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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최윤국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
(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과거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봉제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으나, 현재는 IT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중미는 낮은 디지털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대륙이나 남미
국가들보다 다소 늦었지만 세계적인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T 산업은 미약하고 독자적인
IT 개발 프로그램 추진에도 한계를 지니지만,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
한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IT를 접목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미 방문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을 확
대하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회원국들
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향후 한국기업
의 IT 및 인프라 분야 등에서 투자 강화가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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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SICA는 지속가능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제안하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가입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여 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미국가들의 IT 당면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
선과제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말 국가위기 속에서도 IT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
로 난관을 헤치고 세계 IT 강국 중의 하나로 성장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축적된 경험 중에는 온라인 학습, 의료서비스, 녹색성장, 농촌관광, 문화
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육성 등 중미국가들의 전략 과제와 협력할 수 있
는 사례가 있다.
중미지역은 최근 선진국들의 진입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미 IT 산업정
책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별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있고, 제2장은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
한 각종 IT 발달 지표 등을 통해 중미 IT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한
편 부문별 -H/W, S/W, 통신, 인터넷, 정보기술 등-로 정리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미의 정보경제 현황으로 통신부문이 왜 지역의 최우선과제
가 되는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어떠한 지 등을 분석해 본다. 또한 국가별로
IT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을 모색
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중
미 IT 산업협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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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
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미 IT 산업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방안
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 중미 IT 산업 육성정책
에서 본 협력방안, 둘째, 한국의 진출사례 내지 성공사례에서 본 협력방
안 그리고 끝으로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로 본 협력방
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중미국가들은 현재 네트워크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미국가들은 기존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 -공공
기관의 정보화, 디지털 불평등, 위생, 고용, 경제성장, 생산성 등-을 해결
하기 위해 역량을 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는 과거 IT와 경제성장을
각각 독립된 변수로 이해하고 정보화를 도모하였으나, 점차 상호 변수 간
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변수의 상호작용을 유념하여 정
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즉 정보경제로의 이행이 경제성장, 빈곤퇴치,
투명성 확보, 디지털 보편화, 중소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문화적 정체성 확보, 경제주체 간 소통 등 다양한 경제사회부문에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중심 과제로는 민·관 협업체
제 구축, 시민사회 및 정부의 비전이 담겨있는 통합정책 마련, 정보화 교
육 및 기술양성학교의 설립, 경제에 미치는 IT 영향 측정 및 정보화 마인
드 제고,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과 spillover 효과 파급, 경제의 근간이 되
는 중소기업에의 IT 접목으로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연
계되는 지방 및 소도시의 발전적 정보화 전략 운용 등이 있다.
현재의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듯이 오늘날 중미국가들의 전반적인 정보
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 지방별로, 업체 규모별로, 소득별로 디지털 격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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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방안을 고려
할 때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중미국가들의 IT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교
육정보화, 보건위생, 농촌정보화, IT 산업클러스터 사업 및 지방정부의 정
보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e-Government 지수와 기타 경제지표 등을 살펴 볼 때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운용은 재정 부족, 통신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한계를 보이
고 있다. 분명한 점은 차관도입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별 정보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목하
여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과 -디지털격차 해
소, 인력양성, e-learning 등- 달성 등을 홍보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및 유럽과 그리고 인도 및 말
레이시아의 추격에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현지의 문화와 접목시
켜 나가는 창조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우위의 중미 IT 시장 연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기업은 협
력사업의 주체로서 스스로 중미시장에 대한 개척의지와 이해증진에 노력
하고, 중미 개발 관련 국제기구 등의 Green IT에 기초한 협력프로젝트
수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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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미국가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를 포함
한다. 즉 중미통합체제(SICA)1) 회원국이 대상국이 된다. 중미는 과테말라와
도미니카(공)가 인구 1,000만 명을 상회할 뿐 모두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지리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 한편, 1인당
국민소득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만이 1만 달러를 상회할 뿐, 나머지 국가들
은 5천 달러 대를 기록하는 등 개도국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
가가 경채무국 또는 중채무국에 속하고, 외화가득원에서 해외 송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패지수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불균형은 여

1)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Sistema de la Integraci n Centroamericana)
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1993년 2월 1일에 결성한 경제 및 정치 통합 단체이다. 중미지역의 평화,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본부는 엘살바도르에 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
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최초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벨리스가 2000년에 정회원국으로 가입
했으며, 2004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추가 참여하였다. 역외 국가로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대만, 스페인, 독일, 일본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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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 대상인 ITC 현황으로 볼 때, 중미는 풍요롭지 못한 디지털 경제지표
를 보이고 있고, 다른 대륙이나 남미 국가들보다 다소 늦은 상황이지만 경제
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CT 산업은 미약하고 독자적
인 ICT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여력도 부족하지만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ICT를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국과의 협력사업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 말레이시아의 ICT 개발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경쟁도 기득권 세력인 스
페인을 비롯한 EU 및 미국 등의 기업들 간에 점점 격화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 있어 중미는 봉제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우회수출시장으
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나,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파나마 방문
및 SICA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 및 새로운 협력 패
러다임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통상 분야 협력
이 논의되었고, 특히 향후 한국기업의 IT 및 인프라분야 투자 강화 및 중미
지역 발전에의 기여할 수 방안들이 강조되었다. 한편, 지속가능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2)에 스페인과 대만처럼 역외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을 약속해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가입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중미국가들의 ICT 직면 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과

2)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은 1960년 12월 13일
중미 4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을 회원국으로 설립되었다. 1960년 12월 13일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체결된 협정(Constitutive Agreement)을 기초로 한 중미지역 최대의 금융기관으
로서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통합과정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63년 코
스타리카가 추가 가입되었다. 중미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다자 지역
개발은행으로서 중미지역 고용창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과 성장, 사회개발, 그리고 역내 협력증진에 필요한 금융자본을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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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통신 인프라의 확충에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말 IMF
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ICT라는 성장동력으로
난관을 헤치고 세계 ICT 강국 중의 하나로 성장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축
적된 경험 중에는 온라인 학습, 의료 서비스, 녹색성장, 농촌관광, 문화의 디
지털화, 중소기업 육성 등 중미국가들의 전략적 발전과제와 협력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국의 ICT 정책방향을 읽고 우리의 경쟁력
부문을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보다
는 상대국이 가지고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부문을 찾아내는 것이 중· 장기
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국제기구에서 발표
한 각종 ICT 발달 지표 등을 통해 중미 ICT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한
편, H/W, S/W, 통신, 인터넷, 정보기술 등 부문별로 정리하고 있다. 제3장
에서는 중미지역의 정보경제 현황을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는 왜 통신부문이
지역의 최우선과제가 되는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어떠한 지 등을 분석해 본다. 또
한 국가별로 ICT 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
기구의 중미 ICT 산업협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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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떤 부문에서 협력을 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협력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했는데 첫째, 중미 ICT 산업 육성 정책에서 본 협력방안,
둘째, 한국의 진출사례 내지 성공사례에서 본 협력방안, 그리고 끝으로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로 본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기간, 다양한 연구대상국, 국내 중미 ICT 관련 자료 수취
의 제한, 해당 국가의 관련 웹사이트에서의 주제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등
을 감안하여 범위를 연구대상국의 ICT 정책과 국제기구가 발표한 각종 ICT
지수 및 우리나라의 협력사업 등올 제한하였다. 중미국가는 SICA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나 중미국가들을 포괄하는 총체적 자료가 불충분하여 개별 국가
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 사례로서 벨리스와 같은 작
은 국가의 경우 자료 수집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웠음을 밝힌다. 또한 정
보통신기술부문도 국가별로 또는 부문별로 내용이 누락되고 있어 부득이 각
국의 정책과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지수를 종합하여 중미국가들의 ICT 현
황과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진출사례 및 국제기구들의 중
미지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 및 웹서핑을 활용했다. 중미지역의
ICT 연구는 국제적으로 및 국내적으로 남미지역 연구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로는 본 연구의 저자인 최윤국(2002)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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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보고서『중남미 ICT 산업현황과 우리나라의 진출 및 협력방안』, 최
윤국(2003) 「중남미 정보화 환경여건과 우리나라의 진출 방안」, 최윤국
(2003) 「중남미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최윤국(2004) 「중남미
디지털 경제 환경과 우리나라의 협력과제」, 최윤국(2006) 「해외 신규 디지
털콘텐츠 시장 진출전략 연구: 브라질/칠레 편」, 최윤국(2007) 『우리나라의
중남미 진출 중장기 로드맵(IT)』등이 있다. 이외에 김영석(2003) 『중남미
IT 시장 현황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방안』, 박진경(2006) 「중남미 주요국
가 정보통신 현황 및 전망」, KOTRA(2010)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미주
편)』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중남미 ICT 선행연구는 대부분 시장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연구지역도 중미보다 남미를 주로 다루고 있어 중미
지역 관련 ICT 국내연구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국내외 온라인/오프라인
문헌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취, 정리, 가공 및 분석했다. 이외에 관련문헌은
현지 각국 정부 및 IT 연구기관의 1차 문헌,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미주개발은행(IDB), CABEI, 중남미경제통합체(SELA), 중미공동시장(CACM),
SICA 등의 중남미 국제기구와 세계은행(Worldbank), UN, 세계경제포럼(WEF),
IDC, ITU, Fitch Ratings 등이 제공하는 IT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19

제1장 서론 │

제2장
ICT 산업 협력 여건 및 전망

1. 중미 ICT 산업 협력 여건
중미국가들은 통상 IT(정보기술) 부문과 통신부문(Communications)을 분
리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정책 역시 IT와 통신부문
을 별개로 다루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ICT라고 명명한다.
중미국가들은 나라의 크기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조금 크거나 비슷한 규
모를 보이고 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작은 것은 우리의
ICT 발전단계를 접목하기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한다. 인구밀도는 엘살바
도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인구 수는 과테말라가 1천만 명을 상회할 뿐 다
른 나라는 500만 명 정도이다.3) 문자해득률은 나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가운데 벨리스와 코스타리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자해득
률이 낮은 점은 향후 정보인력으로 이들을 양성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
기대수명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70세를 상회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 인구 측면에서는 과테말라는 1,4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벨리스는 300만 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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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00∼10,000달러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니 계수로 보면 평균
적으로 0.5를 넘고 있어 소득의 불균형이 높고, 부패인식지수(CPI)도 세계
41위와 미주지역 7위를 차지한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 투명한 사회를 형
성하고 있지 못하다.

❚ 그림 2-1. 중미 지도 ❚

❚ 표 2-1. 중미지역 주요 경제 및 사회지표 ❚
국가

면적
(km2)

인구
(백만 명)

인구밀도
(per ㎢)

식자율
(%)

기대수명
(년)

GINI
2008

2010
CPI

벨리스

22,965

0.307

13

93

68

0.526

-

코스타리카

51,100

4.579

90

93

76

0.484

5.3

엘살바도르

20,749

6.163

292

78

68

0.493

3.6

과테말라

108,889

14.027

129

60

65

0.585

3.2

온두라스

112,088

7.466

67

73

68

0.580

2.4

니카라과

130,700

5.743

44

74

66

0.532

2.5

파나마

75,517

3.454

44

88

73

0.524

3.6

도미니카(공)

48,442

9.100

203

88

73

0.556

3.0

자료: wikipedia; Gini 2008; 2010 CPI; ON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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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 소국이기
때문에 GDP 규모가 크지 않다. 도미니카(공)가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으
며, 이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순이다. GDP 대비 외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경채무국에 속하며, 니카라과, 파나마
및 엘살바도르는 중채무국에 속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1만 달러를
상회하는 1인당 GDP를 기록 중인 반면, 니카라과는 2,000달러 대에 그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과테말라, 파나마 및 도미니카(공)를 제외하고는 낮은 수
준을 보인다. 실업률은 도미니카(공)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두라스가
3.1%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 중미경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GDP에서 차지하는 해외송금액의 비중이 10~20%대로 크다는 점이다. 국내
취업 여건이 미흡하여 북미로 이민을 가서 송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 표 2-2. 중미국가들의 주요경제지표(2009년) ❚

국가

GDP
(십억
달러)

GNI per
외채/GDP
경제성장률 실업률 해외송금액
Capita, PPP
(%)
(%) (십억 달러)
(%)
(US 달러)

벨리스

1.39

82.8

5,950

2.08

-

0.78

코스타리카

29.49

30.6

10,970

2.59

7.8

6.05

BB

엘살바도르

22.11

48.3

6,650

2.54

5.5

3.47

BB+

과테말라

34.02

18.4

4,700

6.27

4.4('04)

4.46

BB

온두라스

14.22

24.4

3,840

3.95

3.1

2.87

B

니카라과

6.36

55.2

2,610

3.22

6.90

0.82

-

신용
등급
-

파나마

19.49

50.6

11,910

9.18

6.6

2.0

BBB-

도미니카(공)

45.63

25.2

7,810

5.26

14.9

3.56

B+

자료: IDB(2010), World Bank(2010), CEPAL & OIT(2010); 신용등급 Fitch Ratings사(2010-03-23).

이와 같은 사회· 경제지표는 중미국가들의 정보 접근성이나 정보기기 구매
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시급한 문제는 교육, 소득증대, 경제규모 확대 및
경쟁력 확보 등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분야에 ICT를 접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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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중미국가의 신용등급을 보면 파나마가 유일하게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평가받아 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칠레 및 페루와 함께 중남미의 경제 우등
생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파나마가 Fitch Ratings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에서 ‘BBB-’로 상향 조정 받은 주요인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도 국가재정 안정, 지속적인 경제성장, 부채 감소, 조세개혁 및 2009년 말
기준 재정적자 1% 이내 달성 등 긍정적 영향의 결과로 보고 있다. 파나마는
2009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은 2.4%, 비금융 공공부문 적자비율 1%,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비율 45%(2004년 70%)를 기록했는데, Fitch는 파나마가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 중 하나로 부채비
율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은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삶의 질 향상, 고용증
대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미주지역 물류중심지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및 과테말라
는 투자관망 평가를, 도미니카(공)와 온두라스는 투자위험 평가를 받았다.
중미국가들의 주요 경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수 국가가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공업화로 이전 단계에 들어서
고 있으나 아직도 농업국의 기틀을 유지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커피, 설탕)와
온두라스(커피, 바나나)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경제의 근간은
농업에 있다. 이러한 경제 특성으로 향후 농업분야에의 ICT 접목이 요구된
다 하겠다. 둘째, 빈곤층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온두라스의 경우 전체 인
구의 2/3가 빈곤층에 속하는 중남미 최빈국 중의 하나이고, 니카라과 등 다
른 중미국가들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 개선과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통한 부의 창출 문제, 나아가 신규 고용 창출이 ICT를 통해 새롭게 조명되
어야 하는 과제이다. 셋째, 다양한 지역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SICA, 중미의
회(Central American Parliament) CABEI, CACM 등의 지역협력체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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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에 있어 이들 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참여 기회 확대를 모색하는
등 안정적인 기반에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중미국가들의 ICT 발전지수4)를 보면 파나마가 62위, 코스타리카가 70위,
도미니카(공)가 77위를 차지하였고, 이 외 국가들은 모두 100위권 밖에 위
치하였다. 점수 격차도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발전정
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표 2-3.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 ❚
국가

순위

점수

파나마

62

3.66

코스타리카

70

3.46

멕시코

77

3.25

도미니카(공)

89

2.91

엘살바도르

103

2.61

과테말라

104

2.53

온두라스

106

2.5

니카라과

112

2.18

스웨덴

1

7.85

한국

3

7.68

아르헨티나

49

4.38

칠레

54

4.2

자료: ITU(2009. 3).

한편, ICT 이용지수로 본 중미국가들의 순위 역시 파나마, 코스타리카, 도
미니카(공) 순이다. 선진국과의 점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있고, 인터넷 이용
자 수, 유선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수,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등에
서 현격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통신망 확충이 주요 과제

4) 정보통신발전지수는 ICT의 접근성, 이용,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총 11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되는바, 한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정도와 국가 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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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나타낸다. 통신망이 개선되고 비용이 인하되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증가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의 공공서비스, 온라인 교육,
투명한 사회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표 2-4.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이용지수 ❚
구분

순위

점수

인터넷이용자
(100명 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100명 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100명 당)

파나마

68

1.24

27.5

5.8

0.0

코스타리카

70

1.21

32.3

2.4

0.0

도미니카(공)

87

0.87

21.6

2.3

0.6

과테말라

96

0.53

14.3

0.6

0.7

엘살바도르

101

0.48

11.0

2.0

0.0

온두라스

103

0.44

13.1

0.0

0.0

니카라과

129

0.16

3.3

0.6

0.4

멕시코

71

1.17

21.7

7.0

1.7

룩셈부르크

1

7.09

80.5

29.8

82.6

한국

2

6.69

76.5

32.1

70.7

아르헨티나

60

1.44

28.1

8.0

1.9

자료: ITU(2009. 3).

ICT 접근성에서는 파나마가 중미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코스타
리카가 2위를 차지하였다. 중미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선전화에서 이동전
화로 급격한 이동을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이나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등에서는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중미국가 중
코스타리카는 유선전화,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및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
율에서, 파나마는 이동전화와 국제인터넷 대역폭에서 각각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남미의 아르헨티나 또는 칠레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접근성 개선이 중요 과제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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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접근성 ❚

구분

순위 지수

인터넷접속
유선전화
이동전화
국제인터넷 컴퓨터 보유
가능 가구
(인구100명당) (인구100명당) 대역폭(bit/s) 가구 비율
비율

61

4.42

15.4

115.2

코스타리카 70

3.91

31.8

41.7

2,654

34.4

14.8

76

3.48

19.0

69.4

1,285.0

25.7

13.5

엘살바도르 90

3.22

17.6

113.3

296.0

10.9

4.5

온두라스

98

3.04

11.3

84.9

2,524.0

11.1

4.2

니카라과

107 2.54

파나마
멕시코

160,714.0

18.0

9.3

5.5

54.8

6,982.0

8.1

0.7

스웨덴

3

8.75

57.8

118.3

109,928.0

87.1

84.4

한국

14

7.6

44.3

94.7

5,975.0

80.9

94.3

아르헨티나 49

5.27

24.4

116.6

21,959.0

37.6

29.9

53

4.84

21.0

88.1

36,462.0

40.0

23.8

칠레

자료: ITU(2009. 3).

중미국가들의 ICT 활용능력을 보면 대부분 저조하였다. 그 원인의 중심에
는 중등 및 고등 교육의 취학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ICT 활용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취학률을 높여 정보화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6.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활용능력 ❚
구분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한국
쿠바
아르헨티나
멕시코

순위
72
75
88
107
109
110
113
1
4
29
77

발전지수
7.06
7.01
6.60
5.66
5.55
5.51
5.05
9.84
9.7
8.46
6.98

자료: ITU(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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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총취학률
89.2
71.2
74.9
63.6
64.5
67.9
58.3
98.5
91.4
84.6
89.5

고등교육 총취학률
26.9
45.5
34.2
24.5
18.7
19.5
20.1
98
121.5
71.6
27.3

문자해득률
95.9
93.6
89.1
82.0
83.6
78.0
73.2
99
99.8
97.6
92.8

UN이 실시한 세계전자정부조사 The UN Global E-Government Survey
2010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 웹사이트의 충실도나 통신 인프라의 정비 상황
을 나타내는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에서 1.0000을 기록,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미국가들의 평균 전자정부 지수(0.4295)는 세계
평균치(0.4406)에도 미달하고 있고, 개별 국가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및 도미니카(공)는 세계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및 벨리스는 모두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순위를 보면 역내 선도국가라고 하는 코스타리카와 엘
살바도르 역시 2008년에 비해 하락하여 전자정부 준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는 Empleateya.net이라는 고용 포털 사이트를 통해 취
업 희망자를 온라인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멀리 스페인
의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 그림 2-2. 중미 및 세계의 전자정부 지수 비교 ❚

자료: The UN Global E-Government Survey(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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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중미 전자정부 준비지수 ❚
국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벨리제
도미니카(공)
멕시코
지역 평균
세계 평균

e-Government 개발지수 가치
2010
2008
0.4749
0.5144
0.4700
0.4974
0.4619
0.4718
0.4065
0.4048
0.3937
0.4283
0.3630
0.3668
0.3513
0.4102
0.4557
0.4943
0.5150
0.5893
0.4295
0.4295
0.4406
0.4514

세계 e-Government
2010
71
73
79
107
112
118
120
84
56

개발 순위
2008
59
67
83
110
99
117
107
68
37

자료: UN e-government survey(2010).

중미국가들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를 보면 코스타리카가 가장 경제발전과 경
쟁력에 ICT를 잘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파나마 역시 중간 소
득국가 층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ICT 경쟁력이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등은 아직
ICT 도입이 미흡하여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8. 중미 네트워크 준비지수(2009∼10년) ❚
국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스웨덴
한국
칠레

순위
49
58
74
81
83
106
125
1
15
40

점수
3.95
3.81
3.64
3.55
3.53
3.13
2.95
5.65
5.14
4.13

소득수준그룹별 순위
UM
5
UM
9
UM
20
LM
10
LM
12
LM
24
LM
27
HI
1
HI
15
UM
2

주: 소득 그룹 구분: HI = 고소득군, UM = 중상위권, LM = 중하위 소득군, LO = 저소득군. 소득구분은
2009년 12월 세계은행 분류에 의함.
자료: WEF(2010),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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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국가들의 부문별 정보기술 발전 현황을 종합해 보면, 코스타리카와 파
나마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수준은 낮아
발전 측면에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2-9. 중미 부문별 정보기술 발전 현황 ❚
코스타리카
항목/국가

도미니카 엘살
과테말라
(공)
바도르

온두
라스

니카
라과

파나
한국
마

종합 49위

종합
74위

종합
76위

종합
83위

종합
109위

시장 환경
환경
정책 및 규제환경
부문
인프라환경

69

77

48

52

76

109

39

43

93

68

76

100

128

105

65

38

56

87

103

98

106

118

55

17

민간부문 준비지수
준비
비즈니스 준비지수
부문
정부부문 준비지수

10

89

77

69

123

113

58

29

39

84

75

63

113

125

80

20

46

43

77

116

108

124

63

15

민간부문 사용지수

79

78

84

85

90

110

64

13

34

82

90

62

92

122

75

5

69

46

65

63

97

110

55

1

사용
비즈니스 사용지수
부문
정부부문 사용지수

종합 종합 종합
125위 58위 15위

자료: WEF(2010),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9-2010.

부문별로 보면 코스타리카는 민간부문의 준비지수와 비즈니스 준비 및 사
용지수에서, 도미니카(공)는 정부부문 준비지수와 사용지수에서, 그리고 엘살
바도르와 과테말라는 시장 환경에서 가장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는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가장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지나친 시장규제, 빈약한 교육시스템 및 투자
그리고 높은 ICT 접근비용 등의 이유로 준비지수 등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WEF는 크게 세 가지 유형 -기본환경, 효율성 증대, 혁신 및 성숙도-으
로 구분하여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지수(GCI)를 도출해 내고 있다. 모두 12
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진출 및 투자에 대한 고려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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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기본환경에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및 보건위생과 초
등교육, 효율성 증대에는 고등교육과 기술훈련, 상품·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개발, 기술 준비도 및 시장크기, 혁신 및 성숙도에는 비즈니스 환경과
혁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그림 2-3. WEF의 국제경쟁력지수 산출 세부 항목 ❚

기본환경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

효율성 증대
-고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개방
-기술 준비도
-시장 크기

혁신 및 성숙도
-비즈니스 성숙도
-혁신

요소 주도 경제

효율성 주도 경제

혁신 주도 경제

자료: WEF(2010),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EF의 GCI로 본 중미 국가들의 경쟁력 동향을 보면 파나마가 가장 높
은 5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뒤를 잇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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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미니카(공)와 니카라과는 모두 100위권으로 처져있다. 파나마는 기본
환경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타리카는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은 좋으나 기본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중미국
가들은 GCI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2-10. 중미국가들의 GCI 순위 ❚
GCI 2010~11
순위

GCI 2009~10
순위

기본환경

효율성

혁신 및
성숙도

파나마

53

59

49

62

54

코스타리카

56

55

62

58

33

과테말라

78

80

85

81

62

엘살바도르

82

77

71

87

96

온두라스

91

89

91

104

98

도미니카(공)

101

95

107

92

99

니카라과

112

115

109

122

126

한국

22

19

23

22

18

자료: WEF(2010),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

중미국가들의 기본여건 지수를 비교해 보면 파나마는 거시경제환경, 코스
타리카는 위생 및 초등교육, 과테말라는 거시경제환경, 엘살바도르는 인프라,
온두라스는 위생 및 초등교육, 도미니카(공)는 거시경제환경, 니카라과는 위
생 및 초등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면에서는 코스타리
카가 우리나라보다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생 및 초중등교육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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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중미국가들의 기본여건지수 비교 ❚
기본환경 순위

제도

인프라

거시 경제 환경

위생 및 1차 교육

한국

23

62

18

6

21

파나마

49

73

44

30

76

코스타리카

62

51

78

108

22

과테말라

85

124

66

63

96

엘살바도르

71

101

59

64

81

온두라스

91

108

85

100

82

도미니카(공)

107

117

107

88

107

니카라과

109

127

111

110

95

자료: Ibid.

중미국가들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는 파나마는 금융시장개발, 코스타리카
는 고등교육 및 훈련, 과테말라는 금융시장, 엘살바도르는 상품시장, 온두라
스는 금융시장, 도미니카(공)는 기술 준비도, 니카라과는 금융시장부문이 발
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파나마는 금융시장 개발 면에서 우리
나라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2. 중미국가들의 효율성 증대 지수 비교 ❚
국가

순위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개발

기술 준비도 시장 규모

파나마

62

82

50

106

21

41

85

코스타리카

58

43

48

45

85

57

82

과테말라

81

104

61

101

44

67

75

엘살바도르

87

101

53

88

78

81

87

온두라스

104

106

83

134

67

94

90

도미니카(공)

92

99

109

89

99

66

71

니카라과

122

113

116

110

109

125

109

한국

22

15

38

78

83

19

11

자료: Ibid.

한편 중미국가들의 혁신 및 성숙도 지수 비교에서는 코스타리카가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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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성숙도 및 혁신분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살바도
르는 비즈니스 성숙도에 비해 혁신에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
카라과는 비즈니스 성숙도 및 혁신 양 분야에서 최하 수준을 기록하였다.

❚ 표 2-13. 중미국가들의 혁신 및 성숙도 지수 비교 ❚
국가

순위

비즈니스 성숙도

혁신

파나마

54

46

64

코스타리카

33

32

35

과테말라

62

54

89

엘살바도르

96

68

126

온두라스

98

85

106

도미니카(공)

99

82

118

니카라과

126

118

124

한국

18

24

12

자료: Ibid.

국가별 세계경쟁력 지수(WEF 2010)로 본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스타리카의 세계경쟁력은 개발 단계를 종합해 보면 요소 주도에서 효율성
주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혁신, 비즈니스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보건위생 등에서는 이미 효율성 주도 초
기 단계에 들어섰으며, 반면에 인프라, 거시 경제 환경 및 시장규모에서 아
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시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비효율적인 정
부 관료주의, 인프라 미흡 및 금융조달 면에서 주의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안정도 그리고 보건위생 면에서는 우려할 점이 나타나
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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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코스타리카의 세계경쟁력 동향 ❚
주요 지수, 2009
인구(백만 명)...............................4.6
GDP(US$ 십억 달러).......................29.3
...........................6.345
GDP(1인당)
GDP(세계 대비 비중/(PPP)............0.07
세계경쟁력지수
순위 점수(1-7)
GCI 2009~10............................56.......4.3
GCI 2009~10(133개국) ........55.......4.2
GCI 2008~09(134개국) ........59.......4.2
기본환경
........................62........4.6
........................51........4.4
1. 제도
...................78........3.6
2. 인프라
.......................108........4.1
3. 거시경제환경
4.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22........6.8
효율성 증대
.........................50........4.1
.........................43........4.6
5. 고등교육
....................48........4.4
6. 상품시장 효율성
7. 노동시장 효율성 .........................45........4.6
8. 금융시장 개방 .........................95........4.0
.........................57........3.8
9. 기술준비도
.......................85........3.3
10. 시장 크기
혁신 및 성숙도
.........................33........4.1
11. 비즈니스 성숙도 .......................32........4.5
.................35........3.7
12. 혁신
비즈니스 시 주요 고려요인 가중치(100%)
비효율적 정부 관료주의 행태.................22.4
인프라공급 미흡 ................................19.5
금융조달
................................13.6
인플레
...................................5.8
부패
..................................5.6
제한적 노동규제 .................................5.3
조세 규제 ..........................................5.2
양질 노동력 공급 ................................5.1
세율
...........................................4.6
범죄
...................................4.5
외환 규제
....................................3.6
취약한 근로윤리 ...................................3.1
정책 불안정 .......................................1.2
정부 불안정
..............................0.3
취약한 공공 보건위생.............................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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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의 세계경쟁력은 개발 단계를 종합해 보면, 요소 주도에서 효
율성 주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전 부문에 걸쳐 개선
할 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교육, 보건위생 및 혁신부문의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CI 지수 항목별 중에서는 기술
준비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협력 시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부
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 외에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 행태, 금융 및 조
세 제도 등이 유념할 점으로 주의가 되고 있으며, 정부 불안정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5.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계경쟁력 동향 ❚
주요 지수, 2009
인구(백만 명)...............................10.1
GDP(US$ 십억 달러).......................48.7
...........................5,176
GDP(1인당)
GDP(세계 대비 비중/(PPP)............0.11
세계경쟁력지수
순위 점수(1-7)
GCI 2009~10 .....................101 .......3.7
GCI 2009~10(133개국) ........95 .......3.8
GCI 2008~09(134개국) ........98 .......3.7
기본환경
........................107........3.8
.......................117 ......3.7
1. 제도
..................107 ......2.8
2. 인프라
3. 거시경제환경 ....................... 88....... 4.4
4.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107.......4.9
효율성 증대
.....................92........3.8
.....................99........3.6
5. 고등교육
................109.......3.8
6. 상품시장 효율성
7. 노동시장 효율성 ......................89........4.2
8. 금융시장 개방 ......................99........3.8
......................66........3.6
9. 기술준비도
....................71........3.6
10. 시장 크기
혁신 및 성숙도
......................99........3.2
11. 비즈니스 성숙도 .....................82.......3.7
..............118.......2.6
12.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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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계속 ❚
비즈니스 시 주요 고려요인 가중치(100%)
부패
...............19.3
비효율적 정부 관료주의 행태.................12.8
금융조달
..............................10.7
세율
..................................10.3
조세규제
..................................8.5
인프라 공급 미흡 .................................7.7
양질 노동력 공급 .................................5.2
범죄
................................5.1
취약한 근로윤리....................................4.6
제한적 노동 규제..................................4.5
정책 불안정
....................................3.6
인플레이션
...................................3.1
취약한 공공 보건위생.............................1.2
외환 규제
..............................0.3
정부 불안정
............................0.0

엘살바도르의 세계경쟁력은 개발 단계를 종합해 보면, 역시 동일하게 요소
주도에서 효율성 주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GCI가
가장 높은 상품시장 효율성 및 인프라가 선도하는 한편, 고등교육, 혁신 및
시장규모 분야는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협력 시에 고려해야 할 점으
로는 범죄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정책불안정과 금융조달
부문이 고려해야 할 점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외국통화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6. 엘살바도르의 세계경쟁력 동향 ❚
주요 지수, 2009
인구(백만 명)...............................6.2
GDP(US$ 십억 달러).......................21.1
GDP(1인당)
...........................3,623
GDP(세계 대비 비중/(PPP)............0.06
세계경쟁력지수
순위 점수(1-7)
GCI 2009~10 ........................82 .......4.0
GCI 2009~10(133개국) ...........77 .......4.0
GCI 2008~09(134개국) ..........7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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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계속 ❚
기본환경
..........................71.........4.4
........................101........3.4
1. 제도
.................... 59........4.1
2. 인프라
3. 거시경제환경 ........................ 64........4.7
4.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81........5.5
효율성 증대
.........................87........3.8
........................101.......3.5
5. 고등교육
....................53........4.3
6. 상품시장 효율성
7. 노동시장 효율성 .........................88........4.2
8. 금융시장 개방 .........................78........4.0
.........................81........3.4
9. 기술준비도
.......................87........3.2
10. 시장 크기
혁신 및 성숙도
.........................96........3.2
11. 비즈니스 성숙도 .......................68........3.9
................126.......2.5
12. 혁신
비즈니스 시 주요 고려요인 가중치(100%)
범죄
....................25.7
정책 불안정
.................17.3
금융조달
................................13.4
비효율적 정부관료 주의..........................9.4
부패
........ ....................................9.3
조세 규제.............................................4.8
인플레이션......... .................................3.9
세율
................................3.5
양질 노동력 공급요인.............................3.4
인프라 공급 미흡 .................................3.0
정부 불안정 ......................................3.0
제한적 노동규제 ...................................1.4
취약한 공공 보건위생.............................1.0
취약한 근로 윤리 ..............................0.9
외환 규제
.................................0.0

과테말라의 세계경쟁력은 요소 주도에서 효율성 주도 단계로의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GCI가 가장 높은 금융시장 발달을 중심
으로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및 기술 준비도가 선도하고 있으며, 제도 및 고
등교육 분야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협력 시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범죄
및 부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 행태, 원활
하지 못한 인프라 공급 등이 유념할 점으로 주의가 되고 있으며, 외국통화
규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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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과테말라의 세계경쟁력 동향 ❚
주요 지수, 2009
인구(백만 명)................................14.0
GDP(US$ 십억 달러)........................37.3
GDP(1인당)
............................2,662
GDP(세계 대비 비중/(PPP)..............0.10
세계경쟁력지수
순위 점수(1-7)
GCI 2009~10 ......................78 .......4.0
GCI 2009~10(133개국) ........80 .......4.0
GCI 2008~09(134개국) ........84 .......3.9
기본환경
.........................85.........4.3
.......................124........3.1
1. 제도
2. 인프라
.................. 66.........3.9
3. 거시경제환경 ...................... 63.........4.7
4.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96.........5.3
효율성 증대
......................81........3.9
.....................104.......3.5
5. 고등교육
6. 상품시장 효율성
.................61........4.2
7. 노동시장 효율성 .....................101.......4.1
8. 금융시장 개방 .....................44.........4.6
9. 기술준비도
.....................67.........3.6
10. 시장 크기
...................75.........3.5
혁신 및 성숙도
.......................62.........3.5
11. 비즈니스 성숙도 .....................54.........4.2
...............89.........2.9
12. 혁신
비즈니스 시 주요 고려요인 가중치(100%)
범죄
....................25.6
부패
.................18.5
정책 불안정
................................10.6
비효율적 정부관료 주의.........................10.4
인프라 공급 미흡...................................6.3
양질 노동력 공급요인.............................6.3
세율
.................................4.4
조세 규제
................................4.2
금융조달
.............................4.0
제한적 노동규제 .................................4.0
취약한 근로 윤리...................................2.6
취약한 공공 보건위생.............................1.4
인플레이션
............................0.9
정부 불안정
..............................0.7
외환 규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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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의 세계경쟁력은 개발 단계를 종합해 보면 아직 요소 주도 단계
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로는 GCI가 가장 높은 금융시장 발달
부문을 중심으로 보건위생 및 교육 그리고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
났으며, 노동시장 효율성과 혁신 등 대다수 부문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협력 시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부패, 금융조달, 범죄 및 비
효율적 정부관료 행태 등으로 나타났으며, 외국통화 규제부문이 가장 양호하
게 나타났다.

❚ 그림 2-8. 온두라스의 국제경쟁력 동향 ❚
주요 지수, 2009
인구(백만 명)................................7.5
GDP(US$ 십억 달러)........................14.3
............................1,823
GDP(1인당)
GDP(세계 대비 비중/(PPP)..............0.05
세계경쟁력지수
순위 점수(1-7)
GCI 2009~10 ......................91 .......3.9
GCI 2009~10(133개국) ........89 .......3.9
GCI 2008~09(134개국) ........82 .......4.0
기본환경
.........................91.........4.2
.......................108........3.4
1 제도
.................. 85.........3.5
2 인프라
3 거시경제환경 ...................... 100........4.2
4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82.........5.5
효율성 증대
......................104......3.5
.....................106.......3.4
5 고등교육
.................83........4.0
6 상품시장 효율성
7 노동시장 효율성 .....................134.......3.4
8 금융시장 개방 .....................67.........4.2
9 기술준비도
.....................94.........3.2
...................90.........3.1
10 시장 크기
혁신 및 성숙도
.......................98.........3.2
11 비즈니스 성숙도 .....................85.........3.6
...............106........2.8
12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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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계속 ❚
비즈니스 시 주요 고려요인 가중치(100%)
부패
....................17.5
금융조달
.................18.5
범죄
................................10.6
비효율적 정부관료 주의.........................11.9
정책 불안정
...................................7.5
제한적 노동규제
.............................7.5
양질 노동력 공급요인.............................5.0
취약한 근로 윤리 ................................4.9
세율
.............................4.8
정부 불안정
.................................4.6
인프라 공급 미흡...................................3.9
인플레이션
.............................1.7
조세 규제
............................1.4
취약한 공공 보건위생.............................1.3
외환 규제
.................................0.9

니카라과도 온두라스처럼 아직 요소 주도 단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부문별로는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의 GCI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 등 거의 모든 부문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협력 시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정책의 불안정, 부패 및 비효율
적 정부관료 행태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 그림 2-9. 니카라과의 세계경쟁력 동향 ❚
주요 지수, 2009
인구(백만 명)..................................5.7
GDP(US$ 십억 달러)..........................6.2
......................972
GDP(1인당 U$S)
GDP(세계 대비 비중/(PPP)..............0.02
세계경쟁력지수
순위 점수(1-7)
GCI 2009~10 ......................112 .....3.6
GCI 2009~10(133개국) ........115 .....3.4
GCI 2008~09(134개국) ........120......3.4
기본환경
1. 제도
2. 인프라

.........................109........3.8
.......................127.........3.1
..................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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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계속 ❚
3. 거시경제환경 ........................110.........4.0
4.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95.........5.4

효율성 증대
.....................122.......3.3
5. 고등교육
.....................113.......3.2
.................116.......3.7
6. 상품시장 효율성
7. 노동시장 효율성 .....................110.......3.9
8. 금융시장 개방 .....................109.......3.6
.....................125.......2.7
9. 기술준비도
10. 시장 크기
...................109.......2.7
혁신 및 성숙도
.......................126.......2.9
11. 비즈니스 성숙도 .....................118.......3.2
...............124.......2.5
12. 혁신
비즈니스 시 주요 고려요인 가중치(100%)
정책 불안정
....................21.5
부패
.................12.9
비효율적 정부관료 주의........................11.8
양질 노동력 공급요인 ..........................8.3
인프라 공급 미흡...................................7.2
정부 불안정
...................................6.5
세율 ................................................6.2
금융조달
.............................5.7
조세 규제
................................5.6
취약한 근로 윤리
.............................3.7
범죄 불안정
.................................3.3
제한적 노동규제
.............................2.9
인플레이션
............................2.4
외환 규제
.............................1.8
취약한 공공 보건위생 .............................0.2

파나마는 이미 효율성 주도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로는
금융시장의 GCI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 거시경제환경, 인프라 및
기술 준비도 등이 선도하고 있다. 반면 시장규모, 노동시장 효율성 및 보건
위생 및 교육 등의 부문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력 시
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비효율적 정부관료 행태, 부패, 노동시장 규제 및
양질의 노동력 등의 요소가 고려해야 할 점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외국통
화 규제 및 정부 안정성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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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파나마의 세계경쟁력 동향 ❚
주요 지수, 2009
인구(백만 명)...................................3.5
GDP(US$ 십억 달러)..........................24.7
GDP(1인당 U$S)
......................7,133
GDP(세계 대비 비중/(PPP)...............0.06
세계경쟁력지수
순위 점수(1-7)
GCI 2009~10 ......................53 .....4.3
GCI 2009~10(133개국) ........59 .....4.2
GCI 2008~09(134개국) ........58......4.2
기본환경
.........................49........4.8
.......................73.........3.8
1. 제도
2. 인프라
...................44.........4.5
3. 거시경제환경 .........................30.........5.2
4. 보건위생 및 초등교육...............76........5.8
효율성 증대
.....................62........4.1
.....................82........3.9
5. 고등교육
6. 상품시장 효율성
.................50........4.3
7. 노동시장 효율성 .....................106.......4.0
8. 금융시장 개방 .....................21.........4.9
9. 기술준비도
.....................41.........4.2
10. 시장 크기
...................85..........3.2
혁신 및 성숙도
.....................54.........3.7
11. 비즈니스 성숙도 ...................46.........4.3
...............64.........3.1
12. 혁신
비즈니스 시 주요 고려요인 가중치(100%)
비효율적 정부관료 주의........................19.2
부패
.................15.8
제한적 노동규제
............................15.6
양질 노동력 공급요인 .........................15.6
범죄 불안정
.................................7.7
취약한 근로 윤리
.............................6.8
금융조달
.............................5.7
인프라 공급 미흡...................................3.4
세율 ................................................2.9
조세 규제
...............................2.4
정책 불안정
.....................2.1
취약한 공공 보건위생.............................1.6
인플레이션
............................0.8
정부 불안정
...................................0.2
외환 규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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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남미국가 중 인프라부문의 민간 투자가 가장 매력을 지닌 국가는
칠레, 브라질 및 콜롬비아로 나타났다. 페루가 이들 3개국 뒤를 잇고 있으며,
중미국가 중에서는 엘살바도르가 가장 높은 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
미니카(공)는 가장 낮은 인프라투자 환경을 보이고 있다. 투자사업으로는 항
만, 공항, 도로 및 전력 부문이 주요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

❚ 표 2-14. 중남미국가들의 인프라 환경 지수 ❚
subindex 1:
일반투자 환경요인

인프라 민간투자 매력지수
순위

국가

스코어 순위

subindex 2:
인프라 투자 특별요인

국가

스코어

순위

국가

스코어

1

칠레

5.43

1

칠레

5.60

1

칠레

5.25

2

브라질

4.40

2

멕시코

4.57

2

브라질

4.35

3

콜롬비아

4.33

3

브라질

4.45

3

페루

4.28

4

페루

4.23

4

콜롬비아

4.42

4

콜롬비아

4.23

5

멕시코

4.04

5

엘살바도르

4.34

5

우루과이

3.73

6

우루과이

4.02

6

우루과이

4.31

6

베네수엘라

3.64

7

엘살바도르

3.97

7

페루

4.18

7

엘살바도르

3.60

8

과테말라

3.64

8

도미니카(공)

3.98

8

멕시코

3.51

9

아르헨티나

3.41

9

과테말라

3.82

9

과테말라

3.45

10

베네수엘라

3.37

10

아르헨티나

3.81

10

볼리비아

3.31

11

볼리비아

3.34

11

볼리비아

3.37

11

아르헨티나

3.01

12

도미니카(공)

3.33

12

베네수엘라

3.11

12

도미니카(공)

2.69

자료: World Economic Forum, Latin America: Benchmarking National Attractiveness for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2010.

2. ICT 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중미의 ICT 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단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의지와 World Bank, IDB 및 CABEI 등의
차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인식 증대와 개발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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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중남미 IT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
장 중 하나이며, IT 서비스 시장규모는 2006년 139억 달러에서 2014년 277
억 달러로 연평균 약 9.0%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가. PC 부문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활용을 위한 첫째 요건인 PC 보급률은
10%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에 최우선 고려가 되
는 요소로서 각국 정부는 PC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23.1%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외 과테말라의 보급률은
12.3%, 파나마는 4.6%에 그치고 있다.
PC 시장은 주로 현지브랜드의 조립 PC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중고 수입 PC 및 브랜드 PC 수입이 뒤를 잇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
우 현지브랜드의 조립 PC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PC
보급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 IT 테크노파크에 PC 조립 및
제조라인 유치 계획을 바탕으로 저가 PC 보급 등에 정책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나. 유선통신
중미국가들에 있어 유선통신 서비스의 보급률도 매우 저조하다. 특히 국토
가 넓어 유선망 확충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가 확산 중인
이동통신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코스타리카가 31.8%로 가장
높으며, 과테말라가 10.8%, 도미니카 공화국 9.9%, 파나마 15.4%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지역에서 통신시장이 가장 폐쇄적
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국영기업 코스타리카전력공사(ICE)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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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자유화를 계기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
발해 질 전망이다. 파나마의 경우 2003년 통신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아직 낮
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선통신망 회선의 약 50% 이상이 수도 파나
마시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미지역은 수도 및 대도시와 지방 간 통신 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크다. 과테말라의 경우 수도인 과테말라시티 지역의 유선 통신망5) 구축 비
율은 34%이지만, 지방은 4% 수준이다. 이는 지방 인구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유선 통신망 확충은 과테말라 정부뿐만 아니라 중미지역이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다.

다. 이동통신
다른 신흥시장과 비교할 때 중미 휴대전화시장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색 중
하나는 휴대전화의 인구 대비 보급률이 높다는 점이다. ITU 2009년 보고서
를 활용한 기사(http://www.compuchannel.net/2010/07/06)에 따르면 2009
년 7월 현재 이동통신전화 보급률6)은 파나마를 선두로 과테말라 124%, 엘
살바도르 123%, 온두라스 103%를 기록하였다. 이어 도미니카(공) 86%, 니
카라과 56%, 코스타리카 43%를 각각 기록하였다. 성장 측면에서는 온두라
스가 2004년에 70만 7,200명의 사용자에서 2009년 12월 현재 770만 명으
로 급증하면서 가장 두드러졌다.
한편 중미지역은 평균적으로 가입자 수 전체의 80% 정도가 선불 방식을

5) 과테말라의 주요 유선전화 서비스 사업자로는 Telgua(멕), Sercom(Telgua의 자회사), Telef nic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중남미국가들의 이동전화 보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입자인증모듈이라는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카드의 보급에 기인한다. GSM 단말기 사용지역에서 SIM 카드는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단말
기라도 장착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통계치에 바로 이 심카드 보급을 계상하기 때문이다. 대
기업,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SIM 카드를 다수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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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ARPU(가입자 당 평균수익)가 약 15달러로 낮으며,
휴대전화의 이용 용도도 대부분 음성 통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최근 중남미 이동통신업체의 목표가 시장의 성장을 전제로 가입자 기반 확
대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이다. 즉 선불카드와 음성 통화 위주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 층을 저가형으로까지 확대
한 결과 ARPU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향후 ARPU가
높은 데이터 서비스, 즉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ARPU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3G 도입과 맞물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중미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방식은 북미,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남미 일
부 국가들과 동일하게 GSM이 대세이다. GSM은 밴드 850과 1,900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 외에 900과 1,800 주파수도 병행하는 국가들이 있다. 도미
니카(공)는 전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1,800을
제외한 모든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 표 2-15. 중미국가들의 GSM 대역폭 동향 ❚

벨리스

900

1800

1900

850

3G

-

-

1900

-

-

코스타리카

-

1800

-

-

3G 850

도미니카(공)

900

1800

1900

850

3G 850

엘살바도르

900

-

1900

850

3G 1900/850

과테말라

900

-

1900

850

-

온두라스

-

-

1900

850

3G 1900

니카라과

-

-

1900

850

3G 2100

파나마

-

-

1900

850

-

자료: http://www.worldtimezone.com/gsm.html(2010. 11. 26).

중미의 경우 아직도 2G 통신망을 활용하는 GSM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여타 남미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3G 도입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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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측면에서 미국 주도의 850/1,900MHz대 주파수가 기반을 이루고 있
음을 볼 때 이 주파수대에서 GSM을 서비스하는 통신업체에게는 같은 주파
수대에 3G를 도입해도 기기 조달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예상되며 다양한 단
말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미지
역의 3G는 미국과 같은 주파수인 850/1,900MHz대에서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WiMAX 대표업체인 Yota는 니카라과에서 2.5∼
2.7GHz 주파수 대역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2010년 5월 니카라과 주요 4
개 도시인 Managua, Masaya, Granada 및 Leon 에서 모바일 WiMAX 상
용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그림 2-11. 멕시코․중미 위성 커버 동향 ❚

자료: www.satelliteinsight.com(2010. 11. 26).

중미지역에서 3G 서비스가 초기 도입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대다수 중미 사람들은 기본적인 통화서비스가 제공되는 단말기에 선불카
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G 마케팅이 점차 확대되면서 위
성 DMB폰의 경우 45∼49 dBW 정도의 신호세기로 멕시코 및 중미지역을
커버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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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신업체는 멕시코, 스페인, 영국 및 프랑스 등 외국계 업체가 지배
하고 있으며, 자국 브랜드는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Telefónica사, 멕시코의 América Móvil 및 룩셈부르크의 Millicom사의 약
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 민영화된 코스타리카 시장에서
Tigo Amnet, Telefónica, América Móvil, Digicel 등이 지배적인 유무선
통신서비스업체로 주목받고 있다.8)

❚ 표 2-16. 중미지역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업체 ❚
국가
과테말라

주요 서비스업체/브랜드 명

특징

- 점유율 순위: Claro>Comcel>Movistar
Telgua(멕: Claro), Comcel(룩: Tigo),
- GSM 방식 선불카드
Telefónica(스: Movistar)
- 3G 서비스 제공
- 점유율 순위: Codetel>Orange>Tricom
- 와이맥스 도입
- 신규업체 경쟁도입으로 광대역 가격 인하

도미니카(공)

Codetel(멕시코), Orange(프랑스),
Tricom(자국)

코스타리카

- GSM>TDMA
Tigo Amnet(룩), Telefónica(스),
- 3G 확산, CABEI 자금지원
América Móvil(멕), Digicel(아일랜드)
- ICE 독점에서 2008년 민영화

파나마
니카라과

Cable&Wireless(영), Movistar(스)

- TDMA 종료 이후 GSM 방식 완전 전환
- 3G 서비스 도입, 선불카드 선호

América Móvil(멕), Telefónica(스)

- 양대 산맥 형성

자료: 각국 통신관계부처;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General America Telecommunications
Report Q3 2010, Http://www.fastmr.com/prod/72725_central_america_telecom... 2010.08.02

중미지역은 향후 모바일 단말기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의해 모바일 데이터의 트래픽이 2014년까지 연평균 1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선통신부문의 경우 선불제(Prepago)
서비스가 발달된 초기 미성숙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7) 한국의 경우 68dBW의 출력으로 36,000km상공의 위성에 신호를 보내어 실시간 교통정보, 위성 DMB
폰 등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구현하고 있다.
8) Deloitte and Touche, Lunes 1 de Junio d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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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문의 진출 여력이 높다. 또한 중미지역으로의 통신서비스업체의 진출
은 여타 중남미지역으로의 협력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도 기대
된다. 특히 향후 중남미지역에서 해저 케이블 구축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는바, 이에 대비한 협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그림 2-12. 지역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연평균 증가율 전망(2009∼14년) ❚

자료 : CISCO Systems(2010년 초).

현재 중남미의 해저 케이블 시스템은 Global Crossing, Telefónica 외에 해
저 케이블 도매업체인 GlobeNet(브라질 이동통신 사업자 Oi의 자회사),
Telecom 및 이탈리아계가 보유한 Latin American Nautilus 등 소수의 업
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규모도 작다. 한편 NTT는 최근 Cisco Systems
의 장비를 이용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
력하고 있다.9)

라. 인터넷
중미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은 24.9%로 중남미국가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9) KISA(2010. 10. 14), Tren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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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성장률 면에 있어서는 중남미 평균을 상
회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보급률은 PC 보급률 증가 여부에 따라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 표 2-17. 중미 및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 지표 ❚
구분

인구(2010년 추정치)

최근 이용자수

인터넷 보급률

성장

비중

중미

154,298,120

38,433,400

24.9%

1,094.5%

8.2%

카리브

41,632,722

9,647,000

23.2%

1,624.5%

2.0%

남미

396,626,130

156,609,436

39.5%

995.8%

33.3%

중남미+카리브

592,556,972

204,689,836

34.5%

1,032.8%

43.5%

북미

344,124,450

266,224,500

77.5%

146.3%

56.5%

전체

936,681,422

470,914,336

50.3%

273.3%

100.0%

자료: ExitoExportador.com(2010. 6. 30).

인터넷 사용자 측면에서 코스타리카가 200만 명으로 44.3%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파나마 28%, 도미니카(공) 23%, 과테말라 17%, 엘
살바도르 16%, 온두라스 12%, 니카라과 1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국가별
성장률 측면에서는 과테말라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 엘살바도르, 온
두라스 및 파나마 등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미는 국토가 작고, 인
구가 적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인터넷 보급률은 낮다. 향후 인터넷 보
급률의 증대가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표 2-18. 중미 인터넷 사용자 지표 ❚
중미

인구
(2010년 추정치)

이용자수:
2000년

최근 이용자수

인터넷
보급률

누적
성장률

백분율

300.0%

0.2%

314,522

15,000

60,000

19.1%

코스타리카

1,516,220

250,000

2,000,000

44.3%

700.0%

5.2%

엘살바도르

6,052,064

40,000

975,000

16.1%

2,337.5%

2.5%

과테말라

13,550,440

65,000

2,280,000

16.8%

3,407.7%

5.9%

온두라스

7,989,415

40,000

958,500

12.0%

2,296.3%

2.5%

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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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8. 계속 ❚
중미

인구
(2010년 추정치)

이용자수:
2000년

최근 이용자수

인터넷
보급률

멕시코

112,468,855

2,712,400

30,600,000

27.2%

1,028.2% 79.6%

니카라과

5,995,928

50,000

600,000

10.0%

1,100.0%

1.6%

파나마

3,410,676

45,000

959,900

28.1%

2,033.1%

2.5%

3,000,000

30.5%

-

-

34,433,400

24.9%

도미니카(공)

9,823,821

-

154,298,120

전체

3,217,400

누적
성장률

백분율

1,094.5% 100.0%

자료: ExitoExportador.com(2010. 6. 30).

중미국가들의 인터넷부문 특성 중 가장 큰 문제는 소득에 비해 높은 서비
스 요금이다. 또한 낮은 PC 보급률도 가격 인하 요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거주자 및 젊은이들의 인터넷 이용은 이미 일반화되
어 있다.
❚ 표 2-19. 중미지역 인터넷 특성 ❚
국가

과테
말라

인터넷
서비스업체

접속 방식

telgua>
ADSL, 케이블,
Convergence>
위성통신
Telefónica

요금

기타

-ADSL 100mb 2년
약정: US$ 55/월
-케이블 256kb 1년
약정: US$ 45
-위성통신 150mb
15개월 약정: US$ 100

Codetel,
xDSL>Dial-up>
도미니
Tricom,
Mobile>
카(공)
Onemax 경쟁 케이블>T1

코스 Racsa(자국),
타리카 ICE(자국)

파나마

-

ADSL, 케이블

-128kbps: US$ 16/월
-4mbps: US$ 170/월

-

512 kbps: US$ 30/월

-요금체계 다양
-256kb 비중 큼
-WiFi 보급
-전자상거래 초기
-브로드밴드 확산은 높은
초기설치비로 장애
-저가 무선인터넷 출시
-128 kbps 사용자가 55%
이상
-속도개선: 8~24mbps로 확대
-광케이블 75mbps: U$S
30/월 목표
-5개 대륙 간 해저광통신망
교차지역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서비스요금

자료: KIPA-NIPA(2010); 주요국 정보통신부처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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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은 중미 평균 속도인 512KBPS를 기준으로 할 때 월 30달러
로 국민소득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터넷 인프라가 확충되고
통신업체 간 경쟁이 발생한다면 인터넷 요금도 인하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칠레와 같은 중남미 선도국가들의 접속 속도를 보면, 512KBPS
∼1MBPS가 57%, 31%, 3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256KBPS
도 3%, 13%,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반면 1MBPS 속도를 상회하는
것은 24%, 28%, 13%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10) 중미 역시 인터넷 속도 면
에서는 남미국가들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광대역 인터넷 이용자율은 2009년 코스타리카 6.01%, 파나마 5.82%
를 각각 기록하면서 세계 평균인 7%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미지역에서는 최
고 수준을 기록했다. 도미니카(공)는 2009년 4.0%를 기록하여 중미국가 중
비교적 좋은 광대역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2008년 기준으로 엘살바도르
는 2.0%, 니카라과는 0.8%로 저조했다.11) 미국, EU 그리고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광대역 보급률은 향후 중미 정보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 표 2-20. 주요 국가별 광대역 보급률(2008년 기준) ❚
국가

광대역 보급률

엘살바도르

2.0

멕시코

7.2

니카라과

0.8

파나마

4.49

도미니카(공)

4.0

비고

중남미 평균 4.5%

자료: IDC/Cisco, ITU.

10) IDC/Cisco; Osiptel; CRT.
11) 한국은 32.0%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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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주요 국가들의 광대역 보급률은 인터넷 이용자 성장률보다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다수가 광대역이 설비되어 있는 직장이
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아직 dial-up에 기초하고 있
는 것에 기인한다.
인터넷 이용자율과 ISP 가입자율 그리고 광대역 보급률 간의 차이도 대다
수가 공공사이버공간, 직장 및 학교 등 공공 접속점에서의 사용이 중심이 되
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ISP 가입자율과 광대역 보급률을 끌어 올리
는 것이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 표 2-21. 인터넷 보급률과 광대역 보급률 간 관계(2008년 기준) ❚
국가

인터넷
이용자율

ISP
가입자율

엘살바도르

9.55%

N.A.

2.0%

7.5%

N.A

니카라과

2.46%

N.A.

0.8%

1.66%

N.A

파나마

22.3%

N.A.

4.5%

17.8%

N.A

멕시코

21.6%

8.5%

7.2%

14.4%

1.3%

페루

35.7%

N.A.

2.3%

33.4%

N.A

베네수엘라

22.5%

3.81%

3.1%

19.5%

0.81%

우루과이

33.6%

10%

7.4%

26.2%

2.6%

중남미 평균

20.0%

6.53%

4.5%

15.5%

1.64%

광대역보급률

인터넷 이용자율광대역 보급률

ISP 가입자광대역보급률

자료: IDC/Cisco; www.internetworldstats.com; ITU; El Salvador SIGET; Nicaragua Telcor.

마. 소프트웨어
중미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를 제외하곤 그다지 발
달되어 있지 않다. 불법 복제가 만연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을 제
약하고 있으며, 정품 수요는 정부기관과 법인 그리고 금융기관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양국을 중심으로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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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는 중미지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인터넷 기반과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양질의 기술 인력으로 인해 중미에서 코스타리카에 이어 제2의 S/W
발전 국가이다. 수출은 주로 인접 중미국가들을 비롯해 미국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과테말라는 SI 부문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운용되
고 있다. 정부부문은 예산관리 및 세금납부, 조달, 공공투자 및 정부정책 관
리 등에서, 민간부문은 생산 공정 부문에서 SI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재고관리 및 견적산출 프로그램, 무역관련 및 급여 프로그램 등의 솔루션
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는 조달시장(e-procurement)이 잘 조
직되어 있다. www.guatecompras.gt라는 사이트를 운용함으로써 부문별로
발주되는 입찰 프로젝트 정보 및 계약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한편, 정부 각
부처의 조달을 연계하는 등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하여 공급자에게는 기회를,
구매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조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Dirección Normativa de Contrataciones y Adquisiciones del Estado)
이 운용하는 과테말라의 통합 정부구매시스템인 GUATECOMPRAS(Sistema
de Información de Contrataciones y Adquisiciones del Estado)는 2004
년 시작되었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현재 약 85%의 중앙정부기관 및 지자
체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있다.
❚ 그림 2-13. 과테말라 정부 조달 사이트 바탕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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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스타리카는 중미 최대의 S/W 강국으로써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300여개의 S/W 개발업체가 활동 중이고, 수출도 1.5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코스타리카는 매출액에서도 선두를 이끌고 있고, 업체 수 대비 고용 인원도
약 30명으로 가장 높다.

❚ 표 2-22. 중미국가들의 S/W 산업 현황 ❚
(단위: 개사, 명, 백만 달러)

구분
S/W
산업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계

업체 수

282

101

50

10

150

593

고용

2,100

1,385

455

125

4,400

8,465

매출액

95

86

13

2

200

396

자료: 독일해외원조기관, 2008-1. 2010 KOTRA-NIP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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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1. 정보경제 동향
중미국가들은 현재 네트워크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미국가들은 기존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 -공공기관의
정보화, 디지털 불평등, 위생, 고용, 경제성장, 생산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는 과거 ICT와 경제성장을
각각 독립된 변수로 이해하고 정보화를 도모하였으나, 점차 상호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변수의 상호작용에 유념하여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즉 정보경제로의 이행이 경제성장, 빈곤퇴치, 투명성
확보, 디지털 보편화, 중소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문화적 정
체성 확보, 경제주체 간 소통 등 다양한 경제사회부문에서 큰 파급효과를 야
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분명한 점은 광대역통신망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12) 통신망의 투자 효과로는 먼저 ‘통신 인프라 건설효과(efectos de
construcción)’를 들 수 있다. ‘통신 인프라 건설효과’는 첫째, 직접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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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통신망 확충으로 인한 건설, 기술 및 통신부문에서 비롯되는 생산 효과
를 의미한다. 둘째, 간접적 효과로는 통신망 확충으로 인한 가계 소비 및 다
양한 산업에서의 파생효과를 들 수 있다. 이렇듯 ‘통신 인프라 건설효과’는
단순히 통신망부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 정보처리, 전자 및 기타
부문에서의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효과(efectos de red)’ 역시 발생하는데, 이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활용하여 혁신의 가속화, 생산성 제고 및 정보처리의 원거리 전송
이 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고용 증대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그 범위가 통신망 건설업체 및 소프트웨어 업체뿐
만 아니라 중소업체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통신부문의 네트워크 효과의
측정은 특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대역통신망 구축에서 비롯된다.
광대역 구축의 네트워크 효과는 생산성 즉 혁신, 과학기술의 양적· 질적 증
가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난다.
중미는 광대역부문에 있어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한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민· 관 부문의 협업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대역의 구축을 위한 재
정 확보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접속 속도 증가를 통해
‘건설효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는 중
소업체에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프로그램 공급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업체에 보조금, 교육 및 컨설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는 지속가능한 정보통신 인프
라 확충을 위해 노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부문에 특화
된 인재 양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즉 고용창출, 신생기업 창업 및
기업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광대역 확충은 중미 각국

12) KAZT(2009), pp. VII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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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고용 성장률에 미치는 광대역의 효
과는 니카라과는 무려 32.0%를 기록했으며, 이어 파나마 15.0%, 엘살바도
르 12.8%로 나타나 광대역 확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다.13)

❚ 그림 3-1. 광대역 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자료: Fornefeld et al.(2008), KATZ IX에서 재인용.

통신부문은 최근까지 국가기간산업으로 운용되어왔다. 이러한 독과점 운영
은 단일 정부기구에 의한 규제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 오기도 했
다. 규제 모델의 확산은 통상 모방을 쫒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문화적 및
지리적 인접성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민영
화와 규제에는 혁신S커브가 발생한다. 초기에는 규제 효과가 지배하고 있지
만, 점차 민영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혁신 확산 이론을 본 논고에 접목해 보면 먼저 공공정책 확산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14) 첫째, 지리적 인접성이다. 이는 한 나라가
이웃국가와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앞서 정책을 운용하는 국가의 정
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이웃을 모방하는 것(copiar al

13) KATZ(2009), pp. 92-94.
14) KATZ(2009),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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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ino)’ 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측면확산(difusión lateral) 효과이다. 공동의 문화, 정치 및 사회경
제적 배경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특정 국가가 이미 공공정책 규제를 운용
하고 있는 경우 후발 국가는 그 규제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지리
적 인접성 효과와의 차이는 반드시 인접국이 아니어도 되나 사회경제 및 정
치적 구조는 유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수직적 확산효과(efecto de la difusión jerárquica)’다. 이 경우 이
미 선진국에 의해 도입된 공공정책이 후에 주변국가로 확산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으로 중미국가에서 통신정책 규제의 도입과 변화가 형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마나다(Manada)효과’이다. 일종의 ‘편승효과’로 공공정책 채택 유형
이 공무원들의 정보나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모방을 하면 되는 것이
다. 이미 선진국에서 운용되는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정보 분석 비용 없이 채택하
는 것이다. 규제라는 측면에서 지배적 통신업체의 민영화를 위한 결정 과정을
이미 알고 있어 최단 시간에 후발 도입국에서 ‘위험 요소 감축 요인(estímulo
de la reducción de incertidumbre)’에 의해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미국가에서 정보통신 공공정책 수립은 개념에서 시작하여 집행으로 점
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고정전화 통신업체의 민영화 또는 무선업체
의 입찰로 시작하여 이동통신업체의 발달로 연계되면서 통신과 정보기술 분
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칠레 등 남미 국가들에 비해 중미
국가들은 뒤늦게 ICT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인접국과 ICT 선진국의 발전
모델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공공정책이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미지역은 이제 민영화와 시장개방에 이어 제2단계로 디지털 어젠다가
집행되고 있다. 즉 기반형성(transaccional) 단계에서 정책 집행단계로 전환
되고 있다. 정책부문도 단순히 통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정보사회(Sociedad de Información)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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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통합적 어젠다가 집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이 사회 모든 분
야로 전파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미국가들은 그동안 통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있어 통신을 단향성(unidirectional) 과제로 인식해 왔으나, 선
진국과 주변국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신과 경제성장 관계를 양지향성
(bidirectional)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크리티컬 매스(Masa Crítica)15)
이론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중미국가들의 최우선과제인 네트워크 구축과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보
면 중미국가들은 경쟁력과 네트워크 개발 지수 측면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국가 중에는 칠레가 가장 높게 위치해 있고, 중미국가 중
에는 코스타리카(CR)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파나
마가 차지하고 있다. 중미 모든 국가는 네트워크 개발 지수에 비해 경쟁력 성
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네트워크 확충에 따라 경쟁력 역시 증
대되는 ‘헤일로 효과(Halo effect)’ 그 이상의 효과가 ICT 채택과 접목 그리
고 경쟁력 개선이라는 변수에서 서로 작용하면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16)
❚ 그림 3-2. 경쟁력과 네트워크 개발 지수 비교 ❚

자료: KATZ(2009), p. 17.

15) Critical mass 이론은 본래 물리학의 '임계질량'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통신과 경
제 양면에 접목시킨 것으로 일정의 무리가 행동에 옮길 때 까지는 결정이 어려우나, 일단 좋은 결과
가 나오면 확산이 가속화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는 Norton, Greensteiny Spiller, Roller y
Waverman, Cronin et al., Madden y Savage, Dutta, Shiu y Lam, Cieslick y Kaniewsk, Yoo y
Kwak, Wolde-Rufael 등의 학자가 있다.
16) KAZT(2009), pp. 16~17.

60│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정보화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17)을 보면 중남미는 평균 24%로 네
덜란드 58%, 독일과 덴마크 54% 등 선진국의 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18) 남미국가들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높은 31%를 기록했고,
아르헨티나 29%, 콜롬비아 27%, 브라질 26% 등으로 나타났으며, 중미 지
역에서는 엘살바도르가 26%, 과테말라가 6%, 파나마가 28% 수준을 보이면
서 중남미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19) 경제개발과 ICT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
면 경제개발은 생산과정을 복잡다양하게 만들어 노동력의 특화 현상을 야기
하게 되고, 정보화 과정에서 정보 근로자의 수는 증대하게 된다. 정보화 근
로자의 증가는 보다 많은 부문에서 ICT 접목을 이끌어 내게 되어 정보화근
로자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게 되면서 경제개발을 또 다시 증가시키는 선
순환 효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20) 따라서 중미국가들은 ICT를 사회 전 분야
에 도입함으로서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화 근로자
를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표 3-1. 중미 정보화 인력 현황 ❚
1960년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비중
6%
6%
14%
9%
21%
11%

2000년대

연도
1961
1964
1960
1961
1960
1960

비중
26%
28%
23%
29%
25%

연도
2006
2006
2001
2006
2006

17) ‘정보화 근로자’라는 개념은 1976년 MarcPorat의 정보사회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보화 노
동력을 측정한데서 비롯하였다. 이후 Webster가 정보사회이론에서 주관주의(subjectivism) 개념을 접
목하면서 정보화 근로자의 범위와 정의가 확립되었다.
18) 기타 국가들의 정보화 근로자 비율을 보면 한국 36%, 싱가포르 48%, 스페인 40%, 미국 48% 등이다.
19) OIT Laborsta 2006~07.
20) Katz(2009),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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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계속 ❚
1960년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중남미 평균

비중
12%
15%
14%
7%
21%
14%
12%

2000년대

연도
1960
1960
1975
1962
1963
1961
-

비중
26%
31%
27%
25%
33%
21%
27%

연도
2004
2005
2000
2006
2006
2002
-

자료: KATZ(2009), p. 26.

그러나 중미 최고의 정보화 인력을 지닌 파나마에서도 정보통신 부문 종
사는 12,000명(인구 대비 0.35%)에 불과하고, 그 중 약 60%는 학사학위
소지자여서 전문 고급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21)
1인당 GDP와 전체 노동력 대비 정보근로자 비중과의 관계를 보면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국가 중에는 파나마가 가
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엘살바도르 등 중미국가들은 경제개발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그림 3-3. 1인당 GDP와 정보근로자 비중 ❚

자료: The Economist; OIT Laborista, KAZT, p. 27에서 재인용.

21) 2010 KOTRA-NIPA,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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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국가들의 정보근로자 근무 분야를 보면 여전히 근무 중에 ICT를 집
중적으로 활용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부문에서의 정보
근로자 비중은 더욱 낮게 나타나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그러
나 교육 및 보건위생부문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ICT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에서 21%라는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
며, ICT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에서는 코스타리카가 50%에 근접한 반
면에 엘살바도르는 31%에 그치고 있다.

❚ 표 3-2. 정보근로자의 부문별 종사 비율 ❚
국가

정보근로자
비중

ICT 집중
사용 부문

ICT 일반 사용
부문

정부

교육, 보건 및
사회부문

아르헨티나

29%

12%

34%

14%

41%

브라질

26%

9%

48%

10%

32%

칠레

31%

20%

33%

7%

40%

코스타리카

32%

14%

48%

9%

29%

에콰도르

25%

12%

41%

9%

39%

엘살바도르

26%

21%

31%

11%

37%

멕시코

25%

9%

46%

12%

33%

파나마

28%

15%

41%

13%

31%

페루

23%

12%

45%

10%

33%

우루과이

33%

24%

32%

11%

34%

주: ICT 집중사용 산업부문(민간)은 전력에너지, 가스, 수자원, 운송, 통신 및 금융; ICT 일반사용 산업부문
(민간)은 농업, 임업, 광산업, 제조업, 건설, 무역, 호텔, 부동산업 등; 보건위생은 공공 및 민간부문 포함.
자료: OIT Laborsta, KAZT(2009), p. 28에서 재인용.

한편 공공부문의 정보근로자 비중은 엘살바도르가 48%로 나타나 중남미
에서 아르헨티나에 이어 2위에 랭크되어 있다. 정보근로자의 배치 정도를 보
면 파나마는 ICT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민간부문에, 코스타리카는 ICT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문에, 엘살바도르는 민간-정부 부문에 배치되는 하이
브리드 모델을 보이고 있다. 정보의 활용 및 적용 관점에서 볼 때 파나마에
서는 ICT 채택에 따른 큰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보 활용도도 빠르게

63

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는 다양한 경제 하부구조에
ICT 투자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엘살바도르는 ICT 지렛대로 전자
정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건강, 교육 등을 종합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순위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중미국가들 중에서는 비
교적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반면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및 니카라과는 100위 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미국가들의 인간능력개발에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
후 정보근로자의 양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표 3-3. 중미국가들의 인간개발지수 순위 ❚

고등 인간
개발지수군

중간 인간
개발지수군

국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쿠바
멕시코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파나마
브라질
콜롬비아

HDI 지수
0.878

HDI 순위
44

0.866
0.865
0.863

49
50
51

0.854
0.854
0.844

53
54
68

0.840
0.813
0.807

60
75
77

순위변동
-1
-2
-1
0
1
-1
4
1
0
5

페루
에콰도르
도미니카(공)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볼리비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아이티

0.806
0.806
0.777

78
80
90

5
-3
-1

0.761
0.747
0.732

101
106
112

0
0
0

0.729
0.704
0.699

113
122
124

0
1
0

0.532

149

0

자료: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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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국가들의 통신부문의 GDP 대비 투자율을 보면 평균 0.61%에 달
하고 있다. 중미국가 중에는 코스타리카가 0.91%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는 1인당 통신부문 투자액도 75달러
로 중남미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ICT의 경제적 파급효과 요인으
로써 critical mass 이론이 확산된다면 투자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
된다.

❚ 표 3-4. 통신부문의 GDP 대비 투자 구성 ❚
GDP
(백만 달러)

코스타리카

18,594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통신투자액
(백만 달러)

GDP 대비
통신투자율

1인당 통신투자액 연도

169

0.91

75

2004

268,697

869

0.32

23

2001

882,475

6,255

0.71

33

2005

67,266

589

0.88

37

2002

콜롬비아

81,995

1,530

1.87

36

2001

멕시코

767,690

3,432

0.45

33

2005

페루

79,371

387

0.49

14

2005

베네수엘라

144,823

787

0.54

30

2005

중남미 평균

2,310,911

14,018

0.61

32

-

유럽

-

41,898

0.50

146

-

미국

-

28,640

0.22

88

-

아시아

-

30,983

0.56

127

-

자료: Banco Mundial.

한편 IT 부문만을 보면 코스타리카의 경우 GDP 대비 1.60%로 여타 중
남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신부문과 달리 IT 부문에의 투자
는 중남미 평균인 2.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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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정보(IT)부문의 대GDP 투자 비중 ❚
GDP(백만 달러)

IT 투자액
(백만 달러)

GDP 대비
IT 투자율

코스타리카

22,229

355

1.60%

아르헨티나

214,241

4,113

1.92%

1,067,472

33,305

3.12%

칠레

145,843

2,523

1.73%

콜롬비아

153,405

3,466

2.26%

멕시코

839,182

9,650

1.15%

페루

92,416

1,650

1.77%

181,862

1,964

1.08%

2,716,650

57,011

2.10%

브라질

베네수엘라
합계
자료: Banco Mundial.

ICT 지출은 하드웨어(컴퓨터, 저장장치, 프린터 및 기타 주변기기), 소프트
웨어(운영시스템, 프로그램 도구,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 내부 소프트웨어개
발), 컴퓨터 서비스(정보기술 컨설팅, 컴퓨터 및 네트워크 SI, 웹 호스팅, 데이
터 처리 서비스 등) 및 통신서비스(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와 유무선 통
신 장비 등을 포함한다. 중미지역에서 GDP 대비 ICT 지출 비중을 보면, 온
두라스가 가장 높은 8.9%를 기록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ICT 확산을 위해 노
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도 세계 평균치를 넘는 지출을 하고 있다.

❚ 표 3-6. 중미국가들의 GDP 대비 ICT 지출 비중 ❚
국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코스타리카

6.2

6.9

6.2

6.2

6.6

온두라스

6.3

7.2

7.6

8.2

8.9

파나마

5.6

6.0

5.9

5.4

5.5

한국

9.2

9.4

9.2

9.0

7.9

칠레

4.7

4.7

4.8

5.1

5.0

세계 평균

6.4

6.4

6.2

6.0

6.0

자료: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 Digital Planet: The Global
Information Economy and Global Insight, Inc. World Bank.org(2010).

66│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GDP 대비 R&D 비중에서는 파나마가 0.25%로 가장 높았다. 과테말라와
기타 중미국가들의 R&D 비중은 0.03% 대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R&D
기금의 조성 구성을 보면, 엘살바도르는 정부와 고등교육기관, 파나마는 정
부 그리고 과테말라는 정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외 조달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한편, R&D 투자 구성을 보면 코스타리카는 기업 및 고등교육기관에, 과
테말라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파나마는 정부 및 민간비영리기구가 되고 있
다. 향후 업체를 중심으로 R&D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금 운용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 그림 3-4. 중미국가들의 GDP 대비 R&D 비중 ❚

자료: UNESCO Institute for Stalistics(2010. 8.).

2. ICT 정책 운용 실태 및 과제
중미 대다수 국가에서는 다양한 ICT 육성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통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신정책은 민
영화‧ 개방화‧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부문이
다. 공통으로 고려할 점은 통신 인프라의 확충이 경제사회의 디지털화를 위
해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과, 모든 정책은 개별 부문별 추진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미 ICT 정책은 인성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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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을 중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술발전이 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
고, 문화는 자생적인 문화 가치를 보호하고 스페인과 스페인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차원에서 강화함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 및 상이한 집단(혈통, 언어 및 경제적) 간의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고자 한다. 문화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중남미 시청각 공간을
창설할 수 있는 통신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 시청각 프로
그램 및 자국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중남미 간 교류 및 협
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라틴계 유럽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및 포르투갈과의 협업을 도모하고자 한다.
중미국가들의 통신정책은 특히 전략적 개발부문이 되고 있다. 통신부문의
발달은 지난 20년간 상당한 발전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발전은 주로 대외
적 환경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통신업체의 민영화는 국가의 영
향력을 감소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에서 담당 부서들의 경험 부족은 국제 공공기구 또는 다국적 기구들(예로
국제통신연합 또는 세계은행 등)과 민간기구들(국제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은
행 등)의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개방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특히 통신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정적‧ 동적 효
율성(eficiencias estáticas y dinámicas)을 확보하고자 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통신부문의 서비스 개선, 가격 감소 및 생산성 증대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야기하였다. 향후 중미 국가의 산업의 기반인 농업, 관광, 중소기업,
사회통합, 문화정체성 등의 세분화된 정책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각국 정부는 ICT 전담 부처로 부(Ministerios),
청(Secretarías) 또는 방송통신위원회(Agencias Regulatorias)를 설립, 계획
들을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새로운 동인으로 과거 수동적이었던 주정부 및 대도시가 정보통신기
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도시’, ‘지역정보통신발전계획’ 등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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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효율적이지 못한 전략 수립에
기인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률적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색
을 고려하는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한다. 이
러한 새로운 경향은 중앙-지방 정부가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면서 지금
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어 온 지방경쟁력 강화 정책, 즉 top-down
(arriba para abajo) 방식을 지양하게 된다. 지방도시의 대외협력 관계를 통
한 차별적인 기술정책 개발은 지방의 디지털 도시 선정과 집중 육성이라는
과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중미국가들은 민영화와 시장개방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어젠다를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중미국가 중 가장 먼저 1997년에 고정전화
를 시작으로 1998년 장거리전화, 이동통신 등의 부문을 민영화하고 개방화
를 도입하였다. 파나마도 1997년 고정전화의 민영화, 1998년 이동통신 부문
민영화 하는 등 빠른 개방을 시작했으나, 장거리통신망과 지방서비스시장 개
방은 다소 늦은 2003년에 개방되었다. 니카라과는 중남미를 통틀어 가장 늦
은 2000년 이후 민영화와 개방화를 도입하였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민영화
는 가장 늦었지만 디지털 어젠다는 중미국가 중 가장 빠른 2002년에 시행하
였다. 민간부문의 참여도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과테말라는 1997년에 통신 전 부문에 걸쳐 민영화를 단행하였으며, 특히 무
선통신 스펙트럼 사용 권리에 대한 업무 수행에 있어 혁신적인 국가로 중미
권의 정책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22) 한편 엘살바도르는 정책 결정력의 취약
성으로 인해 추종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코스타리카는 후발국가로 분류
되었다.

22) KATZ(2009), pp. 126-129.

69

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

❚ 표 3-7. 민영화 및 시장개방을 위한 정책 확산의 유형별 분류 ❚
확산 역할
선도
추종
후발

유형

해당 국가
-

리더
혁신

과테말라, 칠레, 베네수엘라,

절제

브라질

결정력 취약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보수

에콰도르

snob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자료: KATZ(2009), p. 129.

과테말라의 ICT 정책은 공공행정청(INAP: Instituto Nacional de
Administración Pública) 및 부통령실과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과학기술심의
회(CONCYT: Consej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의 협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정보화, 인터넷 접근성 개선, 공공서비스 확산
등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5개의 산업
별 위원회(농목, 건설, 보건, 제조, 에너지)와 9개의 기능별 위원회(정보, 환
경, 기초과학, 인적자원육성, 품질, 육지/해양/항공과학, 발명, 바이오테크, 홍
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CONCYT이 주도하는 ‘과학, 기술 및 혁신계
획’(Plan Nacional de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은 세계은행과
IDB 차관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세계은행의 차관 사업인 ‘과학기
술계획지원복합기금(MULTICYT: Fondo Múltiple de Apoyo al Plan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 ‘기술조사개발우선사업(ACECYT:
Actividades de Emergencia de Investigación y Desarrollo Tecnológico)’,
‘과학기술개발기금(FODECYT: Fondo para el Desarrollo Cientiíico y
Tecnológico), ‘과학기술지원기금(FACYT: Fondo de Apoyo a la Ciencia
y Tecnología)’, ‘공중보건 조사기금(FONISAL: Fondo para Investigación
en Salud Pública)’ 등을 운용중이고, IDB 차관 사업으로는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PROINTEC: Programa de Apoyo a la Innovación Tecnológ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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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식품기술개발기금(AGROCYT: Fondo Competitivo de Desarrollo
Tecnológico Agroalimentario)’ 등이 있다. 농촌지역 정보화를 위한 ‘농촌디
지털커뮤니티센터’(Centro Comunitario DigitaI) 계획은 미약하나마 과테말
라 정부 자체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대만 정부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도미니카(공)는 ‘디지털도시’라는 큰 전략하에 민· 관 협업체제로 경제사회
전 부문 -정부, 시와의 연계, 투명성, 행정, 전자민주주의, 고용, 위생, 교육
및 관광 등-의 정보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 인트라넷 구축, 기업설립 단일
화 지원 창구 조성, 관세정보화 등 전자정부 사업 및 사이버파크 조성 사업
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주무 부서인 정보통신청(Indotel)은 전
국적으로 ‘인터넷 정보화 센터’를 설립하여 전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
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농촌과 사회 빈곤층을 위한 공동체
기술센터와 정보화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미니카(공)는 ‘카리브 최고
의 IT 국가’, ‘중남미의 IT 메카’를 목표로 하는 등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이
두드러진다. 무선사업 장려 및 브로드밴드 확충 사업 등 통신 분야를 국가
최우선정책으로 내 세우고 있다.

❚ 그림 3-5.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제사회부문의 디지털화 ❚
투명성
중소도시
서비스 개발
디지털
정부

e-Tourism

업무 및 교류

디지털시티
형성

e-learning

전자
민주주의

경제
사회
개발

온라인 취업
e-Medicine

자료: http://www.optic.gob.do/eGobierno/SobreeGob/tabid/188/Default.aspx.

71

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

코스타리카는 2008년부터 전자정부라는 큰 틀에서 세부 사업이 수립되고
있다. 행정, 정보조달, 조세징수, 정보공개, 교육, 보건, 선거관리, 국가표준
수립 등 전반적인 정부시스템을 전자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전자정부위
원회(Gobierno Digital)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방정부와의 연계도 구축 중
이다.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주정부 연
계이며, 이어서 전자조세, 전자조세, 신분증 전자화, 전자투표 등이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민· 관 협력 체제를 가동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생산부
문 간 연계 평가는23) 과거 정부주도의 정보화 사업을 지양하고자 민· 관이
국내외 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는 시금석이다. 다목적
‘인터넷 카페’ 설립을 통해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성 확보, 이메일 이용 증진,
외국어 학습 및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할 방침이
다. 특히 외국어 학습을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전망이다. 이러
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코스타리카는 무선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개
방하여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전자정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자 한다.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국
영기업(ICE)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ICE 역시 3G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광범위한 통신망 확충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인 San
Carlos, Grecia 등을 정보화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Wi-Fi 서비스와 VoIP 서
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23) 이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165개의 민간업체와의 설문조사를 통해 민관 차원의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
고 자 만든 CAATEC 재단의 “Diagn stico del Sector Productivo de las TICs de Costa Rica”
프로젝트 결과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BID, CAMTIC, CISCO, Fundaci n CRUSA, INTEL y
PROCOMER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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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국가별 ICT 전략 및 정책 ❚
국가

전략 및 정책

과테말라

- CONCYT: 'Plan Nacional de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2008-2012' 인
터넷 확충으로 정보서비스 개선, 디지털 불평등 개선
- 농촌정보화: 'Centro Comunitario Digital' 농촌의 정보접근성 확보
- IT 인프라 확충: 디지털 매체의 활용도, 연결성, 접근성 개선
- 콘텐츠 산업 육성: IT 인프라 확충에 따른 콘텐츠 창출
- 연결성(connectivity) 개선: 소외 지역에 대한 정보 연결성 확충
- INAP 및 부통령실: 'e-Government': e-Planning, e-Education, e-Development,
e-Service 등 CONCYT와 더불어 IT 육성정책 수립
- 공공서비스의 정보화

- OPTIC+CNSIC: e-Dominicana
․ 정부 인트라넷/무역포털/911사업/기업설립지원 단일화 창구/전자민원 등
도미니카(공) - CTC+CCI: 농촌정보화/정보화 인력 양성
- 관세청: 전자통관 및 전자결제 시스템운용
- 정부: IT 산업단지로 사이버파크 조성
-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위원회: ‘Gobierno Digital’
․ 행정/정부조달/조세/전자민원/교육/보건위생/선거 등
코스타리카
- CECI(Centros Comunitarios Inteligentes)
․ 다목적 '인터넷카페'/교육 콘텐츠 개발

파나마

- SENACYT+CAPATEC: 국가 IT 산업 진흥 전략
- SENACYT: e-Panama
- City of Knowledge 건설: Business Incubator, Industrial Techno-Park,
Panama Pacífico 첨단산업단지
- 해양관련기관 통합전략: Estrategia Nacional Marítimo
․ 파나마 운하 확장/해양자원 개발/해양법
- 유럽형 디지털 TV 방송 수신 튜너 DVB-T 표준 채택

파나마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으로 운송, 물류 등 파나마 운하와 관련
된 프로젝트가 수없이 발주되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국가 ICT 산업 개선
전략(Estrategia Nacional TIC Panama: 2008-2018)’ 10개년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는 e-Panama 프로젝트 추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SENACYT)
와 정보통신기술협회(CAPATEC)가 공동으로 기획한 계획으로서 주요 정책
을 보면 모든 정부조직을 온라인으로 네트워크화하여 공공서비스, 의료 및
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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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갖추고 있고, 최근
단지 내에 산업기술단지(Industrial Techno-Park)를 완공하여 ICT 업체를
유치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의 현대화 사업 등은 유무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실시간제어시스템, SCM, Web Services Integration, XML, Document
Processing, BPM 등의 분야에서 수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외 태평양 파나마
(Panama Pacífico)라는 첨단사업단지가 또한 조성되고 있으며 콜론자유무역지
대의 관리청 전산화 작업 및 국제공항 확장에 따른 프로젝트 등으로 Building
Automation, ERP, 실시간 제어시스템 등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중미 각국의 육성정책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사업은 전자정부 구축이다.
코스타리카는 OPTIC(정보통신실)에서 전자정부 수립 전략을 입안하고 있고,
도미니카(공)에서는 국가정보지식사회위원회(CNSIC)가 e-Dominicana를 매
년 수립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은 중미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 우리나
라의 협력을 위한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

❚ 그림 3-6.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자정부 추진 체계 ❚

자료: OPTIC(2010) KOTRA-NIPA에서 재인용.

과테말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핵심 사업은 e-Planning,
e-Education, e-Development 및 e-Services 등이다. 한편 정보통신 부문 주
무 부처를 보면 통신감독청(SIT: Superintendencia de Telecomunicaciones),
CONCYT의 결정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조정하는 과학기술청(SENAC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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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프로젝트 지원예산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기금(FONACYT:
Fond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 및 투명성 협의회(Apoyo a la
transparencia) 등이 있다.

❚ 표 3-9. 과테말라 전자정부 목표 부문 및 세부사업 사항 ❚
e-Planni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경제, 사회 인프라 정보의 통
합, 평가 및 개발

e-Education

전국적인 디지털 센터 설립을 통한 정보화 교육 실시 및 IT 전문 인력 육성

e-Development IT 기술 클러스터 설립을 통한 IT 기술개발 및 제반 산업 분야와의 접목
e-Services

온라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실시

자료: KOTRA-KIPA(2010),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미주편』, p. 5.

전자정부 사업은 국가경제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다른 서비스부문에 미치
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향후 중미지역의 전략산업이 될 전망이다. 사
회전반의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경제 인프라의 구축으로 중
소기업과의 상생, 무역절창의 투명성 확보,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등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폭넓은
IT 서비스를 내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디지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IT
서비스란 정부 및 기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국가 행정 및
대국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기획, 설계, 구축 및 운용에 이르는
일체의 IT 기반 서비스를 의미함으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부문은 업종별/업무별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식서비스사업으로
경험 등 지적자산의 재활용이 생산성 제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
비용· 고품질 운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표준프로세스의 적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패키지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구조 등에 대
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사후관리에 철저한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
라서 중미 개별국가들의 전자정부는 통합적이어야 한다. 공공정책 설계· 평
가, ICT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이 모두 융합되고, 나아가 중남미 융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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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한 eLAC-2010과도24)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중미의 현재 전자정부 발전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2000년대 초의 1단계인
착수와 2단계인 발전단계를 거쳐 3단계인 상호작용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4
단계의 전자거래 및 5단계인 통합처리 과정으로 이끄는 협력프로세스가 필
요한 시점이다.

❚ 표 3-10.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및 성과 ❚
단계

전자정부
태동기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

전자정부
착수기

전자정부 성장기

전자정부
성숙기

시기

’80후반~’
90 중반

’90 중반~2000년

2001~2002

’03~’07

2008년~

주요
목표

국가 주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행정 DB
정부업무 프로세스의
화
전시화

국가정
보화
비전

-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범정부
공통기반
조성

다수 부처 서비스 연계 행정 서비스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연계·통합

Broadband IT Korea
국가정보화
e-Korea
vision 2007 u-Korea
Vision 2006
기본계획
기본계획

자료: 석봉기 외, 2010. 10. 16, p. 4.

전자정부 추진 외에 현재 중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PPP 프로젝트다. 이는 과거 마야 문명권을 디지털경제권으로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메소아메리카 프로젝트(구 PPP: Plan
Puebla Panama)는 벨리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
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및 파나마를 연결하는 인구 1.1억 명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다.

24) eLAC -2010(2008-2010)은 UN의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이 정보화 사회 지향을 위해 주도하는 중남미 융합 발전을 위한 정보화 프로그램이다. 모
두 83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별하면 교육·훈련, 인프라 및 접근성, 보건위생, 공공행
정 및 전자정부, 생산부문 및 정책 및 전략 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체로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학교 등이 협업해야 하는 민·관 중심의 'metaplatform'을 지향하고
있고, 중남미 개별 국가들의 지향하는 목표도 eLAC에 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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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중미지역의 PPP 프로젝트 ❚

자료: IDB.

메소아메리카 프로젝트는 약 100여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투자 규모가 약 80억 달러 규모로 특히 인간 개발, 지속가능개발, 에너지,
통신, 무역, 자연재해 예방 및 운송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통신망
고속연결사업(AMI: Autopista Mesoamericana de la Información)과 전력
망 연결사업(SIEPAC)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전략사업이 되고 있다.
AMI 사업은 통신분야 기간산업으로 메소아메리카 지역 내 광통신망 구축을
통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증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광통신망연결사업, 농촌지역 정보통신연결망 구축 및
NAP(Network Access Point)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핵심은
광통신망 연결 사업으로서 전력망연결사업(SIEPAC)에 따라 건설되는 송전
망을 활용하여 지역 내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미지역의 PPP프로젝
트의 전체적인 사업 전개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의 남부 Puebla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즉 옛 마야문명권의 디지털통합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RICAM(International Network of Mesoamerican Highways)은 IDB에 의
해 추진되는 운송부문 사업으로 메소아메리카를 묶는 대규모 프로젝트이
다.25) 이는 지역개발의 최대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운송부문을 개선하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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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및 승객 수송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북-남 및 해안-해안을 연결하는 물
리적 통합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태평양 및 대서양 도로), 관광도
로, 대서양 횡단 도로 및 일련의 연결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태평양 연결도
로가 가장 장거리 인프라이고, 다음이 대서양연결도로이다. 모든 사업에는
국제규범과 표준화가 도입되고 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2009년 현재 95%
의 이상의 교역상품(약 60억 달러)이 멕시코의 Puebla에서 파나마까지, 즉 7
개국을 관통하는 3,160km의 태평양도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데, 동 운송로
는 지역무역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경통과 시간이
크게 줄었는데,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국경 세관 통과 시간이
60분에서 8분으로 단축하였다.

❚ 그림 3-8. 메소아메리카의 고속도로망 구축 ❚

자료: BID(2009.09), p. 3.

한편 중미지역에는 수많은 IDB 발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국가
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외에도 중미 전체 지역을 어우르는 전력망 프로젝트

25) BID(2009),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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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되고 있다. 중미 전체를 연결하는 IDB 프로젝트로는 중미지역의 전
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IEPAC(Central American Energy Electrical
Interconnection System) 프로젝트가 있다. 중미국가들의 최우선 전략인 통
신망의 확충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전력망 확충 사업은 필수불
가결한 조건이다. SIEPAC 프로젝트는 멕시코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총
1,800km에 달하며, 이 구간에 모두 15개의 지국을 설치하고 230kv의 송전
망과 300MW에 달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총 사업 기간은 30년으로 예
정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국가별 구간
은 코스타리카 489km이며 이어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
스, 파나마 순이다.
이 사업의 시행업체는 1998년에 설립된 Empresa Proprietaria de la
Red(EPR)사다. EPR사는 컨소시엄 형태로서 중미, 멕시코, 콜롬비아 및 스
페인의 민․관이 참여하고 있다. 중미지역에서는 과테말라의 INDE, 엘살바
도르의 CEL과 ETESAL, 온두라스의 ENEE, 니카라과의 ENATREL, 코스
타리카의 ICE, CNFL, 파나마의 ETESA 그리고 역외 국가로 멕시코의
CFE, 스페인의 Endesa, 콜롬비아의 ISA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재원은 총 투자예상액 4.95억 달러로, 이 중에서 IDB 차관이 2.4억 달
러, CABEI가 1억 달러, 스페인 정부의 IDB 신탁기금 0.7억 달러로 구성되
어 있다.26)

26) Martin(2010), p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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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SIEPAC 중미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 ❚

자료: Jeremy Martin(2010), p. 4.

이상과 같이 중미 ICT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최대 과제는 통신에 있다. 중
미는 통신업체의 민영화, 자유화, 합병의 3단계를 거치면서 발달되어 왔다.
특히 통신부문의 민간투자와 업체 간 경쟁은 고정전화의 통신밀도 격차를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부문의 현격한 발전을 야기하였
다. 무엇보다 중미 국가들에서 ICT 정책 추진과정에 나타난 변화는 고무적
이다. 주요 변화를 보면 ICT 활용으로 인한 관습과 행동의 변화, 사회경제
적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ICT 공공정책 추진 및 도구로서의 중요성 인
식, ICT 접근성 확대를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 및 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증
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확대, 시민인식과 참여의 부족을 개선하여 시민
사회 형성의 초석과 사회적 책임을 조성, 사회적 격차로 인한 디지털 격차
타파, 교육정책에 ICT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 학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도모, 취약한 지역에서의 기술 접근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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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디지털 연대 형성, 디지털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온라인 접속 공간을 만
들어 현안과제에 대한 토의 및 제안을 유도 등이다. 이런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ICT 공공정책 선도가 중요하다.27)
따라서 향후 ICT 육성과 사회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서 보
다 도전적인 과제와 방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8) 첫째, 기초인프라 격차의 잔존을 타파하는 문제이다. 수십 년간 통
신망 인프라가 국가 전역을 커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지리적· 경제적 이중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로 가는 핵심과제로서 향후 대규모 프
로젝트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통신시장이 민영화, 개방화 및 합병화라는 단
계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개별 국가 내에서 수도와 수도권 도시, 지방도시
와 군소도시, 농촌지역 간의 ICT 발전 격차가 크며, 나아가 개별 국가와 중
미 전체 지역을 잇는 통신망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통신망 확
충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격차도 크다. 이와 같은 지리적· 기업 간 디지털 격
차의 존재는 노동력 또는 정보근로자의 도시로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기술 도입 미흡으로 정보근로자의 유입에 소극적이어서 사회경제
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미지역 전체의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중미국가들은 광대역 회선의 증가, 속도의 증가(최소
1Mbps.), 광대역 보급률의 개선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3G망의
확충과 정보 전달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플랫트
홈을 구축하는 데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광대역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선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 광대
역 공공 접속점의 설치가 우선된다 하겠다. 지방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시

27) http://infodesarrollo.ec/mailman/listinfo/politicastic_infodesarrollo.ec.
28) Katz(2009), pp. 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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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완전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의 개입과 보조금 등을
활용하는 한편 통신업체의 경쟁을 유도하여 광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ICT 육성을 위한 통합정책 부재의 해소이다. 모든 국가에서 디지털
아젠다가 시행되고 있으나 ICT의 전략적 중요성의 가치 인식이 미흡하여 다
른 인프라 정책에 우선되고 있지 못하다. 파나마의 경우 ‘국가전략플랜
2008~2018(Plan Estratégico Nacional)’이라는 장기 발전계획에 ICT 정책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정책결정자의 경제 마인드 및 ICT 가치의 인식 부
족으로 비전 제시가 미흡하여 정치적 조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 행정부서 간 조정의 문제이다. 특히 프로젝트 재정의 제한으로 우
선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해 부처 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제 역할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05년에 다양한 정보화 프로젝
트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의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경험
이 있다. 따라서 장기계획보다는 단기 계획에 따른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경향
이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 역시 통합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통합정책이 분명하지 못할 때 민· 관차원의 개발
목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 결정이 쉽지 않다. 니카라과의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조정이 쉽지 않아 전략적 아젠다에 ICT 개발 비전이
확실히 들어나 있지 못하다. 중미는 ICT 촉진 통합정책 개발을 위해서 부문
별로 특화된 정책 개발과 개발에 따른 성과 및 정보화 인식 제고가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미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산업, 관광, 마야 문화산업 및
자동차 부품산업 등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ICT 접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편 재정의 부족을 커버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중소기업에의 ICT 접목을 통한 통합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미니카통신연구소(Indotel: Instituto Dominicano de las
Telecomunicaciones)는 정보사회 전략으로써 E-dominicana에 공공정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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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평가, 정보통신기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이 모두 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중남미 융합 발전을 위한 ELAC-2010과도 연계하도록 추
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화 정책 입안자를 넘어 프로젝
트를 계획하고 촉진하며 나아가 집행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정부의 독자적 계획이 아닌 학계와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즉 민·관 협업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룩
해야 할 것이다.
셋째, ICT 채택을 위한 인센티브 결핍 문제이다. 대다수 국가는 ICT 도
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조세 인센티브 또는 보조금
등과 같은 유인책이 부족하다. 특히 중미의 지배경영구조인 중소업체의 경우
ICT 정보플랫폼의 채택을 위한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다. 중소
업체는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채택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채택비용과 초기의 낮은 수익성으로 쉽게 ICT에 접근할 수 없
는 실정이다. 인센티브 집행은 ‘시장의 규칙’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높은 가격, 경쟁력 미성숙 등 규제의 실패를 보전하는 데
에 기여할 수 있다. ICT 인센티브는 결국 정보장비 구입, 정보화 기기 수입
에 대한 관세 혜택, 정보화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전, 정부와의 거래를
위한 ICT 사용 업체에 대한 특혜 등에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전자정부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은 광대역의 보
편화, 공공 광대역 접속점 확충, 교육 정보화 기자재 등을 위해 투입함으로
써 시민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ICT 교육 격차 해소 문제다. ICT 직업 인재 양성은 ‘보이지 않는
자본(capital intangible)’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재 양성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미래의 투자가 될 수 있다. 중미국가들은 ICT 인적자원 양성에 구
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정보화 교육의 비지속성은 정보화 근로자의 고
임금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단기간의 고임금 현상에 매혹되어 장기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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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고 기술과정의 황폐화를 야기할 수 있다. 고급인력의 부족은 전자정
부의 지속적 개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위한 전문 인력,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한
편 ICT 기술양성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에서 파나마, 니카라
과,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들의 학생들은 현재도 ICT 교육보다는 공학, 법
및 경제 등 기존의 학문 세계에 매혹되는 문화적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망의 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국립대학에 통신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방송통신과정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다
양화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대학과 산업계 협동으로 연계하여 점
차적으로 사회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합정책의
하나로 여성 정보근로자의 양성 문제이다. 무엇보다 남녀 성별 ICT 평가 방
법(MEG: Metodología de Evaluación de Género)의 도입으로 개인, 여성
및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ICT 접근 및 훈련은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ICT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홍보 문제이다. 현재 국
가기관의 고위공무원들은 ICT의 경제적 가치 -생산성 증대, 고용 등-를 인
식할 수 있는 지식과 정치적 의지가 결핍되어 있다. 한편 각국의 통계청은
ICT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 전문가가 없으며, 통계치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불합리한 면을 보인다. 또한 통계치의 제공도 극히 제한적이어
서 중미에 대한 정보화 동향이나 전망에 대한 자료를 수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향후 주기적으로 표준화된 정보 보고서가 출간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
제에 미치는 ICT 효과를 산출·홍보하며, 정책방향 조정과 개선점을 찾아 보
다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덧붙여 광대역의 속도를 제고하여 실시간으로 정
책을 모니터링하고 재조정하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용자 편의 관점에서 정부차원의 정보화가 미흡하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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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vernment 계획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행정기관에서
ICT 사용은 미흡하다. 특히 조세 및 재정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행
정기관의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의 경우 다른 지역보
다 정부의 정보화 선도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 규제 및 사용자 측면에서 선
도하고, 이를 디지털 소외지역인 지방과 시민사회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접속
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대역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쌍방향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구축이라는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미의 경우 top-down 방식의 정책 선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성공
사례는 spillover 효과로 확산될 수 있다. 파나마 및 과테말라 같은 국가는
칠레와 더불어 정보조달시장 면에서 쌍방향 포털 시스템을 운용하는 성공사
례가 있기도 하나 지방정부 또는 중소업체와의 연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끝으로,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 육성문제이다.29)
ICT를 활용한 중소업체의 경쟁력 제고는 모든 중미 국가들의 우선과제가 되
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ICT 접목은 후진
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자본의 한계, 기술 도입의 높은 코스트 및 인력
부족에 기인한다.

❚ 표 3-11. 중미 중소업체 규모 분류: 종업원 수 기준 ❚
규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영세업체

5인 이하

10인 이하

4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소기업

6 ~ 30

11 ~ 50

5 ~ 19

5 ~ 9

6 ~ 10

중소업체

31 ~ 100

51 ~ 100

20 ~ 100

10 ~ 49

11 ~ 100

자료: UNIMER Research International, 중미 지역 중소기업 설문조사(2004).

29) 중미국가들의 중소기업 분류는 영세업체, 소기업 및 중소업체로 대별한다. 나라마다 분류를 위한 종
업원 수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영세업체는 5인 기준, 소기업은 6~20 정도, 중소기업은 100명 까
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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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미지역 중소업체 분류법과는 달리 파나마는30) 매출액과 근로자 수
에 기초해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영세기업(micro)은 매출액이 15만 달
러 미만, 소기업(pequeña)은 15만∼1백만 달러, 중간규모(mediana)는 1백만
∼250만 달러이다. 중소업체의 특징과 업체 수를 보면, 엘살바도르(Cámara
de Comercio e Industria)는 영세업체 비중이 91.3%에 달하고 전체 중소업
체 수는 174,406개로 나타났다.

과테말라 역시 영세업체 비중이

82.7%(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로 높고, 니카라과는 영세업체 비
중이 무려 96.7%(Directorio Económico Urbano INEC)에 달했으며, 파나
마도 84.4%(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에 달하고 있다. 중미 국
가 대부분에서 10인 이하 사업장과 매출액 100만 달러 이내의 기업이 지배
적이기 때문에 이들 영세업체 및 소기업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요구된다
하겠다.
중소업체가 국가경제(GDP)에 미치는 비중을 보면 45∼60%에 달하며, 수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0%에 미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매우 크다. 중미
국가별로 먼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엘살바도르 66%, 과테말라 42%,
니카라과 34%, 파나마 72% 등 매우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GDP에 기여도
에 있어서는 엘살바도르 44%, 과테말라 22%, 니카라과 11%, 파나마 60%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에 기여도는 니카라과 33%, 파나마 40%
등 매우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미 경제에 있어 중소업체의 비
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소업체에의 ICT 접목은 전략 사업이 되고 있다.

30) 파나마: Ley 33 y la ley 8 del a 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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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소업체의 비중 ❚
국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중남미 평균

GDP 기여도
44%
22%

고용
66%
42%
34%
72%
75%
67%
75%
80%
50%
58%

11%
60%
60%
28%
52%
17%
40%
34%

수출 기여도
33%
40%
25%
23%
26%
8%
20%
23%

자료: 엘살바도르 Conapyme;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Ibid.

중미 국가들에 있어 중소업체의 ICT 활용도를 보면 고정전화에 대한 의
존이 가장 높으며, 광대역 사용의 경우 니카라과 및 과테말라는 중남미 평균
에서 훨씬 못 미치는 11%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전화는 중남미 평
균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고정전화망을 확충하기 보다는 이동통
신의 급격한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3-13. 중소업체의 ICT 활용 정도 ❚
국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중남미 평균

고정전화
91%
71%
76%
75%
96%
81%

광대역
50%
16%
11%
15%
75%
9%
60%
44.6%
17%
3%
30%

이동통신
67%
45%
57%
45%
66%
43%
54%

인터넷 사용
36%
15%
15%
23%
97%
54%
66%
73%
88%
47%
12%
48%

PC
47%
32%
39%
27%
43%
69%
74%
87%
37%
5%
46%

자료: Ricardo Monge-González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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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 수에 있어서도 중남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용 컴퓨터의 경우도 저조한 수치를 보인다. 즉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 -고
정전화, 이동전화, 팩스, 기본 소프트웨어 장착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전자메일, 인터넷 접속 속도, 화상회의, 자료 분산,
e-commerce, VoIP, ERP, CRM 등~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별로 보
면 엘살바도르가 고정전화, 광대역, 이동통신, 인터넷 사용 및 컴퓨터 전 분
야에 걸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소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열거해 본다. 대다수 중소업
체의 ICT 활용 현황을 보면 대체로 고정전화 가입률은 71∼95%, 휴대폰
33∼67%, 컴퓨터 22∼54%로 나타나고, 인터넷 접속은 15∼40% 그리고
웹페이지 보유 비율은 1∼9%를 보이고 있다. 많은 중소업체가 2∼3년 내에
ICT 도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투자 순위에서 인프라장비 마련이 우선이고
정보통신기술은 마케팅 활동에 이어 3위에 그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ICT 접근 관점에서 업체 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접근의 애로가 생산 활동에 제한이
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중소업
체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i) 생산 활동을 위한 정보화 도구
의 필요성 인식 결핍, (ii) 영세한 규모로 인한 설치 및 보수유지를 위한 높
은 비용, (iii) 공공서비스 미흡과 기술 활용에 대한 낮은 응용 등이다. 앞의
두 이유는 업체의 지식 부족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이유는 소비자 눈높
이에 맞는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기술교육을 통한 정보화 인력의 배치가 중
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광대역 접속과 관련해서는 코스타리카에서
15.6%, 엘살바도르에서 14.7%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가능하다. 반면에 과테
말라,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등은 2% 미만에 그치고 있다. 속도의 제한은
향후 전자상거래(e-Commerce)나 인터넷을 통한 생산 활동 연계(e-business)
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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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체 내부적으로 ICT 도입을 한 경우 긍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근로자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능력 함양, 컴퓨터 구매 및 보수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경비 처리; 정보화 마인드 함양, 전자상거래
인식 제고 등이다. 그리고 업체가 대외관계를 목적으로 ICT를 채택한 경우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수출 경험, 국제화 마인드 축적, 소품종 판
매의 중요성, 인터넷 고객 수 증가, 공급원 다변화; 디지털 경영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금용자원 가용성 인식 등이다.
중소업체의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
해 인터넷 사용(특히 광대역)을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즉 B2B,
B2C 및 B2G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하다. 오히려 중소업체
일수록 컴퓨터 사용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 과정의 관리를 위해 필요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은 아직 속도나 비용 면에서 난제가 있지만 코스타
리카에서는 25%, 온두라스는 2% 정도가 인터넷을 통한 금융 업무를 보고
있다. B2B의 경우 극히 제한된 중소업체 만이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
한 상품 주문의 경우 코스타리카가 약 13%가, 온두라스의 경우 여하한 기
업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대금결제는 중미
전체 업체 중 5% 이하로 나타났다. B2C 거래의 경우 B2B와 비슷한 수치
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1%, 엘살바도르 11% 그리고 기타 국가에
서는 3% 미만이 고객으로 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는다. 그러나 인터
넷을 통한 대금결제의 경우 코스타리카 8%,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3%
미만, 그리고 과테말라나 니카라과 등은 0%를 기록하고 있다. B2G 거래는
특히 조달분야에 있어 중소업체에게는 참여의 제한이 된다. 이는 업체 자체
적으로 기술 및 자격 미비 등에 기인한다.
애플리케이션 활용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 중소업체들에 있어 극히 미흡
한 면을 보이고 있다. 코스타리카 8%, 엘살바도르 3%, 니카라과 1% 만이
중간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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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근간이 농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관련 중소업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 미만의 업체만이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산
업간 또는 산업 내에서도 디지털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ICT 기반의 중소업체가 노동력 투입 대비 더 높은 평균 생
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효율성, 경쟁력, 품질관리, 매출, 수익성 면에서 긍정
적인 결과가 모든 중미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
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및 과테말라에서는 ICT 채택의 영향이 생산성, 품질,
효율 면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성공사례의 발굴과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ICT 기술의 채택을 확산하게 하는 기회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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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과 국제기구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평가 및 과제

1. 한국의 진출방식 평가 및 과제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진출은 주로 봉제 및 의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시장 수출을 위한 우회거점 지역으로 활용해 왔다. ICT 부문의 진출 내
지 협력에서도 낮은 시장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의 총 투자액 대비 대중남미 투자액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 비해 극히 미
비한 7.7%에 머무르고 있다. 파나마에서만 과학 기술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중미의 ICT 관련자들을 초청하여 훈련시켜 정보화 마
인드를 주입하고 이들을 통한 사업 개발과 추진을 목표로 해 오고 있다. 또
한 IT 청년봉사대를 파견하는 등 주로 인력초청 및 청년봉사단 파견이 주류
를 이루어 오고 있다. 이는 단기적이며 가시적 성과의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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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한국․중미 ICT 협력사업 사례 ❚
국가

협력사업 사례
-

과테말라

한-과테말라 IT 훈련 협력 MOU 체결(2006. 2)
양국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2007. 1)
Educative Informatics Highway Project: 전국에 교육센터 설립. 사업 부진
e-Security: 출입국관리, 경찰정보화, 정보교류 DB 구축. 현재 사업지연
KOICA(’06~’08), 250만 달러: 한ㆍ과테말라 ICT 훈련센터 건립
KOICA(’91~’09), 2,001만 달러: 13개 프로젝트, 초청연수, 장비, World friends
Korea 사업, 재난구조, NGO 지원
- KOICA: 정부민원포털서비스(사업비 180만 달러)
- 경북도청: IT 분야 관계자 방문 및 교사 초청
- KOICA: 관세정보화 350만 달러 원조승인 예정. CUPIA 주관기업

도미니카
(공)

-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 UNI-PASS(오토에버시스템즈-인터데브) 추진 중:
EDCF 자금
- NEIS(교육행정) 시스템 이식 추진
- NIPA: e-government 마스터플랜에 참여
- EDCF 자금: 관세정보화 2차 사업, e-document,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및
출입국통제시스템 추진

- ‘나라장터’시스템의 이식
코스타리카 -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삼성SDS) 구축
- 여권정보화: 전자여권. 기술검토 후 결정 단계
자료: 저자 정리.

국가별 우선과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청년봉사단도 그러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의 경우 제도행정시스템, 교육, 보건 및 인프라 개선이
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해당 부처 및 기관의 담당자와 협의체를 통한 협력부
문이 발굴되는 것이 우선이다.
ICT 분야의 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정
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구 KIPA)은 그동안 중남미 지역 IT서비스 해외진
출을 위해 페루,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등에서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사전타당성 조사, 수주지원단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사
전타당성 조사 지원, 수주지원 활동을 통해 2008년 도미니카 관세정보화
(2,300만 달러), 2009년 코스타리카 전자조달시스템(950만 달러) 수주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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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우리나라의 발달된 ICT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개발협력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정보화시스템은 국가의 세수를 증
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부패를 감소시키며, 각종 행정비용을 절감하
는 등 성공적인 개발협력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와의 협력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코스타리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삼성SDS는 2010년 8월 17일 총 952만 달러
규모의 코스타리카 전자조달시스템인 메를링크(MER Link) 오픈식을 가졌
다. 코스타리카 전자조달시스템은 이미 2009년 7월 착수하여 2010년 3월
포털, 사용자관리, 카탈로그 등 총 3개 시스템을 1차 오픈하였고, 2차로는
전자입찰, 보안/인증, 전자계약, 전자지급, 전자문서 및 문서유통 등 총 9개
시스템을 최종 오픈하여 오는 12월까지 운영지원을 한 후 코스타리카 전력
통신공사에 이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은 삼성SDS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조달시스템의 全 모듈을 해외
에 최초로 구축해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조달청, 코스타리카
대사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적극적인 지원과 삼성SDS의 우수한
기술력이 빚어낸 성공적인 민-관 협력 해외구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전자조달 시스템은 우리나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입
찰/계약/발주/대금 지불 기능과 코스타리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으
며, 시스템 도입으로 코스타리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조달 물품에 대한 통
합화, 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조달물품에
대한 입찰을 시스템화 함으로써 물품 조달에 대한 투명성 제고, 입찰 참여업
체의 업무효율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자조달 시스템은 코스타리카 조달행정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간과 민간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
어 향후 여타 인접국가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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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는 지난 2010년 8월 20일 코스타리카 현지에서 코스타리카 국가기
획부와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IT 서비스 분야 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 코스타리카 국가기획부는 코스타리카 국가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처로,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을 계기로 코스타리
카 국가정보화 로드맵, 정보화 현황분석, 우선사업 도출 등 향후 우리의 국
가정보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스타리카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전자정
부 마스터플랜 구축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컨설팅 프
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어 주변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
스(Uni Pass)31)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도미니카 및 과테말라와의 협업을 수
행하고 있다. 관세분야의 해외원조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을 전담 수행하는 한국국제
협력단(KOICA)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에서의 UNI-PASS 협력 사업은 향후 다른
중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속적인 양
지역 간 관세행정정보화 세미나 및 관련자 교육 등이 이루어 질 때 그 효과
는 배가될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미 2007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한국전자통관
진흥원(CUPIA)과 한국 세관 정보화 및 UNI-PASS 시스템에 관한 관세 행
정 IT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과테말라 등 중남미에서는 파라과이 및 에콰도
르 등의 고위관료가 참가하였다. 이러한 세미나는 부산과 서울 세관을 방문

31) 관세청은 1992년 이후 관세행정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초로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100%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한 후, 2006년에 UNI-PASS 라는 브랜드명으로 특허와 국제표준인 ISO
20,000을 획득하였고, 2007년에는 아시아태평양전자상거래위원회(AFACT)에서 'e-Asia Award'를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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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중남미국가에 UNI-PASS와 CLIS 시스템 소개를 위한 최신 기술과 한
국 관세청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과테말라의 관세정보화 프로
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의 정부 정보화 정책에도 NIPA가 현지 대통령산
하 IT청(OPTIC)과 함께 협업한 e-government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자정부 발전방향, IT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미니카(공)의
정보화 주관부서는 IT청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INDOTEL)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과 EDCF를 통한 IT 분야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2년간 세관현대화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e-document, 지능
형교통정보시스템(ITS) 및 출입국통제시스템을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NIPA 글로벌협력팀(구 수출활성화팀)은 기 개발된 모듈화 및 패키지화에
대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모듈화 지원의 경우 과테말라를 목표시장으
로 해서 CUPIA를 관세통관 서비스 수행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SW
패키지화 부문에서는 코스타리카를 목표시장으로 디유넷이 SOA기반 이러닝
TLSS 과제 수행기업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 외에 모듈화의 물류, 결
제, 인터넷뱅킹, 교통카드 및 특허 전자화 그리고 신기술기반 SW 패키지 과
제도 중미 시장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표 4-2. 우리나라 핵심서비스 모듈화 전략과제 ❚
구분
모듈화
(2008년)

모듈화
(2009년)

과제명
우정 물류
관세 통관
특허 검색
지급 결제
인터넷뱅킹
정부예산회계
교통카드
특허 전자화

수행기업
LGCNS
CUPIA
LGCNS
대우정보
현대정보기술
아토정보기술
한국스마트카드
LGCNS

목표시장
동티모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몽골

자료: 「모듈화/패키지화 시범적용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용역」 제안요청서(2009. 11),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수출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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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우리나라의 신기술기반 SW 패키지화 전략과제 ❚
구분
공개SW
시범적용모델
국제기구
협력모델

해외시범
적용모델

과제명

수행기업

목표시장

엔위즈
(참여기업: 한글과컴퓨터)

베트남

디유넷

코스타리카

현대정보기술
(참여기업: 씨엔아이에스)

탄자니아

국가세정통합관리시스템

대우정보시스템

인도네시아

긴급대응기관용 표준
통합관제시스템 패키지

위니텍

말레이시아

건설사업관리 패키지
SOA기반 이러닝 TLSS
NID 시스템

국제회계기준 시스템 패키지화
e인슈뱅킹 패키지화

수출입요건확인시스템 패키지화

티맥스소프트

일본

인피언컨설팅
(참여기업: CJ시스템즈)

베트남

KTNET

몽골

자료: Ibid.

기업 차원에서는 삼성네트웍스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력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등지에서 IT 센터 구축과 국가
전산센터 계약을 한 데 이어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 작업도 수행하는 등
기술과 문화 수출의 윈․윈 사례로 주목된다. 삼성네트웍스의 경우 IT 서비
스는 단순한 망 구축이 아니라 서비스 -인터넷전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비즈니스파트너(IBP) 차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파나마의
대통령궁 각료회의실 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에는 상대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의지,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업 및 ODA 기금의 활용
과 ICT trust fund(Co-Financing)의 조성 등 정부, 기업 및 자금 조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중미국가 중 EDCF 지원 대상 국가는 도미
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다. 정부 의지에는 양국 전문
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여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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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중미국가들의 재정 구조가 충분치 않으므로 기업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의 참여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 직접금융 제공
방식의 Vendor Financing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신용기관
(ECA)의 무역금융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협력 사
업을 개발하고 전략시장 중심으로 reference를 구축한다. 정부가 agent 역할
로 정부주도의 본 사업 개발을 위한 F/S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진출을 보
장함으로써 중미국가들에게 국가/기업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적 협력을 효율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보화 추진 담당 부처
및 기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 협력 사업을 도출해야 한다.

2. 국제기구별 중미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중미국가는 자체적인 재정 조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각종 프로젝트 사
업에 외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협력 기구별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
트 비중은 EU(31%, 스페인 13%)>일본(12%)>대만(11%)>미국(8%)>WB(6%)>
스웨덴(4%)>IADB(4%)>핀란드(4%)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 관점에서 보면
CABEI 신탁기금, 개발협력공여국의 자체 협력기금, 개발기금 및 무상원조
등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 사업으로는 협력공여국의 경쟁
력 있는 분야가 전략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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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협력 기구별 중미 지원 규모 및 협력 분야 ❚
협력기구별

EU-CA

스페인-SICA

중국-CA

일본-CA

규모

협력 분야

-’84-’98: 4.5억 유로/’02-’06: 0.75억
/’07-’13: 100만 유로/CABEI 프로그 -중미 재건을 위한 지역프로그램
램 1.22억 유로/PRRAC 2.5억 유로/ (PRRAC)
식량안보 및 영양 0.12억/식량안보 -식량 안보 및 영양/시스템
및 영양 정보화 시스템 300만 유로
-보조금 ’05-’06: 1,000만 달러/1-2차 -공공행정 강화
사전타당성조사(’06-’13): 5,400만 달 -위생, 교육, 환경, 재난, 관광, 어업, 커
러
피
-경제개발기금 2.4억 달러 설립
-협력기금 1.65억 달러

-매년 2,000만 달러가 운용

-협력기금(무상원조): 2,800만 달러

-정보기술 교육
-샤가스 질병 예방 및 치료
-지역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질병 교육
-중소업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사법시스템 개혁
-보건위생 서비스 질 개선(일본에서 교육)

멕시코-SICA
-협력기금 운용
(TUXTLA)

-포럼 운영, 1000회 이상의 기술협력
-교육, 문화, 보건, 관광, 농축산업, 환경,
재난 방지 등

안달루시아-SI
-위탁협력(500만 유로 집행 중)
CA

-중미 정체성 증진
-유소년 교육
-농촌개발
-지역정부 강화
-원주민 및 소수 종족 보존

인도-SICA

-정보기술 교육 센터 설립
-협력기금: 정부자금 8,000만 달러/상
-양자간 집행부 설립 추진
업자금 1,000만 달러 제공
-SICA 장학생 선발 증가 68→100명

한국-SICA

-1996년부터 협력 포럼 운용
-협력기금 설립(’02): 15만 달러
-정보기술에 투자
-무상원조 ’02: 230만 달러(정보기술,
-기술협력. 장학생 제도: 53명 단기연수
6개국)
-무상원조 ’05-’06: 400만 달러(정보기술)

자료: 저자 편집.

중미 발전을 위한 도입된 프로젝트의 부문별 비중을 보면 환경(35%)>경
제(23%)>사회(18%)>정치(13%)>교육 및 문화(11%)>안보(1%) 순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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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점은 모든 부문에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IDB의 중미지원
프로젝트를 국별로 분석해 보면 벨리스는 금융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의 진수를 보존하고 있는 국가답게 관광, 원주
민, 농촌개발, 중소기업 육성 부문에서 협력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 한편
온두라스는 금융, 농업, 보건위생 및 관광에, 엘살바도르는 농촌,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및 관광 등, 니카라과는 금융, 중소기업, 질병 대책 등에, 파나
마는 금융 및 에너지 분야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농업, 금융, 중소기업 및 관
광 등에,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제도 및 생태관광 분야 등에서 국제기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참고).
한편 세계은행의 2005~10년 중미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사업을
보면 지방개발, 교육기회 확대,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사회소외계층의 영
양 확대 등이다(부록 참고).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관심분
야도 농촌개발, 농촌과 관광유적지 연계, 중소기업 정보화, 보건위생 및 사회
저소득층의 사회통합, 정보화 교육 및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금융시스템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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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국가들은 현재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ICT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제고하
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중심 과제는 민· 관 협업체제 구축, 시민사회 및 정부의 비전이
담겨있는 통합정책 마련, 정보화 교육 및 기술양성학교의 설립, 경제에 미치
는 ICT 영향 측정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과
spillover 효과 파급,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ICT 접목으로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는 지방 및 소도시의 발전적 정보화
전략 운용 등이 되고 있다.
현재의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듯이 오늘날 중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항목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국가별로, 지방별로, 업체 규모별로, 소득별로 경제적 디지털 격차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CT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방안을 고려
할 때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다음의 〔표 5-1〕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수들을 활용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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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로 순위를 정하여 보았다. 코스타리카가 16개 부문에서 1위를 점유하였
으며, 이어 파나마 13개, 도미니카(공) 4개, 엘살바도르 3개, 과테말라 2개
그리고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각각 1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를
차지한 항목을 국별로 보면 코스타리카가 9개, 엘살바도르 6개, 과테말라 8
개, 온두라스 2개, 파나마 12개, 도미니카(공) 5개로 나타났다. 한편 3위를
기록한 항목을 보면 코스타리카가 4개, 엘살바도르 8개, 과테말라 9개, 온두
라스 2개, 파나마 5개, 도미니카(공) 13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은 협력
부문별로 고려해야 요소를 달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결과가 산출될 것이다. 조사된 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 중미 국가 중에서 ICT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정보화
수준이 발달된 국가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및 도미니카(공)로 볼 수 있다.

❚ 표 5-1. 대중미 협력요소 및 국가 정보화 수준 평가 순위 ❚
구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면적
인구
국가청렴도

1

3

2

1

3

2

GDP 규모

3

1인당 소득

2

도미니카
2

2
1

외채 경채무국

파나마

1

2

3

2

1
1

2

3

3

신용등급

3

ICT 발전지수

2

1

3

ICT 이용지수

2

1

3

ICT 접근성

2

ICT 활용능력

1

전자정부 준비지수

1

네트워크 준비지수

1

3

1

1
2

2

3

3
2

정보기술 시장환경

2

정보기술 정책/규제

3

3

3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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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
구분
정보기술 인프라환경
정보기술 민간부문
준비지수
정보기술 비즈니스
준비지수
정보기술 정부부문
준비지수
정보기술 민간부문
사용지수
정보기술 비즈니스
사용지수
정보기술 정부부문
사용지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

1

1
1

3
3

3

2

2

2

3

1

3

1

2

1

GCI 전체

2

3

GCI 제도

1

3

2

3

3

2

2

2

3

1

GCI 거시경제환경

3

2

1

GCI 위생 및
초등교육

1

GCI 고등교육/훈련

1

GCI 상품시장

1

3

GCI 노동시장

1

2

3

2
2

3
3

1
1

2
3

2

1

3

2

1

3

2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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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1
1
2

1

1

GCI 인프라

GCI 금융시장
GCI 기술준비도
GCI 시장규모
GCI 비즈니스
성숙도
GCI 혁신
인프라 민간투자
매력도
인프라 일반투자환경
요소
인프라 투자특별
요소
인터넷 이용자 비율
HDI
ICT 지출/GDP

도미니카

3
1

1

2

3

1

3

2

1

2

3

1

3
2
3

2
3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미 국가들의 ICT 정책에서 나타난 전
략을 중심으로 한 협력방안, 둘째, 우리나라의 진출사례 또는 경쟁력 있는
부문의 협력 방안, 셋째, 중미 발전 관련 기구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본 협력
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중미국가들의 ICT 정책과 발전방향을 통해 본 협력방안
중미 국가들의 ICT 정책과 전략을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보
건위생, 농촌정보화, IT 산업클러스터 사업 및 지방정부의 정보화 등이 포함
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e-Government 지
수와 기타 경제지표 등을 살펴 볼 때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운용은 재
정 부족, 통신 인프라의 미흡 등의 요인으로 제한받고 있다. 분명한 점은 차
관도입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
별 정보화 계획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과 -디지털격차 해소, 인력양성, e-learning 등- 달성 등을
홍보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중미국가들의 정보사회 지향을 위한 크로스
컷팅(cross-cutting) 주요 이슈를 보면 적정 기술, 정책 혁신, 성 인지적 관점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로는 경제의 디지털화,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전자시민사회 형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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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중미국가의 정보사회 지향을 위한 우선과제 ❚

자료: ICT4D(2006-2011), p. 16.

국가별 ICT 육성정책과 전략을 통한 협력방안 도출이다. 도미니카(공)는
여타 중미국가에 비해 인구가 많고(약 1천만 명), 1인당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4,800달러)이며, 국토가 작은 섬이어서 일종의 testbed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DMB 사업이 진출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기술자들의 IT 지식이 떨어진다고 보았을 때 현지에 IT
실용학교를 설립·운용하여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본다. 지방자치단
체별로 재정관련 정보시스템 도입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프로젝트가 발굴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예산의 경우
약 40%가 건설인프라에 투입된다는 점도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도미니카(공)는 대다수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빈부격차가 정보화
격차로 발전되지 않도록 ICT가 교육에 적극 활용되고, 새로운 기술 관료를
만들어 내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투자 가치가 가시적이거나 단기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문에는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인증
시스템 등 기초적 IT 소프트인프라는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인터넷 사용 등 통신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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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등 하드인프라 구축도 일단 사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인해 투자가치에
서 밀리고, 국민들이 저소득, 전기부족, 교육 부족(고도 문맹률 포함)으로 인
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니 결국 투자 효용 면에서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향후 통신망의 확충 전략에 따라 통신설비부문의 프로젝트
가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코스타리카전력공사(ICE)는 IDB로 부터 5
억 달러의 통신현대화 자금을 대출받아 3G 통신도입을 진행 중이며, 아울러
Telefónica, Digicel, América Móvil, Millicon 등 외국통신업체의 투자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코스타리카는 인구 450만 명의 소국으로 ICT 산업에
있어 소비시장보다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코스타리카의
통신시장만 놓고 보면,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우므로 중
미 통신시장 전체를 놓고 시장 진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중미의 통
신시장은 점차 개방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지의 진출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니카라과는 치안정보화 구축 사업으로 경찰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등에 우선과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부패, 빈곤, 치안, 생산성 및 정치개혁 등을 사회개발계획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부패의 경우 재정부문 정보화, 주민정보화 및 선거개표 등; 빈곤은 디
지털격차 해소, 교육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확충 등; 치안은 경찰업무 정보
화; 환경은 종합방재 시스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는 농업근대화, 중소업체
정보화 등; 정치개혁은 출입국 정보화 등이 전략적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시스템은 물론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자동요금징수시스템(AFC), 스마트카드 등의 SIE(Smart Infrastructure Engineering)
사업 등은 향후 중남미에 전략적 협력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유럽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
해 있으며, 모든 대륙을 연결하는 주요 해저 광통신망의 교차점이라는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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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 345만 명의 소국이나 중미를 대표하는 금융
및 IT 허브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IT 산업은 수도 파나마시티와 중
남미 최대 중계자유무역지대인 콜론 두 곳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의 협상 대
상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 된다. 파나마가 조성하고 있는 사이버파크에 우리
나라의 IT 산업클러스터와의 협력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향후 파나마
운하 확장 사업을 비롯해 지하철과 철도, 다목적 댐 건설 등 정부 차원의 인
프라 확충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기존의 전자정부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이
러한 대규모 사업에 우리의 IT 기술을 협력 사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각종 인프라 확충 및 근대화사업(항만, 도로, 공항, 관광 등), 지방정
부 및 중소업체 정보화 사업, 클러스터 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질병 및
재난방지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시스템 분야도 좋은 협력 사
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른 인접국 및 남미 국가로의 파급효과도 고
려할 수 있다.
기술지배적 중소업체와의 협력방안이다. 모든 중미국가들의 경제는 중소업
체가 지배적이다. 중미국가 역시 경제의 지배부문인 중소업체와 ICT를 접목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동력이라고 판단하고 중소업체의 디지털화를 홍보 및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업체에는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ICT 정책에는 이들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에 전
략적 가치를 담고 있다. 생산, 투자 및 무역 등의 면에서 ICT 접목을 독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대기업보다는 적정 기술수준을 달성
한 또는 소호에서 규모를 달성한 기술지배적 중소업체를 발굴하고 이들의
경험사례를 협력방안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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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대중미 진출 및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미 또는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사례를 볼 때 전자정부 구축
단계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협
력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출은 IT 서비스와 패키
지 소프트웨어 진출도 동반될 수 있다. 이는 IT 서비스업체의 해외사업 개발
과 중소 SW업체의 시스템 구축이라는 협력모델로 중미 시장에서 성공모델
을 창출할 수 있다. 통신 인프라 발달이 미흡한 중미국가의 ICT 환경과 문화
관습에 적합한 맞춤형 전자정부 모델의 개발과 협력이 요구된다. 향후 중앙정
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독자적인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협력사
업 대상도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력사업 모델 발굴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개별 국가
와의 수출증대 방안이 주가 되어 왔으나, 향후 주 또는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
책 결정과 경쟁적 기술도입이 두드러지고 있어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해당 지
방정부와의 협력 방안 -전자정부 사이트, 인프라, IT 산업단지 조성 등-이 도
출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처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개발도상
국 무상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조 약정서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중미의 각
지방이 처해있는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협력대상국의 농· 수·
축산 분야 기술교육, 교육, 보건위생, 농촌개발 등을 위해 국내 초청 연수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청년 IT 봉사단 및 새마을지도자 파견 등을 통한 선진기술
및 경험, 지식 전수사업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 중 재정 비중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은 KOICA 등과 공동으로 장기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대다수 중미국가들의 최우선 과제인 통신서비스의 경우 현지 기존의
통신회사와의 협력 체제 구축이다. 지분을 통한 참여도 하나의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주파수 할당을 획득하여 독자적인 진출을 도모하는 등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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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업체의 중남미 협력사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중미국가들은 향후 통신망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생 문화 및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는
한 나라의 뿌리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지역과 국가차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프로그램과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협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
스를 바탕으로 현지 인력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으로 연계할 수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사업은 중미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파크를 활용하면 잠재
고용인력 개발, 사이버파크 활성화 등 그 효과가 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급과정의 교육기관 설립도 장기적으로는 협력사업의 확대를 도출할 수 있
다. 사이버 평생 학습관의 운용도 좋은 협력방안이다. 우리나라에는 용인시
등 지역 별로 사이버를 통한 외국어 학습, 컴퓨터 등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
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런
e-learning 체계에는 학생들과 직장인의 학습 및 기술콘텐츠도 가미함으로써
자녀들을 빈곤의 세습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부모의 기술교육을 통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이버 학습관 협력 사업의 경우 온
라인 및 현장의 이동 오프라인 방법을 병행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산업 협력 시 중미국가들의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을 위한 PC 수리 및 정
보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ICT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활용해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회계 프로그램 숙지, 생산원가 관리, 판매 분석, 판매 촉진, 사업계획
구상, 시장 및 경쟁상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다. 우
리나라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중소업체 정보화지원사업의 경우 생산, 경영
등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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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초 정보 시스템 구축, 최신 시스템으로의 변환 등에 지원한다. 구체
적으로는 일반 기업을 위한 경영정보지원시스템(MIS), CRM, ERP, ECM,
BPM, RFID/USN, 전자무역솔루션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 사
업이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으로 POP, MES, CAPP,
PDM, RFID/USN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
템 개발 및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험을 통한 중소업체
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중소업체의 건전한 성장 경험
등은 훌륭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산업클러스터 협력방안이다. 디지털클러스터(parque tecnológico/cluster
digital)단지 구축 및 운용에 따른 협력 체제 구축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클러
스터 운영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미 일부 국가들도
기술혁신의 무한경쟁시대인 지식정보사회에서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국가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파크 조성이 그 한

❚ 그림 5-2. 한국의 IT 클러스터 단지 조성도 ❚

자료: 산업클러스터학회 프로시딩(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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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 산업클러스터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특정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신지
식의 창출, 기술 개발，생산성 향상 등이 집약되어 파급되는 효과가 있어 지
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형이 개발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도로 산업클러스터정책이 기존 산업
단지를 산학연 협업 체제하의 혁신클러스터로 재편하는 정책이나 새로운 산
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별 특성 -정보인프라, 기업경쟁
력, 부존자원, 문화, 전통 및 역사 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IT 산업 클러스터 추진뿐만 아니라 중미는 관광과 농업자원이 어
우러져 있어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세계화하는 정보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IT 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와 산학연이 협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산 협력 또한 이루어 질 수 있어 신기술이 창출될 수 있다.
정보화 마을 운용 협력 방안이다. 중미국가들의 경제는 농업과 관광에 근
간을 두고 있어 농촌정보화 마을 또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관광단지 조성 등
이 좋은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전체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
아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는 인구의 5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어 벨리
스, 니카라과 등이 각각 48%와 43%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엘살
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농촌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증대 방안을 강구할 시 농촌관련 프로젝트 사업을 강
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미지역은 마야 문명에 기초한 농촌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생산-저장-유통-수출 등의 시스템은 낙
후되어 있다. 이들 작물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농촌 소득 증대와 근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전통 작물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세계화하
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보화 마을 조성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
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할 뿐 아니라 농촌으로 회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농촌정보화는 많은 농촌 지역에서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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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농촌정보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의 정보화 마인
드를 함양시켜야 할 뿐 아니라 컴퓨터 교육, 마을 홈페이지 제작, 전자상거
래 시스템 구축, 고객관리 프로그램, 농촌문화 콘텐츠 구축 등 정보환경 조
성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표 5-2. 중미 국가들의 전체 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중 ❚
(단위: %)

국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벨리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한국
칠레

2005
38
54
29
50
40
53
44
33
19
12

2006
38
53
28
49
40
52
44
32
19
12

2007
37
53
28
49
40
52
44
32
19
12

2008
37
52
27
48
39
51
43
31
19
12

2009
36
52
26
48
39
51
43
30
18
11

자료: World Bank.org(2010).

우리나라의 정보화마을(INVIL)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정보
화마을을 선정한 후에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컴퓨터를 보급하고 마을정보센터
를 건립해, 정보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마을소
개를 비롯해 주변 관광지, 특산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해 마
을 홈페이지를 만들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지원도 해주고 있다. 더욱이 정
보화 마을마다 프로그램 관리자도 배치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정부정책에도 참여함으로
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정 자원 기반의 정보화
마을 성공 사례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1리 보릿고개 마을/여수시 돌산
읍, 율촌 및 남면/임실 관촌농협, 무주 산머루, 경기도 팔당 친환경 농업, 경
북 한우, 서천 모시, 오창 IT 산업단지, 인천 남동단지, 문경 생달리 오미자
마을, 제주도의 도두 해양레저마을, 강정마을 및 상명 정낭마을, 청원 쌀 정

111

제5장 결론: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 │

보화, 안동 하회마을의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제공사업 등은 중미국가들에
던지는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해외 IT 청년봉사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이들의 선발과 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 획득된 현지 정보를 축적하고 차후 봉사대
상을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IT 청년봉사단의 경험을
활용한다면 전문성과 국제화 수준이 갖춰진 지역별 글로벌 IT 인재 양성과
기초전문가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과거 KOICA 해외봉
사단,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대학생 해외 봉사활동,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단 등 다양한 이름과 활동을 해 온 우리나라의 봉사단이 2009년 7월 하나
의 이름 ‘World Friends Korea’ 아래 활동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
정보화진흥원은 대한민국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월드 프랜즈 코리아’의 하
나인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단기 파견의 경우
팀별(4인 1팀)로 4주 내지 6주 일정으로 파견하고 있다. 팀의 구성은 IT 교
육담당 2명, 어학담당 1명, 문화교류 담당 1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팀
별(4명) 파견 시 IT 교육 2인과 문화 및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에 미루
어 향후 각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 학부에서도 중남미지역의 대표 언어인 스
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학습이 병행해 글로벌 IT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스페인어과에서도 중남미 문화 콘텐츠 및 ICT 실용 언어 과목을
개설하여 오픈할 필요가 있다. 중미권의 파견대상국으로는 2010년 11월 현
재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및 파나마가 포함되
어 있으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제외되어 있다. 파견 기간도 향후 6개
월~1년 단위로 파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개발 -학점, 병역 기간 혜택 등-이 요구된다. 사회적 차원의 협력 방안으로
중미국가들의 모든 공통 문제인 빈곤 해소와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데에 ICT
접목 방안이 결집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국제 IT 연수프로그
램의 현지화를 통해 현지 ICT 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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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력 기반의 올바른 초석을 놓을 수 있다. 해외봉사단도 지역별 우선과
제에 투입하는 것이 공존공영의 협력모델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가칭 ‘한국-중미 ICT협의회’를 상설 운영하여 협력 의제를 발굴, 의제별
관련업체간 회의와 대상 국가에 대한 ICT 정보 논의, 협력부문 진행에 따른
모니터링, 사후관리 및 신사업 발굴을 하여 지속적인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기술만을 내세워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상호존중의 협력 사업이 될 수 없다. 협의회에는 ICT 기술전문가와 지역전
문가와의 협업 체제 구축 및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료된다.
하나의 사례로 라틴아메리카-스페인 IT 단체협의회연합(ALETI: Federación
de Asociaciones Latinoamérica, el Caribe y España de entidades de
tecnología de la información, 현재 회장은 아르헨티나의 Jorge Cassino)은
중남미 17개국과 스페인 간의 ICT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맹으로 역
내 ICT 관련 모든 기관 -연맹, 상공회의소 및 연합회 등-을 통합하여 기술
활용, 개발 및 기술 상호교류 및 유통을 촉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보 지식 사회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기구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World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ICT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끝으로 협력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수주 프로세
스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의 skill이다. IDB 및 세계은행은 각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어, 현지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
을 하고 지역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상기 기구의 본부의 최종 결정을 얻는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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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미 발전 관련 국제기구들의 대중미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IDB, 세계은행 및 CABEI 등 중미 관련 개발 기구와 선진국 및 여타 국
가들의 대중미 협력사례를 보면 다음의 특징이 살펴진다. 통신 인프라 확충,
교육기회 확대, SI, 디지털격차 해소, 환경 및 재해 등의 프로젝트가 핵심
사업이 되고 있다.
중미지역은 지리적 요인, 국가위험도, 수익성 확보, 언어 및 문화장벽으로
참여 및 협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 IDB 가입이 이루
어짐으로서 비교적 공정한 IDB 조달시장을 통해 중미국가로의 참여 채널이
확보되었다. IDB에 ICT Trust Fund(신탁기금)을 설치하여 IDB 사업에 대
한 정보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발굴 및 준비단계에서
부터 우리나라의 컨설턴트 투입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미주개발은행과 정보화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정보
화 컨설팅, 전자조달 및 관세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협력 사업이 IDB 펀드를
활용한 진출이 가속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중미지역에서 IDB와 더불어 중요한 다자개
발금융기관으로 설립이후 일반기금 및 신탁기금(FEPEX, FOEXCA, CAFEI)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사업 외에도 프로젝트기술협력, 중소업체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IDB 회원국으로서 중미지역 정부조달시장이나 인프
라시장에 참여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과는 달리 CABEI
의 경우 사회개발기회에 지원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제적 실익보다는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이해를 폭넓게 축적함으로서 여타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하
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다. CABEI의 경우 역외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투자진흥 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사업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향후 IDB, 세계은행 등의 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방향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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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ansformation),32) Green IT 등으로 집약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을 읽고 이에 적합한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
해야 할 것이다. IDB나 세계은행 특성 상 프로젝트 사업이 발표되면 이미
우리나라가 선점하기에 늦으므로 사전에 협력수원국의 정부와 협력하여 과제
를 발굴하고 해당 국가의 지역사무소(CMU: Country Management Unit)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필하는 프로세스부터 적극 관여하여야 한다.
World Bank의 경우 각국에 지역사무소(CMU: Country Management
Unit)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무소와 세계은행 본부와의 연계 프로세스를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위
해서는 지역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국가로부터 자국정부 또는 해외 기업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
과를 받아서 리뷰를 한 후 세계은행 본부의 ICT 부서로 이관을 하여 본부의
최종 리뷰를 거쳐 세계은행 프로젝트 예산에 정식 입안이 된다. 프로젝트 사
업이 본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면 ICT 부서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Proposal 등 제반 문서를 작성하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 결국 우리 기업
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초기 과제 발굴 단계에
서부터 현지 정부와 관계를 맺고 CMU와 본국과의 채널을 활용하여 현지
정부가 CMU에게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
요하다. 즉 추진 절차에 있어 우리 기업은 협력 대상국의 주한 대사관을 통
해 해당국의 프로젝트 착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세계은행의
CMU와 연계하여 세계은행의 의사결정 기간을 축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세계은행 본부의 ICT 관련 전문가와의 긴
밀한 관계 수립도 프로젝트 수주에 중요한 기초가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2) 중미국가들은 과거 전자정부 개념에 e-business를 적극 활용하는 e-Transformation를 지향한다. 즉
ICT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ICT 도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입을 통해서 개별 국가
별로 새로운 정보화 경쟁 환경에 맞도록 변환(e-Transformation)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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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은행은 2011년 중미 전략국가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및 도미니카 공화국 등을 지정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세계은행의 전략적 프로젝트 사업은
Broadband, ICT Transformation, Green IT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
에 맞는 사업 디자인이 요구된다.33)
우리나라의 대중미 ODA 지원은 무상원조와 EDCF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역규모와 중미시장이 갖는 의미에 비해 소규모이다. 향후 수혜국
의 입장에서 파급 및 연계효과가 클 수 있는 협력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 ODA 지원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한국개발연구원, KOICA
등에 다양한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CABEI 가입을 통해 기존의 ODA
의 활용 방안을 보다 폭넓게 운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
출방식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지향하여 수원국의 공공
서비스 전반에 수익자인 지역주민을 파트너로 참가시켜 정부, 서비스 제공사
업자 및 지역주민 간의 Win-Win 관계를 도출하여야 한다. 즉 협력공여국의
정부는 PPP를 통해 민간의 역량(자금조달, 기술능력, 경영노하우 등)을 활용
하고, 정부는 PPP 특별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 PPP 특별기금으로는 중미지역의 정보화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통한
정보화 인력 양성, 빈곤퇴치, 농촌역량개발, 환경보존, 통신 및 첨단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역내통합체를 활용하는 진출방안이다. 중미지역은 미주대륙 중앙에 위치하
여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중미지역은 역내 통합 -SICA, CACM
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외통합 -멕시코, 칠레, CAFTA-DR, EU,
대만(CA-4), 싱가포르(코스타리카), 중국(코스타리카), 캐나다(코스타리카),

33) 김준연(2010. 11. 7), ｢SW 글로벌 진출 및 협력을 위한 WB 워크샾 및 I3E 컨퍼런스 출장 결과보고｣,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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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COM(CA-4 및 파나마) 등- 역시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미국
가들의 통합 흐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진출의 기회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지역이다. 특히 경제적 특성으로는 소규모 경제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의
근간은 농산물 수출에 있고, 기타 산업부문은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며,
우리의 ICT 부문이 진출 할 시 이러한 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방안을 도
출해야 한다.
협력 확대 관점에서 진출 장애요인으로는 지리적· 문화적· 재정적 차이를
들 수 있다. EDCF 자금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수자금으로 진출하기
에는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중미국가들이 시장 크기가 작아 우리에
게 소비시장이라기 보다는 생산기지 또는 testbed의 거점으로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협력방안도 우리의 필요가 아닌 중미국가
들의 우선과제와 절충한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미국가들의 장기발
전전략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며, 때로는 우리의 협력 목표에 대한 분명한 발
전모델을 상대국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중미는 분명 한국을 비롯해 인
도, 말레이시아의 ICT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나, 우리로서는 이미 진
출해 있는 미국 및 유럽과 그리고 인도 및 말레이시아의 추격에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현지의 문화와 접목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우위의 중미 ICT 시장 연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
용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기업은 협력 프로젝트의 협력 주체가 되므로 업체
스스로 중미시장에 대한 개척의지와 이해 증진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중
미 개발 관련 국제기구 등의 Green IT에 기초한 협력 프로젝트 수주 프로
세스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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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주개발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유형
벨리스

주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 일자

환경

Detailed Design of Waste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System in Placencia

BL-T1048

Nov-01-2010

금융

Support the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the loan
operation

BL-T1046

Sep-21-2010

연금

Strengthening of Pension System in Belize:
Evaluation and Reform Proposal

BL-T1044

Jun-09-2010

금융

Strengthening Belize's Fiscal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BL-T1034

Jun-15-2009

환경

Solid Waste Management Project

BL-L1006

Nov-19-2008

금융

Institutional Strengthening of the Credit Union
Sector

BL-M1004

Dec-20-2007

보안

Strengthening of Airport Security

TC0207042

Oc-t04-2005

관광

Improving Small business Competitiveness in the
Tourism Industry

BL-M1001

Jun-30-2005

무역

Improving Capacity to Negotiate the FTAA

BL-M1001

Jun-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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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주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영양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dairy
chain

GU-M1031 Sep 14, 2010

금융

Expansion of Microcredit to Low-Income Rural
Communities

GU-S1017 Dec 8, 2009

지역개발

Supporting Competitiveness of the South West
region of Guatemala

GU-M1030 Sep 14, 2009

토지대장

Establishing Cadastral Registry &Strengthening
Legal Certainty Protected Areas

GU-L1014 Jun 17, 2009

Definition and Mgmt. of Tourism Destination in
the Cuatro Balam area, in Peten

GU-M1024 Apr 30, 2009

Business Development in Rural Agricultural
Community

GU-M1021 Mar 5, 2009

금융

Program to Strengthen Public Finances

GU-L1020 Jan 1, 2009

전력

Design and Installation of Electronic Moveable
Property Registry

GU-T1113 Dec12, 2008

관광
농촌개발

농촌개발

Expansion of Credit Services to Low-income Rural
GU-S1013 Dec12, 2008
Communities

농촌개발

Promoting alternative crops in Rural Communities
of Totonicapán

GU-M1026 Dec 1, 2008

중소기업

Financing Mechanism of PYMES Agricolas, of
Tourism and Forest

GU-S1015 Nov 26, 2008

농촌개발

Multiphase Rural Electrification Program - Phase

GU-L1018 Oct 22, 2008

농촌개발

Corn that Nurtures Ixcan's Communities Better

GU-S1016 Oct 17, 2008

에너지

Support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Work to
Develop Renewable Sources Energy

GU-T1111 Sep 17, 2008

중소기업

Expansion of Financial Services for
Micro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GU-M1023 Jul 11, 2008

문화보존

Best Practices Experiences in Rehabilitation of
Historic Areas

GU-T1110 Apr 10, 2008

농촌개발

Support for the Preparation of Aurora-Cañas
Central Corridor Project

GU-T1076 Mar 19, 2008

제도

Coordination of the Sida-IDB Partnership in
Guatemala

GU-T1104 Feb 21, 2008

형법

Proj. to Support the Penal Just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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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0177

Oct 24, 2007

과테말라 계속

주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환경

Maya Biosphere Reserve Environmental Services
Program

GU-M1018 Oct 3, 2007

금융

Consolidation of Community Financial System to
Spur Local Economies

GU-S1012 Jul 23, 2007

원주민

Strengthening the Communication by Indigenous
Peoples

GU-T1066 Jun 28, 2007

산업육성

Supporting the Incubation of Productive Projects

GU-T1070 Jun 28, 2007

제도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Network of
Community Promotion Groups

GU-T1059 Feb 21, 2007

관광

Promotion of Local Micro and Small Enterprise
Ecoturism Service Providers

GU-S1010 Nov 21, 2006

Strategic Plan for Integral Development
Communities Affected by Chixoy Project

GU-T1061 Nov 21, 2006

Support for the Controller's Office

GU-T1030 Aug 30, 2006

Inst.Capacity Strength. &Loan Enhancement for
Indigenous Entrepreneurial Dev.

GU-T1033 May 9, 2006

Willingness and Capacity to Pay Study for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GU-T1044 Mar 2, 2006

Expansion of Financial Services for
Microenterprises

GU-M1006 Feb 17, 2006

Project to Boost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Specialty Coffee Growers

GU-S1006 Dec19, 2005

공동체
제도
원주민
환경
중소기업
농업
문화관광

Competitiv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with
GU-M1005 Dec14, 2005
Indigenous Communities
"More than Remittances"

GU-M1004 Nov 29, 2005

Energy for Poverty Reduction in Rural Areas

GU-T1038 Nov 18, 2005

금융

Enhance Development Impact of Workers'
Remittances

GU-M1003 Aug 3, 2005

제도

Support for the Network of "Grupos Gestores"

GU-T1020 May20, 2005

금융
농촌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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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주제
금융
재난
제도
농촌
훈련
보건
안전
보건
훈련
인프라
제도
금융
금융
환경
농업
정보화
정보화
주택
농촌금융
주택금융
금융
금융
관광
농촌
보건
금융

프로젝트명
Access to Finance for Rural Women
Microentrepreneurs through Productive Value Ch
Disaster Risk Prevention and Mitigation Project
Consolidation of Task Force for Monitoring Public
Investment
Program Preparation of Rural Potable Water
Updating of Guidelines and Training in Project
Management
Coordination of the Sida-IDB Partnership Program
in Honduras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HO-S1016 Apr 20, 2010
HO-L1031 Jun 24, 2009
HO-T1134 Jun 8, 2009
HO-T1122 May 27,2009
HO-T1119 Mar 13,2009
HO-X1015 Jan 8, 2009

Integrated Support for the Social Safety Net Program HO-L1032 Dec 11,2008
Coordination of the Sida-IDB Partnership Program
in Honduras
Projects Management Training Program
Support for Puerto Cortés Project Preparation
MAPEP-Fiscal and Municipal Management
Consolidation Program
Banco Financiera Hondureña A/B Loan
Diversification of Rural and Urban Financial
Services of IMFs of Honduras
Energy Efficiency and Biofuels Support Program
Rural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PRONEGOCIOS)
Support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National
Knowledge &Communication Network
Enhancing Agribusiness Competitiveness with
e-Learning Program
Social Interest Housing Program
Deepening of Rural Microcredit in Central Honduras
Sustainable Housing Finance Reform
Access to Credit for Small Cities in the Sula
Valley
Strengthening the Microfinance Institution
Hermandad de Honduras
National Sustainable Tourism Program
Deepening Financial Services for Rural
Microenterprise in Honduras
Improvement of Health Conditions in Honduras
Financial Advisory Services for the Tela Ba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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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1014 Sep 30,2008
HO-T1082 Sep 15,2008
HO-T1115 Aug 15,2008
HO-L1038

Jul 9, 2008

HO-L1036 Apr 1, 2008
HO-M1019 Feb 18,2008
HO-T1069 Dec 10,2007
HO-L1010 Nov 20,2007
HO-T1063

Nov 7,2007

HO-T1062 Aug 31,2007
HO-L1007 Oct 4, 2006
HO-M1010 Jul 20, 2006
HO-T1055 May 22,2006
HO-T1042 Dec 12,2005
HO-M1007 Sep 1, 2005
HO0195

May 4, 2005

HO-M1005 Apr 21, 2005
HO-L1002 Mar 16,2005
HO-T1035 Mar 15,2005

엘살바도르
주제

프로젝트명

타당성조사 Socioeconomic survey for the Program ES-L1046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ES-T1150 Aug 31, 2010

Identification of priority investments in road
infrastructure for the long term

ES-T1132 Dec 8, 2009

주택

FONAVIPO Access to Housing Solutions for the
Majority Loan A

ES-L1035 Aug 5, 2009

여성

Training of Women Political Leaders

ES-T1118 Aug 18, 2008

인프라

수자원

Management of Risks by Floods in Watersheeds of
ES-T1067
Rivers Grande San Miguel and Paz

Feb 4, 2008

중소기업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SMEs Exporters in the
ES-M1019 Dec 5, 2007
Food Sector

농촌청년

Business Formation of Rural Youth in
Chalatenango's East

ES-T1065 Nov 26, 2007

중소기업

IDB Support to the Microenterprise Sector in El
Salvador

ES-T1081

주택

May 21,
2007

Create a Housing Finance Market for Transnational
ES-M1017 Dec 15, 2006
Families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Support

ES-T1066 Aug 21, 2006

중소기업

Creation Microenterprises for Integration of
Indigenous Population in Sonsonate

ES-T1040 Aug 8, 2006

네트워크

Exploratory Mission for Best Practices of Business
Networks(Chile &Brazil)

ES-T1062 Jun 29, 2006

컨설팅

Support for Elaboration & Consultation to Accede
the Millenium Challenge Account

ES-T1053

Jun 1, 2006

청소년

Youth Observatory

ES-T1047

May 25,
2006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Sector

ES-T1039

Jan 4, 2006

소외계층

Interactive Participatory Program for Marginalized
Communities (COMPARTIR)

ES-T1041 Dec 7, 2005

농촌개발

Remittances and Rural Development in El Salvador ES-M1002 Oct 28, 2005

교육기회

Basic Education for All

경쟁력

관광

인프라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and Ports Authority

ES0159

Oct 26, 2005

TC0211013 Oct 17, 2005

Support for the Solidarity Network Program

ES-L1002 Oct 12, 2005

농업

Overcoming Barriers In Family Micro-Ranching

ES-T1021 Aug 18, 2005

농업

Support for Competitive Transi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Economy

ES-T1036 Jul 22, 2005

Development of Eco Turism Park El Tronador

ES-S1006 Jul 11, 2005

네트워크

에코관광

125

부 록│

니카라과
주제
금융
금융
회계
농촌
전력
에너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협력
무역
기획
재난
기술협력
질병
농업
질병
주택
하수처리
원주민
인프라
금융
영양
여성
지역개발
환경
산업지원

프로젝트명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System
Modernization Project
Proposal for an additional financing of cost
overruns for SIEPAC Project
Strengthening of the Auditing Function of the CGR
Sustainable access to renewable energy for rural
families
San Jacinto-Tizate Geothermal Power Project
Preparation of GEF Project NI-X1005
Competitiveness of SMEs of Ometepe's island on
the basis of eco-efficiency
Competitiveness of SMEs of Ometepe's island on
the basis of eco-efficiency
Projects Preparation for Loans and Technical
Cooperations
Foreign Trade Support Program
Strengthening of the Planning System
Support to the preparation of the Program of
Natural Disasters Prevention
El Guacalito Project
Coordination of the Sida-IDB Partnership Program
in Nicaragua
More Milk per Cow: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Nicaragua‘s Dairy Cluster
Coordination of the Sida-IDB Partnership in
Nicaragua
Program for Increasing Access Funding to Improve
Housing for Low Income Families
Update Agroecological and Stormwater Drainage
Study for Sub-Watershed III
Policy Note for Indigenous Peoples and
Afro-descendants in Nicaragua
Acoyapa - CR border Road Integration Program
Deepening of Microfinance in Nicaragua
Support for Micronutrient Intervention of PAININ
Pilot Project for Supporting Disabled Women's
Labor Insertion
Municipal Social Investment Program - ESIF
Water and Sewerage Final Design and Study of
Masaya City
Supporting the Growth of the Facto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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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NI-L1033 Oct 13, 2010
NI-L1055 Sep 29, 2010
NI-T1110 Sep 27, 2010
NI-S1012 Sep 23, 2010
NI-L1057 Jul 28, 2010
NI-T1111 Mar 29, 2010
NI-T1104 Mar 26, 2010
NI-M1019 Mar 26, 2010
NI-T1097

Dec 8, 2009

NI-L1016 Nov 23, 2009
NI-T1068 Oct 1, 2009
NI-T1103 Aug 19, 2009
NI-T1085 Mar 16, 2009
NI-X1004

Jan 7, 2009

NI-S1011 Dec 12, 2008
NI-T1083 Mar 14, 2008
NI-M1010 Nov 12, 2007
NI-T1047

Jun 1, 2007

NI-T1046 Jan 26, 2007
NI-L1006 Nov 1, 2006
NI-M1003 Apr 13, 2006
NI-T1035 Feb 28, 2006
NI-T1024

Jan 6, 2006

NI-L1008 Nov 2, 2005
NI-T1021

Oct 6, 2005

NI-M1005 Aug 3, 2005

파나마
주제

프로젝트명

Strengthening of the Mesoamerican Biofuels Program
- Part I
Support to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services to
중소기업
Micreoentrepreneurs in Panama
제도
Institutional Support to MEDUCA
에너지 Pando-Monte Lirio Hydroelectric Power Project
Panama City and Bay Sanitation Project
금융
Supplemental Financing
녹색성장 Banco General Green Facility
금융
BBVA Panama Lending Facility
Support for the pre-investment of the Mass Transit
투자
System of Panama City
Preparation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생물다양성
Ecotourism Project
에너지 Final Design Studies for Small Hydroelectric Projects
에너지 Energy Sector Consolidation Support Program I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in Panama City
문화산업
to Boost Historic City Center
경쟁력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CT Sector
Implementing Credit Scoring Tools for Micro and
중소기업
Small Enterprises
Support of the Investment Program and Corporate
투자
Transformation of ETESA
Multi-Phase Program of the Colon Province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 Phase I
원주민 Indigenous Entrepreneurial Development Program
Multiphase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for
개발
Bocas del Toro - Phase II
산림
Submerged Timber Extraction Pilot Project
Export Development Strategy for Bocas de Toro
수출
Province
에너지 Santa Fe Wind Project
PDF-A Management & Conservation Marine-Coastal
자연환경
Ecosystems in Chiriqui Province
보건위생 Panama City and Bay of Panama Sanitation Project I
농촌
Competitive Transi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Economy
폐기물 Solid Waste Management Project
공항보안 Strengthening of Airport Security
농업
Agro Industry Strengthening Project (PROFA)
주택
New Instruments for Social Housing

바이오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PN-X1005 Aug 27, 2010
PN-M1019 Jun 23, 2010
PN-T1080 Jun 16, 2010
PN-L1054 Dec 9, 2009
PN-L1053 Nov 30, 2009
PN-L1056 Nov 23, 2009
PN-L1049 Nov 11, 2009
PN-T1075 Sep 30, 2009
PN-X1004 Jul 24, 2009
PN-T1063 Apr 9, 2009
PN-L1033 Mar 18, 2009
PN-M1017 Nov 5, 2008
PN-T1053

Oct 2, 2008

PN-M1014 Jun 18, 2008
PN-T1047 May 9, 2008
PN-L1012 Apr 30, 2008
PN-T1032 Dec 19, 2007
PN-L1016 Dec 19, 2007
PN-T1029 Nov 16, 2007
PN-T1034 Aug 2, 2007
PN-T1025 Dec 18, 2006
PN-X1001 Apr 25, 2006
PN0062
PN-T1015
PN-M1004
TC0205040
PN-M1003
PN-L1004

Mar 1, 2006
Oct 21, 2005
Sep 8, 2005
Sep 2, 2005
Jul 5, 2005
Jun 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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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주제
농업
중소기업
농업
농업
농업

농촌
금융
금융
금융
바이오
관광

프로젝트명
Support Impact Evaluation of the Agricultural
Innovation Supports Program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DR-T1074 Nov 5, 2010

Extension of financial services to small enterprises DR-M1029 Nov 4, 2010
Program in Support of Subsidies for Innovation in
DR-L1031 Nov 3, 2010
Agricultural Technology
Food Price Crisis and Support to Social Protection
DR-T1071 Jun 9, 2010
Network
Food Price Crisis and Support to Social Protection
DR-T1052 Jun 9, 2010
Network
SUPPORT TO THE PREPARATION OF THE
PROJECT OF WATER AND SANITATION
DR-T1056 Dec 8, 2009
RURAL: INAPA
BHD Bank Lending Facility
DR-L1038 Dec 7, 2009
Program for improving the financial risk
DR-T1060 Nov 23, 2009
management of public fixed assets (II)
Program for improving the financial management of
DR-T1059 Nov 20, 2009
public fixed assets (I)
Biodiesel from Jatropha Project
DR-T1063 Sep 30, 2009
Boulevard Turístico del Atlántico Toll Road
DR-L1030 Sep 2, 2009
Instituting family protocols and spheres of
governance in Dominican Republic PYM

DR-M1024 Aug 6, 2009

Creating Market Instruments to Stimulate Higher
Education Financing in the Dominica

DR-M1025 Jun 10, 2009

중소기업

Clean Method Adoption of Batteries Recycle /
Production on the Small Enterprise

DR-M1026 Apr 18, 2009

유기농

Competitiveness of Small-scale Organic Cocoa
Producers

DR-S1007 Dec 12, 2008

Inst. Strengthening of Banco Ademi for the
Expansion Small Business Financing

DR-M1022 Dec 1, 2008

Tourism Management based on Cultural
Resources-Puerto Plata

DR-M1021 Oct 30, 2008

에너지

Electricity Distribution Network Rehabilitation
Project

DR-L1026 Oct 29, 2008

기술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apacity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DR-T1023 Sep 17, 2008

정보화

Transfer of Best Practices: Portal Trámite Fácil

DR-T1045 Aug 20, 2008

중소기업
교육

중소기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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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계속

주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경영

Development of a Franchise Model for the Business
DR-M1020 Aug 6, 2008
Sector

금융

Institutional Strengthening Micro Credit Program
MUDE

DR-M1019 Mar 12, 2008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 Wireless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DR-T1024 Jan 25, 2008

사회

Expenditure on Reproductive Health and
Gender-based Violence

DR-T1027 Nov 21, 2007

산업

Industrial Innovation: Competing on Speed and
Flexibility

DR-M1015 Oct 24, 2007

경영

Unified Business Start-up Management System

DR-M1012 Oct 23, 2007

농업

Facilitating access to financing for agricultural
SMEs

DR-M1013 Oct 10, 2007

Creation New Microfinance Institutions to Increase
Access to Microentrepreneurs

DR-M1016 Jun 27, 2007

정보화

중소기업
수출

Nostalgic Products and Export Promotion

DR-T1018 Feb 15, 2007

제도

Modernization of Administration's Public Resources

DR-L1005 Nov 29, 2006

영양

Increased Nutrition for Children in the Province of
DR-T1016 Nov 3, 2006
Bahoruco

사회

Rainbow Project: Health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Children, Youth and Women

DR-T1015 Aug 29, 2006

관광

Model for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in
Bayahibe

DR-M1005 Nov 16, 2005

농촌

Remittances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Dominican Republic

DR-M1006 Nov 10, 2005

제도

Promoting Youth Entrepreneurship in Santo
Domingo

DR-M1003 Feb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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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타리카
주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제도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Management in
Puntarenas

CR-X1004 10-Mar-2010

제도

Development of capabilities to improve the linking
University - Industries

CR-T1060 02-Dec-2009

Juan Santamaria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CR-L1037 02-Dec-2009

Partnership SABESP - AYA for Projects
Management

CR-T1059 20-Mar-2009

Promotion of the SME Exports through the ICT
EXPORTS 2.0

CR-M1014 26-Feb-2009

Cantonal Road Network Program

CR-L1023 11-Dec-2008

Central Market as an Engine for Economic and
Cultural Growth in Alajuela

CR-M1013 01-Dec-2008

인프라
제도
중소기업
인프라
제도
정보화

Technological Optimization and Productive Scale-up
CR-T1046 17-Sep-2008
of the Pargo la Mancha

농촌

ICT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Forest
CR-M1007 05-Jun-2007
Eco-enterprises

제도

PDF-B Integrated Management of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in Puntarenas

에너지

CR-X1003 23-Mar-2007

Complementary Studies for Hydroelectric Project El
CR-T1017 08-Dec-2006
Diquís (Boruca-Veraguas)

농촌

Rural Community Tourism in Costa Rica and
Replication in Central America

CR-M1006 31-May-2006

문화

Support for Heritage Preservation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

CR-T1016 14-Mar-2006

제도

PDF-A Marine and Coastal Ecosystem Management
CR-X1002 17-Aug-2005
& Conservation in Puntarenas 제도

제도

Promotion of the Factoring Industry

투자

Competitiveness Invest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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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1002 30-Jun-2005
CR0156

29-Jun-2005

REGIONAL
주제
환경
기후변화
중소기업
지식사회
금융
산림
중소기업
컨설팅
컨설팅
분쟁해결
관리툴
원주민
제도
금융
성 평등
성 평등
회계
경쟁력
기후변화
기술협력
육아
무역
제도
경제

프로젝트명
Sustainable Transport and Climate Change in
Mesoamerica
Expanding the Knowledge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rket opportunities for SMEs in Honduras,
Guatemala and Bolivia
Capacity-building and knowledge flow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redit, Formalization, and Firm Growth
Expert on Forestry and Climate Change
Platform of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itiatives in Support of SME
Consulting Services for SCF/CFI 2010/SMBC
Consulting Services for SCF/SYN 2010/BTMU
Regional Mechanism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Project management tools to improve effectiveness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CTs with
Indigenous Peoples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Productivity in LAC
Strengthening and Harmonization of the Resolution
Banking Process in CA
Enhancing IDB Operational Support for Gender
Equality
Mainstreaming gender themes into MIF and SEP
projects
Develop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apacities in Latin American CSOs
Regional Innovation Competition: MIRA Measuring
Instit Impact in the Americ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hydropower
systems in Central America
Micro franchising for the Base of the Pyramid:
Increasing access to affordable
Parenting interventions in the Caribbean Region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Initiativ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he Andean Financial
Cooperatives
Challenges for Inflation Targeting in Central
America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RG-T1901 Nov 4, 2010
RG-T1872 Oct 27, 2010
RG-M1165 Oct 27, 2010
RG-T1905 Oct 26, 2010
RG-T1945 Oct 25, 2010
RG-X1093 Oct 5, 2010
RG-M1163 Sep 29, 2010
RG-X1094 Sep 28, 2010
RG-X1089 Sep 28, 2010
RG-T1826 Sep 27, 2010
RG-M1172 Sep 23, 2010
RG-T1779 Sep 21, 2010
RG-T1861 Sep 20, 2010
RG-T1816 Sep 20, 2010
RG-T1799 Sep 16, 2010
RG-T1846 Sep 7, 2010
RG-T1842 Sep 3, 2010
RG-T1928 Aug 31, 2010
RG-T1797 Aug 23, 2010
RG-T1955 Aug 17, 2010
RG-T1894 Aug 10, 2010
RG-T1890 Aug 9, 2010
RG-M1187 Aug 5, 2010
RG-T1962 Jul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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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술

빈곤퇴치
기업육성
인프라
인프라
투자유치
투자
농촌
바이오
환경
기술협력
에너지
보험
환경
민간부문
경쟁력
금융
정보화
관광
해외이주
투명성
정책

프로젝트명
Technological Platform to Facilitate Trans-Pacific
Trade Integration
Program for the Assignment of Professionals under
the SFW
Poverty Reduction thu regional integration of local
capacities of integral dev
Promoting Corporate Entrepreneurship
Support for Regional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in LAC
Support for Regional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in LAC
Improving VC Ecosystems in LAC in order to
Attract Investors to the Region
Developing LULUCF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LAC region
Fund for the Small Rural Producers of Latin
America
Pilot projects for the certification of biofuel
Legal &sales assistance for projects that reduce
GHG emissions
Promotion and Technical Support for Carbon
Market Projects in LAC
Energy Efficiency Governance in LAC
Implementation of a sustainable model for
microinsurance in Central America
Hybrid Bus Test Program
COMPETE CARIBBEAN: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Competitive integration of the border region
between PR, BO and BR
Carbon Finance Knowledge Network
Improving Comparability, Access and Coverage of
Information on STI
Organization of Sustainable Tourism in the Trifinio
Region
Regional Summit on Remittances and Diaspora
Investments
Support to the Consolidation of Information
Mechanisms to Promote Transparency
Business Climate, Productive Policies and Enterpris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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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RG-T1857

Jul 7, 2010

RG-X1047 Jun 30, 2010
RG-M1145 Jun 23, 2010
RG-M1158 Jun 23, 2010
RG-T1848 Jun 15, 2010
RG-T1849 Jun 15, 2010
RG-M1186 Jun 11, 2010
RG-T1778 Jun 8, 2010
RG-M1169 Jun 2, 2010
RG-T1959
RG-T1834
RG-T1831
RG-T1856
RG-M1176
RG-T1798

May 26,
2010
May 18,
2010
May 18,
2010
May 14,
2010
May 12,
2010
May 7, 2010

RG-X1044 May 5, 2010
RG-M1170 Apr 29, 2010
RG-T1835 Apr 28, 2010
RG-T1804 Apr 22, 2010
RG-M1118 Apr 21, 2010
RG-X1069 Apr 15, 2010
RG-T1790 Apr 9, 2010
RG-T1839 Mar 30, 2010

주제
산림
투명성
정책
산림
중소기업
컨설팅
컨설팅
위생
컨설팅
교육
PM

기술협력
무역
중소기업
농업
농업
보건
통신
무역
금융
제도
성 평등
주택금융
금융
훈련

프로젝트명
Forest Conservation through Certification,
Commercialization and Strengthening o
Support to the Consolidation of Information
Mechanisms to Promote Transparency
Business Climate, Productive Policies and Enterprise
Development
Forest Conservation through Certification,
Commercialization and Strengthening o
Technology Transfer Project to Replicate the PYME
CREATIVA Project in Peru
Consultant - Trust Fund Appointee
Consultant - Trust Fund Appointee
School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lus
Community Impact (SWASH+) Expansion
Consultant - Trust Fund Appointee
ICT Impact on Education, Knowledge network in
Latin America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for the
Mesoamerica Project (PM)
Connected Parliaments: Impact of New
Technologies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ervices trade in Andean
countries
Promoting the usage e-marketplaces by exporting
SME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of Wheat and
Potatoes Productive Systems
Vulnerability Reduction Strategies in the Agro
Sector in the Southern Cone
Regional instrument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y the health sector
Plan of Action for Roaming Services in Mobile
Telecomunications
Regional Strategy for Management and Trade of
Chemical Products
Management and Performance Improvement for SEP
Borrowers
Support for the Institutional Strengthening of
Insurance Regulators
Gender, the Missing Link in Youth Development
Housing Finance in LAC: Evolution and Challenges
Leveraging the Impact of 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Programs in LAC
Regional Training Program on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RG-M1123 Mar 10, 2010
RG-T1790 Apr 9, 2010
RG-T1839 Mar 30, 2010
RG-M1123 Mar 10, 2010
RG-M1190 Mar 8, 2010
RG-X1077 Mar 5, 2010
RG-X1078 Feb 24, 2010
RG-T1774 Dec 11, 2009
RG-X1073 Dec 10, 2009
RG-T1709 Dec 10, 2009
RG-T1703 Dec 10, 2009
RG-T1776 Dec 3, 2009
RG-T1695 Dec 3, 2009
RG-T1715 Dec 2, 2009
RG-T1657 Dec 1, 2009
RG-T1654 Dec 1, 2009
RG-T1681 Nov 30, 2009
RG-T1680 Nov 20, 2009
RG-T1687 Nov 20, 2009
RG-S1002 Nov 18, 2009
RG-T1698 Nov 11, 2009
RG-T1646 Nov 6, 2009
RG-T1755 Nov 6, 2009
RG-T1772 Nov 4, 2009
RG-T1764 Nov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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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융합
금융
농업
정보화
금융
제도
금융
금융
세관
인프라
교육
금융
기업
청년지원
금융
기업

프로젝트명
Support for new initiatives on integration, trade
convergence and cooperation
Best Practices and Financing Mechanisms of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Harmonized System of Bovine Trazability in
Central America, Belice, Panamá and D
Methodology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TFFP Small Banks Outreach Initiative - 2nd Phase
Institutional and Normative Framework for a
Regional Competence Policy
Trust Fund Appointee with funds from the Japanese
Trust Fund
Regional Initiative for Strengthening Procure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Customs Capacity Building in LAC
Support for Railway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rategy in LAC
Best Practices in Youth Programs and Policies in
LAC
Pool account for audits and training in financial
management & procurement
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 Supporting Business
in Guatemala, Paraguay
Supporting Youth Services Providers to Measure at
Youth Risk Behavior
Trust Fund Appointee Program with funds from the
SECCI Multi-Donor Fund
Business Climate Enhancement and Productive
Development

프로젝트
수행번호

RG-T1765 Oct 22, 2009
RG-T1711 Oct 21, 2009
RG-T1679 Oct 20, 2009
RG-T1775 Oct 8, 2009
RG-T1757 Oct 8, 2009
RG-T1689 Sep 29, 2009
RG-X1064 Sep 17, 2009
RG-T1746 Sep 11, 2009
RG-T1705 Sep 4, 2009
RG-T1742 Sep 3, 2009
RG-T1653 Aug 20, 2009
RG-X1067 Aug 5, 2009
RG-T1675 Jul 28, 2009
RG-T1750 Jul 24, 2009
RG-X1058 Jul 16, 2009
RG-X1059 Jun 24, 2009

경제

Innovation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RG-T1732

폐수처리

Preparation for Testing Prototype for CReW

RG-X1050

중소기업

Innovative access to markets for small producers

RG-M1147

PM

통신
관광

프로젝트
승인일자

May 26,
2009
May 21,
2009
May 20,
2009
May 15,
2009

PM: Support to Cooperation Harmonization for the
RG-T1727
Mesoamerica Project
Mobile Citizen: empowering people through mobile
RG-T1648 May 6, 2009
services
Caribbean Carbon Neutral Tourism Project
RG-T1640 Apr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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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지식관리

FONTAGRO Knowledge Management

RG-T1701 Apr 21, 2009

무역개발

Support for AFT Capacity Building in LAC

RG-T1713 Apr 13, 2009

인프라
경제개발

Developing Latin American GIS&T
Cyber-Infrastructure for Innovation &Economic
Fostering Coope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on the Haiti/DR

RG-T1609 Apr 7, 2009
RG-M1128 Mar 17, 2009

재난

Japanese Specialist in Disaster Risk Management

연금

Pilot Project for Micropensions in Central America RG-M1126 Mar 11, 2009
Structured Finance for the Colombia Panama
RG-T1663 Mar 6, 2009
Electric Interconnection Project
Program to Promote Project and Project Ideas
RG-T1642 Mar 4, 2009
Support to Partnerships and Strategic Alliances for
RG-T1671 Feb 26, 2009
Water Projects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Project
RG-T1639 Feb 20, 2009
for CARILEC

전력
사업촉진
수자원
에너지

RG-T1696 Mar 17, 2009

제도

Human and Institutional Capital in Microfinance

RG-M1148 Feb 18, 2009

금융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Analytical Basis for
Managing Bank Capital/Inco

RG-T1658 Feb 17, 2009

환경

Technical Consultant for CO2 Projects

RG-X1052 Feb 12, 2009

보험
금융
기술혁신
관광
통계
금융
경제개발
금융
원주민
신탁기금
중소기업

Regional Facility for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RG-T1541 Dec 17, 2008
Programs I
Consolidation of the Rating Market for
RG-M1142 Dec 16, 2008
Microfinance Institutions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RG-T1510 Dec 9, 2008
Regional Program
Tourism and Value Chains for the Majority
Common Framework for Statistics Production in
CARICOM
Remittances, Financial Democratization and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Support for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n the Caribbean
Financial Expert with Experience in Carbon
Markets
Support to Indigenous and Afrodescendant Policy
Institutions
Korean Trust Funds Publication Series I
Purchase of Senior Note and Subordinated Note
Issue by GPMFF 2008

RG-T1628 Nov 25, 2008
RG-T1508 Nov 19, 2008
RG-M1140 Nov 13, 2008
RG-T1598 Nov 12, 2008
RG-X1045 Nov 3, 2008
RG-T1619 Oct 31, 2008
RG-T1649 Oct 24, 2008
RG-M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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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프로젝트명

에너지

Regional Information System for Energy
Evaluation of CIDA's Americas Branch Trade
Program
Climate Change Modeling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trengthening Housing Microfinance Systems
Support for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Projects
under the Carbon Markets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n IIRSA Network to
Exchange Best Practice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Water and
Sanitation Operators
Fostering Energy Efficiency in the LAC Water
Sector
Training and Aplication of the IPRLG Methodology
for the IIRSA Initiative - II
Knowledge Management of KMG and MTP Funds
Improvement Policy & Institutional Framework in
the OECS Countries - Phase III
Generating Business Opportunities: Developing
Business Approaches
Fostering Energy Efficiency within the Private
Sector In LAC
Assessment of the Poverty Implications of Rising
Global Food Prices
Trust Fund Appointee SECCI Multi Donor Trust
Fund
Trust Fund Appointee SECCI Multi Donor Trust
Fund KfW 2
Inclusive Business Development at the Base of the
Economic Pyramid
Consultant (Expert) in Knowledge Management
Gender Mainstreaming Fund Technical Advisory
Trust Fund Appointee Program, SECCI Multidonor
Fund
Strengthening Public Procurement Systems through
ICTs and MSME Participation
Initiative for Road Security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Coordination of the Sida-IDB Partnership Program
in Central America
Women in Power: Strengthening Representative
Democracy

무역
환경
주택금융
환경
인프라
환경
에너지
인프라
정보화
재난
무역
에너지
빈곤퇴치
신탁기금
신탁기금
무역
정보화
성 평등
신탁기금
정부조달
인프라
보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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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프로젝트
수행번호
승인일자
RG-T1516 Oct 17, 2008
RG-T1583 Oct 15, 2008
RG-T1574 Oct 10, 2008
RG-M1132 Oct 9, 2008
RG-T1557 Oct 3, 2008
RG-T1612 Sep 25, 2008
RG-T1527 Sep 24, 2008
RG-T1568 Sep 23, 2008
RG-T1602 Sep 18, 2008
RG-T1584 Sep 12, 2008
RG-T1463 Aug 27, 2008
RG-T1570 Aug 19, 2008
RG-T1556 Aug 8, 2008
RG-T1586 Jul 25, 2008
RG-X1040 Jul 25, 2008
RG-X1041 Jul 25, 2008
RG-M1131 Jul 23, 2008
RG-X1020
RG-T1560

Jul 7, 2008
Jul 7, 2008

RG-X1031 Jun 30, 2008
RG-M1117 Jun 18, 2008
RG-T1473 Jun 11, 2008
RG-T1567 Jun 3, 2008
RG-T1540

May 30,
2008

주제

프로젝트명

ICT

Support for the Italian Trust Fund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소비자
융합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RG-X1033 May 28, 2008

Promotion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Caribbean RG-M1062 May 27, 2008
The Social Dimension of Trade Convergence in
RG-T1558 May 22, 2008
Latin America

Participation of Central America's SMEs in the
RG-T1531 May 19, 2008
Association Agreement EU
Economic Development and Inclusion through Local
광대역
RG-T1559 May 15, 2008
Broadband Access Networks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Mechanisms at
부패 퇴치
RG-T1553 May 9, 2008
the Sub-national Level

중소기업

주거
인프라
기업
컨설팅

Living Lakes in America
RG-T1308 May 8, 2008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 for Infrastructure
RG-T1461 May 6, 2008
in LAC
Leveraging Endeavor's Experience in Promotion of
Dynamic Entreprenuership
Private-Public Partnerships: Expert Consultant

Specialist in Design and Monitoring of Customs
관세정보
and Trade Facilitation Projects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부패 방지
Activities Fund
Promoting Knowledge Management through
정보화
Learning Communities

금융
경제개발
정보화
정보화
이민지원
인프라
재난
기술협력
경쟁력
제도

RG-M1096 May 2, 2008
RG-X1017 Apr 30, 2008
RG-X1029 Apr 24, 2008
RG-T1550 Apr 24, 2008
RG-M1109 Apr 23, 2008

The MIF/AFDB: Alliance for Improving Remittance
RG-X1028 Apr 10, 2008
Flows to Africa
Promot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RG-T1530 Apr 2, 2008
in Central America
Dissemination of MIF Learning Guide on PIP and
RG-T1502 Apr 1, 2008
Support on New Initiatives
CARICOM - Fostering Priv Sec Compet. in a more
RG-T1292 Mar 28, 2008
Open and Integrated Market
CARICOM - Implementing the Free Movement of
RG-T1293 Mar 24, 2008
Skills
Training and Application of the IPRLG IIRSA
RG-T1285 Mar 24, 2008
Initiative's Methodology
Japanese Specialist in Disaster Risk Management
Innovative Technological and ICT Solutions and
Applications for the Majority
Promote Competitiveness through Social Dialogu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

RG-T1522 Mar 21, 2008
RG-T1481 Mar 20, 2008
RG-T1466 Mar 20, 2008
RG-T1521 Mar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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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금융
청년
컨설팅
금융
에너지
관세행정
빈곤퇴치
정보화
금융
금융
금융
금융
에너지
기업경영
기업경영
무역
중소기업
제도
금융
금융
빈곤퇴치
금융
인재교류

프로젝트
수행번호
Prepare of Case Studies of IDB Financed Projects RG-T1526
Conference: Youth as Agents of Change
RG-T1467
Technical Advisor Carbon Finance Markets
RG-X1024
Young Connection Leadership and Innovation Fund (YCLIF) RG-T1500
Project to Set up Water Operator Partnership in
RG-T1528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erformance Indicators for Customs Administration RG-T1487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Poor
RG-T1489
Elaboration of a MIF Learning Guide on CSR
RG-T1485
Caribbean Microfinance Capacity-Building Project
RG-M1106
(Carib-Cap)
Caribbean Microfinance Capacity-Building Project
RG-X1005
(Carib-Cap)
Enabling Access to Capital Markets for
RG-M1119
Microfinance Institutions
Strengthening of Project Bank for Integration and
RG-T1477
Border Development in CAN
Support Preparatory Studies of the Project of Plant
RG-T1462
of GNL
Support for PES Portfolio Clean-up and Monitoring RG-T1475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P
RG-T1476
Strategy
Support for Trade-Related Capacity Building in CARICOM RG-T1328
Professionalization of Management Functions in
RG-M1108
Family-Owned SMEs
Effective Regulation for Microfinance Expansion in
RG-T1372
Latin America &the Caribbean
Financial Analysis of PES Portfolio
RG-T1468
Basel II Adaptation for Latin America
RG-T1300
Enhancing the Pro-poor Impact of IDB Trade
RG-T1399
Finance Facilitation Program
Best Practices on the Application of Integrated
RG-T1443
Financial Management System
Regional Engineering Accreditation System for the
RG-T1267
Greater Caribbean Region
프로젝트명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Latin America
Boosting Productivity Growth in Small Firms
Constructora Norberto Odebrecht S.A. (CNO)
자본시장
Surety Bond Project
양자 기금 IDB-Canada Trade Fund Operations Specialist
교육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for labor cooperation projects

보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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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승인일자
Mar 17, 2008
Mar 14, 2008
Mar 11, 2008
Mar 10, 2008
Mar 7, 2008
Mar 6, 2008
Feb 21, 2008
Feb 19, 2008
Jan 30, 2008
Jan 30, 2008
Dec 20, 2007
Dec 18, 2007
Dec 18, 2007
Dec 12, 2007
Dec 12, 2007
Nov 30, 2007
Nov 14, 2007
Nov 8, 2007
Nov 7, 2007
Oct 17, 2007
Oct 12, 2007
Oct 4, 2007
Oct 2, 2007

RG-T1362 Sep 24, 2007
RG-T1301 Sep 21, 2007
RG-L1016 Sep 19, 2007
RG-X1008 Aug 17, 2007
RG-T1314 Aug 14, 2007

주제
무역원조
노동
무역
경제
관광
중소기업
기술이전
기술지원
투자
정보화
벤처금융
지역통합
PM

기업경영
이민자
지역발전
보험
중소기업
제도

프로젝트명
Support for Mobilizing the Aid for Trade Initiative
in the Caribbean
Incentives to Work for Families with Conditional
Cash Transfers
Support for Trade-Related Capacity Building Projects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the Budget Process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Partnership to Market Sustainable
Tourism Services
Pilot Implementation of a Simplified Postal Export System
Technology Transfer of TRAZ.AR to Nicaragua
Technical Support to Develop a Majority Markets
Investments Index
Equity investment in Global Partnerships
Microfinance Fund 2006
Global Legal Information Regional Network for
Andean Countries
Development of Venture Capital Industry throug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CARICOM: Value Chains, Regional Integration
and Competitiveness
Support for Project Management Program in the PPP
Support for Strengthening Negotiating &
Management Capacity of CRNM
Voluntary Return Migration Model Based on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Sub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Reform in L.A.
Paralife: Insurance for Disabled People, Low
Income People &Micro-entrepreneurs
Assistance SMEs in Central America on Technical
Requirements Access to DR-CAFTA
Local Currency Fund for Microfinance Institutions

프로젝트
수행번호

프로젝트
승인일자

RG-T1333

Aug 1, 2007

RG-T1304

Jul 27, 2007

RG-T1329

Jul 23, 2007

RG-X1007 Jul 10, 2007
RG-M1103 Jun 20, 2007
RG-M1094 Jun 20, 2007
RG-M1113 May 18, 007
RG-T1315 Apr 30, 2007
RG-M1098 Jan 31, 2007
RG-T1243 Jan 25, 2007
RG-M1013 Dec 21, 2006
RG-T1242 Dec 20, 2006
RG-T1259 Dec 20, 2006
RG-T1260 Dec 15, 2006
RG-M1080 Dec 15, 2006
RG-T1219 Dec 12, 2006
RG-M1084 Dec 6, 2006
TC0304021 Sep 20, 2006
RG-M1076 Sep 20, 2006

Good Practices and Benchmarking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RG-T1238 Sep 12, 2006

부패 퇴치

Technical Support to the 12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RG-T1236 Sep 11, 2006

시민안전
보건위생
스포츠

RPG Seed Project: Citizen Security Indicators
Regional System for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Sports-for-Development

RG-T1249 Aug 23, 2006
RG-T1224 Aug 2, 2006
RG-T1237 Jul 21, 2006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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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인프라
인프라
중소기업
이민자
투명성
에너지
금융
원주민
금융
금융
무역
경제협력
금융
무역금융
환경
금융
금융
중소기업
빈곤층
구제
농업
재건
무역
경제
금융
경제
금융
사회통합

프로젝트명
Central American Mezzanine Infrastructure Fund
Harmonized Regional Quality Infrastructure for
Improving Market Access
IX Inter-American Forum on Micro-enterprise
Immigrant Remittance Corridors
Engaging Civil Society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프로젝트
수행번호
RG-L1004

프로젝트
승인일자
Jul 19, 2006

RG-M1073 May 31, 2006
RG-T1210 May 26, 2006
RG-M1075 Apr 27, 2006
RG-M1041 Apr 26, 2006

Identification of Clean Energy Opportunities
RG-T1226 Apr 26, 2006
Peer Led Effort to Enhance Compliance with Basel
RG-M1070 Apr 26, 2006
Core Principles
Best Practices on Innovative Indigenous Productive
RG-T1128 Mar 28, 2006
Projects
Mock Trials on Money Laundering in Latin America RG-T1196 Mar 27, 2006
Crecera Regional Trade Finance Fund
RG-L1002 Dec 21, 2005
Border Development Projects Database
RG-T1189 Dec 19, 2005
China and India: 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RG-T1188 Dec 19, 2005
for Latin America
Fiscal Indicators in LA and the Caribbean
RG-T1136 Dec 19, 2005
IIG Regional Trade Finance Facility
RG-L1007 Nov 23, 2005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ransboundary
RG-T1115 Nov 17, 2005
Conservation Opportunities in LAC
Promotion of Transparency and Security in
RG-M1071 Nov 17, 2005
Financial Markets
Regional Study on Disclosure of Political Finance RG-T1053 Sep 28, 2005
Investment Fund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Competitive SMEs - EMERGE FUND
Integrating Low-Income Groups into Productive
System "Un Techo para mi País"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Insurance Market in Central America

RG-M1065 Sep 21, 2005
RG-M1063 Aug 10, 2005
RG-M1029 Aug 10, 2005

Grenada Reconstruction, Recovery and
RG-L1006 Jun 29, 2005
Development Program
Support for the Administrative Free Trade Secretariat RG-T1102 Jun 15, 2005
Economics of Aging and Public Policies
RG-T1126 Apr 27, 2005
Improving Central Bank Remittance Reporting and
RG-M1059 Apr 27, 2005
Procedures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ARICOM
RG-T1057 Mar 22, 2005
Single Market and Economy
Impact of Derivatives on Volatility of Capital
RG-T1093 Feb 16, 2005
Flows and Policy Implications
Promoting Social Inclusion through Social Capital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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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T1086

Feb 3, 2005

2. 세계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사업 동향(2005∼10년)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ID

Municipal Development P111928
Local Government
Strengthening Project

P118026

Additional finance fourth
roads rehabilitation and P119709
maintenance project

투입총액 집행기구

사업
국가

현 상태

승인일자

15

IBRD/IDA 벨리세 집행 중

16-Sep-2010

80

엘살바
집행 중
IBRD/IDA
도르

01-Jun-2010

39.3

IBRD/IDA

니카라
집행 중
과

01-Jun-2010

30.5

IBRD/IDA

도미니
집행 중
카(공)

17-Sep-2009

DO Additional financing
social sectors investment P116369
progr

10

IBRD/IDA

도미니
집행 중
카(공)

17-Sep-2009

Basic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project

P106686

35

IBRD/IDA 파나마

Nicaragua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ject(PRASNICA)

P106283

20

IBRD/IDA

니카라
집행 중
과

12-Jun-2008

Port-city of limon
integrated infrastructure
project

P085539

72.5

IBRD/IDA

코스타
집행 중
리카

08-Jan-2008

Health sector reform
second phase
APL(PARSS2)

P106619

완료

05-Aug-2008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low income P082419
communities

32

IBRD/IDA 파나마 집행 중

17-Jul-2007

Project to support a rural
economic development P094321
program

30

IBRD/IDA

과테말
집행 중
라

29-Ma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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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총액

집행
기구

사업국가

현
상태

승인일자

Guatemala maternal and infant
P077756
health and nutrition

49

IBRD/I
DA

과테말라

집행
중

19-Jan-2006

Second agricultural technology
P087046
project

12

IBRD/I
DA

니카라과

집행
중

29-Nov-2005

P088642

21

IBRD/I
엘살바도르
DA

완료

27-Oct-2005

HN Rural infrastructure project P086775

47

IBRD/I
DA

온두라스

집행
중

07-Jul-2005

P094450

67

IBRD/I
DA

온두라스

완료

05-Apr-2005

CR Equity and efficiency of
P057857
education

30

IBRD/I
코스타리카
DA

집행
중

29-Mar-2005

Honduras first programmatic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policy credit

25

IBRD/I
DA

완료

22-Feb-2005

ID

프로젝트명

Social protection project

Debt relief credit under the
enhanced HIPC initiative

P083311

자료: 세계은행(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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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Executive Summary

Korea's New Scheme for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toward Central
America: IT Industry
Yoon Kook Choi

The report focuses on how Korea should approach the ICT industry in
Central America including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Belize,
Nicaragua, Panama, Costa Rica, and the Dominican Republic, which are the
members of the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Central
America's economic scale is relatively small relative to the world economy.
However, it is a vital connecting point geographicall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merica. In the past, trade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were limited to the sewing industry and common trades. Today, trade
relations in the ICT industry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Overall, various indices indicate that the scale of the digital economy in
Central America is smaller than that of South America and other regions.
Countries there have been moving toward digitization of their economies in
order to compete, even though their indigenous ICT industry is in infancy and
they are not yet ready to launch their own ICT development programs.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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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countries are trying to implement ICT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operative projects with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on his visit to Panama in July 2010,
created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and contributed to
building a new paradigm for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Through bilateral talks with Central American leaders on
cooperation in economy and trade, President Lee emphasized that investment
from Korean companies in ICT and infrastructure will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In addition, he proposed that Korea is
willing to take part in the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Bank
(CABEI) as an offshore observer and develop relationships with Central
American countries as Germany and Japan did. Thus, plans for the next stage
involve outlining levels and a wide range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s
well as membership requirements, conditions of cooperation, followed by
efforts to diversify that cooperation.
Currently,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that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face is finding suitable approaches for implementing appropriate
digital technologies in areas of education, health and hygiene, environment,
tourism, agriculture, culture preservation,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particular, implementing digital technologies in education is a challenge, but
the above countries are fortunate in this respect, as illiteracy rates are low.
Thus, the expansion of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ill be a top priority.
In spite of the economic crisis in 1987, Korea has grown successfully
into one of the world's ICT powerhouses and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was a key factor in its success. Especially, success stories in on-line
education, health care service, green/environment, rural tourism,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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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supporting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can be utilized
in setting of strategic goals by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Recently, efforts to penetrate the ICT market in Central American
countries by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Korea, as one of the world’s
ICT powerhouses, must find effective ways to magnify the benefits for both
sides based on their respective policies for the ICT industry.
This report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Chapter 1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motivation behind the research and the research
methodology employed. Chapter 2 explains a variety of ICT indices collected
from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for H/W, S/W,
communications, Intern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indices were used
to measure the current status of the ICT industry of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Chapter 3 shows their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CT: why
telecommunications was selected as a primary target sector; impact on
employment and the impact small/medium size companies have on the national
digital economy. It also includes suggestions for Korea to increase the level of
cooperation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ICT policies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Chapter 4 compares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entral America's ICT
industry.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by sectors was closely scrutinized. Based on the study on bo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entral American countries, it proposes
directions for Korea on future cooperation. Finally, Chapter 5 is an assessment
of proposed directions of Korea vis-à-vis Central American's ICT industry. In
this section, three steps for cooperation were identified: development of
cooperation plans based on ICT policy devices in Central America, cooperation
mechanisms based on best practices or success stories from Kore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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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of project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CT in Central America.
Currently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are moving toward a digital
network economy. However, due to outstanding issues such as informatization
of the government, unequal benefits of digitization, poor health and hygiene
levels, unemployment, insignificant economic growth, low productivity, etc. the
countries do not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focus on digitization alone. In the
past, the countries tried to implement ICT based on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ICT and economic growth. Nowadays,
the countries are preparing for the digital era by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of the two factors more closely than ever. They understood clearly that such
transition will affect the economy and society of their countries in various
ways - positive economic growth, poverty reduction, transparency in
transactions; access to digital services, more competitiv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job creation, more robust cultural identity, and enhanced
commun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critical challenges for the countries
involved are: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providing integrated policies with respect to the government's vision, set
up education programs and technical schools, measure the impact of ICT
implementation on the economy; improvement of social acceptance of
informatization; enforcement of government-driven policies; promoting spillover
effect; introduce ICT to build up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ich will be the basis of their economy. In connection with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e respective governments should gradually
enforce adoption of the informatization strateg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ccording to the indices, overall level of informatization of the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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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countries is low. The study shows no consistency in the data
categories. Implementation by country, region, business size, and even annual
income were particularly inconsist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find appropriate weights for the categories when Korea decides to enter the
ICT market and expand cooperation with the ICT industry in Central America.
Based on the study of ICT policies and strategies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the countries can potentially become good partners for Korea in ICT,
and target areas that Korea might want to penetrate are as follows:
e-Government; ICT in education, health and sanitation; rural informatization;
IT industry clustering and informatiz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s. Even
though the e-Government index and other economic indicators show a lack of
financial

stability

for

independe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e-Governments, the countries are evidently
quite willing to reach digital society through international loans or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Along with continued monitoring of their plans for
informatization, Korea should select a strategy that focuses on e-Government
projects, reducing the digital gap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T
education and training, e-Learning, etc.
Korea must compete with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India, and Malaysia who already have established prior presence in Central
America. Under the circumstances, Korea is advised to develop creative
partnerships that allow Koreans to apply their competitive experiences locall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operative system of ICT experts and regional specialists who understand the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of Central America. Because business entities
should be principal actors, it is important for them to understand the processes
of cooperative projects based on Green IT which have been organ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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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Business
entities should create an ICT market and demonstrat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at market in Central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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