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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
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의
경제사회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즉 코로나 사태가 초래
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
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OECD가 제시한 디지
털 전환의 7가지 속성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
와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전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며, 디지털 전환이 거스
를 수 없는 대세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간략히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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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디지털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이나 꾸준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의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backbone network)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
다. 중남미의 디지털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
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률은 66.7%로 선진국(86.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평균(51.4%)이나 개도국 평균(44.4%) 수준을 크
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2명과 72
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속도
는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비
싼 편이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
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산업이나 ICT 산업의 디지털화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농업과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상거
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Tecnolatinas)의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에는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 수가 1,005개에 이르고 있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수는 28개로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 26개국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등 디지털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나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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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디지털격
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
라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편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 SNS 사용 시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중남미 주요국들은 UN의 전자정부 평가 또는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행정
서비스 처리 시간은 평균 5.4시간에 이르며,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중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 2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들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7년간
중남미의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액은 총 1,201억 달러로 추정된
다.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사회 각료회의를 통해 중남미 지역 차원의 디지털 전
환 실행계획(eLAC 2022)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4장에서는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브
라질의 디지털 연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
신망과 국내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며, 국내 광케이블망 확대에 힘
입어 광케이블 백홀망 서비스를 받는 도시의 비중도 82%까지 증가했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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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
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률은 74%로 세계 평균(51.4%)을 크게 상
회하고 있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5.7명과 97.4명으로 세계 평
균(15.2명과 75명)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현황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생산 부문의 디
지털화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앞선 편으로 평가된다. McKinsey의 평가에 따
르면 브라질 리더 기업들의 디지털 성숙도 평균 점수는 66포인트로 글로벌 리
더 기업의 평균 점수(6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
털화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0주 만
에 10년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는 물론 개도권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스
타트업의 메카로 평가된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브라질의 스타트업 수
는 2,500개에서 1만 3,300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가 폐쇄된 기간에 87%의 교육기
관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부문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위계층(AB) 학생 중 89%가 원격교육에 참
여한 데 반해, 저소득계층(DE) 학생은 이 비중이 71%에 그치는 등 디지털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보건 부문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브라질 하원이 원격의료 규정을 완화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130만 건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2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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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브
라질에서 SNS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업무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수준도 세계
선두권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도
를 도입(1996년)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화에 앞선 국가이다. 브라질은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
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6위를 차지했고, 브라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브라질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2021년 11월에 5G 주파수 입찰을 성공리에 종료함에 따
라 2022년부터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브라
질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의 금지를 요구했던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5G 사
업 수주업체들의 연방정부 전용 통신 네트워크 건설 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
은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E-Digital)’이다. E-Digital 전략은 크게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enabler)과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멕
시코의 디지털 연결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멕시코의 국제통신망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주로 육상 광케이블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국가 백본망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매 통신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
영 전력회사 CFE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백본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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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접근성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콜롬비
아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률은 70.1%
이며,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7.3명과 79.9명으로 세계 평균(15.2
명과 75명)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둘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
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와 유통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
히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대통령 집권기에 창업지원센터(INADEM)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했고, 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집권 이후 INADEM이 해산되었으나 민간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스타트업 창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된 이후 멕시코의 비대면 수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TV를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했고,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단일정부 포털(gob.mx)
을 운영하고 있고, 출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등 디지털 행정서
비스 개선에 성과를 보여왔다.
셋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조가 AMLO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
뀌었다.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여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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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국가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국가디지털전략도 국가 주도
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디
지털 접근성은 중남미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67%로 중남미 평균(66.7%)과 같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유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5.7명과 63.6명으로 유선은 세계 평균(15.2명)
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선은 세계 평균(75명)과 중남미 평균(72명) 그리고 개
도국 평균(65.1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
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저조하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중소기
업의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즈니스에 변화가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디지
털 기술의 도입과 원격근무라고 답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도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문의 디지털
화 수준은 높지 않으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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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 건
수가 급증하는 등 보건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나, 디지털 격
차 문제로 인해 교육 부문에서는 전체 학생의 13%만이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
털 방식의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
가에서 한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성과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
터 개방,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 구축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셋째, 콜롬비아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5G 차세대 통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 상용화보다 4G 적용 범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서 5G 서비스 상용화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관련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과제와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수출, 투자, 개발
협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
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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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둘째,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과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정부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업의 협력과제와 정책
적 시사점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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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이 지능정보사회(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정보혁명은 산업사
회를 정보사회로, 산업경제를 지식경제로 변화시켜왔다. 21세기 들어 인공지
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
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초고속통신 등 디지
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이 급변하고 있다. 사람은 물론 모든 장
치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이렇게 연결된 사람과 장치들이 생산해내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다수의 서버 컴퓨
터를 연결해서 분산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초고속 대용
량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차세대 통신기술의 발전이 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
사회로, 지식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정보의 축적, 처리,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해지는
사회이다. 이 정보사회에서는 토지·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지
식 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한다는 관점
에서 지식경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지능정보사회1)는 지능
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
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의미한다.2) 여기에서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
1)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10일부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정보화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능정보화나 지능정보사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정의)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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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
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3) 한편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
로 지식이나 정보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지
식경제보다 데이터 경제(또는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요약하면 21세기 들어 세계는 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지식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또는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동
요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증강현
실, 자율주행자동차, 로봇·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블록체인, 5세대(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이다.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4)
이다. 디지털 전환은 지능정보사회와 데이터 경제(또는 디지털 경제)를 아우르
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는 디지털 전환을 “디
지털 자료화(digit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
적 영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추동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 경제사회
의 변화상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
고 신조어가 남발되지만, 초기 단계의 신기술은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도 있다. 신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 1980년대 한때 유행했던 유전공학5)이나 2000년대 초 황우석 박사의 배
3)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정의) 제6항.
4) 2017년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에서 채택한 융합/사회/인공지능 부문의 신조어이다.
5) 1980년대 초반 언론은 연일 ‘유전공학이 여는 미래’와 같은 특집기획을 보도했고, 여기에는 ‘뿌리에는
감자가,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포마토’라는 미래식물로 인해 식량생산이 증대되며, 암을 비롯한 불
치병을 치료하는 마법의 약물로 불로장생을 누린다는 지금 기준으로도 충분히 공상과학소설처럼 들릴
기사들이 언론에 연일 이어졌다. 그리하여 1982년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유전공학연구조합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1983년 정부에 의해 ｢유전공학육성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입법화되었으며 1985
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는 부설 유전공학센터가 설치되었다. 또한 전국 10여 개 대학에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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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줄기세포 파동, 2021년 의사보다 더 뛰어나다던 IBM의 인공지능 왓슨 매
각6) 발표 등은 인공지능사회와 디지털 경제의 도래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지어낸다.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추동하는 핵심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주창했던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는 4차 산업
혁명이 언제 도래7)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
할 것이고 3차 산업혁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슈바프가 주장한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도래할 미래
경제사회의 변화이고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
술이라는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 이외에도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
한 수용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수용되고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유용성은 물론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 및 사회 활동의 변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지에 대해서도 논
쟁이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자동화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
는 우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은 포
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즐비하다.
코로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 추세보다 변화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코

유일의 학부과정 ‘유전공학과’가 설치되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유전공학’의 밝은 미래에 현혹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전공학자’를 선망의 직업으로 삼았다. ｢포마토와 4차 산업혁명｣(2017. 6.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2).
6) ｢원조 AI헬스케어 IBM ‘왓슨헬스’…이대로 무너지나｣(2021. 2. 26),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12).
7)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2차 산업혁명은 1879년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시작되었다고 적시
했으나, 정작 4차 산업혁명의 시작 시점은 공란으로 놔두었다.
산업혁명 구분

시기

내용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1784년
1879년
1969년

증기, 기계생산
전기, 노동분업, 대량생산
전자, 정보기술, 자동생산

4차 산업혁명

?

사이버·물리 시스템

자료: Schwab(2016), 재인용: 김대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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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널리 보급되었고, 사이버 세상에서의 디지털 데
이터 트래픽도 폭증했다. 사람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요당하면서 온라인 비
대면 활동이 증가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장치와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
로 이어졌다. 온라인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온라인 보건의료 등이 일상화되면
서 디지털 장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문화에 익숙지 않은 기
성세대들까지도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
의 경제사회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
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코로나는 다
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evide)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시키고 있
다. 디지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선진국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개도국들은 경제
사회 활동의 위축으로 선진국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도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보건위기와 경제사회 위기를 겪었
고, 이 기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부
터 정보사회의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화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 들
어서는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의 변화,
즉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왔다.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현황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국가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구
축 수준에 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서 앞선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 정부들의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수준
은 세계 선두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이 선진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중남미 국가 간의 차이도 매우 크다. 대체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과 디지털 전환 수준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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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은 대개 디지털 전환 수준도 초기 단계에 머물
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디지털 전환의 성숙도에 따라 디지털 전환 정책의 내용
이나 우선순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세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켰고, 포
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추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이 시대의 대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며,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이 진
행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기회가 창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사업과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디
지털 사회 부문에서의 다양한 사업기회와 협력수요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
원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장려를 위해 국내시장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동시
에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중남미와 우리나라는 호혜적 협력 가능성이 크고 우
리 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나 기
업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사업 성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
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중남미와의 디지털 전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남미의 디지
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남미 전체 수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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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더불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
다. 이러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상호 호혜적이고 실
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남미 전체 또는 개별 국가와의 디지털 전환 협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
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이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의 대중남미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출전
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과 중남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문헌을 심층 분석했다. OECD,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중남
미개발은행(CAF),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등 국제기구와 분석대상 중
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기관들의 자료를 입수해 심층
분석했다.
둘째, 중남미 디지털 전환 관련 국외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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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에서 중남미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투융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역,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주개발은행이 공동으로 니카
라과에 설립·운영 중인 ‘중남미 ICT 교육센터(CEABAD)’의 전임 부소장 등 중
남미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화상회의를 실시했고, 콜롬비아에
진출해 있는 디지털 전환 관련 우리나라 현지법인 책임자와의 심층 면담을 실
시하여 그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학계의 중남미 전문가 및 디지
털 전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디지털 전환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현황,
개발협력 실태, 우리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 중남미의 협력 잠재력 및 유망협력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연구에 반영했다.

나. 연구대상 국가
본 연구는 중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와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중남미 국가들 중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수준과 디지털 전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우리나라와의 협
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국별 분석을 실시했다. 즉
국별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수준과 디지털 전
환 성숙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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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남미 국별 인터넷 사용 인구수(2019년 기준)
(단위: 백만 명)

자료: Statis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중남
미 국가들 간의 격차가 큰 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인터넷 사용
인구수와 인터넷 이용률이다.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중남미의 인터넷 사
용 인구수(2019년 기준) 4억 3,126만 명 가운데 약 75%가 브라질(1억 6,000
만 명), 멕시코(9,200만 명), 아르헨티나(3,600만 명), 콜롬비아(3,500만 명) 4
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 이용률(2019년 기준)도 중남미 평균이 66.1%
로 세계(51.4%)나 개도국(44.4%)과 비교해서 양호한 수준이나, 브라질·아르
헨티나·칠레·코스타리카·우루과이 등이 80%를 상회하는 반면 온두라스·니카
라과·과테말라·엘살바도르·쿠바 등은 50%를 하회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과 디지털 전환 성숙도는 대체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이며, 디지털 전환 성숙도 역시 중남미 국가 간 격차가 크다. 따라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과 디지털 전환 성숙도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는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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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칠레·우루과이·코스타리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최
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중 경제규모가
큰 3개국(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을 국별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다. 연구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의 정의
와 디지털 전환의 속성 및 정책 프레임워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상 등에 대해 간략히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 현황, 디지털 전환 현황 그리고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는 디지털 연결성과
디지털 접근성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현황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은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와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그리고 중남미 스타트업 기술기업 현황으로 분석 범위를 제한한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현황은 중남미의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인 교육과 보건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으로 분석 범위를 제한한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
환 현황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그리고 온라인 시민참여 현황
에 국한하여 분석한다.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중남미의 5G 이동통신 도입 정책과 중남미 지
역 차원의 디지털 어젠다(eLAC 2022) 그리고 중남미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
책을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제4~6장에서는 각각 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에 대해 분석한다. 중남미 3개국에 대한 국별 분석 내용과 범위는 제3장과 같
다. 즉 디지털 인프라 현황, 디지털 전환 현황 그리고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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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분석하며, 각각의 세부 주제별 분석 내용과 범위도 제3장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의 디지털 전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우선 우리나
라와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우
리나라 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림 1-2. 연구의 구성

1. 서론
↓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
↓
3.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
중남미 3개국 국별 분석
(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
4. 브라질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5. 멕시코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6. 콜롬비아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
7. 한국·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출현했고, 디
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8)도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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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in Latin America)’
을 주제어(keyword)로 하는 국내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중남미 ICT
인프라, 온라인 시장, 정보보호 시장 등 디지털 전환의 일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보고서가 소수 존재할 뿐이다.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대표적 국내 선행연구로는 미래창조과학부
(2016)의 중남미 지역 ICT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추진전략 연구, KOTRA
(2015)의 중남미 주요국 온라인 시장현황과 우리 기업 진출전략, 한국인터
넷진흥원(2019)의 2019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시장동향 조사 등이 있다. 미
래창조과학부(2016)는 볼리비아·파라과이·엘살바도르 3개국을 중점국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ICT 관련 법·제도, 조직, 개발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KOTRA(2015)는 중남미 온라인 시장 현황과 특징 그리고 우
리 기업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부록에서 브라질·멕시코·칠레·콜롬비아 4
개국의 온라인 시장 현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
원(2019)은 멕시코·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페루·과테말라·엘살바도르 6
개국의 정보보호 산업 개관과 정보보호 시장 및 융합보안 시장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 대부분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경제사
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중남미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8) 디지털 전환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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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가. 디지털 전환의 정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했지만, 디지
털 전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고, 학자나 연구
기관 또는 경영컨설팅회사들에 따라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디지털 전
환이라는 용어는 2004년 스웨덴 우메오대학의 에릭 스톨터만(Erik Stolterman)
교수의 ‘정보기술과 좋은 삶’(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Good life)
이라는 에세이에서 처음 등장했다. 여기에서 에릭 스톨터만 교수는 디지털 전
환이란 “디지털 기술이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9)라고 정의했다. 이 글에서 에릭 스톨터만 교수는 정보기술에 관한 연구
자들은 정보기술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는 비판적 입장(a critical stance
against unreflective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을 견지해
야 하며, 정보기술이 인간의 좋은 삶에 기여(how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 in service of the good life)할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에릭 스톨터만 교수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IT 인공물
(IT artifacts: 컴퓨터, PDA, 앱, 모바일폰 등)과 현실(reality)이 혼합되는 디
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보기술이 잘못 사용되면 인간의 좋은 삶
(good life)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소외의 문제를 야기하는 ‘장
치의 패러다임10)(Device Paradigm)’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9) Stolterman and Fors(2004), p. 589, “The digital transform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changes that the digital technology causes or influences in all aspects of human life.”
10) 장치의 패러다임(device paradigm)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몬태나 대학(Montana University)
의 기술철학자 알베르트 보르그만(Albert Borgmann)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기술의 집합체인 장
치-기계류와 그 기술의 산물(commodity)로 구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간 삶의 모든 맥락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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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연구자들은 부분에 집중하느라 전체를 보지 못하거
나 인간의 좋은 삶에 기여하지 못하는 산물(commodity)11)인 기술적 인공물
(technological artifacts)만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인간 중심
의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의 개념을 정보기술 연구의 중요한 토대
(critical stance)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정보기술
의 발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장치의 전환(Device
Transformation)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4년 에릭 스톨터만 교수가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기술이 초래하는 인간
삶의 변화로 정의하면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기술 연구를 주장한 반면, 경영컨
설팅회사들은 고객 경험 및 참여의 강화, 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
술의 도입 및 활용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전환
을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인데,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효
율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전통기업이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transformation)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이라는 신조어에서 전환(Transformation)은 점진적인
이행 과정을 의미하는 전환(Transition)과 달리 급격한 변환 또는 완전한 탈바
꿈을 의미한다. 즉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에서 ‘Transition’과 달리

단과 목적이 분리되고 좋은 삶을 위해 중요한 초점 사물과 행위(focal things and practices)가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르그만 교수는 인간의 좋은 삶(good life)에 기여한다는 기술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생산 과정은 자동화하더라도 인간의 지식과 미적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노동집약적
인 생산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르그만 교수의 장치의 패러다임 개념은 현대기술이 모든
존재자를 부품으로만 드러나게 한다는 ‘닦달(Gestell)’의 개념을 제시한 하이데거 교수의 기술철학을
계승·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이데거와 보르그만 교수의 기술철학에 대한 상세 내용은 손화철
(2016) 참고.
11) 여기서 산물(commodity)이란 아무런 특성이 없고 단순한 효용만 제공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철광석이나 호주에서 생산하는 철광석은 품질에 차이가 없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산물(commodity)이다. 기술철학자인 보르그만 교수는 중앙난방시스템이 제공하는 열기나 패
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가공식품 등을 장치가 제공하는 산물의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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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Transformation’은 한국어로는 동
일하게 ‘전환’으로 번역되더라도 함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Transformation
의 함의는 변화가 매우 빠르고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이
나 기업 또는 국가가 경제사회 활동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물학적 어원상 Transformation은 유전형질이 다른 유전자가 포함된 DNA
가 원래 세포에 침투해 기존의 DNA와 결합하여 새로운 유전적 형질을 갖는 세
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을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종의 생명체로
간주한다면 디지털 전환은 전통기업에게 디지털 DNA를 결합시켜 새롭게 변
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요약하면, 에릭 스톨터만 교수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
중심의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디지털 전환을 정의했
다면, 경영컨설팅회사들은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서두르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강조의 의
미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2-1]은 경영컨설팅회사들
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표 2-1. 민간 기업과 단체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
기업 및 단체
Bain&Company

정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게임의 법칙을 근본적으
로 뒤집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

AT Kearney

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획기
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활동

PWC

기업경영에서 디지털 소비자 및 에코시스템이 기대하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 및
운영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Microsoft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수용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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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기업 및 단체
IBM
IDC
세계경제포럼
(WEF)

정의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Transform)시
키고 신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
고객 및 마켓(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고 주도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디지털 기술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
키는 것

자료: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7), p. 5.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으로 촉발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21세
기 들어 움직이는 컴퓨터의 일종인 스마트폰의 도입(2007년)과 이동통신기술
의 발전12)과 더불어 빠르게 진화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
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블록
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신생기업들(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전통기업들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
하면서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활용을 강조하는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키워드가 대거 등장했다.
특히 2015년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
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2016
년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언한 후에는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
명이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영컨설팅회사인 디지털이니셔
티브그룹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
고 여타 연구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한 디지털 기술의

12) 이동통신은 1984년 음성통화가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의 1G에서 1996년에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
지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2G 그리고 2002년과 20011년의 3G와 4G를 거쳐 2019년에는 전송
속도 20Gbps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대용량 이동통신이 가능한 5G까지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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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와 적용범위 확장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일자리, 복지 등 사회구
조의 변화까지도 발생하는 바, 디지털 전환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주장
한다.13) 이처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다 보니 오픈소스 기
업의 대표주자인 레드햇(Red Hat)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업계의 표준 정의는
없다고도 말하고 있다.14)
그러나 디지털 신기술의 빠른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추동하고 있
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디지털 전환이 세계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국제기구
인 OECD는 2017년부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개도국들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자료화
(Digit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경제사회적 영향15)’으로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자료화(Digitizaion)는 아날로그 자료의 기계가 판
독 가능한 디지털 자료화를 의미하며, 디지털화(Digitalization)은 디지털 기
술과 데이터의 활용에 영향을 받는 경제사회 활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OECD
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경영컨설팅회사들보다 에릭
스톨터만 교수의 정의와 유사한 광의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정
의를 차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디
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13) 김준연, 유재흥, 박강민(2017).
14) Red Hat 홈페이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15) OECD(2019a), p. 23, “Throughout this report, digital transformation refers to the economic
and societal effects of digitization and digitalization. Digitization is the conversion of
analogue data and processes into a machine-readable format. Digitalization is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and data as well as their interconnection which results in new or
changes to exis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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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전환의 속성과 정책 프레임워크16)
디지털 전환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
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분류되
고, 기술의 빠른 변화와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과 디지
털 전환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OECD는 2017년부터 디지털 전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2019년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화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의 종합 보고
서인 ‘디지털화: 정책 구상, 삶의 개선(Going Digital: Shaping Policy,
Improving Lives)’을 발표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전환의 특성
과 개별 국가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OECD는 디지털 신기술, 데이터의 중요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7가지 특
성(vector)을 제시했는데, 디지털 신기술로는 사물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
5G,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고성능 컴퓨팅 및 퀀텀
컴퓨팅을 제시했다. 데이터17)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 생태계가 데이터에 의
존하고 있어 데이터를 중요한 자원 및 가치의 원천18)으로 이해하고, 데이터의
소유권, 데이터의 흐름 및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데이터의 집중 및 격차 등
에 관한 정책 과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의 주요 7가지 속성으로는 ① 다량의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

16) OECD(2019a). “디지털화: 정책 구상, 삶의 질 개선(Going Digital: Shaping Policy, Improving
Lives)”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7)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규엽 외(2019), pp. 30~41 참고.
18) UN(2020), p. 145.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2018년 33제타바이트(ZB)
에서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로 증가하고 이 중 49%가 공공 클라우드에 저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장치의 수는 세계 인구수의 약 10배인 750억 개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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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넓어진 범위 ③ 속도: 시간의 역동성 ④ 무형의 자본과 가치 창출의 새로운
형식 ⑤ 공간의 변화 ⑥ 최종사용자의 권한 강화 ⑦ 플랫폼 및 생태계를 제시했
다. OECD가 정의한 디지털 전환의 7가지 속성이 주로 디지털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생산성
제고 효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지만,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 그리고 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하
고 있다. OECD가 제시한 통합정책프레임워크(Integrated Policy Framework)
는 ① 접근성 ② 활용 ③ 혁신 ④ 일자리 ⑤ 사회 ⑥ 신뢰 ⑦ 시장개방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2-2. 디지털 전환의 주요 7가지 속성(Vector)
속성
다량의 자원을
1

요구하지 않는 구조
(Scale without mass)

2

넓어진 범위
(Panoramic Scope)
속도: 시간의 역동성

3

(Speed: dynamics of
time)

4

설명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특히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는 한계비용이 거
의 없다. 이러한 상품, 기업 또는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적은 수
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서도 빠르게 규모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디지털화는 많은 기능을 결합한 상품(예: 스마트폰)의 출현을 촉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상호 운용을 위한 표준을 통
해 상품, 기업 및 산업 전반에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디지털의 빠른 발전 속도는 제도의 발전 속도를 능가하고 이에 따
라 절차를 재편하고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든다. 또한 기술
은 현재를 쉽게 기록하고 과거의 탐색, 색인화, 재목적화, 재판매
및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

무형의 자본 및 가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같은 무형의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

창출의 새로운 형식

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센서는 기계 및 장비(예: 제트엔진, 트랙터)

(Intangible Capital and

를 새로운 서비스와 결합시킨다.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개인은 소

the New Sources of

유권의 본질을 변화시켜(예: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변화), 자신의 자

Value Creation

본을 수익화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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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속성

설명
무형의 특성 및 기계로 인코딩된 특성 덕분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5

공간의 변화

및 컴퓨터 자원을 어디에서나 저장 및 사용할 수 있고 가치와 장소

(Transformation of

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토·지리적 기반 커뮤니티 및 주

space)

권에 대한 전통적인 원칙도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적 특성은
지역 간의 재정거래(arbitrage)를 창출한다.

최종사용자의 권한 강화
6

(Empowerment of the
Edges)

옮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사용자는 메일링 리스트,
하이퍼링크 및 SNS를 통해 자신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혁신,
설계 및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및 생태계
7

인터넷의 ‘단대단’ 원칙은 네트워크의 지능을 중심에서 주변으로

(Platforms and
Ecosystems)

디지털 상호작용의 거래비용 감소는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
중 플랫폼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많은 시장에서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일부 거대 플랫폼은 다양한 수준의 통합, 상호 운
용성, 데이터 공유 및 개방성을 갖춘 독점적인 생태계로 발전한다.

자료: OECD(2019a).

표 2-3. OECD 디지털 전환 정책 프레임워크
분야
1

접근성

2

활용

3

혁신

4

일자리

5

사회

6

신뢰

7

시장개방

설명
브로드밴드 투자, 경쟁 촉진 및 투자 장벽 제거, 격·오지역 브로드밴드 구축, 데이
터 접근성 향상 등이 필요
다양한 인터넷 활동을 장려, 디지털 정부 구축, 기술의 채택 및 확산, 사회 주체의
ICT 역량 강화, 신뢰 강화 등이 필요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과학 및 디지털 부문 지원, 개방형 정부 데이터 활용,
정책 실험을 활성화하여 혁신 촉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비, 근로자 역량 강화, 근로자 교육 및 훈련 확대, 사회보
장제도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도구를 통해 환경보호 및 건강관리와 같은 집합적 문제
해결,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위험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 수립, 디지털 보안 위험 관리, 소비자 보
호 강화 등을 통해 신뢰 구축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국제무역 활성화, 투자 장벽 축소 및 금융시장 개방, 경쟁
촉진,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

자료: OECD(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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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해 보
인다. 딜로이트(Deloitte)는 개도국이 선진국 수준의 인터넷 접근성을 갖추게
된다면 생산성이 25%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그러나 세계은행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만으로는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디지털
배당(digital dividends)의 혜택을 고르게 향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World Bank(2016)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확산에 편승한 일부 인터
넷 기업의 성공담은 많은 반면,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 생산성 향상에 끼친 효
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범용기술20)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보완책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디지털 배당의 혜택을 소수가 전유하지 않고 다수가 고르게 향
유하기 위해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격차 문제의 해결이 선
결되어야 하며, 그다음으로 교통·에너지·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증
대, 무역 자유화, 디지털 플랫폼 간의 경쟁 촉진, 근로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아날로그 보완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즉 디지털 기술
의 도입과 활용이 생산성 증가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주장
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앞선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가 디지
털 배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들
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디지털화에 앞선 나라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9) Deloitte(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6).
20)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란 ‘국가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상 향상 등을 통
해 경제에 근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인쇄술,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이
범용기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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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가.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
코로나 사태라는 블랙 스완(Black Swan)의 출현은 세계 경제사회에 큰 변
화를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BC: Before Covid19)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vid19)로 나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
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은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 이전의
소득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OECD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9년 2.8%에서 2020년에는 –4.4%로 하락하고
세계 무역증가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에는 –11.9%로 감소했다.21) 사
회적으로는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인간의 물리적 이동이 감소하고 공동체
가치의 확산으로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밀레니얼 세대 중심의 언택트 문화가 기성세대를 포괄하는 주류 문화로 부상
했다.
정부의 역할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감소
하고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적 공
조보다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요 변화 중 기술적 측면에서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수용성 증가이다. 이와 함께 빅테크 기업의 경
제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디지털 첨단기술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21) OECD(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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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가짜뉴스와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요 이슈
로 부상할 전망이다(표 2-4 참고).

표 2-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요 미래예측에 대한 종합분석
주요 내용
대면 접촉(사회적 거리두기) 기피
개인보다 우선되는 공동체 주의
사회

전문가 위상의 변화(정치 → 과학자)
위험의 일상화
외식 감소로 홈 쿡 수요 증가
종교·예식 등 사회적 활동방식 변화
디지털 기술의 활용범위 확대
디지털 기술 수용압박 심화

기술

디지털 기술 혐오의 단기적 해소
가짜뉴스, 보안위협 심화
빅테크 기업 경제사회적 영향력 강화
디지털 첨단기술의 전략화 및 경쟁 심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본격적인 재구조화
도시화 둔화로 부동산 시장 변화

경제

바이오·헬스 시장의 재부흥
일하는 방식 다변화(유연, 원격 등)
산업현장 자동·자율화 확대
신자유주의 쇠퇴, 지역 중심 경제로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 증가
지역 중심 필수자원 가치사슬 재구조화

환경

대기환경의 재생 시작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수요 확대
도시화로 생태친화적 생활 촉진
식량자원의 직접 재배 가능성 증대
글로벌 리더십 부재
다극체제로 접어드는 글로벌 질서

정치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
자국중심주의, 反세계화 가치 확대
공공분야 첨단기술 적용 본격화
디지털 의회, 투표가 기준으로 발전

자료: 조성은 외(2021),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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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가 디지털 전환에 미친 영향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번
영을 가져왔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와 더불어 환경오염과 인간
의 소외22)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
서 최초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기술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박쥐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
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미
국과 영국 등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
고 있다. 물론 중국정부는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은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도 진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최초로 경고한 것은 캐나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블루
닷(BlueDot)이었다. 2019년 12월 31일 블루닷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을 이용하여 가장 빠르게 중국 우한 지역의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경고23)했는
데, 뉴스, 비행기 티켓 판매량, 인구구조, 기후변화, 동물의 숫자 등이 포함된
100여 개의 데이터 셋의 분석을 통해 중국 우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한 것이다.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보
다 1주일 빠르고 세계보건기구(WHO)보다도 10일 빠른 경고였다.24) 블루닷
의 신속한 코로나19 팬데믹 경고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디지털 신기술의
유용성을 확인해준 사례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22) 마르크스는 1844년 출판한 경제·철학 소고에서 ① 인간의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② 자기 생산활동
으로부터의 소외 ③ 종(種)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④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등 네 가
지 소외를 제시했다.
23) 블루닷의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질병 경고 시스템 블로그 및 언론보도나 항공
데이터, 동식물 질병에 관한 네트워크 등을 정밀 조사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위험 지대를 피하도록 클
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4) 한국연구재단(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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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시대의 화두이다. 코로
나19 창궐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코로나 기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고,25) Netflix,
Akamai 그리고 Youtube 등은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에 비디오 스트리밍 화
질을 낮추어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대응했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다.

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
인간의 삶은 점점 더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상(virtuality)과 현실(reality)이 뒤섞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일반화된 세상에서는 인간과 가상인간이 공존하고 가짜뉴스가 범람하기도 한
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가 진짜 인간이고 누가 가상인간인가를 구별하
기도 어렵다. 최근 보험회사 신한라이프는 가상인간을 광고 홍보모델로 발탁했
는데, 이를 접한 이용자들은 가상인간을 진짜로 착각했다고 한다.26)
디지털 신기술은 시공간을 넘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볼리비아의 여자 원주민 유투버가 볼리비아의 대자연과 원주민의 삶을 소개하
는 채널27)을 운영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안데스의 드넓고 광활한 자연의 경
관이나 그 안에 숨겨진 멋진 장소를 소개한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아이마라족
여자 촐리타(Cholita) 이사벨은 아마도 얼마간의 소득도 얻고 있을 것이다. 이
채널의 구독자는 너무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가보기 어려운 안데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다.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사례일 수 있다. 물론 유투버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도 막대

25) OECD(2020a).
26) ｢“다들 속았다?”…화제의 22살 ‘여성’ 누구길래｣(2021. 7.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27) “Cordillera de Los Andes Bolivia”(2021. 6.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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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익을 창출한다.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네트워크 효과에 힘입어 구글은 세계적인 대기
업으로 성장했다.
현실과 가상,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뒤섞이고 디지털의 영향력이 점차 더 커
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했지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미래상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AI) 채팅봇 ‘테이(Tay)’가 이용자들로부터 나쁜 말을 배우면서 인종차별적 대
화까지 하자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폐지한 사건이 있었다. 2018년에는 매사추
세츠공과대학(MIT)의 미디어랩(Media Lab) 연구팀이 사이코패스 인공지능
(AI) ‘노먼(Norman)’을 개발하기도 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따라서는 우리
가 원하지 않는 인공지능도 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
치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강조되기도 한다. 2019년에 EU는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발표한 바
있고,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인공지능윤리헌장28)을 제정·공포하기도 했다.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
인 측면은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대면을 피
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장점만큼이나 단
점도 많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인공지능이 이 문
제의 해결방법도 제시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기술은 인간의 좋은
삶에 기여해야 한다. 좋은 삶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술이라면 포기할 필요도 있
다. 그래서 인류는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그리고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기술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좋은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것이라서 안 하는 것이다.

28)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2019. 10.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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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인프라 현황
디지털 경제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통신이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핵심수단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선행되
어야 하며,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29)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연결성(connectiv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담보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은 디지털 전환의 전제조건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위
성과 해저 광케이블망30)이다. 광케이블은 대역폭이 기존의 동축케이블보다
100억 배나 넓고 전송 속도가 이론상 빛의 속도로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31) 이에 따라 1970년 미국 코닝(Corning)사가 저손실 광케이블을 개
발32)한 이후 새로 건설되거나 수명이 다한 동축케이블이 광케이블로 대체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위성과 해저 광케이블 통신의 비중이 거의 같았으나, 2000년
대 들어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로 데이터 수요가 커지면서 대용량의 데이터
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해저 광케이블의 비중이 높아졌다. 현재 전 세
계 데이터 트래픽의 95% 정도가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머지 5%
정도만 인공위성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인터넷 품질은 국가 간 해저 광
케이블과 국가 내 육상 백본망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33)
이 절에서는 중남미 디지털 인프라 현황에 대해 디지털 연결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디지털 연결성에서는 중남미의 국제통신망과 국별
29)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 이외에도 전력, 교통, 물류와 같은 전통적 산업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품 배송을 위한 기본적인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고, 전기가 없다면 통신망 접속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0) 우리나라는 1990년 한국, 홍콩,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HJK)의 개통을 시발점으로 광케이블
시대가 시작되었고, 2021년 현재 부산, 거제 그리고 태안에 총 9개의 해저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
31) 광케이블은 얇은 유리섬유로 빛을 운반하는 원리로 무제한에 가까운 대역폭을 지닌다.
32) Corning사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9).
33) ｢베트남-아태지역 인터넷 속도 11일 이후 정상화｣(2020. 6.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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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본망 구축 현황 그리고 중남미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연결성에 대해 살펴본
다. 디지털 접근성에서는 인터넷 이용률, 브로드밴드 보급률 그리고 인터넷 속
도 및 요금 수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디지털 연결성(connectivity)
1) 국제통신망 및 백본망 구축 현황
중남미의 국제통신망은 주로 해저 광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TeleGeography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 세계에 약 426개, 약 130만 km 길이
의 해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34) 중남미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
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5) 중남미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기 위해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과 더불어 해저 광케이블 증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Project
Finance에 따르면, 중남미의 해저 광케이블 증설을 위해 향후 5년간 10억 달
러 이상의 투자가 요구된다.36)
중남미의 해저 광케이블은 거의 모두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미국 마이애미가
중남미 국가들을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중남미와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의 허브 국가
는 브라질이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중남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신규 해저 광케이
블이 설치되었고 앞으로 3개의 해저 광케이블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중남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은 없다. 그러나 현재 칠
레가 태평양을 횡단하여 칠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 사업을 추진

34) Pérez-Tejada(2021. 6.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35) 미주 지역 전체로는 2017년에 4개, 2019년에 5개 그리고 2020년에 8개의 해저 광케이블이 신규로
개통되었다.
36) “Financing subsea cables in Latin America”(2020. 6.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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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19년 7월에 환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사업인 훔볼트
프로젝트(Proyecto Humboldt)의 사업타당성조사 입찰을 실시했다. 동 사업
타당성조사는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Group(TMG)과 WFN
Strategies가 수주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00만 달러이고 칠레 교통통신부와
중남미개발은행(CAF)이 자금을 지원했다.37) 동 사업에는 브라질·아르헨티나·
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 등 중남미 다수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남미를 세계와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체
는 아메리카모빌, 텔레포니카 등 다국적 민간 통신회사들38) 그리고 구글, 페이
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초대형 인터넷
기업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초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중남미에 자사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본사와 연결하기 위한 전용
해저 광케이블망을 증설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 간을 연결하는 해저 광
케이블이나 육상 광케이블 구축은 주로 민간 통신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37) IDB(2021a), p. 30.
38) 중남미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 시기에 통신 부문을 민영화하는 한편, 통신시장 자유화와 경쟁체
제를 도입했다. 1988년에 칠레가 중남미 최초로 국영통신회사인 CTC의 지분을 해외 투자자에게 매
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단행한 이후 1990년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1991년 베네수엘라, 1994년
페루, 1998년 브라질 등이 통신 부문 민영화를 단행했다. 이후 중남미의 통신시장은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고, 현재 중남미 통신시장은 멕시코계 America
Movil(상표명 Claro)과 스페인계 Telefonica(상표명 Movistar)가 양분하고 있다. 민영화 초기에 다
수의 민간 통신회사들이 설립되었으나, 이후 합종연횡을 통해 현재 중남미 통신 부문은 소수 기업의 독
과점 시장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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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남미의 해저 광케이블망 구축 현황

자료: Submarinecabl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9).

글상자 3-1. 칠레의 환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사업 추진 현황
칠레 정부가 국가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구축사업
인 ‘훔볼트 프로젝트(HCS: Proyecto Humboldt)’에 우리나라의 KT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동 사
업의 주요 내용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남미와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총연장 2만 4,000km의 해저 광
케이블 구축이며, 총사업비는 약 6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칠레 세바
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칠레의 통신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 등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KT를 비
롯해 뉴질랜드 하와이키 케이블, 호주 텔스트라 그리고 칠레 현지 통신사 GTD, 클라로(Claro), 텔시
우스(Telxius) 등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사업비 분담과 광통신 수요 확대 등을 위해 인접 국가에 공동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회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밖에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의 기업
들도 합류할 예정이다.39) 한편 동 사업은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가 제안한 중국
상하이와 칠레를 연결하는 루트에서 일본 NEC가 제안한 일본 도쿄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거쳐
칠레로 연결하는 루트로 변경됐다. 동 사업의 본 공사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 주요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 공급업자는 미국 TE SubCom(약 40%), 일본 NEC(약 30%), 프랑스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웍스(약 20%) 등 3개 회사이며, 이들이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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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미국과 중국의 해저 광케이블 분쟁
2020년 9월 1일 구글과 페이스북은 5년째 추진해오던 ‘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PLCN:
Pacific Light Cable Network)’의 노선을 홍콩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변경했다.40) 미국 로스앤젤
레스와 홍콩,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총연장 1만 2,000km의 해저 광케이블 사업의 최종 기착지에
서 홍콩을 제외시킨 것이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PLCN을 적시하면서 안보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업 취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4월 미국정부는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CNP: Clean Network Program)’을 발
표했는데,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산 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해저 광케
이블41) 등이 중국의 정보수집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8
월 미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한 국가42)와 통신사43) 명단까지 공식 발표했고, 2021년 7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기업의 통신장비를 철거하기로 확정했다. 미국이 주창한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이다.44)

해저 광케이블이 국가 간의 연결을 담당한다면, 국가 내에서의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은 대부분 육상 광케이블망(백본망45) 또는 기간망)을 통해 이루어진
다. 중남미 국별 백본망은 통신시장 경쟁구조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의 백본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남미는 국토면적이 넓고 산악지형이 많다는 지리적 특
성 때문에 전력 송배전망과 마찬가지로 전 국토를 포괄하는 국가 백본망 구축
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은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터

39) ｢칠레, 국가통신망 현대화사업 추진｣(2021.7.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9).
40) ｢구글과 페이스북은 왜 해저케이블 기착지에서 홍콩을 배제했을까?｣(2020. 9. 1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19).
41)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주요 해저 광케이블을
해킹해서 세계 주요국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의 문자, 전화통화, 인터넷 검색, 채팅, 앱 사용 내용 등을
감청해왔다. ｢美, 스노든 폭로 뒤에도 메르켈 등 유럽 우방국 정치인 감청｣(2021. 5. 3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2).
42)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노르웨
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베트남 등 20개국이다.
43) 프랑스 Orange, 인도 Jio, 호주 Telstra, 한국 SK와 KT, 일본 NTT, 크로아티아 흐르밧스키 텔레콤
(Hrvatski Telekom), 에스토니아 Tele2, 아일랜드 Three, 라트비아 LMT, 네덜란드 보다폰 지고
(Vodafone Ziggo), 폴란드 Plus, 싱가포르 싱텔(Singtel), 덴마크 TDC, 영국 오투(O2) 등이다.
44) ｢美, 중국산 통신 장비 모두 철거…‘클린 네트워크’ 공식화｣(2021.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
45) 이수일, 김정욱(2008)에 의하면, 인터넷망은 크게 백본망과 가입자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백본망은
연결되어 있는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회선이며, 인
터넷 교환노드(IX)와 인터넷 상용망, 그리고 국내외 해저 광케이블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다. 가입자망
은 전화선,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등의 유선매체를 통해 가정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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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접근성(universal and affordable internet access) 강화를 위해 국가 백본
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중남미 주요국들의 국가 백본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광케이블 백본망을 구축하였고, 최대
백본망 운영사는 Oi이다. 총연장 약 13만 8,000km의 장거리 광케이블망과 3
만 400km의 대도시권 광케이블망 그리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연결하는
해적 광케이블망을 보유하고 있다.46) 브라질은 국토면적이 광활하여 마나우스
등 북서부 아마존 지역의 인터넷 연결은 브라질 남동부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아메리카 모빌의 자회사인 엠브라텔(Embratel)도 총연장
약 2만 6,000km 광케이블 백본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수의 민간 통
신사들이 자체 백본망을 구축47)하고 있고, 정부 소유의 백본망인 국가교육연
구망(RNP: Rede Nacional de Ensino e Pesquisa)48)도 구축되어 있다. 브
라질은 총연장 약 3만 km의 신규 광케이블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80%는 기존의 전력 송전망을 활용한 광복합 가공지선(OPGW)이다. 한편 브
라질은 남미와 미국,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 통신망 허브 국가로서
총 16개의 해저 광케이블망이 연결되어 있고, 이 중 11개의 육상기지국은 포르
탈레자에 있다.
멕시코의 전국을 포괄하는 백본망은 텔멕스와 CFE(국영전력회사) 두 개 회
사가 보유하고 있다.49) 멕시코 전역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말에 인터넷 연결을 목표로 하는 연방전기위원회(CFE)의 자회사인 ‘CFE
Telecomunicaciones e Internet para Todos’의 설립을 발표했다.50) 동
사는 국가 광케이블 백본망 구축사업(Proyecto de Conectividad Fibra
Óptica Red Eléctrica Intelligent)을 통해 9,800km의 광복합 가공지선
(OPGW)과 5,100km의 비금속 자기지지형 광케이블(ADSS: All Dielectric
46) World Bank(20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47) Teleco, “Internet: Internet no Brasi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
48) RNP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3).
49) SCT de Mexico(2016).
50) “Acceso a internet en México, ¿cómo vamos?”(2020. 12.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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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upporting)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계획이 변경되어 멕시코 국영전력회사 CFE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추진하
고 있는 국가 백본망 확충 사업으로 2024년까지 전 인구의 92.2%에게 브로드
밴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
하고 있는 북부 지역의 경우 인터넷 백본망이 미국과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 트
래픽이 모두 미국을 거치고 있다.51)
콜롬비아는 총연장 약 2만 km의 광케이블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전체 도시
(municipalities)의 96%인 1,075개의 도시가 광케이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1년 국가 백본망 프로젝트(National Fiber Optic
Project)를 발주했고, TV Azteca와 Total Play Telecomunicaciones의 컨소
시엄인 Unión Temporal Fibra Óptica Colombia가 동 사업을 수주하여 약 2
만 km의 광케이블 백본망을 구축했다. 현재 Azteca Comunicaciones
Colombia가 운영하고 있는 백본망은 784개의 도시와 2,000개의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보통신부(MINTIC)는 2019
년 3월 지속가능한 보편적 접근성(Acceso Univeral Sostenible) 프로젝트 초
안을 발표했는데, 동 사업은 최대 1,000개의 농촌 커뮤니티를 무료로 인터넷
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광
케이블망 10개가 구축되어 있고, 대서양 연안 도시인 카르타헤나와 바랑키야
는 해저 광케이블망의 육상기지국이 위치한 주요 관문 역할을 한다.
칠레는 현재 총연장 1만 8,000km의 광케이블 백본망을 보유하고 있고, 이
를 3만 6,000km로 2배 확장하는 국가광케이블망사업(National Digital
Highway)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칠레 최남단 지역에 거주하는 40만 명에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연장 4,000km의 남회귀선 광케이블
망 사업(FOA: Fibra Óptica Austal)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칠레에는 구글
51) “Why border connectivity is critical for Mexican Networks”(2020. 2. 26),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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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e), 아메리카모빌(SPSC), 중남미 통신사업자 컨소시엄(PAN-AM), Telxius
(SAm-1), CenturyLink(SAC) 등이 운영하는 5개의 해저 광케이블이 있고, 주
요 육상 관문은 발파라이소와 아리카이다.52)
아르헨티나는 국영 통신회사인 ARSAT가 운영하는 3만 1,295km의 광케이
블 백본망인 Refefo(Red Federal de Fibra Optica)를 보유하고 있다.53) 이
밖에도 텔레콤(Telecom), 텔레포니카, 실리카 네트워크(Silica Networks),
센츄리링크(CenturyLink) 등이 자체 백본망을 보유하고 있다.54) 아르헨티나
는 총연장 4,408km의 신규 광케이블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
의 재원은 통신사업자 수익금의 1%를 적립한 기금(USF)이다. 한편 아르헨티
나에는 5개의 국제 해저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 2개는 북미, 1개
는 유럽과 아프리카, 나머지 2개는 브라질과 우루과이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요
육상 관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이다.55)
중남미의 내륙국가인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인접 국가들과 육상 광케이블
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한편 국토면적이 광활한 중남미의 지리적 특성은 백
본망 구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립된 지역에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연결성(universal and affordable connectivity to internet)을 제
공하기 위해서는 열기구를 이용한 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상업성 부
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56) 중남미에서 고립된 지역의 전기에너지 공급
을 위해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에 보
편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선통신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민간 통신
회사와 각국 정부의 협력이 요구된다.

52) Pérez-Tejada(2021. 6.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53) “Can Argentina’s big fiber backbone plans live up to reality?”(2021. 2. 4),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8. 2).
54) “¿Cómo se conecta Argentina a Internet?”(2018.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55) Ibid.
56) ｢열기구로 와이파이 제공하겠다던 구글의 꿈, 9년 만에 접는다｣(2021. 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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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연결성
국가 백본망(기간망)과 최종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는 미들마일(middle mile)
과 라스트마일(last mile) 구간의 연결성이 인터넷 품질을 좌우한다. 여기서 특
히 라스트마일은 전송망이 가구단자함과 구내선로를 거쳐 전화·TV·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로 연결되는 최종 1마일 내외의 구간을 뜻한다. 이 구간에서의 품
질이 통신사업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양질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좌우
한다.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에서의 통신기술은 유선과 무선 기술로 구분
할 수 있고, 유선 기술은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 무선 기술은 모바일 브로드밴
드,57) 마이크로파, 인공위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2 참고).

그림 3-2. 네트워크 인프라 및 기술 구조

자료: IDB(2021a), p. 24.

57)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를 고속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동
의어로는 광대역 무선 인터넷, 초고속 무선 인터넷, 광대역 이동통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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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마일에서의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통신사업자 간의 네트워크
공유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공유는 네트워크 설비의 공유 정도에 따라 수동적
공유(Passive sharing), 능동적 공유(Active shar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공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식으로 주로 미들마일 구간에서 부
지, 기지국, 안테나, 철탑과 같은 기반 시설을 공유한다. 능동적 공유는 안테나,
기지국 등 네트워크 접속망까지 공유하는 방식이다.58) 한편 무선 인터넷 서비
스의 경우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배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파 도달 범
위가 넓은 저주파수 스펙트럼(700 또는 800MHz)은 더 작은 수의 타워를 필요
로 하므로 농촌 지역에서의 서비스에 적합하다.
중남미의 인터넷 속도가 느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미들마일과 라스
트마일의 품질 때문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연결 방법은 광케이블이지만, 중남
미는 광케이블로 연결된 가정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광활한 국토와 험악한 산악 지형 등으로 인해 중남미 전역을 광케이블로 연결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혹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상업성이 낮아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남미의 차세대 초고속 5G 이동통신
망 구축도 대도시권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G(LTE) 기지국은
통상 반경 15km를 커버하지만 5G는 반경 3.5km에 불과하기 때문에 5G 이동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더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나. 디지털 접근성(accessibility)
1) 인터넷 이용률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구축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
58) 김도관(2017).

제3장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개관 • 61

서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는 보건이나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멕시코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접근성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 사태
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던 시점인
2020년 8월 22일에 인터넷을 전기와 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로 선언했
다.59)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남미의 통신 서비스는 민영화된 이후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정부는 규제기관으로서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
달성을 위해 민간 통신회사들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경쟁을 촉
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통신 부문의 민영화 이후 중남미의 통신시장은 급속히 재편되었
고, 현재는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중남
미의 인터넷 이용률, 브로드밴드 보급률 그리고 인터넷 속도 등 주요 인터넷 접
근성 관련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률은 1995년
0.1%에서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에 각각 3.9%, 16.6% 그리고 34.7%
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처음으로 중남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54.6%를 기
록했다.60) 2019년 기준으로 중남미 인터넷 이용률은 66.7%이며, 비록 선진국
(86.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평균61)(51.4%)이나 개도국 평균(44.4%)
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59) “¿Cómo se conectan los colombianos a internet?”(2020. 8.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60) The World Bank, Da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1).
61) 세계의 인터넷 사용인구비율은 1995년 4%에서 2018년 51.4%로 증가했다. 전 세계 인터넷 인구는 2
005년 10억 명을 넘어선 이후 13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났다. 가구 기준으로는 전 세계 가구의 60%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5년의 20%보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 전 세계 인구 절반 넘었다｣(2019. 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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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남미 국가별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자료: OECD(2020a).

이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4억 3,300만 명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보자면, 중남미 전체 인구의 1/3인 2억
1,650만 명이 인터넷을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남미
국가 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도 매우 크다.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중남미
국가 중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의 인터넷
이용률은 중남미 평균(66.7%)을 상회하지만, 니카라과, 온두라스, 아이티, 엘
살바도르, 볼리비아 등은 중남미 평균(66.7%)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간은 물론 개별 국가의 지역별(도시와 농촌), 세대별, 소득계층
별 디지털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농촌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62)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 가구의 비율은 33%
이나, 농촌 가구는 이 비율이 77%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는 25세 이하 인구
의 42%와 66세 이상 인구의 54%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득계층 간 디지털 격차 문제이다.63) [그림 3-3]은

62) 일례로, 볼리비아 농촌의 인터넷 이용률은 3%에 불과하다. ｢인터넷수업 꿈도 못 꾸는 중남미 빈곤층…
교육격차 확대 우려｣(2020. 9.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63) ECLAC(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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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년 기준 중남미 주요국가의 5분위 소득계층 간 인터넷 이용률을 표시
한 것인데, 모든 국가에서 소득계층 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5분위 가구의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볼리비아 3%, 파라과이 3%, 엘살바도르 4%, 페루 4% 등에 그치고 있다.

그림 3-4. 중남미 주요국 소득분위별 인터넷 이용률(2018년 가구 기준)
(단위: %)

자료: ECLAC Regional Broadband Observatory.

2) 브로드밴드 보급률
중남미의 브로드밴드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무선 브로드밴
드 보급률이 세계 평균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특히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12명(인구 100명당)으로 개도국 평균(11.5명)을 소폭 상회하나, OECD 평균
(33.2명)보다 크게 낮고 세계 평균(15.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선 브로
드밴드 보급률도 72명으로 개도국 평균(65.1명)을 소폭 상회하나 세계 평균
(75명)과 OECD 평균(117.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간의 격차도 크다.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중남미 평균(12
명)을 상회하는 국가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브라질, 콜롬
비아 등이며,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중남미 평균(72명)을 상회하는 국가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나마 등이다(그
림 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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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남미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인구 100명당)
(단위: 명)

자료: OECD(2020a) 참고하여 재작성.

3) 인터넷 속도 및 요금 수준
중남미의 인터넷 품질을 나타내는 유무선 인터넷 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
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상적인 웹 검색
이나 SNS 활동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초고속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
는 사물인터넷이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다수의 학생
이 동시에 참여하는 온라인 교육, 또는 정밀한 해상도의 화질을 요구하는 온라
인 원격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통신 인프라의 확충과 통신 속도의 개선
이 필요하다. 특히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에서의 인터넷 연결 방식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표 3-1]은 2021년 8월 13일 기준으로 Speedtest의 중남미 주요국 인터넷
속도를 표시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 중 유선 인터넷 속도(다운로드 기준)가
세계 평균(106.6Mbps)을 상회하는 국가는 칠레(203.6Mbps)가 유일하고, 브
라질(100.4Mbps)은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타 중남미 국가
들의 유선 인터넷 속도는 모두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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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속도(다운로드 기준)의 경우에는 중남미 주요국 모두가 세계 평균(55.34
Mbps)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표 3-1 참고).

표 3-1. 중남미 주요국 인터넷 속도(2021년 8월 13일 기준)
유선
순위

무선

다운로드

업로드

지연속도

(Mbps)

(Mbps)

(ms)

순위

다운로드

업로드

지연속도

(Mbps)

(Mbps)

(ms)

전 세계 평균

-

106.61

57.67

20

-

55.34

12.69

37

브라질

46

100.44

57.86

13

76

32.73

10.80

37

멕시코

82

50.37

20.94

24

69

34.74

13.37

45

콜롬비아

66

61.62

28.82

26

119

18.27

10.01

52

아르헨티나

73

55.81

18.01

26

81

30.06

9.93

37

칠레

10

203.61

136.99

15

112

20.04

12.14

36

페루

76

55.40

24.63

25

93

25.04

13.10

37

우루과이

68

59.25

12.05

19

71

34.20

12.81

33

자료: SPEEDTEST, Speedtest Global Index(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3).

그림 3-6. 중남미 국별 브로드밴드 요금 수준(2019년)
(단위: 소득 %)

자료: ECLAC(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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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인터넷 요금 수준도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 보장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6]은 2019년 중남미의 소득 하위 40%
(1-2분위) 계층의 소득에서 이동통신(모바일) 브로드밴드와 유선 브로드밴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6]에서 알 수 있듯이 중남미
의 이동통신과 유선 브로드밴드 가격은 소득 하위 1-2분위 계층 소득의 14%
와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UN브로드밴드위원회(UN Broadband
Commission)가 권고한 소득 2% 기준선보다 6~7배나 높은 수준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중남미의 인터넷 요금은 비싼 편이다. Picodi.com64)
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100Mbps 속도 기준 월별 요금은 미국이 55
달러이고, 페루(47.13달러), 콜롬비아(44.80달러), 칠레(42.51달러), 멕시코
(34.68달러), 브라질(24.30달러), 아르헨티나(22.41달러) 등이었다.65) 중남
미 주요국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인터넷 요금 수준이 매우 비싼 편이다.

표 3-2. 인터넷 속도 100Mbps 기준 월별 요금(2019년 12월 기준)
(단위: 달러)

미국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55.00

47.13

44.80

42.51

34.68

24.30

22.41

자료: Picodi.com.

중남미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 및 요금수준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때,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보편적 브로
드밴드 인터넷 접근성은 아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남미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4) “El precio de internet en el mundo”(2019. 12.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23).
65) “México: El precio de internet en el país y el mundo”(2019. 12.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5).

제3장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개관 • 67

표 3-3. 중남미 국별 브로드밴드 보급 현황
유선
상위(High)
- 유선: 20% 이상

우루과이(1)

무선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5)

- 무선: 70% 이상
중위(Medium)
- 유선: 10~20%
- 무선: 40~70%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8)

하위(Low)

페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 유선: 10% 이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무선: 40% 이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9)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멕시코,
엘살바도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10)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3)

자료: IDB(2021a)에 따라 저자 재정리.

[표 3-3]은 IDB가 실시한 중남미 국별 인터넷 보급 현황에 따른 국가 구분이
다. 이 구분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 중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상위권인 국가는
우루과이 1개국이며, 중위권 국가는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
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다. IDB 기준으로 상위권과 중위권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판
단되나, 하위권으로 분류된 국가들(페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과
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은 무엇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접근방법이 개별 국가
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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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전환 현황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은 미진한 편이다. 디지털 연결성 측면에
서 살펴보면,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 구축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미들
마일과 라스트마일의 연결성이 미흡하다. 디지털 접근성도 인터넷 이용률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낮고 인터넷 속도가 세계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터넷 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의
활용 측면에서는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 중 하나가 이동통신 선불요
금제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요금
제에 힘입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무료 공공 와이파이의 보급 등에
따라 인터넷 사용인구비율도 급증했다. 아울러 인터넷 보급의 확산은 중남미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정부의 구축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 절에서는 중남미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해 경제·사회·정부 부문을 중심으
로 간략히 개괄하고자 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에서는 생산과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현황과 스타트업 기술기업 현황을 살펴본다. 디지털 사
회로의 전환 현황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보건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에 대해 개괄한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현황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와
공공데이터 개방 그리고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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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
1)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은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등을 통
해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사적자원관
리(ERP)66)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생산·판매·인사·재무 등 경영활동 전반의
혁신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중남미도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중남미 경제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매우 저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
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
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중남미는 생산성 정체로 인해 신흥
개도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보다도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OECD 등 국제기구는 중남미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전
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7. 중남미와 세계 주요국의 생산성과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
(단위: %)

자료: ECLAC(2020a).

66)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기업 내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등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하고, 정보의 공유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업의 통합정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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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2000~19년 동안 중남미와 세계 주요국의 생산성과 고용의 경
제성장 기여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남미
는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생산성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낮다.
이 시기의 중남미 경제성장의 80% 가까이가 고용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중
남미의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생산구조가 천연자원 집약적이고 산업연
관효과가 낮은 1차 산업(농업·어업·광업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2]는 중남미 산업 및 고용 구조를 표시한 것이다.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이 중남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18.9%에서
2018년에는 13.6%로 하락하였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16.2%에서 12.2%로 낮아졌다. 이와 더불어 중남미는 여타 지역에 비해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도 매우 크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중남미의 생산성 정체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술진보가 생산성 증가의 핵심요소
임을 감안할 때, 중남미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기술진보와 혁신이 필요하
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노력이 요구된다.

표 3-4. 중남미 산업 및 고용 구조
(단위: %)

구분
부문

부가가치
연도

1981

2002

농업

5.2

광업

6.9

제조업

고용
2018

1981

2002

2018

5.6

5.5

23.3

20.2

14.6

8

5.2

1

0.5

0.6

18.9

16.7

13.6

16.2

14.2

12.2

전력

1.6

2.6

2.5

0.9

0.5

0.5

건설

10.2

6.6

7.1

7.1

6

7.7

도소매

15.4

13.7

14.5

14.3

23.3

25.3

교통통신

4.3

6.7

9.6

4.7

5.1

6.4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15.2

16

18.6

5.6

5.5

7.7

개인 서비스

22.3

24.3

23.3

27

24.7

2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OECD(2020a),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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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디지털 기술 도입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
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중남미의 디지털 기술 도입 속도는 선진국이
나 여타 신흥국에 비해 뒤처진다. [표 3-5]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중남미의 국별
디지털도입지수(DAI: Digital Adoption Index)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디
지털 도입이란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의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고급 기능까지
습득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
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디지털 기술 도입 수준은 세계 24~67위로 비교
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림 3-8]에서 알 수 있듯이 중남미 주요
국의 디지털 기술 도입 속도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2014~16년 기간에 중국과 동남아의 디지털도입지수는 각각 16.4%
와 13.1% 증가했으나, 중남미의 디지털도입지수는 4.5% 증가에 그쳤다.

표 3-5. 중남미 국별 디지털도입지수(2016년 기준)

국가

디지털도입지수(DAI)

국가

디지털도입지수(DAI)

평점(0~1)

순위(180개국)

평점(0~1)

순위(180개국)

우루과이

0.759

24

페루

0.553

81

칠레

0.756

25

파라과이

0.541

83

아르헨티나

0.686

42

과테말라

0.524

90

브라질

0.683

43

엘살바도르

0.504

95

코스타리카

0.663

47

도미니카공화국

0.498

97

콜롬비아

0.637

55

베네수엘라

0.491

102

멕시코

0.601

67

볼리비아

0.480

104

파나마

0.574

75

니카라과

0.456

110

에콰도르

0.569

78

온두라스

0.429

116

자료: World Ban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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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남미 주요국 디지털도입지수 변동(2014~16년)
(단위: %)

자료: ECLAC(2021a).

특히 중남미 기업 부문의 DAI지수(DAI Business Sub-index)가 전체 DAI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표 3-6]은 중남미 국별 기업 부문의 DAI지
수를 표시한 것이다. [표 3-6]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부문의 DAI지수 기준으
로 세계 50위권 이내에 포함되는 중남미 국가는 칠레 1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의 기업 부문의 DAI지수가 국가
전체 DAI지수보다 순위가 낮다. 이는 중남미 생산 또는 기업 부문의 디지털 전
환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변화 속도도 더딘 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중남
미 기업들은 아직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생산공정
의 디지털 기술 도입 수준이나 디지털 산업 발전 수준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67)

67) ECLAC(2021a),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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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남미 국별 기업 부문의 DAI지수(2016년 기준)
기업 부문 DAI지수

국가

평점(0~1)

순위(180개국)

기업 부문 DAI지수

국가

평점(0~1)

순위(180개국)

칠레

0.817

23

파라과이

0.617

83

아르헨티나

0.690

54

페루

0.608

87

에콰도르

0.682

58

과테말라

0.572

94

우루과이

0.682

59

엘살바도르

0.561

98

브라질

0.678

64

베네수엘라

0.552

99

코스타리카

0.676

65

볼리비아

0.546

103

콜롬비아

0.674

66

도미니카공화국

0.521

108

멕시코

0.626

79

온두라스

0.514

111

파나마

0.623

80

니카라과

0.500

118

자료: World Bank(2016).

표 3-7. 중남미 국별 및 산업별 디지털화 수준 비교(설문조사 기반)
(단위: 1~100 기준)

구분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계

에너지·자원

30.17

35.47

38.65

28.91

73.23

36.98

제조업

19.73

20.91

31.16

31.99

33.81

27.46

생명과학·헬스케어

69.27

74.81

74.81

63.11

74.81

70.33

소매업

30.92

47.43

42.03

6.77

42.03

39.51

금융서비스

49.45

50.15

56.04

47.37

52.60

50.67

소비재

50.78

51.29

53.51

51.92

59.89

53.36

통신·물류·운송

78.80

50.75

48.58

57.50

52.37

54.98

기타

-

42.55

-

-

72.66

57.60

계

44.19

46.28

48.57

46.41

54.40

47.99

자료: gA(2015), p. 22.

한편 중남미 산업별 디지털화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엔중남미경
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중남미의 금융 산업이나 ICT 산업은 선진국과 비
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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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A(2015)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과학·헬스케어와 통신·물류·운송 부
문의 디지털화가 가장 높고 제조업 및 에너지·자원 부문의 디지털화가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고).
중남미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 수준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ECLAC(2020a)에 따르면, 중남미 기업들은 인터넷 연결과 온라인 금융 활용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온라인 구매나 판매와 같은 전자상거래 활용 수준
이 낮고,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남미 기업 비율도 59%로 OECD 평균인
77%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남미 기업들의 ERP 도입 비율도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는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
이다. 일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재택근무의 필요성
이 커졌으나,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 비율이 21.3%에 불과했다. 이
비율이 유럽의 경우 4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중남미의 재택근무 가능 근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중남미의 생산 구조, 노동시장 구조 그
리고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이 유럽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도소매업 등 서
비스업과 근로자의 육체노동이 필요한 농업이나 제조업 비중은 재택근무의 가
능성이 낮다. 그러나 과학기술 연구, 금융, 교육 등 전문직은 재택근무가 가능
한 근로자 비율이 80%를 상회한다. 중남미 산업구조는 도소매업 등 개인 서비
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직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5 미만에 불과하
다.68) 한편 중남미는 비공식 부문 취업 비중이 전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 부문 역시 사람들의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어 원격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이와 더불어 광대역 인터
넷 등 디지털 인프라 부족도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로 인해 중남
68) ECLAC(2020a),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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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재택근무 가능성은 디지털 인프라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낮은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
축 폭도 더 크게 나타났다.

2)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중남미는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저조한 반면,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
화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증가했다. ECLAC(2020a)에 따르면, 2020년 3월과 4월에
중남미의 소비 및 유통 관련 비즈니스 웹사이트 수가 급증했다. 콜롬비아와 멕
시코는 이 비율이 800% 내외 수준이었고, 브라질과 칠레도 360%가량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가 크게 증가했는데, 브
라질과 멕시코의 경우 2020년 4월 신규 전자상거래 사이트 수가 전년대비
4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콜롬비아와 멕시코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웹사이트 수가 500% 가까이 증가했다. 주로 외식 및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소매업
체의 웹사이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2/4분기의 배달 서비스
활동이 1/4분기 대비 157% 증가했고, 가장 급증한 배달 품목은 음식이었다.
중남미의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UNCTAD(2021a)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구매자 수는 2017년 12억 7,000만 명에서 2019년에는 14억
8,00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기준 전 세계 온라인 구매자 비율은 23%이
다.69) 2018년 중남미의 온라인 구매자 비율은 15.5%로 OECD 평균인 64.3%
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2019년 기준 중남미의 B2C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약 13.4% 증가한 730억 달러70)이며, 중남미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7%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칠레

69) 고소득국 53%, 상위중소득국 16%, 하위중소득국 5%, 저소득국 2%이다.
70) 멕시코 310억 달러, 브라질 200억 달러, 아르헨티나 80억 달러, 칠레 60억 달러, 콜롬비아 60억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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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이 중남미 전체 온라인 쇼핑 인구의 92%71)와 온라인 매출액의 97%를 차
지한다.72)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중남미의 온라인 쇼핑이 매우 빠
른 증가세를 보였다.73) [그림 3-9]는 중남미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Mercado Libre와 배달 플랫폼인 Delivery Hero의 2020년 1~2분기 신규
주문과 신규 구매자 수 변동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9]에서 알 수 있듯이 코
로나 사태 이후 신규 주문과 신규 구매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콜롬비아·칠
레·멕시코 3개국의 신규 주문 건수와 신규 구매자 수는 전년대비 100%를 상회
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아르헨티나·우루과이·브라질 3개국의 신규 주문 건
수와 신규 구매자 수도 11~52%의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디
지털 결제회사인 PayU의 중남미 온라인 쇼핑 결제금액도 크게 증가했는데, 특
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2020년 6월에는 68%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74)
그림 3-9. Mercado Libre·Delivery Hero 신규 주문과 신규 구매자 수 변동
(단위: %)

자료: UNCTAD(2021a), p. 12.
71) 이들 5개국이 중남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이다.
72) UNCTAD(2021a), p. 14.
73)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 소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에서 2020년에는 17%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COVID-19 and E-Commerce Studies”(2021. 3.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0).
74) ECLAC(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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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중남미의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남미의 전자상거래 발전 수준은 세계 평균을 소폭 하회하
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가 전 세계 15세 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11%이나,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이용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이는 중남미의 온라인 쇼핑이 여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콜롬비
아 5개국이 중남미 전체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90%를 차지한다.
BlackSip(2021a)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전년대
비 19% 증가한 42조 달러이며, 중남미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전년대비 31% 증
가한 836억 달러이다. 중남미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액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중남미의
1인당 연평균 온라인 구매액도 132달러(미국은 2,080달러)에 불과하다.
[표 3-8]은 세계 지역별 전자상거래지수(E-commerce Index)를 표시한 것
이다. 전자상거래지수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전 세계 152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 계좌 보유율, 인터넷 사용률, 인터넷 서버 보안, 만국우
편연합(UPU) 신뢰도75)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것이다. [표
3-8]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중남미의 전자상거래지수 종합점수(0-100)는
49점으로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시아보다도 낮다. 특히 중남미가 가장 낮은 점
수를 받고 있는 항목은 UPU 신뢰도이다. IDB(2021b)에 따르면, 중남미 인구
의 5.3%가 우편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집에서 우편물이나 소포를 수령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90.3%에 불과하고 4.4%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직접 우체
국을 방문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는 물론이고 교통과 물류와 같은 물리
적 인프라 부족이 중남미 디지털 전환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75) 만국우편연합(UPU)은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우편 배송 업무의 발전 수준을 신뢰성(Reliability),
도달 범위(Reach), 적절성(Relevance) 및 복원력(Resilience)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종합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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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20년)
2020
종합점수

인터넷 사용

온라인 금융

인터넷

계좌 보유율

서버 보안

UPU 신뢰도

중남미

49

64

53

50

29

아프리카

30

30

40

28

21

동남아시아

57

57

60

54

58

서아시아

58

77

58

45

50

체제전환국

62

71

58

60

59

선진국

86

88

93

84

80

세계

55

60

53

47

55

자료: UNCTAD(2021a), p. 7.

중남미 국가 간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UNCTAD
(2021)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중 온라인 쇼핑 이용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는 우루과이(46%)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온두라스(2%)이다. 2019년 기준으
로 온라인 쇼핑 인구비율이 중남미 평균(15.5%)을 상회하는 국가는 우루과이
(46%), 브라질(29%), 칠레(23%), 멕시코(22%), 코스타리카(18%), 트리니다드
토바고(16%) 6개국이다. 한편 중남미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Mercado Libre이다. Mercado Libre 이외의 주요 온라인 쇼핑 플
랫폼은 B2W, Amazon, Casas Bahia, Dafiti 등이다(표 3-9 참고).

표 3-9. 중남미의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 현황
방문횟수/월

매출액

증감

(백만)

(백만 달러)

(전년대비)

중남미

642

13,997

11.9

브라질

167

4,766

15.9

순위

회사명

지역/국가

1

Mercado Libra

2

B2W

3

Amazon

전세계

119

-

-

4

Casas Bahia

브라질

36

1,613

-2.0

5

Dafiti

중남미

30

624

9.2

합계

-

995

21,001

11.5

자료: UNCTAD(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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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현황
스타트업(StartUp)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기업으로,
고위험 고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의미한다. 21세기 중남미는 스타트업 혁
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한다. 사실 중남미 국가
들은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 20세기의 실패한 수
입대체산업화로 인해 중남미에서는 제조업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사실에 직
면했고,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을 거쳐 1차 산물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회
귀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으로 천연자원, 농산물 및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여 중남미 경제는 안정
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자 바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2020년대의 중남미 경제는 침체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도 여의치 않고,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물의 수출에
대한 위험요인도 크기 때문에 중남미 경제는 제3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중남미는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스타트업 기술기업(Tecnolatinas)76) 창업
붐이 지속되고 있다. IDB Lab & Surfing Tsunamis(2021)에 따르면, 중남미
에는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치한 1,005개의 스타트업
이 있다. 이 스타트업들의 자본 유치 규모는 총 280억 달러이며, 기업가치는
총 2,210억 달러이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유니콘 기업이 28개
이며, 이들 유니콘 기업이 중남미 전체 스타트업 기업가치의 79%를 차지하고 있
다. 한편 중남미 스타트업들은 24만 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0년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중남미에서는 경제성장, 중산층 증가와
76) IDB(2021c)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동 보고서는 자본금 100만 달러, 기업가치 600만 달러 이상
의 테크노라티나스 1,0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이 중 OLS(전자상거래 플랫폼)와
PedidosYa(온라인 식품 배달 플랫폼)와 같이 인수합병(M&A) 등으로 다국적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
간 중남미계 스타트업은 제외하였고, 중남미 기업인이 설립하였고 중남미에서 영업하고 있으나, 본사
를 해외로 이전한 43개 스타트업(예를 들어 브라질의 피트니스 통합 플랫폼 Gympass)은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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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 우수한 인적자본, 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미
국·일본·중국 등 해외 투자자들 관심과 투자, 사회적인 인식과 정부 지원 제고
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어갔다.
중남미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는 2010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2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32배 증가했고, 특히 최근 4년(2017~20년)간 전체 기업
가치의 83%가 창출됐다. 이 시기에 중남미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급증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
난 10년과 최근 4년 동안 중남미 스타트업 기술기업들을 의미하는 테크노라티
나스(Tecnolatinas)가 급속히 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남미 전통기업
들의 기업가치는 크게 감소했다. 2020년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남미 40개 전통기업의 가치는 4,890억 달러이며, 신생기업들인 테크노라티
나스의 기업가치는 2,210억 달러이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남미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가 10억 달
러를 상회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계속 축소되고 있
다. 예를 들어 중남미의 대표적 테크노라티나스 중 하나인 Totvs(브라질 기업
ERP 회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에 등장한 유니콘 기업들인 브라질 핀테크 C6, 브라질 부동산 플랫폼 Loft, 아르
헨티나 핀테크 Ualá 등은 회사 설립 후 3년 이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브라질의 스타트업들은 브라질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반면, 브라질을 제외
한 중남미 국가들의 스타트업들은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문별로
는 주로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
봇,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블록체인 등 딥테크(Deep Tech) 부문에 대한 투자
는 7%에 불과하다.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부문이 중남미 전체 스타트업 기업가
치의 72%를 차지한다. 핀테크와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1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치한 부문은 총 18개에 이른다.77)
77) IDB Lab & Surfing Tsunamis(202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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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2개국이 중남미 전체 스타트업 기업가치
의 86%를 차지한다. 특히 브라질에는 중남미 전체 스타트업(자본금 100만 달
러 이상) 1,005개 중 절반이 넘는 513개의 스타트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남
미 전체 유니콘 기업 28개 중 16개도 브라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브라질 스타
트업의 자본금은 총 138억 달러이며, 기업가치는 중남미 전체 스타트업 기업
가치의 41%인 9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남미 최대 유니콘인 메르카도리브레(기업가치 800억 달러 이상으로
중남미 전체 스타트업 기업가치의 약 1/3 차지)가 소재한 아르헨티나에는 78
개의 스타트업이 있고, 이 중 5개가 유니콘 기업이다. 아르헨티나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총 49억 달러이며, 기업가치는 중남미 전체 스타트업 기업가치의 45%
인 990억 달러이다.
이 밖에 멕시코(170개), 콜롬비아(76개), 칠레(78개) 그리고 우루과이(8개)
등 4개국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그림 3-10 참고). 페
루(15개)와 과테말라(4개)도 스타트업 기업가치가 크지는 않지만, 다수의 스타
트업이 출현하고 있다.

그림 3-10. 중남미 국별 스타트업 현황(2020년 말 기준)

자료: IDB(2021c),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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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년 동안 중남미의 스타트업 수는 2.6배, 기업가치는 약 5.7배 증가
했다. 기업가치가 2,500만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수는 123개에서 314개
(2.6배)로 증가했고, 이들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380억 달러에서 2,160억 달
러(5.7배)로 증가했다. 한편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수는
9개에서 28개로 3.1배 증가했고, 이들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23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로 7.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니콘 기업이 전체 스타트업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에서 79%로 증가했다. IDB Lab & Surfing
Tsunamis(2021)는 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가 2019년 46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00억 달러로 증가하고 테크노라티나스의 기업가치는
2020년 2,21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성장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방
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상점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이 시
기에 소비자들은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료품 등
생필품을 구매했고, 더 많은 상점주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했다. 전자
상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배달 플랫폼과 핀테크 플랫폼도 함께 급성장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시기에 수십만 개의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중남
미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리브레(MercadoLibre)를 이용해
60만 명 이상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중남미의 대표적 배달 플랫폼인 Rappi
는 15만 명의 개인 배달원과 35만 개 이상의 상점을 연결해주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테크노라티나스들의 총 고용인원 수는 24만 2,000명이며, 고용인
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32개이다. 이 32개의 대규모 테크노라티나스가
전체 고용인원의 58%인 14만 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78)
78) IDB Lab & Surfing Tsunami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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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높은 집중도이다. 전체 스타트업 기업가
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2개국이 86%, 부문
별로는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2개 부문이 72%, 규모별로는 28개 유니콘 기업
이 79%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남미 스타트업 투자자 중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투자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2019년 CVC의 중남미 스타트업 투자액
은 6억 달러 수준인데, 이 비중이 미국(56%)이나 전 세계 평균(18%)까지 증가
한다면, 스타트업 투자가 급증할 수 있다.

표 3-10. 중남미 국별 유니콘 기업 현황
국가명

유니콘 기업
Stone, PagSeguro, Nubank, B2W, Totvs, Wildlife Studios, Banco Inter,

브라질

C6 Bank, Arco Educação, Ascenty, Loft, Ebanx, Loggi, QuintoAndar,
Ifood, 99Taxis, (Gympass)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MercadoLibre, Globant, Auth0, UALÁ, Despegar
Kavak, Softtek, Kio Networks
Rappi
Crystal Lagoons
Dlocal

주: 브라질 Gympass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함.
자료: IDB(2021c).

2020년 이후 중남미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
으며 세계에서 가장 느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의 벤처투자
도 둔화된 것이 사실이다. 중남미 2020년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거래량은
48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투자액은 41억 달러로 전년대비 10% 감소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1년 들어 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펀드들이 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 타이거글로벌매지니먼트(Tiger Global
Management), 텐센트(Tencent), 엑셀(Accel), 래빗캐피털(Ribbit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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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 Investors 등이 중남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79) 특히 LAVCA
(Association for Private Capital Investment in Latin America)에 따르
면, 2021년 상반기 벤터캐피털 투자 규모는 이미 지난해 전체 투자 규모인 41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남미의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
르카도리브르가 중남미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것은 2007년이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2015년에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Decolar가 중남미 두
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중남미에는 유니콘 기업
이 메르카도리브르와 Decolar 단 2개에 불과했다.80) 그러나 2021년 상반기
에만 중남미에서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81) 이는 2018년 2개, 2019년
3개 그리고 2020년 4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2021년
들어 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가장 주목받은 부문은 핀테크와 프롭테크(proptech)82)이다.

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1) 디지털 교육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ECLAC(2020c)
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12억 명
이상의 학생들의 대면수업이 중단되었다. 중남미에서도 33개국 중 니카라과를
79) “Why global investors are flocking to back Latin American startups”(2021. 8. 2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0. 7).
80) “Latin America goes from 2 to 34 unicorns in four years, says Sling Hub”(2021. 10. 4),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10. 7).
81) “Startups in Latin America grab record sums of venture capital”(2021. 8. 1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0. 7).
82) 프롭테크는 자산을 뜻하는 ‘프로퍼티(property)’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
어로 기술을 통해 부동산 등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산업을 의미한다. 브라질의 부동산거래 플랫폼 유니
콘 기업인 Loft와 QuintoAndar가 대표적인 프롭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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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32개국에서 초중고와 대학의 대면수업이 중단되었고,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나 동영상 수업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다. 일부 국가와 도
시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나 농촌 지역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비대면 수업도 원활
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고, 이로 인해 2021년 상반기까지 다수 학
생들의 수업 중단 상황이 지속되었다.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대면수업을 중단한 중남미 국가는 32개국이었으나,
4월 말 우루과이의 농촌 지역 학교가 대면수업을 재개하였고, 8월 말 기준으로
는 대면수업을 재개한 국가 수가 7개국으로 늘어났다. 한편 중남미 29개국이 대
면수업 중단 기간에 원격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중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한 국가는 26개국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
한 국가는 24개국이었다. 오프라인 수업은 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학
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원격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국가는 18개국이며,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진행된 국가는 4개국
(바하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파나마)에 불과했다. 한편 교사들에게 원격수
업 진행을 위한 ICT 교육을 실시한 국가는 15개국이며, 학생들에게 태블릿과
같은 원격수업 수강을 위한 장치를 제공한 국가는 8개국(아르헨티나, 칠레, 콜
롬비아,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페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이었다.
중남미 국가 중 26개국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했지만,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국가나 농촌 지역 또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수업이 불
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ECLAC(2020a)에 따르면, 중남미의 5~12세 전체
학생의 46%인 3,200만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거주83)한
다. 특히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등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빈
83) 인터넷에 연결된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속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
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수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다자녀 가구에서는 동
시에 모든 자녀가 온라인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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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가구 학생의 90%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거주한다. 상대적
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 30%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이들 학생은 2년 가까운 기간의 학업 중단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비효율적이고 불충분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격차의 확대로 인한 피해가 인생 전반에 걸쳐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ECLAC(2020a)에 따르면, 중남미 전체 학생의 1.83%인 약 300만
명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학업을 중단할 위험에 처해 있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인터
넷 특성상 한 국가에서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를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이 교육용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터넷을 활용하
여 이를 공유할 수 있다. 중남미 다수 국가들은 이미 교육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표 3-11 참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남미 교육은 인터넷 접근
성만 보장된다면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디지
털 전환 관련 협력에 있어서도 디지털 교육 분야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11. 중남미 주요국 온라인 원격학습 플랫폼
국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교육부 온라인 플랫폼
Seguimos Educando
Seguimos Educando(TV content)
Aprendo en línea
Online Education Library
Colombia Aprende
Aprendo en Casa
Toolbox for Teachers
Educa Contigo

에콰도르

AVA Platform(Online upper secondary education)
Educar Ecuador(Open digital education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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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국가
멕시코
우루과이

교육부 온라인 플랫폼
Aprende en Casa
PlanCeibal
Online Library

자료: 유니세프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15).

2) 디지털 보건
코로나 사태로 중남미 보건 부문의 취약성이 노출되었고, 중남미는 인구 대
비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중
남미 국가들은 코로나 추적과 정보 공유를 위한 앱을 개발84)하고, 원격진료
(Telemedicina)85)의 허용 범위를 확대86)함에 따라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는 병원 직접 방문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은 물론 병원의 혼
잡을 완화하고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농촌이나 오지와 같이 병원
이 소재하지 않은 곳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
다. 중남미 국가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중남미 병원들은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
년 기준으로 중남미 전체 병원의 22%가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
가별로는 칠레의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비율이 67%로 가장 높다.87)
이 밖에도 우루과이(54%), 과테말라(45%), 페루(33%), 멕시코(29%), 아르헨
티나(265%), 콜롬비아(25%) 등에서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비
84)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85) 원거리에서 화상회의 기술과 환자의 증상정보와 영상정보 전송기술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것을 통칭한다.
86) 최금좌 외(2021), p. 86. 브라질 보건부는 2020년 3월에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제정
했고, 브라질 연방의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임시법을 제정했다.
87) 미국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병원 비율은 약 8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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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88)
코로나 사태는 중남미에서 원격진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비
대면 방식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의 진단과 모니터링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원격진료의 확산을 위해서는 디지털
통신 인프라와 진단을 위한 의료장비는 물론 병원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중남미의 디지털 보건 발전 수준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CLAC(2020a)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들 중 디지털 보건 정
책 또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56%에 불과하다. [표 3-12]는 IDB 보건
섹터 부서에서 2018년 10월 개최한 정책대화(Regional Policy Dialogue)에
참석한 중남미 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따르
면 디지털 보건 전략과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7%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의 상호운용성과 인프라 부문의 발전 수
준에 대한 설문에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중남미 디지털 보건 준비도
글로벌디지털보건지수
(Global Digital Health Index)
리더십과 거버넌스: 디지털 보건 별도 부서

있다
25%

준비

없다

잘 모른다

29%

33%

13%

중이다

전략과 투자: 디지털 보건 전략과 투자계획

29%

38%

33%

0%

법과 정책: 데이터 보안 관련 법

58%

17%

8%

17%

인력: 보건전문가 양성을 위한 디지털 보건 교육 과정

4%

25%

25%

46%

상호운용성: 국가 기준

29%

-

63%

8%

인프라: 디지털 보건 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

38%

-

46%

17%

상호운영성과 투명성: 타 부문과의 데이터 공유

29%

38%

21%

13%

자료: IDB(2019), p. 21.

88) “Telemedicine Adoption Grows Strongly in Latin America”(2019. 4.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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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을 보인다. eMaketer89)에 따르면,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들
은 전체 인터넷 사용시간의 29%를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소비90)했는데, 이는
유럽·중동·아프리카(EMEA)의 22%, 북미의 14%, 아시아·태평양의 8%와 비
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다. 여기서 소셜미디어는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
(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하는데, 2021년 1월 기준으로도 중남미 인구의 SNS 이용
률은 72%91)로 세계 평균인 53.6%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다. 중남미 인터
넷 사용자 수는 약 4억 4,000만 명이며, 이 중 72.5%인 3억 2,000만 명이 페
이스북에 가입해 있다(표 3-13 참조). 중남미는 전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남미가 전 세계 인구의 8.3%, 전 세계 인터넷 사
용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페이스북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언
어 순위가 각각 3위와 5위92)이다.

89) “Latin Americans Are the Most Avid Social Media Users”(2016. 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6).
90) 전체 인터넷 사용시장 구성은 소셜미디어 29%, 포털 18%, 오락 15%, 온라인 쇼핑 3%, 뉴스 3%, 기타
32%이다.
91) “Global social network penetration rate as of January 2021, by region”(202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26).
92) “What Are The Most-Used Languages On The Internet?”(2019. 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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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 현황(2019년)
(단위: 백만 명, %)

인구
지역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인구 대비

인터넷

Facebook

사용자 대비

가입자*

중남미

638

8.3%

444

69.6%

9.8%

322

기타

7,078

91.7%

4,092

57.8%

90.2%

1,658

전 세계

7,716

100.0%

4,536

58.8%

100.0%

1,980

주: *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Internet World Stats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23).

중남미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도 보이고 있다. 캐나다 SNS
관리 플랫폼업체 ‘훗스위트’와 영국 디지털 마케팅업체 ‘위아소셜’의 조사보고
서 ‘디지털 2021’에 따르면, 세계 주요 43개국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6시간 54분이며, 브라질은 10시간 8분으로 필리핀의 10시간 56분에 이어 세
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이용시간이 긴 국가이다.93) 이 밖에 콜롬비아 10시간
7분(3위), 아르헨티나 9시간 39분(5위), 멕시코 9시간 1분(7위) 등 중남미 국
가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한국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5시간 37분이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평균이 3시간 39분이며, 브라질은 5시간 17분, 콜롬비아 5시간 2분, 아르헨티
나 4시간 52분, 멕시코 4시간 39분이었다. 한국은 2시간 46분이다.
인터넷 이용시간의 상당 부분이 SNS 활동에 사용된다. [표 3-14]는 중남미
주요국의 하루 SNS 사용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표 3-14]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중남미 주요국들의 하루 SNS 사용시간은 평균 3시간 21분 내지 3시
간 38분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1시간 12분과 비교해서 3배나 많은 시간
이며, 유럽의 1시간 40분, 미국의 2시간 8분과 비교해도 매우 긴 시간임을 알
수 있다.

93) Datareportal(2021), “Digital 2021: Global Overview Repor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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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중남미 주요국 일일 SNS 사용시간
연도

국가

2017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3:12

3:17

3:20

3:21

브라질

3:40

3:39

3:40

3:38

콜롬비아

-

3:34

3:46

3:30

멕시코

3:11

3:14

3:21

3:23

한국

1:11

1:11

1:13

1:12

미국

2:02

2:05

2:01

2:08

자료: GlobalWebIndex(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GlobalWebIndex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SNS를 사용하는 가
장 중요한 이유는 최신 뉴스 접근이다. 특히 중남미는 SNS 사용 이유가 최신
뉴스 접근이라고 답한 비율이 51%에 이르렀는데, 이는 북미 34%, 유럽 41%,
아시아 32% 등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다. 중남미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채팅하고,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의 피드에 댓글을 달면서 시간의 약
1/3을 보낸다.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그리고 트위터가 가장 인기 있는 플랫
폼이다.
한편 OECD(2020a)94)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SNS 뉴스에 대한 신뢰
도가 세계 평균보다 높다. SNS 뉴스에 대한 신뢰도, 즉 SNS 뉴스를 믿는다고
답한 인구의 비율은 세계 평균이 23%인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멕시코 39%, 칠
레 32%, 아르헨티나 32%, 브라질 31% 등이다. 한편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사적 메시징 앱으로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플랫폼이 변동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례로 브
라질 국민의 53%가 뉴스에 대한 접근을 위해 왓츠앱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는
데, 이는 영국과 호주가 각각 9%와 6%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94) OECD(2020a),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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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1) 중남미의 디지털 정부 평가
중남미의 다수 국가에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보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 수준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중남미 주요국들은 UN의 전자
정부 평가 또는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
다. 한편 OECD는 세계 각국 정부가 아날로그 정부에서 전자정부 그리고 디지
털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정부는 인
터넷으로 대변되는 ICT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디지털 정부는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의 현대화 전
략의 일부로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95)을 의미한다. 디지털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 기
술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플랫폼 정부, 열린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사용자 주도형 정부 그리고 선제적 정부라는 특성을 갖는다.
OECD는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디지털정부지수(Digital Government
Index)를 발표했는데, 이 지수는 총 33개국(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
국 4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부 성숙도를 측정한 것이다. 디지털정부지수는
①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③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④ 열린 정부
(Open by default) ⑤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⑥ 선제적 정부
(Proactiveness) 등 6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96)
동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위(0.742점)의 디지털 정부로 평가되었다. 그런

95) OECD(2014),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as an integrated part of governments’
modernisation strategies, to create public value” 참고.
96) OECD의 디지털 정부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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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눈에 띄는 것은 중남미 국가들의 평가 순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콜롬비아가 3위(0.742점)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우
루과이(9위, 0.602점)와 브라질(16위, 0.519점)도 OECD 평균(0.501점)을
상회하는 매우 양호한 평가97)를 받았다. 한편 멕시코는 기초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파나마와 아르헨티나는 각각 30위(0.343점)와 31위
(0.342점)로 평가되었다. 파나마와 아르헨티나도, 아이슬란드와 스웨덴보다 평
가점수가 더 높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3-15 참고). 이는 중남미의 디
지털 정부 성숙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15.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정부 평가(OECD)
세부 평가항목
종합
지수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지수

지수

순위

지수

5위

0.79 11위 0.67

5위

0.59

2위

0.8

1위

0.6

6위

0.65

7위

0.55

8위

순위

열린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지수

지수

지수

순위

국가

3위

콜롬비아

0.742 0.729 3위

0.75

9위

우루과이

0.602 0.65

0.54 14위

16위

브라질

0.519 0.54 17위 0.48 18위 0.61 14위 0.47 14위 0.54 13위 0.42

17위

24위

칠레

0.411 0.38 29위 0.46 22위 0.59 23위 0.26 32위 0.42 19위 0.36

21위

7위

순위

데이터 기반
정부

6위

0.56

순위

순위

순위

평가항목

평가내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
① 디지털 우선 정부
계하고, 필요시 법제도, 행정절차, 대국민 소통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
(Digital by design)
을 평가
② 플랫폼 정부
(Government as a
platform)
③ 데이터 기반 정부
(Data-driven
public sector)
④ 열린 정부
(Open by default)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지침, 도구,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
준을 평가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등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성과
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을 측정
정부가 가진 데이터,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지식 기
반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 평가

⑤ 국민 주도형 정부
(User-Driven)
⑥ 선제적 정부
(Proactiveness)

정부가 정책, 행정절차,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
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측정

97) 멕시코는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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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계속
세부 평가항목
종합
순위

국가

30위

파나마

데이터 기반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지수

지수

지수

순위

0.343 0.35 30위 0.53 15위 0.45 31위 0.35 25위 0.09 33위 0.28

25위

지수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지수

지수

순위

순위

열린 정부
지수

순위

순위

31위 아르헨티나 0.342 0.43 26위 0.28 31위 0.58 25위 0.39 19위
OECD 평균

0.501

0.55

0.54

0.64

0.44

0.2

순위

31위 0.18

0.47

31위

0.42

자료: OECD(2020b).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발전 수준도 매우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UN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 수
준과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을 나타
내는 ‘온라인 서비스’, 유무선 통신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통신인프라’,
국민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 등 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다. 다음으로 온라인참여지수(EPI: E-Participation Index)는 국민에게 얼마
나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제공’, 국민이 정책시행 과정 참여 수준
을 보여주는 ‘정책참여’, 국민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는 ‘정책결정’ 등 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 평가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
하고 모두 ‘매우 높음’(VHEGDI), 또는 ‘높음’(HEGDI)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
남미 국가들 중 우루과이 0.85(26위), 아르헨티나 0.83(32위), 칠레 0.83(34위),
브라질 0.77(54위), 코스타리카 0.76(56위) 등 5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
자정부 발전 국가(VHEGDI)로 분류된다(표 3-16 참고). UN의 전자정부 평가
에서 전자정부 발전 수준이 매우 높음과 높음으로 평가된 중남미 국가 수는
2016년 15개국에서 2020년에는 28개국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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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평가(UN)
매우 높음

높음

중간

(VHEGDI)

(HEGDI)

(MEGDI)

우루과이(0.85)

멕시코(0.73)

앤티가바부다(0.60)

가이아나(0.49)

아르헨티나(0.83)

바베이도스(0.73)

도미니카연방(0.60)

벨리즈(0.45)
온두라스(0.45)

칠레(0.83)

콜롬비아(0.72)

그라나다(0.58)

브라질(0.77)

페루(0.71)

엘살바도르(0.57)

쿠바(0.44)

코스타리카(0.76)

바하마(0.70)

세인트빈센트(0.56)

아이티(0.27)

에콰도르(0.70)

세인트루시아(0.54)

국가

트리니다드토바고(0.68)

자메이카(0.54)

도미니카공화국(0.68)

베네수엘라(0.53)

파나마(0.67)

과테말라(0.52)

파라과이(0.65)

수리남(0.51)

세인트키츠네비스(0.64)

니카라과(0.51)

볼리비아(0.61)
자료: UN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24).

2) 디지털 행정서비스
중남미 국가들이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와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비
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남미의 행정서비스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
한 상황이다. 중남미의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절차는 출생증명서 발급, 벌금
납부, 면허취득 등 정부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발
생시키고 있다.
중남미의 행정서비스 처리시간은 평균 5.4시간이며, 국가 간의 편차도 매우
크다. 또한 2015년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행정절차 간소화에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나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상대적으
로 좋은 평가를 받는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브라질 등의 행정서비스 처리 시
간이 중남미 평균보다 길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3-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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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중남미 국별 행정서비스 소요시간

자료: OECD(2020a).

그림 3-12. 중남미 국별 온라인 행정서비스 가능 업무 비중
(단위: %)

자료: OECD(2020a).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
털 자료화(digitization)와 디지털 업무처리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디지
털화(digitalization)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비교적 발전 수준이 높
은 국가는 우루과이,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
정서비스 업무 중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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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칠레 2개국에 불과하다(그림 3-12 참고). 온라인 행정서비스 수준은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디지털 인프라 수준 그리고 소득수준과 정(+)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3)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데이터는 공공데
이터와 민간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고, 공공 개방 데이터와 민간 개방 데이터를
더해 오픈데이터(open data)라고 한다. 특히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경제
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 방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과 ｢오픈데이터헌장(Open Data Charter)｣에 참여하고 있다. 열린정부파트
너십은 세계 각국 정부가 투명성과 부패 방지, 시민의 권한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할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처음
에는 멕시코, 브라질, 미국, 영국, 노르웨이, 남아공,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
개국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총 7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열린정부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총 16개국이다.98) ｢오픈데
이터헌장｣은 2013년 6월 G8 정상회의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5대 원칙
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오픈데이터헌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총
11개국99)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그 나라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가들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N(2020)100)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98) Open Government Partnership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3).
99)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이다. ODC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3).
100) UN(2020),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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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가 수가 2014년 46개국에서 2020년에는 153개국
으로 증가했다. 중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포털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OECD는 2015년부터 격년으로 국가별 공공데이터개방지수(OUR
Data Index: 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를 발표하고 있
다. 공공데이터개방지수는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접근성
(Data Accessibility)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의 3가지 분야101)로 평가한다. 2019년에 OECD와 IDB가
공동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데이터개방지수(OECD/IDB OURdata Index
2019)를 평가했는데, 중남미 국가들의 2019년 공공데이터개방지수 점수 평균
은 0.43점이다(표 3-17 참고). 그러나 중남미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는데, 콜롬비아(0.88), 멕시코(0.71), 브라질(0.63), 우루과이(0.62) 등이
선두 국가로서 OECD 평균(0.6)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반면, 칠레(0.41),
코스타리카(0.37), 에콰도르(0.29), 엘살바도르(0.28), 온두라스(0.16), 바하마
(0.04) 및 도미니카연방(0.00) 등은 중남미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표 3-17. 중남미 국별 공공데이터개방지수
국가

총점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콜롬비아

0.88

0.78

0.96

0.90

멕시코

0.71

0.79

0.68

0.67

브라질

0.63

0.69

0.78

0.42

우루과이

0.62

0.43

0.88

0.56

101) 서형준(2019)에 의하면, 데이터 가용성 항목은 선거, 중앙정부 재정, 지방정부 재정, 최신 인구통계,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접근성 항목은 기계 판독 데이터 포맷 사용 여부, 메타
데이터 제공 여부, 지리공간도구의 제공 여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공데이터 순위 제공 여부, 이용
자에 의한 공공데이터 평가가능 여부, 최신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시 통지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지원 항목은 공공데이터 관련 간담회 개최, 소프트웨어 관련 경진대회 여부, 시민과 기업에 대한 설명
회 여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기관 평가의 반영 여부, 해커톤과 같은 공동개발행사 개최 여
부, 언론 홍보 여부, 정부 내의 데이터 분석인력 여부, 공무원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훈련 등으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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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계속
국가

총점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과테말라

0.54

0.47

0.71

0.43

아르헨티나

0.53

0.51

0.53

0.55

파라과이

0.52

0.40

0.71

0.47

도미니카공화국

0.46

0.50

0.53

0.35

파나마

0.46

0.38

0.70

0.28

칠레

0.41

0.44

0.59

0.21

코스타리카

0.37

0.42

0.42

0.28

에콰도르

0.29

0.28

0.51

0.08

엘살바도르

0.28

0.23

0.53

0.08

온두라스

0.16

0.17

0.19

0.13

바하마

0.04

0.11

0.00

0.00

도미니카연방

0.00

0.0

0.00

0.00

중남미 평균

0.43

0.41

0.55

0.34

OECD 평균

0.60

0.59

0.70

0.52

자료: OECD(2020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한편 중남미 공공데이터 개방 이니셔티브(ILDA: Iniciativa Latinoamericana
de Datos Abiertos)도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을 평가하고 있
다. ILDA의 2020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루과이(63.6), 아르헨티나(63.1),
콜롬비아(60.5), 브라질(60.2) 등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ILDA의 평가
결과는 OECD의 평가 결과와 거의 유사한데, 유일한 예외가 멕시코이다. 2017년
평가 결과와 비교해서 2020년에는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중남미 국가의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102) 멕시코는 2014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Politica
Nacional de Datos Abiertos)에 따라 국가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datos.
gob.mx)을 개설·운영해왔다. 그러나 2018년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공공데이
터 개방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102) ILD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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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시민참여 현황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정부의 정책 및 행정과정에 시민이 참
여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정부 주도로 정책이 결
정·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행정
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진다.
중남미는 참여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높은 편이며,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중
남미의 온라인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표 3-18]은 2020년 중남미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한 UN의 온라인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103) 평가 결
과이다. [표 3-18]에서 알 수 있듯이, 중남미 33개국 중 10개국의 온라인 참여
수준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9개국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중남미에
서 온라인참여지수가 가장 높게 평가된 국가는 브라질(0.94)이며, 콜롬비아
(0.87), 아르헨티나(0.86), 칠레(0.86), 우루과이(0.86), 멕시코(0.82)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18. 중남미 국가들의 온라인참여지수 평가 결과(2020년)

국가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VHEGDI)

(HEGDI)

(MEGDI)

(LEGDI)

브라질(0.94)

엘살바도르(0.68)

앤티가바부다(0.49)

베네수엘라(0.24)

콜롬비아(0.87)

코스타리카(0.65)

온두라스(0.49)

아이티(0.22)

아르헨티나(0.86)

바하마(0.62)

세인트빈센트(0.46)

칠레(0.86)

트리니다드토바고(0.62)

가이아나(0.45)

우루과이(0.86)

바베이도스(0.59)

세인트루시아(0.39)

멕시코(0.82)

볼리비아(0.59)

자메이카(0.37)

103) UN은 2002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참여지수(EPI)’를 발표
하고 있다. 온라인참여지수는 정부가 정책과 관련된 정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정
보제공(e-information)’과 정책의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를 평가하는 ‘정책제안(e-consultation)’ 그리고 시민들이 의제설정 단계부터 정책결정 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책결정(e-decision-making)’ 등 3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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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계속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VHEGDI)

(HEGDI)

(MEGDI)

(LEGDI)

에콰도르(0.79)

파나마(0.58)

도미니카연방(0.36)

도미니카공화국(0.77)

니카라과(0.52)

쿠바(0.36)

페루(0.76)

과테말라(0.50)

파라과이(0.75)

그라나다(0.33)
세인트키츠네비스(0.33)
벨리즈(0.29)
수리남(0.25)

자료: UN(20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단일정부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시민참여를 위한 별도의 포털을 운영하는 국가들도 증
가하고 있다. [표 3-19]는 중남미의 대표적 온라인 시민참여 정부 포털을 표시
한 것이다. [표 3-19]에서 알 수 있듯이 중남미의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은 정보
제공, 정책참여, 시민의 정책 제안, 시민과 정부의 공동 정책 개발 등 다양한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3-19. 중남미 주요 온라인 시민참여 정부 포털
국가

플랫폼 URL

정보 제공
Single Portal for Requesting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도미니카공화국

saip.gob.do

정책 참여
Consulta Publica

아르헨티나

Urna de Cristal

콜롬비아

Participa

멕시코

Uruguay

우루과이

Participa + Brasil

브라질

consultapublica.argentina.gob.ar
www.urnadecristal.gov.co
participa.gob.mx
www.gub.uy/participacion-ciudadana
www.gov.br/participamais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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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계속
국가

플랫폼 URL

시민의 정책 제안
Asamblea Legislativa Participe
y Consulte

코스타리카

www.asamblea.go.cr/ca/SitePages/Participe
%20y%20consulte.aspx

시민과 정부의 공동 정책 개발
Software Publico

콜롬비아

www.softwarepublicocolombia.gov.co

자료: UN(2020).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UN의 온라인참여지수 평가 결과가 양호한 편이나,
중남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남미에
서는 2019년 이후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온
두라스, 아이티, 쿠바 등 다수 국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는
중남미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어왔고, 시민참여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그림 3-13]은 중남미 정부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표시한 것이다.
Gallup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중남미 정부들의 평균 신뢰 수준은
33.9%로 2007년보다 4.4%p 낮아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중남미
국가들은 코스타리카(48%), 과테말라(46%), 파라과이(46%) 등으로 OECD 평
균인 45%보다도 높다.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중남미 국가들은
아르헨티나(26%), 베네수엘라(24%), 브라질(17%) 등이다. 2007년과 2018년
사이에 파라과이(29%p), 에콰도르(28%p) 및 자메이카(17%p)에서 신뢰도가 가
장 많이 증가한 반면, 베네수엘라(39%p), 우루과이(25%p) 및 콜롬비아(24%p)
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그림 3-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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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중남미 국별 정부 신뢰도 변동(2007년과 2018년)

자료: OECD(2020c).

한편 최근 중남미 반정부 시위 확산에 소셜미디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시위의 중심이 되면서 시위현장 소식이 순식
간에 공유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회 및 시위가 여러 지역에서 동
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 7월에는 쿠바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
고, 쿠바 정부는 페이스북, 와츠앱,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접속
을 차단했다.104)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 쿠바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연설에서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쿠바계 미국인 ‘마피아’들이 소셜미
디어를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
문제도 심각하다.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이 지지를 호소하거나 시민들과 소통하
는 수단으로 소셜미디어가 급부상했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왓츠앱이 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아다드(Fernanddo
Haddad)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수단으로 활용105)되기도 했다.
104) 「‘반정부 시위 확산’ 쿠바, 소셜미디어 차단돼」(2021. 7.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105) 보우소나루 후보를 지지하는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왓츠앱을 이용해 페르난두 아다드 후보가 동성애
를 옹호한다는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에게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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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전환 정책
가.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 정책: 5G
라틴아메리카의 이동통신시장은 3개의 다국적기업106)이 독과점하고 있으
며, 지역 전체 가입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지만,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107)의 참여에 의해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은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 시장구조 변화의 한 요인으로서 각국
정부가 주파수대역을 경매할 때 신규 진출기업이나 MVNO를 우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례로 멕시코의 경우 2014년 통신개혁 이후 도매 전용 이동통신
사업인 Red Compartida를 출범시켰고, 동 사업을 수주한 ALTÁN 컨소시엄
이 2018년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할 시점에 이미 Red Compartida 통신 인프
라를 사용계약 35건이 체결되었다.108) 멕시코의 Red Compartida는 세계 최
초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에서의 도매 이동통신 네트워크이다.
현재 중남미는 4G 통신망의 가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중남미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5G를 준비하는 한편, 4G 통신망 확대에 집중하
고 있다. 4G 통신망의 커버리지 비율은 페루(83%), 멕시코(80%), 코스타리카
(66%), 에콰도르(57%) 등 국가별로 편차가 크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의 4G
가입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GSMA에 따르면, 이 비율은 브라질이

106) 3개의 다국적회사는 아메리카모빌, 텔레포니카 그리고 텔레콤이탈리아이다. 아메리카모빌(America
Movil)은 세계 4위의 멕시코계 다국적 통신회사로 Claro,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스페인계 통
신회사로 Movistar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아메리카모빌과 텔레포니카 2개 회사는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에 진출해 있다. 한편 텔레콤이탈리아(Telecom Italia)는 주로 브라질에서 Tim이라는 상
표로 영업하고 있다. 한편 포루투갈텔레콤(Portugal Telecom)과 합병한 브라질 최대이자 중남미 3
위의 통신회사였던 오이(Oi)는 2016년에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2020년에 브라질 3대 통신회사가
오이의 지분을 분할 인수함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됐다.
107)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통신망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자사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108) IDB(2021a),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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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로 가장 높고, 페루와 멕시코는 각각 23%와 20%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74%나 한국의 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통신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4G 가입률
확대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GSMA에 따르면, 2025년까지 브라질, 칠
레 그리고 콜롬비아의 4G 가입률은 각각 87%, 82% 그리고 81%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5G 통신기술의 상용화는 한국,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나,
중남미에도 5G 시대의 개막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멕시코와 우
루과이에서 부분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며, 브라질, 아르헨
티나, 칠레 등도 5G 통신망을 위한 주파수 대역폭 경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5G 통신망 구축의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다면 중남미의 주
요 민간 이동통신사업자들(아메리카모빌과 텔레포니카 등)의 투자가 늦춰질
수 있다.
ECLAC에 따르면, 중남미가 향후 7년간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
자액은 총 1,201억 달러이다. 우선 도시 지역에만 5G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508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중남미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4G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5G 통신망 구축도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4G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
나 미·중 기술경쟁의 영향으로 미국이 중국산 5G 통신장비의 사용을 강력히
제재하고 있어 중남미의 5G 통신망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현재 5G 무선 하드웨어와 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노키아(핀란드), 삼성(한국), ZTE(중국) 등 5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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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정책
1) 중남미 디지털 어젠다: eLAC 2022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109)를 앞두고 2000년 6월에
브라질의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개발을 위한 IT 기술에 관한 지역회의(Regional
Meeting 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를 개최하고, 정
보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했다. 이후 중남미 정보사회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Information Societ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가 비정기적으로 개최110)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정보사회 이행을 위한 최초의 실
행계획(eLAC 2007)이 채택되었고, 2020년 11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7차
각료회의에서 2022년까지의 실행계획(eLAC2022)111) 또는 중남미 디지털 어
젠다)이 승인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7차 각료회의
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이 방역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수단임이 증명되었
으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
했다. eLAC2022는 8가지 실행 분야와 3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eLAC
2022가 제시한 실행 분야는 ① 디지털 인프라 ② 디지털 경제 ③ 디지털 정부
④ 디지털 역량 ⑤ 디지털 신기술 ⑥ 디지털 보안 ⑦ 중남미디지털시장통합 ⑧

109)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스위스 제네바와 튀니지 튀니스에서 1차와 2차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WSIS)가 개최되었고, 2015년에 뉴욕 UN본부에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이행 점검을 위한
UN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110) 유엔중남미경제사회위원회(CEPAL)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1) eLAC2007(2005년, 리우네자네이루), eLAC2010(2008년, 산살바도르), eLAC2015(2010년, 리
마), eLAC2018(2015년, 멕시코시티), eLAC2020(2018년, 카르타헤나)에 이은 실행계획이며,
2015년 eLAC2018부터 중남미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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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디지털협력 ⑨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경제 활성화이다(eLAC2022).
제7차 중남미 정보사회 각료회의에서 CEPAL 사무총장인 알리시아 바르세
나(Alicia Bárcena)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남미 인구의 1/3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등 디지털 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세에서 12세 사이의 중남미 초등학생의 46%가 인터
넷 연결이 없는 가구에 거주하며, 3,200만 명이 넘는 중남미 초등학생이 원격
학습 솔루션에 접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드레스 미켈레나(Andrés
Michelena) 에콰도르 정보통신부 장관은 농촌 지역의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
한 중남미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카렌 아부디넨(Karen Abudinen)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결성이 곧 형평성(Connectivity is equity)이
라고 말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CEPAL 사무총장은 중남미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4,000만 이상의 가구가 있고, 이 중 절반이 소득 하위 1~2분위 계층에 속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 가구의 경우 77%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25
세 미만 인구의 42%, 66세 이상 인구의 54%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고 밝혔다. 소득 하위 1~2분위 가구의 모바일 및 유선 광대역 인터넷 비용이
소득의 14%와 12%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
린이의 46%는 인터넷 연결이 없는 가구에서 살고 있고, 3,200만 명이 넘는 어
린이들이 원격학습 솔루션에 접근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중남미 디
지털 어젠다 eLAC2022도 첫 번째 실행 분야로 디지털 인프라를 제시하고 5가
지 세부목표112)를 제시하고 있다.

112) 5가지 세부목표는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접근,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인터넷익스체인지포인트
(IXP) 강화, 5G 주파수 정책 수립, 교육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용 인프라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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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디지털 어
젠다 또는 ICT 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디지털 전환 정책에 가장 앞선 국가들이었으며, 현재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디
지털 전환 어젠다 또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표 3-20 참고).

표 3-20. 중남미 주요국 디지털 의제/전략
국가

디지털 어젠다/전략

목표

주무기관

브라질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
Estratégia Brasileira para
a Transformação Digital
(EDigital)(2018)

1)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네트워크
인프라 및 접근성, R&D 및 혁신,
디지털 환경, 디지털 교육,
국제협력)
2) 경제, 시민, 정부의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혁신통신부

멕시코

국가 디지털 전략
Estrategia Digital
Nacional 2013-2018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양질의 교육,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공공안전

대통령실 디지털
국가전략조정관

콜롬비아

ICT 2018-2022 계획
Plan TIC 2018-2022

ICT 환경, 디지털 사회 통합,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과 가정의 권한 부여,
부문별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부

아르헨티나

디지털 어젠다 2030
Agenda Digital 2030

디지털
처리를
사이버
디지털

칠레

디지털 어젠다 2020
Agenda Digital 2020

디지털 개발 권리, 디지털 연결성, 디
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역량

우루과이

교육, 인프라, 연결성, 데이터
정부 현대화 사무국
위한 법규 제정, 효율적 정부,
산하 디지털 어젠다
보안, 경제발전, 국제사회의
특별임시부서
전환 주도

디지털 어젠다 2020
디지털 역량 개발, 사회적 웰빙을 위한 혁
Transforming with equity 신,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 환경 및 비
Agenda Digital 2020
상 사태의 현명한 관리, 스마트 정부

대통령실
대통령실 직속
전자정부 및
지식정보사회국

자료: OECD(2020a).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라는 정의에 따르면, 디지
털 전환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그리고 디지털 정부 등 경제사회 전 분야
에 관련된 범분야 이슈이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의 디지털 어젠다는 ICT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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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여타 정부부처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국가개발계획에 디지털 전환 주류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주류화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기존의 정부정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디지털 전환은 중남미 국가들이 개발함정(Development traps)113)에
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OECD(2020a)는 중남
미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주류화를 파악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들의 국가개발계
획(NDP)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
르면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 주류화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우루과이, 칠
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디지털 전환 주류화가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중남미 국가개발계획의 디지털 전환 주류화는 주로 생산성 함정과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취약성 함정과 관
련된 교육·보건 등 디지털 사회 부문의 디지털 전환 주류화는 상대적으로 빈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약점과 관련된 디지털 정부와 환경 위험과 관련된
국가개발계획의 디지털 전환 주류화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보편
적 인터넷 접근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정책이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광대
역 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보급률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1]은 중남
미 주요국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 계획을 정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
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은 디지털 인프라와 전
자정부 구축이다.

113) OECD(2019b)는 중남미의 개발 함정으로 낮은 생산성, 사회적 취약성, 제도적 약점 그리고 환경위
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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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중남미 주요국 광대역 통신망 구축 계획
국가

계획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National Broadband Plan

브라질

(2014년 완료되었으며, 새로운
브로드밴드 계획 준비 중)
디지털 어젠다 2020 광케이블
프로젝트(1개의 해저 광케이블과

칠레

3개의 육상 광케이블 구축)
Digital Agenda 2020
Optical Fibre project

목표

재원

가정 70% 및 학교 100% 1Mbps 연방정부
속도의 고정 브로드밴드 연결(새로운 민간 부문
계획은 더 빠른 속도 목표 포함 예정) 통신기금
2020년까지 가정의 90% 10Mbps
속도의 고정 브로드밴드 연결, 커뮤니

공공재원 및

티의 90%, 학교의 100% 무료 와이

보조금

파이 지역 제공
인터넷 사용인구 2014년 900만 명
에서 2,700만 명으로 증가

콜롬비아

Vive Digital
(2014-2018)

브로드밴드 속도 2014년 1Mbps
에서 4Mbps로 증가

공공 및 민간

모든 지방도시 4G 이동통신 및 무
료 와이파이 지역 제공
국가개발계획의 통신 및 교통
부문 계획 2013-2018
멕시코

Communications and
Transport Sector Plan

2018년까지 가정의 70%, 중소기업
의 85% 인터넷 접속

공공 및 민간

2013-2018
자료: CAF(2019), p. 84.

4. 소결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제고,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행
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중남미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남미 모든
사람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
다. 중남미는 디지털 연결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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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물론이고 국가 내에서의 디지털 격차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에 비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 수준
이 상대적으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부문에서도 소
비 및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스타트업 기술
기업의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디지털 인프라 확
충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
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고, 한국
과 중남미 간의 협력수요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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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가. 디지털 연결성(connectivity)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먼저 해저 케이블망을 구축114)하였으며, 현
재 중남미에서 가장 방대한 해저 광케이블망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총
16개의 해저 광케이블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길이는 총 18만 km에 달한
다.115) 많은 광케이블 육상기지국이 유럽과 아프리카에 가장 가까운 도시인 북
동부 지역의 포르탈레자(Fortaleza)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남동부 지역의 산투
스(Santos)와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해 있다.
광케이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7~18년 사이에 7개의 해저 광케이블망
이 신설되었으며, 2020~21년 기간에도 추가로 3개의 해저 광케이블망이 서비
스를 개시했다. 브라질에서 가장 긴 해저 광케이블망은 SAm-1과 GlobNet으로
그 길이가 각각 2만 5,000km, 2만 3,800km에 달한다(표 4-1 참고).
해저 광케이블망 확충과 더불어 국내 백본망도 증가해왔다. 브라질 최초의
백본망은 1992년에 구축되기 시작한 국가교육연구망(RNP: Rede Nacional
de Ensino e Pesquisa)이다. 현재 RNP는 1,174개의 대학, 800개의 공공기
관 그리고 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 브라질 원격의료대학망(RUTE:
Telemedicine University Network) 및 유럽·중남미교육연구망(BELLA)116)

114) 브라질 최초의 해저케이블은 1857년에 리우데자네이루의 프라이아다사우데(Praia da Saúde)와
페트로폴리스(Petrópolis)를 연결하는 50km의 케이블망 중 15km 구간이었다. “Cabo submarina
que conecta Brasil à Europa começa a funcionar na terça-feira”(2021. 5. 3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0. 9).
115) Submarine Cable Map. “Brazi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2).
116) BELLA 프로그램은 유럽 및 중남미 교유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결을 위한 EU·중남미 협력사업으로
유럽과 중남미를 직접 연결하는 대서양 횡단 광케이블 구축사업인 BELLA-S와 중남미 각각 교육연
구기관을 연결하는 중남미 교육연구망(RedCLARA) 구축사업인 BELLA-T로 구성되어 있다. BELLA-S
사업으로 브라질과 포르투갈을 직접 연결하는 교육 및 연구 전용 용도의 해저 광케이블망 EllaLink
가 2021년에 개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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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연결되어 있다. 브라질 정부가 1998년 당시 국영 통신회사였던 Telebras
를 분할 매각하는 방식으로 통신시장을 민영화한 이후에는 민간 통신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백본망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2010년에 민간
통신회사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지방에 대한 백본망 확충을
위해 국가브로드밴드계획(PNBL: Plano Nacional de Banda Larga)을 추진
했고, 그 결과 낙후된 지역을 연결하는 2만 5,000km의 상업 백본망이 신설되
었다.

표 4-1. 브라질 해저 광케이블망 현황
연도
1996

2000

명칭
Brazilian
Festoon

소유주

육상 관문

총길이

Embratel

13개 해안도시

2,552km

Atlantis-2

통신회사 컨소시엄

포르탈레자

8,500km

Americas-II

통신회사 컨소시엄

포르탈레자

8,373km

SAC

Lumen/Telecom Italia

포르탈레자, 리우, 산투스

20,000km

GlobeNet

GlobeNet

포르탈레자, 리우

23,500km

포르탈레자, 리우,

2001

SAm-1

Telxius

2014

AMX-1

América Móvil

포르탈레자, 살바도르, 리우

Monet

Google/통신회사 컨소시엄

포르탈레자, 산투스

10,556km

Seabras-1

Seaborn/Telecom Italia

프라이아그란지

10,800km

2017

2018

2020
2021

살바도르, 상투스

25,000km
17,800km

Brusa

Telxius

포르탈레자, 리우

11,000km

Junior

Google

리우, 산투스

390km

Tannat

Google/Antel Uruguay

산투스

2,000km

SACS

Angola Cables

포르탈레자

6,165km

SAIL

Camtel/China Unicom

포르탈레자

5,800km

Malbec

Facebook/GlobeNet

리우, 프라이아그란지

2,600km

EllaLink

EllaLink

포르탈레자

6,200km

자료: Submarine Cable Map, “Brazi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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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내 광케이블망 확대에 힘입어 광케이블 백홀망(backhaul
network)117)의 서비스를 받는 도시의 비중(전체 도시 대비)은 2015년 48.2%
에서 2021년에는 82%까지 증가했다.118) 그러나 지역별로 서비스를 받는 도
시의 비중은 편차가 크다. 북부와 북동부 도시의 경우 약 50%가 여전히 백홀망
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브라질 백홀망 시장의 특징은 소형
공급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소형 공급업체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는 브라질 전체 5,570개 도시 중 4,119개 달한다.
특히 이들 도시 중 1,263개 도시(전체 도시 대비 23% 비중)에서는 소형업체들
을 통해서만 백홀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21년 들어 브라질 정부가 ‘제5차 통신분야 보편화목표 일반계획(PGMU5)’
을 발표하면서 광케이블망 보급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계획을 통
해 브라질 정부는 2024년까지 전국의 5,570개 도시 중 99%의 도시에 광케이
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이 계획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들은
1,500개 도시에 광케이블 백홀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표 4-2. 광케이블 백홀망 서비스를 받는 도시 수 및 비중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시(개)

2,406

2,112

1,970

1,523

1,167

988

서비스 대상 도시(개)

3,104

3,458

3,600

4,047

4,403

4,582

비중(%)

56.3

62.1

64.6

72.7

79.0

82.3

자료: Anate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최근 들어서는 대륙 간 해저 광케이블망 건설이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2021년 6월에는 브라질과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EllaLink)
117) 다수의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적 구조로 된 통신망에서 주변부망(edge network)을
기간망(backbone network)에 연결시키는 링크이다. 백홀은 물리적으로 광케이블, 구리선, 무선
등으로 연결된다.
118) 브라질의 행정구역은 26개 주 1연방구로 구성되어 있고, 총 5,570개의 시(municipalit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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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통되었다. 총 길이 6,200km에 달하는 이 망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브라
질의 포르탈레자와 포르투갈의 시느스(Sines)를 직접 연결한다. 이 광케이블망
건설은 아일랜드의 EllaLink사가 시공을 맡았는데, 총공사비는 1억 5,000만
유로에 달했다. 전체 공사비 중 2,500만 유로는 유럽위원회가, 890만 유로는
브라질 정부가 투자했다.
또 다른 중요한 광케이블망 구축사업은 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해저 광케이
블 프로젝트이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칠레 정부가 2018년부터 실현가능성조
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2020년 7월 일본정부가 제안한 뉴질랜드와 호주를 거
쳐 칠레-일본을 연결하는 루트가 채택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칠레 정부와 공동회담에서 이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이외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주문형 디지털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클라우딩 컴퓨팅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딩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가 데이터센
터이다. 브라질에는 2021년 8월 현재 139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지역별로
상파울루에 64개, 리우데자네이루에 27개로 두 지역에 전체 데이터센터의
65%가 밀집되어 있다. 그 밖에 벨루오리존치(4개), 브라질리아(6개), 캄피나스
(6개), 쿠리치바(2개), 포르투알레그리(4개), 기타 지역(26개)에 데이터센터가
분포되어 있다.119)
브라질의 데이터센터 수는 절대적인 숫자 면에서 많은 OECD 국가를 앞선
다. 그러나 국가 영토의 크기를 고려할 때 브라질의 데이터센터 수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OECD(2020e)는 브라질에서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저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먼저 높은 전기요금이다. 브라질에서 전기요금
은 OECD 평균 요금(143달러/MWh, 2017년 기준)에 비해 2배 가까이(269달
러/MWh, 구매력 기준) 높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높은 이유는 주세(州稅)인 상
119) Cloudscene, “Brazi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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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유통세(ICMS)가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 토지구매 및 건축허가의 어려움, 데
이터센터 설치에 필요한 장비의 높은 수입관세 등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거
론된다.

나. 디지털 접근성(accessibility)
1) 인터넷 이용률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9년 기준으로 74%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
치지 못하지만, 개도국과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ITU에 따르
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그리고 개도국 및 선진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51.4%, 44.4%, 86.7%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 증가율
이 선진국이나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빠
르게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이다. 2015~19년 기간 브라질 인터넷 이용자 증가
율은 연평균 3.2%p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2.0%p), 개도국 평균(2.1%p),
그리고 선진국 평균(1.9%p)을 크게 능가하는 수치이다.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10세 이상 인구의 74%인 1
억 3,380만 명에 해당한다. 지난 5년간(2015~19년)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률
은 58%에서 74%로 16%p나 증가했다(표 4-3 참고).

표 4-3. 브라질의 연도별·사회계층별 인터넷 이용 비중
(단위: %, 총인구 대비)

계층

2015

2016

2017

2018

2019

A

96

95

96

92

95

B

84

86

89

91

93

C

63

66

74

76

78

DE

30

35

42

48

57

총계

58

61

67

70

74

자료: cgi.br(2020a),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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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브라질에서 인터넷 이용률은 도농 간, 지역 간, 연령 및 사회계층 간
격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도시(77%)와 농촌(53%) 간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
는 24%p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북동부 지역의 이용률이
64%로 브라질 평균에 비해 10%p나 낮았다. 소득계층 간에도 격차가 컸는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A계층(95%)과 가장 낮은 DE계층(57%) 간의 격차는
36%p에 달했다. 교육수준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인터
넷 이용 비중은 60%인 데 반해 대학교육 졸업자의 비중은 97%에 달해 그 격차
는 37%p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의 34%만이 인터넷을 이용한
데 반해 16~24세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 비중은 92%에 달했다(표 4-4 참고).

표 4-4. 지역,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별 인터넷 이용 비중(2019년)

지역

연령

교육

사회계층

구분

비중(%, 총인구 대비)

총계

74
도시

77

농촌

53

10~15세

84

16~24세

92

25~34세

90

35~44세

83

45~59세

68

60세 이상

34

고등교육(초대졸 이상)

97

중등교육

89

초등교육

60

초등교육 미이수

16

A

95

B

93

C

78

DE

57

자료: cgi.br(2020a),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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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격차는 브라질에서 아직 많은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를 설명해준다. 2019년 브라질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컴퓨터에 관한 기술의 부족(72%, 특히 고령층에서)과 관심 부
족(67%)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DE계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높은
인터넷 접속 비용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촌지
역과 북부지역에서는 각각 24%가 컴퓨터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
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기기별로 브라질에서 인터넷 이용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중이 단연 높았
다. 2019년에 그 비중은 99%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컴
퓨터를 제치고 2015년 이후 줄곧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오고 있다. TV를 활용
한 인터넷 접속은 2014~19년 기간 7%에서 37%로 30%p나 증가했다. 이 같
은 증가는 청소년층이 TV를 통해 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 온라인 게임 등을 주
로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0~15세(40%)와 25~34세(40%) 연령층에
서 인터넷 접속을 위한 TV 사용은 일반적이다. 이처럼 청소년층이 인터넷 접속
을 위해 TV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이 낮은 상황에서 연
결과 대역폭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컴퓨터를 사용한 인터넷 접속
은 2014년 80%에서 2019년에 42%로 38%p나 감소했다. 특히 데스크톱을 이
용한 인터넷 접속이 54%에서 23%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그에 반해 노트북
(46% → 28%)이나 태블릿(22% → 11%)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비중의 감소는
더 완만했다.
표 4-5. 기기별 인터넷 이용 비중
(단위: %)

기기 유형
휴대전화
컴퓨터
TV 세트
게임 콘솔

2014
76
80
7
5

2015
89
65
13
8

2016
93
57
17
8

2017
96
51
22
9

자료: cgi.br(2020a),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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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7
43
30
9

2019
99
42
37
9

2) 브로드밴드 보급률
브라질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모두 전 세계 평균과 개도국 평균을
상회하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유선 브로드밴드 보
급률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그 보급률은 100명당 15.7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평균(15.2명)과 개도국 평균(11.5명)을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아
직 선진국 평균(33.6명)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기술별로는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 브로드밴드 사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17년 11.4%에 불과했던 광케이블의 사용 비중은 2012년 6월 약 5배 이상
증가한 55%에 달했다. 그에 반해 동축케이블이나 금속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브로드밴드 사용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4-6. 기술별 유선 브로드밴드 접속 비중
(단위: %)

구분

2017. 12

2021. 6

동축케이블

31.3

25.2

금속케이블

47.6

14.7

광케이블

11.4

55.0

LTE

1.3

0.0

고정무선(Fixed wireless)

7.9

4.2

위성

0.5

0.9

자료: Anate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전 세계 평균과 개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2020년 브라질의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100명당 97.37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75명)과 개도국 평균(65.1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브라
질의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21년 들어 100명을 넘어 6월 현재 101.05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브라질의 보급률은 선진국 평균(125.2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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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로 브라질에서 무선 브로드밴 접속은 4G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G
를 활용한 접속 비중은 2017년 12월 43.3%에서 2021년 6월에는 76.4%로
33.1%p 증가했다. 그에 반해 3G를 사용한 접속 비중은 같은 기간 36.6%에서
12.5%로 감소했다.

표 4-7. 기술별 무선 브로드밴드 접속 비중
기술 구분

2017. 12

2021. 6

2G

13.7

11.1

3G

36.6

12.5

4G

43.3

76.4

M2M

6.4

0.0

자료: Anate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3) 인터넷 속도 및 요금 수준
브라질에서 인터넷 속도는 통신업자들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빨라지고 있
다. 그러나 유선 브로드밴드 속도에 비해 무선 브로드밴드의 속도 증가율은 다
소 더딘 편이다.
Speedtest Global Index(2021년 6월 기준)에 따르면 브라질의 인터넷 속
도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유선 브로드밴드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광가입자망(FTTH: Fiber to the Home) 투자 등에 힘입어 전
년동월대비 각각 64%, 76% 개선되었다. 이는 글로벌 평균 증가율 36%, 37%
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순위도 2020년 6월 54위에서 49위로 뛰
었다. 이 순위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10위), 파나마(36위)에 이어 3위에 해당
한다.
다음으로 무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속도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대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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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각각 19%, 12%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평균
증가율 60%, 15%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브라질의 순위는 76위
로 전년동월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이는 중남미 국가 중 자메이카(62위), 트리
니다드토바고(64위), 수리남(67위), 멕시코(69위), 우루과이(71위), 도미니카
공화국(73위), 코스타리카(74위)에 이어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순위이다(표
3-1 참고).
한편 브라질에서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은 무선 요금은 저렴한 데 반해 유
선 요금은 비싸다는 특징을 보인다. 바스켓별로 브라질에서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량 사용 바스켓(월 데이터 0.5~5GB
사용)의 경우 2019년 11월 기준으로 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다.
300calls + 1GB 바스켓의 경우 브라질에서 요금은 12.9달러(구매력 기준)로
OECD 평균 24.9달러에 비해 낮았다. 대량 사용 바스켓의 경우도 무제한 20GB
바스켓을 제외할 경우 브라질이 전반적으로 저렴했다. 그러나 OECD(2020e)
는 브라질에서 무선 브로드밴드 사용 요금이 전반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 속도를 반영할 경우 절대 싸지만은 않다고 평가한다. 브라질에서 전반
적인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은 저렴하지만, 인터넷 속도 등 품질은
OECD 국가에서보다 낮기 때문이다.
무선 브로드밴드에 비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은 브라질에서 매우
비싸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10Mbps 인터넷 속도의
30GB 데이터 용량을 사용하는 가격은 평균적으로 31.6달러(구매력 기준)인
데 반해 브라질에서 그 요금은 56.1달러에 달한다. 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인
칠레 (30.6달러), 콜롬비아(44.7달러), 멕시코(32.4달러)에서보다도 크게 높은
것이다. 지역 간, 도농 간 격차를 고려할 경우 실제 요금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
인다. 브라질의 경우 이처럼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상품
유통세(ICMS) 등 높은 세금 때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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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무선 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브라질의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은 대형 통신업자 이외에 소규모 통신업자가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독특한 시장이다. Anatel은 통신업체를 크게 대규모 통
신업체(empresas de grande porte)와 소규모 통신업체(PPPs: Prestadoras
de Pequeno Porte)로 구분한다. Claro, Oi, Sky, TIM, Vivo 등이 대형 통신
업체로 분류된다. 그에 반해 전국적으로 5%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업체
들을 소규모 통신업자로 정의한다.
2021년 5월 현재 3개 대형 통신업체가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의 57%를 차
지하고 있다. Claro가 26.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Vivo(17%)와 Oi(13.9%)가 잇고 있다. 특히 Claro의 시장점유율은 2008~21년
5월 사이 Embratel과 브라질 최대 Pay TV 업체 중의 하나인 Net의 인수에 힘
입어 11.2%에서 26.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브라질에는 약 1만 3,000개의 소규모 통신업체가 있다. 이들 소규모
통신업체는 대형 통신업체들이 상업성이 없어 포기한 오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Anatel에 따르면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소규모 통신업체가 차지하
는 비중(전체 가입자 대비)은 2018년 18.4%에서 2021년 6월에는 40%에 달
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주로 북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등 11개 주와 3개
주도(州都)에서 소형 통신업체들이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
하고 있다.
무선 브로드밴드 시장도 2010~21년 6월 사이 빠른 발전을 보였다. 같은 기
간 가입자 수는 1억 7,400만 명에서 2억 1,557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Vivo(33.4%), Claro(27.9%), TIM(21.4%), Oi(16.5%)
등 4개 통신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소형 통신업체들의 역할이 두드러진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과 달리 무선 브로드밴드 시장에서는 대형 통신업체가
99.2%(2021년 6월 기준)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소형 통신업
체의 시장점유율은 0.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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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유무선 브로드밴드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Anate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2. 디지털 전환 현황
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1)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가)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최근 들어 브라질에서 기업의 인터넷 접속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2019년 조
사에 따르면 98%의 중소 및 대기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터넷 접속 시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 비중은 2017년 49%에서 2019년 67%로 18%p나 증가했다. 광
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북부 지역에서도 그 비중은 2017년 46%에서 2019년 72%로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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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접속 현황
(단위: %)

구분

2017

총계

기업 크기

지역

업종

2019

49

67

10~49인

46

65

50~249인

67

67

250인 이상

85

91

북부

46

72

북동부

46

66

남동부

53

69

남부

48

66

중서부

33

51

제조업

45

65

건설업

45

62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

48

67

교통 및 창고

51

72

요식업

46

61

ICT

75

87

부동산, 전문, 과학기술 활동

57

70

예술,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등

47

63

자료: cgi.br(2020b), p. 207.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의 인터넷 접속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14년에는 1~10Mbps 접속대의 기업이 49%로 가장 많았
다. 그러나 2019년에는 10~100Mbps 접속대의 기업이 53%로 대세를 차지했
다. 특히 2017년과 비교해 100Mbps 접속대 기업의 비중이 7%에서 17%로
10%p나 증가했다. 이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앞선 스웨덴(44%)에
는 미치지 못하나 EU 평균(18%)에는 근접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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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브라질 기업들의 인터넷 접속 속도
(단위: %, 최대 다운로드 속도 기준)

연도

256Kbps

256Kbps~1Mbps

1~10Mbps

10~100Mbps

2017
2019

100Mbps 이상

1

4

40

44

7

0

11

25

53

17

자료: cgi.br(2020b), p. 208.

인터넷 접속 인프라 이외에 브라질 기업 디지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기업의 온라인상의 활동기반 구축이다. 웹사이트 구축이나 SNS 활동이 대표적
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54%
에 불과했는데 이는 2015년 57%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이다. 소규모 기업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EU 기업의 평
균 구축 비율 7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SNS 사용도 기업 홍보의 중요한 요소이다. 2019년 기준으로 브라질 기업의
78%가 SNS 계정을 갖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7년
에 비해 7%p 증가한 것이다. EU 기업의 53% 비중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62% 기업이 Facebook, YahooProfile, Google+ 등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54% 기업이 WhatsApp이나 Telegram을 사용하는데, 이는 2017년
대비 10%p나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기업을 알리는 수단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2019년 기
준으로 36%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
동은 기업 규모나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
였다. 숙박 및 요식업(50%), ICT(46%), 예술,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44%) 업
종이 평균 이상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반해 교통 및 창고(18%), 건설
업(29%)은 평균 이하의 홍보활동을 보였다.
브라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상거래는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다. 그 비중은 70%에 달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4%p 증가한 것이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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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57%에 달했는데,
이는 2017년 22%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는
기업의 크기나 지역 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분야별로는 차이가 있
었다. 제조업이 68%로 가장 비중이 높은 데 반해 건설업이 35%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표 4-10. 브라질 기업들의 인터넷 활용 현황(2019년)
(단위: %, 인터넷 사용 기업 대비)

기업 구분

웹사이트

온라인 홍보

인터넷 구입

인터넷 판매

전체 기업

54

36

70

57

10~49인

51

36

69

57

50~249인

77

35

77

58

250인 이상

89

34

76

52

자료: cgi.br(2020b), pp. 209-211.

디지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전환 중의 하나는 다양한 기술을 생산과정에 적
용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빅데이터 분석, 3D 프린팅
등은 생산과정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혁신과 생산성 표준을 정립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이다.
먼저 브라질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이메일 서비스 사용
비중이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저장 서비스 활
용 비중이 38%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에 반해 사무용 소프트웨어, ERP 등의
서비스에 대한 활용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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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브라질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 비중
(단위: %, 총 인터넷 사용 기업 대비)

데이터베이스 혹은

사무용

파일 저장

소프트웨어

연도

이메일

ERP

2017

27

25

20

16

2019

39

38

27

23

자료: cgi.br(2020b), p. 212.

250인 이상 대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이 높았다. 브라질의 대기업들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메일로 전체 기업 중 63%가 이 서
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는 파일이나 데이터
베이스 저장으로 그 비중은 54%에 달했다. EU 28개국과 비교해 브라질 대기
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비중은 높았다. 그러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등 북부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는 아직 낮았다.

표 4-12. 브라질과 EU 대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 비중 비교
(단위: %, 총 인터넷 사용 기업 대비)

데이터베이스 혹은

사무용

파일 저장

소프트웨어

국가

이메일

ERP

스페인

40

33

40

노르웨이

55

55

60

29

핀란드

69

66

68

30

EU28

36

32

39

17

브라질

63

39

54

37

20

주: 브라질 통계는 2019년, EU 기업은 2018년 기준.
자료: cgi.br(2020b), p. 213.

브라질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3D 프린팅,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 등 디
지털 신기술 활용도는 높지 않다. 먼저 IT 업무나 부서가 있는 기업120) 중 빅데
120) 그 비중은 브라질 전체 기업의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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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기업은 10%에 달했다. 그러나 IT 업무나 부서가 있는 기
업 중 3D 프린팅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5%에 불과했다.

표 4-13. 브라질 기업의 디지털 기술 사용 현황
컴퓨터 사용 기업

IT 업무나

대비(%)

부서가 있는 기업 대비(%)

빅데이터 분석

4

10

19,861

3D 프린팅

2

5

10,011

산업용 로봇

2

4

8,256

서비스용 로봇

1

2

4,166

구분

총 예상 기업 수

자료: cgi.br(2020b), p. 214.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용 로봇 사용 비중도 매우 미미했다. 전체 기업 중 산
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은 2%에 불과했으며 서비스용 로봇 사용 비중은
1%에 불과했다. IT 업무나 부서가 있는 기업에서도 그 비중은 각각 4%, 2%에
불과했는데, 이는 EU28 기업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표 4-14. 브라질과 EU 기업의 디지털 기술 사용 현황
(단위: %, 컴퓨터 사용 기업 수 대비)

브라질

EU28

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빅데이터 분석

4

12

4

1

3

3D 프린팅

2

5

8

3

8

산업용 로봇

2

4

1

1

3

서비스용 로봇

1

2

11

15

19

자료: cgi.br(2020b), p. 215.

브라질에서 디지털 기술 중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클라우드 서
비스였다. 그에 반해 빅데이터 분석, 3D 프린팅,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의 사
용은 아직 매우 미미했다. 게다가 그 기술도 일부 특정 업종의 대기업에 국한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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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정도 및 과제
민간 부문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 수준이 낮으며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된다. gA(2015)에 따르면 디지털화 준비가 가장 앞선 국가는 우루과이와 칠
레이다(표 3-5 참고). 산업별 디지티러 기술의 사용 격차는 브라질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컴퓨터·전자·광학(61%), 전기장비(60%), 정유 및 바이오연료(53%),
기계 및 장비(53%), 기초 금속(51%)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
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기타 수송장비(23%), 설치 및 수리(25%), 의약(27%),
비금속광물(28%), 의류(29%), 신발(29%) 등의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산업별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도
(단위: %)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활발한 분야

분야

비중

컴퓨터, 전자 및 광학

61

전기장비

60

정유 및 바이오연료

53

기계 및 장비

53

기초 금속

51

기타 수송장비

23

수리 및 설치

25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의약

27

저조한 분야

비금속광물

28

의류

29

신발 및 부속품

29

자료: CNI(2016), p. 20.

McKinsey는 브라질 124개 대기업 및 중기업을 대상으로 문화, 전략, 역량,
조직 및 인력 등 네 가지 요소에 기반해 Analytics & Digital Quotient(A&DQ)
분석방법을 사용해 8개 산업의 디지털 성숙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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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금융서비스, 소매업, ICT 분야의 디지털 성숙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에 반해 첨단 제조업의 디지털 성숙도가 가장 낮았다.
McKinsey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성숙도에 기초해 각 산업을 4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먼저 A&DQ 점수가 51포인트 이상인 기업은 디지털 성숙
도가 가장 높은 리더 기업으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성숙도 점수가 35~50포인
트인 기업은 디지털 성숙도가 두 번째로 높은 부상 기업으로 정의했다. 그 밖에
성숙도 점수가 25~34포인트인 기업은 신흥 기업, 25포인트 미만인 기업은 초
보 기업으로 구분했다.

그림 4-2. 브라질의 산업별 디지털 성숙도
(단위: A&DQ 1~100)

주: 기초 산업은 기초재료, 화학, 농업, 에너지 및 석유가스 등, 기타는 교육, 보건 및 서비스.
자료: McKinsey & Company(2019), p. 20.

McKinsey의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 리더 기업들의 디지털 성숙도 평균 점수
는 66포인트로 글로벌 리더 기업의 평균 점수(6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산업별로 리더 기업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산업은 소매업으로 그
비중은 46%에 달했다. 그에 반해 교통 및 인프라,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리더
기업의 비중은 각각 10%, 1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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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브라질 산업별 디지털 성숙도
(단위: 0~100)

초보 기업

신흥 기업

부상 기업

리더 기업

1단계(25 미만)

2단계(25~34)

3단계(35~50)

4단계(51 이상)

금융서비스

11

22

37

30

소매업

15

31

8

46

ICT

13

27

33

27

산업 분야

소비재

45

9

9

36

교통 및 인프라

30

20

40

10

기초 산업

31

35

23

12

첨단 제조업

44

33

11

11

기타

38

23

15

23

자료: McKinsey & Company(2019), p. 21.

2016년 브라질 전국경제인연합회(CNI)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브라질 기
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서 겪는 가장 큰 내부적 어려움이 높은 비용으
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3%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고
비용이 주요 문제점이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 투자수익률의 불확실성(32%),
기업의 구조 및 문화(27%) 등도 무시하지 못할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
업들은 디지털 기술 사용의 외부적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숙련 노동인
력의 부족(30%)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인프라 부족(26%)과 기술 및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25%) 등도 중요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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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브라질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의 제약
(단위: %)

자료: CNI(2016), pp. 10-11.

브라질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요청사항은 다음
과 같다. 우선 기업들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것은 브로드밴드 등 디지털 인프
라 개발(46%)이다. 그다음으로는 새로운 교육모델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
자 확대(42%)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자금 지원(37%) 등이
었다.

표 4-17. 브라질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요청사항
(단위: %)

요청사항

비중

디지털 인프라 확충

46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42

특화된 자금조달 채널 구축

37

데이터 이전 및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부문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20

적절한 규정 도입

18

오픈기술 표준(상호운용성) 설립

12

기타

2

모름/무응답

27

자료: CNI(201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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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브라질에서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0주 만에 10년의 성장을 달
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판
매는 전년 대비 74% 급증했다. 그 결과 총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의 비중은 2019년 5.8%에서 2020년 5월 12.6%로, 11월에는 14%로 급성장
했다.

그림 4-4. 브라질 전자상거래 비중 추이
(단위: %, 총 소매판매 대비)

자료: Atlantico(2020), p. 32.

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8년 44%에서 2020년
66%로 빠르게 증가했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브라질 전역, 전 소득계층에 고
르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인구 중 그 비중이 39%에서 70%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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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브라질에서 온라인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특징
(단위: %)

자료: cgi.br(2021), p. 59.

또한 코로나19는 브라질인들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으로
음식이나 식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22%에서 54%로 껑충 뛰었다. 화장품과 개
인 위생용품 구입 비중도 25%에서 44%로, 의약품 구입도 15%에서 31%로 빠
르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구매도 증가했다. 웹사이트
나 앱을 이용한 식사 주문 소비자 비중은 14%(인터넷 사용자 대비)에서 44%로
증가했다. 온라인 영화나 시리즈 서비스 구매도 34%에서 43%로 증가했다. 증
가세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눈에 띄는 특징은 온라인 과정 구매자 비중
이 7%에서 12%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팬데믹은 소비자와 기업의 소통 방식도 바꾸어 놓았다. 특히 WhatsApp,
Skype, Telegram 등 SNS을 사용한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121) 비
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소셜 커머스의 침투율은 2018년
26%에서 2020년 46%로 20%p나 증가했다. 2021년 5월 eMarketer에 따르
121) 소셜 커머스는 SNS를 활용한 일종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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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브라질의 소셜 커머스 침투율122)은 중국(51.5%), 러시아(49.5%), 미국
(43.0%)에 이어 4번째로 큰 38.7%에 달했다.

그림 4-6. 온라인 구매 현황
(단위: %)

주: 1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기준.
자료: cgi.br(2021), pp. 60-62.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패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온라인과 오프
라인 구매를 균형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
다. 25~34세 인터넷 사용자의 24%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구매를 늘리겠다
고 답변했다. 그에 반해 60세 이상은 오프라인 구매를 고집하는 경향이 높았
다. 소득수준별로는 AB계층의 인터넷 사용자 중 25%가 오프라인에서보다 온
라인에서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변한 데 반해 DE계층의 24%는 온라인보다 오
프라인에서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준비도(preparedness)는 중남미 국가 중 상위권
으로 평가된다. [표 4-18]은 브라질의 B2C 전자상거래지수(E-commerce
Index)를 표시한 것이다. [표 4-18]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준

12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채널을 통해 적어도 한 번 이상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14세 이상
SNS 사용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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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순위는 152개국 중 62위로 코스타리카(56위) 및 칠레(59위)와 더불어 중
남미 국가들 중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의 전자상거래지수 종합점수는
65.0점으로 중남미 평균인 49점이나 세계 평균인 55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표 4-18. 브라질의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20년)
세부 평가항목 점수
순위

종합점수

인터넷 사용

온라인 계좌

인터넷 서버

인구 비율

보유율

보안

UPU 신뢰도

브라질

62위

65.0

74

70

64

46

중남미

-

49

64

53

50

29

세계

-

55

60

53

47

55

자료: UNCTAD(2021a), p. 7, p, 15.

브라질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마가지니 루이자(Magazine Luiza)
이다. 2020년 매출액은 1위인 마가자니 루이자가 22억 5,000만 달러이며, 2위
와 3위인 casabahia와 americanas가 각각 12억 6,000만 달러와 12억
4,000만 달러이다(표 4-19 참고). 상위 3개 업체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브라
질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9. 브라질 상위 5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출액(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명칭

매출액

1

Magazine Luiza

2,247

2

casabahia

1,259

3

americanas

1,241

4

carrefour

746

5

netshoes

627

자료: E-commerceDB(검색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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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현황
브라질은 중남미는 물론 개도권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불린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수가 가장 빠른 상위 5개
국 중 하나이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브라질에서 스타트업 기업 수는
2,500개에서 1만 3,300개(2020년 9월 기준)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스
타트업 기업의 증가에 힘입어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
을 배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4월 현재 브라질의
유니콘 수는 10개로 전 세계 8위에 해당한다. 기업가치 기준으로 중남미 10대
유니콘 중 6개가 브라질 기업이다.
브라질에서 유니콘은 분야별로 전자상거래와 핀테크가 전체 유니콘의 약 과
반을 차지한다. 그 밖에 공유택시, 부동산 중개, 교육 플랫폼, 피트니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이 등장해 활동하고 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유니콘으로는 핀테크 분야의 Nubank를 꼽을 수 있다.
Nubank는 현재 중남미 유니콘 중 기업가치가 가장 큰 기업으로 2021년 7월
현재 250억 달러에 달한다. 2014년 창업한 Nubank는 4년 만에 유니콘으로
성장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데카콘(Decacorn, 기업가치 100억 달러)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브라질에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가파른 이유는 기존 은행
의 높은 문턱,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은행 독점에 따른 과도한 이자 등에 기인
한다. 또한 유럽식의 오픈 뱅킹(open banking)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도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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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브라질의 주요 유니콘 현황
(단위: 10억 달러)

기업명

분야

활동무대

기업가치

Stone Pagamentos

핀테크

브라질

10~20

PagSeguro

핀테크(온라인 전자결제)

브라질

10~20

Nubank

핀테크

중남미

10~20

B2W

전자상거래

브라질

5~10

Totvs

IT/소프트웨어

글로벌

1~5

Wildlife Studios

게임

중남미

1~5

inter

핀테크

브라질

1~5

Arco Educação

에드테크(Edtech)

브라질

1~5

Ascenty

데이터센터/통신

브라질

1~5

Loft

부동산 중개(Proptech)

중남미

1~5

99

모빌리티(공유택시)

브라질

1~5

EBANX

핀테크

중남미

1~5

Gympass

마켓플레이스(온라인 짐 플랫폼)

글로벌

1~5

iFood

물류 및 유통(음식 배달)

브라질

1~5

Loggi

전자상거래(딜리버리 서비스)

브라질

1~5

QuintoAndar

부동산 중개(Proptech)

브라질

1~5

C6BANK

핀테크

브라질

1~5

자료: IDB Lab & Surfing Tsunamis(2021), pp. 77-80.

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현황
1) 디지털 교육
가) 디지털 교육 인프라
브라질에서는 아직 원격교육의 기본 요건인 인프라 구축 등 관련 환경이 열
악하다. 먼저 브라질의 원격교육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학생
들의 인터넷 접속 환경이다. 2019년 기준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99% 학
생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간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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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있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남동부, 남부, 중서부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 비중은 100%에 달하는 데 반해 소득수준이 낮은 북부, 북동부 지역에서
의 접속 비중은 각각 95%, 98%에 그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학교에서 인터
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4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모바일 폰이 대표적인 인터넷 접속 수단이자 학교의 교육행정
수단이었다. 52%의 농촌 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바일 폰을 사용해 교육활
동을 하고 있다.

표 4-21. 브라질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 현황(2019년)
(단위: %)

지역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공립
공립

사립

북부

중서부

북동부

남동부

남부

시립

주립

99

95

100

98

100

100

98

99

98

100

40

21

74

38

51

83

40

39

40

44

총계

자료: Cetic, “Bases de microdado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인터넷 접속 수단이다. 모바일 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
은 도시에 거주하는 브라질 학생들 사이에서 보편적이다. 2019년 기준으로
98%의 학생이 모바일 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18%의 학생들에게는 모바일 폰이 인터넷 접속을 위한 유일한 디지털 기기였
다. 이 비중은 공립학교에서 21%, 북동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각각 25%, 21%
로 높았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39%가 가정에 컴퓨터가 없었다. 사립학
교의 경우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의 비중은 9%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인터넷 접근의 어려움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시 지역
학교 중 26%에서는 교육용으로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다. 인터
넷 접속이 가능한 92%의 학교에서 와이파이(Wi-Fi) 접속이 가능했으나 학생
들의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공립학교 중 92%에서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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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34%의 학교에서만 학생들의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했다. 96%의
사립학교에서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했으나 그중에서 49%의 학교에서만 학생
들의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18~19년 사이에 공립
학교에서 인터넷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11Mbps 이상의 속도
를 가진 학교의 비중이 12%에서 28%로 증가했다.
브라질에서는 화상교육 플랫폼 도입 등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도 아직 열악
하다. 2019년 기준으로 화상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학교는 사립학교의
경우 64%에 달한 데 반해 공립학교의 경우 14%에 불과했다.

표 4-22. 브라질 도시 지역 학교의 원격교육 환경 구축 현황(2019년)
(단위: %)

구분

웹사이트

화상교육 플랫폼

SNS

시립

13

10

70

주립

27

19

78

총 공립학교

19

14

73

사립학교

59

64

94

자료: Cetic, “Bases de microdado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

대신에 SNS 플랫폼 구축은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이다. 2019년 기준으로
SNS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학교는 공립학교의 경우 73%, 사립학교의 경우
94%에 달했다. 2017년 조사에서 그 비중은 각각 46%, 67%에 불과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위해 SNS를 사용하는 비중
은 공립학교의 경우 54%, 사립학교의 경우 79%에 달했다. SNS가 학교-학생학부모 간의 중요한 소통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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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도시 공립학교에서 ICT 사용의 장애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단위: %)

인식 항목

비중

학생 1인당 컴퓨터 수 부족

82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수 부족

78

기기의 노후화

74

낮은 인터넷 접속 속도

70

기술적 지원이나 기기 관리 부재

67

교실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 부족

59

다른 교과과정 이수에 따른 시간 부족

43

교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 부족

42

높은 교육성과 평가에 대한 압력

39

자료: cgi.br(2020c), p. 27.

2019년 조사에서 93%의 학생이 학교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교사와의 대화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은 28%, 온
라인 수업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16%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인터넷 접속 환경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 지역 공립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낮
은 인터넷 속도를 원격교육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82%의 교
사들은 학생 1인당 컴퓨터 수의 부족을 중요한 문제로 거론했다. 일부 교사들
의 경우 원격교육 활동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사
용한 수업 비중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편차가 컸다. 48%의 도시 공립학
교 교사만이 학생들과 인터넷을 통해 수업내용을 공유했고, 44%의 교사가 학
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31%의 교사가 인터넷을 통
해 과제를 내주거나 과제물을 받았다. 그에 반해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그 비중
은 65%, 65%, 5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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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와 원격교육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학습과정
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주(州)와 시(市)에서 학습활동이 원격활
동으로 전환되었다. TV와 라디오를 사용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앱, 소셜미
디어 및 가상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학교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법령 14040/2020호｣를 제정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온라인을 통한 학교 및 연구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50%가 학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6%p 증
가한 것이다. 학교활동 이외에 온라인 과정 참여자 비중도 16%에서 35%로, 인
터넷을 활용한 자기학습 비중도 45%에서 57%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과정
수강생 중 직업훈련이나 전문가 육성과정을 수강하는 비중이 71%로 가장 많
았다.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된 기간에 87%의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
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23) 민간교육기관의 96%가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
한 데 반해 공공교육기관에서 그 비중은 84%에 불과했다. 브라질 전체적으로
약 10%의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원격교육 참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컸다.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위계층(AB) 출신 학생 중
89%가 원격교육에 참여한 데 반해, 저소득층인 DE계층에서 그 비중은 71%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은 웹사이트·
SNS·화상회의 플랫폼이었다. 그 비중은 16세 이상 학교에 다니는 인터넷 사용
자 중 71%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한 수단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및

123)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1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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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앱으로 그 비중은 55%에 달했다. 그 밖의 활용 수단은 학
교에서 제공하는 인쇄물(29%), TV(14%), 라디오(5%) 순이었다.
원격수업 참여 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디지털 기기는 모바일 폰으로
그 비중은 37%에 달했다. 다음으로 노트북 29%, 데스크톱 11%, TV 11% 순
이었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라 디지털 기기의 사용 양상은 크게 달랐다. 모
바일 폰을 사용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비중은 중상위 소득계층(AB계층)에서
는 22%에 불과한 데 반해, 중위 소득계층(C계층)에서는 43%, 저소득계층(DE
계층)에서는 54%에 달했다. AB계층의 경우는 모바일 폰보다 노트북을 이용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비중(45%)이 가장 높았다. 모바일 폰을 사용해 수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주정부에서는 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해 팬데믹 기간 학생들에게 무료로 SIM 카드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원격교육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으로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해 교사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전체 학생의 38%가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
했다. 그 밖에 인터넷 접속의 부족 혹은 낮은 접속 품질(36%), 학습동기 부족
(33%), 낮은 수업 콘텐츠의 질(27%), 적절한 학습공간 부족(26%), 공부시간 부
족(23%), 학습자료 접근의 어려움(19%), 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부족(16%) 등을 중요한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원격교육 확대는 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조사에 따르
면 학생들이 원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다. 원격수
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중 56%가 일자리를 찾아야 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
는 것으로 응답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은 가정일이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해
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변(48%)했다. 그 밖에 수업참여 동기 부족
(45%), 원격수업 미선호(37%), 인터넷 접속의 부재나 낮은 품질(34%) 등이 중
요한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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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보건
가) 원격의료 인프라 현황
최근 들어 브라질의 보건의료시설에서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접근 등 기본
적인 디지털 인프라 사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의료시설
과 공공의료시설 간의 격차가 큰 편이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모든 민간의료
시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공공의료시설에서는 아
직 8%의 의료시설에서 컴퓨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15%의 의료시설이 인터
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별로도 그 격차가 큰데, 소득수준이 높
은 남동부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비중은 99%, 98%
인 데 반해, 북동부 지역에서는 90%, 83%에 불과했다.
브라질의 의료시설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은 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을 통한 것으로 2019년 기준으로 그 비중은 86%에 달했다. 전화선(DSL)을 통
한 접속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의료시설의 43%가 여전히 DSL을 사용
하고 있다. 무선이나 위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영토 규모가 광활한 북부와 중
서부 지역에서 공통으로 높았는데, 그 비중은 각각 13%, 8%였다.
광케이블 사용 확대에 힘입어 인터넷 속도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100Mbps
의 속도를 보이는 의료시설의 비중은 2018년 4%에서 2019년 11%로 늘었다.
그러나 인터넷 속도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 외래전용병원과 입원병원 간에
격차가 여전히 컸다.
환자 데이터의 전산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먼저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전산화가 79%에서 89%로 10%p 개선되었다. 그 밖에 병원 방문
이유(50% → 64%), 입원 및 퇴원(33% → 56%), 특약 처방 기록(18% → 40%),
의료 처방(29% → 51%) 등에 대한 사항의 전산화가 진전되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민간의료시설에서보다 공공의료시설에서 원격의료
(telehealth)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주요 원격의료 활동을 살펴보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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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원격교육이 가장 활발했다. 공공병원에서 원격교육 활용 비중은
33%에 달한 데 반해 민간병원에서는 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원격상담 서비
스의 이용 비중은 공공병원에서 25%인 데 반해 민간병원에서는 5%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원격 연구활동 활용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20%로 같았다.
원격의료망에 대한 접속은 공공의료시설에서 높았다. 공공의료시설 중 32%
가 국가의 원격의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다. 공공의료시설 중 19%가 브
라질 원격의료네트워크프로그램(Brazil Telehealth Network Program)의 일
원이었으며, 11%는 대학원격의료네트워크(Telemedicine University Network,
Route)의 회원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47%의 공공의료시설이 어떠한 원격의
료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중서부에서 19%의
의료시설이 원격의료네트워크에 가입한 데 반해 북부에서는 13%, 북동부에서
는 15%만이 브라질 원격의료네트워크프로그램에 가입했다.

나) 코로나19와 원격의료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브라질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를 동반하지 않고
다른 의사와 화상 상담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상담과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브라질에서도 한
시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25일 브라질 하원이 보건
부, 연방의학위원회(CFM), 국립보건원(ANS) 등과 협의하여 코로나 팬데믹 기
간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브라질에서 130만 건
의 원격의료가 실시되었고, 2021년에는 2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브라질에서 시행되는 원격의료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의료진이
자가격리 중인 환자에게 원격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건강 또는 질병을
관찰하기 위한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의사 간 정보 및 의견 교
환, 진단 또는 치료 지원을 위한 원격 의료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1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20%가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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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의료진과 온라인으로 예약했다. 그러나 지역별·교육수준별·소득수준
별 격차가 컸다. 지역별로는 북동부 지역에서 온라인 예약 비중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북부 지역이 12%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자의 온라인
예약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중상위 소득계층(AB계층)
이 27%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계층(DE계층)은 14%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 예약자 중 63%가 브라질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인 SUS를 통해 예약했
으며, 민간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한 예약은 50%였다. 온라인 예약자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 졸업자 중 74%, 중고등학교 졸업자 중 64%가 공공보건의료시
스템을 통해 예약했다. 그에 반해 대졸자 중 74%는 민간의료시스템을 통한 예
약을 선호했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의 2/3가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데 반해, 60세
이상 연령층의 82%는 민간의료시스템을 통해 예약했다. 그 이유는 고령층의
민간보험 가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청(ANS)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29세 이하 개인의 민간보험 가입 비중은 20%인 데 반해 30~70세 연령층
의 가입 비중은 30%, 80세 이상 고령층의 가입 비중은 40%에 달했다. 소득수
준별로는 AB계층의 66%가 민간의료시스템을 이용한 데 반해, C계층의 66%
와 DE계층의 78%는 SUS를 이용해 예약했다.
브라질인들이 온라인 상담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은 WhatsApp과
Telegram으로 전체 이용자의 50%에 달했다. 그 밖에 Skype와 Zoom 등 화
상통화, 민간의료시설이 제공하는 웹, 공공의료시설이 제공하는 웹이 각각 31%,
30%, 28%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수의 브라
질인들이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 가장 많은 응
답자(65%)가 대면 상담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124) 그 밖에 개인정
124) 원격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의 71%가 의료상담이 필요 없어서라고 답변했
다. 여기서는 이 답변을 제외하였다.

148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 보안에 대한 우려(60%), 원격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50%), 온라인 예약
에 대한 신뢰 부재(46%), 인터넷에서 원격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20%) 등
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는 민간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비율이 높
았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중 13%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12%는
진료 예약을 위해, 11%는 기타 의료진과 예약을 위해, 10%는 검사나 진단 예
약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공공의료서
비스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의 9%가 진료 예약 및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7%가
기타 의료진과의 예약을 위해, 6%는 검사 예약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인들이 진료 예약이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55%가 개인정보 누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 검색 수요도 크게 높아졌다. 인터넷
사용자의 75%가 보건정보 및 보건 서비스를 검색했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56% 증가한 것이다. 브라질인들이 코로나19와 관련 증세를 확인하기 위해 가
장 많이 찾는 사이트는 뉴스 사이트(72%)였다. 그 밖에 건강정보전문 사이트
(57%), 정부 사이트(53%), SNS(45%), 위키피디아나 블로그(38%), 메시지 앱
(37%)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기간 보건부가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SUS 앱을 통해 코로나 증
세 자가진단이 가능해지면서 보건의료시설에서 대면 상담 수요가 많이 감소했
다. 인터넷 사용자의 24%가 코로나19 증세 및 대응을 보여주는 화상 스크린
앱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앱은 연령대가 젊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인
구에서 이용도가 높았다. 대졸 졸업자의 31%, AB계층의 32%, 16~24세 연령
층 27%가 이 앱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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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평가된다.
2020년 현재 브라질에서 SNS 사용자는 1억 5,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브라
질 전체 인구의 70.3%에 달하는 수치로 2019년에 비해 7.1%(약 1,000만 명)
증가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SNS 접속은 주로 모바일 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2020년 현재 모바일 폰을 통한 SNS 접속 비중은 98.8%에 달한다.
브라질인들의 SNS에 대한 높은 친화성은 사용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GlobalWebIndex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필리핀, 나이지리아에
이어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3위 국가로 조사되었다. GlobalWebIndex
의 또 다른 조사(2018. 1)에 따르면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SNS 사용(16~24세
청소년 사용 기준)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일일 평균 SNS 사용시간은 4시간
에 달했다.125)
특히 Wall Street Journal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SNS를 사용하며
사용 인구도 막대한 브라질을 “세계 SNS의 수도(social media capital of
the universe)”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하비에르 올리반(Javier Olivan) 페이
스북(Facebook) 경영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브라질과 중남미에서 SNS 사
용이 유독 활발한 이유를 중남미인들의 높은 사회적 친화성(sociabilidade
dos povos da América Latina)에서 찾고 있다.126)
2021년 조사(Digital 2021, 16~64세 인터넷 사용자 대비)에 따르면 브라
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10대 SNS 수단은 Youtube(96.4%), WhatsApp
(91.7%), Facebook(89.8%), Instagram(86.3%), Facebook Messenger
(68.5%), Twitter(51.6%), TikTok(47.9%), Pinterest(47.1%), LinkedIn
(42.6%), Telegram(29.4%) 순이었다.127)
125) GWI, “16-24s in Latin America Spend Longest on Social Media”(2018. 1. 1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5).
126) Convertte, “Porque os brasileiros gostam tanto do Faceboo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 31).
127) Datareportal(2021. 2. 11), “Digital 2021: Brazi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7).

150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중에서도 WhatsApp은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 전송수단이
다. 브라질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한 사용자는 모두 WhatsApp을 설치하고 있
다고 해도 무방하다. 브라질인에게 WhatsApp은 일종의 인터넷으로 많은 브
라질인이 WhatsApp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 현재 1억 3,000만 명의 브라질
인이 WhatsApp 계정을 갖고 있다. Facebook도 WhatsApp과 더불어 브라
질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SNS 수단이다. 현재 1억 3,000만 명의 브라
질인이 이 계정을 갖고 있다.
브라질에서 SNS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업무를 목
적으로 사용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인터넷 사용자 중
SNS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중은 59%에 달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SNS 사용자의 40%가 코로나19 관련 뉴스
를 SNS를 통해 찾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제는 SNS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인데, 전체 사용자의 11%만이 SNS 뉴스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1) 브라질의 디지털 정부 평가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를 도입(1996년)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인 국가다.128) 이러한 전통에 힘입어 브라질은
정부의 디지털화나 전자정부 평가에서 전 세계 중상위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OECD가 처음으로 실시한 2019년 디지털 정부 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브라질은 종합 16위를 차지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콜롬비아, 우루과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의 디지털정
128) 브라질은 1996년 일부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시발로 1998년에는 대선과 총선에서,
2000년 이후부터는 모든 선거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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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연합(UN)이 발표한 2020년도 UN 전자정부 평가(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20)에서 브라질은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
부발전지수 54위, 온라인참여지수 18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남미 국가 중에
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브라질은 온라인서비스지수가 21위로 매우 높
은 반면, 정보통신인프라지수와 인적자본지수가 각각 74위와 71위로 상대적
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표 4-24 참고).

표 4-24. OECD의 브라질 디지털 정부 평가 점수 및 순위
순위
브라질

평점
브라질

OECD 평균

디지털 우선 정부

17

0.54

0.55

플랫폼 정부

18

0.48

0.44

데이터 기반 정부

14

0.47

0.54

열린 정부

14

0.64

0.64

국민 주도형 정부

13

0.54

0.47

선제적 정부

17

0.42

0.42

종합점수

16

0.519

0.501

자료: OECD(2020e), p. 54.

표 4-25. 브라질 UN 전자정부 평가 점수 및 순위(2020년)
순위
브라질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2020

평점
브라질

세계 평균

54

0.77

0.60

- 온라인서비스지수(OSI)

21

0.87

0.56

- 정보통신인프라지수(TII)

74

0.65

0.55

- 인적자본지수(HCI)

71

0.78

0.69

주: 평가대상국 193개국.
자료: UN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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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행정서비스
2019년 기준으로 브라질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1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68%)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 숫자로는 2017년보다
1,400만 명이 증가한 8,100만 명에 달했다.
이 같은 사용자 수 증가는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2019년 ICT 전자정부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조직의 85%, 지방정부 조직의 82%가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
으며, 입법·사법·행정부 등 연방정부 3부 기관 조직의 95%가 웹사이트를 운영
하고 있다. 특히 2017~19년 사이에 이용자들의 정보요청에 대해 온라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비중이 71%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연령별·교육수준별·소득수준별
로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도 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
촌에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비중은 49%에 불과했으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DE계층에서의 이용도도 48%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의 이용도도 46%에 그쳤으며, 초등학교를 이수하지 못한 계층에서의 이용도는
3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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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브라질 전자정부서비스(E-Government Service) 이용 현황(2019년)
(단위: %, 16세 이상 인터넷 인구 사용자 대비)

구분

비중

전체
지역

연령

교육

소득계층

68
도시

70

농촌

49

16~24세

73

25~34세

75

35~44세

70

45~59세

62

60세 이상

46

고등교육

87

중등교육

72

초등교육

46

초등교육 미이수

30

A

88

B

85

C

69

DE

48

자료: cgi.br(2021), p. 65.

2020년 기준으로 브라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사회보장,
실업보험, 재난지원금 등 사회보장혜택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요(72%)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서비스 선호도는 2019년보다 32%p나 증가했다. 그 밖에 브라질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개인문서 46%, 공공보건 45%, 공공교육 37%, 세
금 34%, 공공교통 26%, 치안 15%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보
장서비스와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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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요 및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 선호도
(단위: %, 16세 이상 인터넷 인구 사용자 대비)

온라인+

온라인만

오프라인

항목

2019

2020

2019

2020

사회보장 혜택: 노동기금, 실업보험, 재난지원금 및 퇴직기금

40

72

8

32

개인문서: 개인납세자등록부, ID카드, 여권, 노동등록카드

32

46

6

21

공공보건: 검진 예약, 약품 요청, 기타 서비스

26

45

11

20

31

37

9

19

세금: 개인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재산세

32

34

4

16

공공교통: 도로 관리 및 청소, 가로등

17

26

4

12

경찰 및 치안 관련 업무

13

15

4

7

공공교육: 국립고등교육시험(ENEM), 저소득층 학생 장학
지원 프로그램(University for All Program, Prouni), 원격
수업 등록

자료: cgi.br(2021), p. 65.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사용자들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크게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해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비중
이 크게 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8%
만이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된 데 반해 팬데믹 이후 그 서비스 비중은
32%로 늘었다.129)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브라질인
들은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느냐”는 설문에 72%가 대면 접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밖에
응답자의 55%가 전자정부 사이트가 복잡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에 연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129) 브라질 경제부는 2020년 6월 5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50개 이상의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되었
다고 발표했다.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독청(ANVISA)은 공중위생 분야에서 46개 서비스를 디지털
화했다. 한 예로 소독제의 제품 등록 변경이나 갱신, 취소 신청을 전자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부 실업
보험을 디지털화로 효율화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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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민들은 디지털 문해력이 낮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설문에 12%의 응답자가 은행 앱을 사
용할 수 없어서, 10%는 앱을 다운로드할 만한 충분한 메모리가 없어서, 9%는
모바일 폰에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몰라서, 9%는 인터넷 접속의 제한 때문
이라고 답변했다. 지역별로는 북부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의 문제 때문에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비중이 53%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DE계층에서 은행 앱 사용의 어려움(28%), 인터넷 접속의 제약(22%) 등을 재
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로 지적했다.

3) 공공데이터 개방
브라질은 2011년에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8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열린정부파트너십 가
입 직후에 ｢공공정보접근법(Lei de Acesso à Informação Pública)｣을 제정
했고, 2012년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dados.gov.br)을 개설했다. 또한
2016년에는 법령 제8777/2016호를 제정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브라질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에는 연방정부
예산 등 다양한 주제의 공공데이터 1만 383개가 개방되어 있다.
브라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공
공데이터개방기구(ILDA: La Iniciativa Latinoamericana por los Datos
Abiertos)가 실시한 2020년 공공데이터 평가(ODB: Open Data Barometer)
에서 브라질은 60.2점으로 우루과이(63.6점), 아르헨티나(63.1점), 콜롬비아
(60.5)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은 특히 세부 평가항목 중 공공데이터의
개방 정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실행(implementation) 부문에서 중남미 1위로
평가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매우 양호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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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시민참여
브라질은 시민참여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1989년 포르투 알레그
레에서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이 창안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는 1996년 UN에 의해 세계 40대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브라질의 시
민참여는 2003년에 노동자당의 룰라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적으로 확대되었
다. 브라질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대의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참여 민주주
의를 실현한 것이며,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2014년에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participa.br)을 개설
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에 대한 탄
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이 포털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2019년 1월 취임한 보우
소나루 대통령은 같은 해 4월에 단일정부 포털(gov.br)을 개설했다.130) 이와
더불어 2021년 2월에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연방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을 대신할 새로운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ticipa Mais
Brasil(www.gov.br/participamaisbrasil)을 출범시켰고, 이 시민참여 포털
개소식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다.131)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온라인 시민참
여 포털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브라질의 참여 민주주의가 퇴
보한 것은 아니다. 특히 브라질은 SNS를 활용한 시민의 정치참여가 가장 활발
한 국가이다. 브라질의 온라인 시민참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0년 UN이 평가한 브라질의 온라인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는
0.905로 세계 18위 그리고 중남미 1위이다.132)
130)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후 부처 통폐합을 실시하여 과거 지우마 정부 시기에 39개였던 장관급 부
처를 22개로 축소했다.
131) “Governo federal lança canal de participação em políticas públicas”(2021. 2.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2).
132) UN(2020),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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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133)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브라질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7%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07년과 비교해서 2018년 브라질 정부
에 대한 신뢰도는 21%p나 하락했다. 한편 2020년 기준 브라질 정부 신뢰도는
36.2%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134) 또한 브
라질 국민의 보건, 교육, 사법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3%, 51%, 38%로 중
남미 평균인 49%, 63%, 34%와 비교해서 특히 보건과 교육 부문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디지털 전환 정책
가. 디지털 인프라 정책: 5G 정책
1) 5G 도입 배경
그간 지체되었던 브라질의 5G 주파수 대역 입찰이 11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본래 5G 입찰 주무부처인 브라질 통신청(ANATEL)
은 2020년 2월에 5G 전용 주파수 대역 입찰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2020년
중에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에다 미국의 중
국기업(화웨이) 입찰 참여 배제 압력으로 예상보다 1년 이상 지체되었다.135)
브라질의 5G 입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다. 먼저 그
입찰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5G 주파수 입찰 규모는 490억 헤알(약
82억 달러)로 브라질 역대 최대는 물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33) OCED(2020c), 온라인 자료(2021. 8. 28).
134) OECD Data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3).
135) 브라질 통신업체인 TIM과 Claro는 동적 스펙트럼 공유(DSS) 기술을 통해 제한적인 5G 서비스를 개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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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과 중국이 차세대 기술패권을 놓고 펼치는 첨예한 대립의 장이라
는 점이다. 5G 기술 주도권 경쟁은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결정하는 상징성이
높은 경제전쟁으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브라질은 5G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기술 주도권을 노리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립외교를 추구하며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지향해온
브라질은 5G 입찰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압박 속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
다. 미국은 회유와 압박으로 중국기업의 5G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브라질이 5G 입찰에서 중국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IDFC)를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6월 브라질 통신부 사절단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 출신의 미주개발은행(IDB)의
총재는 북부 아마존 지역의 인터넷 통신 속도 개선을 요청하는 브라질 정부의
요구에 화답해 추가로 10억 달러, 총 2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어 이 기업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회유와 압박에 친미적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5G 기술
선정 시 주권, 데이터 안보 및 외교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며 미국의 입장
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하고 있다. 먼저 업계에서는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브라질의 5G 기술 도입이
최소 4년 정도 늦어지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도 클 것이라고 주장한
다.136)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브라질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이미 높은
시장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화웨이는
통신장비 부문에서 에릭손과 시장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2G~4G 시
장에서는 35~4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36) 특히 Vivo 등 브라질의 대표적인 통신업체 CEO들은 화웨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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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브라질 이동통신사별 통신장비 사용 비중
(단위: %)

이동통신사

통신장비 사용 비중

Nextel

화웨이 100

Sercomtel

화웨이 100

Oi

노키아 40, 화웨이 60

Claro

에릭슨 45, 화웨이 55

Algar

노키아 50, 화웨이 50

TIM

에릭슨 55, 화웨이 45

Telefonica Brasil

에릭슨 65, 화웨이 35

자료: poder360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2).

행정부와 정치권에서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모우라웅(Hamilton Mourão)
부통령, 농업부 및 과학기술부 장관, 마이아(Rodrigo Maia) 하원의장 등은 대
중 경제의존도가 높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5G 기술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것에 반대한
다는 견해이다. 특히 마이아 하원의장은 2020년 6월 5G를 정치 이슈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입찰 과정에 중국기업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5G
도입 결정 지체로 코로나19 이후 교육, 의료 및 소매 부문의 온라인화가 진전
되는 상황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하원의장은 “브라질
의 통신기업들은 스파이 활동이나 주권에 관한 우려 없이 오랫동안 화웨이와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간섭보다 미국의 개입을 더 우
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브라
질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및 백신 외교를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도
브라질 내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브라질 내에서 화웨이의 5G 입찰 참여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
다.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반중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정부(州政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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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도리아(João Doria) 상파울
루 주지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브라질 내에 5G 기술 도입을 위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는 기술적 문제를 들어 5G 사업자 선정 입찰을 본래 2020년 3월에서 12월
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2021년으로 미룸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심기를 건드
리지 않겠다는 전략을 견지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지연은 미국과 중국 양국
의 신뢰 상실은 물론 최신 기술 도입 지체로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 주요 내용
2021년 11월 4~5일 실시된 5G 입찰에서 당초 예정된 주파수 대역 중 85%
가 낙찰되었다. 총 낙찰금액은 490억 헤알에 달했는데, 이 중 약 400억 헤알은
브라질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로 귀속되며 나머지 90억 헤알은 정부 수익
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는 사업자 확정에 힘입어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반에 시험
단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5G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이 단
계를 거쳐 2022년 7월까지 브라질 27개 주도(州都)에서 5G 단독모드(5G
Standalone)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브라질 정부는 총 9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5G 서비스를 확대해 2029년까지 인구 3만 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5G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통신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
후된 북부 아마존 지역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에 5G 사업자
로 선정된 통신업자는 아마존 지역 통합 및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PAIS)에
참가해야 한다.

제4장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 161

표 4-29. 브라질의 5G 서비스 일정
일정

서비스

2022년 7월 31일까지

주도 및 연방 특구(인구 10만 명당 기지국이 설치된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주도 및 연방 특구(인구 5만 명당 기지국이 설치된 경우)

2024년 7월 31일까지

주도 및 연방 특구(인구 3만 명당 기지국이 설치된 경우)

2025년 7월 31일까지

주도 및 연방 특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인구 1만 5,000명당 기지국
이 설치된 경우)

2026년 7월 31일까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인구 1만 5,000명당 기지국이 설치된 경우)

2027년 7월 31일까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인구 1만 5,000명당 기지국이 설치된 경우)

2028년 7월 31일까지
2029년 7월 31일까지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의 최소 50%(인구 1만 5,000명당 기지국이 설치
된 경우)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인구 1만 5,000명당 기지국이 설치된 경우)

자료: 최선욱(2021).

이번 5G 주파수 대역 입찰에서 브라질 정부는 700MHz, 2.3GHz, 3.5GHz,
26GHz 등 총 4개 대역을 입찰에 부칠 계획이다. 특히 이 중에서 5GHz,
26GHz 대역은 5G 전용(5G Standalone) 주파수 대역이다.

표 4-30. 브라질 5G 입찰 주파수 대역
주파수 대역
700MHz
2.3GHz

사용
초기에는 4G용으로 사용
스마트 센서 및 Connected Car 전용으로 사용
인구고밀도지역에서 4G용으로 사용
일반적인 디바이스 운영 표준 주파수로 사용
5G망으로만 서비스하는 5G 단독모드(5G Standalone)

3.5GHz

데이터와 제어 모두 5G망으로만 처리
가장 입찰 경쟁이 치열한 주파수 대역이 될 전망
5G망으로만 서비스하는 5G 단독모드(5G Standalone)

26GHz

산업 자동화,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등 경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대규
모 데이터 전송 가능

자료: 180gra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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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입찰에서 브라질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의 금지를 요구했던 미
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5G 사업 수주업체들의 연방정부 전용 통신 네트워크
건설 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3) 향후 경제적 효과
브라질에서 5G 기술 도입에 따른 총 경제적 효과는 2020~35년 기간에 걸
쳐 1조 2,160억 달러, 생산성 증대 효과는 3조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137) 분야별로 가장 큰 수혜자는 ICT 산업이 될 전망이다. 그 수혜 규모는
총 경제적 효과의 19%에 달하는 2,40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공교육 및 공
공보건을 포함한 정부 부문도 주요 수혜대상이 될 전망(1,890억 달러)이다.
5G 기술을 활용한 고정형 무선접속(FWA)과 초광대역서비스(eMBB)에 힘입
어 그간 어려웠던 원격진료 등 복잡한 첨단 공공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조업 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자동차, 농가공 산업(Agribusiness), 식품가공
등도 주요 수혜 분야가 될 것으로 추정(1,812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된다.

표 4-31. 2020~35년 기간 5G 도입의 총 경제적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
(단위: 10억 달러)
광업 제조업

유틸

분야

농업

금액

76.8 48.6 181.2 36.2

리티

건설업 소매업
47.9

ICT

금융

88.2 240.8 88.6

부동산
68.1

기타
서비스
151.2

총
정부

경제
효과

189.0 1,261.4

생산성
증대 효과
3,083.6

자료: Omdia-Nokia(2020), p. 49.

137) Omdia-Noki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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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전환 정책
1)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
가)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브라질 정부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인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E-Digital)｣138)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디지
털 이슈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생산의 디지털화 과
정을 촉진하며 디지털 환경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장려하고 경제성장을 추동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E-Digital 전략｣은 9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실무그룹이 7개월간의
회의, 평가 및 공청회를 거쳐 작성한 결과이다. 이 전략은 또한 민간 부문, 과학
계 및 학계, 시민사회가 초안 작성 단계에서 폭넓게 참여한 성과이기도 하다.
｢E-Digital 전략｣은 크게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enabler)과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은 ① 네트워크 인프
라 및 접근성 개선 ② R&D 및 혁신 장려 ③ 적절한 규제 및 규범 도입을 통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신뢰 제고 ④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교육과 전문훈련 강
화 ⑤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표 4-32. 디지털 전환 환경조성정책의 주요 내용
축

전략 시행
도시와 농촌의 2만 2,000개 공립학교에 초고속 브로드밴드 공급 확대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

데이터 전송 및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성된 기금
사용
데이터 통신 인프라, 컴퓨팅, 데이터 저장에 대한 장기 투자, R&D+혁신 지원 및 디
지털 집약 사업가의 협력 강화

138) 이 전략의 포르투갈어 명칭은 ‘A Estratégia Brasileira para a Transformação Digital(E-Digita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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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계속
축

전략 시행
보안 및 국방, 보건, 농가공 산업(Agribusiness), 스마트시티 등 4개 우선 투자 분
야 설정

R&D 및
혁신 장려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 솔루션 개발 장려
전략적인적자원육성프로그램(RHAE)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기술파크 등을 통한
디지털 기술 R&D+혁신 분야 산관학 협력 장려
국제 R&D+혁신 협력 등을 통한 제3국과 과학기술 파트너십 확대
기존의 ｢ICT 산업 육성법(Lei de Informatica, Lei do Bem 등)｣ 개선
｢개인데이터보호법｣ 승인
사이버보안정책 개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신뢰 제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 법체계 강화
보안 및 사이버 위험 축소를 위한 공공인력 훈련 및 민간 인적자원 훈련기관과 파트
너십 구축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는 교육 실시
사이버 방어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훈련 및 R&D 투자
국가공통커리큘럼에 의거해 중학교에서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와
관련된 역량 시행 우선 시행
기존의 기술교육프로그램인 PROINFO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교육정책 수립
도시와 농촌의 학교에서 광케이블, 무선, 위성 네트워크 등을 통한 브로드밴드 연결
확대

교육 및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기 및 지속적인 기술교육 실시

전문인력

교사와 학생들이 생산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장려

훈련 강화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교육부의 기존 기술교육 정책 검토
새로운 고등학교 모델에서 STEM 과목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술자격 트랙 강화,
특히 여성의 ICT 관련 분야에서 구직 촉진의 중요성 고려
미래 디지털 기업의 수요와 니즈를 통합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교육기관 간 협력 확대
직업교육기관이나 기업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직업훈련에서 습득한 기술의 인
증서 획득 및 공식적인 인정 용이화
국제포럼에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에 합의된 일관된 원칙 준수
EU, MERCOSUR, IBAS, G20, UN 등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해 국제포럼 및 협상
등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주제 활성화

국제적
위상 제고

다자무역무대에서 사법권, 사이버 보안, 디지털세 등의 이슈 논의 확대
유엔정보안보정부전문가그룹(UN GGE) 등을 통한 사이버안보 분쟁의 평화로운 분
쟁 해결 메커니즘 도입
디지털 경제의 조정 및 통합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Brazil e-Xport Program 지원 등 국
제 마켓플레이스와 협정 및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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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계속
축

전략 시행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와 장벽 매핑 및 브라질 기업의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교역 촉진
인터넷을 통한 브라질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국제 디지털 마켓플
레이스와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및 단체와 파트너십 구축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타깃 그룹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이벤트, 비즈니스
라운드 및 회의 개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품질 인증 개발(Apex-Brazil이나 Inmetro)

자료: MCTIC(2018), pp. 13-59.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은 ① 데이터 기반 경제 육성 ② 디지털 기기의 연
결성 강화 ③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④ 디지털 정부 및 시민 육성 등을 목
표로 한다.

표 4-33.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축

전략 시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 도입

데이터
기반 경제
육성

오픈데이터정책(National Open Data Policy) 개선
데이터 관련 정보 및 기술공유 수월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장려
클라우딩 도입 장려 정책 개발
파괴적 디지털 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국가 IoT 위원회 승인 및 IoT 공급업체를 위한 테스트 플랫폼 실행
공공연구기관과 산업계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관련 법체계 개선

디지털 기기의 로봇, 산업자동화 기계 등 신기술 도입이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등 사회에 미치는 영
연결성 강화

향 평가
디바이스, 센서, IoT 기계 및 장비 시장의 경쟁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실행
정부의 기술수요를 활용한 IoT 솔루션 도입 장려
전자상거래 전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 프로그램 설립 및 특정 기금 조성 등 정

새로운

책 개발

비즈니스

온라인 쇼핑을 위한 안전 및 보안장치 마련

모델 개발

디지털 결제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정책 지원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어도 매년 200개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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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계속
축

전략 시행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등 스타트업의 노동과 관련된 법체계 개선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정부 사업과 연계해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
브라질 스타트업의 국제화 정책 개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발
연방정부 웹 포털을 통해 적어도 2,000개의 공공서비스 제공

디지털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 업데이트

및 시민 육성 정부 데이터 개방정책(Government Open Data Policy) 강화
디지털 정부 플랫폼 강화
자료: MCTIC(2018), pp. 60-92.

나) 디지털 전환 부처간위원회(CITDigital)의 역할
｢E-Digital 전략｣의 추진을 위해 법령 9,319/2018호(Decree 9.319/2018)
에 의거해 디지털 전환 부처간위원회(CITDigital, 이하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부처간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정무장관(Government Secretariat of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경제부, 교육부, 과학기
술혁신통신부, 대통령실의 제도안보부(Institutional Security Office) 등의
대표로 구성된다(Decree 9,084/2019호).
위원회의 설립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진
일보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E-Digital)이라는 하나
의 정책 틀 안에서 범정부기관의 정책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위원회의 장을 대통령실의 정무장
관이 맡음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정치적 힘이 실렸다는 평가이다.
위원회는 부처간 수평적 조정을 위한 연방 차원의 위원회이다. 또한 위원회
는 디지털 전환(E-digital)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제별 소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결정은 참석자의 단
순 다수결로 원칙에 기초하며 위원장은 캐스팅 보트를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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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CITDigital의 주요 임무
1) 디지털화와 관련된 여러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지원
2) E-Digital 관련 정책 간 시너지 및 일관성 장려
3) 디지털화와 관련된 정보공유 및 분야별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4) 정기적으로 E-Digital 성과 모니터 및 평가
5) 외국의 유사 기관과 협력
6) 관련 기관에 E-Digital이 정한 전략 시행을 위한 조치와 규정의 도입 제안
자료: OECD(2020e), pp. 237-238.

｢디지털 전환(E-Digital) 전략｣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독자적인 예산이 없
다는 것이다.139) 대부분 사업은 해당 부처나 공공기관의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
이다. 이에 따라 범분야(Cross-Cutting) 프로젝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전환(E-Digital) 사업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브라질의 ｢예산법｣에서는 E-Digital을 위한 특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
다. 전략 시행은 순전히 해당 부처와 정부기관의 책임 영역이다. 대부분의 디지
털 전환(E-Digital) 사업이 범분야(Cross-Cutting) 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
에 하나의 전략 시행을 위해서는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정부예산이 동원되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통신부(MCTIC)가 전략의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기
관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한계가 큰 상황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위원회 결정이 정기
적인 정책작성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장을 대통령
실의 정무장관이 맡고 있어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으
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정책
작성 과정으로 연계되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
회의 결정이 대통령실이 제안하는 법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139) 2019년 ICT 지출은 연방정부 총예산의 0.23%에 불과하다. 2019년 ICT 예산 지출 중 73%는 연방
정부와 사회보장 부문의 운영을 위한 지출이었다. 27%만이 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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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정무부에 주어진 기간에 법
안 초안을 작성할 책임을 줘야 한다는 주문이다.140)

다) 분야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브라질 정부는 ｢디지털 전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분야별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2019년 4월에는 보우소
나루 정부에서 경제부와 과학기술혁신통신부가 주축이 되어 Industry 4.0 위
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산업전환 로드맵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설립
된 첫 공식 플랫폼으로 민간, 공공 부문 및 학계 등에서 30개 기관이 참석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2019~2022 Industry
4.0 위원회 실천계획(Industry 4.0 Chamber Action Plan 2019~2022)｣이
마련되었다.
2019년 8월 15일에는 농목축부(MAPA), 과학기술혁신통신부가 주축이 되
어 ‘농업 4.0 위원회(Camara do Agro 4.0)’가 출범했다. 주요 활동 목표는
중소형 및 대형 농목축업자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 중소형 및 대형 농목축업자
들의 스타트업 솔루션 활용 보장,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농목축 솔루션 개발
등이다.
2019년 11월 25일에는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제부와 과학기술혁신통신부가 1년마다 번갈아 위
원회의 대표를 맡는다.
2019년 12월에는 지역개발부(MDR)와 과학기술혁신통신부가 주축이 되어
‘도시 4.0 위원회(Camara das Cidades 4.0)’가 출범했다. 시민을 위한 서비
스 통합 운영, 모빌리티, 공공안전 및 자원 사용 개선을 촉진하는 기술과 제도
(관행) 도입을 통한 도시에서의 삶의 질 개선 등이 주요 설립 목표다.

140) OECD(20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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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는 보건부(MS)와 과학기술혁신통신부가 주축이 된 ‘보건 4.0
위원회(Camara da Saude 4.0)’가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환
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IoT 솔루션 도입을 통한 보건지원의 효과성 개선,
환자 중심의 보건과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 개발 장려, SUS 통합 연결성 촉진
등이다.
2020년 10월 20일에는 관광부와 과학기술혁신통신부가 주도하는 ‘관광 4.0
위원회(Camara do Turismo 4.0)’가 설립되었다. 본 위원회는 관광산업의 혁
신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 관광지로 전환과 관광 디지털화에 관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여행 4.0에 초점을 맞춘 상품 개발과 품질 개선, 스마트 관
광지 개발, 관광 4.0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과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3개
의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표 4-34. 브라질 산업별 4.0 위원회
위원회명

설립 일자

관광 4.0 위원회

2020. 10

주무 부처

설립 목적

관광부,

스마트 관광지 전환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촉진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IoT 솔루션 도

보건 4.0 위원회

2020. 1

보건부(MS),

입을 통한 보건 지원의 효과성 개선, 환자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중심의 보건과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 개발
장려, SUS 통합 연결성 촉진

도시 4.0 위원회

2019. 12

스타트업위원회

2019. 11

농업 4.0 위원회

산업 4.0 위원회

2019. 8

2019. 4

지역개발부(MDR),

시민을 위한 서비스 통합 운영, 모빌리티 개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선, 도시에서의 삶의 질 개선

경제부,
과학기술혁신통신부
농목축부(MAPA),
과학기술혁신통신부
경제부,
과학기술혁신통신부

혁신 창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중소형 및 대형 농목축업자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농목축 솔루션
개발
산업전환 로드맵의 개발과 정책 추진 조정

자료: 브라질 정부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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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정부 전략
브라질 정부는 2020년 4월 29일 「디지털 정부 전략 2020~2022」를 발표했
다. 동 전략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관한 18개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방정부와 더불어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디
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라질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수속의 간소
화 및 저비용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이다.
브라질 정부가 202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① 모든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② 신분증 도입·발행(약 4,000만 건) ③ 기업 설립이나 이전
수속 등을 당일 실시 ④ 한번 로그인으로 약 1,000가지의 공공서비스 이용 ⑤
연방정부의 블록체인·네트워크 도입을 위한 지원 등 5개로 구분된다.
브라질 경제부는 이들 서비스 도입을 통해 향후 5년간 379억 달러의 재정절
감 효과를 기대한다. 복잡한 수속의 간소화, 대면 서비스의 감소에 따른 인원
삭감, 디지털화에 의한 인위적 실수의 축소 등이 가능해져 다른 분야에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디지털 경제 육성 전략: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책
브라질에서는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 공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이다.
먼저 브라질의 대표적인 개발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기업들
의 ICT 기술 사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오고 있다. 특
히 2018년에는 도시, 보건, 농업 등 우선지원 분야에서 14개의 IoT 기술 솔루
션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8,2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11개
의 기술연구소, 70개 이상의 기업, 그리고 6개의 병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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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동 프로젝트는 2년간 현장에서 기술솔루션의 비용과 효과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41)
과학기술재단(FINEP)도 최근 들어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 IoT와 Industry
4.0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FINEP의 지원은 무상지원(Centelha), 투
자(FINEP Startup),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벤처자본기금, 주요 전략 분야에서
IoT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신용지원 등 다양하다. 국가 차원의 IoT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는 4억 1,050만 달러의 신규 크레딧라인을 조성했다.
특히 FINEP는 IoT 및 기타 유망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보건, 농업, 도시에 적
용될 디지털 솔루션 개발 등의 분야에 우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4~5% 시장금
리 대신에 1% 우대금리 제공)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IoT 지원의 일환으
로 5,100만 달러 규모의 Inovacred 4.0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 프로
그램은 특히 제조업과 농업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첨단 제조 솔루션
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표로 개발되었다. FINEP는 2018년에서 2020년 1
월 사이에만 IoT와 Industry 4.0 관련 프로젝트에 총 3억 5,650만 달러 이상
을 지원했다. 이 같은 FINEP의 신용지원은 장기 신용대출 시장이 부재한 브라
질 금융환경에서 브라질 혁신시스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이다.142)
브라질 연구·산업혁신공사(EMBRAPII)는 IoT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국
가관심프로젝트(PPIs)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국가관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은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에
의거해 세제 인센티브를 받는다. 2019년에는 ｢정보통신법｣의 개정으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9년 9월 EMBRAPII는 ICT 분야에서 520개 이
상의 프로젝트에 총 1억 9,1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 결과 ICT 관
련 분야에서 총 128개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43)
141) Ibid., p. 174.
142) Ibid., p. 174.
143) Ibid.,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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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
FINAME

지원 내용

대상 기업

IT 등 기계 및 장비 구입

모든 기업

첨단 제조업 및 IoT 관련
FINAME 4.0

기술을 포함한 기계 및

모든 기업

장비 구입
BNDES

Automatico

특혜
조건

Card

신용

FINEP

경제부

중소기업

기계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매출액 3억

Inovacao

지원

FINEP

전략사업 디지털 계획

Inovacred 4.0

개발 및 시행

Brasil Mais

SENAI 4.0
Portal

전자
수출

IoT 솔루션 등 승인된

3만 8,000달러

APEX

지원

APEX
e-Xport

ICT 적용
수단

모든
분야
모든
분야

ㅇ

모든
분야
모든
분야

헤알 이하)
중대기업

모든
분야

중소기업
(매출액 3억

제조업

헤알 이하)

2019년 시작
모든 기업

(15만 헤알) 투자
생산과정 최적화를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

(11~200인)

SEBRAE Varejo Digital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공

SENAI

상거래

영소

ICT 및 자동화 장비 구입

FINEP

모든 기업

승인된 IT, 소프트웨어,

FINEP

Software

지원

(1억 5,000만 헤알까지)

사전승인 신용대출 지원

대출

컨설팅

투자프로그램 금융 지원

분야

중소기업

모든
분야
제조업,
무역 및

ㅇ

서비스
모든
분야

ㅇ

훈련과정 및 인더스트리
4.0 성숙도 평가를 위한

모든 기업

제조업

ㅇ

무료 평가 서비스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개발을 위한 훈련 및
모니터링

모든 기업

모든
분야

ㅇ

자료: OECD(2020e),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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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브라질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도 기업들
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수립된 ‘생산성 제고 프로그램(Brasil
Mais)’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6~18년 성공적으로 추진된 ‘생산성
확대 프로그램(Brasil Mais Produtivo)’을 계승 및 확장한 것이다. 이전 프로
그램과 비교해 지원 범위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소매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 기업도 3,000개에서 22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장되었다. 본 프로그램
은 경제부가 조정기관 역할을, 브라질산업개발청(ABDI)이 관리를, 국립산업
훈련원(SENAI)과 중소기업청(SEBRAE)이 사업 실행을 맡고 있다. 온라인 플
랫폼을 사용해 기업들에게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수혜대상 기업에는 380~1,500달러(1,500~6,000헤알)를 제공한다.
특히 SENAI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기술개발, 훈련, 기술 서비스 및 기술 지
원, 기술보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ENAI 4.0 포
털(senai40.com.br)을 구축해 컨설팅 서비스, 훈련과정, 기업의 Industry
4.0 성숙도 무료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브라질 정부는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경제부는 2022년까지
노동자 교육을 위해 130만 개의 바우처를 공급할 계획이다. 본 계획은 현장에
서의 인력 수요와 직업훈련이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순전히 성과에 기초해 추진
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다. 즉 교육기관은 직업훈련을
받은 수혜 대상자가 일자리를 얻을 때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
처의 쿼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데, 영세 소기업(99명 이
하)의 경우는 고용인력의 20%까지, 중기업(100~499명)은 고용인력의 10%까
지, 500명 이상 대기업은 고용인력의 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또한 16~25세 연령대 청년층의 디지털 기술 장려를 위해 온
라인 교육 프로그램(Brasil Mais Digital)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MCTIC의 자금 지원을 받아 브라질소프트웨어협회(Softex)가 추진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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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부 ICT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격
교육 플랫폼이 구축되어 초중급에서 고급 단계에 걸쳐 총 35개 과정(약 1,500
시간)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된다. 브라질 정부가 2018년까지 270만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
고 교육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률(35만 명 중 4만 명 이수)에다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인 학위과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4) 디지털 포용 정책
가) ICT 및 인터넷 접근 및 사용 확대 정책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국민의 ICT 및 인터넷 접근·사용 확대 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과학기술혁신통신부(MCTIC) 내에 디지털 포용부서
(Digital Inclusion Department)가 이들 사업의 추진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
다.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은 ① 공공장소 및 텔레센터
(Telecenter)에서 무료 인터넷 접속 ② 공공장소에서 디지털 서비스 활용 ③ 텔
레센터(Telecenter) 지원 ④ 훈련 및 능력 배양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디지털 포용 정책 중의 하나는 오지 및 고립 지역의 인터넷 접근 확대이
다. 이의 일환으로 브라질 정부는 2002년부터 전자정부시민서비스프로그램
(GESAC: Governo Electronico Servico de Atendimento ao Cidadao)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브라질 내 가장 취약한 그룹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접속의 보편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부 및 보건부의 협조하에 MCTIC가 주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
질 정부는 학교, 공공의료원, 원주민 마을, 국경지역 및 킬롬보(quilombo, 아
프리카계 공동체) 등의 취약지역에 위치한 6,000개 기관 및 공공장소에 무료
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
브라질에서 대표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 수단 중의 하나가 텔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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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entro)의 설립 및 운영이다. 텔레센터는 무료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
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이다. 브라질 정부는 GESAC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에
컴퓨터 및 IT 장비,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함은 물론 청년층을 대
상으로 각종 훈련과정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2006~14년 기간 브라질
5,200개 도시에 1만 개의 텔레센터가 설립되었다. 텔레센터는 설치 이후 각 시
(市)가 운영 책임을 떠맡게 된다.
텔레센터는 그간 브라질에서 취약계층의 인터넷 사용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텔레센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는 10세 이상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2,180만 명에 달했다. 특히 텔레센터에서 인터넷 사용은
16~34세 청년층에서 높았다. 농촌지역에서보다 도시지역에서 텔레센터를 이
용하는 비중이 컸다. 디지털 불평등도가 높은 상파울루 등 대도시에서 텔레센
터는 청소년층이 양질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다.
텔레센터는 ICT 관련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
차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해오고 있다. 텔레센터에서는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에 대한 기초 교육에서부터 직업훈련 과정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로는 북동부와 중서부의 텔레센터에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
다. 특히 2017년에 MCTIC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력 육성을 목적으
로 디지털 포용 훈련 프로그램(PNAID: Programa Nacional de Formacao
de Agentes de Inclusao Digital)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CTIC는 2019년까지 792개의 텔레센터를 선정해 지원했다. 2020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의 청소년이 훈련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으로 선정된 인력은 100달러(400헤알)의 장학금을 받으며 10개월간 480시간
의 원격훈련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텔레센터의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텔레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조사에 따르
면 브라질 전역의 5,396개 텔레센터 중 55%만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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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졌다. 이는 2014년 조사에서 78%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에 비
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Cgi.br(2020a)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텔레센
터에서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컴퓨터의 낮은 사양과 고장 등 장
비의 문제, 그리고 기술 및 금융 지원의 부족 때문이었다.

나) 디지털 문해력 제고 정책
브라질 정부는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개선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오
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중고 교과과정에 디지털 기술 사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 교육부는 2017년 기초교육을 위한 기초국가공통교과과정(BNCC)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용 등을 명시하였다. 2018
년 12월에는 정부의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중고 교육에 컴퓨팅 사고
력(computational thinking)을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브라질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ICT 인프라 및 장비 활용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국가기술교육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Tecnologia Educacional, ProInfo)을 들 수 있다. 1997년에 수립된 이 프
로그램의 목적은 초중등교육에서 교육적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확대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제고와 교사들의 훈
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개발기금(FNDE)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사훈련, 교과과정 개발, 교육실습 및 평가를 담당
하고, FNDE는 ICT 인프라 개발을 책임지고 이다.
브라질 정부는 2017년부터 ‘커넥티드 교육 프로그램(Connected Education
Programme)’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국가기술교육
프로그램(Proinfo)과 학교 브로드밴드 보급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포괄적 성격
으로, 디지털 기술이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교육부, 과학기술혁신통신부, 브라질경
제사회개발은행(BNDES), 인터넷운영위원회(Cgi.br) 등 공공부문은 물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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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
는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사업은 ① 기술의 교육적 활용 지원 ② 연방정부 온
라인 플랫폼 구축 ③ 기초교육 학생 및 교사를 위한 2만 개의 교육용 멀티미디
어 리소스 개발 ④ 4개의 대학과 계약을 통한 콘텐츠 개발 ⑤ 인터넷 속도 제고
등이다. 브라질 교육부는 추후 창업, 코딩, 로봇학,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강좌
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사용은
아직 그 잠재력을 밑돌고 있다. 특히 브라질 정부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디지
털 기술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
과는 아직 미흡하다.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성과가 미진한 이
유는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여전히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이 부족한 데다 교사
들의 훈련 부족으로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4. 소결
브라질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이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전
세계 평균이나 개도국 평균을 상회하고,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 속도가 빠르
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 구축 수준에 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수준이
OECD 국가를 앞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특징이다. 즉 디지털 친화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디지털 친화성에 힘입어 브라질은 생산 부문에서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은 OECD 등 선진국에 뒤처지나 SNS를 활용한 소셜 커머스 등의 분
야에서는 오히려 선진국을 앞서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육 및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하기 위해 2020년 4월 모든 공공서비스의 전자화를 목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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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빠른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
육수준 간, 소득계층 간 디지털 격차가 커 이의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브라질 정부는 2018년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디지털 전
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그간 미·중 간의 대립으로 지체되
어왔던 5G 입찰도 2021년 11월 4~5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비록 코로나
19 이후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이 브라질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 179

제5장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가. 디지털 연결성(connectivity)
멕시코와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통신망 대부분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
연결된 육상 광케이블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서와 달리 해저 광케이블망이 많지 않다. 멕시코 해저 광케이블망은
태평양 연안의 티후아나와 마사틀란으로 연결되는 1개의 광케이블망(PAC)과
대서양 연안의 칸쿤으로 연결된 3개의 광케이블망(AMX-1, Arcos, Maya-1) 등
총 4개가 있고, 향후 칸쿤을 경유하는 3개의 국제광케이블망(GigNet-1, Aurora,
CX)이 추가로 연결될 예정이다.144)

표 5-1. 멕시코 해저 광케이블망 현황
연도

명칭

소유주

육상 관문

총길이

2000

PAC

Lumen145)

티후아나, 마사틀란

10,000km

2000

Maya-1

통신회사 컨소시엄

칸쿤

4,400km

2001

ARCOS

통신회사 컨소시엄

칸쿤, 툴룸

8,600km

2015

AMX-1

América Móvil

칸쿤

17,800km

자료: Submarine Cable Map, “Tolu, Colo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8).

한편 멕시코 국내 백본망은 민간 통신회사들이 구축한 백본망과 멕시코 정
부가 민간 통신회사들에게 임대한 백본망 그리고 국영 전력회사 CFE(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가 보유한 백본망 등이 있다. 특히 멕시코 최대 민간
통신회사인 아메리카모빌이 전국을 커버하는 백본망을 구축하고 있고, 여타 민
144) GigNet-1, Aurora, CX가 각각 2022년, 2023년, 2024년에 연결될 예정이다. Submarine Cable
Map, “Tolu, Colo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8).
145) 미국 루이지애나주 먼로에 본사를 둔 다국적 통신회사이다. 2020년에 회사명이 CenturyLink에서
Lumen으로 변경되었다.

182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간 통신회사들은 주로 대도시 위주로 백본망을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통신회사인 Lumen은 태평양 연안의 티후아나와 마
사틀란을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 PAC와 더불어 해저 광케이블망의 관문인
마사틀란에서 멕시코 주요 도시들인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그리고 몬테레이
등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망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5-1 참고).

그림 5-1. 다국적 통신회사 Lumen의 멕시코 광케이블망 구축 현황

자료: “Lumen expands its Mexican fibre optic network”(2020. 1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8).

그러나 민간 통신회사들은 수요가 부족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광케이블망 구축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멕시코 국토면적 기준으로 광케이블망
이 연결된 지역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이는 멕시코 국토면적이 세계 13위
인 197만 ㎢(한반도의 약 20배)에 달하고 산맥과 사막지대의 인구밀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넷 통신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매우 넓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아하카, 치아파스 등 통신 인프라 사정이 열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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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무선 통신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중이 약 8%에 이르고 있다.146)
멕시코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해 2013년에 통신개혁을 단행했고, 국가 백본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공유 네트워크(Red Compartida)’
라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매 통신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147) 멕시코
정부는 또한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 목표 달성을 위해 국영 전력회사 CFE의 기
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2만 5,000km 길이의 백본망 구축을 추진했으나, 민간
통신회사들의 자체 백본망 구축 선호와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
어왔다.148) 2018년 6월에 마침내 동 사업(Red Troncal de Fibra Optica)
입찰이 발표되었으나 같은 해 12월에 출범한 AMLO 정부가 CFE의 자회사를
신설하여 이 국영 통신회사를 통해 정부가 직접 백본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으
로 정책을 변경했다. 그 결과 2019년 2월에 통신교통부(SCT)는 Red Troncal
de Fibra Optica 입찰을 취소했다.149) 이후 새롭게 설립된 CFE의 자회사인
CFE Telecomunicaciones e Internet para Todos는 CFE의 기존 광케이
블망을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본망 구축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그림 5-2 참고).

146) IDB(2019), p. 28.
147) Red Compartida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참고. “Vídeo explicativo Red Compartida”(2018.
5.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148) “Snapshot: Latin America’s main fiber backbone projects”(2020. 1. 23),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9. 17).
149) “CFE Telecomunicaciones pone fin al proyecto de la Red Troncal”(2019. 8. 15),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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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FE의 광케이블망 현황

자료: “Licitará AMLO el doble de fibra en Red Troncal”(2019. 2.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7).

나. 디지털 접근성(accessibility)
1) 인터넷 이용률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9년 기준으로 70.1%로 세계 평균(51.4%)과
개도국 평균(44.4%)을 크게 상회하지만,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콜롬비아
(67.0%)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멕시코의
가정별 인터넷 이용률은 56.36%이다.150)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5년
19.0%에서 2010년 32.9%, 2015년 57.2% 그리고 2019년에는 70.1%로 매
우 빠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2015~19년 기간 멕시코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이
연평균 5.2%로 매우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9,201만 명이다. 이는 중남
150)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가정별 인터넷 보급률은 각각 71.40%와 51.16%이며, 한국은 99.75%이다.
OECD(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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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의 21.3%에 해당한다. 멕시코는 브라질(1억 3,380만
명)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은 국가이다.

그림 5-3. 멕시코의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현황

~
~
~
~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그러나 멕시코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 교육수
준, 소득수준 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매우 크다. Statista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멕시코의 도시와 농촌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76.6%와 47.7%
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151) [그림 5-3]은 멕시코의 지역별 도시와 농촌의 인
터넷 이용률 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북부와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 주
요 대도시 그리고 칸쿤이 위치한 유카탄 반도의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부 전체와 중부 일부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누에
151) Statis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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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레온,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소노라, 바하칼리포르니아, 킨타나로오 등으
로 각 주 가정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주는 오아하카와 치아파스로 전체 가정의 1/7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2) 브로드밴드 보급률
멕시코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더불어 최하위권이다.152) 먼저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
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100명당 17.3명으로 전 세계 평균(15.2명)을
소폭 상회하나 OECD 회원국 평균(33.2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코스타리카(19.4명)와 칠레(19.3명)보다는 낮고 브라질
(15.7명)과 콜롬비아(15.7명)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 건수는 약 1,935만 건이며, 기술별로는
755만 건이 케이블망(HFC), 677만 건이 DSL망, 그리고 484만 건이 광케이블
망(FTTx), 기타 19만 건이다.153) 유선 브로드밴드 중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케이블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는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한편 2020년 기준 멕시코의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100명당 79.9명으
로 전 세계 평균(75명)을 소폭 상회하지만 OECD 평균(117.5명)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154)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칠레(99.6명), 브라질
(97.4명) 그리고 코스타리카(90.9명)보다는 낮고, 콜롬비아(63.6명)보다는 높
은 수준이다. 기술별로는 무선 브로드밴드의 80%가 4G이며, 나머지 20%는
3G이다.

152) OECD(2021b).
153) “Panorama de mercado–MÉXIC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7).
154) OECD Data,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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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속도 및 요금 수준
멕시코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 수준은 낮은 편이다. 멕시코는 콜롬비아와 더
불어 OECD 회원국 중 인터넷 속도가 가장 느린 국가이다. 2019년 7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Steam이 측정한 멕시코의 무선 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5.6Mbps로 OECD 평균인 36Mbps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와 브라질보다는 느리고 콜롬비아보다는 빠른 수준이었다.
한편 Speedtest의 2021년 8월 기준 인터넷 속도 측정에서 멕시코의 유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세계 82위인 50.37Mbps, 무선은 세계 69위인
34.74Mbps로 모두 세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표 3-1 참고). 중남미 주요국
들과 비교하면, 유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칠레(203.61Mbps), 브라
질(100.44Mbps), 콜롬비아(61.62Mbps), 우루과이(59.25Mbps), 아르헨티
나(55.81Mbps), 페루(55.40Mbps)에 이어 7위에 그쳤다. 그러나 무선의 경우
에는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모두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 간의 무선 인터넷 속도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3-1 참고).
한편 멕시코는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3년에 통신개혁을 단행하였
고,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이 하락하
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의 브로드밴드 요금은 여전히 멕시코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멕시코의 유선 브로드밴드 요금은 소득수준 하위
40% 월평균 임금의 6% 수준으로 OECD보다 2배 정도 높다. 절대금액 기준으
로도 멕시코의 브로드밴드 요금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보다 비
싸고, 칠레·콜롬비아·페루보다는 저렴하다(표 3-2 참고). Picodi.com에 따르
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멕시코의 100Mbps 속도 기준 월별 이용요금은
34.68달러인데, 아르헨티나(22.41달러), 브라질(24.30달러)보다 비싸고 칠레
(42.51달러), 콜롬비아(44.80달러), 페루(47.13달러)보다는 싸다(표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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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통신개혁 이후 유무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요금 인하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무선 브로드밴드 요금과 유선 장거리 요금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155) OECD(2017)에 따르면 통화 100건과 데이터
500MB의 요금(PPP 기준)이 2013년 44.05달러에서 2016년에는 15.39달러
로 65% 하락하였고, 통화 900건과 데이터 2GB의 요금(PPP 기준)은 101달러
에서 24.93달러로 71% 낮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 멕시코의 무선 브로드밴드
요금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유선 브로드밴드 요금 수준은 여
전히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멕시코는 콜롬비아나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유선 브로드밴드 요금이 무선 브
로드밴드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이는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유
선 브로드밴드보다 수요가 많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투자금액도 상대적으
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의 브로드밴드 요금 수준
이 여전히 소득수준에 비하면 비싼 편이어서 보편적 인터넷 접근과 디지털 전
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유무선 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멕시코는 2013년 통신개혁 이후에도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Telcel(아메리카모빌), Movistar(텔레포니카), AT&T 3개 회사의 이동
통신 시장점유율이 각각 62.4%, 20.6%, 15.3%이며, 가상이동통신사업자들
(MVNO)의 시장점유율은 1.7%에 불과하다.
통신개혁 이후 AT&T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여 Telcel의 시장점유율이 소
폭 하락하였으나, 텔레포니카와 AT&T는 경영 악화로 신규 투자 확대에 소극
적일 뿐만 아니라 텔레포니카는 멕시코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2016년
경쟁체제 도입과 통신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되어 4.5G(LTE) 백본망인

155) OECD(2017),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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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Compartida를 운영하는 민관합작기업 알탄(Altán Redes)도 수익성 악
화로 2021년 7월에 파산을 신청했다.156)
한편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도 상위 4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8.1%에
이르는 등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Telmex(아메리카모빌)의 시장점유
율이 50.1%로 가장 크고, Televisa(24.3%), Megacable(16.0%), Total Play
(8.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 디지털 전환 현황
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1)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McKinsey는 멕시코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제고에 힘입어 2025년까지 GDP가 7~15%(1,150억 달러~2,4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57) 그러나 McKinsey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의
유선 브로드밴드와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각각 17.3%와 79.9%로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은 높지 않다. 인터넷 연결성
과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우편 서비스의 신뢰성이 낮고, 15세 이상 성인
의 은행계좌 보유율도 40%를 하회하고 있는 것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56) “Mexico’s Altan Redes files for bankruptcy”(2021. 7.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9).
157) “How Mexico can become Latin America’s digital-government powerhouse”(2018. 11.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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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멕시코 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Dell
Technologies Mexico에 따르면,158) 멕시코 기업 10개 중 9개가 최소 한 가
지 기술의 도입 프로세스를 가속화했으며 10개 중 4개는 사용하는 모든 기술
의 도입 프로세스를 가속화했다. 가장 많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이루어진 분야
는 사이버 보안, 원격근무, 에지 컴퓨팅, 서비스 및 소비 모델 변화, 고객과 직
원의 디지털 경험, 데이터 관리 그리고 기업 웹사이트 확대 등이다. 이 조사 결
과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87%의 조직과 기관이 디지털 플랫폼 전환을 시도
하고 있고, 기업의 88%는 비즈니스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의
료산업의 경우, 원격진료, 소프트웨어 개발, AI 챗봇 상담 등을 중심으로 디지
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멕시코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개도국 중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2016년 멕시코의 디지털도입지수(DAI)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67위(0.60점), 중남미 7위이다. 그러나 세부 지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디지털도입지수는 세계 30위인 0.74점으로 매우 높은 반면,
기업과 개인의 디지털도입지수는 각각 세계 79위(0.63점)와 89위(0.44점)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디지털 전환에 앞서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표 5-2 참고).

표 5-2. 멕시코 디지털기술도입지수(DAI)

연도

DAI

비즈니스 DAI

개인 DAI

정부 DAI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2014

72

0.54

81

0.59

95

0.35

37

0.68

2016

67

0.60

79

0.63

89

0.44

30

0.74

자료: 세계은행, Digital Adoption Index(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9).

158)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Mexican companies falters in the face of COVID-19”(2020.
1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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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과 2016년 사이의 변동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디지털도입지수
점수와 순위가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는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활
용 측면에서 종합지수는 물론이고 세부지수도 모두 브라질과 콜롬비아보다 낮
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2014~16년 동안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디지털도입지
수가 하락한 것과 다르게 멕시코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디
지털도입 종합지수는 물론이고, 기업·개인·정부의 세부지수 순위도 모두 상승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이 세계 평균은 물
론이고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표 5-3. 멕시코 기업의 디지털 기술 이용 현황(10인 이상)
2016

2017

2018

2019

2020

컴퓨터 사용 근로자 비율

30.5*

‥

‥

‥

‥

브로드밴드 사용 기업 비율

79.9*

‥

‥

‥

‥

웹사이트 보유 기업 비율

41.5*

‥

‥

‥

‥

온라인 주문 가능 기업 비율

‥

‥

‥

‥

‥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기업 비율

67.3*

주: *는 2012년 통계.
자료: OECD(2021b).

한편 멕시코는 기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활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자료가 거의 없다. OECD에서 회원국들의 비즈니스 부문 ICT 접근
(access)과 활용(usage) 관련 통계를 작성하나, 멕시코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OECD는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도 멕시코를 제외시키고 있다.
[표 5-3]은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멕시코 기업들의 ICT 이용 현황을 정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분석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
일한 양식의 표를 작성해 보았으나, 최근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가 2012년도 자료인데, 이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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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브라질 및 콜롬비아와 비교해서 멕시코 기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
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2016년 기준
기업 부문 디지털 기술 도입 순위(평점)는 79위(0.63점)로 브라질(64위, 0.68점)
과 콜롬비아(66위, 0.67점)보다 뒤처져 있다.
한편 멕시코 민간 비영리단체인 통신권연구소(IDET: Instituto del Derecho
de las Telecomunicaciones)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500만 개 이상의 사업
체가 있고, 이 중 94%는 직원 수 10명 이하인 소기업이며, 5%가 직원 수
11~50명의 중기업, 그리고 나머지 1%가 직원 수 50명 이상의 대기업 기업으
로 분류된다. IDET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 기업 중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 비
율은 24%이며,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소기
업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20%와 16% 수준이며, 중기업은 이
비율이 86%와 81%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률이 모두
90%를 상회한다.159) 이는 멕시코 대기업과 중기업에 비해 소기업의 디지털화
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등 기업 규모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멕시코의 디지털 경제 부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 서비스 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642%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멕시코 국세청에 따르면, 디지털
산업의 조세 수입은 2019년 8억 5,000만 페소에서 2020년에는 55억 페소로
915%가 증가했다. 그 주된 원인은 조세 개혁에 있는데, 2021년 2월까지 멕시
코 국세청에 등록된 역외기반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Airbnb, Amazon,
Adobe, Facebook, Google, Netflix, Samsung 등 86개에 달했으나, 조세
개혁을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8%로 낮추고, 해외 기업에 대한
세율을 16%로 인상한 덕에 대부분의 디지털 기업이 국내 기업화하여 세수 증
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난 교통, 주
159) “Las TIC en las Empresas Mexicanas”(2019. 8.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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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식음료, 유통 등의 세수 증가가 뚜렷했다.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 기업인 Netflix의 경우 이젠 멕시코 국내 기업으로 이전을 마무리
한 상황이다.160)
한편 Inzunza-Mejia et al.(2017)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무한정 열릴 예정이나, 전통
적 노동을 대체할 지식기반 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
고 있다. 특히 낮은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성이 근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너무 빠르게 정보화가 진행(특히 지난 10년간)된 탓에, 다른 부분이 제대로 준
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던 탓도 크다. 나아가 디지털 가상환경에서 노동권을 보
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의 개발도 아직 미진하다. 특히 규제에 방점을 두기보
다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요소인 SNS,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한 노동정책이 설계되어야 한
다. 물론 사이버 보안, 정보보호, 부패 방지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단순하되 효
율적인 규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161)

2)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멕시코는 생산 부문보다 소비와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가 앞서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발적
으로 성장했다. ecommerceDBH에 따르면, 2020년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시
장규모는 196억 달러로 멕시코 GDP의 1.9%를 차지했다. 2020년 멕시코의
GDP 규모(1조 400억 달러) 세계 순위는 16위이며, 전자상거래 규모 세계 순
위는 17위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가 29% 증가하

160) “Crecen 642% los ingresos del fisco por la economía digital en México”(2021. 3. 23),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9. 19).
161) Inzunza-Mejia et al.(2017), p. 38-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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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3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162) 특히 코로나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과 7월 사이의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19~48%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BlackSip(2021a)에 따르면,
2020년 2월과 5월 사이의 멕시코 온라인 매출 증가율은 112%에 이르렀다. 같
은 기간에 멕시코의 신규 온라인 구매자 수도 전년대비 79% 증가한 102만 명
에 이르렀다.163)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규 온라인 구매자 증가에 힘입어 멕시
코의 전자상거래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BlackSip(2021a)에 따르
면, 2020~24년 멕시코의 연평균 전자상거래 증가율이 6.6%에 이를 전망이다.
멕시코의 전자상거래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코로
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
들면서 성장세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Gutierrez(2021)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
에 처음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고객의 72%는 재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신용카드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의 활용도 늘어났다.
한편 멕시코인들이 온라인 구매 결정을 위해 정보를 얻는 곳은 검색엔진(64%),
온라인 쇼핑몰 앱 또는 웹사이트(48%), 소셜미디어(44%), 가족이나 친구 추천
(43%), 온라인 광고(31%) 등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배송방식은 택배회사(65%)이며, 택배회사 서비스 중에서도 일반 택배(3~5일)
활용률이 82% 그리고 익일 택배가 39%로 주를 이뤘고, 별도의 물류회사(38%)
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택배(27%)가 그 뒤를 이었다.164) 그러나 멕시코 온
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판매하는 제품 정보와 온라인 도움 서비스 제공이 미
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인구의 1/3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이
들 중 3/4은 모바일 기기 대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2) EcommerceDB, “The eCommerce market in Colo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9).
163) 국가별 신규 온라인 구매자 수(전년동기대비 증가율)는 브라질 260만 명(28%), 아르헨티나 69만 명
(40%), 콜롬비아 37만 명(113%), 칠레 25만 명(94%), 우루과이 62만 명(11%) 등이다(BlackSip
2021a, p. 25).
164) 「2021년 이후 멕시코 유망산업은」(2020. 12.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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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는 상품 검색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구매는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주된 이유는 긴 배송 시간이다. 온라인 상품 구매의 경우 배
송에 10~15일가량이 소요된다.165) 이는 우편 서비스와 같은 배송 인프라의
개선 없이 온라인 접근성 개선만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것
을 시사한다.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개선
도 필요하다. 온라인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환불 및 교환 수월성, 물품 회
수의 용이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신용카드 대비 현금 결제 수
단인 직불카드의 수가 유달리 많아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결제 안정성도
떨어진다.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한 신뢰 부족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저해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준비도(preparedness)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으로 평가된다. [표 5-4]는 멕시코의 B2C 전자상거래지수(E-commerce Index)
를 표시한 것이다. [표 5-4]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준비도 순
위는 152개국 중 93위이며,166) 종합점수는 46.8점으로 중남미 평균(49점)이
나 세계 평균(55점)을 하회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
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주요국 18개국 중 13위로 파라과이(세계 92위, 중남미
12위), 온두라스(세계 98위, 중남미 14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멕시코는 세부항목 중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이 유일하게 중남미 평균과
세계 평균을 상회할 뿐, 온라인 계좌 보유율, 인터넷 서버보안, 만국우편연합
(UPU) 신뢰도 등 여타 항목의 점수가 모두 중남미 평균과 세계 평균을 하회하
고 있다.

165) AT Kearney(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
166) 중남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지수 순위(점수)는 다음과 같다. 코스타리카 56위(68.8점), 칠레 59위
(68.4점), 브라질 62위(63.5점), 콜롬비아 68위(59.1점), 우루과이 72위(56.6점), 자메이카 74위
(55.0점), 트리니다드토바고 75위(54.9점), 페루 79위(52.5점), 아르헨티나 82위(50.9점), 파나마
87위(49.5점), 베네수엘라 90위(48.0점), 파라과이 92위(47.1점), 멕시코 93위(46.8점), 온두라스
98위(44.2점), 에콰도르 102위(39.5점), 볼리비아 103위(39.2점), 엘살바도르 106위(37.0점), 과
테말라 108위(36.8점), 니카라과 122위(29.0점) 등이다. 참고로 한국은 18위(89.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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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멕시코의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20년)
세부 평가항목 점수
순위
멕시코

93위

종합점수
46.8

인터넷 사용인구

온라인 계좌

인터넷

UPU

비율

보유율

서버보안

신뢰도

70

37

46

34

중남미

-

49

64

53

50

29

세계

-

55

60

53

47

55

자료: UNCTAD(2021a), p. 7, p. 15.

멕시코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마존이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경우 중남미 토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리브레와 마가지니 루이자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지만, 멕시코는 미국계 아마존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2020년 매출액은
1위 아마존(amazon.com.mx)이 14억 2,500만 달러이며 2위인 월마트
(walmart.com.mx)가 1위의 절반 정도인 6억 7,200만 달러이다(표 5-5 참
고).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3개국의 전자상거래 1위와 2위 플랫폼의 매출
액 차이는 2배 정도로 비슷하다. 그러나 멕시코 아마존의 2020년 매출액(14억
2,000만 달러)이 브라질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마가지니 루이자의 매출액
(22억 5,000만 달러)의 약 2/3 수준이고, 콜롬비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팔
라베야의 매출액(1억 9,000만 달러)보다 약 7.6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멕시코
와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매출액 규모가 엇비슷하고 콜롬비아보다 대략 4배 정
도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멕시코 전자상거래의 시장집중도가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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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멕시코 상위 5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출액(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전자상거래 업체명

매출액

1

아마존

1,425

2

월마트

672

3

리버풀

645

자료: E-commerceDB(검색일: 2021. 8. 18).

멕시코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Amazon은 시장지배자의 위치를 계속 점
유하기 위해 2020년 멕시코에 1억 달러 규모의 물류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고객 접근성 개선과 더 빠른 배송서비스를 위해 멕시코시티 이외에도 과달라하
라와 몬테레이에 진출하여 멕시코 3대 도시 지역에 모두 물류거점을 확보할 예
정이다.
한편 성공적인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3G와 4G 네트
워크 등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면서도 빠른 광대역 통신망이다. 그래픽 다운로
드가 가능하고 결제 시 지연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멕시코의 조건은 중남미 경쟁국과 비교해서 열악한 편이
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용카드 소지 비율도 낮으며 정보
안지수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를 연구하는 AT
Kearney는 멕시코의 잠재력을 칠레와 브라질보다 높게 평가하며, 그 근거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나서는 젊고, 연결된 인구’를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멕시코는 전자상거래 성장잠재력이 크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서는 인터넷 접근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전자상거래
기술 지원, 멕시코 기업의 웹 및 마케팅 능력 강화, 전자결제 장려, 소비자 보
호, 사기 방지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등과 같은 정책 개입이 필요
하다.167)
167) Cave and Flores-Roux(2017),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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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현황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의 스타트업 시장 중 하나이다. 페냐 니에토 전임 멕시
코 대통령(2012. 12~2018. 11)은 취임 직후 경제부 산하에 ‘창업지원센터
(INADEM)’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매년 약 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타
트업을 지원했다. INADEM은 NUMA, Startup Mexico, Startup 500 등 공공·
민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
하는 등 우호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비록 2018년 12월
AMLO 정부 출범 이후 INADEM이 해산되었으나,168) 민간 벤처캐피털 주도
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169)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멕시코의 스타트업 창업 건수가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Tracxn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2,731개의 스타트업이 있다.170) IDB(2021c)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멕시코의 스타트업 중 자본금 100만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은 170개이며, 이들
170개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총 36억 달러, 기업가치는 100억 달러이다. 멕시
코는 스타트업 기업 수 기준으로는 중남미 전체의 17%, 기업가치 기준으로는 중
남미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 수 기준으로는 브라질(513개)
에 이어 중남미 2위이고, 기업가치 기준으로는 아르헨티나(990억 달러), 브라질
(910억 달러)에 이어 중남미 3위이다.
한편 멕시코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Kavak, Softtek, Kio Networks 등
3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멕시코는 유니콘 기업 수 기준으로 브라질(16개)과
아르헨티나(5개)에 이어 중남미 3위이다. Kavak은 멕시코 최초로 유니콘 기
업으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Softtek은 멕시코의 대표적 IT
168) 그러나 AMLO 정부 출범 이후 INADEM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Cámara de Diputados apr
ueba desaparición del Inadem”(2019. 4.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7).
169) “El descontento social pulverizó la gestión de Iván Duque en Colombia”(2021. 7. 17),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8).
170) Tracxn 홈페이지(검색일: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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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체이며, Kio Networks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그 외 전
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의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하다.

표 5-6. 멕시코 10대 스타트업

회사명

설립연도

Kavak

2016

자본금

투자자

(백만 달러)

사업내용

Kaszek Ventures, Ribbit
1,410

Capital,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

외 19개 투자자
Clip

2012

396

Konfio

2014

378

Bitso

2014

331

소프트뱅크, 엔데버, 액시온 외

오프라인 소매업체에 mPOS

20개 투자자

솔루션 제공

소프트뱅크, Quona Capital,
IFC 외 15개 투자자
Endeavor, Valor, Coinbase
Ventures 및 27개 투자자

금융 솔루션 플랫폼 제공업체
암호화폐 온라인 교환 플랫폼

ACON INVESTMENTS,
InverCap

1997

328

Indigo Capital, Clara Capital

저축 및 은퇴 계획 플랫폼

외 1명의 투자자
Bertelsmann Asia
Stori

2019

168

Investment Fund, GGV

소비자를 위한 NFC 지원

Capital, Source Code

신용카드

Capital 외 8명의 투자자
Kovi

2018

145

Justo

2018

140

Valoreo

2020

80

Quona Capital, Onevc,
Prosus 외 15명의 투자자

온라인 플랫폼

VAS Ventures, 500 Global,

식료품 주문을 위한 온라인

Endeavor 외 14개 투자자

플랫폼

Tushar Ahluwalia, Angel
Ventures, Kaszek Ventures
외 6명의 투자자
B Capital Group, Endeavor,
Yalo

2015

75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Sierra Ventures 외 1명의
투자자

자료: Tracxn 홈페이지(검색일: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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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브랜드 획득을 위한
플랫폼
대화형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AI 기반 플랫폼

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1) 디지털 교육
2020년 2월 28일 멕시코에서 첫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171) 3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멕시코 교육부(SEP)는 3월 14일
학교 행사를 취소하고 부활절 휴무를 당초 4월 6~17일에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변경했다. 3월 30일에는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대면수업
중단 사태가 지속되었다. 2020년 신학기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원
격수업 프로그램(Aprende en Casa)을 시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1
년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신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대면수업을 재개하기 시작
했으나, 대면수업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학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
은 학생들이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멕시코의 비대면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TV이다.
인터넷 보급률이 70% 수준에 불과하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의 비중이 커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나 인터
넷을 활용한 동영상 수업은 처음부터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
교육부(SEP)는 6개의 TV 채널과 협력하여 원격수업 프로그램(Aprende en
Casa)을 진행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수업의 질 하락과 자
퇴율 증가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일례로 멕시코에는 약 3,300만 명의 학
생이 있는데,172) 2020년 상반기에 자퇴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교에 등록하지

171) 멕시코시티에서 2명(35세와 59세 남성), 시날로아에서 1명(41세 남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
다. 이들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첫 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Wikipedia(2021), “COVID-19 pandemic in Mexic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0).
172) 유치원 약 500만 명, 초등학교 약 1,400만 명, 중고등학교 약 1,400만 명이다. Statis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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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학생 수가 520만 명에 이르고 있다.173)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멕시코 가정의 약 45%만이 컴퓨터를 가지
고 있으며, 이 중에서 48%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174) 특히 농촌의 상
황은 더욱 열악한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 많
아서 온라인 수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소득수준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25%
이상 가정의 인터넷 이용률은 96%에 이르고 있으나, 소득 하위 25% 이하 가정
은 이 비율이 30%에 불과하다. 학교의 인프라 사정도 열악하다. 공공교육기관
중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비율은 22%에 불과하다.175) 멕시코의 교육 현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이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연결성 제고와 값
싸고 빠른 속도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 제고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남미 여타 국가들의 사정도 멕시코와 별반 다르지 않다.
멕시코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에 ICT를 접목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해왔다. 2000년 12월 멕시코 정부는 국가정보화사업인 ‘e-Mexico 국가
시스템(Sistema Nacional e-Mexico)’을 발표했다. 이는 연결, 콘텐츠, 시스
템 등 3개 축176)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4개 부문(e-Learning, e-Health,
e-Economy 그리고 e-Government)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특히 이러닝
(e-Learning)과 관련해서는 원격교육포털(CapaciNet) 구축, 각급 학교에 인
터액티브 스크린 설치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웹
서핑이 가능한 시스템(Enclomedia)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173) “Return to school filled with uncertainty in Mexico”(2021. 8.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0).
174) 「멕시코 온라인 수업 반응 및 도전과제」(2020. 6. 8),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9. 20).
175) 「대낮 술집서 펼쳐진 풍경…한 교사의 용기가 가져온 기적」(2021. 3.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0).
176) 연결은 무료 디지털센터(CCDs: Centros Comunitarios Digitales) 구축을 통한 전 국민 인터넷 서
비스 제공, 콘텐츠는 정보 공유를 위한 4개 부문(e-Learning, e-Health, e-Economy, e-Government)
의 인터넷 사이트 구축, 시스템은 정부 포털 사이트(www.gob.mx) 및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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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멕시코 정부는 2008년 ‘정보 접근성 어젠다(Agenda de
Conectividad)’ 그리고 2010년 ‘e-Mexico 디지털 어젠다(Proyectos de la
Agenda Digital)’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광대역 인터
넷 연결을 강화하고 공공 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Mexico Conectado)을 추진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페냐 니에토 정부도 ｢국가디지털전략 2013-2018
(Estrategia Digital Nacional 2013-2018)｣에서 교육 부문의 디지털화를 위
한 디지털 교육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공립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모두에게 태블릿을 보
급하는 사업으로 4년 동안 4단계(Micompu.mx, @prende, Programa de
Inclusión y Alfabetización Digital(PIAD) 및 @prende 2.0)를 거쳐 시행되
었다. 태블릿 보급은 2013~14년 3개 주(콜리마, 소노라, 타바스코)에서 24만
대, 2014~15년 6개 주(콜리마, 소노라, 타바스코, 멕시코, 푸에블라, 멕시코시
티)에서 71만 대, 2015~16년 9개 주에서 100만 대 이상이 공급되었다.177) 본
사업의 특징은 태블릿에 풍부한 교육자료를 담아 보급하여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두 번째, ‘Escuelas al CIEN’이라고 불리는 사업은 ‘국가 교육 인프라 인증
(CIEN: Certificados de Infraestructura Educativa Nacional)’이라는 뜻
과 더불어 ‘완벽하다(100%)’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 건물, 화장
실, 분수대, 가구 및 기초 장비, 장애인 접근성, 행정구역, 통신 연결 배선, 활동
실 등 전국 학교의 물리적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지원금이 전
액 특정 연방 예산 항목에서 이루어지며 20년 만기 채권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
였다. 정부는 2018년까지 3년간 500억 페소를 투입했고, 2016년 9월까지
9,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제반 정비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교육기관의 인터넷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
177) 이후 동 프로그램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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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측정 방법론이 다르긴 하지만 OECD 29개국과 협력국 13개국을 비
교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학교의 인터넷 접근성은 72.2%로 OECD 평균인
92.4%에 훨씬 못 미치고, 중국(상하이, 71.5%) 및 코스타리카(70.1%)보다 약
간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178)

2) 디지털 보건
멕시코 정부는 2004년에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국립건강기술센터
(CENETEC: Centro Nacional de Excelencia Tecnológica en Salud)를
설립하고 800여 개의 의료센터를 통해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본적
인 의료기록 전산화를 2012년에 완성하였고, 2015년부터 31개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각 병원의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병원정보시스템(SAMIH)을 도
입하여 검사시간 단축, 의료정보 공유, 신속한 진료, 의약품 주문 자동화 등이
가능해졌다.
넓은 국토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대한 원격의료도 추
진되었다. 그러나 환자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
워 SAMIH의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2016년 기준으로 인터넷 연
결이 가능한 보건소 및 병원의 숫자는 9만 3,803개라는 통계 정도만 제시되어
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양방향 운용도 여전히 2024년까지 어렵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반면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에서 디지털 의료 활용도가 높다. 민간이
e-Health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반면, 공공조직·병원의 경우 ICT 기술을
의료 품질 개선 또는 비용 절감의 수단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orre Médica, 미국-영국 Cowdray 병원(ABC 병원)과 Médica Sur 병원은
수술의 보조 수단으로 온라인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립 의과대학들은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원격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e-Health 활용에 보다 적
178)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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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다.
보건 서비스 디지털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멕시코 일반 가정의 인터
넷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가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e-Health 구축 준비 상태를 국별로 비교하였는데, 빅데이터, 전자건
강기록, 원격의료, 법적 준비도, 소셜미디어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타국 대비 양호한 편이나, 인터넷 접근성과 관련된 모바일 부문의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3월과 4월에 멕시코 병원의 약
70%가 문을 닫으면서 원격의료가 급속히 증가했다. 원격의료서비스 플랫폼인
닥터애니타임(Doctoranytime)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멕시코의 원격의료 건
수는 월 40만 건을 돌파했다. 또 다른 플랫폼인 독토라리아(Doctoralia)에 따
르면, 전염병 유행 초기 3개월간 원격상담 및 원격진료 서비스 검색이 5,000건
에서 11만 7,000건으로 증가했으며, 등록 의사 수는 1,000명에서 5,000명으
로 증가했다.179)
코로나 사태가 멕시코 원격의료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했고, 멕시코 보건의
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격의
료의 본래 목적은 지리적 제한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인데,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프라가 미비한 농촌
지역보다 코로나로 격리된 도시 지역 인구의 원격의료서비스가 급증했다는 것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멕시코는 SNS 사용자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인 국가이며,180) 매년 SNS 사

179) 「코로나19, 멕시코 원격의료 시장 새로운 가능성」(2020. 11.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180) Statista(2021), “Number of social network users in selected countries in 2021 and 2026”(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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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수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멕시코의 소셜미
디어 활성 사용자(active social media users) 수는 전체 인구의 77.2%인
1억 명이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한 수치이다.181) 같은 시기에 멕시
코의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율이 4%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멕시코의 SNS 사
용자 수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코로
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SNS 사용자 수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98.9%는 스마트폰으로 SNS 플랫폼에 접속한
다.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인 8,400만 명이 휴대폰을 통
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어 인터넷 접근의 새로운 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멕시코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급격히 늘고 있고 2026년
에는 9,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rketer에 따르면 멕시코의 일평균 SNS 이용시간은 3시간 25분으로 세
계 7위이다.182) 멕시코의 일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9시간 1분인데, 이 중
1/3 이상을 SNS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인터넷 사용자 1인당
평균 10.2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
은 유튜브이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멕시코의 SNS 접속 건수 기준 시장점유
율은 페이스북 79%, 트위터 10.8%, Pinterest 5.2%, 유튜브 2.1%, Tumblr
1.7%, 인스타그램 1% 등이다.183)

181) WeAreSocial & Hootsuite(2021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7).
182) 브라질은 3시간 41분으로 세계3위, 콜롬비아는 3시간 40분으로 세계 4위이다. “The top 10
countries where people spend the most time on social media”(2021. 4. 14),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9. 25).
183) Statcounter, “Social Media Stats Mexic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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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정부 평가
멕시코는 UN이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기준 전자정부발전
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평가에서 61위를 기록했다. 멕시
코의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는 브라질(54위)보다는 소폭 낮고 콜롬비아(67위)
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종전 평가(2018년)
대비 순위가 각각 10단계와 6단계 하락한 반면, 멕시코는 3단계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멕시코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서비스 순위는 매
우 높은 반면, 정보통신인프라와 인적자본 순위가 낮게 평가된다. 멕시코의 온
라인서비스지수 순위는 38위이며, 정보통신인프라지수와 인적자본지수 순위
가 각각 89위와 76위에 그치고 있다(표 5-7 참고).

표 5-7. UN의 멕시코 전자정부 평가 점수 및 순위(2020년 기준)
순위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2020

평점

멕시코

멕시코

세계 평균

61

0.73

0.60

- 온라인서비스지수(OSI)

38

0.82

0.56

- 정보통신인프라지수(TII)

89

0.59

0.55

- 인적자본지수(HCI)

76

0.77

0.69

주: 평가대상국 193개국.
자료: UN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24).

2) 디지털 행정서비스
멕시코는 2014년부터 단일정부포털인 gob.mx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gob.mx는 행정서비스(gob.mx/trámites), 정부기관(gob.mx/gobierno),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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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gob.mx/participa)18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행정서비스
(gob.mx/trámites) 포털에서 4,000개 이상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포털에서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공문서를 열람 또는 발
급받을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행정서비스 비용이 GDP의 4.25%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되며, 디지털화를 통해 이를 GDP의 3.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 단일정부포털의 행정서비스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출생증명서
(acta de nacimiento)의 온라인 발급이다. 멕시코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고, 혼인증명서·사망증명서 등 여타 공
문서의 온라인 발급도 추진하고 있다.186) 멕시코는 연방정부와 32개의 주정
부187) 그리고 2,469개의 시정부(municipio)188)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정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태어
난 시정부 또는 멕시코시티에 소재하는 주민등록청(Registro Nacional de
Poblacion)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로 미국 등 국외에 거주
하는 약 2,500만 명의 재외동포는 물론이고 타지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민들이
출생증명서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3년 멕시코 국가디지털전략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가 출생증명서의 전산
화였다. 주민등록청이 보관하고 있는 1930년 이후 출생한 모든 멕시코 국민의
출생증명서를 디지털 자료화(digitization)하는 것이 2015년에 완료되었고,189)
32개 주정부의 합의와 공통 양식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에 온라인 출
생증명서 발급을 개시했다. 멕시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멕시코
184) 단일 정부기관 포털이 구축됨에 따라 종전 약 5,000개의 멕시코 정부 웹사이트가 여기로 통합되었
고, 현재 이 단일 정부기관 포털을 통해 299개 정부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85) 멕시코 시민의 정책제안, 정부정책에 대한 설문 및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86) “Tuvieron que pasar 10 años para que cualquier persona pudiera imprimirsu acta de
nacimiento por internet en México”(2018. 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6).
187) 2016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연방특별구에서 주로 변경되었다.
188) 멕시코시티에는 시정부(municipio)와 유사한 16개의 구(alcaldías)가 있다.
189) “Birth Certificate by Internet”(2018. 1.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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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250여 개의 정부기관과 5,400개 행정서비스의 3만 4,000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한 단일정부포털 gob.mx에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190)
멕시코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정책에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1990년대부터 전자정부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전자
정부 부문에서 중남미는 물론 세계 선두국가의 위상을 구축했다. 그러나 멕시
코는 현재 행정서비스의 약 90%를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고, 75%는 디지털
방식으로 완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인의 10% 정도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행정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중남미 평균이 5.4
시간인 데 비해 멕시코는 6.9시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은 중남미 국가는 물론 세계에서도 선두권에
속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
방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멕시코는 2011년에 출
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8개 창설 회원
국191) 중 하나일 뿐 아니라 2013년 체결된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에도 가입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정책참여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후 세계은행192) 등 국
190) “How Mexico can become Latin America’s digital-government powerhouse”(2018. 11.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9).
191) 멕시코, 브라질, 미국, 영국, 노르웨이, 남아공,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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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와 세계 각국193)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02년 제정된 ｢투명성 및 공공정보 접근권에 관한 법(Ley
General de Transparencia y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과 2015년
에 제정된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시행령(Decreto que Establece la
Regulación en Materia de Datos Abiertos)｣에 따라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
근과 이용을 위해 공공데이터 정부포털(datos.gob.mx)을 구축·운영하고 있
으며, 2021년 현재 기준으로 280개 정부기관의 4만 727개의 공공데이터가 공
개되어 있다.
멕시코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가 평가한 멕시코의 공공데이터개방지수(OURdata Index)는 0.71로 중남미
평균인 0.43이나 OECD 회원국 평균인 0.60을 크게 상회한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멕시코는 한국(0.93), 프랑
스(0.90), 콜롬비아(0.88), 아일랜드(0.77), 일본(0.75), 캐나다(0.73), 호주
(0.72)에 이어 8위를 차지했다. 멕시코는 2017년 평가와 비교해서 순위가 6위
에서 8위로 2단계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선두권에 속하
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멕시코는

중남미

공공데이터개방기구(ILDA:

La

Iniciativa

Latinoamericana por los Datos Abiertos)가 실시한 2020년 공공데이터
평가(ODB: Open Data Barometer)에서 총점 58.5점으로 중남미 국가 중 우
루과이(63.6점), 아르헨티나(63.1점), 콜롬비아(60.5), 브라질(60.2)에 이어 5위
를 차지했다. 이 기관의 2017년 평가에서 멕시코는 총점 69.0점으로 중남미

192) 세계은행은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worldbank.org)
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193) 2013년 6월 G8 국가 정상은 공공데이터 개방 5대 원칙인 ① 공공데이터의 원칙적 개방 ② 대량의 고
품질 데이터 확보 ③ 공공데이터에의 높은 접근성 유지 ④ 국제공조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⑤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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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 1위였으나, 불과 3년 만에 5위로 크게 순위가 낮아졌다. 2017~20년
사이에 멕시코는 정책준비도(readiness) 순위가 1위에서 4위로 하락했고, 정
책실행은 2위에서 6위로 하락했으며, 정책편익은 1위에서 2위로 하락했다.
멕시코 정부의 공공데이터개방지수 평가 순위의 하락은 2018년 12월
AMLO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부부처 예산 삭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AMLO 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 정보통신부 예산은 2019년에 21% 그리고
2020년에 17% 삭감되었다.194) 멕시코의 국가디지털전략(Estrategia Digital
Nacional)도 AMLO 정부 출범 후 2년 8개월이 지난 2021년 8월에 공표되었
는데, 국가디지털전략의 주요 내용은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인프
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4) 온라인 시민참여
Pogrebinschi(2021)에 따르면, 멕시코는 2000년 제도혁명당의 장기 집권
이 종식된 이후 참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수의 혁신이 이루어졌고, 이후 멕
시코는 중남미에서 시민참여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변화했다. 한편
2018년 12월 출범한 멕시코의 AMLO 정부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
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를 강화하고 있다.195) AMLO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7시에 국정운영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AMLO 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의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은 오히려 퇴
194) “Estrategia Digital Nacional llega tarde e incompleta: analistas”(2021. 8. 22),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9. 26).
195) 대표적인 사례는 멕시코시티 신공항 프로젝트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이
다. AMLO 대통령은 2018년 7월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에 총사업비 13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시티
신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이미 1/3 이상 공정이 진행된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2021년 8월에는 전직 대통령 5명의 부패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
으나 투표율이 7%로 유효 투표율 40%에 미달해서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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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멕시코는 브라질과 더불어 중남미는 물론 세
계에서 온라인 시민참여가 가장 발전한 국가로 평가받아왔으나, 멕시코의 UN
온라인시민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 순위(평점)는 2018년 17위(0.94)
에서 2020년 41위(0.82)로 크게 하락했다.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가 평가한 글로벌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196) 평가에서도
세부 평가항목인 온라인 시민참여의 순위가 2018년 14위에서 2021년에는 41
위로 크게 하락했다.
멕시코의 온라인 시민참여 순위가 하락한 것은 AMLO 정부의 긴축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MLO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본인의 급여를 기존
60%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한편, 정부부처의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공무원
수도 축소했다.197) 이로 인해 멕시코의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인력과 예산 부
족으로 불요불급한 업무를 축소하고 있는데,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다수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가
장 대표적인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은 ‘당신이 법을 제정하시오(Haz tu Ley),’
‘당신이 평가하시오(Tú Evalúas)’ 그리고 멕시코 단일정부포털의 시민참여 플
랫폼인 participa.gob.mx 등이 있다. Haz tu Ley(www.haztuley.mx/)는
멕시코 최초의 시민참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시민이 온라인으로 법률 및
규정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198) Tú Evalúas(www.gob.mx/tuevaluas/)
는 연방정부 공공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
재 이 플랫폼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199) participa.gob.mx는 2015년
에 개설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포럼, 정책제안, 설문조사 등의 메뉴로
196) 2021년 멕시코의 글로벌혁신지수(GII) 순위는 55위이며, 세부 평가항목 중 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
스와 온라인 시민참여 순위는 각각 38위와 41위이다.
197) 「멕시코 긴축재정으로 올림픽예산, 고고학 발굴비까지 삭감」(2019. 7.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8).
198) Latinn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4).
19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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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고, 현재 접속은 가능하나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멕시코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9%
로 중남미 평균(34%)이나 OECD 평균(45%)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멕시코 정부 신뢰도는 45.9%로 크게 개선되었다.200) 또한 2018년 기준 멕
시코 국민의 보건·교육·사법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58%, 67%, 35%로 세
부문 모두 중남미 평균인 49%, 63%, 34%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디지털 전환 정책
가. 디지털 인프라 정책: 5G 정책
멕시코는 1990년대에 국영통신회사인 Telmex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
로 통신산업을 민영화했고, 1995년에는 ｢연방통신법｣을 제정하여 통신시장의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통신산업은 유무선 통신 부문 모두 소수 기
업의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통신회사들이 수요
가 불충분하거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정부는 이동통
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통신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목표로 통신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유무선
통신시장의 민간 통신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는 유선과 무선 통신시장에서 각각 약 80%와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는 아메리카모빌의 유선통신회사 텔멕스(telmex)와 무선통신회사 텔셀

200) OECD Data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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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cel)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였다.
멕시코 정부는 이와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농촌 지역에 대한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매통신 서비스인 공
유 네트워크(Red Compartida) 사업을 시작했고,201) 백본망 확충을 위해 국
영전력회사 CFE의 광케이블망을 활용한 백본망 구축사업인 Red Troncal de
Fibra Optica를 추진해왔다. 한편 2018년 12월 AMLO 정부 출범 이후 Red
Troncal de Fibra Optica 사업수행방식이 민간 양허(concession)에서 정부
가 직접 국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위해 2019년
8월 CFE의 자회사로 CFE Telecomunicaciones e Internet para Todos를
설립했다.
멕시코 AMLO 정부의 통신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디지털 격차 해소이다. 보
편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백본망 확충과 농촌 지역의 무선통신 기지
국과 안테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5G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다. 2020년 10월에 멕시코 연방통신위원회(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가 멕시코의 5G 비전을 발표했으나, 아직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경매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민간 통신회
사들이 보유한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5G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
이다.
2013년 통신개혁 이후 AT&T 등 외국 통신회사가 신규로 멕시코 통신시장
에 진출했고, 이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명당 98명으로 증가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83%는 4G-LTE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서비스에
서 소외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멕시코의 통신정책은 5G 통신서비스 도
입보다 4G 통신서비스 확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90MHz 폭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허기간은 40년이고 멕시코 인구의 92%
를 커버해야 한다. 한편 Red Compartida의 운영사는 ALTÁN Red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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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전환 정책
1) ｢국가개발계획｣의 디지털 전환 비전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정부는 시장이 국가에 우선하지 않는다며 신자
유주의 발전모델의 폐지를 선언했다.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PND 20192014)｣의 슬로건은 4차 변혁(Cuarta Transformación)202)과 포스트 신자유
주의(Posneoliberalismo)이다. 2019년 4월 30일 발표한203) ｢국가개발계획
(PND 2019-2024)｣은 이전 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달리 정량적 수치를 목표
로 제시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책 기본방향과 2024 비전을 제
시하고 있다.204)
멕시코 ｢국가개발계획｣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여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단 한 문장뿐이다.205)
｢멕시코 헌법｣ 제6조에서 국가가 광대역 및 인터넷을 포함한 방송 및 통신 서
비스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멕시코 국민의 인터넷 접근성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멕시코 국민의 약 7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멕시코 국가개발
계획은 모든 국민이 헌법상 권리인 인터넷 접근성을 향유한다는 것 한 가지만
202) 여기에서는 Transformación을 ‘전환’이 아니라 ‘변혁’이라고 번역했으며, AMLO 대통령이 말하는
4차 변혁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하다. 즉 AMLO 대통령은 멕시코의 1차 변혁은 독립(1810~21년),
2차 변혁은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 정부의 자유주의개혁(1858~61년), 3차 변혁은 멕시코
혁명(1910~ 17년)이었으며 현재가 4차 변혁의 시기라고 주장한다.
203) ｢멕시코 헌법｣과 ｢국가계획법(Ley de Planeación)｣은 신임 대통령의 국가개발계획 작성 의무를 명
시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이내에 국가개발목표, 전략, 개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
204) 문서 분량은 이전 국가개발계획에 비해 상당히 적은 63쪽(표지 포함 6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205) 관련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Cobertura de Internet para todo el país: Mediante la
instalación de Internet inalámbrico en todo el país se ofrecerá a toda la población
conexión en carreteras, plazas públicas, centros de salud, hospitales, escuelas y
espacios comunitarios. Será fundamental para combatir la marginación y la pobreza y
para la integración de las zonas deprimidas a las actividades productivas(Gobierno de
México(2019),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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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가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국가
디지털전략(Estrategia Digital Nacional)｣이다. ｢국가디지털전략｣의 수립
과 시행 총괄기관은 대통령 직속 국가디지털전략조정실이며, 국가디지털전략
조정관(Coordinador de Estrategia Digital Nacional)은 ｢국가개발계획｣
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국가디지털전략｣ 수립의 총책임자이다.
AMLO 대통령은 2018년 12월 초대 국가디지털전략조정관으로 Raymundo
Artís Espriú를 임명했으나, 그는 2019년 8월에 국가 백본망 구축을 위해 신
설한 CFE의 자회사인 CFE Telecomunicaciones e Internet para Todos의
초대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06) 이후 Carlos Emiliano Calderón Mercado
가 국가디지털전략조정관으로 임명됐으나 AMLO 대통령 취임 후 거의 3년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행정부에 계류되다가 2021년 9월에 마침내 멕시코의 ｢국
가디지털전략｣이 발표되었다.207)

2) ｢국가디지털전략(Estrategia Digital Nacional)｣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한다
는 단 한 문장만 제시되어 있고, 이번에 발표된 ｢국가디지털전략｣도 모든 국민
의 인터넷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행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페냐 니에토
정부의 디지털전략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habilitadores)과 디지
털 전환의 목적을 각각 5가지씩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림 5-4]는 페냐 니에토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2013-2018)｣과 AMLO
206) Raymundo Artís Espriú가 2021년 6월에 갑자기 사망하여 현재 CFE Telecomunicaciones e
Internet para Todos의 사장은 공석이다. “CFE Telecom, sin director ni estrategia para conect
ividad en escuelas tras COVID-19”(2021.6.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0).
207) “La Nueva Estrategia Digital Nacional. El tiempo perdido”(2021. 9.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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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2021-2024)｣의 기본 틀을 표시한 것이다. 페냐 니에
토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전환 일반목표와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
게 해주는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디지털 전환의 일반목표로는 디지
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교육, 디지털 보건, 혁신과 시민참여 등을 제시했
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 목표로는 연결성,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역량, 상호운용성, 법규,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제시했었다. 이
에 따라 2015년부터 교육, 주민등록, 의료, 노동 및 조세 분야에 대한 4,421건
의 연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일원화 작업을 위해 25개 정부부처를
연계하는 정부대표포털을 개설했고, 자연재해의 지원과 지출에 대한 모든 정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재건 멕시코(Reconstrucción MX),’ 임산부를 위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인 ‘디지털 번영(Prospera Digital)’ 등의 서비스를 제공
했다.208)

208) Cave and Florex-Roux(2017),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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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MLO 정부와 페냐 니에토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 기본 틀

자료: Estrategia Digital Nacional 2013-2018; Estrategia Digital Nacional 2021-2024.

그러나 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 2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비전과 일반목표 그리고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 부문의 비전은 기술 독립(Independencia Tecnologica)
이며, 디지털 사회 부문의 비전은 기술 자치(Autonomia Tecnologica)이다.
디지털 정부 부문의 일반목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해 정부 서비
스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행정을 변혁한다’이며, 디지털 사
회 부문의 일반목표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사용 가능 지역을 확장하여 가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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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고 외딴 지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대
한 통합을 촉진한다’이다. 상기한 비전과 일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
행계획의 기본 원칙은 절약(Austeridad), 부패와의 전쟁(Combate a la
Corrupcion), 디지털화 과정의 효율성(Eficiencia en los procesos digitales),
정보보호(Seguridad de la Informacion) 그리고 기술 주권(Soberania
Tecnologica)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정부 부문과 디지털 사회 부문의 9가지 세부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 부문에서는 오로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본주의
에 입각해서 전 국민의 인터넷 접근성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소유의 광케이블망 적극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디
지털 정부 부문에서도 신규투자 계획은 없고 규정 정비, ICT 구매계약 표준화,
기술 독립과 기술 자치 장려, 기존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과 ICT 인프라 최대
한 활용,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 통합 그리고 정보보안 문화 촉진 등을 제시하
고 있다.

표 5-8. 멕시코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의 세부목표
세부목표
1. 연방정부 행정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정 정비
2. 연방정부 ICT 구매계약 표준화
디지털 정부

3. ICT 부문의 국가 리더십 확립을 위한 기술 독립과 기술 자치 장려
4. 기존의 정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과 ICT 인프라 최대한 활용
5. 정부서비스 사용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보안 문화 촉진
6.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 통합 촉진
7.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소유 광케이블 적극 활용

디지털 사회

8.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확대
9. 복지 증진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프로그램의 질 개선

자료: Estrategia Digital Nacional 20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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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는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
회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5G 도입을 위한 주파수 경매 계획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다.
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특히 수요 부족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 주변 지
역과 가난한 농촌 지역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오지의 소외된 사람
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디지털화가 정부 행
정서비스의 개선과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나, 인간의 삶과 환경과의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발전했
고 과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낭비와 부패가 많았으며 디지털화 자
체를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ICT의 접근과 사용은 정부와 사회가 관계, 활동 및 생산을 개선하는 데 사용
되는 수단일 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
식하고 국가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4. 소결
멕시코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은 콜롬비아와 더불어 OECD 최하위이
다. 멕시코의 전 페냐 니에토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인프
라 확충을 도모했으나, 현 AMLO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해 정부가 직접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AMLO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사업의 결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멕시코의 인터넷 연결성과 접근성
은 선진국이나 중남미 주요국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 수준도 선진국이나 중남미 주요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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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는 다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나,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
화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에서 스타트업 창업 붐이 지속되
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와
SNS 이용이 급증하는 등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빨라지고 있으며, 멕시코 정
부의 디지털화 수준은 세계 선두권으로 평가된다.
멕시코 AMLO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최우선 목표가 보편적 인터넷 접
근성 보장이다. 따라서 AMLO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전략에는 5G 도입 정책이
나 디지털 신기술 육성 또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디지털 사회
와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 그러나 AMLO 정부의 디
지털 인프라 확충 정책은 장기적으로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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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인프라 현황
가. 디지털 연결성(connectivity)
1990년 5월 19일 콜롬비아 최초이자 남미 최초의 해저 광케이블(optical
fiber cable)이 구축되었다.209) AT&T, MCI 그리고 Sprint의 3개 회사가 공
동으로 소유·운영한 총연장 2,593km의 이 국제 해저 광케이블(TCS-1: Trans
Caribbean System 1)은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도미니카공화국의 산토도
밍고, 자메이카의 킹스톤 그리고 콜롬비아의 바랑키야를 연결하는 국제통신망
이었다.210) 콜롬비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은 2010년에 5개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다시 9개로 증가했다. 2021년 현재 콜롬비아를 세계와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은 10개이며, 조만간 2개의 해저 광케이블이 추가로
연결될 예정이다(표 6-1 참고).
콜롬비아는 남북으로 남미 대륙과 북미 대륙 그리고 동서로 태평양과 대서
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해저 광케이블망 연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주요 도시들이 대서양 연
안과 안데스 산맥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해저 광케이블망 대부분이 대서양 연
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콜롬비아의 주요 해저 광케이블망 관문은 대서양 연안
의 항구도시인 카르타헤나와 바랑키야로 각각 6개와 4개의 해저 광케이블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 밖에도 톨루(Tolú)에는 1개의 국제 해저 광케이블망과 2개
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망이 연결되어 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태평양
연안에는 부에나벤투라에 1개의 해저 광케이블망이 연결되어 있다(그림 6-1
참고).

209) Garcia(2013).
210) 동 해저 광케이블망은 2004년 1월 9일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Wikipedia, “TCS-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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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로 연결되는 해저 광케이블망의 소유주는 주로 중남미에서 통신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민간 통신회사들이며,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포함되어
있다. 카리브해와 중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계 통신회사인 C&W networks
와 콜롬비아 최대 통신회사인 아메리카모빌, 텔레포니카 등 기간통신사업자들
은 콜롬비아 내륙에도 광케이블망을 보유하고 있다.211)

그림 6-1. 콜롬비아 해저 광케이블망 현황

자료: TeleGeography.

표 6-1. 콜롬비아 해저 광케이블망 현황
연도

명칭

소유주

육상 관문

총길이

1999

PAN-AM

통신회사 컨소시엄

바랑키야

7,225km

2000

GlobeNet

BTG Pactual(브라질 투자은행)

바랑키야

23,500km

2000

SAC-LAN

통신회사 컨소시엄(Telecom Italia,

부에나벤투라,

Sparkle, CenturyLink)

리오아차

2000

Maya-1

통신회사 컨소시엄

톨루

20,000km
4,400km

211) C&W network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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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계속
연도

명칭

소유주

육상 관문

2001

SAm-1

Telxius(텔레포니카 자회사)

바랑키야

2001

ARCOS

통신회사 컨소시엄

카르타헤나

8,600km

2008

CFX-1

C&W networks

카르타헤나

2,400km

2010

SAIT

Energía Integral Andina

산안드레스, 톨루

826km

2015

AMX-1

América Móvil

2015

PCCS

통신회사 컨소시엄(텔레포니카 등)

카르타헤나

6,000km

2023

Aurora

FP 텔레콤

카르타헤나

5,500km

Ocean Networks

카르타헤나

‥

2024

Caribbean
Express

바랑키야,
카르타헤나

자료: Submarine Cable Map, “Tolu, Colo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8).

그림 6-2. 콜롬비아 국가 백본망 현황

자료: MinTIC(2013),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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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
25,000km

17,800km

한편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국가 백본망은 콜롬비아 정부가 구축한 국가광케
이블망(PNFO: Plan Nacional de Fibra Óptica)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정보
통신부(MinTIC) 주도로 2008년 중장기 정보통신(ICT)발전계획(Plan Nacional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2008-2019)
을 수립했고, 동 계획에 의거해서 2010~14년 동안 국가 백본망 구축사업인
‘디지털 삶 계획(Plan Vive Digital)’을 추진했다.212) 동 사업의 구체적인 목
표는 콜롬비아 지방도시 대부분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콜롬비
아에는 1,103개의 지방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 광케이블망이 연결된 지방도시
는 약 200개에 불과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총연장 1만 9,000km의 국가광케
이블망을 구축하여 784개의 지방도시를 추가로 연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광케이블망에 연결된 지방도시는 1,075개로 증가했
다. 이는 콜롬비아 지방도시의 95%가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국
가 백본망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인구수가 많
지 않은 아마존과 오리노코 지역과 태평양 연안 초코 지역의 브로드밴드 인터
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초고속계획(PNCAV: Plan Nacional de Alta
Velocidad)’을 추진하여 28개 지방도시와 19개의 지역을 연결하는 마이크로
파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콜롬비아의 국가 백본망 구축사업은 멕시코계 통신회사인 Azteca
Comunicaciones Colombia가 수주하였다. 동 사는 2014년 6월에 백본망
구축을 완료하였고,213) 사업권 양허기간(20년) 동안 백본망을 소유·운영하고 있
다. 동 국가 백본망의 주요 고객은 아메리카모빌(Claro), 텔레포니카(Movistar),
티고(Tigo) 등 주요 통신사업자 및 82개 지역 통신사업자들이다.214)
212) https://www.mintic.gov.co/portal/inicio/Iniciativas/Sector-TIC/125120:ProyectoNacional-de-Fibra-Optica(검색일: 2021. 8. 10).
213) Azteca Comunicaciones entregará el jueves la Red de Fibra Óptica de Colombia, que cubre
el 96% del territorio”(20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0).
214) “Grupo Salinas inyectará con 100 millones de dólares a Azteca Comunicaciones Colombia”
(2017. 4.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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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콜롬비아의 주요 통신회사들은 주로 대도시 위주로 자체적인 광케이블
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중 3만 5,000km의 자체 광케이블망215)을 소유하고
있는 스페인계 통신사업자인 텔레포니카는 2021년 7월에 미국의 대표적 사모
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216)에게 자사가 보유한 광케이블망의 지
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텔레포니카와 KKR은 각각 40%와 60%의 지분
비율로 콜롬비아 최초의 독립적인 도매 통신회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된
회사는 광케이블망을 확충하는 한편, 텔레포니카를 포함한 콜롬비아의 모든 인
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광케이블망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217)

나. 디지털 접근성(accessibility)
1) 인터넷 이용률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9년 기준으로 67.0%로 세계 평균(51.4%)
과 개도국 평균(44.4%)을 상회하고 중남미 평균(66.7%)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5년
11.0%에서 2010년 36.5%, 2015년 55.9% 그리고 2019년에는 67.0%로 빠
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2015~19년 동안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은
연평균 4.6%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콜롬비아와 선진국 간의 인터넷

215) El Espectador(2020. 3. 27), “La importancia de la transformación digital, un reto para las
empresas colombianas - El Espectador,” 텔레포니카 콜롬비아 법인장 Fabián Hernández 인
터뷰 동영상(검색일: 2021. 8. 10).
216) KKR는 과거 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왔는데, 2016년부터는 넥스트 제너레
이션 테크놀로지 그로스 펀드(KKR NGT)를 조성해 총 7억 1,100만 달러(약 7,600억 원)를 IT 자동
화, 인프라스트럭처, 보안, 디지털미디어, IoT 등 차기 성장성이 큰 회사에 1억 달러 미만으로 지분투
자를 하고 있다. 「빗썸·야놀자 차세대 글로벌 유니콘기업 선정된 까닭…세계 3대 사모펀드 미국 KKR
‘찜’」(2018. 4.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0).
217) “KKR to Create Colombia’s First Digital Infrastructure Company with Telefónica”(2021.
7.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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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3,473만 명으로 중남미
전체 인터넷 사용인구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네 번째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은 국가이다.
한편 콜롬비아의 인터넷 연결 가정 비율은 52%이며, 콜롬비아 현 정부의 목표
는 이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한편 콜롬비아도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 교육수준,
소득수준 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림 6-3]은 OECD 회원국의
교육수준별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6-3]에서 알 수 있듯
이 콜롬비아는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에 따른 인터
넷 사용 격차가 가장 크다. 콜롬비아의 소득수준 하위 25% 가정의 인터넷 이용
률은 21.9%인 반면, 상위 25% 가정은 86.2%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농촌
가정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인 반면, 중소도시 가정은 46.8% 그리고 대도
시 가정은 68.9%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매우 크다.

그림 6-3. OECD 회원국 교육수준별 인터넷 이용률

자료: OECD(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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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로드밴드 보급률
콜롬비아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세계 평균을 소폭 하회한다. 콜롬
비아의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15.7명(100명당)으로 전
세계 평균(15.2명)과 비슷한 수준이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코스타리카(19.4명)와 칠레(19.3명)보
다는 낮고 브라질(15.7명)과 같은 수준이다.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 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61만 건이며, 기술별로
는 414만 건이 케이블망, 151만 건이 DSL망, 그리고 96만 건이 광케이블망
(FTTH)이었다.218) 이는 콜롬비아의 유선 브로드밴드의 87%가 케이블(62.6%)
과 DSL(22.8%)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광케이블망 비중은 14.5%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중은
브라질(55%)이나 멕시코(25%)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
콜롬비아의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63.6명으로 전 세
계 평균(75명)과 중남미 평균(72명) 그리고 개도국 평균(65.1명)보다도 낮다.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 건수는 3,150만 건이며, 2020년에 코로나 사태의 영향
으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 건수가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OECD 최하위일 뿐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3-5 참고).

3) 인터넷 속도 및 요금 수준
콜롬비아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인터넷 속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7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Steam이 측정한 콜

218) “¿Cómo se conectan los colombianos a internet?”(2020. 8.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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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비아의 무선 브로드밴드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6Mbps이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인 36Mbps는 물론이고 칠레의 26.2Mbps, 브라질의 18Mbps, 멕
시코의 15.6Mbps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13Mbps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
이다.
한편 Speedtest의 2021년 8월 기준 인터넷 속도 측정에서 콜롬비아의 유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세계 66위인 61.62Mbps, 무선은 세계 119위인
18.27Mbps였다(표 3-1 참고). 유선과 무선 인터넷 세계 평균 속도가 각각
106.61Mbps와 55.34Mbps인 것을 감안할 때, 유무선 모두 세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선보다 무선 인터넷 속도가 중남미 주
요국들에 비교해서도 매우 느린 편이다(표 3-1 참고).
한편 콜롬비아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은 OECD는 물론이고 중남미 국가
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유선 브로드밴드 요금은 소득수준
하위 40% 인구 월평균 임금의 12% 수준으로 OECD보다 4배 그리고 칠레나
멕시코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219) 절대금액을 살펴보면, 콜롬비아의
2018년 기준 유선 브로드밴드 20GB 바스켓의 월별 이용요금은 50달러로
OECD 평균인 29달러보다 2배 가까이 비싸고, 200GB 바스켓의 월별 이용요
금은 88달러로 OECD 평균인 35.7달러보다 2.5배 비쌌다. 그러나 무선 브로
드밴드의 500Mb 데이터 월 이용요금은 19.6달러로 OECD 평균인 19.9달러
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2GB 데이터 월 이용요금은 36.2달러로 OECD 평균
인 30.2달러보다 20%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콜롬비아는 유선 브로드밴드보다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이고, 이것이 최근 수년간 유선 브로드밴드보다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이 더 빠르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브로드밴드 서
비스 요금 수준이 비싼 편이어서 디지털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9) OECD(2019c),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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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소득수준과 지역 간 격차가 큰 가장 큰 원인
이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인터넷 요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유무선 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콜롬비아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시장은 소수의 통신회사들이 과점하고 있다.
유선 브로드밴드는 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80.6%에 이르며, 업체별로
는 Claro 36.8%, Tigo UNE 20.4%, Movistar 14.3%, ETB 9.1% 등의 순이
다. 회선 수 기준으로는 총 696만 개의 유선 브로드밴드 회선이 있고, 업체별
로는 Claro 266만 개, Tigo UNE 151만 개, Movistar 99만 개, ETB 63만 개
등이다.

그림 6-4. 콜롬비아 브로드밴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2020년)
(단위: %)

자료: TeleSema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8).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도 Claro 48.8%, Movistar 24.1%, Tigo 18.5% 등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1.4%에 이르고 있고, 가상이동통신사업자들(MVNO)
의 시장점유율은 6.3%이다. 회선 수 기준으로는 총 3,090만 개의 회선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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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Claro(1,720만), Movistar(690만), Tigo UNE(470만), Avantel
(80만) 등의 순이었다(그림 6-4 참고).
콜롬비아의 브로드밴드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
자 증대가 필요하다. 특히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의 광케이블망 확대와 5G 이
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과 안테나 증설 등 통신 인프라 투자가 요구된다.
한편 콜롬비아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광케이블망 확충을 위한 투
자를 확대하고 있다. 콜롬비아 최대 유무선 통신회사인 아메리카모빌의 Claro
는 현재 19개 도시에서만 광케이블망(FTT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6개
도시에서는 케이블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laro는 콜롬비아에 총연장 8
만 8,148km의 광케이블망과 1만 7,500km의 해저 광케이블망 그리고 3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보고타의 통신사업자인 ETB는 향후 광케이
블 인터넷 서비스 확충을 위해 4년 동안 1조 2,000억 페소(약 3,500억 원)를
투자하여 보고타와 소아차 소재 가정의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 비율
을 75%에서 9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220) 텔레포니카의 Movistar221)도 향
후 5,130억 페소(약 1,500억 원)를 투자하여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ovistar의 관계자는 광케이블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의 임대가격과 정부의 규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공간을 통과하기 위한 허
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222)

220) “ETB expandirá cobertura de fibra óptica al 90 % de viviendas de Bogotáy Soacha”(2020.
7.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2).
221) 콜롬비아 정부도 텔레포니카 콜롬비아 자회사(Telefonica Colombia)의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편 텔레포니카는 중남미 시장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222) “¿Cómo se conectan los colombianos a internet?”(2020. 8.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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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전환 현황
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
1)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콜롬비아의 생산성 증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부문의 디
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 즉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신기술 부문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기업들의 디지털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전통기업들의 디지털화 수준은 높지 않다. 콜롬비아 정
보통신부(MinTIC)가 2017년에 3,0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 기업의 66%가 IT 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IT 담당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이유로는 ‘불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9.7%로 가장 높았고, ‘효용가치가 없다’와 ‘비용이 부담된다’라는 응답이 각
각 16.8%와 15.6%였다. 한편 같은 해에 콜롬비아기업인협회(ANDI)가 실시
한 디지털 전환 조사(Digital Transformation Survey)에 따르면, 디지털 혁
신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디지털 문화의 부재(74.1%)’, ‘낮은 수준의
디지털 역량(61.6%)’, ‘예산 부족(56.3%)’ 그리고 ‘의지 부족(50.9%)’ 등의 순
이었다.223)
콜롬비아 기업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의 디지털 격차이다.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
과 활용 수준이 매우 낮다. 콜롬비아 GDP의 35%와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는
물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223) “Digital transformation in Colombia: State of play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2020.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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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과 더불어 개인과 정부의 디지
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 수준이 모두 고르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콜롬비
아의 디지털화 수준은 기업, 개인 그리고 정부 간에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즉 정부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활용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기업과 개인
부문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콜롬비아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 수준은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 세계
은행이 평가한 디지털도입지수(DAI)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55위(0.64점)이
며,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6위이다(표 3-5 참고). 그러나 세부 지수를 살펴보
면, 정부의 디지털도입지수는 세계 28위(0.76점)로 매우 높은 반면, 기업과 개
인의 디지털도입지수는 각각 세계 66위(0.67점)와 80위(0.48점)로 상대적으
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 6-2. 콜롬비아 디지털기술도입지수(DAI)

연도

DAI

비즈니스 DAI

개인 DAI

정부 DAI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2014

51

0.61

65

0.64

79

0.42

23

0.76

2016

55

0.64

66

0.67

80

0.48

28

0.76

자료: 세계은행, Digital Adoption Index(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9).

한편 2014년과 2016년 사이의 변동을 살펴보면, 콜롬비아의 디지털도입지
수 점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콜롬비아의 전체
디지털도입지수는 물론이고, 기업·개인·정부의 세부지수 순위도 모두 하락했
다. 이는 세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데 비해 이 시기에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느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의 디지털도입지
수가 가장 낮은 이유는 낮은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인터넷 품질 그리고 높은 인
터넷 이용요금 등 디지털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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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콜롬비아 기업의 디지털 기술 이용 현황(10인 이상)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컴퓨터 사용 근로자 비율

54.0

57.3

59.1

58.3

60.4

브로드밴드 사용 기업 비율

97.7

97.1

98.2

98.3

98.8

웹사이트 보유 기업 비율

67.0

66.5

67.4

67.2

67.8

온라인 주문 가능 기업 비율

26.2

26.8

27.7

25.5

26.4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기업 비율

78.8

80.4

82.0

83.8

85.2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9).

한편 콜롬비아 기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활용 수준도 선진국이나 중
남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6-3]
은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콜롬비아 기업들의 ICT 이용 현황을 정리하여 표시
한 것이다. [표 6-3]에서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
용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로자 비율은 2014년 54%에서 2018년에는 60.4%로 소
폭 증가에 그쳤고, 브로드밴드 사용 기업 비율과 웹사이트 보유 기업 비율은 거
의 변동하지 않았다. 콜롬비아는 비공식 부문이 크고,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중소기업 비중224)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브로드밴드 사용 기업 비율도 종전의 브로드밴드의 기준225)
이 매우 낮고 콜롬비아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기업의 비율도
이 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기업 비율은 2014년
78.8%에서 2018년에는 85.2%로 증가했는데, 이는 콜롬비아의 디지털 정부

224) 2018년 콜롬비아 국가통계청(DANE)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GDP의 35%, 공식 고용의 80%, 콜롬비
아 공식 생산 부문의 90%를 차지한다. “Digital Economy Strategy in Colombia: An Analysis
and Recommendations”(2020. 1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6).
225) 콜롬비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브로드밴드의 기준이 다운로드 1,024Kbps, 업로드 512Kbps
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5Mbps와 5Mbps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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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인 것과 연관이 있다.
한편 콜롬비아 산업별 디지털화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화 성
숙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등 서비스업 분야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은 범용기술로서 농업·광업·제
조업 등 모든 산업226)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콜롬비아 농업 부문에서
는 커피 생산과 유통 및 판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
이 활용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세계 3위의 커피 생산국이며, 콜롬비아 농경지
의 20%가 커피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227) 2019년 콜롬비아의 커피 수출은 전
체 수출의 5.87%인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량, 온도, 강
우량, 질병 등의 변화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커피정보시스템(Sistema de
Información Cafetera)을 구축하고 있고,228) 농부들에게 커피 재배에 영향
을 미치는 기상정보와 질병 또는 해충을 식별하는 앱을 개발하여 커피 산업의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
는 기업 비중은 10%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의 R&D 투자 규
모가 매우 작은 것과 관련이 있다. OECD(2019c)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R&D
투자 규모는 GDP의 0.2%로 OECD 평균 2.4%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고, 중남미 주요국인 멕시코의 0.5%나 칠레의 0.4%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229) 콜롬비아의 R&D 투자에서 민간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40%
미만으로 OECD 평균 70%에 크게 뒤처져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18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많은 기업이 오프라인 영

226) 콜롬비아의 제조업 비중은 2007년 17.7%에서 2016년 14.8%로 감소하여 OECD 평균(17.8%)보다
도 낮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농업과 광업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27) Oxford Business Group. “Agri-business opportunities in Colombia continue to grow”(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8).
228) “How Digitalization Could Boost Colombia’s Coffee Production”(2019. 7. 5),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18).
229) Analitica(2020),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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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콜롬비
아 기업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Colombia Digital과 BBVA
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ICT 전담 부서 또는 영역을 보유한 기업의
수는 전년대비 79% 증가했다.230)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도 크게 증가했다. 정보통신부(MinTIC)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재택근무자 수는 2018년 약 12만 명에서 2020년 말에는 약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231)
한편 Microsoft Colombi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즈니스에 변화가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디지털 기
술의 도입과 원격근무라고 답하였다.232)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49%는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시켰다고 답하였다. 원격근무를 도입한 기
업 비중은 50%였는데, 종업원 수 150명 이상의 기업은 72%, 그 이하의 기업
은 29%가 원격근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68%가 비디오 화
상회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61%는 휴대용 디지털 장치를 구입했으
며, 54%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65%는 시장 개
척과 고객 확보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주로 사용한
디지털 마케팅 수단은 웹사이트와 SNS라고 답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의 90%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디지털화에 진전이 있었고, 66%는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
변한 중소기업은 각각 43%와 40%였다. 아울러 조사대상 기업의 70%가 직원
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온라인 교
육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30) “Transformación digital en Colombia: logros y retos”(2021. 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7).
231) “2021, EL AÑO DE LA TRANSFORMACIÓN DIGITAL EN LAS EMPRESAS”(2020. 12. 16),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7).
232) “SMEs in Colombia are going digital”(2021. 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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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
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보통신부(MinTIC)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디지털전환센터(CTDE: Centros de Transformación
Digital Empresarial)를 설립하고 통상관광부(MinCIT), 스타트업 육성기관
인 인풀사(iNNpulsa), 지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디지
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
화와 전자상거래 연수 프로그램인 기업 디지털(Empresario Digital), 디지털
판매(Vende Digital)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콜롬비아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나, 소비 및 유통 부문
의 디지털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Valora Analitik(2020)233)에 따르
면,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4번째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국가이다.
2020년 콜롬비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57억 6,500만 달러로 GDP의
2.1%를 차지했다.234) 콜롬비아는 세계 GDP 순위가 44위이나, 전자상거래 규
모는 세계 32위23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특
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가 29% 증가하
였는데, 콜롬비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이를 상회하는 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선언 직후인 2020년 4월과 7월 사이에 온라인 매출이
233) Valora Analitik, “Así es el ‘boom’ del ecommerce en tiempos de pandem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8).
234) E-commerceDB(검색일: 2021. 8. 18).
235) 2020년 브라질과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각각 221억 달러와 196억 달러로 각각 세계 15위와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6장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 239

급증했다. Robayo and Maria(2021)에 따르면, 이 시기에 중남미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리브레의 콜롬비아 매출이 119% 증가했다.236)
이에 따라 콜롬비아의 1인당 연평균 온라인 구매액도 2019년 41만 2,00페소
에서 55만 7,000페소로 증가했다.237) 콜롬비아의 1인당 연평균 온라인 구매
액은 약 150달러로 중남미 평균(132달러)을 상회한다.
한편 온라인 구매에 사용된 전자기기는 스마트폰이 49%로 가장 많았고, 랩
톱, 테스크톱 그리고 태블릿이 각각 30%, 19%, 2%를 차지했다. 결제방법은 신
용카드 57%, 현금 21%, 계좌이체 17%, 디지털 화폐 5% 등이다.238) 콜롬비아
인구 중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45%, 신용카드 보유자 비율은
14%, 온라인 결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은 12%이다. 한편 코트라 보고타 무
역관에 따르면,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239)
콜롬비아의 전자상거래 준비도(preparedness)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6-4]는 콜롬비아의 B2C 전자상거래지수(E-commerce Index)를 표시한
것이다. [표 6-4]에서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의 전자상거래 준비도 순위는 152
개국 중 68위이며, 종합점수는 59점으로 중남미 평균인 49점이나 세계 평균인
55점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중남미 여타 국가와 다르게 만국우편
연합(UPU) 신뢰도 점수가 71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240)

236) Robayo and Maria(2020), p. 7. 코로나 팬데믹 이후 메르카도리브레의 국가별 매출 증가율은 칠
레 125%, 콜롬비아 119%, 멕시코 112%, 아르헨티나 52%, 브라질 39%, 우루과이 31% 등이다.
237) BlackSip(2021b), p. 36.
238) Ibid., p. 42.
239) 「콜롬비아 이커머스 시장 키워드는 ‘모바일과 소셜’」(2021. 4.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0).
240) 2020년 콜롬비아의 UPU 신뢰도 순위(점수)는 세계 170개국 중 56위(44.44점)이다. 중남미 국가 중
에서는 브라질이 44위(53.16점)로 가장 순위가 높고 콜롬비아가 그다음이다. 그 외 중남미 국가들의
UPU 신뢰도 순위(점수)는 도미니카공화국 66위(39.67점), 자메이카 72위(37.98점), 칠레 75위
(36.62점), 페루 76위(36.61점), 멕시코 82위(35.07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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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콜롬비아의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20년)
세부 평가항목 점수
순위

종합점수

인터넷 사용인구

온라인 계좌

인터넷 서버

UPU

비율

보유율

보안

신뢰도

54

71

콜롬비아

68위

59

65

46

중남미

-

49

64

53

50

29

세계

-

55

60

53

47

55

자료: UNCTAD(2021a), p. 7, p. 15.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메르카도리브레(Mercado Libre),
팔라베야, 알코스토, 엑시토 등이다. 콜롬비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2020년
매출액은 팔라베야(falabella.com.co)가 1억 8,8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아마존닷컴(amazon.com), 엑시토(exito.com), 알코스토(alkosto.com), 홈
센터(homecenter.com.co)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표 6-5 참고). 한편 콜롬
비아의 주요 배송 서비스업체는 코오르디나도라(Coordinadora), 세르비엔트
레가(Servientrega) 그리고 엔비아(Envía) 등이다.

표 6-5. 콜롬비아 상위 5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출액(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명칭

매출액

1

팔라베야

188

2

아마존

101

3

엑시토

78

4

알코스토

59

5

홈센터

48

자료: E-commerceD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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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현황
콜롬비아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
의 대표적 스타트업 진흥기관은 INNPulsa와 Ruta N이다. INNPulsa는 상공
관광부(MinComercio) 산하 정부기관으로 기업가 정신과 혁신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스타트업의 초기자금(seed money) 지원 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INNPulsa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ALDEA이다.
Ruta N은 과학기술·혁신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기관으로 메데진을 미국의 실
리콘밸리와 유사한 소프트웨어 밸리(Valle de Software)로 육성하겠다는 목
표를 제시하고 있다.241)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콜롬비아의 스타트
업 창업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Tracxn에 따르면 콜롬비아에는 2021
년 7월 기준으로 1,382개의 스타트업이 있다.242) 콜롬비아 스타트업 중 자본
금 100만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은 76개(2020년 말 기준)가 있다. 이들 76개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총 33억 달러, 기업가치는 78억 달러이다.243)
한편 콜롬비아에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유니콘 기업이 1개 있
다. 콜롬비아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인 Rappi는 2015년에 설립된 음식, 식료
품, 의약품, 주류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주문형 하이퍼로컬 배송 서비스 제공업
체이다. Rappi는 현재 콜롬비아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및 우루과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
다. 콜롬비아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으로는 Frubana가 있다. 이 밖에
도 ADDI, Credivalores, Sempli 등의 핀테크 기업들이 있다. 콜롬비아도 딥
테크(Deep Tech)244) 기업보다는 기존의 범용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효용을
241) Ruta N의 개요와 약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Esta es la historia de Ruta N”(2020. 9.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7).
242) Tracxn, “Startups in Colo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243) IDB(2021c), p. 20.

242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증가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
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양자컴퓨팅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확보한 딥테크
(Deep tech) 스타트업들은 많지 않다.

표 6-6. 콜롬비아 10대 스타트업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설립연도

자본금

투자자

사업내용
음식, 식료품, 의약품, 주류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주문형
하이퍼로컬 배송 서비스
제공업체

Rappi

2015

2,270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프론티어노르딕, DT유니콘펀드
외 41개 투자자

Frubana

2018

100

타이거글로벌매니지먼트,
GE32캐피털, 스펙트라 외
11개 투자자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ADDI

2018

48

Spectra, Hans Tung, Sinai
Ventures 및 15 기타 투자자

POS 파이낸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Liftit

2016

39

스펙트라, H20 캐피털
이노베이션 외 16명의 투자자

고객이 픽업트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RobinFood

2018

36

Seaya Ventures, ALLVP

레스토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업체

Credivalores

2002

35

IFC, ACON INVESTMENTS,
Gramercy 외 1개 투자자

소비자 대출 플랫폼

TuL

2019

28

H20 캐피털 이노베이션

건축자재 조달을 위한
앱 기반 마켓플레이스

Sempli

2016

17

Mercadoni

2015

15

Treinta

2020

15

Ruta N, Dutch Good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대출
Growth Fund, Oikocredit 외
플랫폼
7개 투자자
LAVCA, Grupo Pegasus,
Axon Partners Group 외
2명의 투자자

주문형 식료품 배달 서비스

FJ Labs, Varsha Rao, First
중소기업을 위한 앱 기반 회계
Check Ventures 외 12개
및 재무관리 솔루션
투자자

자료: Tracxn, “Startups in Colo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244) 딥테크는 과학적 발견이나 엔지니어링 혁신과 같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솔루션
을 제공하는 신생기업을 의미한다. Wikipedia, “Deep tec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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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1) 디지털 교육
2020년 3월 6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
다.245) 콜롬비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를 단행했
고, 다수의 학교가 폐쇄되었다. 이후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
면 디지털 수업과 TV나 라디오를 이용한 아날로그 수업 등 원격수업을 진행했
다. 2020년 3월 16일부터 원격수업이 시작되었고,246) 컴퓨터·태블릿·스마트
폰 등 디지털 장치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기준으로 콜롬비아 학생
993만 2,400명 가운데 13%만이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콜롬비아 전체 학생의 67%가 공립학교, 나머지 33%는 사립학
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공립학교 학생의 55%가 스마트폰, 랩톱, 데스크톱, 태
블릿 등 디지털 장치나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 농촌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해서 80%의 학생이 디지털 장치나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
다.247) 이로 인해 사립학교 학생의 3/4이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 원격수업을 받
을 수 있지만, 공립학교 학생은 그 비율이 1/2에 불과했다.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이다. 2020년 초 기준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도시 가정은 63%, 농촌 가정은 16%에 불과하다. 학
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 1/3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248) 따라서

245) 2월 2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귀국한 19세 여자였다.
246) The World Bank, “Remote Learning During COVID-19: Lessons from Today, Principles
for Tomorrow”(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9).
247) “El Tiempo en Vivo: Estrategias frente al covid-19 y su impacto en la educación en
Colombia”(2021. 5.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248) OECD(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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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또는 Google Meet를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실행 가능한 옵션
이 아니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가정의 학생들은 주로 라
디오와 TV의 교육방송을 이용했다.
콜롬비아 교육부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플랫폼인
‘aprender digital’에서 8만 개 이상의 다양한 양식(게임·비디오 등)으로 제작
된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사용 요금을 면제하는 제로레이팅
(Zero-rating) 정책도 도입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을 위한 학업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의 초등학
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
전을 통해 방송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원격수업이 시행된 지 3학기가 지난 2021년 하반기
부터 전면등교 조치를 단행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업결손과 학력 저하 그
리고 자퇴율 증가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이 초래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학력 저하이다. 세계은행은 콜롬비아의 학
업 빈곤율(10세 아동 중 기능적 문맹자 비율)249)이 코로나 이전에 49%에서
66%로 17%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데, 세계은행은 소득하위 5분위 가정의 학생 87%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생 지도가 가능한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갖
춘 부모가 없고 원격수업의 질이 대면수업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자퇴율250)이 높아졌는데, 2020년 말에 학교를 중퇴한 자퇴자 수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콜롬비아는 원격수업을 위한 준비가 양호한 편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양한
249) World Bank(2021). 중남미의 학업 빈곤율은 55%이며, 국가별로는 도미니카공화국 79%, 온두라
스 70%, 과테말라 70%, 파라과이 65%, 페루 54%, 아르헨티나 52%, 에콰도르 50%, 브라질 50%,
멕시코 44%, 코스타리카 41%, 칠레 31% 등이다.
250) 초등학교 자퇴율 1.43%, 중고등학교 자퇴율 1.77%로 추정된다. World Bank(2021),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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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습 플랫폼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
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
어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통부는 2020년 말에
농촌 소재 1만 4,745개의 교육기관에 11년 동안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프로
젝트를 발주했으나, 2021년 6월에 동 계약을 파기했다.251) 이 프로젝트를 수
주한 Unión Temporal Centros Poblados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2억 5,000만
달러 중 기지급된 선수금 7%인 1,750만 달러를 회수할 방법도 없다. 컨소시엄
이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서가 가짜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
의 농촌 소재 학교들의 인터넷 연결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보통신부
장관 카렌 아부디넨의 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디지털 보건
코로나 사태 이후 콜롬비아의 보건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
다. 콜롬비아에서는 3월 6일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콜롬비아 정부
는 이튿날인 3월 7일에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는 애플리케이션(CoronApp-Colombia)을 출시했다.252) CoronApp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부 메시지 및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동선 정보를
이용해 코로나 감염원 파악 및 확산 방지에 활용되었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고,
3월 17일에는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시행되었다. 방역조치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콜
롬비아의 원격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4
251) “¿Qué pasó con el contrato para conectar a colegios de zonas apartadas?”(2021. 7.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9).
252) “Tracking coronavirus: Should you install the CoronApp?”(2020. 6.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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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일에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도록
규정한 법령 제538호를 발표했다.253)
이후 원격의료 건수가 급증했다. 콜롬비아 보건부에 따르며, 원격의료 건수
가 2020년 3월 119만 4,931건에서 10개월 후인 2021년 1월에는 1,063만
2,15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에 콜롬비아인 1인당 평균 2.3회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254)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료기관 수는 117% 그리고 원격의료서비스는 192% 증가했다.255)
2020년 말 기준으로 콜롬비아에는 400개의 지방도시에 2,371개의 원격의
료기관에서 9,179개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가장 활
발한 분야는 내과, 정신과, 영양, 피부과 그리고 심혈관 진단이다. 2020년 3월
부터 2021년 1월까지 전체 원격의료 건수는 1억 1,249만 9,764건이며, 이 중
코로나 관련 원격의료가 전체의 17%인 1,918만 1,667건이고 나머지 83%인
8,206만 8,097건은 코로나 이외의 진료였다.256) 콜롬비아의 원격의료 개인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급증했다.257) 콜롬비아의 원격의료 관련 대
표적 앱으로는 DoctorAki, Healroom, DonDoctor Alivius 등이 있다.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의 폭발적인 성장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본래 목적은 지
리적 제한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인
데,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프라가 미비한 농촌 지역보다 코로나로 격
리된 도시 지역 인구의 원격의료서비스가 급증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53) “Teleconsulta en la pandemia por Coronavirus: desafíos para la telemedicina pos-COVID-19”
(2020.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9).
254) “Pandemia aceleró uso de la telesalud y se lograron más de 100 millones de citas virtuales”
(2021. 5.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1).
255) “La telemedicina y sus retos en época de pandemia”(2021. 5.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1).
256) “Pandemia aceleró uso de la telesalud y se lograron más de 100 millones de citas virtuales”
(2021. 5.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1).
257) “Cinco plataformas para consultas médicas en línea y agendar citas con especialistas”
(2021. 5. 25), 온라인 기사(검색일: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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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원격의료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보건의료 인프라의
부족과 건강보장제도의 발전이다. 2013년 기준으로 콜롬비아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각각 1.77명과 1.03명으로 한국(2.17명과 5.22명)
이나 OECD 평균(3.27명과 9.09명)과 비교해서 부족하며, 인구 1,000명당 병
상 수도 1.5개로 한국(10.96개)이나 OECD 평균(4.8개)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콜롬비아 의료기관은 1, 2, 3차를 모두 포함하여 약 1만 5,000개로 주
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원격의료는 부족한 병상 수와 같은 보건의료 인
프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도 원격의료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다. 콜롬비
아는 1990년대 초반에 건강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건강보장 적용인구 비
율이 1993년 23.5%에서 2017년에는 97.6%로 증가하는 등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SGSSS: Sistema General de Seguridad Social en Salud)의 구현에
근접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콜롬비아 의료 시스템
을 191개국 중 22위로 평가했다. 콜롬비아의 건강보장체계는 크게 분담금제
도(CR: Contributory Regime)와 보조금제도(SR: Subsidized Regime)로
나누어지며, 전체 적용인구의 43%는 분담금제도, 48%는 보조금제도에 속해
있다. 보험자(EPS: Entidad Promodoras de Salud)가 보험급여에서 징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운영책임을 담당하는데, 보험자인 EPS는 민간 보험회사로
2016년 기준 총 53개(CR 18개, SR 35개)에 이르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제
도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이 원격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원격의료의
폭발적 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콜롬비아는 SNS 사용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시간이 필리핀, 나이지
리아,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국가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방
역조치에 따른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의 증가로 온라인 디지털 활동이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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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SNS 사용자 수와 사용시간도 크게 증가했다.
eMarketer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콜롬비아의 SNS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69%인 3,500만 명이며, 일평균 SNS 사용시간은 3시간 40분이다.258)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콜롬비아의 SNS 사용자 수가 11%(340
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콜롬비아의 SNS 사용시간이
72% 증가했는데,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사용시간이 각각 74%와 66% 증가
했다.259)
콜롬비아 SNS 사용자의 98.5%는 스마트폰으로 SNS에 접속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다.260) 2021년 7월 기준으로 콜롬비아의
SNS 접속 건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페이스북 65%, Pinterest 14.7%, 트위터
6.7%, 인스타그램 5.3%, 유튜브 5.3%, Tumblr 2.7% 등이다.261) 한편 SNS
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비율은 60.6%에 이르고 있다.

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1) 콜롬비아의 디지털 정부 평가
콜롬비아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에 속하
고, 콜롬비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성과도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콜롬비
아는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
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표 6-7 참
고). 특히 콜롬비아는 세부 평가항목 중 열린 정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평가항목이 1~5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58) “The top 10 countries where people spend the most time on social media”(2021. 4.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5).
259) “YouTube, Facebook e Instagram son las plataformas más utilizadas duran te la pandemia”
(2020. 8.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4).
260) WeAreSocial & Hootsuite(2021a), p. 4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4).
261) Statcounter, “Social Media Stats Colo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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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OECD의 콜롬비아 디지털 정부 평가 점수 및 순위
순위
콜롬비아

평점
콜롬비아

OECD 평균

디지털 우선 정부

3

0.75

0.55

플랫폼 정부

5

0.59

0.44

데이터 기반 정부

5

0.79

0.54

열린 정부

11

0.67

0.64

국민 주도형 정부

2

0.80

0.47

선제적 정부

1

0.78

0.42

종합점수

3

0.729

0.501

자료: OECD(2020b).

그러나 콜롬비아는 UN이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평가에서는 세계 67위로 OECD 평
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가 정
부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 수준과 국민의 교육수준 등도 세
부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UN의 전자정부 세부 평가항목은 온라
인서비스지수(Online Service Index), 정보통신인프라지수(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등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262) 콜롬비아는 이 중 정보통신인프라와 인적자본 평점이 상대적
으로 낮기 때문이다(표 6-8 참고).

262) 정보통신인프라지수 평가항목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전화회선 수, 이동전화 가입 건수,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등 5개 지표이며, 인적자본지수 평가항목은
성인문해율, 취학률, 학교교육 예상연수, 평균 학교교육 연수 등 4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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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UN의 콜롬비아 디지털 정부 평가 점수 및 순위
순위
콜롬비아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2020

평점
콜롬비아

세계 평균

67

0.72

0.60

- 온라인서비스지수(OSI)

51

0.76

0.56

- 정보통신인프라지수(TII)

85

0.61

0.55

- 인적자본지수(HCI)

75

0.77

0.69

주: 평가대상국 193개국.
자료: UN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24).

2) 디지털 행정서비스
콜롬비아의 행정서비스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OECD(2019b)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행정업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중남미 평균인 5.4시간보
다 2시간이나 긴 7.4시간이다. 콜롬비아는 볼리비아와 페루에 이어 중남미 국
가 중 3번째로 행정서비스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이다. 아울러 행
정업무의 1/4 정도는 업무 처리를 위해 정부기관을 3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고 복잡해서 교육수준이 낮은 국민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공무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63)
콜롬비아 정부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디지털시민서비스
(Servicios Ciudadanos Digitales)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
신부 산하에 디지털청(Agencia Nacional Digital)을 설립하고, 정부 행정서
비스 포털(www.gov.co)을 구축하였다.264) 디지털시민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는 전자인증, 상호운용성 그리고 시민폴더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인증은 시민
의 신원 확인, 상호운용성은 정부기관 상호간의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시스템,
263) Roseth and Reyes(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7).
264)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부터 전자민원서비스를 개시했고,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포
털은 정부24(www.gov.kr)이며, 모든 정부기관의 주요 행정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약 9만여 건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약 1,000여 건의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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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폴더는 정부기관의 민원처리 결과와 개인의 교육, 의료, 납세 등 각종 기록
관련 공문서 발급을 위한 디지털 대장을 의미한다.265) 콜롬비아 정부는 에스토
니아의 엑스로드(X-Road)를 벤치마킹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행정서
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4월에 전자인증 베타 버전이 출시되었고, 7월까지 행정서비스 정부
포털(gov.co)에 2만 6,000건 이상의 행정서비스가 등록되었다. 한편 2020년
6월에는 정부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엑스로
드(X-Road)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21년 7월 현재 시민폴더 사용자 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나, 행정서비스 포털 방문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7만 2,102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 중 1,892건의 행
정업무는 온라인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콜롬비아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cédula digital colombiana,
일명 모바일 신분증) 도입,266) 공증서(notarios) 업무의 디지털화,267) 의료기
록의 디지털화268)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
서 콜롬비아 정부의 행정서비스 포털에서 제공 가능한 행정서비스의 수도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2019b)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2017년
까지 정부 행정서비스의 15%만이 온라인에서 처리(EU 평균은 81%)할 수 있
었으나 디지털시민서비스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노력에 힘입어
265) “Servicios Ciudadanos Digitales. Gobierno Digital, MinTIC”(2021. 7. 14),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8. 23).
266) 2021년 12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Registraduría Nacional del Estado Civil, “La cédula digital
Colombia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6).
267) 2020년 10월에 전국 908개 공증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21년 2월 4일부터 디지
털공증(notario digital) 서비스를 개시하여 400여 건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Cómo funciona una notaría digital?”(2021. 3.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6).
268) 2020년 1월에 제정된 법률 제2015호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간에 상호 운영
이 가능한 전자의료기록시스템(sistema de historia clínica electrónica)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Firman ley para la historia clínica electrónica en Colombia”(2020. 1. 31),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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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비록 콜롬비아의 디
지털시민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95%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이고, 중
앙부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 진전이 느리다는 문제가 있지만, 정부
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남미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
지털 행정서비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데이터 개방
콜롬비아는 2014년에 제정된 법률 제1712호(Ley de Transparencia y
del Derecho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Nacional)에 의거,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고, 공공데이터 정부포털(datos.gov.co)에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매우 높다.
OECD가 평가한 콜롬비아의 공공데이터개방지수는 0.88로 중남미 평균(0.43)
이나 OECD 회원국 평균(0.60)을 크게 상회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콜롬비아는 한국(0.93)과 프랑스(0.90)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콜롬비아는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재단이 후원하고 중남미
공공데이터개방기구(ILDA: La Iniciativa Latinoamericana por los Datos
Abiertos)가 실시한 공공데이터 평가(ODB: Open Data Barometer)에서도
총점 60.5점으로 중남미 국가 중 우루과이(63.6점), 아르헨티나(63.1점)에 이
어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를 평가하는 정책준비도(readiness)가 중남미 국가 중 1위로 평가되었고, 공
공데이터의 개방 정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실행(implementation)과 정치, 사
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영향을 평가하는 편익(emerging impact)도
각각 3위와 4위로 평가되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공공데이터 공개와 더불어 정부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 상호운용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2019b)에 따르면,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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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60% 그리고 지방정부의 40% 정도만이 여타 공공기관과 정보를 공
유하고 있으나, 상호운용성 플랫폼 구축 정책과 공무원에 대한 디지털 기술 교
육 프로그램(Programa para la Excelencia del Gobierno Digital) 시행에
따라 향후 정부기관 간의 정보공유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온라인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 및 행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콜롬비아는 온라인 시민참여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
다. 2020년 UN이 평가한 콜롬비아의 온라인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
는 0.869로 세계 23위 그리고 중남미 2위(1위는 브라질)이다.269)
콜롬비아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포털인 유리 상자270)
(Urna de Cristal)를 운영하고 있다. 2011~18년 동안 유리 상자를 통해 3,200만
건의 시민제안이 있었고, 16만 건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와 답변
이 이루어졌다.271) 콜롬비아 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시민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포털인 Redia Lab
(Gobierno en Redes)272)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8년 8월에 출범한 이반 두케 정부는 국가개발계획((PND) 수립 과
정에도 시민의 정책제안을 적극 포함시켰다. 국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플랫폼(pactoporcolombia.gov.co)을 구축·운
영했고, 이를 통해 약 1만 5,000명의 시민이 2,500개 이상의 정책제안을 접수
하고 이중 873개의 정책제안이 국가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273)
269) UN(2020), p. 311.
270) Gov.co, “¿Qué es Urna de Crista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6).
271) OECD(2019b).
272) Gov.co, “¿Quiénes somo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6).
273) Gov.co. “Gobierno presenta al Congreso ‘Pacto por Colombia, pacto por la equidad,’ plan
que fue construido de la mano de todos los colombianos desde cada una de las regiones
del país”(2019. 2.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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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참여의 가장 큰 장애는 인터넷 접근성이다. 콜롬비아 시민참여
의 장애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성 이외에도 시민들
의 디지털 스킬 부족, 정책 제언의 효과에 대한 신뢰 부족, 시민참여에 대한 관
심 부족,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주요 장애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OECD274)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중남미 국가 중 4번째로 낮고, 중남미 평균인 34%나 OECD 평균인
4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2007년과 비교해서 2018년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4%p나 하락했다. 2020년 기준 콜롬비아 정부 신뢰도
는 37.4%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275) 또한
콜롬비아 국민의 보건, 교육, 사법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1%, 60%, 28%
로 세 부문 모두 중남미 평균인 49%, 63%, 34%를 하회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1월과 코로나 사태 동안
인 2020년 10월 그리고 2021년 4월에 조세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많
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 4월의 시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
상 확대와 소득세 부과기준 하향(240만 페소, 약 620달러) 등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부담 증가에 저항하는 시위였고, 재무부 장관이 계란 12개 가격을 1,800
페소(실제로는 4,300페소)라고 잘못 말한 것이 시위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
았다. 그러나 콜롬비아 사회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이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2020년에 콜롬비아의 빈곤율과 극빈율이 각각
42.5%(2019년 35.7%)와 15.1%(2019년 9.6%)로 증가276)했고 실업률도 14%
로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와 보건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콜롬
비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대안 중 하나로서 디지털 전
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74) OECD(2020c).
275) OECD(2020c).
276) “El descontento social pulverizó la gestión de Iván Duque en Colombia”(2021. 7. 17),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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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전환 정책
가. 디지털 인프라 정책: 5G 정책
콜롬비아의 통신시장은 소수의 통신회사가 과점하고 있다. 유선통신은 보고
타 지역사업자인 ETB와 전국사업자인 멕시코계 아메리카모빌과 스페인계 텔
레포니카 3개 회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이동통신의 경우도 아메리카모빌
(Claro), 텔레포니카(Movistar) 그리고 밀리콤(TIGO) 등 3개 회사가 과점하
고 있다.277) 이 밖에도 다수의 가상이통통신망사업자(MVNO)278)가 있는데,
이 중 ETB와 Móvil Éxito는 TIGO의 이동통신망, Metrotel 및 Virgin
Mobile은 Movistar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모바일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콜롬비아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132%이며, 가입 회선 수
는 6,767만 개이다. 이동통신 기술별로는 2G(GSM)가 53.6%, 3G(HSDPA)가
10.3% 그리고 4G(LTE)가 36.1%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6-5 참고). 콜롬비아
는 아직까지 5G 이동통신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277)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아메리카모빌(Claro) 52.2%, 텔레포니카(Movistar) 29.5%, 밀리콤(TIG
O) 12.1% 등이다. 한편, 메데진 이동통신사업자인 UNE-EPM과 TIGO가 합병하여 TIGO UNE로
바뀌었다. BuddeComm(2019. 5.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0).
278) 이동통신망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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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콜롬비아 이동통신기술별 회선 수 변화

자료: TeleSema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8).

콜롬비아는 2013년에 최초로 4G 서비스를 도입했고, 아직도 4G 적용 범위
를 늘리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2018년 기준으로 콜롬비아의 4G 보급률은
28%로 중남미 평균인 35%보다 낮다. 2020년에 4G 보급률이 36%로 증가했
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콜롬비아 통신사업자들은 4G의 보급률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4G보다 약 20배 빠른 5G 네트워크 상용화 준비도 진행
하고 있다.279) 2020년에 Claro와 ETB는 이미 5G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시
작했다. 콜롬비아 정부도 2021년 12월까지 5G 서비스에 적합한 3.5GHz 주
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80) 그러나 아직 5G 주파수 경매 계획
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5G 정책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의 상용화는 2024년이

279) 콜롬비아 정부는 2019년 12월 주로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 적합한 700MHz와 도시권에 적합
한 2,500MHz 대역의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고, Claro와 Tigo가 낙찰을 받은 바 있다.
280) “Colombia hopeful of staging 3.5GHz 5G auction by December 2021”(2021. 6. 25),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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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5년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콜롬비아 통신회사들이
5G의 상용화보다 4G의 적용범위 확대 및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산악 지형으로 인해 모든 가구
에 광케이블 또는 5G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5G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도 대도시권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권 위주의 5G 상용화를 위해서도 민간 통신회사들의 투자 확대가 필
요하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는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이는 통신회사들의 매출 증가세 둔화와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콜롬비아의 GDP는 77% 증가했으나, 통신 부문의 매출은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민간 통신회사들은 수익성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콜롬비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은 선진국이나 중남미 주요국
들과 비교해서 낮은 편이다. 국제 해저 광케이블망과 국내 백본망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나, 최종 소비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낮고 인터넷 품질
도 OECD 평균이나 중남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콜
롬비아 정부는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접근성 보장과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 통신회사들도 브로드밴
드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
용화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나 5G 서비스의 상용화는 2024년이나 2025년 정
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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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전환 정책
1) ｢국가개발계획 2018-2022｣의 디지털 전환 약속
2018년 8월 7일 출범한 콜롬비아 이반 두케 정부는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반
영한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281)을 수립했고, 2019년
5월 의회의 비준을 거쳐 ｢국가개발계획 2018-2022(콜롬비아를 위한 약속, 형
평성을 위한 약속)｣을 법률로 제정했다. 콜롬비아의 ｢국가개발계획｣은 총 27장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282) 이 중 분야별 개발 약속(Pactos transversales)
의 7장에서 디지털 전환 약속(Pacto por la Transformacion Digital de
Colombia)을 제시하고 있다.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주요 목적은 ‘연결성: 브로드밴드 확충과 디지털 포용’ 그리고
‘디지털 사회와 인더스트리 4.0: 시장, 시민, 정부의 효율적·효과적 투명한 관
계’이다(표 6-9 참고).

표 6-9. ｢국가개발계획｣의 디지털 전환 목적 및 주요 목표 지표
주요 목적

목표 지표
인터넷 연결 가정 70%로 증가(2017년 50%)

연결성:
브로드밴드
확충과 디지털
포용

고정 인터넷 연결 가정 50%로 증가(2017년 38%)
인터넷 사용인구 80%로 증가(2017년 62%)
10Mbps 이상 속도 인터넷 연결 3,200만 건(2017년 1,500만 건)
4G 이상 모바일 인터넷 연결 2,700만 건(2017년 1,200만 건)

281) ｢국가개발계획｣은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 내용을 4년 임기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정부의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282) 1장 적법성, 2장 기업가 정신, 3장 형평성을 3대 축(Pactos estructurales)으로 하고 있으며, 4~16
장은 분야별 개발계획(Pactos transversales), 17~25장은 지역별 개발계획(Pactos por la
productividad y la equidad en las regiones) 그리고 26~27장은 거시경제 목표와 국가개발계획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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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계속
주요 목적

목표 지표
디지털 거래 건수 2억 9,000만 건(2017년 8,700만 건)

디지털 사회와
인더스트리 4.0:
시장, 시민,
정부의 효율적·
효과적 투명한
관계

정부기관 90%의 디지털 보안위험 평가(2017년 11%)
34개의 주요 행정서비스 온라인으로 제공(2017년 0개)
디지털 시민 서비스(Servicio Ciudadanos Digitales) 사용자 350만 명
정부기관 50%의 공공데이터 개방(2017년 9%)
정부기관 60%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2017년 1%)
정부기관 30%의 디지털 정부 구축 지원(2017년 18%)

자료: DNP(2019), pp. 641-642, pp. 657-658.

‘연결성: 브로드밴드 확충과 디지털 포용’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목표 지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연결 가정의 비율을 2017년 50%에서 2022년
70%로 증가시킨다. 둘째, 고정 인터넷 연결 가정의 비율을 2017년 38%에서
2022년 50%로 증가시킨다. 셋째,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을 2017년 62%에서
2022년 80%로 증가시킨다. 넷째, 10Mbps 이상 속도의 인터넷 연결 건수를
2017년 1,500만 건에서 2022년 3,200만 건으로 증가시킨다. 다섯째 4G 이
상 모바일 인터넷 연결을 2017년 1,200만 건에서 2022년 2,700만 건으로 증
가시킨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디지털 스킬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와 인더스트리 4.0: 시장, 시민, 정부의 효율적·효과적 투명한
관계’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목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거래 건수
를 2017년 8,700만 건에서 2022년 2억 9,000만 건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디
지털 보안위험평가를 수행한 정부기관 비율을 2017년 11%에서 2022년 90%
로 증가시킨다. 셋째,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정서비
스 34개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넷째, 디지털시민서비스 사용자 수를 2017년
0명에서 2022년 350만 명으로 증가시킨다. 다섯째, 공공데이터 개방 이니셔
티브 참여 공공기관 비중을 2017년 9%에서 2022년 50%로 증가시킨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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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정부기관 비중을 2017년 1%에서 2022년
60%로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부 구축 지원을 받은 정부기관 비중
을 2017년 18%에서 2022년 30%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2) 정보통신부(MinTIC)의 ｢2018-2022 ICT 계획｣
콜롬비아의 ｢국가개발계획 2018-2022(콜롬비아를 위한 약속, 형평성을 위
한 약속)｣는 이반 두케 정부의 국정목표를 제시한 것이고, 이 중 디지털 전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은 정보통신부(MinTIC)의 ｢2018-2022
ICT 계획(Plan TIC 2018-2022)｣이다. 한편 콜롬비아 정보통신부는 ｢20102014 디지털 삶(Vive Digital) 계획｣, ｢2014-2018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삶
(Vive Digital para la gente) 계획｣을 추진한 바 있고,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현 정부의 ｢2018-2022 ICT 계획｣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보통신부의 ｢2018-2022 ICT 계획｣의 별칭은 ‘디지털 미래는
모두의 것(El Futuro Digital Es De Todos)’이다. ｢2018-2022 ICT 계획｣의
목표는 모든 시민에게 인터넷 접근성(access)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① 디지털 발전을 위한 ICT 환경(Entorno TIC para el desarrollo digital)
② 포용적 디지털 사회(Inclusión social digital) ③ 디지털 역량을 갖춘 시민
과 가정(Ciudadanos y hogares empoderados del entorno digital) ④ 부
문별 및 지역별 디지털 전환(Transformación digital sectorial y territorial)
의 4개축으로 설정되고 있다.
첫째, 디지털 발전을 위한 ICT 환경 축에서는 4G 이동통신 보급률 확대를
위한 주파수(700MHz, 1,900MHz 그리고 2.5GHz) 경매계획, 5G 이동통신
도입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포용적 디지털 사회 축에서는 저소득층
거주 지역(1, 2 등급 지역)의 라스트마일 인터넷 연결성 확대를 위한 수요(보조
금 지급 등) 및 공급(통신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농촌 지역의 무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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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이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센터 구축, 이동통신사업자
의 농촌 지역에 대한 안테나 설치 의무 부과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역량을 갖춘 시민과 가정 축에서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50만 명에 대한 무료 ICT 교육 프로그램인 디지털 시민(ciudadanía digital), 디
지털 TV 보급 확대를 위한 공영 TV 지원 강화, 공익 목적의 디지털 콘텐츠 제
작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및 지역별 디지털 전환 축에서는 ① 정부의 디지털 전환 ②
기업과 생산 부문의 디지털 전환 ③ 디지털 산업 강화 및 디지털 비즈니스 발전
장려 ④ 디지털 역량 개발 전략 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부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에서는 단일정부포털(gov.co) 구축, 공공데
이터 개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
지털시민서비스(Servicios Ciudadanos Digitales) 구축, 정부기관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실시, 정부기관의 IT 구매 중앙집중화를 위한 협정 체결,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기업과 생산 부문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
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플랫폼(www.empresariodigital.gov.co) 구축 및
운영, 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한 진단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
업디지털전환센터 구축 및 운영,283) 전자상거래 활성화 프로그램(Pagos
digitales) 운영,284) 생산 부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연구소(Laboratorio
de Transformación Digital) 운영,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
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Centros de Excelencia y
Apropiación),285)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용과 혁신 장려 프로그램 등을 제
시하고 있다.
283) 현재 14개의 디지털전환센터를 운영 중이다.
284)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온라인 상점(tienda virtual)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85) “¿Qué son los Centros de Excelencia y Apropiación liderados por el Ministerio TIC
Colombia?”(2016. 4.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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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지털 산업 강화 및 디지털 비즈니스 발전 장려 프로그램에서는 콜롬비
아 기업가들의 모바일 앱 개발 지원 프로그램(Apps.co),286) 디지털 콘텐츠 지
원 프로그램(Crea Digital),287) 창조산업을 일컫는 오렌지 경제 활성화를 위
한 디지털 창조산업 전시회(Colombia 4.0), 디지털 산업 발전 장려, IT 산업
의 국제화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디지털 역량 개발 전략에서는 콜롬비아 시민과 기업의 디지털 스킬 개발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로 Apps.co의 기업가 대상 연수 프로그램, 콜롬비아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
(Capacidades y modelos de productividad - Talento Digital para
Empresas), 어린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Programación para niñas y niños),
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Estrategia Pedagógica en Talento Digital),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크게 보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
라 구축 정책은 통신사업자들의 라스트마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기 위
한 공급 측면의 정책과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격 할인 및 무료 와이파이 존 설치 등 수요 측면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제외한 나
머지 프로그램 대부분이 콜롬비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역
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 평가에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된다.

286) 2012년 이후 2,175개 기업, 13만 7,000명에게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Innpulsa Colombia, “¿Qué es APPS.CO?: es un programa del Ministerio TIC que tiene
como objetivo promover y potenciar la generación creación y consolidación de
negocios a partir del uso de las TI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8).
287) 2012년 이후 56개의 비디오 게임, 28개의 전자책, 31개의 복수 미디어 프로젝트, 5개의 장애인 지원
콘텐츠, 33개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했다. Gov.co., “PRESENTACIÓN Crea Digita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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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단일포털(gov.co)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
공을 위한 디지털시민서비스(Servicios Ciudadanos Digitales) 개설, 디지
털 시민참여 포털인 유리상자(Urna de Cristal) 운영, 908개의 공증소
(notarias)의 디지털화(Proyecto de Digitalizacion Notarial)288) 등 상당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인프라 부족 등으
로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지만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2018-2022｣와 정보통신부(MinTIC)의
｢2018-2022 ICT 계획｣에 의거하여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디지
털 기술교육, 디지털 보안 관련 정책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전자상거래와 금융
접근성 관련 정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2019년에 OECD의 제안을 수용하여
｢ICT 현대화법(Ley 1978 de 2019)｣을 제정하고 통신 부문의 단일 독립규제
기관인 통신규제위원회(CRC: Comision de Regulacion de Comunicaciones)
와 정보통신기술단일기금(Fondo Unico de Tecnologias de la Informacion
y las Comunicaciones)을 신설하는 한편, 4G 주파수 경매도 실시했다.
2020년 8월에는 이반 두케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콜롬비아를 위한 약
속(Compromiso por Colombia)’을 발표하였으며, 동 발표에서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17개 사업을 제시했다. 또한 2021년 7월 30일에는 이반
두케 대통령이 인터넷을 필수 공공서비스로 지정하는 법안을 공포했다.289) 이
에 따라 콜롬비아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요금제와 상관
없이 200개의 문자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 있고, 데이터 사용량의 제한 없이
의료 및 교육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288) “Proyecto de Digitalización Notarial - Consejería para Asuntos Económicos y Transformación
Digital”(2020. 10.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8).
289) “Colombia declara el Internet como un servicio público esencial”(2021. 7. 31),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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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콜롬비아 정부는 오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음성 및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SIM 카드(NavegaTIC SIM) 5만 1,867개를 저렴한 가
격(5,450페소, 약 1,600원)에 공급하는 프로젝트(NavegaTIC)를 시행하고 있
다. 콜롬비아 정부는 인터넷을 필수 공공서비스로 지정한 법률 제정과 취약계
층에 대한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힘입어 ｢국가개발계획 20182022｣에서 제시한 인터넷 연결 가정 70%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4. 소결
콜롬비아는 10개의 국제 해저 광케이블망과 전체 지방도시의 95%를 포괄하
는 국가 백본망을 구축하고 있는 등 디지털 연결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통신망의 마지막 구간인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의 인프라가 부
족하여 인터넷 이용률과 브로드밴드 보급률 등 디지털 접근성이 OECD 회원
국들은 물론 중남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이 미흡하나,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
용 수준은 세계 선두권 국가이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보다 정부의 디지털화가
크게 앞서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부문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
나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5G 차세대 통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 상용화보다 4G 적용 범위 확
대에 주력하고 있어서 5G 서비스 상용화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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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정
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디
지털 전환 관련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66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7장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
2.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1.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
가. 디지털 수출·투자 현황
1) 수출·투자 개관
수년 전부터 한국과 중남미의 경제협력 활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우리 기업
의 대중남미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모두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축소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악영향까지 겹쳐서 어느 때보다도 우
리 기업의 대중남미 비즈니스 실적이 저조하다(표 7-1과 표 7-2 참고). 물론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과의 무역과 투자 실
적이 가장 저조하고 2대 경제대국인 멕시코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
지하고 있다.290)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여타 주요국 중에서는
페루에서 다수의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그나마 양호한 성과를 보이
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들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중남미에서의 경제협력 활력이 저하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와 환율인상 등 거시경제 불안과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 등 정치·사회
불안 심화이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비
즈니스를 한층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291) 특히 중남미 통화의 평가절
하(환율인상)가 우리 기업의 중남미 비즈니스 위축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290) 대브라질 수출은 2011년 118억 달러에서 2019년 48억 달러로 감소했고, 대멕시코 수출은 같은 시
기에 97억 달러에서 109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브라
질과 대멕시코 수출이 각각 39억 달러와 82억 달러로 감소했다.
291) 예를 들어 LG전자의 브라질 현지법인 매출액은 2014년 약 3조 8,0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2조
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중남미 ‘핵심 축’ 브라질 법인, 부활 날개짓｣(2020. 9. 14)). 한편, 삼성전
기, 삼성화재, 삼성 SDI, 한화테크윈 등은 브라질 현지법인을 청산했다(｢삼성전기, 브라질법인 청
산... 미주 통합 관리｣(2018. 9. 20); ｢삼성화재, 브라질법인 청산한다｣(2019. 3. 22); ｢삼성SDI,
브라질법인 청산작업 마무리…브라운관 사업흔적 사라져｣(2020. 3. 3); ｢한화테크윈, 브라질 사업
효율화 작업 착수…미주법인으로 통합｣(2019. 9. 25), 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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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등 제3국 수출을 위한 우회 수출기지의 성격이 강한 멕시코와의
비즈니스는 나름 양호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을 목표로 비즈니스
를 수행하는 국가들(브라질 등 주로 남미국가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매출 감소 등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었다.
한·중남미 경제협력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한
국과 중남미 간의 경제협력 핵심 분야는 1980년대 후반의 섬유산업, 1990년
대의 전자산업, 2000년대의 IT산업, 자동차산업 그리고 철강산업 등으로 변천
해왔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수출상품 구조도 경공업 비중이 급감하고, 중화학
과 IT 제품의 비중이 급증했다.292) 그러나 대중남미 수출의 경우에는 특히 IT
제품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목이 정보통신기기(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고, 경쟁상대국인 중국의 부상과
가격을 중시하는 중남미 시장의 특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IT 제품 수
출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남미의 정
치경제 불안으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의 대중남미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 폭이 경쟁국들보다 크다는 것이
다. 세계의 대중남미 수출액(중남미의 전체 수입액)은 2013년 1조 983억 달러
에서 2019년 9,806억 달러로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대중남미 수
출은 363억 달러에서 263억 달러로 26%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기간에 중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1,756억 달러에서
1,842억 달러로 5% 증가했고, 일본은 355억 달러에서 304억 달러로 14% 감
소했다는 것이다. 대중남미 수출실적만 놓고 본다면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이로 인해 2020년에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중
남미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중남미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
292) 1990년에 1차산품 3.9%, 경공업 38.5%, 중화학 42.2%, IT 제품 14.4%에서 2015년에는 1차산품
2.3%, 경공업 10.4%, 중화학 61.6%, IT 제품 25.7%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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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효자시장이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의 중남미 해
외직접투자액(조세피난처 제외)은 2013년 18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13억
달러로 감소했다.

표 7-1. 대(對)중남미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367

363

359

307

254

281

278

263

195

수입

197

184

183

160

152

171

193

203

203

교역

564

547

542

467

406

452

471

466

398

무역수지

170

180

176

147

102

110

84

60

△8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7-2. 대(對)중남미 투자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설법인 수

90

84

98

113

77

63

66

87

47

투자액

24

18

21

24

17

14

15

13

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ICT293) 수출 현황
무선통신기기,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ICT 품목은 한국의 대표
적인 대중남미 수출상품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ICT 수출은
3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중남미 총수출의 20%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
나 대중남미 ICT 수출은 금액이나 비중 면에서 중남미 실물경제의 침체를 반
영해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있다. ICT 수출 규모는 2015년 76억 달러
293) 디지털 상품에 기초한 수출과 투자 통계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ICT 품목과 디지털 품목을 동일한 개
념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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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20년 39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중남미 총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
중도 25%에서 20%로 줄었다. 이는 한국의 총수출에서 ICT 비중이 30%를 크
게 상회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특징이다.

표 7-3. 한국의 대중남미 ICT 분야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영상
음향기기

정보통신
전자부품 응용 기반
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
기기

비중
ICT
합계

중남미

한국의

총수출 대비 총수출 대비
ICT 비중

ICT 비중

2015

1,236

3,512

1,170

198

1,546

7,662

25.0

33

2016

854

2,308

1,113

350

1,065

5,689

22.4

33

2017

607

3,659

1,106

445

895

6,711

23.9

34

2018

397

3,419

1,098

469

675

6,058

21.8

36

2019

1,204

2,074

1,073

275

776

5,402

20.5

33

2020

505

1,716

985

419

278

3,903

20.0

36

자료: KOSI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

대중남미 ICT 수출 감소로 한국의 총 ICT 수출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
도 2015년 4.5%에서 점차 하락해 2020년에는 2.1%에 그쳤다. 2020년 기준
으로 중남미 ICT 수출 위상(2.1%)은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
중(3.8%)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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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한국의 대중남미 ICT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KOSI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

분야별로 한국의 대중남미 ICT 수출은 전자부품에 집중되고 있다. 그 비중
은 2020년 기준으로 44%에 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보
통신응용 기반기기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에
반해 영상음향기기와 통신 및 방송기기의 비중은 감소했다.

표 7-4. 한국의 대중남미 ICT 분야별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영상음향
기기

전자부품

정보통신응용

컴퓨터 및

통신 및

기반기기

주변기기

방송기기

15.3

2.6

20.2

45.8

합계

2015

16.1

2016

15.0

40.6

19.6

6.2

18.7

100.0

2017

9.0

54.5

16.5

6.6

13.3

100.0

2018

6.5

56.4

18.1

7.7

11.1

100.0

2019

22.3

38.4

19.9

5.1

14.4

100.0

2020

12.9

44.0

25.2

10.7

7.1

100.0

자료: KOSI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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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3) 기술수출 현황
한국의 대중남미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기술수출은 아직 미미하다. 2018~
19년 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기술수출은 1,588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대중남미 총 기술수출(5억 달러)의 3.2%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의 총 기술수출에서 정보통신 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은 42.4%에 달했다.

표 7-5. 한국의 산업별 전 세계 및 중남미 기술수출 현황(2018~19년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비중
산업 분야

중남미(A)

전 세계(B)

중남미

한국의

총 기술수출에서

총 기술수출에서

분야별 비중

분야별 비중

비중(A/B)

전체

502,677

26,185,444

100.0

100.0

1.9

농림수산식품

1,044

111,646

0.2

0.4

0.9

섬유

90

458,068

0.0

1.7

0.0

화학

3,256

807,361

0.6

3.1

0.4

소재

544

28,816

0.1

0.1

1.9

기계

124,306

3,032,570

24.7

11.6

4.1

전기전자

335,703

8,106,307

66.8

31.0

4.1

건설

7,886

219,974

1.6

0.8

3.6

정보통신

15,889

11,114,202

3.2

42.4

0.1

기술 서비스

9,398

1,447,415

1.9

5.5

0.6

기타

4,564

859,095

0.9

3.3

0.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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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한국의 산업별 중남미 주요국에 대한 기술수출 현황(2018~19년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국가

전체

농림수산
식품

화학

소재

기계

전기전자

건설

정보

기술

통신

서비스

기타

멕시코

70,242

0

1,890

174

57,829

4,370

164

2,617

1,206

1,990

브라질

406,719

0

1,254

343

66,255

328,336

0

7,678

2,024

824

콜롬비아

420

0

9

0

0

0

0

22

390

0

칠레

5,124

1,044

5

27

0

2,328

0

1,146

209

365

파나마

4,889

0

18

0

63

90

4,142

136

179

262

페루

815

0

0

0

0

356

0

309

123

3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0).

중남미 국별로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기술수출은 브라질이 가장 컸으나, 그
금액은 767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의 대브라질 총 기술수출의 4%에 불
과한 것이다. 그 밖에 멕시코가 26만 달러, 칠레가 11만 달러의 기술수출을 기
록했다.

4) 정보통신 부문 투자 현황
중남미 정보통신 부문(제조업 제외)294)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는 아직 저
조한 편이다. 최근 10년간(2011~20년) 한국의 대중남미 정보통신 부문에 대
한 투자는 7,047만 달러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대중남미 총 투자의 0.4%에 불
과한 것이다. 국별로는 멕시코가 전체 투자의 7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으며, 브라질이 두 번째(15.9%)로 큰 비중을 점했다. 그 밖에 콜롬비아 (10.3%),
페루(1.3%), 벨리즈(0.3%)가 뒤를 이었다.

294) 여기서 정보통신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에 따라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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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중남미 국별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 현황(2011~20년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구분

멕시코

벨리즈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총계

금액

50,917

234

비중

72.3

0.3

11,188

6

100

7,081

945

70,471

15.9

0.0

0.1

10.0

1.3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1. 8. 3).

나. 디지털 개발협력(ODA) 현황
중남미는 아직 우리나라의 디지털 개발협력(ODA)의 우선 대상이 아니다.
최근 5년간(2015~19년) 한국의 지역별 ICT ODA를 살펴보면 그 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ICT ODA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다. 2015~19년 기간 그 비중은 각각 37%, 28.1%에 달했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중남미의 비중은 9.9%로 오세아니아를 제외할 경우 가장 낮았다.

표 7-8. 한국의 지역별 ICT ODA 지원 현황(2015~19년, 금액 기준)
(단위: 억 원,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2015~19)

아시아

919
(53.0)

474
(40.0)

714
(31.1)

871
(32.3)

970
(35.1)

3,948
(37.0)

아프리카

335
(19.3)

309
(26.1)

871
(37.9)

620
(23.0)

869
(31.4)

3,004
(28.1)

중동 CIS

106
(6.1)

126
(10.7)

430
(18.7)

612
(22.7)

258
(9.3)

1,532
(14.3)

중남미

126
(7.3)

119
(10.1)

114
(5.0)

364
(13.5)

336
(12.1)

1,059
(9.9)

오세아니아

0
(0.0)

5
(0.4)

5
(0.2)

5
(0.3)

4
(0.1)

14
(0.1)

국제기구/NGO

48
(2.8)

31
(2.7)

73
(3.2)

0
(0)

53
(1.9)

205
(1.9)

그 외

201
(11.6)

119
(10.1)

91
(7.3)

223
(8.5)

276
(10.0)

910
(8.6)

총계

1,735

1,183

2,297

2,695

2,766

10,672

지역

자료: 유지수, 유성훈(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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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기준으로도 한국의 ICT ODA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금액 기준과 비교해볼 때 그 분포는 다소 고른 편이다. 건수 기준으로
중남미는 아시아(32.9%), 아프리카(19.5%)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16.6%)
을 차지했다.

표 7-9. 한국의 지역별 ICT ODA 지원 현황(2015~19년, 건수 기준)
(단위: 건,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2015~19)

아시아

38
(35.5)

34
(29.8)

49
(34.5)

60
(33.3)

80
(32.0)

261
(32.9)

아프리카

20
(18.7)

23
(20.2)

27
(19.0)

33
(18.3)

52
(20.8)

155
(19.5)

중동 CIS

11
(10.3)

17
(14.9)

23
(16.2)

25
(13.9)

25
(10.0)

101
(12.7)

중남미

15
(14.0)

15
(13.2)

20
(14.1)

35
(19.4)

47
(18.8)

132
(16.6)

오세아니아

0
(0.0)

1
(0.9)

1
(0.7)

1
(0.6)

1
(0.4)

4
(0.5)

국제기구/NGO

7
(6.5)

7
(6.14)

7
(4.9)

0
(0.0)

15
(6.0)

36
(4.5)

그 외

16
(15.0)

17
(14.9)

15
(10.6)

26
(14.4)

30
(12.0)

104
(13.1)

합계

107

114

142

180

250

793

지역

자료: 유지수, 유성훈(2019), 재인용.

한국의 대중남미 ICT ODA를 연결, 활용, 법·제도, 디지털 혁신 등 4개 분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295) 그 결과 먼저 2015~19년 기간 건수 기준으로는 시
295) 여기서 연결(connectivity)은 시스템 인프라(구축, 건립, 개선, 확장, 자동화, 정보화, 고도화, 선진
화 등)와 같은 하드웨어 및 정보체계 중심에 해당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활용(use)은 역량 강화 및 인
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학교 및 교육센터 설립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인프라 지원과
트레이닝 과정 운영,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장학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인력양성사업이 이에 해당한
다. 법과 제도(law and regulation)는 정책자문, KSP,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지원 등 개발 컨설팅
사업을 통한 역량 강화, 협력센터 운영을 통한 정책 협의 등과 같은 정책 및 제도 관련 사업들을 포함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은 융합, 창업, 인큐베이팅, 테크노파크 등과 같
은 디지털 경제 관련 사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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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인프라 및 정보체계 구축 등 연결 분야가 51.2%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점했다. 그 밖에 활용 분야가 26.4%, 법과 제도 분야가 15.2%, 디지털 혁신 분
야가 4%를 기록했다.

표 7-10. 한국의 대중남미 ICT ODA 현황(건수 기준)
(단위: 건, %)

연도

연결

활용

법·제도

디지털 혁신

합계

2015

9

3

2

0

14

2016

8

3

1

1

13

2017

14

5

0

0

19

2018

16

12

6

4

38

2019

17

10

10

4

41

합계(2015~19)

64

33

19

5

125

비중

51.2

26.4

15.2

4

100

자료: 한국조달연구원(2020).

같은 기간 금액 기준으로도 ICT 연결이 7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ICT 활용이 11.9%, 디지털 혁신이 8.2%, 법·제도가 6.6%를 차지했
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중남미 디지털 개발협력은 분야별로 ICT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1. 한국의 대중남미 ICT ODA 현황(금액 기준)
(단위: 억 원, %)

연도

연결

활용

법·제도

디지털 혁신

합계

2015
2016

74.4

41

9

0

124.4

93.9

7.8

8

5

114.7

2017

88.2

24.7

0

0

112.9

2018

306.4

22.7

21.3

67.7

418.1

2019

198.1

27

30.3

12.3

267.7

합계(2015~19)

761

123.2

68.6

85

1037.8

비중

73.3

11.9

6.6

8.2

100.0

자료: 한국조달연구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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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분야별 디지털 협력 현황
1) 정례 ICT 포럼 개최
한국과 중남미 ICT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
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위급 정례포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해 한국은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과 중남미의 호혜적 협력 강화
를 위해 2013년 10월 서울에서 제1차 장관포럼을 개최하고 2년마다 장관급
정례포럼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제2차 포럼은 2015년 9월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Punta Cana)에서, 제3차 포럼은 2017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장관포럼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ICT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채널로 유용성이 높았다. 장관포럼의 구체적 성과 중 하나는 ‘중남미
ICT 교육센터(CEABAD)’이다. 우리나라와 IDB의 지원으로 2014년에 니카라
과에 구축된 CEABAD는 ICT 전문가 교육과 사이버 보안 지식 전파 등 중남미
의 ICT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글상자 7-1. 중남미 ICT 교육센터(CEABAD) 개요
목적: 중미 지역 공무원 ICT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요 활동: 연간 ICT 관련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운영 재원: [한국] 3년간 매년 30만 달러, 총 90만 달러(2014~17)
[IDB] 3년간 매년 50만 달러, 총 150만 달러(2014~17)

우리 정부는 1차, 2차 장관포럼이 한·중남미 간의 브로드밴드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3차 포럼에서는 디지털이 가져오는 변화와 새로운 미래
를 협의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년마다 개최되는 정례포럼을 목
표로 했던 ICT 장관포럼은 2017년 3차 포럼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278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글상자 7-2. 제3차 한·중남미 ICT 장관회의 선언문(부산 선언문)
2017년 9월 24일 부산에 모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이하 LAC 지역) 국가와 한국의 정부 및 규
제기관 대표들은:
1. 2013년 제1차 한-중남미 장관포럼과 서울 선언문 및 2015년 제2차 한-중남미 장관포럼이 브로
드밴드 협력의 전환점으로서, 상호 공동의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함께 나아갈 효과적 플랫폼이 되
었음을 인식
2. 이러한 토대에 기초해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변혁의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경제발전이
라는 목표를 향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시점이라는 점에 동의
3. 디지털 경제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존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을 통해 산업효율성 증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커다란 기회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사이버 공격 등의 도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
4.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성에 기반한 디지털 인
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
5.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함
- 디지털 인프라의 개발과 이용자 접근 및 활용에 관한 LAC 지역 국가의 모범사례 공유
-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지능정보(AI), 블록체인 등 LAC 지역의 기술적·정책적 관심 분야에 대
한 경험 공유
- 디지털 경제와 연관된 규제에 대한 경험 공유
- 장관포럼 및 IDB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정책자문,
초청연수) 등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9. 25), 보도자료.

2) 사이버 보안
현재 중남미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사이버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어 사이버 보안 취약도가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듯 중남미 지역
이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이유는 사이버보안정책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낮은
관심, 사이버보안과 범죄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전문기관 부족, 기업과 국민들
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투자와 인식 개선 미흡 등에 기인한다.296)
중남미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국 정보보호기업의 중
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
296) 김도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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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5년 11월 KISA는 코스타리
카 과학기술부와 사이버보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2017년에는 중
미경제통합은행(CABEI) 코스타리카 사무소 내에 ‘중남미 정보보호 협력사무
소’를 개설해 매년 코스타리카, 페루, 칠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각
국 정부와 공공기관 실무자를 연 1회 초청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중남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을 연 1회 국내로 초청
하여 사이버 보안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KISA는 코스타리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과 함께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 역량 강화 세미나’ 및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제5차 지역포럼’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서 개최했다.297) 특히 2020년에는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코스
타리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과 사이버 보안 및
코로나 대응 ICT 협력 웨비나를 개최했다.
민간 대학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 협력도 눈에 띈다. 서울과학기술대는
2020년 2월 교육부의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의 일환으로 페루 국립공과대에
사이버보안학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교육(직업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담당하
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학기술대는 학부 신입생 50명 및 교강사 15명
규모의 5년제 학과 개설 및 공학 인증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의 사
이버 보안 관련 학과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 및 강
의 교재 개발을 돕고, 대학의 우수 교수진을 현지에 파견하여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298)

297) GCCD(Global Cybersecurity Center for Development)는 2015년 6월 KISA 주도로 설립된 정
보보호 역량강화전담기구로, 개발도상국에 사이버 보안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편
CAMP(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는 KISA가 운영하는 사이버 보안 국제협의
체로 현재 43개국, 57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98) ｢서울과기대, 페루서 사이버보안학과 신설-지역사회 교육 담당｣(2020. 2.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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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전자) 정부
한국은 OECD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정부 평가(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1위를 차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와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정
부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은 협력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각 100만 달
러 규모의 현금 혹은 현물)하여 3년간 운영한다. 운영 기간 동안 한국의 디지털
정부 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 및 수행하고, 협력국 중앙
정부, 지방정부, 공동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부 정책 및 기술자문을 수행
하며, 현지·초청 연수, 포럼 및 세미나 등 인력교류 사업 등을 추진한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페루와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20년 4월에 행정안전부는 페루 정부와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
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페루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을 기획하
는 등 디지털 정부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페루의 수도 리마에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
치·운영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가 협력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페루 정부의 디지털 정부 정책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와 시범사업 실시 등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2020년
에는 페루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정부 전략 수립,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상호운
용성 확보방안 연구, 페루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페루에 이어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파라과이와 디지털정부협력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2021년 9월에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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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디지털정부협력센터가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파견할 전문가의 과업은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 정부 정책과 기
술에 대한 자문 제공,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이다. 그 외 공동연
구, 인적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규모는 100만 달러이다.
파라과이는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 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
소’299)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우리 정부는 협력센터를 통해 파라과이 정부의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 위성
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상자 7-3. 한국의 디지털 협력센터 운영 현황
□ 협력센터 개요
ㅇ (정의) 중요 협력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디지털 정부 관련 정책연구, 타당성조사, 시범사업, 공
무원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는 현지 사무소
ㅇ (목적) ① 협력국가 디지털 정부 발전 ② 유무상 원조사업 등 협력사업 발굴 ③ 우리나라 기업 진
출 기회 확대 및 진출 지원
ㅇ (설립절차) 양국간 합의 → 양해각서 체결 → 인력 파견 → 사업 추진
ㅇ (운영방식) 운영기간은 기본 3년, 우리나라는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협력국은 사무공간·집기 등
현물 제공
※ 협력사업비(총 100만 달러 = 1·2년차 33만 달러 + 3년차 34만 달러)
□ 협력센터 운영 내역(2003~2021. 8)
협력국가

운영기관

설치 위치

운영기간

인력구성

비고

멕시코

정통부(한),
통신교통부(멕)

INFOTEC
(현지 IT기업)

’03. 10~’06. 11
(3년)

한국 1인,
현지 12인

IT협력센터

칠레

정통부(한),
경제부(칠)

칠레
국립대학교

’04. 4~’06. 9
(2년 6개월)

한국 1인,
현지 4인

IT협력센터

터키

행안부(한),
교통통신부(터)

TURKSAT
(국영통신사)

’07. 3~’09. 12
(2년 10개월)

한국 1인,
현지 5인

IT협력센터

299) 파라과이 정부혁신연구소(GobLab, Labratorio de Goberino Paraguay)는 정보통신 분야 신기
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추진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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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3. 계속

협력국가

운영기관

설치 위치

운영기간

인력구성

비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행안부(한),
통신부(남아공)

통신부 청사

’08. 10~’10. 12
(2년 3개월)

한국 1인,
현지 5인

IT협력센터

불가리아

행안부(한),
교통통신부(불)

소피아 대학교

’10. 10~’12. 12
(2년 3개월)

한국 1인,
현지 3인

IT협력센터

베트남

행안부(한),
정보통신부(베)

정보통신부
청사

’11. 6~’13. 6
(2년 1개월)

한국 1인,
현지 3인

IT협력센터

’13. 2~’15. 12
(2년 10개월)

한국 1인,
현지 1인

전자정부협력센터

우즈베키스탄

행자부(한)
정보기술통신
정보기술통신발전부(우) 발전부 청사

인도네시아

행자부(한),
행정개혁부(인)

행정개혁부
청사

’16. 3~’19. 12
(3년 10개월)

한국 1인,
현지 2인

전자정부협력센터
※ 협력국 요청으로
1년 연장

페루

행안부(한),
총리실(페)

총리실 청사

’17. 6~’19. 12
(2년 7개월)

한국 1인,
현지 2인

전자정부협력센터

케냐

행안부(한),
정보통신기술부(케)

정보통신
기술부 청사

’17. 9~’19. 12
(2년 4개월)

한국 1인,
현지 2인

전자정부협력센터

세르비아

행안부(한),
총리실(세)

총리실
청사

’20. 9~’22. 12
(2년 4개월)

한국 1인,
현지 1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튀니지

행안부(한),
총리실(튀)

총리실
청사

’20. 11~’22. 12
(2년 2개월)

한국 1인,
현지 2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20. 12~’22. 12
(2년 1개월)

한국 1인,
현지 2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우즈베키스탄

행안부(한),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개발부(우) 개발부 청사

페루

행안부(한),
총리실(페)

총리실
청사

’21. 4~’23. 12
(2년 9개월)

한국 1인,
현지 2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인도네시아

행안부(한),
행정개혁부(인)

행정개혁부
청사

’21. 5~’23. 12
(2년 8개월)

한국 1인,
현지 2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캄보디아

행안부(한),
우정통신부(캄)

우정통신부
청사

’21. 7~’23. 12
(2년 6개월)

한국 1인,
현지 2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자료: 행정안전부(2021. 9. 2),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보도자료.

다음으로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중남미 전
자정부 네트워크인 Red Gealc에 매년 참석해 디지털 정부의 경험과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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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9년 5월 19일~25일 동안 외교부·행정
안전부·통계청·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사절단을 과테말라 및 칠레에 파견하여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 현황 공유를 위
한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별 담당기관과 협력방안을 논의
했다. 또한 우리 행정안전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하여 중남미 고위급
대상 전자정부 전문교육 과정(2018. 6. 18~6. 22)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밖에
멕시코와는 2015년 10월 27일 한·멕시코 전자정부 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멕시코가 관심을 보인 사이버 보안, 치안 시스템 등의 분야
에서 협력관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4) 보건의료(디지털 헬스케어)
한·중남미 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이 비교적 활발하다. 먼저
중남미 국가와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
원(KIAT)이 2016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브라질 정부와 협약을 통해 추
진한 아마존 스마트보건선(船) 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300)
스마트보건선은 120톤급(승선 인원 약 80명)으로 브라질 아마조나스
(Amazonas)주 아마존강 유역 마나카푸루(Manacapuru)시 주변을 항해하며
의료서비스를 수행한다. 스마트보건선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는 개발비 약 25억
원(정부 18억 원, 기업 7억 원)을 투자했고 브라질 정부는 의료선을 지원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ICT와 의료기기 및 전산장비를 브라질 측(아마조나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건선에 탑재해 ‘이동형 통합 의료서비스 지원 시스템’
을 갖춘 스마트보건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를 통
해 우리나라는 ‘한국형 의료 IT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00) ｢대한민국 의료 ICT 융합한 '스마트보건선' 아마존강 유역에서 출항길에 올랐다｣(2020. 2. 14),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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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협력 사례로는 페루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들 수 있
다. 우리나라는 2015년 4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페루와
MOU를 체결했다. 그 협약에 기초해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디지
털 헬스케어 기업 및 의료기관이 리마에 모자보건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했
다. 2017년에는 아마존 지역인 로레토(Loreto)주에서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
축했으며, 2019년에는 산악지대인 후닌(Junín)주에서 통합원격판독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들 시스템은 성공적인 시범운영 이후 각 지역 정부(주립병원)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오지 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세 번째로 칠레와의 원격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도 대표적이다. 칠레와의
협력은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칠레 원격의료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칠레 보건부와의 논
의를 통해 칠레의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 칠레의 1차 의료기관(공공)을 통한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재
택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이 방안
에 근거해 일차적으로 2017년 칠레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
범사업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의료기관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되었다.
볼리비아에서의 디지털 병원 건립301)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한국디
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KOHEA)은 2016년 3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
아 몬테로 200 병상급 종합병원 신축 턴키 프로젝트’의 본 계약을 체결했다.
KOHEA는 암펠로스엔터프라이즈 및 멕시코 프로데멕스사와 공동 컨소시엄으
로 사업에 참여했다. 한국은 의료기기, 의료 IT 시스템, 그리고 의료인력 교육
훈련 분야를 담당하고, 멕시코 프로데멕스사는 시공 분야와 병원 가구류 공급
을 전담했다. 동 프로젝트는 단순 의료기기 수출이 아닌 병원 설계부터 의료장
301) ｢KOHEA, 볼리비아 디지털병원 건립 840억 계약｣(2016. 3.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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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공급, 의료 ICT 시스템 설치 및 의료진 교육훈련 분야까지 포함한 최초의 디
지털 병원 공급 사례로 꼽힌다.
콜롬비아302)에서는 2009년 10월 인피니트헬스케어303)가 콜롬비아 시장점
유율 1위 보험그룹 산하 살루드 쿱 이피에스(Salud Coop EPS)가 주관한 디지
털 병원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여러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사업자로 선정
된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인피니트 PACS304)의 중남미 주사용 언어인 스페인어
지원기능, 콜롬비아병원 자체개발 병원정보시스템인 He-On Solution과의
뛰어난 연동성, 고객의 요청에 대한 빠른 서비스 제공력 등이 입찰 평가에서 우
위를 점했다.
그 밖에 한·멕시코 간에는 e-Health 전문가와 정보 교류, 국제회의 개최,
e-Health 운영, 관리, 기술 사용 등에 관한 경험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CT 기반 건강기술협력 약정(2016. 4. 4)305)이 체결되었다.

5) 교육
한·중남미 간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은 이러닝(e-Learning) 분야에 집중되
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이러닝 산업의 해외진출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진흥위원회가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제3차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
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2017-2019)｣을 마련한 이후 본격화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동남아 및 중남미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G2G 사업,
교육 ODA 연계사업을 활용하여 이러닝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이러닝 기관과 함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글
로벌 G2G 시범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의 이러닝
302) ｢인피니트헬스케어, 콜롬비아서 기술력 인정｣(2009. 10.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9).
303) 대한민국 기반 의료 IT 개발 회사.
304) PACS는 X-ray나 CT, MRI 등으로 촬영한 모든 방사선 검사 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 촬영과
동시에 대용량 기억장치에 저장시켜 판독 전문의가 모니터를 통해 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이다.
305) 경제외교 활용포털(2016. 4.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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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러닝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수출상담회
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중남미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교육 프로젝트
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이러닝 시스템 도입 수요도 커서 협력 가능성이 큰 지역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
인 성과는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중남미 국가와의 이러닝 분야 무상협력은 KOICA를 중심으로 추진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KOICA는 2018년부터 엘살바도르 고등교육 이러닝 역량
강화사업(8억 9,700만 원 규모)을 통해 엘살바도르기술대학(UTEC) 및 엘살바
도르국립대학(UES)에 이러닝 기술을 전수해오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울
사이버대학교와 공동으로 교직원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연수,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이러닝 콘텐츠용 기자재 확충, 이러닝 정책 역량 강화 컨
설팅 등이었다. 2021년 2월에는 엘살바도르기술대학(UTEC)에 이러닝 콘텐
츠 개발을 위한 멀티미디어 스튜디오와 강의실을 기증했다.
교육부도 이러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니카라과 등에 이러닝
을 위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첨단 ICT
활용 시범 교실(교육부 ODA 사업)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에 페루 리마에,
2019년에는 과테말라에 첨단 ICT 활용 시범 교실을 개소했다.306)

6)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구축은 국가 인프라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커서 해외
진출 성공 시 그 이득이 큰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단위 규모가 커서 개별
기업만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큰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의 경우 국가 주도 프로젝트 진행이 대부분이어서 현지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306)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개소식 참석｣(2016. 10. 7);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개소식 개최 지원｣(2019.
10. 29),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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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인
식한 우리 정부는 국내 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조성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스마
트시티 수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도시개
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솔루션형 사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주
도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를 출범시켰다.
‘K-City Network’의 사업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규모 도시
개발형 사업의 경우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동 계획에 기초한 신도시 또는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사업이다. 다음으로 중소
규모의 스마트솔루션형 사업은 행정, 교통, 에너지, 환경, 치안,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의 구축·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7-12. K-City Network의 사업 유형 구분
도시개발형 사업
개념
예시
지원 한도

스마트솔루션형 사업

스마트 신도시·단지 등 계획 수립, 개발, 교통체증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
건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시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수립
사업당 10억 원 내

마트솔루션 구축사업
배수처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교통카드시스템 타당성 조사
사업당 5억 원 내

자료: 최희정(2020),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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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사업추진체계

자료: 국토교통부(2021a. 2. 17),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 보도자료.

우리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국제 공모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각각 12건
과 11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공모 접수 결과,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남미 국가
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1차 공모 접수307)에서는 중남미
4개국에서 총 9건(전체의 11.25%)이 접수된 데 이어 2차 공모 접수에서는 19
건(17.1%)이 접수되었다.
1차와 2차 공모 결과, 중남미에서는 총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형 사업은 4~6억 원,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2~3억 원, 솔
루션형 해외실증 사업은 4~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표 7-13. 2020년과 2021년 K-City Network 공모사업 결과
사업명

사업 구분

주요 사업내용
페루 정부는 2019년 한국의 팀코리아가 수주한 친
체로 신공항 PMO 사업(’19~’24)에 이어 기존 공항

2020

페루 쿠스코 공항부지

스마트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

도시개발형

이 위치한 쿠스코 지역에도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 수립을 요청. 쿠스코는 마추픽추와 가까운 곳
에 위치한 페루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음. 향후 인구밀집, 교통체증에 대비한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임.

307) 1차 공모 접수 결과,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48.75%),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
(33.75%), 중남미 지역은 4개국에서 9건(11.25%)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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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계속
사업명

사업 구분

주요 사업내용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콜롬비아 보고타 고속도로

스마트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 이번 사업은 한국이 지원한

교통관제센터 MP

솔루션형

국가 ITS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고속도로 내 ITS 시
스템을 통합·연계하는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
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임.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지방정부 사업으로, 폐기물 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2021 폐기물-에너지 연계 솔루션
계획 수립

솔루션
계획수립

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화
솔루션 계획의 수립을 지원. 산타크루즈는 2015년
부터 한국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형 신도
시 수출 1호임.

자료: 국토교통부(2020. 4. 20), ｢한국형 스마트시티 국제공모 12건 선정｣, 보도자료; 국토교통부(2021b. 6. 23),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합니다｣, 보도자료.

2020년 공모에서 선정된 ‘페루 쿠스코 공항부지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사업
은 페루 정부가 2019년 한국의 팀코리아가 수주한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
(2019~24년)에 이어 기존 공항이 위치한 쿠스코 지역에도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수립을 요청하여 추진된 경우이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
해 2020년 10월 LH는 페루 쿠스코(Cuzco)시와 쿠스코 아스테테(Astete) 국
제공항부지 스마트시티 개발과 쿠스코시 개발사업 전반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
약(MOU)을 체결했다. 쿠스코시는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인 아스테
테 국제공항이 2025년 인근 친체로 신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공항부지에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쿠스코
아스테테 국제공항 부지에 대한 스마트시티 개발, 쿠스코시 개발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21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폐기물-에너지
연계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지방정부에서 신청한 사업
으로, 산타크루즈주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폐기물 처리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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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화 솔루션 계획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산타크루즈는 한국형 중남미 신도시 수출 1호 사례로 2015년부터 한국과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총 사업비 3조 5,000억 원에 달하
는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볼리비아 제1의 경제도시인 산타크루즈 인근에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56㎢, 35만 명 거주 계획)로 건설 중이다. 볼리비아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미
래형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그간 LH가 2014년
부터 도시개발의 노하우를 갖춘 자문위원(4명)을 파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
다. 또한 우리 기업은 이미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실시 설계 등 약 1,149만 달
러 규모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산타크루즈 신도시 건설에 참여해왔다.

글상자 7-4.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
면적: 5,570ha 총면적 분당 약 3배
계획인구: 35만 명(계획세대 수 10만 세대)
사업비: 32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
사업기간: 2014~35년(3단계 개발)
시행사: GEL308)
자료: 국토교통부(2017. 3. 9),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에 ‘한국로(路)’ 생긴다｣, 보도자료.

이 밖에 우리 정부(행정안전부)는 2019년 7월 페루 내무부와 안전 분야 스
마트시티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형 스마트시
티’의 페루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페루 수도 리
마의 행정구역인 수르코(Santiago de Surco)를 포함한 4자 간에 맺어진 협약
에 기초해 페루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을 적용해
수르코 지역 CCTV 통합관제센터(1,500만 달러 규모)를 구축하였다.309) 기존
308) GEL(Grupo Empresarial Lafuente)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를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볼리비아 내
22개 도시와 산단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1995년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약 1,9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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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특정
지역의 집중 관제는 물론 차량의 흐름 및 범죄를 신속히 인식해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7) 정보접근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2002년부터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화 교육 개선을 위한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
로 정보접근센터(IAC: Information Access Center)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
다. 2021년 현재 전 세계 49개국에 60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도국 정보접
근센터 사업은 개도국 공공기관, 정부부처, 국립대학 등에 최신 ICT 설비를 갖
춘 센터를 구축하여 개도국 국민이 신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센터는
약 330㎡의 공간에 ICT 콤플렉스룸, ICT 교육실, 세미나실, 콘텐츠 제작실 등
을 갖추고 있다.
IAC는 ICT 접근성 강화형, ICT 역량강화형, 비즈니스형 등 파트너 국가의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 모델로 구축된다. 세계 각국에 구축된 IAC는 해당 지
역의 ICT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기술, 프로그래
밍 및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 교육과 같은 다양한 ICT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
다. 구축 이후 인력·재원 등의 센터 운영은 개도국에서 담당하고, NIA는 ICT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 및 ICT 관련 자문을 담당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2008년 과테말라를 시발로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파나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
도르 등 11개국에 14개 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309) ｢‘스마트시티’ 페루 진출 가시화…행안부, 페루 내무부와 MOU｣(2019. 7.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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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대중남미 정보접근센터 구축 현황
구분

국가

도시

현지기관

개소 일자

1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산카를로스 대학

2008. 6. 19

2

파라과이

아순시온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2009. 11. 26

3

페루

리마

페루 국립영재학교

2010. 3. 17

4

볼리비아

라파즈

볼리비아 문화부

2010. 10. 25

5

파나마

파나마시티

파나마 지식의 도시

2012. 9. 24

6

콜롬비아

보고타

가톨릭 대학교

2012. 11. 23

7

도미니카(공)

산토도밍고

공공행정부

2013. 12. 2

8

코스타리카

산호세

국립기술대학교

2014. 11. 19

9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국립교육대학교

2014. 12. 31

10

니카라과

마나과

아리엘 달스 지역센터

2015. 12. 2

11

파라과이

아순시온

정보통신기술청

2017. 12. 31

12

페루

아레키파

마리오 바가스 도서관

2017. 12. 31

13

엘살바도르

사카테콜루카

중남미기술훈련원(MEGATEC)

2018. 12.19

14

콜롬비아

부카라망가

가브리엘 터베이 도서관

2019. 11. 15

자료: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9).

특히 중남미 정보접근센터는 중남미 국가들이 코로나19를 신속히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310) 먼저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는 3D 프린터
를 이용한 마스크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 센터는 아순
시온 국립대학과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한 의료진용 안면마스크를 제작해
파라과이 병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한편 코스타리카 정보접근센터는 코스타리카 국립기술대학의 원격강의를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스타리카에 전국적 자택격리령과 대학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코스타리카 정보접근센터는 코스타리카 국립기술대학과 협업
을 통해 원격강의 전환을 지원했다. 동 센터는 원격강의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남미 코로나19 극복 기여｣(2020. 4.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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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명 이상의 국립기술대학 학생들
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8) IT협력센터 운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03년부터 우리나라 중점협력국과 ICT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과제 수행, 컨설팅 등의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사
회 발전 및 이익 증진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T
협력센터는 협력대상국들과 공동 협력과제 수행, 컨설팅 제공, 역량 강화를 위
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
내 ICT 기업의 유사 사업 수행실적 확보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국과 3년간 100만 달러를 출연하여 협력활동을 수
행한다. 2020년부터 IT협력센터는 IT협력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2개국과 IT협력센
터를 운영하였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2003~06년), 칠레(2004~06
년), 콜롬비아(2014~16년), 브라질(2017~19년) 등 4개국과 IT협력센터를 운
영한 바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최근 센터를 운영한 브라질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브라질의 과학기술혁신통신부(MCTIC)는 IT
협력센터 구축에 대한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2016년 NIA와 브라질 협력
파트너인 INTEL311) 간에 운영협정을 맺었다. 이를 근거로 2016년 브라질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산타리타(Santa Rita)에 IT협력센터를 설립했다. 동 센
터를 통해 NIA는 브라질 현지에서 국내 ICT 기업과 5G, 사물인터넷(IoT), 인공
지능(AI)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였다.
311) 브라질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산타리타(Santa Rita)에 소재한 통신연구소로, 주요 활동은 통신 네
트워크 및 응용기술, 공공·민간 서비스 정보통신·기술개발 등의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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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5. 한·브라질 IT협력센터 수행 프로젝트
연도

프로젝트명

주요 ICT 기술

2017

IoT 기술시범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컨설팅

IoT(스마트홈)

2018

5G/LTE 네트워크를 활용한 IoT 실증환경 구축

IoT(스마트팜)

2019

5G·AI 스마트 캠퍼스 실증

AI 로봇

자료: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신산업 협력센터(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9) 한·중남미 스타트업 교류 현황
한·중남미 간 스타트업 교류는 부족한 편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액셀러레
이터들과 함께 진행하는 다양한 해외진출사업이 있으나, 미국·중국·동남아·유
럽에 비해 중남미와는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는 중장기적인 스타트업 지
원사업은 아직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남미와의 스타트업 관련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9년 10월 서
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LAC-Korea Business Summit)
행사부터이다. 이때 IDB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피치데이(Startup Pitch-Day)312)
를 담당한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본투글로벌센터’313)이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중남미의 시리즈(Series) A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기반
스타트업 15개 업체가 참가하는 피치데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한·중남미 디지털 협
력포럼(3월 17~18일)’과 연계하여, 협회의 두 번째 스타트업 관련 행사로 ‘코
로나19 시대의 스마트 시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기업 소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전기 스쿠터 솔루션,
VR/XR을 활용한 상거래 플랫폼이 소개되었다.

312) 피치데이란 투자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기술 및 비즈니스 전략 발표회를 의미한다.
313) 동 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지원과 감독
을 받는 기관이며, 본투글로벌센터는 협회 내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 지원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담당
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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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남미 간 스타트업 협력은 IDB를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다. 민간기업 지원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고, 코로나19로 인
한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IDB는 역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 한층 더 박차
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인 다자간투자기금(MIF: Multilateral Investment
Facility)을 IDB Lab으로 개편하여,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2019년 Korea-LAC 행사를 기점으로 IDB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스타트업 협력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판교의 공공 액셀러
레이터인 ‘본투글로벌센터’는 2020년 9월부터 미주개발은행 IDB Lab과 협력
하여 중남미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국내 혁신기술기업과의 매칭을 돕는 한·
중남미 딥테크 교류 프로그램(LAC-Korea Deep Tech Exchange Program)
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인트벤처형 해외진출사업의 하나로 한·중남미 스타
트업 온라인 미팅을 통해 매칭된 조인트벤처 후보 기업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
고, IDB Lab에서 승인받으면 조인트벤처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5개의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는데, 아르헨티
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기반 스타트업과 국내혁신기술 기업 각 5개
사로서 어드밴스(콜롬비아)-샤플앤컴퍼니(한국), 아반까르고(아르헨티나)-코
코넛사일로(한국), 프록시미티(페루)-버넥트(한국), 마에스트릭(멕시코)-뤼이
드(한국), 윌더월드(칠레)-닷(한국) 등이다(그림 7-2 참고).314)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출장 및 대면 미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14) 샤플앤컴퍼니-어드밴스(콜롬비아)는 샤플앤컴퍼니의 리테일 매장의 직원 업무 관리 솔루션과 어드
밴스의 직원 재정 교육 솔루션을 통합한 신규 솔루션을 콜롬비아 현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개발한
다. 아반까르고-코코넛사일로(아르헨티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화물 운전자를 위한
물류 운송 플랫폼 솔루션을 통합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도모한다. 버넥트-프록시미티(페루)는
양 사의 SaaS 기반 작업장(건설·산업 현장)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 VR 안전교
육과 AR 유지 보수 솔루션을 통합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뤼이드-마에스트릭(멕시코)
은 마에스트릭의 온라인 영어학습 플랫폼에 뤼이드의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결합해 AI 진단을 통한
개인화한 영어학습 코스를 제공하는 신규 앱 개발을 진행한다. 닷-윌더월드(칠레)는 닷의 시각장애
인을 위한 웨어러블 점자 스마트워치 솔루션에 윌더월드의 접근성 매핑 시스템을 융합하여 시각장애
자 셀프 여행 가이드 앱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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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본투글로벌센터는 2021년 3월까지 아르헨티나, 콜롬비
아,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등에 있는 협력 파트너사와 다수의 온라인 밋업을
진행했다. 총 32건의 후보사업 중 10건의 조인트 벤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으
며, 최종적으로 5건의 파트너십 승인이 완료됐다. 이들은 IDB Lab에서 각 12
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IDB Lab과 한·중남미 딥테
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형 해외진출은 전례
를 찾아보기 힘든 도전적 시도로서 앞으로의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림 7-3. 한국과 중남미 5개국 조인트벤처 추진 기업 현황(2021년)

자료: 본투글로벌센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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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이상에서 한·중남미 간 디지털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간 한·중남미 디지털 분야에서 협
력은 ICT 제품의 대중남미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중남미 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며 그 위상이 약화되는 모
양새이다. ICT 분야에 대한 기술수출은 물론 정보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모두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그 위상이 매우 미미하다. 또한 대중남미 디지털 분야에 대
한 개발협력(ODA)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둘째, 중남미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컨트
롤 타워가 부재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즉 각 기관 차원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각개약진식의 협력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 효과성도 부족하고 사업 간의 연
계성도 부재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다.
셋째, 협력사업의 지속성이 부재하다. 정권의 관심에 따라 사업이나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 추진되나 정권 변동 이후 관심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가 허다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한·중남미 장관급 ICT 포럼은 2년마다 개최
를 목표로 했으나 2017년 3차 포럼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넷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디지털 대국과의 협력 채
널이 미흡하다. 한국의 대중남미 디지털 협력사업은 대부분이 ODA 협력 대상
국에 집중되는 모양새이다. 중남미 IT 중점협력국과의 협력을 목표로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과 IT협력센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이마저도 2019년
브라질 사업을 마지막으로 종료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지역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일부 사업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협력이 양자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중남미 지역은 다른 지역
에 비해 동질적인 특징이 강한 데다 지역 차원의 통합체 역할이 활발한데, 이러
한 특징을 활용한 소지역 혹은 범지역 차원의 협력사업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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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가. 기본 방향
지금까지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남미에서는 코로
나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이미 중남미와 다
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남미 디지
털 전환 분야 진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남미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세
로 전환되는 등 한국과 중남미 간의 경제협력 활력이 낮아져 있다.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은 한국과 중남미의 경제협력 재활성
화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시대의 화두이자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
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국가별
격차도 매우 크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
라가 미비되어 있는 국가들에게는 디지털 전환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
이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들은 최첨단 디지털 신기술의 연구·개발(R&D)보다
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는 최첨
단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술협력 대상국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신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이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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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에 더 가깝다.
따라서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의 주요 정책과제는 현재 중남미의 디지
털 인프라 수준과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정책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을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
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또 다른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
중남미 국가들은 인구, 경제규모(GDP), 국민소득(1인당 GNI) 등에서 큰 차
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수준도 큰 격차를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을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으로 구분하고 차별
화된 진출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남미 국가 중 디지털 전환 성숙도가 앞선 편이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잠재력도 큰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3개국을 들 수 있다. 한편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 4개국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이다. 이들 7개국을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중점협력국으로 상정하고 우선 이
들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 중 앞의 3개국은 민간
주도, 뒤의 4개국은 정부 주도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협력국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여타 중남미 국가 중 디
지털 전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앞선 편인 국가(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나마,
코스타리카)와 그 외 국가(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을 고려할 수 있
다. 이들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앞의 4개국은 민간 주도, 뒤의
2개국은 정부 주도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00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와의 경협 잠재력이 크지는 않더라도 수원 태도가 양호한 국가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관련 한·중남미 협력사업의 대상국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상기한 국가들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 협력의 정책 수단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 중점협력
국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양국
의 민간기업 간 기술협력 중개 등의 간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 주
도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을 활용
하여 후속 민간협력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협력
국은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포럼, 지역개발금융기구(IDB, CAF, CABEI
등)와의 협력 프로그램 등 개별 국가보다 지역 차원의 협력 창구를 활용하여 협
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의 구분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중점협력 분야도 차
별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민간기업 주도의
중점협력국들과는 디지털 경제, 정부 주도의 중점협력국들과는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일반협력국들과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정부를 중점협
력 분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표 7-16 참고).

표 7-16.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중점협력국가와 분야 구분 예시
디지털 전환 중점협력 분야

민간
주도
중점
협력국

브라질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

(통신/인터넷)

(IT/스타트업)

(교육/보건)

(행정/보안)

○

●

멕시코

●

○

칠레

●

○

콜롬비아

○

◇

◆

정부

페루

○

◇

◆

주도

파라과이

◆

◇

◇

볼리비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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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6. 계속
디지털 전환 중점협력 분야

일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

(통신/인터넷)

(IT/스타트업)

(교육/보건)

(행정/보안)

아르헨티나

●

민간

우루과이

●

주도

파나마

●

코스타리카

●

협력국
정부

에콰도르

◆

주도

도미니카공

◆

주: ● 민간 주도 1순위 중점협력 분야, ○ 민간 주도 후순위 중점협력 분야, ◆ 정부 주도 1순위 중점협력 분야, ◇ 정부
주도 후순위 중점협력 분야.

2)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다양
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정부 주도의 개발협력사업 형태
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협력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도 장기적 비전과 전
략을 토대로 추진되기보다는 비연속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교부 주도의 한·중남미 IT 장관 포럼도 2017년 3차 포럼을 마
지막으로 중단되었고, 2021년에 개최된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도 단발성
행사이지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도로 추진되는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페루, 파라
과이), 정보접근센터(중남미 총 14개) 그리고 IT협력센터(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사업도 비교적 단기(1~3년)의 단발성 프로젝트이며,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
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보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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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마트시티 사업도 대부분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부처의 개발협력사업이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후속 투자사업으
로 연계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한·중남미 개발협력사업이 후속 민간투자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민간협
력사업도 지지부진한 원인으로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체계적인
협력사업 추진 방식을 꼽을 수 있다. 개발협력사업이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사업형성 단계부터 상대국 현황과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수행 단계에서도 현지 사정에 능통한 지역전문가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 역
할을 수행할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 중에서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업무
를 위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
절한 부처는 외교부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프라, 행안부는 디지
털 정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사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경제 부문에 특화되어 있고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
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산하 조직인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에 한·
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사무국의 역할은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장관 포럼의 실무조직으로서 격년
마다 정기 장관 포럼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후 차기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장
관 포럼에서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의 비전과 장기 전략 그리고 2년 단위
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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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관리할 사무국이 설립된다면,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
의 협력 프레임워크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부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1) 디지털 전환 분야의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지원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남미 경제협력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중
남미와의 경제협력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디지털 전환 분야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
남미 디지털 전환 분야의 시장기회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중남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향
후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가 재활성화될 여지는 매우 크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디지털 장치(하드웨어) 수출 위주의 전략으로는 대중
남미 수출과 투자 활성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중점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이 분야의 우리 기
업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재활성화를 위해서
는 기존의 전통적 산업 분야의 기업들보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
타트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
해하고 관련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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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발협력사업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협력의 정례화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 입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에 대한 이해관계자(공공, 기업, 학
계, 국제기구 등)를 중심으로 정규적인 소규모 온라인 행사를 매월 진행하여 서
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인지하고 관심 영역을 넓혀가면서 멤버십을 다지는
것이 대규모 행사를 가끔 진행하는 것보다 네트워크 효과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을 위해선 상호 소통을 통한 인간 중
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상호 간의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현황
을 파악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규범 관련 정기적인 협의 및 공동 연구와 세미나를 개최
하여 정부와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국가별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교
류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규범 관련 입장을 중남미 국가들이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규범315) 관련 한국의 입장과 중국, 유
럽의 입장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은 칠레가 포함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3) ODA를 활용한 협력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한·중남미 협력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우리나라의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사업이 대부분 비
체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후속 민간투자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

315)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디지털세, 서버 현지화 강제 금
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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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지 않다. 따라서 ODA 사업의 정책과제는 후속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연계
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발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전술
한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장관 포럼의 2개년 실행계획 수립 과정을 사업발굴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남미에 설치된 디지털 정부협력센터와
IT협력센터 그리고 월드프렌즈 NIPA 자문관을 중남미 국가들과의 상시적 소
통 및 협력창구이자 우리나라 ODA 사업에 대한 현지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것
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ODA의 중점협력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기 때문
에 ODA 사업을 기반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6~20년
의 한·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중점협
력 분야 중 하나로 산업이 지정되었고 ‘산업의 다양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
화’ 및 ‘과학기술혁신단지 운영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현재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 분야는 지역개발, 교통, 산업, 평화 등
이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ICT 및 디지털 협력사업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항만 인프라 디지털화 사업들이 한국의 경험과 기술적인 부문을
전수해줄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판단된다. 나아가 아직 4.5G 단계에 있는 콜
롬비아에서 앞으로 5G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브라질, 멕시코는 한국의 직접 수원대상국은 아니
지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적격국가목록(List of Aid Recipients)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사업개발 및 참여 가능성이
있고, 삼각협력(triangulation)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도 있
다.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특성상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은 효과
적인 협력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미 지역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메소아
메리카기구(Proyecto Mesoamerica)를 중심으로 콜롬비아 대통령실 국제협
력청이 자금을 지원하는 남남협력 프로그램이다.316) 실제 이 온라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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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은 니카라과 소재 중남미 ICT 교육센터(CEABAD)에서 담당하고 있
다.317)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도 매우 유망
한 협력 분야이다.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 분야
(인프라, 기술, 인력 등)에 대한 장기간 투자와 산학연 협력 그리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최근
의 디지털 뉴딜 정책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ODA 사업은 문제 해결 중심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의 핵심 문제로 부상한 이슈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보건 분야의 현
안들,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이나 에너지 문제 그리고 폐기물 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재양성에 있다. 특히 학교에
서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요한데, 중등교사 대상 디지털 교육,
ICT 특성화 대학 운영 등 한국의 경험은 중남미와의 유망한 협력 주제이다. 다
만 부처별·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간의 사업경험을 체계화
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318)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이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 솔루
션319)의 중남미 진출로 연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남미는 스페인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와의 디지털 교육 분야의 협력사업과 더불어 지
316) COOPERASÜR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0).
317) CEABAD 관계자 인터뷰(2021. 10. 29).
318) 위의 인터뷰.
319)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 클래스팅(www.clas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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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
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중남미 장학생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현재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체 중 중
남미 출신이면서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개발자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
이런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중남미 진출 시 큰 도움이 되는데,
이후 이들에 대한 한국 벤처캐피털의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보통 인력양성에
는 시간이 걸리지만, 중남미 이공계 학부 출신을 대학원 유학생으로 초청할 경
우 한국과 중남미 간의 ICT 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공공망 구축사업에 대한 진출 모색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 전환의 전제조건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통신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시장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 민영화 이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망
사업자로서 통신망을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 수요가 부족하거나 공급비용이 과
다한 지역에 대한 통신망 구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터넷 서비
스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는 국영기업의 설립을 통해 인터넷 연결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브라질도 룰라 정부 시기에 국영통신사업
자 텔레브라스(Telebras)를 통해 민간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회피 지역에 대한
국가 브로드밴드 구축사업(PNBL: Plano Nacional de Banda Larga)을 추
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여타 중남미 주요국들은 대부분 통신 민영화에 따라 민
간 통신회사들이 통신망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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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중
남미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 기업의 진출 여지는 매우
좁다.
한편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대부
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어서 민간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망보다 국가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와 연구소 등) 전용의 공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많다. 국가기관의 업무망(회선서비스망)을 인터넷망(IP
서비스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브라질의 국가교육연구망(RNP) 같은 경우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은 공적개발원조 수원
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공공망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태평양 횡단 해저 광케이블 구축사
업인 칠레의 훔볼트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KT서브마린만이 참여할 능력이 있
으나, 현재 KT가 KT서브마린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 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 통신사가 동 사업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참여하고 통신망을 한국까
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지방정부 간 협력 활성화
현재 중남미와의 협력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역
내 두 거대시장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 주 정부의 독립성이 강하
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국제교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혁
신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멕

제7장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309

시코의 할리스코주 또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등 중남미의 선도적인 주정부와
협력 채널 구축을 구상해볼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 집중되어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적절한 상대 지역과의 민간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 지자체가 중남미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2022년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를 계기로 한국과 중남미 지자체 간 협력 채널을 강화·구축하는 방안을 지금부
터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기업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1)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업 진출 강화
바야흐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데이터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
다. 온라인상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IT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
도하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IT 기업이 7개(애플, 마이크로소
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에 달한다. 이 중 글로벌 시가
총액 1위인 애플은 하드웨어인 아이폰 제조는 물론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음
악·동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마이크로소
프트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이자 세계 2위 클라우드 사업자이며, 아마
존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각 세계 최대 검색엔진과 세계 최대 SNS 업체로 주요 수익원은
광고이다.
이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IT 혁명 또는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비교적 단기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는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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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이 초래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
의 시대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드
웨어보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가 더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 기업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전략도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하드웨어 수
출과 해외직접투자 방식에서 디지털 신기술에 특화된 기술 스타트업과 영화,
음악, 웹툰,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기업
위주의 진출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출현하고 있고,
이들 스타트업의 상당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
발 및 공급업이나 온라인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앱) 개발업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전자결제 플랫폼(핀테
크) 등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과 소프트웨
어 업체 그리고 IT 서비스 업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중남미는 선진국을 제외한 개도국 경제권 중에서는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
털 전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진출 여지가 큰 것으
로 평가된다. 또한 중남미 경제가 최근 수년간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중
남미의 디지털 전환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중남미 디지털 콘텐츠 시장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5.3%인 1,106억
9,600만 달러이며, 2019~24년 동안 연평균 13.6% 성장하여 2024년에는
2,093억 5,2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320)
한편 중남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산보다 유통과 소비 분야
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스타트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디지털 유통 플
320) 남현숙(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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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인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중 하나인 핀테크 등이다. 이 밖에
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보건 분야의 기술 스
타트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
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정부 프로젝트도 꾸준히 발주되고 있다.
중남미의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신기술의 개발보다 기존의 공개된 디지털 신
기술의 활용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에서 앞선 우리나라의 딥
테크 스타트업들과 중남미 시장의 특성과 고객 니즈를 잘 아는 중남미 국가들
의 스타트업과의 조인트벤처 방식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남미 정부가 발주하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지능형 교통망 프로젝트
그리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나라 IT 서비스 기업의 진출 강화
도 필요하다. 그간의 전자정부 사업들이 주로 우리나라 ODA 자금을 활용한 중
남미 정부 발주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였다면, 앞으로는 상업성이 있어
서 장기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강
화하고, ODA 자금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IT 서비스 기업들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스타트업 간 공동창업 등 교류 확대
중남미 지역에 이미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고, 무수히 많은 스타
트업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많은 투자사가 중남미에 투자를 진
행하고 있으며, 일본이 민간투자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에서 50억 달러를 중남
미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보면, 중남미의 스타트업 시장 잠재성이 충
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에서 중남미와의 협력 역량은 그리 크지 않다. 한
국에서 IDB와의 펀드 조성과 운영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중남미
벤처캐피털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

312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술을 가진 국내 업체는 많으나, 이를 현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업체나 이를
지원할 액셀러레이터는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일회성 행사라 할지라도 두 지역
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다양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중남미 현지의 또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벤
처캐피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99%이고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민간경제의 가
장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
술을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KAIST 글로벌기술사업센터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소셜벤처에 대한 임팩트 투자와 중남미 스타트업 인바운드 사업 추진
중남미 스타트업들 중 경제사회 개발 효과성이 큰 사업을 영위하는 소셜벤
처에 대한 임팩트 투자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의 발굴과 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
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IDB나 CABEI에 가칭 ‘한국 소셜벤처펀드’와 같
은 신탁기금을 출연·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이 중남미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
가들과 협력해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관련 분야 혁신기술을 가진 국
내 스타트업들과의 기술 매칭을 통해 한·중남미 기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까지
이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투글로벌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 IDB 연계사
업이 아닌 전략적인 지역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추진전략이 될수 있다.321)
장기적으로는 중남미 혁신기술기업 대상 인바운드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연

321) 본투글로벌 관계자 인터뷰(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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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R&D) 및 사업개발 랩(Lab)에 입주시켜 협력형 연구개발(R&D) 및 사
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모델을 통
해 우리나라 혁신기술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뿐 아니라, 한·중남미 조인트벤처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322)

4) 전략적 투자보다는 재무적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
본 연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문을 제공했던 전문가 대부분은 한국 스타
트업의 중남미 진출(투자)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리즈 A규모(투자금 10억~30억
원)의 업체가 중남미 진출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고, 시리즈 B(50억~500억
원) 정도 되어야 중남미 시장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 현지 시장에 잘 맞을 경우이다. 동시에 일본의 소프트 뱅크가
50억 달러 투자를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우리도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의 낮은 글로벌 투자
역량이 당분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전략적 투자(SI)보
다는 현지의 유능한 파트너를 수배하여 재무적 투자(FI)에라도 관심을 갖는 것
이 필요하다.

라. 국가별 협력과제와 시사점
1) 브라질
가)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디지털 전환 시대 브라질의 높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브라질
간의 정부 간 협력은 매우 미미하다. 정례적인 협력 채널도 부재하며 기존의 유
322) 앞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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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협력 창구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
령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결성된 산업협력위원회는 2015년 6차 회의를 마지
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 과학기술협력의 핵심 창구인 과학
기술공동위원회도 2011년(서울)과 2014년(브라질리아) 두 차례 개최된 게 전
부이다.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디지털 협력사업도 대부분이 ODA 협력대상국
에 집중되는 모양새이다. 중남미 IT 중점협력국과의 협력을 목표로 브라질과
IT협력센터 사업이 운영되었으나 이마저도 2019년 종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한·브라질 간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공식적이며 정
례적인 협력 채널의 가동이 시급하다. 여기서 협력 채널 가동은 기존 채널의 재
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
화에 따른 양국의 협력수요에 맞추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양국 간 포괄적 디지털 분야 협력 창구로 범부처 및 민관 공동 참여 성격의 가
칭 ‘한·브라질 디지털협력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시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브라질과 체계적이며 실질적
인 협력을 위해서는 브라질 현지에서 협력사업을 발굴·개발해 수행할 ‘한·브라
질 디지털협력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브라질에서는 5G 상용화가 본격화되
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협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기회를 브라질과의 디지털 분야의 협력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ICT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브라질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7~19년 동안 브라질 현지에 한·브라질 IT협력센터를 설
립해 5G 관련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브라질이 본격적인 5G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협력사업 발굴과 개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IT협
력센터의 종료는 아쉬운 점이 크다. 따라서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체계
적으로 개발하고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수요를 매칭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디지털협력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한·브라질 디지털
협력센터는 한·MERCOSUR 간 무역협정(TA) 체결을 고려해 ‘한·MERCO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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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협력센터’로 확대 운영할 수도 있다.
셋째, 한국의 5G 기술 상용화의 경험을 브라질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사업
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제 막 5G 입찰을 마친 브라질은 5G 기술 활용과 상용화
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공유 채널인 KSP 사업을 통
해 한국의 앞선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브라질과 5G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주역인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
원해야 한다. 현재 한·브라질 간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Born2Global Centre)가 주도하는 매칭 사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한국과 브라질 스타트업 간의 높은 협력 잠재력을 고
려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 스타트업과 브라질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주선하는 주무기관인
Apex-Brasil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나) 기업 차원의 진출방안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 중 디지털 전환
성숙도가 가장 앞선 국가이다. 중남미 국가 중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도 양호
하며 5G 기술 도입도 가장 앞서고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과학기
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GDP의 1%를 상회하는 국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기업은 물론 스타
트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시대 브라질이 가진 막대한 잠재력을 선점하기 위해 중
국·일본·EU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 기업들은 이미 브라질 시장 진출을 서두르
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2014년 바이두의 진출을 시작으로 2015년 알리
바바, 2016년 ByteDance, 2018년 Didi, 2019년 Kwai, 2021년 Tencent
등이 속속 진출해 브라질의 유망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의 인수에 나서고

316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SBG)은 2019년 3월 중남미 테크기업에 대한 투
자를 위해 5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2021년 9월 30억 달러의 추가
펀드를 결성해 브라질 테크기업의 사냥에 나서고 있다. EU도 최근 브라질과 유
럽을 잇는 해저광케이블을 설치해 디지털 협력의 기반을 구축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시대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브라질 테
크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과 중남미 간에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본투글로
벌센터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양측 스타트업 간의 조인트벤처(JV) 성공 사례들
이 속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도 우선적으로 기업 인수, 조인트벤처,
지분참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포스
트코로나 이후 디지털 및 그린전환 시대를 맞아 브라질에서는 FinTech,
ClimateTech, AgTech, CleanTech, IndustryTech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은 R&D나 CSR 활동과 연계해 브라질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 중 삼성전자는 Samsung Ocean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
질에서 스타트업 개발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브라질 혁
신기업진흥협회(Anprotec) 및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을 통해 45개 이
상의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해오고 있다. 향후 브라질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높
은 발전 가능성과 전략적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 다른 우리 기업들도 스타트업
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 사업 추진 시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 및 브라질 정부 유관기관, IDB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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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5. 삼성전자의 브라질 스타트업 발굴·지원 현황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브라질에서 지역사회에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설립을 장려하는
Samsung Ocean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 현재까지 7만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시행했으며 3,000개 이상의 교육과정, 워크숍 및 이벤트를
개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인텐시브 #8(Intensive #8)’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웨어러블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업무공간 제공과 기술, 마케팅 및 비즈니스 지원 등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2015
년 4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브라질 혁신기업진흥협회(Anprotec)와 공동으로 브라질 청년 창업·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상호 협약(MOU)을 맺고 브라질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오
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삼성브라질연구소에서 브라질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
구·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5년간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
한다. 2020년에만 12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과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다. 2016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IoT(사물인터넷), 농업, 교육 및 건강 분야 등에서 활동하
는 45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했다.
자료: Oce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0).

2) 멕시코
가)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
AMLO 정부가 출범한 이후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
다. AMLO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화두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
소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 주도가 아
니라 국가(정부) 주도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국
가디지털전략의 최상위 목표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 보장(또는 디지털 격차 해소)이다.
따라서 AMLO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정책 기조는 민간투자 유치와 기업의
경쟁 유도가 아니라 국영기업의 설립을 통한 정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
로 바뀌었다. 디지털 전환 정책도 주로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 보장 달성에 집중
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전자정부 프로
젝트들이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고 판단하여 현 정부 들어서는 신규사업 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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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고, 주로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제도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디
지털 사회로의 전환 정책도 농촌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인터넷 보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위한 IT 기술의 활용 등을 추진하
고 있을 뿐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멕시코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에서 스타트업 창업 붐이
지속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원격교육과 원격의료
그리고 SNS 이용이 급증하는 등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 따라
서 멕시코와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고, 멕시코와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MLO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기조와 우선순위에 걸맞은 접근방식
이 요구된다.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는 2020년 1월부터 100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323)하였는바,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의 비용 분담 방안 등 세부적인 정책
경험을 멕시코와 공유하기 위한 KSP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5G 등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디지
털 경제 분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최
대의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수출과 투자 모두 1위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 분야인 디지털
전환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보다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
다. 멕시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집중되어 있으
나, 전자상거래·핀테크 등 유통 및 소비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
323)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2020. 1.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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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2위의 스타트업 시장일 뿐 아니라 디지털 교육
과 디지털 보건 분야에서 민간기업 주도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개발협력 대상국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협력사업
보다는 우리나라 기업과 멕시코 기업의 협력을 중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주
선 등 민간협력 지원을 주요 협력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기업 차원의 진출방안
멕시코는 GDP와 인구수 기준으로 중남미 2위의 국가일 뿐 아니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 내수시장 진출은 물론 미국시
장 우회진출의 거점 국가이다. 한편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타트업 등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 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기업 중
고성장 기업의 경우 멕시코의 시장을 미주 지역 적용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
용하고 미국시장 동반 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324) 한국의 많
은 혁신기술기업이 멕시코를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가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의 AI 기반 온라인교육 플랫폼이 중남미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지역 내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허브로 멕시코를 선정한 사
례도 있다.
둘째, 멕시코 스타트업과 우리나라 스타트업 간의 조인트벤처 투자 활성화
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 멕시코는 스타트업 기업 수 기준으로 브라질에 이어 중
남미 2위, 기업가치 기준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3위인 국
가이다. 멕시코는 실질적으로 스페인어권 중남미 국가 중 스타트업 창업과 투
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인바, 멕시코 스타트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과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의 멕시코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324) 본투글로벌 관계자 인터뷰(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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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멕시코의 디지털 역량 강화 부문에서 멕시코 진출 우리나라 민
간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멕
시코 통신교통부(SCT)의 교육센터(PMC)에서 가상현실과 웨어러블 콘텐츠 개
발 강좌를 지원한 바 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
강화인바, 멕시코의 디지털 인재 육성 지원은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물
론 우리 기업과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3) 콜롬비아
가)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콜롬비아는 디지털 인프라 수준에 비해 디지털 전환 성숙도가 높을 뿐만 아
니라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편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일 뿐만
아니라 GDP 기준 중남미 4위, 인구 기준 중남미 3위의 신흥국으로서 우리나
라와의 경협 잠재력도 큰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수출은
2011년 1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16년
한·콜롬비아 FTA가 발표된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201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와 콜롬비
아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 인상325)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이
5억 9,000만 달러로 급감했고 현지에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영업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326)

325) 콜롬비아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010년대 초반 약 1,800페소에서 2021년 11월 현재 약 3,800페소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326)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은 2011년 16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8억 1,000만 달러로 급감했고, 이후
FTA 효과 등으로 소폭 반등하여 2019년 1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
나 사태의 영향으로 다시 전년대비 48.1% 감소한 5억 9,000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2021년 1~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6.1% 증가한 7억 5,0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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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콜롬비아의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가장
유망한 분야는 미래의 성장 전망이 밝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
제는 한국과 중남미 기업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이며, 정책수단은 ODA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콜롬비아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정부의 협력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
획의 수립이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1962년 수교 이래 2011년에는 양국 관계
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특히 2021년 8월에는 양국 정상
이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
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유망 협
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 채널은 ODA 정책협
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를 ODA 중점협력
국으로 재지정했고, ｢2021-2025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지원
분야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정하
였는바, 양국간 ODA 정책협의를 통해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후보사업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전환 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은 디지털 정부 부문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 5G 등 콜롬비아의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이나 참
여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콜롬비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망이나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등을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
다. 디지털 정부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사업 발굴의 여지가 매우 큰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증소(notarias)
의 디지털화 사업이나 농수산품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
러한 분야의 후보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 사업화와 연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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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과 콜롬비아의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활용
해 중남미 제3국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콜롬
비아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디지
털 정부 선도국이다. 2020년 OECD가 실시한 여섯 개 부문의 디지털 정부 평
가에서 콜롬비아는 국민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부문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
다. 따라서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콜롬비아가 축적한 경험과 한국의 기술 및 노
하우를 접목해 이 분야에서 개발 수요가 많은 중미 국가들을 공동으로 지원하
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협력수요가 크므
로 이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사업 발굴도 유망할 것이다.

글상자 7-6.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중 디지털 전환 관련 내용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5. 양 정상은 2022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
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하
였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13.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
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
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체결된 디지털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창의산업,
창업생태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켜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나가기로 하였다.
자료: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2021. 8.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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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 차원의 진출방안
콜롬비아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여지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시장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5G 상용
화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기회
창출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G를 전제로 하는 사물인터
넷, 메타버스(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최첨단 디지
털 신기술 분야의 시장기회 창출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등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발전하
고 있고, 디지털 정부와 교육과 보건 등 디지털 사회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가
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스타트업과의 협력사업 발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 스타트업과의 협력사업 추진은 콜롬비아 스타트업 진흥기관인
INNPuls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INNPulsa의 한국 사무소 개소를 발표했다. 따라서 조
만간 개소될 INNPulsa의 한국 사무소를 협력사업 발굴의 통로로 활용하고, 한
국 스타트업과 콜롬비아 스타트업의 조인트벤처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벤처캐
피털의 투자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콜롬비아 간 혁신기술기업을 위
한 공동투자 펀드 설립이 본투글로벌-콜롬비아 INNPulsa 간 논의되고 있으
며,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 전환 기술투자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27)
마지막으로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5,000만 명에 이르고, 콜롬비아 국민들의
SNS 이용시간이 매우 길며, 인터넷 이용률과 접속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
고 있는바, 우리나라 응용 소프트웨어(앱)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기업들의 진

327) 본투글로벌 관계자 인터뷰(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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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여지가 매우 큰 시장이다. 콜롬비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콜롬비아 기업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
라 소프트웨어나 IT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기업도 콜롬비아 시장진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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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igital Transformation in Latin America
in Post COVID-19 Er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Yeongseok Kim, Jae-Sung Kwak, and Kisu Kwon

The digital revolution is heralding the advent of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emergence and adoption of new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5G is triggering significant changes in both
the economy and society. The newly coined term to describe these
changes is digital transformation. Meanwhile, during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we have witnessed a considerable part of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conducted in a non-face-to-face manner using the
internet. As a result, people’s acceptance of digital technology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In other words, the most noticeable change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s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ost-COVID-19 era, digital transformation in Latin
America is also expected to acceler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trends, and polici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Latin America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Chapter 2 outlin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post-COVID-19
era. First of all, we review various definitions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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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so briefly examine the seven vectors and policy frameworks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posed by the OECD. Then, we defined the
concept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is study as "the economic and
societal effects of digitization and digitalization." Subsequently, we
looked at the changes in business and society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digital
transformation. The most noticeable change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s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Chapter 3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in Latin America. First, we examined the digital infrastructure in
Latin America. It is insufficient, but there is a trend of improvement. The
cross-border and national networks in Latin America are relatively in
good condition, but the middle-mile and last-mile networks are
insufficient to deliver higher capacity. The digital accessibility in Latin
America is showing good progress, but the digital divide in the region
remains just as stark. The Internet usage rate in Latin America is 66.7%,
which is less than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86.7%) but is far above
the world average (51.4%) or the average of developing countries (44.4%).
Meanwhile, the wired and wireless broadband penetration rate in Latin
America is 12 and 72 per 100 people, respectively, slightly below the
world average (15.2 and 75). The wired and mobile internet speed is lower
than the world average, and internet fees are expensive compared to their
income levels.
Second, digital transformation in Latin America has been accelerating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digitalization of economies is faster in
the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than in the production sector.
By industry, the digitalization of the financial and ICT sectors in Latin
America is comparable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but the
digitalization of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s lagging. The
digitalization of the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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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ng rapidly since the COVID-19 crisis, and e-commerce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sectors. The startup activity in Latin America is
booming. The number of technology-based startups in Latin America
(also called Tecnolatinas) that raised more than $1 million of capital
reached 1,005. The number of unicorn companies with a corporate value
exceeding $1 billion increased to 28. The digitalization of society is also
progressing rapidly. Since the COVID-19 outbreak, 26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ways to provide education services through
various distance learning modalities. For example, 26 countries
implemented internet-based forms of learning. While education
processes have continued remotely, using digital or traditional means
(such as TV or radio), the effects of the digital gap have been amplified in
the case of rural and lower-income students, which have lower internet
access.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use and importance
of telehealth and telemedicine. Meanwhile, Latin Americans internet
users spend more time on social media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and this trend has been strengthened even more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atin American
governments has made notable progress. Most Latin American
governments are classified as higher-performers in the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or the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However, on
average, it takes 5.4 hours to complete a public transaction in Latin
America. Moreover, Mexico and Chile are the only Latin American
countries where more than half of government transactions can be
started and completed online. More efforts to offer web and mobile
access to public services should be made to make government services
more efficient. However,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classified as good
performers of open government data and e-participation policies.
Third,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their digital agendas. Digital
agendas prioritize or include ICT infrastructures such as 5G network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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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auctions already began in Latin America. The total investment
required to build 5G networks in Latin America is estimated to be $120.1
billion over the next seven years.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also have
their own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aligned with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e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ected to bring new
opportunities for the region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traps.
Chapter 4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Brazil. First, Brazil’s digital connectivity is evaluated as
the best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cross-border and national
networks are in good condition. Fiber optic coverage in Brazil has
increased to 82 percent. Digital accessibility falls short of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but it is classified as the highest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Brazil’s internet usage rate is 74%, far above the
world average (51.4%). The penetration rate of wired and mobile
broadband is 15.7 and 97.4 per 100 people, respectively, exceeding the
world average (15.2 and 75).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also evaluated as
the most advanced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is also making considerable progress.
Brazil’s digitalization of the production sector is considered outdistancing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According to McKinsey’s assessment,
Brazilian leader companies’ average digital maturity score is 66 points,
similar to the average score of global leader companies (67 points). The
digitalization of the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is also rapidly
developing. In particular, e-commerce is multiplying due to COVID-19,
which has achieved ten years of progress in only ten weeks. The startup
boom continues. Brazil is reviewed as a representative mecca of startups
among developing countries and Latin America. Between 2012 and 2020,
the number of startups in Brazil increased by more than five times, from
2,500 to 13,300.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ety is also prog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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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ly. The digitalization of the education sector is rapidly advancing.
when schools were closed after the COVID-19 crisis, 87% of educational
institutions provided remote education services. However, there are
digital gap problems, as 89% of middle and upper class (AB) students
participated in remote education, while only 71% of low-income (DE)
students could participate. The digitalization of the health sector is also
accelerating. After the COVID-19 incident, the Brazilian congress eased
the telemedicine regulations. As a result, 1.3 million telemedicine services
had been provided in 2020, and 2 million cases are estimated to be
delivered in 2021. Meanwhile, Brazil has some of the heaviest social
media consumption per capita on the planet. In Brazil, people use SNS
for private communication, but the usage for business purposes is also
increasing rapidly. The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government
is also evaluated to be world-leading. Brazil is the first country to
introduce an electronic voting system (1996), being the top country in the
digitalization of the government. Brazil ranked 16th overall in the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of 33 countries (29 member countries and four
non-member countries) in 2020, and 7 out of 10 Brazilian citizens are
using e-government services.
Third, Brazil i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ies to implement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Brazil is expected to start building 5G in earnest
from 2022, as it successfully closed bidding in the 5G spectrum auction in
November 2021. Furthermore,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approved
rules for a spectrum auction for 5G networks without restricting Huawei’s
involvement as an equipment supplier. However, Chinese equipment is
not permitted for constructing a federal government communication
network. Meanwhile, Brazil issued it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E-Digital) in 2018. The E-Digital strategy comprises two features:
constructing a digital transformation environment (enabler) and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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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analyzes Mexico’s digital transformation status and policies.
First, Mexico’s digital connectivity is generally in good condition. Unlike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Mexico’s cross-border network is mainly
built by terrestrial cables. Meanwhile, Mexico operates the world’s first
and only wholesale mobile network to increase mobile telecommunications
coverage.

Also,

the

Mexican

government

launched

the

‘CFE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for All’ project to expand the national
backbone network utilizing CFE’s fiber-optic network. As for internet
access, Mexico’s internet usage rate far exceeds the global average, bu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t is the lowest, along with Colombia.
Mexico’s internet usage rate is 70.1%, and the penetration rate of wired
and mobile broadband is 17.3 and 79.9 per 100 people, respectively,
slightly exceeding the global average (15.2 and 75).
Second, Mexico’s digital transformation has also accelerat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is
progressing faster in the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than in the
production sector, and in particular, e-commerce is showing the fastest
growth. Meanwhile, Mexico strengthened startup support through the
INADEM during President Pena Nieto’s presidential term. Even though
the INADEM disappeared in 2019, the number of startup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anks to active investment by private venture capitals.
Meanwhil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ety is also accelerating.
However, the Mexican government decided to offer education by television
to its more than 30 million public school students after the COVID-19
outbreak. Mexico’s decision to rely on television highlights the country’s
low internet penetration and vast social inequality. However, the COVID-19
triggered the sharp growth of telemedicine, and the digitalization of the
health sector progressed rapidly.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government is also showing an improvement. Mexico has demonstrated
improvements in digital government services, such as operating a single
government portal (gob. mx) and issuing birth certificate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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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Mexico’s national digital strategy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AMLO government. The top priority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proposed by the AMLO government’s national
development plan is to provide internet services to the entire nation by
expanding wireless internet networks. The national digital strategy, the
implementation schem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lso
emphasizes developing the state-led digital infrastructure and solving the
digital gap problem. The AMLO government’s national digital strategy
contains information on the digital government and digital society but
does not present any information on the digital economy.
Chapter 6 analyzes Colombia’s digital transformation status and
policies. First, Colombia’s cross-border and national backbone networks
are relatively in good condition, but the middle-mile and last-mile
networks are still underdeveloped. The internet usage rate is 67%, the
same as the Latin American average (66.7%), but it is the low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Meanwhile, the wired broadband penetration
rate is 15.7, similar to the world average (15.2 people), but the mobile
broadband penetration rate is 63.6, lower than the world average (75
people), Latin American average (72 people), and developing countries
average (651 people).
Second, Colombia’s digital transformation has progressed rapidly since
the COVID-19 outbreak. Regard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the digitalization of the production sector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However, 80% of SMEs have accelerated the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ies and remote work due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Colombia does not have a high level of digitalization in the production
sector. However, digitalization in the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is relatively ahead. In particular, e-commerce is showing the
fastest growth since the COVID-19 outbreak. Meanwhile, startups in the
e-commerce and fintech sectors are showing rapid growth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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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n government actively stimulates startup activity.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ety is also accelerating. In particular,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health sector accelerated, with telemedicine
soaring after the COVID-19 crisis. However, in the education sector, only
13% of all students could participate in a class remotely using the internet
due to digital gaps. Meanwhil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government has surpassed the advanced countries. The OECD ranks
Colombia in third place behind only South Korea and the UK in
evaluating the digital government index among 33 countries (29 member
countries and four non-member countries) in 2020. Colombia is also
making significant progress in providing digital government services,
opening public data, and establishing an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portal.
Third, the Colombian government is consistent in carrying out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is aware of the importance of
5G networks. However, 5G is not currently available in Colombia. The
commercial service of the 5G network will be possible in 2024 as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focusing on expanding the coverage
of 4G networks. Meanwhile,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8-2022 of
Colombia prioritizes digital transformation as a prerequisite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operating

various

digital

transformation-related

consult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In the last Chapter 7, we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Latin America. To be specific, we
suggest strategie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two policy
measures: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individual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framework. Then we
propose the cooperation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ree
countries: Brazil, Mexico, and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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