed June 18, 2016).
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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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91) The continued use of the drone attack programme against Al
Qaeda and Pakistan Taliban targets in sovereign Pakistani territory is seen as
acting as a recruiting sergeant for the Islamic extremist groups and alienates
sections of the Pakistani population. Two-thirds of Pakistanis polled in a May
2013 Pew Research Center poll opposed the drone strikes.92) Whilst in opposition
the incoming Prime Minister Nawaz Sharif used heated rhetoric in his
condemnation of US drone strikes, and this may restrict Obama’s ability to
influence the new government.93) Conversely this may improve the relationship,
as despite the regional drawdown in Afghanistan, the Pakistani government will
retain some limited leverage with its “ally.”
In late May 2013, President Obama launched a campaign to temper the world’s
view and particularly that of Pakistan on the criteria for the use of drone
strikes as a “just war” that was merely a war of self-defence against militants.
Given that evidence suggests he was six times more likely to authorise such
attacks he has much to do to reassure the incoming Pakistani government.94)
Whilst a renewed campaign to justify drones to the US public may work, by
promising near certainty that no civilians would die in such strikes, it will be
a far more arduous task to sell to the Pakistani nation. A May 29, 2013 attack
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Pakistan Taleban in the tribal regions was

91)
92)
93)
94)

Ibid.
McKelvey (May 24, 2013).
“Viewpoints: The Impact of Elections in Pakistan” (May 13, 2013).
McKelve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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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 to be a demonstration of these new rules and an attempt to adjust
popular perceptions.95) It would appear to remain Pakistani government policy
to condemn the attacks even when it benefits the state and the foreign ministry
was quick to condemn that “strike as a breach of sovereignty.”96) “Any drone
strike is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Pakistan,”97) is
expected to be the official line that will continue to be delivered publically
despite removing a thorn in the side of the Islamabad regime.

Ⅵ. Conclusion
Looking at India and Pakistan’s recent and violent past shows just how easy
it is for them to descend from their current wary peace to conflict. This paper
has made clear how the events from partition onwards, including four wars,
have contributed to the long-term antagonistic nature of their opposition,
chiefly expressed over finding a solution for Kashmir. The paper supports an
“enduring rivalry” model as the most suitable in understanding the important
factors of this long term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Pakistan. The broad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of realism and liberalism
were briefly referred to whilst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the model but
95) Guerin (May 29, 2013).
96) Ibid.
9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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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clear they were not entirely sufficient in embracing the multilevel
challenges at play.
This approach suggests how some dominant factors have caused the issue to
endure with limited progress towards resolution. An enduring rivalry model
leaves a focus more on the side of the aggressor in this case as issues to be
resolved within the Pakistani political system among others have been covered
by a focus on heightening perceptions of an India threat. Pakistan’s poorly
developed civil society and political system will need to find a way to build
a national identity that does not just rely upon having a neighbour as the
enemy to focus upon. Currently, it is clear that there is incompatibility in the
differing types of society, both politically and religiously driven, in Pakistan,
and that may lead to further conflict. Furthermore, the threat of Pakistan’s
failure as a state, which has remained present through cycles of military and
civilian governments, is as critical as ever. This consideration needs to be well
appreciated by all other international actors seeking to stabilise the region, not
least because of the nuclear threat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internal
instability and/or external opportunism.
Despite these significant hurdles, there are reasons for hope with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in Pakistan compared to when it last decided to go to war over
Kargil in 1999. Interestingly this is down to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its ability to create a significant change in previous direction. Nawaz Sharif
was the prime minister then and was again inaugurated June 2013. Much of
Pakistan’s future direction will be shaped by what he has learnt from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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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not only from the risk of the army stepping in again but also how
he can deal with US and Chinese partners. Most importantly, it is in both his
political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the nation that more economic linkages
are developed with India. This will be a critical step in the path to breaking
the recurring cycle of the enduring rivalry; and, the first step to the necessary
trust building process that can facilitate future resolutions for Kash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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