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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 경제는 1991년 7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인도는 제조업과 수출부문에
서 호조세를 보였고, 특히 1990년대 후반 IT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6% 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1997∼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와 최근의 전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는
5% 내외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인도의 IT산업은 향후 인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동시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빠른 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
IT산업의 규모는 2002/2003 회계연도에 7,934억 루피(미화 약 165억 달러)

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21% 증가했으며, 이 중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
이 5,990억 루피(미화 약 125억 달러)로 75% 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T 서비스 부문은 인도 IT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인도의 IT산업이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풍부한 전문인력, 선진국과의 협력, 방대한 국내 시장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인도 IT산업의 발전에서 정부의 강력한 산업육성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인도 정부는 1960년대 기초과학과 고등기술교육,
연구개발(R&D), 통신 네트워킹 등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을 중심으로 다양한 IT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중 IT 기업
에 대한 관세 및 소득세 감면, 국제인증 획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소프트웨어 집적 단지(Software Cluster) 건설,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등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정책 아래 해마다 질적, 양적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IT 전문인력은 인도 IT산업 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인도
에서는 해마다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을 이끄는 12만 명의 전문
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인도가 IT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저력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풍부하고 저렴한 인도의 IT 전문인력에서 나온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의 IT 기업들은 선진국의 제휴업체로서 각광받고 있다. 인도의 IT 소프트
웨어 및 서비스 수출(IT산업 전체에서 60% 를 차지) 중 97% 가 다국적 기
업들과의 협력사업(Onsite 및 Offshore)으로 이루어질 만큼, 선진국과의 협
력은 인도의 IT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IT 선진국들과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 IT 인력들은 뛰어난 적응력으로 신기술을
흡수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방대하고 자유로운 국내시장은 인도 IT 기업이 빠르게 성
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인도 국내시장은 최근 특히 정부 주도의
전산화, 전자정부, 전자뱅킹망, 전자상거래 등의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고
있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인도의 하드웨어산업과 정보통신, 전자상거래분야는 인프라 미비
등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낮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이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하드웨어 시장은 인
도 내 소비자층이 늘면서 규모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도 인도
정부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도 199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IT산업 발전을 적
극 추진하였다. 한국은 1999년 ‘Cyber Korea 21’계획을 통해 국가 기간 전
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CDMA 이동통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신경제적 산업구조로 전환하
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IT산업은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제조업과 인터넷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T산업의 해외진출도 일부 개도국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양국의 IT산업 발전 양상을 고려해볼 때, 하드웨어와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 IT 기업들과 IT 소프트웨어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기
타 영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인도 IT산업계의 전략적 제휴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인도로부터
기술인력 개발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 발전의 노하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기업은 인도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이다. 인도시장은 정부의 IT산업 육성 의지, 시장 자체의 절대적
규모, IT산업의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하드웨어, 정보통신, 전
자상거래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에 좋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인도와의 IT 협력을 통해 한국이 정보기술 경쟁력 향상 및 수출선다변
화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21세기 IT 강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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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인도의 정보기술(IT)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
야에서 고성장을 거듭하며 인도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IT산업의 규모는 2002/2003 회계연도에 7,934억 루피(미화 약 165억 달러)

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21% 증가했으며, 이 중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
업이 5,990억 루피(미화 약 125억 달러)로 7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으로 각
광을 받았던 IT산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IT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도는 어떻게 차
세대 도약을 준비할 것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운 상황
에 놓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과잉생산과 과잉투자로 인한 거품을 상당히 많이 걷어낸
상황이어서1) 2003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IT산업이 본격적인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는 관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IT 업계에서도 최근의 반도체 가격 상승, PC 판매의 증가 등으로 인해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PC 산업의 지표 역할을 하는 대만 PC
생산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IT산업은 현재의 일시적인 침체기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세
계 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산업은 여타 산업의 생산
1) 미국의 IT 재고는 2000년 4분기에 600억 달러에 달했으나, 2000년 말에는 15% 정도가
감소했다. 2001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만 700여 개의 닷컴기업이 도산했고, 대기업들의 사업
조정(Web Mergers)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바는 D-RAM분야에서 철수했으며,
휴대폰분야에서는 소니와 에릭슨, 도시바와 미츠비시, NEC와 마츠시타가 제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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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와 고도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발전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크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T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신기술 및 서비스를 발굴하
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IT 성장을 주도해온 PC, 휴
대폰 등의 보급이 선진국 시장에서 한계에 달하여 가격을 인하해도 수요
촉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롭고 향상된 제품과
서비스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화상태에 달한 선진국 시장보다는
PC 및 휴대폰 보급이 확대일로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IT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IT산업
의 기술발전방향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갖추어야 다가올 IT산업의 장기적
인 도약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간 제휴, 새
로운 아이디어 유입 등으로 진일보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및 보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IT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
과를 발휘토록 하고 나아가 금융, 의료 등 전자영역 이외의 기술 및 아이
디어들과의 접목을 통해 차세대를 선도하는 기술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이
다.
1990년대부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빠른 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의 IT산업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을 필두로 IT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 IT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풍부한 전문인력, 선진국과의 협력, 방대한 국내시장 등에 힘
입어 그칠 줄 모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적 IT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IT분야를 포함한
주요 다국적기업의 對인도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
로소프트(MS), IBM, Oracle, 휴렛팩커드와 같은 유수한 다국적 기업과 한
국의 삼성, LG 등도 다양한 형태로 인도에 진출 및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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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2001년 11월 빌게이츠 회장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200명 수준인

하이드라바드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2005년까지 500명으로 증원하
는 한편, 교육분야의 투자를 통한 윈도 보급 확대를 위해 약 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BM 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갈로르의 현지 법인에 이어 콜커타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설치, 매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외 모토롤라는 기존의 연구개발 센터
를 2004년까지 통폐합하여 확장 경영키로 하고, GE도 해외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센터를 콜카타에 건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의 삼성전자는 현재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장의 R&D 부서를
해외 R&D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위해 현재 25명의 연구인력을 100
명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R&D 센터는 중국, 헝가리, 태국 및
멕시코에 이어 삼성의 다섯 번째 해외 R&D 센터로서, 인도시장뿐만 아니
라 세계시장으로 수출되는 삼성의 각종 가전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도는 기존 소프트웨
어산업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IT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선
진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인력 교류, IT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하드웨
어 분야의 협력 강화, IT산업을 매개로 한 외자유치의 가속화 등을 통한
제2의 도약으로 부동의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와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과 인도 IT
산업간의 전략적 제휴의 가능성과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
도는 IT 소프트웨어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기타 영역 개발에 본격
적으로 나섰다. 한편 천연자원은 부족하나 막강한 인적자원을 지니고 있는
한국은 고부가가치 하드웨어 개발을 비롯해 풍부한 고급인력을 십분 활용
할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 등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인도로부터 기술인력 개발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

12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업 발전의 노하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분야
를 중심으로 확대 개방되고 있는 인도 IT산업에의 진출기회를 충분히 검
토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IT 강
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 IT산업의 발전 현황을 조사하고, 고속성장의
배경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일부 분야에 집중
된 인도 IT산업 발전의 과제와 한국 IT산업과의 보완관계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도 IT산업의 발전과 전략을 통해 한
국 IT산업 발전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동 보고서는 관련 문헌 및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동시에 방갈로
르 IT단지 방문, 인도 정부가 개최한 IT 박람회 참석, 인도 및 한국 IT 종
사자들과의 면담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인도 IT산업의 위상을
살펴보고, 인도 IT산업의 구조와 특히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수출국인 인
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인도 IT
산업의 성공요인과 향후 발전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인도 IT산업의 전망을
타진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IT산업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 맺
음말에서는 양국간 IT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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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경제와 IT산업의 위상
11억 인구에 한반도 전체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지닌 인

도는 1945년 독립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다 1991년 외환위기를
경험하여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후 인도 정부가 1991
년 7월부터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
인 경제자유화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인도 경제는 본격적인 발전궤
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인도 정부는 자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정부 재정 확보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 수익률이 높은 핵심산업 선정 및
육성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991년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인도는
제조업과 수출,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IT2) 서비스산업을 통해 해마다
연평균 7% 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1997∼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5% 내외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달성해왔
다. 특히 인도의 IT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의 가격차이를 무기로 높은 수
출 증가율을 보여, 2002/2003 회계연도3) 인도의 총수출시장은 100억 달러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서비
스부문의 수출시장은 인도 국내 IT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성장의 원동
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동 논문에서 IT산업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개발과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분야를 통칭한다.
3)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므로, 2002/2003 회계연도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하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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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도는 1980년대 이미 다단계 로켓을 발사하였고, 인공위성을 이
용한 방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는 과학기술 강국이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소프트웨어산업
의 급성장을 계기로 IT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IT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세계적인 고급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
어 향후 세계 IT산업계의 강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
히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임이면서도 세계적 기술수준을 습득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는 다수의 IT산업 전문인력을 보유(미국에 이어 세계 2위)하고
있어, IT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 인도의 IT산업 성장 추이 및 GDP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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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NASSCOM.

현재 인도의 IT산업은 해마다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 IT산업의 시장규모는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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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17억 3,000만 달러에서 2002년 165억 달러로 기간 중 10배 가량 성
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2년 한해 동안에만 21% 의 신장세를 기
록하였다. 2002년 IT산업 총매출액 165억 달러는 정부조달에 의한 통신,
정부 및 금융부문의 인프라 개선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전
체 GDP 기준 IT산업의 비중은 1994년 0.59% 에서 2002년 3.15% 로 기간
중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산업
<그림 2>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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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or the Non-Aligned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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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은 IT산업 전체 매출액의 약 75%
를 차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도 IT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1990년 중반부
터 인도는 명실상부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소프트웨어와 IT
관련 산업이 인도 경제 전반을 주도하며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은 1990년 중반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저렴한 노동
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하에 집중 육성된 이후, 매년 50% 에 가까운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또한 <그림 3>의 2002년 IT시장의 부문별 구성에서 보듯이,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출은 인도 전체 IT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동 산업이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각 GDP의 7.7%, 총수출의 35%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그림 3> 인도 IT산업의 부문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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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NASSCOM.

1996∼2002년 기간 중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출은 1996년의
11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98억 8천만 달러로 매년 50% 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었다. 2002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98억 8천만 달러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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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동년 인도 총수출의 20.4% 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수출비중은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 추이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출액(억 달러)

11.0

17.6

26.0

39.6

62.2

76.5

98.8

SW 수출/총수출(%)

3.8

4.9

7.6

10.6

13.8

17.0

20.4

자료: NASSCOM.

인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서비스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의 형태도 크게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까지 인도
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단연 ‘Onsite 서비스’4)가 두드러졌으나, 2001년에는
‘Offshore 활동’5)이 수출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성장을 주도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객관리센터,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 등이 급성장하

고 있다.
◈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 형태의 변화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은 상당 부분이 외국 IT 기업들이 Onsite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인도의 IT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body shopping’의 형태를 취하
고 있다. 그동안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으
면 현지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바로 수출시장에 투입할 수 있었으므로
투자비용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산업은 주로 저부가

4) 인도 기업이 해외에서 주문받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하여 인도 기업의 인력이 고객이
위치한 곳으로 파견되어 고객의 관리하에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
5) 인도 기업이 해외에서 주문받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국내에서 인도 기업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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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고 패키지부문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및 판매를 수행하는 Offshore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력
을 인정받고,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객의 문제를 듣고 전체 소프트웨
어 개발과정을 책임지게 되는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이처럼 단순한 body
shopping의 형태로 시작한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 기업과 장기적인 관
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단순한 분야에서부터 Offshore 프로젝트가 늘어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과 컨설팅, 시스템 통
합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 2> 인도의 부문별 소프트웨어 수출 추이
(단위: 천만 루피,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Onsite 서비스(증감률)

9,850

15,900(61%)

16,500(4%)

18,500(12%)

Offshore 활동(증감률)

5,950

10,950(84%) 18,500(69%)

27,500(49%)

SW 제품개발(증감률)

1,350

합 계(증감률)

17,150

1,500(11%)

1,500(0%)

1,500(0%)

28,350(65%) 36,500(29%)

47,500(30%)

자료: NASSCOM.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의 총 규모는 2002년 125억 달러(5,991
억 루피)로, 1989년에 2억 달러에도 못미치던 산업의 규모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60배 이상 확대되었다. 2002년 내수는 26억 달러로 1989년의 9,700
만 달러보다 28%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90여 개국으로의 소프트
웨어 수출액은 총 98억 8천만 달러에 달해 인도 소프트웨어산업 수익의
79% 를 수출로부터 거두어들였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무역협

회(NASSCOM)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30% 이
상의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2008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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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500억 달러 수출목표액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표 3> 인도 소프트웨어 매출규모와 전망
(단위: 억 달러)

2002년

2008년 목표

증가율(2002→2008)

소프트웨어 매출액

125

870

7배

- 수출액

99

500

5배

- 내수판매액

26

370

14배

구

분

자료: NASSCOM.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3월 기준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52만 명
규모이며, 이 중 순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분야에 17만 명, IT 응용서비
스분야에 11만 명, 나머지 22만 명이 고객사에 파견근무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IT산업은 인도를 뛰어
넘어 전 세계 IT산업 열풍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인도는 현재 IT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기술수준을 인정받으며 IT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인도 기업들은 특히 은행, 보험, 증권, 금융 및 회계 등의 소프
트웨어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개발해왔으며, 2001년
3월 기준으로 250개 기업이 ISO 9000 인증을 획득하여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IT산업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인력의 양산 및 효
율적 활용은 인도 IT산업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매년 세계
적 기술수준을 보유한 상당수의 IT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세계 각지
에 파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시차를 이용한 교대작업을 수행하는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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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과 효율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분야 전체가 모두 고르게 발달한 것은 아
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분야 중에서도 특히 IT 응용서비스(IT
Enabled Services, ITES)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주력 산

업이다. 그리고 IT 응용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성장률이 매우 높은 후방지원
사업(back-office operations), 의약처방을 비롯한 콜센터(Call Center)6) 운영
등을 통해 2008년까지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그림 4> IT 응용서비스(ITES) 성장(매출액)
(단위: 천만 루피)

8,000

7,100

7,000
6,000
5,000

4,100

4,000
3,000

2,400

2,000
1,000
0
1999∼2000
1999-2000

2000∼01
20002001

2001∼02
20012002

자료: NASSCOM.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인도는 다국적기업들의 다양한
offshore 아웃소싱의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
6)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검진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외부의 저
렴한 콜센터에 용역 형식으로 검진내용 기록을 위탁함으로써 인력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의료를 비롯, 컨설팅, 고객관리 등으로 응용분야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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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중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필리핀 등의 경쟁국
에 비해 앞으로도 offshore 국가로 선호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는 인도의 고품질 저비용이라는 경쟁력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orrester Research와 McKinsey의 보고서(2001년)는 이와 같
은 인도의 경쟁력을 10년 이상 축적된 동 분야에서의 경험, 유창한 영어
구사능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제도, 높은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4> IT 응용서비스(ITES)시장의 구조
(단위: 천만 루피)

1999년
고용
고객지원(콜센터 포함)

8,500

지원센터운영/회계
/데이터 입력/데이터 변환 15,000
(금융․회계 등)/HR

Transcription/번역

5,000

합

계

고용

400 15,000

수익

2001년
고용

수익 성장률(%)

850 33,500 1,750

94

950 19,000 1,350 35,000 2,850

111

150

-6

820 27,000 1,600 30,000 2,100

31

110

210

50

45,000 2,400 70,000 4,100 107,200 7,100

70

콘텐츠 개발/애니메이션
15,000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GIS
기타(원격교육,
데이터 검색, 시장조사,
네트워크 관리 등)

수익

2000년

1,400

120

6,000

2,000

160

140

5,200

3,000

자료: NASSCOM.

이에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응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도 기업에 아웃소싱을 의뢰하고 있고, 일부는 인도에 직접 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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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극 활약하고 있다. 2001년에 다국적 기업들은 IT 응용서비스 총수출
3억 5,600만 루피 중에 27%(986만 루피)를 기여했다.

3. 기타 분야
가. 하드웨어
인도 정부의 IT산업 육성정책이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역
점을 두어옴에 따라, 인도의 하드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발전수
준이 낮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정부가 1996년부터 소프트
웨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해 줌
으로써 국내의 부품 등 하드웨어산업의 성장이 지연되었다. 그 결과 인도
기업 중 국제적인 규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국내 수
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2001년 인도에 판매된 PC는 약
85만 대(10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 중 50% 정도가 현지 생산이라고는 하

나, 대부분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완제품 및 부
품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
합작생산, 기술도입을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낙후된 인도 하드웨어산업도 급증하는 수요와 함께 향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하드웨어시장은 소비자층이 늘
면서 규모가 확산되고 있어 1999년에는 품목별로 23% 에서 104% 까지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컴퓨터 주변기기시장의 경우 2001년 5억 달러로
성장하는 등 이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인도를
‘세계 제일의 IT 디자인센터’로 육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추진 중에 있고 최

근 하드웨어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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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표된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Ernst&Young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인도의 컴퓨터시장은 2010년까지 3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PC 판
매대수는 2,200만 대로 인구 1,000명당 69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비록 2001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하드웨어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향후 인도 국내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하드웨어분야에 대한 수요도 급증
할 전망이며 이 분야에서의 기술수준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LAN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인도내 주요 ISP로부터의 LAN 수
요와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콜센터를 비롯한 IT 응용산업의 확대로 향
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나. 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도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크게 발달한 수준은 아니다. 예
를 들어 2001년 인도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700만 명으로 인구 100명당 0.68
명에 그쳐 사용자수 3,4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1/5 수준으로 크게
뒤지고 있다. 인터넷 호스트수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이같이 사용자수
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하드웨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인터넷 호스트와 사용자수 비교(2001년)
구

분

호스트수

사용자수(만 명)

100명당
사용자수

인

도

82,979

700

0.68

중

국

89,357

3,400

2.60

일

본

7,118,333

5,800

45.47

홍

콩

387,672

300

45.86

호

주

2,288,584

72

37.23

자료: N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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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낙후된 정보통신산업은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도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경을 넘어
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해외지사 및 파트너 사업체와의 교류
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통신서비스 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입력(data entry)과 사무실 지원(back-office)을 비롯
해 21세기 핵심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IT 응용서비스산업은 인도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수출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서는 통신분야의 발달 정도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생산성과 경쟁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신서비스
체계가 잘 갖추어진다면 인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FDI)의 유입도 현격히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최근 인도 정부도 IT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
축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을 정비하고 민간의 참
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인도는 2001년 2월 유럽-남인도-싱가포르-환태
평양망에 해저 광케이블 접속을 완료하여 유럽, 아시아, 미국을 망라하는
통신망을 구비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국영기업인 BSNL과 MTNL에 의해
주도되는 통신시장을 활성화하고 기본 서비스분야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
해 시장경쟁구도로의 통신산업 환경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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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IT산업의 발전요인과 과제
가. 인도 IT산업의 발전요인 분석
1) 인도 정부의 IT 육성 정책
인도에서 IT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산업육성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인도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고등기술
교육, 연구개발(R&D), 통신 네트워킹, 기초 과학교육에 대해 투자해왔다.
특히 1930년대 이후부터 항공산업, 방위산업 추진 등으로 초기 IT산업 발
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민간기업의 상업적 모티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인도 정부는 IT산업을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국가발전의 과제로 보고
정보기술 발전을 경제분야의 5대 중점 사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동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환경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8년 인도 총리
는 수출입정책을 수정하여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으며
장기적인 IT 정책 수립 및 애로점 타개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내 ‘IT 특별대책반’

을 구성, 인도를 세계 속의 IT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토록 하였다.
동 특별대책반은 ▲통신망 확충 등 정보 인프라 개선 ▲정보기술 수출
확대 ▲정보화 저변 확대(PC 보급률을 1998년 기준 500명당 1대에서
2008년까지 50명당 1대로 확대) 등 세 가지를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를 토대로 인도 중앙정부는 ▲저작권법 강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익 보장 및 개발 활성화 ▲소프트웨어 수입시 관세 폐지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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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소득세 면제(수출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수입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하드웨어의 가격이 10만 루피(미화 약 2,230 달러)
이하면 세금면제도 가능) ▲소프트웨어 전용 수출단지(STPI) 조성 ▲소프
트웨어 수출촉진지구(SEPZ) 설정 ▲컴퓨터 교육훈련기관 설립 ▲전반적
인 컴퓨터 교육훈련을 관리감독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인
도의 州정부 또한 자체적으로 인프라 확충, 전자정부 수립, IT 교육, IT 환
경 조성 등 구체적인 IT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IT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에는 1998년 이전에 벤처자금이 존재하지 않은 것
과 마찬가지였으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현지 자본보다 외국자본을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1998년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해외
자본이 인도에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과 인도 증권거래소에도 해외자본 관련 규정을 두고
해외자본의 유치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도 중소기업은행은
2002년까지 10억 루피(약 2,100만 달러)의 국가 벤처기금을 조성해왔다.

그리고 은행은 민간과 외국인의 벤처자금도 IT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벤처자금 활용에 적극적이다.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소프트웨어 기술
단지(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 STPI)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기
업들에 초고속 데이터 전송 links를 포함한 인프라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세제혜택, 통관지원, 창업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0년 83억 9천만 달러의 IT산업 생산매출액을 시현한 이후 인도 정부

는 방갈로르 및 하이드라바드 등 일부 주에 조성되어 있던 IT Park를 다
른 지역에도 확대 조성키로 하는 등 IT산업을 21세기 경제성장과 국가 위
상 제고를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 적극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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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IT산업단지 현황
인도의 IT산업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T Park는 소프트
웨어업체가 입주하는 주정부의 계획적인 IT산업단지이고, STPI(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는 가상의 IT 소프트웨어 수출단지이며,
EHTP(Electronics Hardware Technology Park)는 가상의 IT 하드웨어 수
출단지이다. 4개 주요 도시에 州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IT Park는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 아래 세워진 IT산업단지이다. 또한 IT Park는 방갈
로르, 첸나이, 하이드라바드, 뭄바이 4개 시에 1개씩 있다. 반면 STPI는
초기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져왔던 소프트웨어 수출이 점차 모습을 드러
내면서 민간기업끼리 자체적으로 조합을 이루고 이후 가상의 산업단지를
이룬 다음 자금이 확보된 후에 실물 산업단지로 구체화된 경우이다.

◈ 방갈로르 IT 발전의 핵심 요건
- 소프트웨어분야, 특히 offshore 수출 및 turnkey 프로젝트 중심
- 역사적으로 hi-tech, 지식기반산업이 발달해왔던 방갈로르 등지를 중심으
로 성장
- 수평적 조직 환경내에서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심
(anchor) 기업, 연구센터, 대학 등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요소
구비
- IT를 州에 확산시키고 배양센터를 장려하고, 금융 지원정책으로 자금
동원을 가능케 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으로 경쟁력 향상

한편 인도 정부는 주력 분야인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이미 1994년에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2000년 별도의 IT 법령(IT
Act)을 제정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사이버 법률을 가진 12개 국가 중의 하

나가 되었다. 인도는 2000년에 제정한 IT Act를 통해 전자계약의 인정,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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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범죄 예방, 전자문서화 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州정부 차원에서도 IT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인도의 26개 州 중에서
18개 州가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추진, IT 교육 등을 포함한 IT 정책을

발표하여 IT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6> 인도 정부의 주요 IT산업 육성정책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개방 정책

- 199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자유
로운 기업활동의 여건 마련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

법과 제도의 정비

- 저작권법 강화, 불법 제품 단속
- 2001년 사이버법(IT Act) 발표

각종 세제상의
혜택 부여

- 관세감면: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관세 폐지, 일정 규모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자본재 수입관세 감면 등
- 세금감면: 소프트웨어 수출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 100% 면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5년간 감가상각률을
90%까지 인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해서는 51% 지분까지 외국인투자
자동 인가
- 외국인투자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고 절차 간소화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 소프트웨어 전용 수출단지(STPI) 및 수출촉진지구(SEPZ)
조성
등을 건설하여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인프라 제공
자금 조성 및 지원
기술 혁신 장려
정보화 기반 확충

- 벤처캐피털 육성 및 해외자본 유치에 노력
- ISO 9000 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특별 수입 라
이선스 발급
- 정보통신망 확충, 정보화 저변 확대

자료: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NASSCOM, Economic
Times of India 등의 발표 자료에 의거하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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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수준의 기술과 풍부한 전문인력
인도가 IT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
문인력이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정책 아래 이들 IT 전문인력은 해마다 질적 양적 측면에서
급성장해왔다. 인도는 완벽한 외국어(영어) 구사력, 의사소통문화, 문제 해
결 중심의 대학 IT 교육, 탁월한 팀 위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
세계시장에서 당장 사용 가능한 세계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에는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을 이끄는 IT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인력만 해도 50만 명이 넘으며, 이 중 과반수가 경력 5년 이상의 숙
련 인력이다. 인도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을 비롯한
230여 개의 종합대학내 2,100여 개의 컴퓨터 관련학과와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12만 명의 IT 관련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이 중 매년 4만
∼5만 명 이상이 해외로 진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실
리콘밸리의 경우 기술자 중 30∼40% 를 인도인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미
국의 취업비자인 H1B비자 중 85% 가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에게 발부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교육시스템은 기초수학과 과학을 매우 강조함으로써 수에
대한 감각과 영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IT 전문인력
을 배출하고 있다. 인도의 프로그래머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동시에
고객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인도 정부는
2008년까지 IT산업 종사 가능 인력 1,700만 명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IT업계는 미국식 개발체계와 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세계 수
준의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프로젝트 기획/개발/시
험/AS에 미국 CMU 가 제안한 SEI-CMM 기법을 적용하여, 현재 CMM
level-5를 취득한 전 세계 52개社 중 38개社가 인도회사이다.7) 이처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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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력을 지닌 인도의 IT 기업들은 현재 MS, Oracle, CA 등 주요 IT업
체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을 대행하고 있다.
인도의 IT 기술인력은 우수한 실력과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
술인력들의 소득은 인도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보다 훨씬 높은 수준
이어서, IT 기술을 습득하여 IT산업에 종사하려는 인도의 젊은이들은 해마
다 더욱 증가하고 있다.
3) 선진국 기업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이처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인도 IT 업체는 고품질인 동시에 상대적
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IT 대기업들과 대규
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주요 시장인 미
국과의 시차로 인해 공동 작업시 24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이점
도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방갈로르 등
인도 IT 기지들은 선진국 IT 대기업들의 하청공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01년도 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400개 기업이 인도에서 소프트

웨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유럽 등 IT 선진국들과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 IT
인력들은 뛰어난 적응력으로 신기술을 흡수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높여
왔다. 그 결과 2001년부터는 해외 기업들이 인도 기업의 책임하에 프로젝
트를 수행토록 주문하는 offshore 방식이 하청형태의 onsite 서비스를 빠르
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7) ISO 9000은 SEI-CMM과 비교시 level 3 단계에 해당한다. SEI-CMM level 5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고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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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당한 규모의 인도 국내시장
이제까지 인도 IT산업은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왔다. 그
러나 최근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시장은 매출, 서비스, 제품 부문
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인도 국내 IT산업은 2001년에는
18%, 그리고 경기가 위축된 2002년에도 13%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

이 인도 국내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산화, 전
자정부, 전자뱅킹망, 전자상거래 등의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
대하고 자유로운 국내시장은 인도 IT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인도 IT산업의 발전과제
인도 IT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인도 IT산업 발전에 있어 장애물은 ▲매우 취약한 IT 인프라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불균형적 성장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내 소프트웨어시
장 ▲ 소프트웨어산업의 위상이 노동집약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함 ▲‘초
수출지향성’의 구조불균형과 높은 대외의존성 등이다.
인도 IT산업은 소프트웨어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 산업내에서도 아
직까지 저수익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도 IT분야 기업을 조직
(organization)과 규모(size), 그리고 수익구조 면에서 분석해보면, 먼저 joint
venture 또는 자회사(subsidiary organization)와 같은 형태의 외국인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IT 기업은 대부분이 인도의 민간 국내 기업이
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이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contractual
programming)과 디자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는 많으나 자

산규모나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규모 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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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거나,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 산업에서는 programming 종사자의 수가 대다수이나 전체 노동력의
0.01% 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익 중 17.5%만이 국내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미
국,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미국으
로 대변되는 주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것으로서, 인도는 소프트
웨어산업 수익의 60% 이상이 對미국 수출에서 비롯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은 미국시장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주
문으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
프트웨어 패키지의 개발 및 판매가 소프트웨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이는 아시아와 남미의 경쟁국들과 대조적이다. 인도의 경쟁국들
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수출의 다각화에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인도 소프
트웨어산업은 서비스에 치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고객사에 파견
근무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onsite work는
그동안 저숙련(low-skill), 저기술, 저투자 및 저수익 수출로 특징지어지는
인도 수출의 취약성을 더해왔다.

◈ 향후 인도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해결과제
- 양질의 전력 공급, 효율적인 공공 운송수단 등의 물리적 인프라 확충
-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중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필리핀 등)과의
경쟁에 대비
- IT산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드웨어 및 통신분야 육성 강화)
- 다양한 소프트웨어 상품 개발 및 패키지화
- 보다 유연한 투자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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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IT산업의 발전 전망
가. IT산업 일반
IT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 및 국제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 같은 시장확대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
는 경제자유화, 절차간소화,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추가 자원 배당, 새로
운 마케팅 채널 확보, 세계적 브랜드 강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최신
의 인프라 제공 등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인도는 현재 전자상거래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대화식 통합 서비스,
응용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등 신규 IT산업분야에서도 단연 선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세계적으로 IT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도 IT 소프트웨어산업은
10여 년간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여타 국가에 비하여 경쟁우위를 구축하여

옴으로써 향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제통계협회(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는 2005년까지 IT산업분야에서 인도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7> 2005년 인도의 IT산업 전망 주요 지표
1995년

2001년

2005년

IT 기업수(개)

8,082

16,530

26,648

IT 신규고용창출(명)

231,647

561,357

1,181,735

IT분야 총수입

-

47억 달러

120억 달러

인터넷 사용자(명)

-

700만

3,760만

구

자료: IDC; ITU.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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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T산업은 인도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정책과 더불어 한층 눈부시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기존의 발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
년 기본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 IT 수출 500억 달러 달성,
IT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달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R&D(디자인 포함)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및 우수 인력 양산,

시민을 위한 정부의 정보화,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과제수행
을 통해 IT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IT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IT 서비스분야는 인도 IT산업을 견인할 주력 분야로 전망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시스템 통합(SI), 프로세싱 서비스, IS 아웃소싱, 소프트웨
어 패키지서비스, IT 교육훈련분야 등이 향후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고객주문 개발 및 유지, IT 교육훈련분야, BPO 등 IT 서비스시장의 급성
장이 향후 인도 IT 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인도 정부는 하드웨어분야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자본재에 대

한 수입관세를 기존의 25% 에서 15% 로 축소 ▲각종 전자부품류의 수입관
세를 5% 로 인하 ▲하드웨어분야에서 47개 공용부품(Dual use items)에 대
해 무관세 적용 ▲업계의 요구에 따라 IT 협정에 따른 무관세계획의 이행
시기를 당초의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기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
드웨어분야의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격은 현재 생산원가가 최저
수준에 있어 컴퓨터가격이 추가 인하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나. 분야별 발전 전망
인도는 IT산업 성장의 발목을 붙잡았던 정보통신사업분야에서 특히 눈
부신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최근 통신 근대화 및 정보인프
라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1년 말 기준 3.5% 였던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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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률을 2005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인도 정부
가 발표한 새로운 통신 관련 정책을 보면, 접속료를 인하하고 신규사업자
의시장경쟁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인도의 유선 및 무선 가입자수는
각각 2,600만여 명, 3,200만여 명 등 5,800만여 명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
는 각각 1억 명, 2010년 2억 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정
부에서 지방 및 농촌지역의 전화보급률 확대방안으로 2001년 초부터 농어
촌 무선통신망(Wireless in Local Loop, WLL)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CDMA 기술을 활용한 무선통신시스템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될 것
으로 보인다.
<표 8> 인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및 전망
2000년 3월 31일

2008년 목표

PC 총 수

430만 대

2,000만 대

인터넷 가입자

77만 명

3,500만 명

인터넷 사용자

320만 명

1억 명

CATV 가입자

3,700만 명

7,000만 명

유선전화

2,600만 명

1억 2,500만 명

TV 수상기

7,500만 명

2억 2,500만 명

휴대전화

3,200만 명

1,000만 대

자료: NASSCOM.

인도내에서 휴대폰에 대한 수입관세가 50% 를 넘는 데다 휴대폰이 유럽
주파수방식인 GSM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C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한
국을 비롯한 비유럽계 외국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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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CDMA 기술을 활용한 무선통신시스템 보급을
시작하고 있어 향후 CDMA 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의 동 시장
진출이 매우 유리하게 되었다.
ID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정보통신시장은 최근 연간 약 34%

의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으며, 2002/03년경에는 시장규모가 6억 6,500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5>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 추이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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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SSCOM.

인도의 IT 인프라는 열악하나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로 간주되는 국가
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구축되면 정보 및 통신에
의 접근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WTO 의 정보통신협약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하에서 2003년까지 무관세체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IT Action Plan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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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IT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공장을 세워 투자가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내수와 수출을 모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9> 부문별 정보통신시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9/00

2002/03

증가율(%)

Lan Equipment

115.4

263.4

32

Lan Cabling

65.2

93.5

13

WAN Equipment

86.3

289.5

50

기타 Datacom Equipement

1.3

0.4

44

268.3

650.4

34

부

총

문

계

자료: NASSCOM.

향후 선진국 및 선진기업과의 협력사업도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
도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저가에 공급하는 IT 서비스의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IT분야에서 유리한 글로벌 공급기지를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도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저가의 고품질 소프트웨어 공급처를 확보하고 비즈니스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인도를 찾고 있
어 인도 IT산업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IT산업은 역시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고전했으
나, 2002년 1/4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다국적 IT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품질의 IT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도 업체를 대거 아웃소싱하고 있어, 동 분기 소프트웨어 업체
Infosys 등을 중심으로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게다가 2002년에도 아프간 전쟁을 전후하여 카슈미르 지역에서 교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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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등 파키스탄과의 정치, 군사적 갈등이 불거져 인도 IT업계가 다
소 위축되었음에도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향후 인도 IT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2년 125억 달러로 30% 확대된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은 2003년에도
Offshore 서비스를 중심으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2001년 이후 연평균 60% 를 넘는 신장세를 기록
하고 있는 IT 응용서비스가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는 2008년까지 동 산업이 각각 GDP의 7.7%, 총수출의
35%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NASSCOM 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30% 이상의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2008년까지 500억 달러 수출목표액을 달
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인도의 하드웨어산업도 2001년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11% 성장을 달성한 데 이어, 2002년부터는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하드웨

어를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소도시에서 하드웨어 제품 판매액은 2001년에 비해 무려 106% 증

가하였고, PC의 경우에는 예상 성장률인 12% 도 무난하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하반기부터는 특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의 주문
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IDC는 2003년 전체 컴퓨터시장의 성장률이
22.4%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가 향후 8년간 1000명당
20명꼴로 PC 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이에 따라 1,600억 달러의

신규투자와 48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3년 인도 IT산업 전체는 특히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수주받은 물량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인도 정부
에 의해 지속적이고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의 노력과

제3장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향후 전망

39

인프라 향상을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 그리고 전자상거래부문에서 발생되
는 수요는 향후에 인도의 뒤떨어진 통신산업을 비롯하여 IT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향후 IT산업 발전의 예상효과
1) 경제성장률 증가
장기적인 잠재력을 평가한다면 인도의 IT 및 IT 응용서비스산업은 인도
경제성장에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IT
및 IT 응용서비스산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시장경제화를 촉진
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및 제조업과 같은 주요
분야에 비하면 아직까지 IT산업의 GDP 기여도는 낮지만 향후 6년 안에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NASSCOM-McKinsey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잠재력을 발휘할 경우 장

차 동 산업은 인도 경제에서 최대 산업분야로 부상하면서 인도 경제성장
에 놀라운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GDP에서 인도의 IT 및 IT
응용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1년의 1.4% 에서 2008년에는 7% 로 증가할 전
망이다. 게다가 2002년 대비 2008년에 GDP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19% 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외화 유입 증대
인도의 IT 및 IT 응용서비스산업은 GDP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
화획득의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IT 및 IT 응용서비스산
업은 점차 수출과 무역외 이전(invisibles) 수입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기
록할 것이며, 2008년에 이르면 전체 무역외 수지 합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의 외화 유입에서 8% 기여하고 있는 인도의 IT 및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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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서비스산업은 2008년에는 3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고용기회 창출
현재 50만 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인도의 IT 및
IT 응용서비스산업은 2008년까지 200만 명 이상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간접 고용인력도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IT 응용서비스산업 가
운데 수출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로는 고객관리(37만∼39만
명), HR(14만∼16만 명) 등이다. IT 서비스산업 또한 45만 명의 고용을 창
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IT산업은 200만 명의 직접고용효과뿐만
아니라 training, 식품/canteen, 운송, housekeeping, 보안 등 각종 관련 서비
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시장 점유 확대
인도는 IT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개발과 제조의 핵심적인 생산지로 부상
했다. 인도는 이미 주문생산 응용개발(customized application development) 부
문에서 시장 점유율 15% 를 달성했다. 인도는 동 개발사업의 성장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와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패키지 장
착 및 지원시스템 통합, IT 응용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장착과 ISV 재
처리(back-ending)와 같은 기술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IT 서비스산업의 허브
로 부상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도는 IT 및 IT 응용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4% 를 차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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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IT산업의 현황
한국에서 IT산업의 견실한 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경제적 어
려움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명실공히 미래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9.4에서 2001년에는 12.1%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T산업은 GDP 증가에
있어 1990년의 4.5% 에서 2000년의 50.5% 로 놀랄 만한 기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IT분야 무역수지 흑자는 다른 분야의 적자로 인한 손실을 메
우는 역할을 했다. 2001년 IT산업의 수출액은 384억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였다. 따라서 IT 수출이 총수출에서 약 25.6% 를 차지했으며, IT

무역에서 얻은 흑자액이 전체 흑자액보다 13억 달러나 더 많았다. 즉 한
국의 IT산업은 내수 부진시에도 해외시장의 호조로 성장이 가능한 반면
해외수요 침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IT 수출은 기업 IT투자
의 핵심인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낮은 반면 IT 소비재 및
관련 부품에 편중되어 있어, 해외의 민간 IT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기회복하에서 상당수준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IT 제품의 수출은 미주와 동남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의 지역 편중도는 해외 IT시장의
지역별 비중을 반영하고 있어 큰 우려사항은 아닌 반면, 주력 수출품목에
서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차세대 수출품목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
이다. 또한 IT산업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국내 IT산업은 EMS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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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진출도 일부 개도국에 한정되어 있어
시장의 다변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IT산업은 주요 IT 생산품목
이 곧 핵심 IT 수출품목임에 따라, 수출증대 없이는 고성장이 불가능하다.
결국 IT산업의 수출이 전체 경제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IT산업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컴퓨
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등 제조업분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세
계 생산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점차 중국에 뒤지기 시작하였다. 이듬해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2000년에 4.5% 로 중국의 6.0% 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격차는 향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수출의 경우 2000년 657억 달러로, 이는 대부분 반도체를 비롯
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전체 인
구의 52% 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100명 중에 44명이 PC를 보유하
고 있다.8) 한국은 이동통신기기 CDMA 서비스가 1996년 상용화된 이후
CDMA 2000-1x 등 세계적으로 선두를 기록해왔으며, 2002년 3월 현재 휴

대폰 가입자는 3,000만 명이 넘어 국민의 63.8% 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요인은 경쟁과 규제 완화로 요약
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화정책을 취했으며, 시장내에서
서비스 제공자간에 경쟁이 치열했다.
한편 한국의 IT분야 제조업은 특히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PC, 모니터
및 주변기기, LCD, Digital TV 등에서 앞서 있다. IT분야는 여전히 한국정
8) 한국 인구의 PC 보유대수는 1996년의 630만 대에서 2001년의 2,000만 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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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프라(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 KII)는 2000년까지 144개의 call areas를 광통신망

으로 연결했으며, (무선)통신가입서비스 개선을 위해 ADSL, LATV 네트워크,
ISPN, 무선서비스 및 위성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전까지 반도체, 전자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제조업
부문에서도 일부 제한된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여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적인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조
업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등 신경제적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
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IT산업의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제휴를 통해 IT 경쟁
력 향상 및 수출선 다변화와 같은 한국 IT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21세기
IT 강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인도 IT산업 협력의 의의 및 가능성
가. 한․인도 경제협력 전반
1973년 수교 이후 한국과 인도는 양국 관계 증진에 필요한 일련의 협정

체결로 정치․경제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왔고, 1990년대 들어 인도의 경제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이전에 비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국 경
제의 상호 보완성과 잠재력에 비추어볼 때,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3년부터 한‧인도 교역은 인도의 경제자유화정책 추진 초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1996년 이후 매년 총교역량 20억∼25억 달러, 무역수지는 2
억∼3억 달러 수준에서 소폭의 증감세를 반복하면서 흑자기조를 유지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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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2.7% 감소하였으나, 對인도
수출은 오히려 6.2% 증가한 1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상대적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위축된 농업생산이 하반기 산업 전반
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인도 국내 수요도 크게 감소하여, 한국의 對인도 무역
수지 흑자가 1억 4천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리고 이와 더불어 몬순이 지연되어 농업생산도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내 수요 개선은 2003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0>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무역수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75

328

201

214

1,062

594

341

302

135

1,407
(6.2)

1,384
(-1.7)

985 1,105
(28.2) (12.3)

1,249
(13.0)

수

출

1,160 1,126
(-35.7) (-2.9)

1,177
(4.5)

1,150
(-2.3)

1,668 1,362 1,326
(45.0) (-18.3) (-2.7)

수

입

585
798
(11.7) (36.6)

976
(22.2)

936
606
768
(-4.1) (-35.4) (26.6)

주: ( )는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그러나 컴퓨터,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기기 등 신종 주력품목의 경우 인
도시장에서 초기 진입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시장확대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향후 對인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인도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및 직물, 철강제품, 가전
제품 등의 품목이 꾸준하게 수출 상위품목에 오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
선통신기기 및 컴퓨터, 전자부품 등 IT분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상위
품목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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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건수 및 금액 면에서 그동안 누
적치를 상회할 정도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인도의 5대 외국인 직접투자
국으로 부상하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건수 및 금액 면에서
부진할 뿐만 아니라 투자규모도 소형화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투자는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등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는
원가절감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인도의 시장잠재
력을 인식하면서, 자동차, 전자, 기계, 석유화학 등 모든 분야로 진출이 확
대되었다.
한국은 인도의 제5대 투자국으로 2002년 7월 말 누적 기준 투자건수 및
금액(실행기준 총투자)은 각각 97건, 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9년부터는 투자규모가 1994년 이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다. 또

한 2002년 5월 인도상공회의소인 FICCI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현실화된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아 승인액 대비 투자액
의 비율은 21.5% 에 머물고 있다.
<그림 6> 연도별 對인도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건수)

(천 달러)

14

160,000

12

140,000
120,000

10

100,000

8

80,000

6

60,000

4

40,000

2
0

20,000
1992년말
1992년
말
누계
누계

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건수

12

5

8

13

11

12

12

3

4

9

금액

8,061

1,436

43,065

13,832

150,294

105,206

113,883

13,933

14,942

8,58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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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모두 부진하므로 이를 발전적으로 확
대하기 위한 분야의 모색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한 시
점이다.

나. 한․인도 IT산업 협력
한국과 인도는 IT산업과 같은 양국 산업의 보완적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의 양과 질적인 향상
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인도 경제는 정보기술(IT)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
로 선정하고 이후 동 산업을 활용한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향상을 활
발히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임이면서도 세계적 기술수준을
지닌 다수의 IT산업 전문인력을 보유(미국에 이어 세계 2위)하고 있는 등
IT산업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

도 매년 5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의 수출액을 현재의 62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IT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IT산업은 대부분이 예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따
른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진출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한국 기
업 진출에 유리한 분야이다.
인도의 2001/2002 회계연도 최고 관세율은 30% 이며 대부분의 제품이
20∼30%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다 부가관세, 특별부가관

세, 특별부가세 등을 부과할 경우 최고 실질관세율이 50∼60% 에 달해 고
관세 및 복잡한 조세체계는 인도 진출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고 있으나,
IT분야에 있어서는 이 같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에는 얼마나 발전된 기기가 어떤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
냐가 중요해지므로, 한국의 IT 업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입하고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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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십을 맺을 수 있는 인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형태에 관계없이 다기능의 미디어를 통합하는 digital convergence
가 IT제품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convergence 제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져, 다양하고 이질적인 기능이
경합되기 때문에 경쟁자의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다.9)
이러한 경향을 감안해볼 때, 특히 소프트웨어 강국의 인도 IT업체들과의
제휴로 인한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최근 텔레커뮤니
케이션분야를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광대역(broadband)기술 등 네트워크
의 고도화에서 기술 및 경험이 일천한 반면,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해 있다. 특히 최근 convergence 등 다기능 복합 미디어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메모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메모리 반도체부문
에서 혁명을 일으킬 한국 기업의 90나노 D 램 양산기술개발 등은 IT 선풍
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1990년대 들어서서 지식기반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IT산
업 발전을 적극 추진한 결과, 양국이 국제적으로 선망받는 IT강국으로 발
돋움하였다. 인도는 특히 소프트웨어부문에서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99년 3월의 「Cyber Korea 21」계획을 통해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CDMA 이동통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
용화하는 등 하드웨어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통신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여건은 매우 좋다. 인도 공기업인
BSNL(Bahart Sanchar Nigam Ltd)은 2000년 7월에 처음으로 CDMA 장비 공

급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LG는 22개 도시의 전화연결에 사
용될 6만 8천 라인 용량의 장비 전량에 대한 주문을 수주하였다. BSNL은
9) 게임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인 MS와 전자제품을 주력 생산하는 Sony의 경쟁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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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
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50만 회선 용량의 CDMA 통신기반설비(약 8,000
만 달러)를 주문, 한국의 LG 와 현대가 공급자로 선정된바 있다.
CDMA 통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BSNL은 2002년에만 총
124만 회선에 이르는 CDMA 장비 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양국

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는 21세기 IT 세계를 선도함에 있어 양국이 가
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과 한국산 하
드웨어산업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제3국 공동
진출 등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10월 인도 IT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한편 최근 인도의 상당수 IT인력이 미국의 비자발급 기피로 미국행이 어
렵게 되고 있어, 인도 IT인력의 한국내 도입이 한층 용이해졌다.

3. 한․인도 IT산업 협력강화방안
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인도의 IT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풍부한 전문인력을 바탕으
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에서도 IT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도간의 IT분야의 인력교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고 있으므로 동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 세계
시장으로의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의 소프트웨어
관련업계 및 단체는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현상을 경험한 이후,

제4장 한․인도 IT 산업 협력 확대방안

49

2001년에는 유럽 정보기술업계와 “인도․유럽 Business Partnership”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럽 및 일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소프트웨어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
한 정부차원의 개발기금 조성, 세금우대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인도인 소프트웨어 인력 수입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들의 70% 가 “인도인 엔지니
어의 기술수준이 우리와 같거나 높고, 생산성 역시 한국인보다 높아 업무
성과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한․인도 IT 협력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인도의
IT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현지 지역전문가 육성, 산업연수

생제도의 활성화 등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을 추진함으로써 인도 IT산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양국간 IT산업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인도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례를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3월 클린턴 미대통령은 인도 방문시 대규모 경제
협력단을 동행, 인도 IT산업을 중심으로 미․인 경제협력 강화에 나서 가
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IBM, Oracle, Intel 등이 이미 인도에 지사를 둔 데 이어 Microsoft사도

미국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인도의 하이드라바드에 소프트웨어센
터를 개설 중이다. 또한 Motorola사와 Hughes Network Systems사가 인도
통신기업과 합작으로, 무선광역통화 및 소규모 안테나를 제공키로 하는 등
미국 기업의 진출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8월 모리 총리의 인도 방문에서 일․인도간 IT분야
의 교류 확대에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IT외교를 전개하였다. 양국간 IT산
업 교류협력사업으로 ▲IT Summit 개최(10월 도쿄 개최) ▲경제사절단 인
도 방문(10월 말∼11월 초) ▲JETRO 투자환경시찰단 파견(200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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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T 기술자의 일본 연수(3년간 1,000명) ▲인도 IT 기술자에게 복수
비자 발급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3개월→3년)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와 IT 국가기술자격증을 상호 인정키로 함으로써 자국에서 취득한 IT
자격증만으로도 상대방 국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양국간 유망 협력분야 집중 육성
1) 정보통신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경제발전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통신, 전
력, 철도, 항만, 공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의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인프라 주식기금 100억 루피를 조성하는 등 2002∼07년간 매년 300
억 달러 규모의 투자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100명
당 4.2명 수준인 통신밀도(Tele-density)를 2005년까지 100명당 7명으로,
2010년까지 100명당 15명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통신밀도의 증가를 위해서는 2005년까지 370억 달러, 2010년까지 67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인도 정부는 전체 인구 중 70% 가 거주하고
있는 60여만 개 마을에 금년 말까지 통신망을 구축하고 외국인투자를 완
화키로 한바, 우리 기업(KTF, LG 등)은 인도 통신사업 진출에 좋은 기회
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통신사업분야로의 진출도 전망이 매우 밝다. 인
도는 2001년부터 CDMA 기술을 활용한 무선통신시스템 보급을 시작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동 시장 진출이 매우 유리하게 되었다. 최근 인도
이동통신의 대표주자인 Bharti Enterprises가 CDMA 를 채택키로 함에 따라
인도의 통신시장 판도가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285만 명이 휴대폰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여 지금까지 총 600만

명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프라가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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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인도 정부는 취약한 통신산업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 400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당초 FDI 허용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외국자본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통신네트워크상의 국가안보
중요성에 감안, 종전의 FDI 허용한도도 49% 이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도 Delhi 인근 Haryana州 정부도 10월 2일부터 IT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인지세(stamp duty) 납부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등 IT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급증하고 있다. 인도의 이동통신시장은 금번 회계연도 상반기
가입자수가 200만 명이 추가되어, 가입자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65% 를
기록하였다. 인도 상의(FICCI)와 McKinsey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점유율은 2002년의 0.5% 에서 2007년에는 3.3% 까지 올라갈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국방 및 내무장관이 FDI 79% 승인안을 반려하여 종전 FDI 허용
한도인 49% 이내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업계의 한도 확대 요
구가 계속되고 있다. FICCI 및 IT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과 IT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
과 또한 현재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휴대폰 사업자의 경우 피라미드식의
편법적인 투자방식을 통하여 74% 까지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들
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79% 까지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인도휴대폰운영협회(The Cellular Operator's Association, COAI)’는 현재

인도에서 유선전화는 매년 20%, 휴대폰은 매년 80% 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3∼5년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의 자체 재원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인도의 휴대폰 가입자수는 2002년 8월 말 현재 총 817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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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고 있으며, 동년 2월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50∼60% 씩 증가해 2006년에는 5,000만 명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유선전화의 가입자수는 현재 3,500만
명에서 2006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7,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4%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화밀도를 2010년까지는
1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국내 부족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01년 인도의 외국인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통신업종은 가장 많아
총 20억 6천만 달러의 투자프로젝트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조치가 가시화되어 통신업종의 외국인투자 한도가 74% 까지 확대될 경우
인도의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인도의 무선이동통신시장 현황과 전망(COAI 작성)
2002년 현재 870만 명
가 입 자 수

2006년 5,000만 명[예상]
2008년 1,200만 명[예상]

1999년 대비 2001년 증가율

109%

monthly tariff for a 300분 basket

16.5 달러(세계 최저수준)

prepaid 가입자수

약 530만 명

월 10.4달러 이상 지불하는 prepaid 가입자수

약 260만 명

현재 운영 중인 네트워크 수

52

2003년 3월 기준 운영 예정인 네트워크 수

77

총투자액

43억 4,600만 달러

2003년 3월 기준 총투자예정액

51억 7,400만 달러

2002년 3월 현재 cover된 도시 및 마을수

1,482

자료: Cellular Operators Association in India(COAI).

제4장 한․인도 IT 산업 협력 확대방안

53

이동통신서비스 초기 CDMA 對 GSM 대결구도가 펼쳐졌던 중국의 경
우, 초기에는 GSM 방식밖에 없었으나 결국 CDMA 가 들어갔고 점차 이용
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으며 인도도 중국과 같은 경우일 것으로 판단되
므로, 우리나라 CDMA 장비업체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인도의 휴대폰시장은 2002년 상반기 가입자수가 200만 명이 추가되어,
가입자 증가율이 2001년 동기 대비 65% 를 기록하였다. FICCI와 McKinsey
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휴대폰서비스 점유율은 2002년의 0.5% 에서 2007년
에는 3.3% 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10)

2) 기타 부문

가) 무선전화기
최근 인도내 시장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제품은 무선전화기로,
인도내 시장성장이 80% 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삼
성을 위시한 한국 제품은 고급품시장을 대상으로 수입이 급속히 증가해
단일품목으로 연간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주력품목이다.
2002년 3월 말 인도의 휴대폰 사용자(가입자 기준)는 총 643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2005년까지
3,500만~5,000만 명이 가입할 전망이다. 특히 2002년 3월 1개월간 휴대폰

가입자는 총 38명에 이르러 1개월 가입자수로는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아직은 시장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성장이 한층 본격화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구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수가 중국의 경우 11.2명에 이
르고 있는 반면, 인도의 경우는 아직 0.6명 수준에 불과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0) 이 내용의 일부는 KOTRA 자료를 인용,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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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트워킹․데이터 통신장비
최근 인도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의 네트워킹․데이터 통신장
비시장의 규모는 2001년 약 20.8%, 금액으로는 약 390만 달러나 성장했으
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되어 역 27% 증가율로 2006년 말에는 시
장규모가 약 1,28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시장규모를 지역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 LAN)와 광역네트워
크(Wide Area Network, WAN) 장비시장으로 구분할 경우, 방대한 국토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도의 통신인프라로 인해 광역네트워크보다는 지역네
트워크장비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비율을 보면, LAN장비와 WAN 장
비의 시장규모는 각각 51.6%, 35.1%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확충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州별로
유무선 통신시설 설치가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2006년 이후에는 WAN 장비시장이 각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IT 보안장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이 인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IT 보안장비시장의 성장이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등 금융부문의 전산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소프트웨어 수출에의
의존도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고(2001년 72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부가가치서비스가 중요한 차별화 요인이 되
고 있는 민간 통신업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IT
보안장비시장은 파키스탄과의 분쟁영향으로 파키스탄 출신 해커들의 공격
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요인 등으로 인해 이 분야에 대
한 민간기업 및 정부의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인도의 IT 보안시장
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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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네트워크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IT 보안장비시장의 성장률은 30% 정도로 전망되는
반면, 인도의 IT 보안장비시장의 성장률은 80%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 등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장
성장률이 월등하게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Pricewaterhouse Coopers와 인도기업인협회(Confederaton of Indian
Industry, CII)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도업체 가운데 보안침해사례가

있었던 업체의 비율은 2000∼01년도의 60% 에서 2001∼02년도 80% 로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PMG 의 조사결과에서도 인도는 전자
상거래부문에서 침해를 당한 국가 중 상위 5위 안에 들어 보안부문이 매
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컴퓨터 저장장치 및 PC
2002년 우리의 對인도 컴퓨터(MTI 813류 기준) 수출은 전년대비 123%

급증한 9,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02년 1∼2월 중에도 1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저장장치는 플로피 드라이브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타 제품의
관세율이 50~60% 에 이르는 반면, 이 제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이 수출에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금년도 예산안 관련 인도의 수입정책을 제시하면서
정보기술 관련 하드웨어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재의 수입
관세를 기존의 25% 에서 15% 로 축소한 데다, 전자부품류의 수입관세도
5% 로 인하해 이 품목들에 대한 수입환경이 한층 개선됨에 따라 하드웨어

분야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IDC에 따르면,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PC 시장은 처음으로 연간
200만 대의 판매량을 넘어서 2001년 한해 동안에 총 PC 판매량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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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
저조를 경험하였으나, IDC의 조사결과 정부부처와 은행 및 보험분야 회사
들이 PC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전
망이며, 동년 PC 판매량 전망치인 8% 에 비해 29% 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PC 시장은 당분간 저가의 보급형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다국적기업들은 가격인하 경쟁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주도하면서
정부부문 조달시장에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인도 현지 업체들(HCL,
WIPRO, ZENITH 등)은 은행과 보험회사에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제5장 맺음말
아직까지 양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교역 및 투자규모가 매우 적으며 상
호 협력의 기반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인도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인도는 우리에게 있어 중국만큼이나 중요한 경제교류 대
상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를 비롯한 유
망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진출전략을 세운다면, 인도는 21세기 우리
경제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IT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양국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과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IT산업의 특성상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Lock-in 효과
를 통해 지속적인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서구, 특히 미국의 경제침체가 인도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도 국민은 한국의 민족성, 조직문화산업에 대해
거의 무지에 가까울 정도이고, 한국 또한 종교적, 문화적, 기후 등의 이질
감으로 인해 상호 교류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일본과 인도의 교류확대방안 등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지로 인도
IT산업의 견인역할을 한 사설 IT기관들(NIIT, Aptech)의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사설교육시스템의 상호 교류 등은 서로간의 이해증진 및 당장 산업
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한국 IT산업은 2001년의 침체 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반도체가격 상승, PC 판매 증가 등으로 시장에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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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더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운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
술과 서비스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IT 업계는 1980년대 개발한 PC, 휴대폰, 인터넷 등과 같은 기존
제품의 성공에 안주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에 소홀하여 시장확대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였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은 IT
산업과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시장성 및 장래성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
인 것이다.
향후 경제발전의 핵심이자 전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칠 IT산업의 궁극적
인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경영스타일의 창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인도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서비스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인도 IT 업체와 협력하여 세계 표준을 채택 및 선도토록 하는 방안
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우 e-business 환경은 매우 열악하지만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
케이션 개발 서비스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최고의 e-commerce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e-commerce
를 위한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있으나 시스템이 처리할 본질적 내용과 시장
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며 이를 극복해야만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산업
으로발전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 정부,
제조업 등에서 e-commerce가 발전하였지만 국내시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IT 강점과 약점을 감안하건대, 향후
e-commerce 협력방안 모색도 주요할 것으로 본다.

인도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참여도 향후 가장 유망한 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인도 IT산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매우 취약한 IT 인프라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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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의 현대화와 더불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
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협력
이 필요하다. 인도의 특성상 전국에, 그리고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
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이버카페’ 또는 ‘e-post’와 같은 거점
의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무선을 이용한 방안 등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
할 것이다.
인도 IT산업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벤처캐피털을 통한 협력방안
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IT산업,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은 첨단
을 달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IT 기업이 영세하고 자금력에 있어 매우 열위
의 상태이다. 한국이 인도의 첨단기술 자체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서 벤처캐피털 투자를 통한 초기 첨단기술의 확보와 인도를 통한 세계시
장 진출 교두보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인도는 미국, 유럽 제품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
국산 전기․전자제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인도로의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인도는 하드웨
어산업이 매우 취약한 것과 동시에 하드웨어 완제품 및 부품 생산에 필요
한 기술력이 매우 취약하여 현지 합작생산, 기술도입을 매우 선호, 합작기
업설립을 통한 인도 및 제3국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나아가 한국산 하드웨어와 인도 소프트웨어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이룩
한 시너지효과를 십분 활용하여 제3국 수출 등으로 사업을 확대, 양국 IT
산업의 전략적 제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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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cent Development in India’s IT Industry and
Its Implications
Yoonjung Choi
Taking the macroeconomic and balance of payments crisis of July 1991 as
a turning point, India adopted a policy of active reintegration to the world
economy. India implemented a reformist agenda of liberalizing domestic
markets and opening up its economy. India's economy has shown rapid
progress owing to its remarkable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and exports
in the late 1990s, especially in IT. India became one of the most rapidly
growing economies, expanding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6 percent over
the past decade. Despite the economic crisis that swept Asia in 1997 and
1998 and the recent economically challenging global environment, India has
recorded relatively sound growth rate.
India's IT industry has emerged as a key engine of growth in the twenty
first century due to its world-class technology and strong growth. In
2002/2003, India's IT industry grew by a phenomenal 21 percent to Rs
79,340 crore (US$16.5 billion) with 75 percent of the revenue coming from
the IT software and service industry. The IT software and service sector has
functioned not only to drive growth, but also to attract FDI into IT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Key factors for India's IT industry success are the active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IT industry, the vast pool of skilled human capital, joint
projects with leading MNCs and India's vast domestic market. The main
reasons for the success of Indian enterprises in this knowledge intensive area
have been cumulative investments made by the government in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higher technical education, R&D, telecommunications
networking and computing since the 1960s.
After realizing the potential of India as a major IT power, the government
took several initiativ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T, especially
software, in the mid-1980s. The recent policy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were related to duty-free imports, income tax holidays and STPs,
zero customs and excise duty on IT software; income tax exemption for
software and service exports; encouragement to acquire ISO 9000 certificates
and deregulation for FDI.
Backed up by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the IT industry, the vast
pool of English speaking and technically skilled knowledge workers
expanded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becoming the core factor of
IT development in India. India produces about 120,000 IT professionals
every year.
Such abundant, high quality cost-effective services and skilled labor have
made India an attractive location for leading global companies. The
export-driven software sector (60 percent of India's IT industry) drew 97
percent of its revenue from leading global business intelligence and
consultancy firms. Through joint projects with those companies, the Indian
IT workforce quickly acquired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elevated their
competitiveness.

Moreover, India's vast and liberal domestic market has become a base for
the rapid growth of India's IT companies. The pace of growth in the
domestic market is expected to accelerate due to government initiatives in
digital or e-government, e-banking and e-commerce.
On the other hand, India's hardware, communication and e-commerce
sectors continue to lag behind the software and service sector on account of
issues such as the inadequate infrastructure base. To uphold the high growth
rate of the software and service sector, it is urgent that those sectors should
improve further. Recent expansion of the hardware market due to the
increase in the consumer band and the government policy to make India's
telecom infrastructure world class is showing development possibilities.
Since 1990s, Korea also has actively fostered IT industry as a part of
scheme to establish knowledge-based economy. Korea completed fundamental
national digital networking through the 'Cyber Korea 21' plan in 1999 and
launched the CDMA2000-1X services, emerging as the world leader in
mobile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sector. Korea is keen to renovate its
industrial structure by centering on the software, content and service
industries. Yet, Korea's IT industry is still centered on a small selection of
manufacturing sectors - semiconductors, hardware and peripherals, mobile
phone handsets -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ts overseas expansion has
been limited to some developing countries.
Korea has the upper-hand in the hardware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sector, while India is set to explore other sectors besides IT software after
its success in IT software. Korea has rich pool of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but few natural resources. Thus exploring its rich human resources
as well as the IT software and services sector will be Korea's best course of

action. Korean companies should learn from India's strategy to develop
human capital and the IT software and service industry. And Korean
compan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penetrate the Indian market, which
offers favorable business opportunities to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in
sectors such as hardware, telecommunication and e-commerce. The strong
will of the Indian government to further promote and balance the IT
industry, along with India's huge market size, will be the engine of growth
for India.
Korea is expected to move ahead through IT cooperation with India. This
cooperation will help Korea improve its IT competitiveness and diversify its
export routes. In this way, Korea's vision for IT power in 21st century will
move closer to becoming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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