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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수를 통해 아시아 인적 자본 상위 국가를 선정 
 

• 새로운 글로벌 지수의 인적 자원 분야에서 경제적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는 싱가포르가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일본(15위),  말레이시아(22위), 대한민국(23위)로 선정됐습니다. 

• 중국은  43위로 브릭스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했으며, 이 지역에서 캄보디아(96위), 방글라데시(110위), 

파키스탄(112)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 122개 국가 중 스위스가 1위, 핀란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6위, 미국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 지수는 국가들이 인적 자원의 경제적 잠재성에 투자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122개 국가에 대한 전체 보고서, 경제, 순위,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의 다운로드는 여기(here)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미국 뉴욕–세계 경제 포럼의 첫 번째 인적 자본 지수에서는 노동력의 장기적 경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성공한 아시아 국가로 싱가포르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122개 국가에서 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15위로 선정된 일본과 함께 상위 20위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으로는 말레이시아(22위), 

대한민국(23위) 및 중국(43위)이 있으며, 중국은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한 국가는 파키스탄(112위)으로, 방글라데시(110위)와 근소한 차이로 최하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적 자본 지수는 교육, 건강과 웰빙, 노동 인구와 고용 및 우호적 환경의 4개 분야를 통해 건강하고, 교육받고, 

능력 있는 노동 인구를 개발 및 배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측정한 지수입니다. 싱가포르는 노동 인구 및 고용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능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교육(3위), 우호적 

환경(5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건강과 웰빙(13위)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건강과 웰빙에서 우세를 나타냈지만, 교육의 질, 특히 경영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령층 노동 인구” 통합 수준이 낮은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43위를 차지한 중국은 

실업률이 낮고, 기술 수준에 대한 기업측의 평가가 높아 우호적 점수를 받았지만, 건강 수준과 법적 체계, 현재 노동 

인구의 낮은 3차 교육 수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 대한 점수는 해가 지나가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교육 및 기술 구축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우위로 가장 잘 변환시킬 수 있는 국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지수를 

활용이 가능한데, 이 지수를 통해 싱가포르 및 캐나다(10위)를 제외한 상위 10개 국가 중 8개 국가가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외의다른 브릭스 국가인 러시아(51위), 브라질(57위), 인도(78위) 및 

남아공(86위)은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리적 구분이 뚜렷한 유럽의 경우, 인적 자본 활용 능력면에서, 남유럽과 동유럽은 북유럽 및 서유럽에 비해 이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 중 29위를 차지한 스페인은 건강과 웰빙 지수에서 높은 

점수(12위)를 받았지만, 노동 인구와 고용(70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이탈리아(37위), 그리스(55위) 및 세르비아(85)를 앞섰습니다. 21위를 차지한 프랑스는 교육, 건강과 

웰빙면에서 선전했지만, 노동 인구와 고용, 우호적 환경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북미 국가 중 캐나다(10위)는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덕분에 미국을 앞설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순위(16위)는 재능있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역동적인 노동 인구 및 수용 능력과 함께대학 

교육의 수준과 혁신적인 잠재력이 견인한 결과입니다. 취약한 부분으로는 노동 적령기의 비전염성 질병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정신적 웰빙의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카타르가 교육에서 26위, 노동 인구와 고용에서 7위, 

우호적 환경에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비전염성 질병, 비만 및 허약한 건강 상태에 있는 기간이 길어 

건강과 웰빙(44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UAE(24위), 이스라엘(25위), 사우디아라비아(39위), 

바레인(40위)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튀니지(67위), 레바논(74위), 모로코(82위) 및 이집트(111위)는 순위가 

낮았으며,  예멘은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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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최고 순위 국가는 코스타리카(35위) 및 칠레(36위)였으며, 카리브해 지역의 최고 순위 국가는 

바베이도스(26위)였습니다. 브라질(57위)은 교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모리셔스(47위)이며, 그 다음은 

보츠와나(79위)와 케냐(81위)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는 114위를 

차지했습니다. 말리(118위), 부르키나파소(119위) 및 기니(120위)는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의 인적 자원 활용 (생산적 기술 및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다른 자원보다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일찍긴급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기관의 미래에 대한 열쇠는 인적 자원의 기술 및 재능에 달려있다.”라고 세계 경제 포럼의 설립자 겸 

최고 의장인 Klaus Schwab는 밝혔습니다. “미래에는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될 것입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성장, 번영 및 발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인적 자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수석담당자 Saadia Zahid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노령층 또는 노화 인구층이 우위를 차지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젊은 층 인구가, 일부 국가는 이 두 계층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이는 향후 인재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인 한편, 다른 

국가에서는 인구란 짐이 아니라 잠재력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도록 하는 개발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적 자본 지수는 국가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여 정부 및 기업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노동 인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편집자주 

 

세계 경제 포럼의 인적 자본 지수는 세계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2개 국가를대상으로 건강하고, 정규 

교육 받은 능력 있는 노동자의 개발 및 배치에 대한 기여 요인 및 저해 요인을 측정하여 평가했습니다. 이 지수는 

다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 요소는 연령 집단에 걸쳐 1차, 2차 및 3차 교육의 이용, 질 및 성과를 다룹니다. 

• 건강과 웰빙 요소는 아동기부터 성년기까지 인구의 신체적 및 정신적 웰빙을 평가합니다. 
• 노동 인구와 고용 요소는 국가의 취업 연령 인구와 어긋나는 경험, 재능, 교육 및 기술을 수량화하고자 

했습니다. 
• 우호적 환경 요소는 인적 자본에 대한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 구성, 인프라 및 기타 요인을 다룹니다. 

 

이 지수는 51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Z-Score은 샘플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평균 값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 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수가 클수록 강력한 성과를 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음수가 클수록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운 경우는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냅니다. 변수의 약 절반 정도는 국제 

노동 기구, 유네스코, UN 개발 계획, WHO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데이터에서 나왔으며, 나머지 절반은 세계 경제 포럼의 연간 경제인 설문 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및 기타 

설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 포럼, Mercer 컨설팅 및 하버드대학에서 구성한 각 팀의 협력, 학계, 경제계, 정계 및 시민 

사회로 구성된 폭넓은 인재들의 컨설팅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인적 자본 보고서 읽기http://wef.ch/hci13full  
포럼 트위터 팔로우http://wef.ch/twitter 

페이스북에서 포럼 팬 되기http://wef.ch/facebook 

포럼 블로그 읽기http://wef.ch/blog 

포럼 뉴스 구독하기http://wef.ch/news 

 

 
세계 경제 포럼은 독립적인 국제 기관으로, 경제, 정치, 학문 및 기타 리더들과 제휴를 맺고, 전세계, 지역 및 업계의 의제를 통해 

전세계의 국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1971년 재단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은 공정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 

어떤 정치, 당파 또는 국가의 이해 관계에 얽혀 있지 않습니다(http://www.weforum.org). 

 

 

세계 경제 포럼으로부터 더 이상 소식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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