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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심층 분석 - 임베디드 SW 토털 서비스 기업
Tata Elxsi / HCL Technologies
2008. 02.25

Tata Elxsi와 HCL Technologies는 인도 국적의 오프쇼어 아웃소싱 전문 기업들로
각기 임베디드 제품 디자인 아웃소싱과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서비스 등의 영역을 중
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Tata Elxsi는 임베디드 디자인 아웃소싱 역량을 애니메이션
및 3D 디자인 제작 서비스로 특화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가고 있다. HCL 역시 다
수의 경쟁기업이 포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문 대신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춰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세와 빠른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다. 이
들 기업들은 틈새시장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글로벌 주도기업이나 표준 기술 등이 등장하지
않은 임베디드 시장의 새로운 성장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Tata Elxsi
1) 기업개요
Tata Elxsi는 인도 Tata 그룹에 속한 IT기업으로, 제품 디자인이라는 틈새시장에
초점을 맞춰 제품 디자인 아웃소싱와 관련 SW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 디자
인 서비스,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SI서비스, 가상 컴퓨팅 랩(visual computing
labs)1) 등을 4대 핵심 영역으로 구분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본사는 인도
방갈로어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 Tata 그룹과 메인프레임 생산 업체인 Elxsi의 합
작법인으로 1989년 설립되었으나 1990년 초 Elxsi는 메인프레임의 퇴조와 PC 시
장의 출현 등의 시장 환경 변화를 이유로 합작 사업을 중도포기했다. 그 이후 Tata
Elxsi는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Tata 그룹의 계열사에 속하게 됐다.
Tata Elxsi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제품 등을 포함한 통합 제품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보관용 기계제품 디자인, 패키징 실행 및 툴 디자인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Tata Elxsi는 자동차 산업의 기계 디자인 및 스타
일링 시장에 진출해, 인도 최대 규모의 스타일링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자
동차 제조업체 및 주요 부품 공급자들에게 스타일링 구현 및 디지털 모델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1) Virual Computing Labs는 영화사 또는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및 3D 디자인 제작 서비스(디지털
콘텐츠 제작)를 제공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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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a Elxsi는 제품 디자인 부분에서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례로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2006년 9월에 발표한 디자인 센터 승인 프로그램에서 Tata
Elxsi는 최초 회원으로 승인되어 제품 디자인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 ISO 9001:2000을 비롯하여 SEI CMMi Level 5 승인을 획득하는 등 높은 기
술력을 평가받고 있다.

표 1
회사명
CEO
설립년도
본사
주요사업
직원수
회계 연도 결산일
매출액
홈페이지

Tata Elxsi 기업개요
Tata Elxsi Ltd.
Syamal Gupta
1989년
ITPL Road Whitefield Bangalore 560 048 Karnataka IND
제품 디자인 아웃소싱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5,000여명
3월
7,700만 달러(FY 2007)
http://www.tataelxsi.com

자료 : DATAMONITOR(2008)

2) 주요 사업 부문
Tata Elxsi의 사업 부문은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부문과 시스템 통합
(SI)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부문은 다시 임베디드 제
품

디자인(Embedded

product

design)

분야와

기계제품

디자인(Mechanical

product design) 분야, 버추얼 컴퓨팅 랩(Virtual Computing Labs) 등으로 세분되
어 있다.
표 2

Tata Elxsi 주요 사업 부문

구분
소프트웨어 개발 &
서비스
SI

내용
Automotive
Consumer electronics & multimedia
Wireless communications
기계 제품 디자인(Mechanical product design)
버추얼 컴퓨팅 랩(Virtual Computing Labs)
시스템 통합(SI)

임베디드 제품 디자인
(Embedded product design)

자료 : Tata Elxsi 홈페이지

2007 회계연도 매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부문이 6,500만 달러의 매출
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부
문에서는 임베디드 제품 디자인 부문이 70% 가량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제품 디자인이 9%, 버추얼 컴퓨팅 랩이 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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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통합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과 평균보다 낮은 성장세로 인해 전체 매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Tata Elxsi는 자동차, 가전, 반도체, 네트워킹 및 컨버전스, 스토리지, 통신, 엔터테
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매출구조
Tata Elxsi는 2007 회계연도에 7,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30.7%
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2006 회계연도에도 매출이 전년대비 26.9% 증가해 성장
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ta Elxsi는 2008 회계연도에서도
1억 8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07년 대비 41% 증가하는 고 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Tata Elxsi의 높은 성장세는 임베디드 제품 디자인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에서 호조
를 보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Tata Elxsi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매출을 미
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권역에서 거두고 있어 인도 아웃소싱 기업들이 보이는 미
국 시장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있다. Tata Elxsi의 권역별 매출 비중은 미국과 일
본이 각각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임베디드 제품 디자인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07 회계연도에 5,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이러한 성장세는 WiMAX, Digital TV 등의 신규
OEM 수요에 힘입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규 공략 시장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시장은 Tata Elxsi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 임베디드 디자인 서비스 수요처로 그 중요도가 더해지고 있다.
기계제품 디자인 부문은 2007 회계연도에 675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최근
일본 및 유럽지역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3D 디자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Tata Elxsi의 사업 부문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신설된 비주얼 컴퓨팅 랩 부문 역시
2) INR(India Rupee) = 0.025 달러로 환산
3) 임베디드 제품 디자인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자동차, 가전, 멀티미디어, 모바일 분야에서 전체 매출의 75%를
달성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자동차 제어시스템 디자인 및 디지털카메라/IPTV, 셋탑박스 등의 OEM
용 SW개발툴 지원 등이 있다.
4) 인도 Tata motors 군용트럭의 디자인을 Tata Elxsi가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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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2007 회계연도에 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09 회계연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성장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Tata Elxsi의 연도별 매출 실적 및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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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ata Elxsi Annual Report, 2007 / Networth stock broking, 2007 재구성

한편 Tata Elxsi의 시스템 통합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4% 줄어든 1,140만 달러를
기록했다. Tata Elxsi는 시스템 통합 부문 시장 공략에 있어 매출 확대보다는 수익
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시스템 통합 사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솔루션 공급 사업에 초점을 맞춰 TV 채널 및 스튜디오를 겨냥한 디지털 비디
오 및 방송 솔루션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4) 주요 성장 동인 및 전망
오프쇼어링 틈새시장 공략
Tata Elxsi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오프쇼어 아웃소싱을 핵심 비즈니스 모
델로 삼고 있다. 인도의 여타 IT기업들 역시 오프쇼어 아웃소싱 모델을 가져가고
있으나 Tata Elxsi는 WiMAX, 디지털TV 등 신기술 기반의 신규 시장을 겨냥해 제
품 엔지니어링 아웃소싱을 제공함으로써 고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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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급인력 확보와 Tata Elxsi는 GlaxoSmithKline, Johnson & Johnson, Reckitt
Benckiser, Akai, Whirlpool, Land Rover, CavinKare, Jaguar, Toyota, Ford 등
의 시장 선도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신규 사업의 성공
오프쇼어링 아웃소싱 모델이 인도 IT기업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한다면, 비주얼 컴퓨팅 랩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영화 및 엔터테인먼
트 시장 공략은 매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비주얼 컴퓨팅 랩은 신생 부서임
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비스 매출의 6%를 차지할 만큼 바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으로 시각효과 및 애니메이션, 광고 콘텐츠 제작
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주얼 컴퓨팅 랩 부문은 2008 회계연도에 2007 회계연도
대비 97%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체 서비스 매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
인도 오프쇼어 아웃소싱 업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저렴한 비용과 고품질의 인력이
우선 거론되지만, 최근 들어 인도 아웃소싱 기업들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Tata Elxsi는 2006년에 2,700명에 달하던 인력을 2007년에 거의 2배에 가
까운 5,000여명으로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특히 제품 엔지니어 부문의 고급 기술
인력을 1,800여명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급성장이 예
상되는 가전 부문 임베디드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I부문의 ‘수익성 제고’ 관건
Tata Elxsi는 시스템 통합(SI) 부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위해 솔루션 통합 비즈니
스를 강화해가고 있다. 전통적인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는 마진이 낮고 수요 또한
감소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솔루션 통합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최근 들어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 수
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시스템보다는 솔루션 통합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고객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Tata
Elxsi는 시스템 통합 부문의 인력도 크게 충원했다. 하지만 인력 보강 후 솔루션 통
합 비즈니스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할 경우 수익성은 더욱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5-

SW 산업동향

2. HCL Technologies
1) 기업개요
HCL Technologies(이하, HCL)는 인도 국적의 오프쇼어 아웃소싱 서비스 전문업
체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서비스, 인프라스트
럭처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HCL은 미국과 유럽, 아태지역, 일본 등을
거점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본사는 인도 Utta Pradesh에 위치해 있다.
현재 16개국 현지 사무소를 통해 금융 서비스, 리테일 & 소비자, 생명과학 & 헬스
케어, 우주항공, 자동차, 반도체, 통신, MPE(Media Publishing & Entertainment)
등의 산업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HCL은 2007 회계연도에 15억 달러의 매출
을 기록했으며, 4만 2,0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해 인도 Top 5 기업에 속하는 대형
IT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3
회사명
CEO
설립년도
본사
주요사업
직원수
회계연도 결산일
매출액
홈페이지

HCL Technologies 기업 개요
HCL Technologies
Shiv Nadar
1976년
A-10/11, Sector 3 Noida Utta Pradesh 201 301 IND
IT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4만 2,000여명
6월
15억 달러(FY2007)
http://www.hcltech.com

자료 : HCL Technologies Annual Report 2007, Datamonitor 2007

HCL은 대형 IT아웃소싱 전문기업인만큼 다수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2006년에 영국의 DSG와 당시로서는 인도 최대 아웃소싱 계약인 3억 달러의 계약
을 체결했으며, 2006년 말에는 보험사 최대 오프쇼어링 계약으로 꼽히는 영국계
보험사 Skandia와의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HCL은 2006년에만 DSG
와 Skandia 외에 Celestica, Teradyne, Autodesk 등과의 대형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HCL은 2006년 인도 내 "Best Performing IT Services Firms" 업체로 선정
되었으며, 2007년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에서 IBM, 액센츄어,
EDS 등을 제치고 1위 업체로 선정되는 등 IT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의 강자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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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다.
표 4

HCL Technologies 주요 연혁

년도

주요 활동

2007년

HP와 공동 BPO 디비젼 IT 성능 보장 위한 IT 관리 프로그램 개시
사우디아라비아 AEC와 IT 구현 프로젝트 계약 체결

2006년

약국용 eCompliance 발표, MS와 전략적 제휴

2003년

영국 컨설팅 업체 m.a 파트너스와 합작사 설립

2002년

미국내 IT 서비스 업체 Gulf Computer 인수, 존스 어패럴 그룹과 전략적 연합 구성

2001년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 Apollo Contact Centre 인수, 미 컴퓨테크와 HEC 합작사 설립

2000년

Trust, KLA, GTech 등 은행과 계약 체결

1998년

일본, 홍콩, 호주, 뉴질랜드 시장 공략 개시

1997년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등 지사 설립

1994년

HCL Technologies SW업체 분사

1991년

HP와 파트너십 계약 체결

1985년

HCL 아메리카 캘리포니아에 설립

1981년

인도 첫 IT교육기관 NIIT 설립

1980년

첫 해외지사 싱가폴 설립

1976년

Hindustan Computer Limited(HCL Ltd) 설립

자료 : DATAMONITOR 2007

2) 주요 사업 부문
HCL의 사업 부문은 크게 소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services)와 비즈니스 프로
세스 아웃소싱(BPO)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소프트
웨어 서비스 부문은 제품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유사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로,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의 순환 주기 디자인, 개발, 테스트, 구현, 유지, 통합, 업그
레이드 등을 지원한다.
HCL의 BPO 서비스는 HCL이 중점을 두고 제공하는 전략적인 사업 영역으로 은행
및 보험, 제조, 소비재, 통신 분야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멀티채널
계약 관리와 백오피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HCL은 BPO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수집, 판매 및 마케팅, 기술 헬프데스크, 고객 케어 등의 프론트
오피스 서비스와 음성 및 웹기반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CL BPO 서비스
는 인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북아일랜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서비스 부문은 고객 IT환경의 가용성과 보안성, 신뢰성 등을
최적화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IT 인프라스트럭처
의 가용성과 성능을 최적화 하는 자체 툴을 제공하고 있다. HCL의 인프라스트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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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원격 IT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서비스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HCL의 기술력은 자체 조직한 전문화된 오프쇼어 개발 센터에 의해 축적되고 있으
며, 오프쇼어 개발 센터는 인도 내 Bangalore, Chennai, Gurgaon, Noida 등에 위
치해 있다.
표 5

HCL Technologies 사업 부문 및 제품 라인업
구분

사업 부문 및 라인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Custom Application Services
Engineering and R&D Services
Enterprise Application Services
Enterprise Transformation Services
IT Infrastructure Management
Aerospace
Automotive
Financial Services
Government
Hitech
Life Sciences & Healthcare
Media & Entertainment
Retail & Consumer
Telecom
Travel, Transportation & Logistics

Business Line

Industry Sector

자료 : HCL Technologies 홈페이지

3) 매출구조
HCL은 2007 회계연도에 15억 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54.5% 증
가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에도 지속돼 2008년 회계연도의 매출은 18억
4,800만 달러에 달해 2007년 대비 2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CL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세계적인 오프쇼어 아웃소싱 시장의 성장과 HCL의 산
업별

고객

확보

전략에

따른

고객군

확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Macquaries Research 보고서에 의하면 HCL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되며, 매출 증가폭은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시자의 성장세와 BPO 사업의 도약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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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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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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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CL Technologies Annual Report 2007, Edelweiss 2007

4) 주요 성장 동인 및 전망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
HCL은 아웃소싱 시장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적고
시장규모는 큰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춰 연평균 25% 이상
의 성장세와 빠른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다. HCL은 레거시 네트워크 관리 분야에
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을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한 HCL은 HCL은 산업별 서비스 라인업을 갖추고 이들 시장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고객 다양화 및 고객층 확대에 성공하고 있다. 그 결과 대형 거래를 다수 성사시키
고 있다. HCL은 2006년 2억, 3억 달러의 계약을 2건 체결했다.
균형 잡힌 서비스 포트폴리오
HCL은 전 사업 영역에 걸쳐 경쟁사에 비해 고른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HCL
은 BPO 13%, CADM(고객애플리케이션개발 및 관리) 37%, IMS(인프라관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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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13%,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13%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보이고 있다.
반면, Infosys나 TCS, Satyam 등 주요 경쟁사들은 신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BPO나 IMS의 매출 비중이 5~10%에 불과하고, 50~60%의 매출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HCL은 신규 시장으로 부각되
고 있는 영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
인 성장세가 구현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편중 현상 완화
HCL은 미국 이외 지역의 매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편중 현상이 점
차 완화되고 있다. 2007 회계연도에 미국 이외 지역의 매출 성장세는 전년 대비
62%에 달하며, 이는 HCL 평균 성장률인 43%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HCL의 미국 지역 매출 비중은 전년 60%에서 2007 회계연도에는
5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지역의 계약 건수가 증가하면서 더욱 가속
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 과열 및 환율 문제가 관건
HCL은 아직까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기의 침체와 대형 거래
성사 이후 마진율 유지 실패, 경쟁사 증가에 따른 가격 인하 압력, 달러 및 유로화
에 대한 루피화의 환율 문제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5) 국내에의 시사점
Tata Elxsi와 HCL Technologies의 높은 성장세는 임베디드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고 있는 국내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와
인도의 기업의 규모, SW 및 IT 시장 환경 및 제반 조건 등은 크게 다르지만 전세
계 임베디드 시장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베디드 SW는 단순한 용역개발의 형태는 넘어서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기
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합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전환 중이며, 이에 따라 수익모형도
하청.용역이 아닌 라이센스 기반의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미래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고가가가치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임베디드 시장은
여타 SW시장과는 달리 시장을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국가 등이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주요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각기 장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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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Tata Elxsi와 HCL Technologies의 사례는 통신과 자동차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임베디드 SW산업의 발전을 위
한 새로운 전략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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