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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강인수·김태은·홍승연

본 보고서는 동남아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동남아
지역의 IT 산업의 발전과정 및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ASEAN간의
IT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제언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는 높은 정치 외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 국가들로서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간주
되며, 우리기업의 투자 및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동남
아는 산업 연관관계가 높은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국가 간 산업분업 확대, 신규 시장 진출, 자원 개발 등을 위해
ASEAN과의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SEAN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자 하며 1990년 후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IT 부문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협력을 도모하여 왔다.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1997년 아시와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위기, 자연 위기, 국내 경제, 사회적 불안에도 불구하
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IT 부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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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하여왔다. 동남아의 IT 부문은 위기 속에서도 지난 10년 간 계속적
으로 성장하였으며 성장의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이동통신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동남아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해외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낙후된 규제
및 정책 환경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업 성과가 미진한 등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
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 수준과 인프라의 낙후에 비해 IT 부문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은 국가들로부터 시장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포화 및 국내 기술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으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남아 국
가들은 전략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세계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비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의 IT 발전 및
성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며, 한국의 IT 발전 경험 및 정책 등을 벤
치마킹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포함한 많은 협력 수요를 제기하였다. 단기
간에 특히 IT 부문의 발전을 도약대로 하여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고 있
는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정부는 동남아와의 IT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IT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한 정책 플랫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긍
정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IT협력이
국내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
들의 자국 통신사업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행 등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
제적 인지도 및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다국적기업, 화교 경제권을 기
반으로 저가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기업, 동남아 내 통신사업자들과 치열
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데 기인한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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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밴드가 미래의 필수 인프라 및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현재 시점
에서 ASEAN 및 동남아 개별 국가들이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이
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유선망이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 독자기술에 기반
을 둔 국제 표준인 WiBro(WiMax) 및 DMB의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할 것이다. 한국과 ASEAN 간의 FTA의 타결 및 발효 또한 IT 부문에
서 한국 업체들의 ASEAN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동남아 시장의 진출 기회와 함께 약점 및 위협 요소를 고려해
서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
부차원의 노력과 시행 가능한 지원책이 적절히 운영된다면 국내 IT 기업
의 동남아 및 해외진출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ASEAN 공동체를
추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발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동남아
는 역내 거점 국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IT 기업의 해외 진출의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
다. ASEAN의 IT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IT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의 융합 및 연계 촉진, 동남아 선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ODA
부문 협력 강화 및 규모 확대, 협력 콘텐츠 개발, 제도 및 협력의 활용성
제고 등이 한국기업의 동남아 IT 시장 진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적 지원을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

7

국문요약 │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5

19

1.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구성

22

제2장 동남아 IT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

25

1. IT 기술의 발전 및 환경의 변화

29

2. 자유화의 진전

33

가. WTO 다자간 무역 질서

34

나. FTA

37

3. ASEAN 체제의 강화와 IT 협력 추진

40

가. ASEAN 의 정립

40

나. ASEAN 의 IT 협력

43

4. 아시아 외환위기와 IT 산업 발전에의 영향

50

제3장 동남아 지역의 IT 발전 추이 및 현황

55

1. IT 발전 초기(1990년대 초중반)

55

2. 조정기(1990년대 후반)

63

3. 발전기(2000년 이후)

67

제4장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1. 싱가포르

77
77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79

나. 주요 정책 동향

83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91

2. 말레이시아

99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101

나. 주요 정책 동향

106

다. 정보통신 시장현황

111

3. 태국

122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123

나. 주요 정책 동향

127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131

4. 인도네시아

140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141

나. 주요 정책 동향

142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146

5. 베트남

155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157

나. 주요 정책 동향

159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167

6. 필리핀

178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180

나. 주요 정책 동향

181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185

제5장 동남아와 한국의 IT 산업 및 협력

195

1. 한국 통신부문의 해외 진출

195

2. 한국 IT의 동남아 진출 전망

201

3. 한국의 동남아 IT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204

4. 결론

212

참고문헌

215

Executive Summary

221

표 차례

표 2-1. 동남아 10개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2007~30년)

27

표 2-2. 동남아 국가들의 시장자유화 일정

34

표 2-3. 동남아 국가들의 시장자유화 계획(기본통신협상 양허안)

35

표 2-4. 주요 ASEAN 정상회의 결과

40

표 2-5. ASEAN TEL Working Group

44

표 2-6. ASEAN의 주요 IT 관련 선언문

45

표 2-7. ASEAN ICT Focus(2005~10년)

47

표 2-8. 주요국 경기부양책 중 IT 관련 내용

52

표 3-1. 동남아 국가의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59

표 3-2. 동남아 국가들의 민영화 현황

61

표 3-3. 동남아 국가들의 수익분배 모델

62

표 3-4. 동남아 국가들의 주요 IT 인프라 구축 계획

65

표 3-5. 동남아 국가의 통신 인프라 자금 수요 예측(1995~2004년)

66

표 3-6. ASEAN 회원국의 IT 전략

67

표 3-7. 동남아 각국의 정보통신 지표 현황

73

표 3-8. 아시아 개발도상국 통신 부문 6대 해외투자자(1996~2006년)

76

표 4-1. 싱가포르 정보통신 현황

78

표 4-2. IDA 주요 조직

80

표 4-3. 싱가포르 주요 국가정보화 추진전략의 발전과정(1980~2006년)

83

표 4-4. iN2015 프로그램 개요

87

표 4-5. 2015년 정보통신 인프라의 모습 전망

88

표 4-6. iN2015 세부 프로그램 및 내용

88

표 4-7. 싱가포르 IT 시장 규모 전망

92

표 4-8. 싱가포르 유선통신 시장 현황

93

표 4-9. 싱가포르 무선통신 시장 현황

94

표 4-10. 싱가포르 인터넷 시장 현황

97

표 4-11. 말레이시아 정보통신 현황

100

표 4-12. 886 프로젝트의 8대 서비스, 8대 인프라 및 6대 성장 영역

109

표 4-13. 유선 및 브로드밴드 발전 현황

111

표 4-14. 말레이시아 유선통신 시장 현황

113

표 4-15. 말레이시아 무선통신 시장 현황

113

표 4-16. 업체별 통신시장 점유율 및 가입자 수 현황

115

표 4-17. 말레이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117

표 4-18. 말레이시아 기술방식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18

표 4-19. 유선 및 브로드밴드 발전 현황

120

표 4-20. 태국의 정보통신 현황

123

표 4-21. 5대 실천과제 및 목표

129

표 4-22. Second National IT Master Plan 6대 전략

130

표 4-23. NECTEC 추진 프로젝트 세부 내역

130

표 4-24. 태국 IT 시장 규모

131

표 4-25. 태국 유선통신 시장 현황

132

표 4-26. 태국의 무선통신 시장 현황

133

표 4-27. 태국 휴대폰 단말기 판매량

135

표 4-28. 태국 IPTV 주요 사업자

136

표 4-29. 태국 인터넷 시장 현황

137

표 4-30.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현황

141

표 4-31. Flagship 프로그램 추진 장단기 전략 계획

144

표 4-32. ICT 2025 전략의 주요 내용

145

표 4-33. 인도네시아 IT 시장 규모

147

표 4-34.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시장 현황

147

표 4-35. 인도네시아 무선통신 시장 현황

149

표 4-36. 인도네시아의 무선통신 사업자별 가입자 전망

150

표 4-37. 인도네시아 무선통신 사업자

150

표 4-38. WiMax 단말기 생산 계획

151

표 4-39. 인도네시아의 PC 보급 현황

152

표 4-40. 인도네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152

표 4-41. 유선 및 브로드밴드 발전 현황(2008~09년)

153

표 4-42. 베트남 정보통신 현황

156

표 4-43. 베트남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160

표 4-44. 베트남 산업개발 전략의 IT 중점 분야 지역

162

표 4-45. 베트남 IT 산업 세부 목표

163

표 4-46. 2020년까지 ICT 비전 달성을 위한 ICT 459 전략 추진

164

표 4-47. 베트남 주요 소프트웨어산업 단지 현황

164

표 4-48 베트남 정보통신 발전 추이

165

표 4-49. 베트남 IT 시장규모

168

표 4-50.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 현황

168

표 4-51. 베트남 무선통신 시장 현황

170

표 4-52. 베트남 인터넷 시장 현황

173

표 4-53. 필리핀 정보통신 현황

179

표 4-54. IT21 3단계 발전전략

183

표 4-55. 필리핀 정보통신정책 변화 추이

184

표 4-56. 필리핀 유선통신 시장 현황

185

표 4-57. 필리핀 무선통신 시장 현황

187

표 4-58. 필리핀 인터넷 시장 현황

189

표 4-59. 유선 및 브로드밴드 발전 현황(2008~10년)

190

표 5-1. IT산업 품목별 수출 현황

196

표 5-2. 주요 지역별 IT 수출입 실적

197

표 5-3. 국내 SI 업체의 해외수주 실적

199

표 5-4.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주요 거점국가

201

표 5-5. 한국의 대ASEAN 협력 및 해외진출의 SWOT요소

205

그림 차례

그림 1-1. 동남아 5개국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1992~2015년)

21

그림 2-1. 세계의 ICT 발전 추세(1998~2009년)

30

그림 3-1. 개발도상 지역 간 유선통신 발전 비교

56

그림 3-2. 동남아 국가의 유선망 성장 및 보급률(1996년)

57

그림 3-3. 동남아시아 이동통신 성장 및 보급률(1996년)

58

그림 3-4. ASEAN 국가의 GDP 성장률(1992~2005년)

63

그림 3-5. 동남아 5개국의 이동통신 및 기본통신 가입자 성장 추이(1994~2003년)

64

그림 3-6. 정보통신기기의 GDP 비중 추이

67

그림 3-7. 동남아 주요국 100명당 유선전화 보급률(2000~09년)

69

그림 3-8. 동남아 국가의 이동전화 보급률(2000~09년)

70

그림 3-9. 인터넷 사용자 비율(2000~09년)

71

그림 3-10.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2000~06년)

72

그림 3-11. 동남아 국가의 1인당 GDP(2009년)

73

그림 3-12. ASEAN FDI 유입(2004~06년)

75

그림 4-1. 싱가포르 정보통신 현황

78

그림 4-2. MICA 조직도

79

그림 4-3. iN2015의 세 가지 핵심 테마

86

그림 4-4. iN2015의 전략적 추진 방향

86

그림 4-5. 싱가포르 유선통신 시장 현황

94

그림 4-6. 싱가포르 무선통신 시장 현황

95

그림 4-7. 싱가포르 인터넷 시장 현황

97

그림 4-8. 말레이시아 정보통신 현황

101

그림 4-9. MCMC 조직도

103

그림 4-10. 말레이시아 유선통신 시장 현황

113

그림 4-11. 말레이시아 무선통신 시장 현황

114

그림 4-12. 말레이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117

그림 4-13. 태국의 정보통신 현황

123

그림 4-14. 태국 정보통신기술부 조직도

124

그림 4-15. NTC 조직도

125

그림 4-16. 태국 유선통신 시장 현황

133

그림 4-17. 태국의 무선통신 시장 현황

134

그림 4-18. 태국 인터넷 시장 현황

137

그림 4-19.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현황

140

그림 4-20. 인도네시아 ICT 발전 로드맵 513 전략

144

그림 4-21.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시장 현황

148

그림 4-22. 인도네시아 무선통신 시장 현황

149

그림 4-23. 인도네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153

그림 4-24. 베트남 정보통신 현황

156

그림 4-25. 베트남 정보통신부 조직도

158

그림 4-26. 베트남 IT 정책추진 체계

165

그림 4-27.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 현황

169

그림 4-28. 베트남 유선전화 시장 주요 사업자 간 점유율

170

그림 4-29. 베트남 무선통신 시장 현황

171

그림 4-30. 베트남 무선통신 시장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172

그림 4-31. 베트남 인터넷 현황

173

그림 4-32. 베트남 인터넷 사업자 시장점유율

174

그림 4-33. 필리핀 정보통신 현황

180

그림 4-34. 필리핀 유선통신 시장 현황

186

그림 4-35. 필리핀 무선통신 시장 현황

187

그림 4-36. 필리핀 인터넷 시장 현황

18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동남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남부 지역,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제도 국가
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정치, 경제적 지역 협력체인 ASEAN1)과 그 범위
를 같이한다. 동남아는 2009년 기준 약 5억 8천만 명의 인구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실제로 동남아시아는 시장의 규모
나 자원 등 물리적인 잠재성 외에도 높은 교육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추
진, 양질의 인력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높게 인정받아 왔다.2)
선진국 투자자들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았던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1) 1960년대 중반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확산에 대하여 동남아 제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보장이라는 목표 하에 설립되었으며, 창설목적은 967년 방콕선언에 다음과 같이 명기 : ①
경제성장, 사회진보 및 문화발전의 촉진, ② 평화와 안정의 촉진, ③ 상호원조, 상호협력의 촉진, ④
교육, 직업, 행정분야에서의 협력, ⑤ 농공업 및 무역의 진흥을 위한 노력, ⑥ 동남아 연구의 촉진, ⑦
국제기구와의 협력
2) 제2의 중국으로 불리며 인구 8,000만 명에 문맹률 2%에 불과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의 오일 달러 흡인력, 싱가포르의 안정된 금융시장 등이 개별 국가들의 강점도 큰 비중을
차지함.

19

제1장 서론 │

즉 BRICs 국가들이 시장에 대한 과열된 경쟁과 투자로 인해 새롭게 postBRICs 시장을 찾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등장한 Next-11,3) TVT(태국, 베
트남, 터키)의 신흥국가군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포함되어
있다. 선발 6개국 중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
아에 이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CLMV 국가4) 중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러한 국가군에 포함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차기 신흥시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 국가들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함께 ‘기적’이라
고까지 불리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며 세계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직면하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고 그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등 성장
신화의 종말까지 전망되었으나, 이들 국가들은 급격한 회복을 보이며 성장세
를 이어감으로써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동남
아 국가들을 둘러싼 환경의 전개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세계 경제환
경의 변화 외에도 2003년 SARS 및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2004년
쓰나미를 포함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 각종 악재가 발생하여 동남아 국가들
발전의 발목을 잡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장애 속에서도 2005년부터
는 뚜렷한 경제 회복과 발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BRICs 개념을 최초로 발표한 골드만삭스가 2005년 말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지목한 11개 국가를 의미
하며, 이는 각종거시 경제지표, 통신, 교육, 정치적 안정성 등을 조합해 고안한 GES(Growth
Environment Score)지수를 바탕으로 선정됨. 한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
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멕시코가 포함되며, 이들 국가가 2050년까지 G7국가들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함.
4) ASEAN의 후발 4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CLMV 국가로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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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동남아 5개국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1992~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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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및 성장에 심각한 장애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은 동남아 국가들이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변
화를 겪는 시기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동남아 국가들은 WTO 등 다자간 무역 질서에 따라 시장
개방 및 자유화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1997년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창설 5개국
으로 시작된 ASEAN은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5)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미가입 4개국을 모두 ASEAN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1999년에는 동남아 10개국 전체를 회원국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협력체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동남아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동남아 지
역의 IT 산업의 발전과정 및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ASEAN 간의 IT
5) 1997년 제 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2020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공동체를 추구하는 장기 발전 청사진으로서 ｢ASEAN Vision 2020｣을 채택했다. 이 비전은 동
남아 국가들이 2020년까지 ASEAN 공동체를 구현하자는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ASEAN 공동체
형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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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제언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는 높은 정
치외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
상 국가들로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투
자 및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는 산업 연관 관계가
높은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간 산업분업
확대, 신규 시장 진출, 자원 개발 등을 위해 ASEAN과의 협력 확대의 필요
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SEAN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1990년 후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IT 부문의 역할 및 성과에
주목하고 협력을 도모하여 왔다. 국내 시장의 포화 및 국내 기술 플랫폼 기
반 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 IT 기
업들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동남아 각국의 IT 산업 현
황 분석과 함께 우리 IT 업체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들을 살
펴보고, 주요 전략적 진출 대상 국가들에 대한 우리 IT 업체의 진출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우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전과 외환위기 당시 및 이
후 10년간의 IT 산업 및 동남아 지역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
록 하겠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지역의 IT 산업 발전에는 IT 기
술발전, 세계경제, 규제 및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IT 발전 초기, 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기간에 걸친 조정기, 그리고 2000년 이후 급속한 발전을 보이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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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나누어 동남아 IT 발전의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남아
지역의 IT 발전이 이러한 위기를 기점으로 단절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며,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전부터 현재
까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동남아 지역의 IT 부문의 특성을
서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최근의 주요 IT 정책 및 전략과 IT 시
장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았다. 동남아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
접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의 수준이나 기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이질적인 면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국
가들의 IT 발전도 서로 차별화된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 IT 부문에서 선도
적인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의 핵심 국가인 태국과 인도
네시아, 필리핀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5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IT 발전과 한국과의 관계를 살
펴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NIES6)라고 불리는 선발 개도국으로서 동남아 국가 등 후발 개도국들에게
경제성장의 표본이 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발전으로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ASEAN으로 대표되는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 간의 IT 협력 및 외교,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
시장에의 한국 IT 기업의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및 전략의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보통신산업, 즉 IT는 반도체, PC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산업,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도록

6)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로 아시아의 한국·타이완·홍콩·싱가포르, 중남미의 멕시
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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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동남아는 한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이다. I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발전 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동남아 국
가들의 금융위기 이후 IT 산업 발전을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과의 IT 부문
관련 협력의 비전 및 전략적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KISDI는 2008년 한·아세안 IT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과
ASEAN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 및 정책 대안을 도
출한 바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ASEAN과의 협력현황 및 협력방안과 관련
하여서는 이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였음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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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시작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는 대외
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의 발전 등으로 국제자본이 예측
불가능하게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에 투자했던 자본
이 이들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갑자기 떠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7)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이들 국가들
이 경이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취약성이 이러한
위기를 야기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이들 경제의 금융부문의 취약성, 기업
구조 및 재무구조의 불투명성과 취약성, 그리고 경제 운용과 금융 감독의 미
숙 등 경제 전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잃었으며, 위기를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즉각적인 여파는 매우 심각하였지만 동남아 국가를 포
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회복하는 양
7) 1993년 미국 S&L 파산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1990
년 8.25%였던 정책금리를 1993년 3%로 대폭 인하했다. 미국 경제는 이로 인해 회복세를 보였지만 동
남아 지역으로 유동성이 대폭 이동하면서 버블이 잉태됐고 이는 결국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이어
졌다는 분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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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회복은 동남아 이외 지역의 경제 호조에 따른 전기·
전자 제품 중심의 수출 증가, 재고 조정의 종료 등의 대외 환경적 요인과 자
의 혹은 타의로 이루어진 구조조정 및 개혁 등으로 견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 극복은 개별 국가의 경제·사회적인 상황뿐 아니라, 정
치적 안정성 및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회복 속도나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
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회복 및 성장의 추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글로벌 경
제위기가 발생하였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위기의 근원지가 동남아가 아니
라는 점과 위기 자체의 특성도 있겠으나 동남아 국가들은 위기로부터 상대
적으로 자유로웠으며 세계경제가 불안한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을 포함한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어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다음 표는 ASEAN 국가들의 향후 경제 전망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과정에서 IT 산업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IT 기
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정보화의 급속히 진전시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엄청
난 변화를 초래하면서 정보화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하에
미국의 NII8)구상 등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정보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
작하였다. 동남아 국가들도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 전략의 중심에 IT를 놓
고,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 및 IT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들 국가들은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영화,
경쟁 도입,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8)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약자로 전미(全美) 정보 기반. 미국 정부가 구상한 고도의 정보
통신 네트워크 기구. 1993년 9월에 발표한 구상으로, 광섬유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미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속 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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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동남아 10개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2007~30년) ❚
국명 주요 경제지표
실질GDP성장률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6.3

6.1

6.0

5.8

4.8

2,349.4

3,008.0

3,388.3

13,198.6

10.7

2.4

0.3

-36.5

3.7

1.1

6.7

4.3

4.4

1,623.9 1,850.2

1,750.9

1,994.6

2,238.0

7,815.8

8.6

6.5

5.0

-13.9

인도네
달러
1,923.0 2,245.5
1인당 GDP
시아
경상수지 십억 달러
10.5
0.1
실질GDP성장률
필리핀 1인당 GDP
경상수지
태국

%

달러

7.1
7.1

4.2

4.9

2.5

-2.3

8.1

3.5

4.4

3,689.4 4,042.8

3,894.2

4,708.0

5,184.7

17,112.6
-25.3

십억 달러

실질GDP성장률

%

1인당 GDP

달러

경상수지

십억 달러

15.8

2.2

21.8

14.1

14.8

실질GDP성장률

%

6.3

4.6

-1.7

6.9

4.2

4.0

6,966.5

8,437.7

9,339.6

28,209.6

31.8

30.6

31.6

-2.3

-1.3

14.5

4.2

3.8

39,421.4 41,880.9 38,472.7 46,729.7 52,605.5

148,842.0

말레이
달러
7,008.4 8,197.0
1인당 GDP
시아
경상수지 십억 달러
29.8
38.9
싱가
포르

브루
나이

실질GDP성장률

%

8.5

1.8

1인당 GDP

달러

경상수지

십억 달러

39.0

36.0

32.5

46.7

46.0

127.7

실질GDP성장률

%

0.6

-2.0

-0.5

1.1

1.2

1.7

1인당 GDP

달러

경상수지

십억 달러

실질GDP성장률
베트남 1인당 GDP

캄보
디아

2011년 2015~40(평균)

4.5

31,917.2 35,864.6 34,741.6 37,429.0 39,128.3

－

%

달러

－

8.5

－

－

－

49,514.3

－

6.2

5.5

6.7

6.9

6.3

826.0 1,037.6

1,060.8

1,082.5

1,153.6

5,581.4
-4.6

경상수지

십억 달러

-7.0

-10.8

-7.3

-8.5

-8.0

실질GDP성장률

%

10.2

6.7

-2.1

3.8

6.1

6.0

1인당 GDP

달러

603.1

711.0

678.0

726.0

794.5

2,543.2

경상수지

십억 달러

-0.5

-1.1

-0.9

-1.1

-0.8

-0.1

실질GDP성장률

%

7.5

7.6

6.5

7.7

7.5

6.5

라오스 1인당 GDP

671.5

861.4

892.7

1,021.7

1,192.3

5,043.7

경상수지

십억 달러

0.1

0.1

0.0

-0.1

-0.3

-1.3

실질GDP성장률

%

11.9

3.6

4.9

5.3

5.0

4.4

미얀마 1인당 GDP
경상수지

달러

달러
십억 달러

408.9

568.6

－

－

551.7

－

568.3

－

584.4

－

1,304.7

－

자료: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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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장래성이 밝아지면서 개별 국가의 IT 전략은 대규모의 국가투자
에 의한 광대역 통신 인프라 정비라는 전략에서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를 통해 통신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게 되었다.
외자에 의존하여 전기통신망 확충을 진행해 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포
함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IT 프로젝트의 추진도
외환위기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 프로젝트들도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외환위기 때 경제 전체
가 악화된 상황에 비하면 IT 부문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동남
아 국가들의 IT 부문은 경제 일반과 유사한 V자형의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향후의 성장동력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회복하는 데는 역
외 선진국, 즉 미국 및 유럽 경제의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가 큰 역할을 하
였다. 이러한 선진국 경제의 주요 성장 분야는 반도체, PC, 네트워크로 대표
되는 IT 분야로 이러한 제품들의 수출 거점지역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회
복을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기 이후의 전반적인 긴축기조 속에서도 IT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가 계속되는 등 IT 부문 육성을 위한 정책 기조
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외화 수급의 문제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발
생한 동남아 위기 상황에서 IT 산업은 주목할 만한 부문이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성장동력으로서의 IT에 대한 주목이다. 외환
위기 이전부터 국가 발전 전략으로 주목받아온 IT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약
한 영향을 받았으며, IT 부문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은 약간의 지체와 수정
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역내 선진국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모델이었던 일본이 버블붕괴와 IT 산업 등에서 산업구조조정
에 실패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게 된 반면, 외환위기의 당사자였던
한국은 IT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 추진을 통해 IT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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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였다.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서 IT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외 선
진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온 한국과 마찬가지로 ASEAN
도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내 수요를 창출하여 발전기반을 확보
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1. IT 기술의 발전 및 환경의 변화
전기통신과 컴퓨터 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은 197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상이한 기술적 기반을 가진 양 분야가 결
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IT(Information Communication), 즉 정보통신이
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IT 분야의 기술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영향력도 막강해지면서 단순한 음성, 데이터 통신에 그치지
않고 융합(Convergence), 압축(Compression), 디지털화(Digitization)라는
기술혁신에 근거하여 통합된 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IT 산업의 발전은 1980년대의 이동전화, 1990년대의 유
선인터넷, 현재의 무선인터넷이라는 혁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변화를 도약
대로 하여 급속히 이루어졌다. 속도나 파급효과 면에서 역사상 찾아볼 수 없
는 발전을 지속하여 온 IT 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견
인하여 왔으며, 금융위기를 포함한 어떠한 환경 변화보다도 개별 국가의 발
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동통신은 1980년대에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아날로그 방
식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1세대(1G) 이동통신이 시작되면서 대중화되
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은 서비스의 질의 제고와 함께
단말기의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폭발적 신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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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무선데이터 통신, 화상통
신, 글로벌 로밍 등을 가능케 하는 3세대와 거의 동시간대로 무선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4세대 이동통신으로의 진화를 목격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급
속한 성장은 기술 발전 및 비용 하락에 따른 이동통신의 대중화와 함께 구
축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유선전화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선전화의 경우는 거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유선전화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
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유선전화에 대한 수요가 이동전화로 이동한 것이다.

❚ 그림 2-1. 세계의 ICT 발전 추세(1998~2009년) ❚

자료: ITU(2010).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은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은 1960년대에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네
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미국의 국가 연구망으로 발전
하면서 현재의 인터넷이 출발하게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과 연구자 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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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게만 개방되어 있던 인터넷은 1990년대 들어 급속하게 전 세계로 확
산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의 대중화 요인은 PC와 컴퓨터 네트
워크의 확산, 통신요금의 하락, WWW(World Wide Web)와 같은 웹브라우
저와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등장 등에 따른 것이다. 이후 광섬유를 포함한 신
소재 및 혁신적인 전송방식의 개발로 유선망의 속도와 용량이 증대되면서,
인터넷은 더욱더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유선인터
넷에 이어 이동통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무선인터넷의
발전으로 제3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통신, 인터넷에 이어서 최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브로드밴드이다. 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제만
큼이나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대용량으로 가능한가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미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잠재력을 이에 그치지 않
을 것이며, 고용량(High Capacity), 고속(High Speed)으로 특징지어지는 브
로드밴드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인류,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 거쳐서 기회와
지평을 확대할 것이며, MDG9) 달성을 포함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것이
다. 현재까지의 브로드밴드는 고비용과 구축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선진국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만이 그 혜택을 향유하여 왔다.10) 그러나 브로드
밴드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의 크기와 범위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향후 발
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IT 기술 및 인프라의 발전은 다양한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전자정
부 등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사회, 경제 및 개인의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켰다. 기술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규제 완화 등 정책
부문의 변화는 통신산업의 시장구조를 변화시키고, 국가 경제활동의 효율성
9)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UN에서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개발 목표로, 빈
곤퇴치, AIDS 등과 같은 질병 퇴치, 유아사망률 감소, 국제파트너십 강화 등을 포함함.
10) Broadband Commission for Digital Divide, www.Braodbandcommission.org(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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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등의 측면에서 통신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및 위상을 제고시켰다. 이는
다시 이 분야의 추가적인 개혁과 투자의 증진을 초래하는 등 선 순환적 발
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IT의 발전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도전인 동시에 기회가 되고 있다.
즉, IT 기술의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
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남아 개도국들은 산업화에는 뒤처졌지만
정보화에는 뒤지지 않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신기술 및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도약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IT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촉진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
에 걸쳐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
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IT 부문 발전의 속도 및 수준의 차이는 개별국
가의 경제· 사회적 발전의 수준 및 기타 요인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가 주도
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발전정책의 이행 성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선도하는 긍정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다
른 한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성장에 따른 부정적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정보격차
(Digital Divide)11)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간에 존재하는 경제
발전의 수준과 국민소득 수준 차이, 기술의 수준 및 산업화, 인적자원 개발
(Human Development) 수준과 결합하여 국가 간 정보격차로 나타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경제구조의 악순환과 더불어 정보화에 따른 혜택으로
부터의 소외는 ‘정보 부국’과 ‘정보 빈국’이라는 대칭적 구조를 더욱 확대 재
생산함으로써, 국가간 심각한 경제적 격차 이외에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구조
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정보격차 및 정보격차에 따른 국제적인 빈부격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UN MDG나 WSIS12)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 논의 및 이
11) OECD(2001),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p. 5.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
기회 및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여러 사회ㆍ경제적 수준의
개인 간, 기계 간, 기업 간, 지역 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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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셔티브들이 합의되고 이행 중이나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산업자본의 부족, 국내 정보격차, 인프라의 취약
등 내재적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발전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
는 상황에서 IT 부문의 자유화, 규제 개혁, 지역협력 등의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
우, 1990년대부터 성공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여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는 그간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보격차 문제에 있어서 정보 빈국에
속하는 상황이며, 국가별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IT 인프라 정비 및 IT 제반 분야의 발전이 상이하게 이루어져 역내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2. 자유화의 진전
IT 기술의 발전은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동시에 IT
부문도 급속하게 글로벌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만연한 블록화 현상과 보
호무역주의 경향에 대응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다국적화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를 보여주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속성상 생산비용의 절감
및 신속한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이음매 없는(seamless) 통신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통신 수요에 대해
세계적 차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통
신사업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진출 대상 지역 내
의 서비스 공급 시설 확보를 위한 단순 지분투자, 합작투자, 직접적인 사업
권 획득 등 해외 현지화(Global Localization)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대부분 유럽 및 북미 선진국에 기반한 기업들로 자국의
12) World Summit of the Information Society, 즉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약자로 1차 회의는 2003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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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통신시장이 포화되고,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신규시
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신부문의 투자와 교역에 관한
국제적 무역 규범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WTO 다자간 무역 질서
주로 상품무역을 관장하여 온 GATT라는 기존 세계 무역 규범의 내재적
한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1986년에 시작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기본통신협상이 이루어졌다. 기본통신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직접적인 계기는 UR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90년
대 후반, 이미 자체적으로 기본통신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미국이 여타 협
상 국가들에게 시장개방 압력의 일환으로 외국의 자국 기본통신서비스 시장
진입에 대해 최혜국 대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 표 2-2. 동남아 국가들의 시장자유화 일정 ❚
구분

시내
전화

시외
전화

국제 음성
전용
위성 셀룰러 데이터
전화 재판매
회선

말레이시아

1998

1998 1998

브루나이

2011

2011 2010

싱가포르

2000

2000

인도네시아

2001

2006

필리핀

1998

1998 1998

1998
2011

기타
reference
이동
paper
서비스

1998

1998

1998

1998

2000

2000

2000

2000

1998

1998

1998

2010
2000

2008

자료: KISDI(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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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8

1998

198

1998

1998

1998

❚ 표 2-3. 동남아 국가들의 시장자유화 계획(기본통신협상 양허안)13) ❚
구분

외국인 지분 허용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싱가
포르

설비 보유/이동서비스
73.99%
(직접투자 49%, 간접투자:
24.99%)

설비 보유 유선전화: ST가 2000.
3월까지 독점

필리핀
태국
브루
나이

인도네
시아
말레이
시아

대주주 음성재판매
제한 서비스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설비 보유: 20%
제한
외국인 주주가 총 주주의 20% 이하
(직/간접불문)
없음
- 시내: JTB독점
100%
- 국제: JTB와 DST COM이
제한
(직/간접 불문)
2010년까지 복점
없음
- 셀룰러: DST COM이 2010년까지 독점
- 시내: PT Telekim가 5개 지역
공동 사업자가 2011년까지 과점
35%
- 시외: PT Telekom이 2006년까지
제한
(직/간접 불문)
독점
없음
- 국제: PT Indosat과 PT
Satelindo가 2005년까지 복점
30%(직/간접 불문)
제한
제한 없음
기존 사업자 지분만 소유 가능
없음
40%(직/간접 불문)

제한 없음

공전공접속
금지
금지
금지
2010년까지
복점
- 시외: 2006
년까지 독점
- 국제: 2005
년까지 복점

금지

자료: 통신개발연구원(1997).

1989년 서비스 협상그룹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각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의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공
감대를 형성하고 1990년 상반기부터 통신부속서(Annex to Telecommunications)
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서비스 일반협정의 일부로 제정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시 합의한 각료 결정에 따라 1994년 4월 NGBT(Negotiating

13) 현재 동남아 10개국 중 라오스를 제외한 9개 국가가 WTO에 가입한 상태로, 미얀마는 1995년에 가입
하였으며, 캄보디아(2003년 가입, 148번째 회원국), 베트남은(2006년 가입, 150번째 회원국)이 가입
하였다. 베트남의 WTO GATS 양허안에 따르면 기본통신서비스 중 비설비기반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자본금의 65%까
지 가능하다. 설비기반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
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자본금의 49%까지 가능하다.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비설비기반 서비스
는 파트너 선택권 제한 없이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 회사 자본금의 65%까지
가능도록 하고 있다. 설비기반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경영 협력 계약 체결이 허용되며 외국 자본은 합작회사 자본금의 50%까지 가능하다. 외국인투
자의 경우 모든 설비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은 50% 이상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해야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상황이다. 캄보디아는 부가 서비스 및 이통통
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제한을 철회하고, 기간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51%로 제한
하고, 2009년부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미얀마는 양허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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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를 설치하고 기본통신협상을 진행하
였다. 주요국들의 협상 참여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담은 양허요구
서(Request list)가 제시되고 개별 국가별로 양허계획서가 제출되면서 양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시장개방 약속을 유
효한 시장 진입 기회로 보장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시장개방 이후 경쟁촉진
적인 규제 환경이 갖추어야 할 일련의 규제 원칙을 담은 참조문서(Reference
paper)를 탄생시켰다. 최종 협상기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1998년 발효
시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협상을 연기하였으며, NGBT는 기본통신그룹
(GBT)으로 대체되어 협상을 계속하였다. 협상 타결의 장애가 되었던 국제
서비스와 위성 서비스 문제를 제외하고 협상을 타결하는 쪽으로 논의의 방
향이 정해지면서 GBT 협상의 초점이 각국의 양허 수준과 양허안 제출국의
범위로 좁혀졌다. 양허안 제출국은 1996년 4월에서 1997년 2월까지 10개월
사이에 48개국에서 69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 양허 수준도 대폭 개
선되어 WTO 기본통신협상은 1997년 2월 15일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으며
이듬해인 1998년 2월 GATS 제4의정서 발효를 통해 협상 결과가 GATS에
편입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되자마자, 이른바 ‘뉴라운드(New Round)’라고 불
리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출범시키기 위
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선진국들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
발도상국들의 반발과 농업 등의 분야에서 나타난 주요국들의 갈등, 전 세계
에서 모여든 시민과 농민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는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기술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1년 카타르
(Qatar)의 도하(Doha)에서 개최된 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여 ‘뉴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하였으며, 이의 공식 명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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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개발 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하였다. 뉴라운드
에 있어 통신 협상은 기본통신협상의 미해결 과제의 해결과 함께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등 기존 양허표에 남아 있는 제한 사항의 포괄적인 전면 철
폐를 궁극적인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자 지분 철폐와 국경 간 공급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2001년 DDA 협상 출범 시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지만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으로
2008년 7월 결렬되었으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2009년 9월부터
DDA의 재개를 위한 협상이 개시된 상황이다.

나. FTA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질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전 세계 교역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육으로 추정되는 등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
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FTA는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
세에 있는데. 현재 발효 중인 286건의 지역협정을 체결 시기별로 살펴보면,
1947년부터 1994년까지 91건에 불과하던 것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
후 2010년 8월 현재 197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화의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FTA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
면에서 무역 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였으며,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
훈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
요되고,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데 대한 반작용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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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
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
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 대상 범위도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정책, 무역구제
제도 등 정책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ASEAN은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1992년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창설을 포함한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한 일반원칙,
목적, 분야, 방식을 규정한 ｢경제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이 체결되었
다. AFTA는 역내관세 장벽 및 비관세 장벽 인하에 따른 무역자유화를 추진
하고, 역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EPT(공동유효 특혜
관세)라는 지역 관세 제도를 이용하여 ASEAN의 선발 6개국14)은 2002년까
지, 베트남은 2003년까지, 라오스‧미얀마는 2005년까지 역내관세를 0∼5%까
지 낮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999년 AFTA 평의회에서 선발 6개국은
2010년,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각각 상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 효과 증대를 위한 추가조치
로서 2010년까지 회원국들 간 투자 자유화를 이룩하기 위한 ASEAN 투자
지대(AIA: ASEAN Investment Area) 협정을 1998년에 체결하였다. 회원
국들은 FDI 확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ASEAN을 하나의 단일 투
자 지역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산업 및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세계 및 역내 시장에서의 시너지 증대와 경쟁적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14) ASEAN 선발 6개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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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의 ASEAN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회원국의 최고 규범이 될
‘ASEAN 헌장’에 서명하고, 재화,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노동력의 역내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로드맵인 ｢AEC 블루프린트 선언｣에도 서명하였다. AEC와
함께 ASEAN 공동체를 구성하는 ASC15), ASCC16)의 로드맵도 차기 정상
회담까지 작성하도록 합의하는 등 지역 통합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ASEAN 창립 40주년이기도 한 2007년의 합의와 선언은 저개발 지
역 협력기구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ASEAN이 역내 산업과 노동 분업의 틀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ASEAN은 인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매우 활발하
다. 2005년 7월 중국과의 FTA 발효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선발 6개국은
2010년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베트남 등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보다 포괄적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
2008년 12월 발효되었다. 한국과 ASEAN 간의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
협정, 분쟁해결협정이 2007년 6월 발효되었다. 한·ASEAN FTA에 따라 상
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품목군의 경우 ASEAN 선발 6개국은 2010년
까지, 베트남은 2016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다. 이에 이어 2009년 5월
서비스 무역협정이 발효되고, 2009년 9월에는 투자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ASEAN FTA가 완전히 타결되었다. 국내 사정으로 한․ASEAN FTA 상품
협정 및 서비스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태국이 2009년 2월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ASEAN회원 전체와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15) ASEAN Security Community, ASEAN 안보 공동체
16)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EAN 사회문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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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EAN 체제의 강화와 IT 협력 추진
가. ASEAN의 정립
3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지역협력을 추진하여 온 ASEAN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내부적으로 중대한 시련기에 접어들었으며, 과거의 성공을 미래에
도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
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년과 1998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을 강타했던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위기
확산, 인도네시아의 삼림 화재로 초래된 동남아의 지속적인 연무 문제, 미얀
마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 그리고 회원국 확대에
따른 역내 국가들 간 경제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ASEAN의 대응
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력감마저 노출시켰다.
동남아 국가들은 21세기에도 ASEAN이 동남아의 지역통합체로서 적실성
과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 내부적 응집력 강화를 바탕으로 보
다 구체화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표 2-4. 주요 ASEAN 정상회의 결과 ❚
연도
1994

회의명

주요 결과

동남아 10국 비공식회의

Southeast Asia beyond the Year 2000:
A Statement of Vision

1997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
1998

ASEAN Vision 2020

제6차 ASEAN 정상회의

하노이 행동계획(1999～2004)

2002 제4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

IAI(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2003

제9차 ASEAN 정상회의

ASEAN 협력선언 Ⅱ(Bali Concord Ⅱ)

2004

제10차 ASEAN 정상회의

비엔티엔 행동계획

2007

제12차 ASEAN 정상회의

세부선언

2007

제13차 ASEAN 정상회의

ASEAN 헌장 서명

자료: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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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자는 구상은 1994년 동남아 10개
국 간 비공식 회의에서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 문화적 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동남아 지역 전체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향후 21세기를 지향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0년 이후
동남아의 비전(Southeast Asia beyond the Year 2000: A Statement of
Vision)｣이라는 표제의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최초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ASEAN 공동체 형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은 1997년 제2차 ASEAN 비
공식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2020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공동체를 추구하는 장기발전 청사진으로 채택한 ｢ASEAN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이라고 볼 수 있다.
1998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정상회의는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이 주요 의제였으며, 사업 환경의 신뢰성 회복, 신속한 경제 회복,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자유무역지대(AFTA)17)의 조기 실현에 합의하였다. 정상회
의가 채택한 ｢하노이 행동계획(1999～2004)｣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여 매크로 경제와 금융에 관한 협력의 강화를 통한 경
제통합의 촉진을 목표로 하여 글로벌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ASEAN의 역할 강화, ASEAN의 기구와 메커니즘 개선이
핵심 내용이다.
2002년 제4차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ASEAN의 지역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ASEAN 역내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ASEAN 통합 이니셔
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가 합의되었으며, 2003년 제9
차 ASEAN 정상회의는 ｢ASEAN 협력선언(Bali Concord)｣을 채택했는데,

17) AFTA는 역내관세 장벽 및 비관세 장벽 인하에 따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역내 경제 활성화를 촉
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EPT(공동유효 특혜관세)라는 지역 관세 제도를 이용하여 선발 6개국(인
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은 2002년까지, 베트남은 2003년까지, 라오
스와 미얀마는 2005년까지 역내관세를 0～5%까지 낮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999년 AFTA
평의회에서 선발 6개국은 2010년, 후발 4개국(CLMV: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5년까
지 각각 상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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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ASEAN의 공동체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ASEAN 정상들은 이
선언에서 2020년까지 동남아 국가들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대 축을 중
심으로 하는 포괄적 ASEAN 공동체 창설을 지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ASEAN 안보공동체(ASC)는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 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
결 등 포괄적 안보협력을 지향하며, ASEAN 경제공동체(AEC)는 동남아 국
가들의 대외경쟁력 향상,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회원국간 개발격차를 완
화한다는 목표하에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ASEAN 단일시장
창설을 지향한다. 또한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CC)는 인구, 교육, 실업,
SARS 등 전염병 예방,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4년 제10차 ASEAN 정상회의는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이 2004
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중기계획으로 ｢비엔티엔 행동계획(2005～10)｣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 계획은 ‘발리 콩코드(Bali Concord)’에서 밝힌 3개의
공동체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18)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하였다. 여기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SEAN 공동체의 3대 중
심축이 되는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부분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과 실행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중
요한 회원국 간 개발격차의 해소를 위한 ASEAN 통합 이니셔티브의 강화가
강조되었으며, 이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기여를 통한
‘ASEAN 개발 기금’의 설립이 계획되었다.
2007년 1월의 제 12차 ASEAN 정상회의는 2020년까지 ASEAN 공동체
구현을 목표했던 일정을 5년 앞당겨 2015년까지 실현하겠다는 ‘세부 선언’
18) 3가지 공동체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 ASEAN 안전보장공동체(ASC)는 포괄적 정치, 안정보장 협력을 통한 지역의 평화, 안정, 민주주의 및
번영 강화를 목적으로 함.
- ASEAN 경제공동체(AEC)는 긴밀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성장 및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
으로 함.
-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CC)는 조화로운 인간 중심의 ASEAN에 의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
간, 문화, 자연자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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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였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ASEAN 정상회
담에서는 2015년까지의 ASEAN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회원국의 최고 규범
이 될 ｢ASEAN 헌장｣과,19) 재화,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노동력의 역내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ASEAN 경제공동체(AEC)의 로드맵인 ｢AEC 블루프
린트 선언｣에도 서명하였다. AEC와 함께 ASEAN 공동체를 구성하는
ASEAN 안보공동체(ASC),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CC)의 로드맵도 차
기 정상회담까지 작성하도록 합의하는 등 지역 통합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ASEAN 창립 40년이기도 한 2007년의 합의
와 선언은 저개발 지역 협력기구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ASEAN이 역내 산업
과 노동 분업의 틀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ASEAN의 IT 협력
ASEAN의 IT 부문 협력은 2000년 이전에는 경제장관회의(AEM)20)와
경제 고위급 관료회의(SEOM)21)에서 다루던 의제였으나, 2000년 5월 정보
통신 고위급 관료회의(TELSOM)22)와 2001년 7월의 정보통신장관회의
(TELMIN)23)의 설립에 따라 독립 분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ASEAN
TELMIN과 TELSOM은 ｢ASEAN 비전 2020｣과 ｢하노이 행동계획｣을 실
현하기 위한 IT 부분의 협력 플랫폼으로써 IT 분야를 ASEAN 역내 경제통
합의 촉매제로 발전시키고 활발한 IT 협력을 통해 ASEAN 전체의 경쟁력
을 강화하며 역내 지식기반 경제의 정보사회를 개발하는 데 있으며,
19) 2007년 11월 20일에 서명된 ASEAN 헌장은 전 13장 5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부속문서가 있
다. 이 문서의 비준을 완료한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
개국이며, 태국, 필리핀, 미얀마가 비준 절차를 준비 중이다(2008년 7월 현재).
20) ASEAN Economic Ministers
21) ASEAN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22) ASEAN Telecommunications and IT Senior Officials Meeting
23) ASEAN Telecommunications and IT Minist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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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SOM에서 논의하고 조정된 사안들은 연 1회 개최되는 ASEAN
TELMIN에서 승인하고 보고하면서 그 효력을 갖게 된다.
ASEAN TELMIN 및 TELSOM을 통한 협력은 ASEAN 정보 인프라
구축, e-ASEAN 이니셔티브 강화 협력, IT 분야의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
화, IT 기술 조율 및 조화, ASEAN 고유의 IT 콘텐츠 개발, 민간부문 참여
촉진, 정보 및 경험 교환, IT 기술 관련 국제․지역 문제에 관한 공동 접근
및 협력 강화, 역내 정보격차 해소 등 IT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협력 분야를 ASEAN IT 인프라 작
업반, e-사회 및 IT 기술 역량 강화 작업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Access)와 정보격차 작업반,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무역투자진흥
작업반 등 4개의 작업반으로 통합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표 2-5. ASEAN TEL Working Group ❚
분야

주요 내용

ASEAN 정보인프라 구축
(AII WG)

회원국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과 NII
간 상호연동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AII(AS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구축 전략 수립

전자상거래 및 ICT 무역 촉진
(EC & ICTF WG)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ICT 무역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e-사회 구축 및 ICT 능력 배양 역내 건전한 e-사회 구축 및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
(UADD & EG WG)
능력 배양과 인력 양성

보편적 서비스 및 전자정부 실현 ICT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통한 역내
(ES & ICB WG)
디지털 기회 창출 및 전자정부 구축 전략 수립
자료: KISDI(2008), 재인용; 강인수 외(2008a).

ASEAN에서의 IT 협력은 정상회의나 장관회의 때 협정이나 선언문 등의
형태로 합의되고 이에 따라 이행안이 마련되어지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다음
의 [표 2-6]에서 보듯이 정상회의 차원에서 제안되고 이행되었던 ICT 부문
협력이 TELMIN 및 TELSOM이 ASEAN 정보통신 협력의 총괄기능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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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ASEAN 비전 2020｣이나 ｢하노이 행동계획｣ 실현을 위한 IT 협
력 플랫폼이 되면서 TELMIN을 중심으로 중요한 협력 제안이 진행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 부문 협력의 근간은 e-ASEAN
프레임워크와 이의 후속조치들이라는 것도 제안의 내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표 2-6. ASEAN의 주요 IT 관련 선언문 ❚
연도

회의명

장소

2000년

제4차 비공식 ASEAN
정상회의

싱가
포르

2001년 제1차 ASEAN TELMIN

2004년

제10차 ASEAN
정상회의

선언문 제목
e-ASEAN 프레임워크 협정(e-ASEAN Framework
Agreement)

정보통신부문 ASEAN 협력을 위한 장관 양해록
말레이
(Ministerial Understanding on ASEAN Cooperation
시아
i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부문 비엔티엔 행동계획(Vientiane Action
라오스 Programme on Telecommunications and ICT
Sector)

2004년 ASEAN 통상 장관회의 라오스

e-ASEAN 구축을 위한 ASEAN 통합 규약(ASEAN
Sectoral Integration Protocol for e-ASEAN)

e-ASEAN 실현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관련 하노이 어젠다(Hanoi Agenda on
2005년 제5차 ASEAN TELMIN 베트남
Promoting Online Services and Applications to
Realize e-ASEAN)
2006년 제6차 ASEAN TELMIN

브루
나이

캄보
2007년 제7차 ASEAN TELMIN
디아

ICT 경쟁력 강화 및 역량 배양(Enhancing ICT
Competitiveness: Capacity Building)
ICT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엠립 선언문(Siem
Reap Declaration on Enhancing Universal Access
of ICT Services in ASEAN: “ICT Reaching out
to the Rural”)

ASEAN 역내 정보격차 해소와 초고속 인터넷 구축
인도 발전을 위한 발리 선언문(Bali Declaration in Forging
2008년 제8차 ASEAN TELMIN
네시아 Partnership to Advance High Speed Connection to
Bridge Digital Divide in ASEAN)
2009년

제 9차 ASEAN
TELMIN

ASEAN 브로드밴드 실현을 위한 비엔티엔
라오스 선언문(Vientiane Declaration on Promoting the
Realisation of Broadband Across ASEAN)

자료: KISDI(2008), 재인용; 강인수 외(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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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에서 본격적으로 IT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 싱가포르
에서 개최된 제4차 비공식 정상회의에서다. 제4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
에서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e-ASEAN 프레임워크 협정｣을 채택하게
된다. IT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법적· 정책적 환경 조성, IT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IT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을 위한 투자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e-ASEAN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세부 활동을 추진하였다.
∙ASEAN 정보인프라(AS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 촉진
∙ASEAN 전자상거래 활성화
∙ IT 제품의 무역자유화 및 e-ASEAN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ASEAN 회원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전자정부 활성화
2001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ASEAN TELMIN에서는 ｢ASEAN
IT 협력을 위한 장관 양해록｣24)을 채택한다. 여기서는 정책 개발과 프로그
램 실행을 위한 IT 분야의 협력을 협의한 것으로 ASEAN 정보 인프라 구
축 및 e-ASEAN 이니셔티브 촉진, IT 분야에 있어 ASEAN 회원국 간 무
역 활성화, IT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용 및 공공‧민간의 IT
부문 협력 활동 추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0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정보통신
부문 비엔티엔 행동계획｣25)을 채택한다. 그 주요 내용은 IT 부문의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해 ASEAN 공동체 수립을 촉진하는 것으로 IT 인프라 및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달성, 안전하고 광범위한 ASEAN 정보 인프라 구축,
규제 및 정책, 전략 이슈에 대한 ASEAN 협력 강화,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및 정보사회 구축을 통한 정보 기회 확대 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4) Ministerial Understanding on ASEAN Cooperation i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5) Vientiane Action Programme on Telecommunications and IC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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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0년까지 ASEAN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10년까지
ASEAN 모든 국가 내 초고속 접속 환경 구축, 2008년까지 국가 CERT 및
IT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2005년까지 컨버전스 가이드라인 및 모범 사
례(best practice) 개발, 2010년까지 ASEAN Connect 포털 구축 등의 로드
맵을 제시한다.26)

❚ 표 2-7. ASEAN ICT Focus(2005~10년) ❚
협력 분야 및 목표

전략 방향

1. ASEAN 정보
인프라 AII 구축
촉진
(AS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회원국의 국가정보 인프라(NII) 표준과 설계 강화와 상호 운영성 및 상호 연
계성 확립

2. 전자상거래 및
ICT 무역 촉진
ASEAN 역내
전자상거래 및
ICT 무역 촉진
3. e-Society 및
ICT 능력 배양
ASEAN 내
전자사회 구축과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능력
배양

ASEAN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규제 및 법제적 틀 도입
디지털 서명 인프라에 대한 상호 인식 구축 장려

NII간 초고속 직접 연결과 ASEAN 정보 인프라(AII) 백본과의 상호 연계

국가‧지역 인터넷 교환센터(IX)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ASEAN 정보 인프라(AII) 안전성과 보안 증진

전자지불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안전한 지역 전자거래 및 전자지불 구축 촉진
정보통신 분야 상품, 서비스 및 투자 촉진

ASEAN 정보사회 구축; 지식정보경제 내 상호 의견교환 및 비즈니스가 가능
하고 국민들의 ICT 지식, 기술, 전문성 등의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강
화 및 정보격차 해소
공공, 민간, 비정부기구 및 개인 간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 장려
ASEAN 회원국 내 학교,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에서의 ICT 문맹 퇴치 및 인
적자원 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 강화
고급 ICT 인적자원 개발
폭넓은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CT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통한
4. 보편적 접근 및
공공과 민간 및 국내외 기관간의 연계성과 상호 활동 지원(2010)
정보격차 해소
ASEAN 지역 내, 물자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한 전자수단 증대와 물자‧정보‧
&전자정부
인력의 보다 자유로운 교류 증대를 통한 정부 간 협력 강화
ICT 인프라 및
보편적인 ICT 네트워크 구축과 경쟁력 강화로 인한 경제적인 ICT 서비스 이
서비스를 통한
용요금 도입 등을 통한 ICT 서비스 접근용이성, 도입 및 이용 강화
보편적 서비스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ASEAN 역내 및 현지 콘텐츠/ICT
전자정부 실현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료: KISDI(2008), 재인용; 강인수 외(2008a).
26) ASEAN 정상회의에서뿐만 아니라 2004년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된
e-ASEAN 구축을 위한 ASEAN 부문별 통합 의정서1)에서도 ASEAN 경제통합을 위해서 e-ASEAN
추진이 우선시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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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 TELMIN 회의에서는
하노이 어젠다를 채택했다. 이 어젠다는 온라인 서비스 및 응용을 위한 정책
과 규제환경 조성, ASEAN 역내 상호접속 및 상호 운용성 확대, 디지털 콘
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경험 공유, 네트워크 보안 강화, IT 교육을 통한 역
량 강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05년 베트남 회의에서는
｢ASEAN ICT Focus 2005~10｣을 채택하여 ASEAN에서의 IT 협력 전략
방향이 도출된다.
2006년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TELMIN에서는 브루나이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ASEAN은 전자서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ASEAN의 IT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ASEAN 정보 인프라 구축에 있어 ASEAN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보다 다양한 IT 접근을 통한 경제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며 IT 통상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ASEAN I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통합 추진, e-ASEAN 비즈니스 위원회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민간 부문과 청년의 IT 협력 활동 참여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제7차 ASEAN TELMIN에서는 ｢시
엠립 선언문｣27)을 채택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ASEAN 회원국 내
보편적 서비스 제공(USO)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방 및 소외 지역
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USO 프로그램의 성공사례
(best practice) 개발 및 공공‧ 민간 부문의 협력 도모, USO 프로그램의 타
당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수행 등이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8차 ASEAN
TELMIN에서는 ｢발리 선언문｣28)이 채택되었다. 발리 선언문에서는 ASEAN

27) Siem Reap Declaration on Enhancing Universal Access of ICT Services in ASEAN: ICT Reaching
out to the Rural.
28) Bali Declaration in Forging Partnership to Advance High Speed Connection to Bridge Digital
Divide in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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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위한 협력 활동의 촉진, 지역 이니셔티브 협력 활동 강화 및 ICT
인프라 토대 구축을 통해 유비쿼터스 정보사회를 위한 인프라 강화, 지방‧
소외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 증대, 2015년까지의 ASEAN 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인력개발 협력과 역량 배양, 이러한 ASEAN IT 통합을 위한
협력 활동 참여를 높이고 효율적인 통신기술 개발 노력, ASEAN의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ASEAN 대화 상대국 및 국제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활동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의 제 9차 ASEAN TELMIN에서는 비엔티엔 선언문을 통해 범
ASEAN 브로드밴드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기 위해 2015년까지 ASEAN 공
동체 내 브로드밴드 접속성 확대를 위해 초고속 국가정보 인프라에 접속 가
능한 ASEAN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괄적, 역동적, 그리고 통합
적인 ASEAN’이라는 목표 하에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통해 브로
드밴드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전 등을 강조하였다. 또
한 ASEAN 회원국 내 인터넷 트래픽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인터넷 관세 절
감을 위해 국가와 지역 간의 인터넷 교류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IT
산업 활성화를 명시하였다. 또한 ‘포괄적, 역동적, 그리고 통합적인 ASEAN’
이라는 목표의 실현과 관련하여 2009~15년까지의 ASEAN IT 마스터플랜
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의 IT 협력 논의는 2000년대 들어 ASEAN이 지역통합 논의를 보
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SEAN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정보통신에 대한 공통된 인식하에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IT 협력은 매년 ASEAN TELMIN 및 TELSOM 협력 활동을 통
해 ASEAN IT 부문 통합을 위한 행동 계획 및 가이드라인,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ASEAN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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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 외환위기와 IT 산업 발전에의 영향
1997년 외환위기 때 동남아 국가들은 단기간의 침체를 겪고 회복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위기의 근원지가 동아시아 지역이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단기간 내에 경제침체로부터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이 지역을 둘러
싸고 있는 대외적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는 데 기인하지만 한국, 태국, 인도네
시아의 경우는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을 통해 당면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IMF는 이들 국가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면서 조건으로 재정 긴축, 규제
완화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Conditionality)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유주식 매각 등으로 태국의 경우 58
개 국영기업의 민영화의 검토 속에서 TOT와 CAT을 포함시켜 추진하였으
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산가치가 하락한 PT
TELEKOM의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
위기로부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나, IMF의 금융지원 조건의 이행 및
과감한 개방 및 개혁 조치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면서 특히 IT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제2의 도약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7년의 아
시아 금융위기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추진과 함께 동남아 국가들에게 통
신 부문의 자유화, 개방 및 민영화를 추진토록 하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
였다. 1997년 시점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IT의 비중 및 영향이 적지 않았지
만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이러한 IT 부문의 발전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의에 의한 자유화, 개방, 민영화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위기를
통해 내부적인 취약성을 조기에 진단, 처리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IT 부문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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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에 전 세계를 강타할 금융위기(서브프라임 위기)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금융 부문에서 불거진 세계적 경제 위기는 연이은 제
조업 도산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생산 위축, 소득 감소 및 세계 교역량 감
소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단순한 금융 대책만으로는 장
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세계 여러 나라는 재량적 재정
정책으로서의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연이어 발표하여 적극적인 수
요 견인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세와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에서 IT도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다. 2009년 OECD 보고서에 따른 주
요국 경기부양책 중 IT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크게 IT 인프라 투자
와 IT 활용 사업으로 나뉠 수 있으며, 후자에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위한
녹색기술 사업, R&D 및 인적자원 훈련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IT 관련 내
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은 1990년대 이후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전파
로 인하여 IT가 일종의 정보 인프라로 인식되어 일부 첨단 과학기술 사업의
경우 기존 체계의 전산화 및 IT 인프라 확장, IT 융합기술 개발 등을 포함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IT를 주요 국가
경쟁력 중의 하나로 삼고 혁신 및 R&D 투자를 아끼지 않아 이후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 대열에 들어섰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거
의 모든 국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으로서 IT 영역이 직간접적으로 투자 대상이 되었다.
1997년과 2008년의 10년 사이 IT 발전 및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위기 시점에 있어서 IT가 중요한 해결 수단이자, 위
기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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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주요국 경기부양책 중 IT 관련 내용 ❚
국가
캐나다

EU

주요 내용
소외된(unserved) 격오지(rural and remote)까지 브로드밴드 확장
2010년까지 전 캐나다인의 50%에게 전자 의료 기록 활용
고속 인터넷 인프라(특히 외곽 지역에 초점을 맞춘 고속 인터넷 확장 혹은
업그레이드), R&D,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투자,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린
상품 장려, 클린 기술 개발

핀란드

브로드밴드 확장, 에너지 개발

프랑스

TGV Est선에서 인터넷, 중소규모 도시 브로드밴드망 투자, 교육체계 혹은 연구
커뮤니티 망 개발, 프랑스 철도회사 ICT 체계 현대화,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기술 및 클린 기술, 전자정부, 게임 기술 투자

독일
이탈리아

브로드밴드 투자(브로드밴드망 속도 증가, 모든 소외 지역 2010년까지 연결,
2010년 말까지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접속), R&D, 녹색 기술
브로드밴드 투자, 자동차산업 그린화, 친환경 차량 구입 지원

일본

지능형 운송체계, 의료 부문 ICT 인프라 개선, ICT 인력 훈련, 전자정부, 환경
관련 ICT 개발, 친환경 및 선진 기술 연구 기금 조성, 친환경 차량 세금 감소,
디지털 방송 전환 규제책 마련

한국

녹색 기술, 지속가능한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디지털 방송 전환 규제책 마련

노르웨이

ICT 인프라 투자,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자정부, 전자서명, 녹색 기술, 법정
화상회의 시설 설치, 전자 처방전 도입

폴란드

통신 인프라 투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

포르투갈

브로드밴드 투자(NGN 브로드밴드 보조금 지급 투자), 에너지 전송 인프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스페인

통신 부문 현대화(NGN 광섬유 설치 감독, 브로드밴드 규제), 교육 및 연구기관에
ICT 인프라 제공

터키

케이블,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세제 혜택

영국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의 브로드밴드 투자

미국

브로드밴드 투자(격오지 브로드밴드 연결 지원, 학교 도서관 건강관리 제공 등
브로드밴드 장려), 스마트 전력 그리드, 보건 분야 전산화, 전자 의료 기록, 대체
가능한 에너지, 디지털 방송 전환 규제책

자료: OECD(2009), pp. 22-27.

1930년대 공황 이후 군수산업이 성장세를 이끌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에 정보통신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면 주요 국가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핵심 해법의 하나로 브로드밴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브로드밴드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MDG 및 W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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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을 위하여 ITU가 유니세프(UNICEF)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밴
드 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for Digital Development)는 보고서를
통하여 고속· 고용량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막대한 경제사회적
이익을 수반하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이의 혜택을 전 세
계로 확산하기 위한 비전, 전략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9) 월드뱅크
는 브로드밴드가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협대역 네트워크
나 음성기반 서비스의 효과보다 더욱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브로드밴드 투
자는 개발도상국에서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GDP의
1.3%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30)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관측
과 브로드밴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브로드밴드는
막대한 투자비용 및 규제 환경 등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금
융위기 및 신용 악화로 경기 후퇴가 명백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려는 투자 계획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브로드밴드의
막대한 사회적 이익 및 국가경제의 중요성에 비해 브로드밴드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이 부문에 관여하게 된 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부양책에서 IT 부문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취약한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
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의 브로드밴드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도 브
로드밴드 보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의 저소득 국가들은 이러한 위기로 인하
여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된다. 나아가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브로드밴드 구축을
통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진함에 따라 브로드밴드 격차라는 새로운 정보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29) 2010년 9월 UN 사무총장에게 브로드밴드위원회의 결과물인 “Broadband: A Leadership Imperative
와 Broadband: A Platform for Progress”를 제출, http://www.broadbandcommission.org/ b_more.html
3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or Development(2009), “Extending Reach and Increasing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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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투자환경이 양호한 편이며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
로 IT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다른 개도국에 비해 IT 부문에 대
한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에서 상황이 낫다고는 할 수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싱가포르와 선도적인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브로드밴드 부문의 성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동남아 국가들도 미래 성
장 동력으로서의 브로드밴드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강력하고 ASEAN 차원
에서도 이에 대한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동남아 국가들의 브로드
밴드에 대한 주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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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동남아 지역의 IT 발전 추이
및 현황

1. IT 발전 초기(1990년대 초중반)
정보통신 부문은 경제발전에 따른 통신 수요의 증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1980년대부터 통신망 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통신망이 단순한 공공재가 아닌 국가발전의 신경망으로 인식
되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어
1990년대에는 부가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의 자유화와 경쟁도입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무선통신 부문의 급성장과 인터넷의 등장으
로 전 세계 IT 부문의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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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개발도상 지역 간 유선통신 발전 비교 ❚
(단위: %)

아프리카

아랍

중남미

아태지역

￭ CAGR 1990-1995 ￭ 전화보급률(1995)

자료: ITU(1997).

동남아 지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전기통신 또
한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 세계의 개발도상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T 부문의 수준은 아프리카를 제
외하고는 제일 낮은 편에 속하였으나 그 발전 속도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하여 향후 IT 및 경제발전 부문에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이러
한 높은 성과는 많은 부분 한국, 대만, 홍콩 등 NIES 국가들과 중국의 IT
발전에 기인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
는 동남아 국가 특히 ASEAN 5라고 불리는 선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IT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추진한
데 따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31)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동남아 지역의 IT 부문의 발전을 서
비스 부문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31) 싱가포르는 1992년 IT 2000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Singapore One으로 확대 발전시켰으며, 인도
네시아는 1997년에 누산타라21 계획, 태국은 1994년 전기통신개발 마스터플랜 IT 2000 계획, 말레이
시아는 1994년 국가전기통신정책을 수립하고, 1995년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SC) 계획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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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동남아 국가의 유선망 성장 및 보급률(1996년) ❚
(단위: %)

￭ CAGR 1990-95
￭ 100인당 보급률(1996)

자료: ITU(1997).

첫째, 유선망의 확충 및 무선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정보통신부문의 투자는 동남아 국가들에 있
어서 유선통신망의 대폭적인 확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1990~96년간의
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베트남을 필두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이미 높은 통
신발전 수준의 보여주었던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미 성장의 고점에 이르러
6.2%의 성장에 그쳤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대기 기간(waiting list)이 길고 전화보급률이 낮은 열악한 통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
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의 통신 수준은 절대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뒤떨
어진 상태며,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
히려 선발 국가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CLMV32) 등 후발 국가들이 유선 부문
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내 통신의 발전 격차는 더욱 심화된 모습으로 나
32)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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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민영화, 경쟁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선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유선망 구축보다 훨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이 이동통신 부문이다.
유선 부문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한 통신 수요와 상대적으로 저
렴한 초기구축 비용(start-up cost) 등으로 이동통신이 유효한 대안으로 고려
되면서 이 부문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아태 지역 전체를 보았을 때,
1990년에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15%를 점하였던 이 지역은 1996년까
지 4,0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1/3을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시장자유화에 따른 경쟁적 사업자의 등장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유화와 새로운 통신기술의 등장 등
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가 다수 참여하게 되는 1995년, 1996년에는 대폭적
인 증가세가 나타났다. [그림 3-3]은 동남아 국가들의 이동통신 가입자의 증
가 추세와 보급률을 보여준다.

❚ 그림 3-3. 동남아시아 이동통신 성장 및 보급률(1996년) ❚
(단위: %)

자료: ITU(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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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부문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지역의 정보통신 부문의 발
전 수준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동통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기본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의 보장도 확보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등 선발 국가와의
격차는 물론이고, ASEAN+6라고 불리는 국가와 CLMV 국가들 간의 격차
를 좁히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
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고무되어 국가발전을 위한 IT 부문에 대한 전략
적 개발 및 투자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개별 국가 내 통신의 보급은 수요
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농촌 및 오지 등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은 미흡한
상황으로 국내 정보격차의 확대 및 이로 인하여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 표 3-1. 동남아 국가의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
이동통신 사업자(외국인지분)

국가명
싱가포르

’97 Mobile One(HK TELECOM 15%)

말레이시아

’95
’89
’94
’95
’95

Binarinang(US West 20%)
Concom(Deutsch TELECOM 21%)
Mobikom
Mutiara(Swiss Telecom 30%)
Sapura

인도네시아

’96
’94
’94
’91
’85
’91

Excelcomindo(Nynex 23%)
Satelindo(Deutsch TELECOM 25%)
Telekomsel(KPN 17%)
Metrosel(First Pacific 35%)
Mobisel(IWC 20%)
Komselindo

태국

’90 ATS
’91 TAC

필리핀

’91
’94
’94
’94

Extelcom(Milicom 40%)
Globe(Singapore Telecom 40%)
Islacom(Deutsch TELECOM 10%)
Smart(First Pacific 28%, NTT 12%)

베트남

’95 Mobifone(Milicom 45%)

자료: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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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유화 및 경쟁 도입의 추진이다. 국가재정 및 자생자본이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은 국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국가별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기본 음성서비
스까지 지유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정책 주도로 이루어진 동남아 지역의
자유화 추진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매우 앞서가는 것으로33) 공급 측면의
양적 증대와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국가가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하거나, 민간기업이 소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
만 기본적으로 현지자본이 경영권 및 통제권을 갖는다. 이는 해외자본이 전
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가진 중남미, 동유럽 및 아프리카의 신규 사업
자들과 차별화된다. 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한선을 설정
하거나, 자국 내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1997년 초에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의 각국별 양허안에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셋째, IT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노력의 추진이다. 자유화 및 경쟁 도입을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동남아 국가 내의 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이나 민간자본은 충분치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자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첫째는 국영통신사업자의 민영
화 추진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동남아나 아태 지역의 민영화는 공공통신
사업자의 지분을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다국적기업 PTO 등)가 아닌 개인과
기관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을 50% 이하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다음은 1997
년까지 동남아 지역 국영통신사업자의 민영화 현황이다.

33) 중남미의 경우는 자유화 이전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일정기간 동안 전략적 투자가들에게 공점저지위
를 보장해 줌으로써 경쟁 도입이 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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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동남아 국가들의 민영화 현황 ❚
국가명

업체명

매각연도

매각지분

PT Indosat

1994

35%

10%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매각, 25%는 NY 증권거래소에서
매각, 정부가 65% 지분

PT Telekom

1994,
96

24%

12.5% 국내증권거래소 매각, 6.5%는
국제차입, 1996년에 정부 지분 4%
추가 매각

말레이시아

Telekom
Malaysia

1990,
93

23%

1990년에 14.9% 매각, 1993년에
추가 매각

싱가포르

Singapore
Telecom

1993,
96

17%

11%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1993년
매각(1.18%는 외국인이 매수),
1996년에 0.67%, 5% 각각 추가 매각

인도네시아

비고

자료: ITU.

민영화와 함께 전기통신 네트워크 구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 것이 수입분배약정(revenue sharing arrangement)이다. 이는 정부의
경영권(통제권)을 유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제한하
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경우 유선망 건설에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도입하였다. 태국은 방콕 지역과 지
방의 유선망 구축을 목적으로 TT&T와 TelecomAsia의 2개 BTO를 수립하
였다. 인도네시아는 1995년 이전까지 PBH(Polga Bagi Hasil)라는 수익분배
약정을 통해 유선망을 구축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KSO 방식을 채택하였
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도 유사한 수입분배약정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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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동남아 국가들의 수익분배 모델 ❚
BOT

BTO

BCC

BOO

Build, Operate,
Transfer

Build, Transfer,
Operate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uild Operate On

인도네시아
(KSO 방식)

태국

베트남

필리핀

배경

법적으로 민간기업이
비교적 법적 규제가
통신설비를 보유, 운
약하거나 명확하지 않
용 보수, 고객서비스
은 경우
가 곤란한 경우

법적으로 외자가 기
본통신설비를 보유하
는 것이 강력하게 규
제되는 경우

통신 분야에 있어서
협조보다 경쟁원리를
도입 시 설비의 확
충, 설비 품질, 서비
스 품질의 향상을 추
구하는 경우

목적

기본적으로 설비의 신
속한 확충, 설비의 건
설이 목적, 프랜차이
즈가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를 운용 보수, 고
객서비스 등 실시

기본적으로 설비의
신속한 확충이 목적,
설비를 건설하는 즉
시 국영통신사업자에
게 이관, 라이선스 기
간은 설비의 운용 보
수 및 고객서비스 등
이행

기본적으로 설비의 신
속한 확충이 목적, 설
비를 건설하는 즉시
국영통신사업자에게
이관, 설비 건설 후 이
익을 일정 비율에 당
해국의 통신운영체로
부터 받음

기본적으로 독자망을
신속하게 설치, 운용
보수, 고객서비스를 이
행하여 기존통신운영
체와 경쟁망 수입의
일정비율을 상대 정부
에 납입

회사
설립

해당국의 통신운영모
체와 공동 출자하여
JVC 설립 또는 현지
회사가 외국의 통신
운영체와 신 회사를
설립

해당국의 통신운영
모체와 공동출자하여
JVC 설립 또는 현지
회사가 외국의 통신
운영체와 신 회사를
설립

건설은 각 출자자가
대응, 운용보수, 고
객서비스는 통신 운
영체가 담당

민간이 설립한 회사
(JVC)가 담당, 외국
의 통신운영체가 관
여하는 경우가 많음

가입자
회선 개통 건설기간+2∼3년
기간

건설기간+2∼3년

당해국 통신운영체가
건설기간+2∼3년
실시

라이선스
기간 또는 약 20년
운영기간

약 20년
계약기간이 라이선스 기간 한정 없이 경영
(경영 안정 후 매각) 기간
안정 후 매각

해당국가

자료: RIT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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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기(1990년대 후반)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급락을 시작으로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에까지 확산되면서 10년에 걸쳐 아시아
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성장을 해온 이 지역 경제가 경제 불황 상태로 급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상당한 기간
정체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침체(setback)를 거
쳐서 다시 고도성장 궤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복은 동남아 이외 지
역의 경제 호조에 따른 전기, 전자 제품 중심의 수출 증가, 재고 조정의 종
료 등 대외 환경적 요인과 자의 혹은 타의로 이루어진 구조조정 및 개혁 등
으로 견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 극복은 개별 국가의
경제, 사회적인 상황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 및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회복
속도나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회복 및 성장의 추
세는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3-4. ASEAN 국가의 GDP 성장률(1992~2005년) ❚
(단위: %)

자료: IMF(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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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자형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회복은 IT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
선망 구축도 매우 부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서 1999년 간 단기
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한 후 급속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장 빨리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국제전화 발신 및 통화 시간의 급속한 하락이었다.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국가 전반적인 긴축 재
정과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로 인하여 계획이 수정되고 지
연되는 등의 상황이 진전되었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급속한 성장이 이
루어졌다. [그림 3-5]는 동남아 국가들이 1990년대 초 정보통신 발전 전략의
추진, 신규 서비스 도입, 자유화 및 민영화를 통하여 성장세를 이어 가다가
1997년부터 하강세를 긋고 1998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선통신의
경우 위기 이후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동통신은 위기
전과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의 발전 추이가 역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자 및 민간자
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온 대규모 IT 프로젝트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 그림 3-5. 동남아 5개국의 이동통신 및 기본통신 가입자 성장 추이(1994~2003년) ❚

이동통신
자료: ITU(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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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이 급속하게 위축되었는데 특히 일본 은행들이 동
남아 시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 IBRD/ABD/ OECF 등 ODA
성 자금을 통한 재원 조달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민간 재원의 경우도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1996년에 1,022억 원에 달하였던 민간자금 유입이
1997년에는 385억 달러로 600억 달러 이상 대폭 축소되었으며 주식시장 상
장을 통한 정상적인 재원 조달도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IT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었던 동남아 개도국에 있어서 이러한
재원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으며, 상당기간 같은 프로젝트의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 및 민간의 투
자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통신 발전 계획의 대대적인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7년 9월 마하티르 수상이 경상적자 삭
감책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착공ㆍ완경 연기 외에 민영화 사업의 원칙적 동
결, 정부기관의 외국 제품 구입을 재검토하였다. 마하티르 수상은 MSC 계
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하였으나, MSC와 직결되는 푸트라자야 건
설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이와 함께
통신 부문의 외국자본 조달을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NCR, BT, NTT등이
MSC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음은 동남아 국가의 IT 인프라 자본 수요 예측 및 주요 IT 인프라 구
축 계획이다.
❚ 표 3-4. 동남아 국가들의 주요 IT 인프라 구축 계획 ❚
국가명

계획명

대상 기간

증설회선 수 목표

소요 자금(달러)

말레이시아

제7차 말레이시아 계획

1996~2000

333만→ 558만

52억

태국

제8차 경제사회개발 계획

1996~2001

600만→ 1200만

70억

인도네시아

제6차 5개년 계획

1991~1999

252만→ 752만

45억

필리핀

Zero Backlog Program

~2000

110만→ 210만

10억

베트남

마스터플랜

~2000

150만→ 4∼500만

21억

자료: RIT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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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동남아 국가의 통신 인프라 자금 수요 예측(1995~2004년) ❚
전체 인프라
(전력‧통신‧수송‧상하수도)

통신 부문
국가명

금액
(10억 달러)

GDP 비중
(%)

금액
(10억 달러)

GDP 비중
(%)

인도네시아

23

0.8

192

6.8

말레이시아

6

0.6

50

4.8

필리핀

7

1.0

48

6.8

태국

29

1.4

145

7.2

자료: IMF(1995).

1997년 동남아 위기 극복 및 경기 회복의 제1요인은 대폭적인 수출 증가
라고 할 수 있겠다. 아시아 지역은 IT 및 전자제품의 생산 및 수출 거점 지
역으로 한국 등 NIES 국가들의 경제발전에서 전자 및 IT 부문이 핵심 분야
였다. 후발 개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ASEAN 국가들의 경우 [그림 3-6]에
서 볼 수 있듯이 GDP 대비 정보통신 기술 관련 기기 생산 비용이 1990년
대 들면서 일본을 넘어서 NIES 국가들과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위기가 아시아 지역에만 한정된 국지적인 것이었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
국들의 IT 부문은 전례 없는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이 동남아 국가
들에 기회로 작용했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정보통신 부문의 비중이 높았던
한국 및 말레이시아가 IT 및 경제회복 이후의 성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하드웨어 중심의 동남아에서 IT 산업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
국가들은 하드웨어 외에 셀룰러, 인터넷 등 IT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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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정보통신기기의 GDP 비중 추이 ❚

자료: RITE(1998).

3. 발전기(200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친 후 현재까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기조에서 IT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90년대부터 IT 부문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계획
을 수립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주도적인 IT 발전 전략의 성과는 개별 국가 내에서 IT의
보급 확대로 이어졌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국내 시장 및 수요의 증가도 이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표 3-6. ASEAN 회원국의 IT 전략 ❚
국가명
브루
나이

캄보
디아

ICT 전략 내용
–국가발전 종합계획인 ｢Wawasan Brunei 2035｣에 따라 National Development
Program(2001~06)에서 전자정부 도입을 위해 약 6억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2007~12
년 예산의 12.1%에 해당되는 약 8억 달러를 전자정부, e-비지니스 및 IT 애플리케이
션 분야의 역량 개발에 투입할 계획임
– NSDP(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10: ICT를 16개 우선순위 분야
로 중점 추진하여 도시 및 농촌 지역에 망 확충, 서비스 질의 제고, 정책 및 규제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NiDA(National Information Development Authority)를 통한 정부 전산화, ICT 개발
에 있어서 지역 장벽 제거, 공여국ㆍ정부기관ㆍ산업ㆍ커뮤니티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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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계속 ❚
ICT 전략 내용
– SISFONAS 2010(Sistem Informasi Nasional)(2002~10): 광대역과 무선통신 확대,
인도
전자정부 추진 등을 통해 ICT 분야를 진흥하고, 통신 보급률이 낮은 지역으로의 보급
확산을 추진하는 ICT 개발 청사진
네시아
– e-Indonesia Initiatve 2006, BHTV(Bandung High Tech Valley) 등 추진

국가명

– National ICT Policy: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의 이행 맥락에서 수립,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 인프라 구축, 제도 및 법령, 역량 개발
등 ICT 개발 이슈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 NICTB(National ICT Board)가 이행을 담당
– National Data Center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행정 전산화 등 추진
– MyICM(Malaysia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Multimeda Service 886 (2006~10): 8개 신
규 서비스, 8개 핵심 인프라 및 6개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말레이시아 IT 부문 종합 발전 계획
– National IT Agenda(NTIA): Vision 2020을 이어받아 균형 잡힌 인간 중심의 ICT
말레이
개발을 통한 지식기반사회 구축 추진
시아 –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Phase II(2003~10): Next LEAP으로 불리며 IT 부문의
R&D, 하이테크 생산 기지, 글로벌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 복합 멀티미디어 단
지인 MSC의 3단계(2010-2010)까지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간의 연결 및 글로벌화
추진

라오스

– ICT 마스터플랜(2001~2005) 및 ICT 개발마스터플랜/실행계획(2006~10): ICT 인프라 구축, 이
용 확대, 역량개발, e-Application의 확산, ICT 산업 진흥 등 포괄적인 ICT 계획 수립 및 추진
– Myanmar Computer Science Development Council: e-NTF MCF 등이 ICT 발전
과 관련한 핵심 역할 수행
– 2007년 중기 필리핀 개발계획(MTPDP) 2004~10년의 중간 개정을 통하여 광대역 망
확충, VOIP, WLL 등 신규 서비스 도입, 방송 디지털 전환 및 기타 규제 이슈 등을
강화함
필리핀
– ICT Roadmap을 수립(2007)하여 2010년을 목표로 ICT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
하고, National Broadband Plan을 추진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전자정부를 추진
하며,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할 계획임.
–제2차 National ICT Masterplan(2009~13): Smart Thailand를 지향하여 2013년까지 NRI 상위
25% 내로 진입하고, ICT 산업의 전체 GDP에서의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태국
– ICT 2010(2001~10): 태국을 지식기반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e-Society,
e-Education, e-Commerce, e-Industry, e-Government 이니셔티브 추진
– Singapore One, Infocomm21을 추진하여 정보통신 부문의 선도적인 발전을 이룸
– iN2015(Intelligence Nation 2015, 2006~15년) 2015년까지 싱가포르 전체 가구와 기
업의 90%가 초고속통신망을 사용하고, 전 가정에 컴퓨터를 보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싱가
전자정부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정보통신 수출액의 3배 증가,
포르
8만 개의 IT 관련 고용창출을 목표로 함
– Wireless@SG Program, Next Gen NBN, I-Gov2010, nfocomm Security Masterplan2 등
추진

미얀마

– 2020년 준비를 위한 2010년까지 정보통신 발전 전략 및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2001~05년)이 60%에 가까운 유선전화 보급을 달성하고, ICT 활용, 산업 증진, 인프
베트남
라 개발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룸
–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 고도화 전략(2011~20)’ 수립을 통하여 고급 IcR 기
술인력 개발, 정보통신망 고도화, ICT 역량 강화, 정보사회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자료: KISDI(2008), 재인용; 강인수 외(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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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은 선진국과 같은 관점에서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IT에 기반을 둔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국
가의 경제ㆍ사회적 발전 수준, 인프라 및 재정의 취약성 등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으며, 글로벌 정보격차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역내
및 개별 국가 내 정보격차도 심화되거나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남아 국가의 정보통신 인프라에서 이동통신이 차
지하는 비중이 유선전화보다 높다. 이미 선진국 수준의 유선전화 보급이 이
루어진 싱가포르는 시장 포화 및 대체 통화 수단의 발전으로 유선 보급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국가 전략적으로 유선 부문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베트남이 싱가포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유선전화 보급이 확대
되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락,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체 상태를 보
여준다. 베트남을 제외한 후발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국가에서
는 전체 전화 보급이 이들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 그림 3-7. 동남아 주요국 100명당 유선전화 보급률(2000~09년) ❚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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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은 유선 부문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과
정치적인 이유로 이동전화 보급이 제한되고 있는 미얀마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유선보다 무선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체 전화보급률에서 무선 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의 경우 90% 이상을 무선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도 85% 안팎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유선 인프라의
대체재제로서 무선통신이 보급되면서 전 인구의 90% 이상이 이동전화 제공
범주(coverage)에 속하게 되어 이 지역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국민 1인당 1.4
대의 이동 통신에 가입되어 있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하여 필리핀, 인도네시
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은 보급률을 보여
준다. UNCTAD 보고서는 2010년 현재 개도국 전체의 평균 이동전화 가입
률이 58%에 달하고, 최저빈곤국가의 경우 25%에 가깝다고 보여준다. 이러
한 국제적인 발전 추세와 비교할 때, 동남아 국가들의 성과가 매우 두드러짐
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는 특히 유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약진
이 두드러지며, 대부분의 국가들의 발전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그림 3-8. 동남아 국가의 이동전화 보급률(2000~09년) ❚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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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의 경우는 무선 기술의 발달 및 개별 국가의 통신 인프라 전략의
변화 등으로 기본 격차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무선통신 부문의
경우는 소수 후발 국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는 이같은 추세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싱가포르와 함께 공격적인 정보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온 말레이
시아를 제외한 역내 국가들의 인터넷 이용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
직은 저조한 상황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 국민의 80% 가까이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 비율이 10%에도 이르지 못한
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로 개도국의 정보통신 발전에 있어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간주되며 지구촌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글로
벌 이슈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브로드밴드의 경우는 더 큰 차이를 보
여준다. 브로드밴드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이 낮
은 역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이 국가 기간 인프라로 유선 대신 무선 망 개발을 선택하여 싱가포르
를 제외하고는 발전의 한계가 있으며, 선진국들과 양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속
도 및 용량 측면에서도 격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고 비용 효율적인 무선 인터넷 보급 및 이용이 가능해지면 무선통신 부
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림 3-9. 인터넷 사용자 비율(2000~09년) ❚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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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2000~06년) ❚

자료: ITU(2010).

2000년 이후 10년간 동남아 각국은 상당한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 성과를
이루었으며 몇몇 국가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계
수준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며 무엇보다도 동남아 국가 간의 격차가 해소
되지 않았다.34) 동남아 개별 국가 간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현존하는 ASEAN 역내의 발전 격차와 유사하게 혹은 더
심각한 형태의 정보격차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IT가 국민경제의 핵심적
인 요소고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격차는 기존의 발전 격차
를 더욱 구조화하고 심화시키며, 국민 생활의 질에서도 큰 격차를 야기한다.
동남아 국가간 정보격차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역내 공동체를 지향하는
ASEAN에서도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관련된 제반 분야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표 3-7]은 주요 정보통신 관련 국제 지표로 살펴본 동남아 각국의 수준이다.
34) 2001년에 IBM이 ASEAN을 위해서 수행한 e-ASEAN Readiness Assessment에서는 ASEAN 10개국
의 ICT 수준을 인프라, e-Society, e-Commerce, e-Government의 4개 지표로 측정하여
Emerging, Evolving, Embedding, Extending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
오스가 Emerging 단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Evolving 단계, 말레이시아가
Embedding 단계이며,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인 Extending 단계에 속한다. 2010년 현재에도 베
트남의 성과가 돋보이는 것 외에는 이러한 구분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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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동남아 각국의 정보통신 지표 현황 ❚

구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IT
Development Index
(2009)

Technology
Readiness Index
(2010)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2010)

Ranking

Index

Ranking

Index

Ranking

Index

14위

6.95

2위

5.64

11위

0.7476

42위
56위
76위

5.07
3.96
3.07

27위
47위

4.65
3.97

68위
32위
76위

0.4796
0.6101
0.4653

86위
90위
107위

3.05
2.87
2.46

54위
85위
67위

3.87
3.51
3.72

90위
78위
109위

0.4558
0.4637
0.4054

118위
119위
120위

1.74
1.71
1.70

117위

3.03

151위
140위
141위

0.2637
0.2878
0.2818

자료: ITU; WEF; UN.

이러한 격차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별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 그림 3-11. 동남아 국가의 1인당 GDP(2009년) ❚
(단위: 달러)

자료: IMF(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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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아 국가는 1인당 GDP 기준으로 보았
을 때 선진국 수준의 싱가포르나 산유국인 브루나이와 나머지 국가 간의 극
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나머지 8개 국가를 비교할 경우, CLMV 국가들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베트남이 CLMV 국가 중 약진하는 반면 상위 중 몇몇 국가는 경계에 위치
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과 위치를 역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총자본 형성
에서 해외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아도 지역 내 경제 격차는 확연히
구분된다. CLMV 국가 중 경제제재 조치에 의해 원조 유입이 중단되다시피
한 미얀마를 제외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해외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발 6개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베트남의 경우는 이러한 비
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35)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경우는 아직도 매
우 높은 상황이다.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원조
와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ASEAN은 외환위기, SARS, 쓰나미 등 1990
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ASEAN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4～06
년간의 외국인 투자 유입량을 살펴보면 선발 6개국이 총량의 93.8%를 점하
고 있으며, CLMV의 총계는 6.1%에 지나지 않는다. 선발 6개국 중 필리핀
과 브루나이는 베트남에 비해 낮은 수준의 FDI 유입을 보여주지만, CLMV
의 총합이 그 외의 국가들 중 1개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베트남의 경우는 자본 형성이나, 원조 비중의 축소, FDI 증가 등으로 선발 6개국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는 역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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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ASEAN FDI 유입(2004~06년) ❚

자료: KISDI(2008).

역내 국가들의 산업구조 차이도 역내 발전 격차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선발 개도국의 경우, 1차 산업의 비중이 각각 13.4%,
14.4%의 수준을 보여주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밑
이며, 싱가포르의 경우는 국가의 특성상 0.1% 수준이다. 반면에 CLMV 국
가들의 경우 미얀마는 50.6%, 라오스는 47%, 캄보디아는 32.9%이며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도 20.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
업구조는 1980년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투자 및 무역 자유화 등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NIES의 뒤를 잇는 신흥개발국으로 떠올랐던
ASEAN 선발 6개국에 비해 CLMV 국가들은 후발 국가로서 중앙계획경제
에서 시장지향 경제체제로의 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동남아 국가 중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
르와 말레이시아는 3분기 연속, 정치적 불안이 겹친 태국은 4분기 연속 마이너
스 성장 기록. 내수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미약한 플러스 성장을
보였으나, 이들 국가들 모두 2009년 3/4분기 이후에 성장세로 돌아서 2010년 1
싱가포르는 2009년 3/4분기, 말레이시아, 태국은 4/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해 2010년 1/4분기에는 모두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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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는 브로드밴드 등 망 고도화를 위한 신규 투자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동통신 부문에 있어서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
다. 동남아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서 IT 부문이 특별히 두드
러지지는 않았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부터 지속
적으로 IT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왔다는 점과 연결된다.
IT 부문에서 금융위기는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
다36).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선진국 내 IT 기업에 대한 투자에 불신
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도국의 IT 부문에는 투자가 위축되지 않았는
데, 이는 이들 국가의 IT 산업의 높은 성장동력과 함께 역내 투자가들의 존
재도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 표 3-8. 아시아 개발도상국 통신 부문 6대 해외투자자(1996~2006년) ❚
업체명
Telecom Malaysia(말레이시아)

투자 금액 (백만 달러)
3,575

Khazanal Nasional(말레이시아)

2,337

Telenor(노르웨이)

2,080

Abu Dhabi Group(UAE)

1,693

Singapore Telecom(싱가포르)

1,369

Maxis Communications(말레이시아)

999

36) 민영화,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 등을 통한 IT 부문에서의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1996~2006
년간의 민간부문 참여의 83%를 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욱 두
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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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국내시장이 좁고 배후지 시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업
화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아 한때 싱가포르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 보이기
도 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
이고 있다. 인구 470만, 면적 710㎢로 서울의 1.1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작
은 국가이지만 2009년 1인당 GDP가 3만 8,000달러가 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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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싱가포르 정보통신 현황 ❚
2002

구분
인구(백만 명)
1인당 GDP(달러)

유선전화 회선 수(천 개)

2003

2004

2005

2006

2007
4.48

2008

2009

4.12

4.15

4.20

4.27

4.36

20,766

21,207

22,022

25,175

26,747

29,468 36,175 38,405

4.62

4.74

1,927.2 1,889.5 1,857.0 1,844.4

1,853.5

1,861.8 1,857.0 1,852.4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개)

46.77

45.48

44.23

43.23

42.47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명)

80.40

86.11

95.04

102.76

109.72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명)

50.10

53.84

63.09

61.84

59.82

69.24

73.02

77.23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명)

6.55

10.04

12.98

15.38

18.05

19.98

21.74

23.71

41.52

40.24

39.11

132.10 138.15 140.43

자료: ITU(2010).

❚ 그림 4-1. 싱가포르 정보통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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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U(2010).

싱가포르는 특히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1990년대 초부터 IT2000 계획 등 정보통신 인프라 부분의 집중 투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 왔다. 싱가
포르의 통신시장은 높은 수준의 질과 진보적인 개혁, 통신 환경 구축을 통하
여 높은 수준의 경쟁 시장을 형성하면서, 세계 선도적인 지위로 통신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2009년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140%를 넘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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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약 20%가 2대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도 80% 이
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o 정보통신예술부(MICA: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ARTs)37)

싱가포르의 통신정책 및 기술, 방송, 문화, 예술 부문 등 정보사회 및 창
조적 경제 구축을 위한 업무들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정보통신예술부는 크게
정보통신 부문과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정보통신예술부는 싱가포
르의 정보통신 관련 부문의 총괄 기관으로서 국가정보화의 정책적 확산 및
관련 입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그림 4-2. MICA 조직도 ❚

자료: MICA.
37) 정보통신예술부 홈페이지, www.mic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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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38)

❚ 표 4-2. IDA 주요 조직 ❚
구분
CEO Office
Competition and
Enabl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Wing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
Wing

하부 조직
o
o
o
o
o
o

Corporate & Marketing Communication
Internal Audit
Policy & Competition Development
Infrastructure & Services Development
Infocomm Security & Assurance
International

o
o
o
o
o
o
o
o
o
o
o

Government Cluster Group
Industry Cluster Group
SOEasy Programme Directorate
Healthcare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iGov Planning & Service Delivery
GCIO Service Management & Capability Development
Government Infocomm Infrastructure
Premium Customer Care & Support
i-Government Innovation
Enterprise Architect Office

Technology & Planning
Group

o Strategic Planning
o Foresight & Directions
o Technology Planning

Corporate Development
Group

o
o
o
o
o
o
o

Finance & Procurement
Human Resource Policy & Management
People Development & Engagement
Group Treasury & Investment
Infocomm Services
Group Legal & Regulatory Affairs
Organisation Excellence

Industry Development
Group

o
o
o
o

Enterprise Infocomm
Consumer Infocomm
SME Infocomm Enabler
Manpower Development

자료: IDA.

38) IDA 홈페이지, www.id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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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는 1999년 12월, 정보화 촉진과 통신규제 기능의 효과적 통합을 위
해 국립전산위원회(National Computer Board)와 싱가포르 통신청(Telecommunications Authority of Singapore)을 통합한 신설 기관으로 통신서
비스 사업권 인허가, 통신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통신 서비스 요금 책정, 불
공정 경쟁 시정, 사업자 간 분쟁 조정 등의 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MICA의
독립된 법정위원회로 정보화 관련 구체적인 전략 마련, 수행 및 조정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싱가포르를 글로벌 인포컴 허브로 성장시키고 IT를 싱가포르
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DA는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IT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싱가포르의 정보통
신 정책 개발과 규제 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업간, 교육기관
간의 협력, 적극적인 차세대 인프라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 개발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보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
통신 인프라 및 관련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 보건, 제조, 물류, 여행, 교통, 여가와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
보통신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조율하며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업무까지 주관한다.
o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39)
통상산업부는 싱가포르의 통상 상공업과 무역 전반을 총괄하며 싱가포르
를 글로벌 시티로 탈바꿈하고 다각적인 경제활동과 글로벌 기업 활동을 주
요 비전으로 삼아 산업발전 및 국제무역 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9)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app.mti.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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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디어개발청(MDA: The Media Development Authority)40)

싱가포르를 글로벌 미디어 도시로 개발하고 창조적 경제와 통합정보사회
육성을 위해 2003년 1월 1일 싱가포르 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과 싱가포르 영화, 출판위원회(Films and Publications Department,
Singapore Film Commission)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MDA는 싱가포르를 새로운 아시아 미디어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영화, TV, 라디오, 출판,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인터
렉티브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산업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한다. 특히
콘텐츠 발굴, 싱가포르 미디어 퓨전 플랜(Singapore Media Fusion Plan)41)
을 통해 주요 수출지역에 미디어 수출, 미디어 거래 지역으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행사 개최, 비즈니스 역량 및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런칭, 혁신적인 인터렉티브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 베
드 구축 등을 추진한다.
o 경제개발위원회(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42)
싱가포르가 경쟁적 글로벌 환경에서 비즈니스와 투자 분야의 허브로서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계획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이다. EDB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 새로운 성장산업 개척 및 경쟁력 강화,
인프라 및 공공부문 서비스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활
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적
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40) 미디어개발청 홈페이지, www.mda.gov.sg
41) 싱가포르 미디어 퓨전 플랜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MDA가 ｢Media 21｣이라는 기존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미디어 생태계 강화, 글로벌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혁신적 콘텐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42) 경제개발위원회 홈페이지, www.edb.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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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정책 동향
o 싱가포르의 국가정보화 추진전략 발전과정43)
싱가포르는 1980년대 이후 ｢국가전산화 계획(The National Computerisation
Plan, 1980~85)｣, ｢국가 IT 계획(The National IT Plan, 1986~91)｣, ｢IT
2000(1992~99)｣, ｢커넥티드 싱가포르(Connected Singapore, 2003~06)｣ 등 국
가정보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보통신 발전
을 추진하여 왔다.

❚ 표 4-3. 싱가포르 주요 국가정보화 추진전략의 발전과정(1980~2006년) ❚
국가정보화 계획
(national plans)

전략적 목표
(strategic objectives)

성과
(outcomes)

⦁정부 전산화
The National 대국민 서비스 전산화, 지역 IT 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의
Computerisation 개발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IT
수익 10배 증대
Plan(1980-1985) 인력 양성
⦁IT 인력 증대(850명→ 5,500명)
The National IT 전자데이터 교환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부 시스템을 민간 영역으로까지
Plan
확대
(1986~91)
IT2000
(1992~99)

Infocomm21
(2000~03)
Connected
Singapore
(2003~06)

싱가포르를 ‘지식국가(Intelligent
Island)’로 전환

⦁무역, 법률 커뮤니티, 의료복지
커뮤니티 등 TradeNet, MediNet,
LawNet의 성공적 도입
⦁Singapore ONE의 전 국가적 도입
⦁전자거래법 제정 등 전자상거래 정책
틀 마련
⦁CORENET44), 공공디지털도서관
카탈로그 등 G2B 서비스

정보통신 분야를 주요 성장분야로 고 ⦁전기통신 시장 전면 자유화
려하여 정보통신(Infocomm)을 통한 삶 ⦁국내외 정보통신 접속 증대
의 질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추진 ⦁1차 전자정부법 수립
개인, 조직, 기업의 정보통신을 통한
⦁물류, 제조업, 소매 및 교육 등 주요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 전산화, 통신
분야의 정보통신을 활용한 발전 촉진
및 콘텐츠 통합을 통한 새로운 기회
⦁2차 전자정부법 수립
창출 · 실현

자료: IDA(2006), 재인용; NIA(2006).
43) NIA, 싱가포르 iN2015 주요내용 및 시사점(2006).
44) CORENET: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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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국제정보통신보고서(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의 2008~09년 네트워크 준비지수 분야에서 싱가포르가
4위를 차지하는 등 2006년 이후 꾸준히 5위 이내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08~09년 세계 국제경쟁력지수 5위 등 지난 25년간 싱가포르 정보통신 정
책들의 성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가전략으
로 추진된 ‘싱가포르 원 이니셔티브(the Singapore ONE initiative)45)’를 통
해 각 가정에 ADSL과 케이블을 통한 광대역 브로드밴드가 보급되었으며, 이
러한 정책에 힘입어 브로드밴드 보급률의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 iN2015 정책(Intelligence Nation 2015)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 5월 싱가포르 발전을 위한 10개년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iN2015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iN2015는 싱가포르가 국가정
보화 계획을 통해 달성된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10
개년 발전 계획 청사진이다. 2006년부터 iN2015 계획을 착수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정보통신 강화를 통한 지능형 국가 및 글로벌 도시 실현(An
intelligent Nation, a Global City, Powered by Infocomm)’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성장과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경제적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N2015 정책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사회적 분야의 부가가
치 창출,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약 164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 실현, 정보통
신 분야의 수출 수익 증대를 통해 약 379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실현하고 8
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90% 이상의 가구에서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국가 실현, 취학 자녀 가정 100% PC 보유 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46)
45) 싱가포르는 ‘Singapore One’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주요 내용은 케이블, 광전송
망 등을 통해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broadband) 구축, 통신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응용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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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2015 목표>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사회적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 세계 1위
▷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율을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약 164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 실현
▷ 정보통신 분야의 수출액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대시켜 약 379억 달러의 수출수익 실현
▷ 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90% 이상의 가구에서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국가 실현
▷ 취학 어린이를 자녀로 둔 모든 가정에서 1가구 1PC 보유 달성

o iN2015 비전 및 테마
‘정보통신 강화를 통한 지능형 국가 및 글로벌 도시 실현 (An intelligent
Nation, a Global City, powered by Infocomm)’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위해 혁신, 통합, 국제화를 주요 3가지 테마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혁신: 2015년까지 싱가포르 혁신 역량 강화로 국가경제의 두드러진 변화 전망
- 통합: 조직 및 기업 내부간, 개인간, 부문간,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국제화: 세계적 추세인 글로벌 경제에 올바르게 편입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기술을 주요 발전 동력으로 삼아 국제 자원에 대한 접근 강화 및
최고의 두뇌, 생산품, 서비스, 기업 및 기술을 해외에 수출

46) KOTRA(2010),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www.id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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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iN2015의 세 가지 핵심 테마 ❚

자료: NIA(2006).

o iN2015 목표 및 전략적 추진 방향
iN2015 비전 실현을 위해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산업 발전, 인력 양성 등
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① 정보통신기술의 더욱 고도화되고(sophisticated) 혁신적인 활용을 통해 주요 경제 분야, 정부
및 사회 변화를 선도
② 초고속화, 유비쿼터스화, 지능화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③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산업 발전 촉진
④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인재 양성

❚ 그림 4-4. iN2015의 전략적 추진 방향 ❚

자료: NIA(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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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iN2015 프로그램 개요 ❚
전략적 추진 방향

내용 개요

01)
02)
03)
Ⅰ. 고도화 · 혁신적 IT 이용
04)
을 통한 경제 · 정부 · 사
05)
회 부문의 변화 선도
06)
07)
08)

Ⅱ.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
쟁력 개발

디지털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Digital Media and Entertainment)
교육(Education and Learning)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
정부(Government)
보건의료 및 생체의학(Healthcare and Biomedical Science)
제조업 및 물류(Manufacturing and Logistics)
관광, 접대 및 소매(Tourism, Hospitality and Retail)
사회(Society)

09)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 역량 개발 강화
10) 싱가포르 자체개발 정보통신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이미지 강화
11) 지역 정보통신산업 발전 촉진
12) 부문별 솔루션 개발 및 수출
13) 활발한 정보통신산업 기업가 및 신생기업 유치

Ⅲ. 초고속 · 유비쿼터스형 ·
14) 선도적인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실현
지능형 · 신뢰형 정보통신
15)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혁신 및 상업화 환경 창출
인프라 구축
Ⅳ. 정보통신 전문인력 개발

16) 주요 경제 분야의 정보통신 역량 개발
17) 국제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 전문가 개발
18) 정보통신 인재 발굴 및 지원

자료: NIA(2006).

이와 같은 iN2015 추진을 통해 싱가포르는 2015년에는 보다 고도화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경제 분야, 정부 및 사회
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공항 및 항만 시설에 IT 기
술을 이용한 보안성 강화와 이를 통한 안전한 무역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무역 허브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IT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등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주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령층 및 장애인
의 정보통신 활용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통합 사회를 실현하
고 모든 국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초고속화 및 유비쿼터스화, 지능화 및 신뢰성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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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의 신뢰형 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인재 양성을 통해 R&D 분야와 관련
된 정보통신기술 기술자 풀을 형성, 지역산업의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

❚ 표 4-5. 2015년 정보통신 인프라의 모습 전망 ❚
현재

2015년

고속(Mb/s)

초고속(Gb/s)

가구 학교 사무실 등 건물 단위
까지 브로드밴드 접속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끊김 없는
(seamless) 브로드밴드 접속 실현

개별 소스를 통한 독립적
(stand-alone) 데이터 확보

다양한 소스를 통한 실시간의, 센서
기반의, 통합된 형태의 정보 획득

구분
속도(Speed)
접속도달 범위
(Reach)
지능화
(Intelligent)

신뢰 범위
조직 지향적
(Trust framework)

국가 및 국제적 단위

자료: iN2015 Steering Committee(2006), 재인용: NIA(2006).

❚ 표 4-6. iN2015 세부 프로그램 및 내용 ❚
구분

미래
전략

차세대
인포컴
인프라

프로그램

내용

차세대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Next Gen NBN)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GPS 브로드밴드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

wireless@SG

공공장소에서 무료 Wi-Fi 서비스 제공 2006년
12월 시작, 2013년 3월까지 확대

그리드 컴퓨팅

2008년 국가적인 GSP(Grid Service Provider)
서비스 시작

클라우드 컴퓨팅

IDA와 산업 간 협력: HP, Intel, Yahoo, IBM

싱가포르 인터넷 교류
(SGIX)

2010년 6월부터 가정,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자에게 무차별적인 상호연결
서비스 제공

국가인증 체계(NAF)

전 국가적인 강력한 인증서비스 설립

인포컴 보안

2008년 2월 인포컴 보안 마스터플랜 2(MP2)
시작, 향후 5년간 로드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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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계속 ❚
구분

프로그램

내용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차세대 혁신 프로그램(NGSIP)
미래 과 서비스의
전략 상업화 및 인포컴 체험 센터
혁신 환경
(iExperience)
조성
인포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유치
다국적기업의 공동 IT 서비스
혁신과 역량 장착
강화
혁신센터 정착

성장
동력

2010년 2월 차세대 브로드밴드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마련
2010년 6월 전시장 설립
Equinix, Salesforce.com, Amazon Web
Services 등
Citibank, BNP Paribas, Deutsche Bank
등이 IT 허브로 싱가포르 선택
8,000만 싱가포르달러 투자로 7개
차세대혁신센터(NGICs) 설립

지식재산권

인포컴 지역산업 업그레이딩 프로그램
(iLIUP), 기술혁신 프로그램(TIP)

브랜드화
(인포컴 싱가포르)

싱가포르 인포컴 기업들에 의해 인포컴
솔루션 브랜드로 활용

G2G 포럼

국외 정부 기관과 10개 이상 인포컴 관련
MOU 체결

IDA International(IDA 자회사) 2009년 2월 설립

국제화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센터
(GBD COE)

IDA, IDA International, IE Singapore
(국제기업청) 3자간 글로벌 사업 개발
프로젝트

해외 개발 프로그램
(ODP)

싱가포르 인포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다국적 인포컴
기업과의 연계 플랫폼

기술경영자 & 사업 유치

테크놀로지 기업 상업화 시스템(TECS),
i-Start 프로그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역량 결합

인포컴 중요기술 자원 프로그램
인포컴 기술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CITREP)
글로벌
국가적인 인포컴 능력 배양
전문가 육성 프레임워크(NICF)
인재
육성

5년간 10,000명의 전문가 육성, 인포컴 보안,
데이터 센터 관리 등 250가지 역할 제공

사업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그린 ICT
분야 전문가 육성

인포컴 리더십과 개발
프로그램(LEAD)
주요 경제
부문에서
인포컴 능력 테크노 전략 프로그램
개발

금융 서비스, 보건, 리테일,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훈련코스, 워크숍, 자격시험 제공

개발, 유인,
장학금과 능력개발 프로그램
인포컴 자질
육성
인포컴 학교 지원

국가 인포컴 장학금(NIS), 고급 인포컴
테크놀로지 학습 프로그램
초중고 인포컴 클럽, 국가 인포컴 대회(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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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계속 ❚
구분

프로그램
디지털 시장 프로그램(DMP)

디지털
게임 프로그램
미디어 & 가상세계
엔터테인먼트 교육
EdVantage

비접촉 전자지갑(e-Purse)
애플리케이션(CEPAS)
비접촉 매지점정보관리(POS)
단말기 전개
금융서비스
근거리무선통신(NFC) 모바일
결제
법인금융정보교환(CFIX) 조치
국가 전자보건 기록(NEHR)

내용
디지털 미디어 경영 및 유통 허브 조성
(8가지 디지털 미디어 에코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플랫폼 마련, 게임 자원 센터 설치
2010년 청소년올림픽 게임 가상세계 플랫폼
iN2015 교육 & 학습 프로그램
교육부 IT 마스터플랜에 연계된 대표 IDA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다목적 선불카드
(MPSVC)
2011년까지 단말기 네 배 이상 확대
2008년 NFC 서비스 상호 운용 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 간 라운드 테이블 마련
다양한 사업자에 의한 금융정보 흐름을
간결화하기 위한 체계 마련

보건 제공자간 환자의 건강정보 실시간 공유

일반의의 환자 관리에 있어서 인포컴 활용
장려, 2008년 1단계 완료 및 2009년 다음
디지
단계로서 GP IT-활용 프로그램 착수
털
개인 보건 기록 프로그램(PHR) e-Health 포털과 함께 시행
응용
2008년 6개 지역 병원에 전자 의료
중장기 케어
기록(EMR) 시행
2007년 IDA와 해양항만공사에 의해 시작,
2008년 항구에서의 무선 브로드밴드
Infocomm@SeaPort
접속(WISEPORT) 프로젝트 착수
제조 및 물류
2007년 무역, 물류 사업자 간 정보 교류
TradeXchange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물류와 무역 과정을
통합하기 위한 IT 플랫폼 제공
실시간 내비게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영토 관리 & 교통
포함하는 iSingapore, 인포컴@Airhub
프로그램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촉진하는 Digital
관광, 서비스 & 리테일
Concierge 프로그램
기타
2007년 6월 착수, 중소기업의 인포컴
인포컴@SME 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보건

통합된 임상관리 시스템(CMS)

사회

가난한 학생, 노인, 장애인에게 인포컴 지원

정부

2006년 제3차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iGov2010 시행

자료: NIA(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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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Gov2010

싱가포르는 iN2015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신전자정부 계획의 일환
인 ｢iGov 2010｣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하여 왔다. 이는 eGAP11의 성과를
토대로 싱가포르 전자정부 및 정보화를 위한 추진 계획에 따른 이런 노력은
2008~09년 WEF에서 발표하는 정부의 IT 준비도 평가 중 정부의 전자정부
우선정책, 정부의 미래 IT 비전 및 IT 신기술 정부조달평가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iGov2010은 전자서비스의 접근성 및 품질 향상, e-Engagement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부의 수용력 및 상승효과 고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시민과 연계가능한 통합 정부 구축
실현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는 iN2015 등 정부의 적극적인 IT 정책에 힘입어 IT 부문의 산
업이 매년 38% 성장으로 2006년에 비해 2009년 620억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렀으며, 정보통신 부문 인력도 2006년에 비해 17.6% 성장한 14만 명
이상이 되었다. 그 밖에 2009년 83%에 이르는 가구가 가정에 컴퓨터를 사
용하며 브로드밴드 이용도 2005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동전
화 가입자가 700만 명에 이르러 140%의 가입률을 보이는 등 지난 5년간
싱가포르의 정보통신산업 및 시장의 역동적인 성장을 볼 수 있다.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싱가포르의 통신 시장은 높은 수준의 질과 진보적인 개혁, 통신 환경 구
축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쟁시장을 형성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위에서
통신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유선전화 가입자는 2008년 기
준으로 유선전화 가입자가 185만 명으로 인구 백 명당 보급률 40%,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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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도 95%를 넘어섰다. 그러나 2009년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오히려
39%로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전화 보급률도 140%를 넘어
서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실제 적은 인구로 인해 시장 규모는 매우 작
으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으로 인해 2000~05년 연평균 -1.1%의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싱가포르 IT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2% 감소한 6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싱가포르는 200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IT 시장의 2%를 차지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으나 2013년까지 연평균 3.1%의 성장
률을 보이며 70.4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 하드웨어 시장이 전체 IT 시장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시장이 37.4%, 소프트웨어 시장이 14.5%를 차지하고 있다.

❚ 표 4-7. 싱가포르 IT 시장 규모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전체
H/W
S/W
IT 서비스

아태 지역

2008

2009

2010

2013

연평균 성장률
(10~13)

6,349

36,145

6,427

7,042

3.1 %

3,294

2,954

2,3,025

3,134

1.2 %

889

891

891913

1,122

7.1 %

2,166

2,301

2,488

2,786

3.8 %

308,102

304,529

318,051

387,248

6.8 %

자료: IDC(2009.12); 재인용: KOTRA(2010).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 3월 5개의 설비기반면허(Facilities-based licence)
와 29개의 서비스기반면허(Service-based licence)를 발급함과 동시에 통신
분야의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모든 제한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시장자유화를 통해 대규모 경쟁이 시장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통신 가
격의 급격한 하락 양상이 나타났다. 국제전화요금은 급격히 하락하여, 많게
는 85%까지 하락했다. 통신 분야의 낮은 가격과 시장자유화는 싱가포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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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data centres), 내용수집자(content agrregators), 디지털 미디어
산업, 인터넷 네트워킹 회사, 전자상거래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제
공하였다. 시장자유화의 또 다른 부산물은 싱가포르의 통신설비 시장을 외국
회사가 지배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싱가포르 업체들이 싱가포르의 복잡한 고
객층과 정부의 인프라 계획이 형성한 자본수요(capital demand)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외국회사의

진출을

받아들이는

지역운영본부(Operating

Headquarters)를 설립하여 세금 감축과 같은 상업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
러한 발전은 이동전화, 무선호출망과 사설망 시설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도
네트워크 성장의 촉매로 작용하였다.
싱가포르의 유선통신 시장은 2009년 185만 명으로 보급률 3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2002년 190만 명의 46%가 넘는 유선전화 보급률에 비
해 상당히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유선전화 가입자들이 이동전화 및
ADSL 가입자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ingapore Telecom과
StarHub 등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와 컨버전스, 휴
대전화와의 상호 보완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상품 판매로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유선통신 시장은 2007년부터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번들링 서비스 ‘Mio’를 제공하고 있는 SingTel이 95% 이상의 점유율을 보
이고 있다.

❚ 표 4-8. 싱가포르 유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유선전화 가입자
수(천 명)
유선전화 보급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927.2 1,889.5 1,857.0 1,844.4 1,853.5 1,861.8 1,857.0 1,852.4
46.77

45.48

44.23

43.23

42.47

41.52

40.24

39.11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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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싱가포르 유선통신 시장 현황 ❚
싱가포
르유선전
화회
선수(천
싱가포르
유선전화
회선
수(천
개) 개)
1,940.00
1,927.20

1,920.00
1,900.00

1,889.50

1,880.00

1,861.80
1,857.00
1,857.00
1,853.50
1,852.40
1,844.40

1,860.00
1,840.00
1,820.00

유선전화
유선전화
회선수
회선수
(천 개)
(천개)

1,8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2000년 싱가포르의 이동전화 시장의 가입자는 1백만 명으로 급등하였으며,
2002년 12월까지 80% 가까이에 이르는 보급률로 대만과 홍콩에 이어 아시
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47) 2005년 후반에는 싱가포르의 이
동전화 보급률이 100%에 이르렀으며, 2009년 140%의 보급률에 이른다.
2012년에는 연평균 5.7% 성장하여 817만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통신에서도 음성통화를 통한 수익은 계속 정체를 보이는 반면 데이터 통
신 수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동영상, 음악 다운로드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
를 통해 싱가포르 무선사업자들의 ARPU48)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 표 4-9. 싱가포르 무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385

4,789

5,924

6,376

이동전화 가입자 수(천 명)

3,313

3,577

3,991

이동전화 보급률(%)

80.40

86.11

95.04 102.76 109.72 132.10 138.15 140.43

자료: ITU(2010).

47) 당시 대만은 106%, 홍콩은 83%의 이동전화 보급률을 보이고 있었다,
48) 가입자 1인당 회사가 얻는 수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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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 그림 4-6. 싱가포르 무선통신 시장 현황 ❚
싱
가포르이
동전화가
입자수
싱가포르
이동전화
가입자
수
7,000
6,000

5,924

5,000
4,000
3,313

3,000

3,577

3,991

4,385

6,376

6,652

4,789

이동전화
가입자 수

이동전화

2,000

가입자수

1,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싱가포르의 무선통신 시장은 SingTel, StarHub, MobileOneel 등 3개 사
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2008년 SingTel은 294만 명의 가입자로 전체 시
장의 46.4%를 점유하고 있다. StarHub와 MobileOneel은 각각 163만
(25.7%)과 177만(27.9%)의 가입자를 확보화고 있다.
싱가포르의 무선사업자들은 3G서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주변국들에 앞서
HSDPA(High Speed Download Packet Access)를 도입하여 2009년 5월 총
647만 명의 이동전화 가입자 중 268만 명이 3G 가입자이기도 하다.
2005년 5월에는 규제기관이 무선랜(WiFi)보다 뛰어난 와이맥스(WiMAX)
와 iBurst와 같은 무선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개방했다. IDA는 2.3GHz와
2.5GHz 주파수대의 6개 무선광대역접속(WBA: Wireless Broadband
Access) 주파수면허(Spectrum licence)를 발급하였다. 2006년 3월에는
IDA는 계획된 국가 유선광대역네트워크(wired broadband network)에 대한
아이디어 착상을 위한 컨셉 요구사항(Request for Concepts)을 발행하였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싱가포르의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Next
Generation National Infocomm Infrastructure(Next Gen NII)의 일환이다.
2009년 9월에는 세계 5위 기업인 말레이시아 회사 Green Packet의 자회
사 Packet 1이 Packet FBO 라이선스와 WBA 권한을 인수하여 2010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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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WiMax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P1으로 인해 와이맥스의 접속가능
지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넷북과 노트북, 그리고 휴대용 인
터넷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WiMax 서비스의 향상이 예상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WiMax용으로 2.3GHz, 2.5GHz, 5.8GHz 대역을 지정
하였으며 Intelligent Nation 2015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iMax 기술을 전
면에 도입, 싱가포르 전체를 거대한 무선 네트워크로 묶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중계무역 허브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2008년 3월부터 해상 항구
규제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과 IDA, 싱가포르 모바일
WiMax 제공사인 QMaz 커뮤니케이션즈가 공동으로 와이즈포트(Wirelessbroadband-access at SEAPORT)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는 자국 내 항구
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을 지나가고 있는 선박의 여행객 및 직원용으로 무선
WiMax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포스데이터가 장비를 공급하여 QMaz가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싱가포르의 주요 항구 및 남부 해안 지역에 모바일
WiMax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싱가포르 전역의 공공건물 및 공공장소에서 기존
512Kbps에서 1Mbps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Wireless@SG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동 중인 사람들을 위
한 서비스 개념으로 학생, 여행객, 비즈니스 방문객, 에이전트 등을 위한 서
비스로 무선인터넷 웹브라우저가 설치된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무선으로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
우 iCELL, QMax, SingTel이 제공하는 Wireless@SG에 가입하여 2013년
3월까지 이용가능하다.
한편 싱가포르의 IPTV 및 모바일 TV의 경우 2007년 7월 싱가포르 최대
통신기업인 SingTel이 유료 IPTV인 mio TV를 제공하면서 유료 TV 시장
을 독점하고 있는 단독 케이블 TV 사업자인 SCV와 경쟁하고 있다. MedaiCorp
TV가 2006년 2월부터 자사의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MedaiCorp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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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band TV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6년 6월부터 미국계 Amaru Inc.의
싱가포르 현지법인 M2B Asia Pacific이 M2Btv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SingTel과 StarHub가 각각 ‘mioTV on Mobile’, ‘StarHub TV on
Mobile’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49)

❚ 표 4-10. 싱가포르 인터넷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터넷 이용자 수(천 명)

2,237 2,649 2,639 2,611 3,105 3,370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명)

50.10 53.84 63.09 61.84 59.82 69.24 73.02 77.23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명)

417

545

656

788

896 1,003

6.55 10.04 12.98 15.38 18.05 19.98 21.74 23.71

자료: ITU(2010).

싱가포르의 인터넷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SingNet(SingTel Magix),
Pacific Internet 등은 ADSL을 StarHub Internet(StarHubCable Vision)은
케이블 모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ngTel이 자사의 유선
네트워크를 활용, ADSL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Pacific Internet,
StarHub Internet 등은 Singtel의 ADSL 서비스를 재판매하고 있다.

❚ 그림 4-7. 싱가포르 인터넷 시장 현황 ❚
싱가포르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싱가포르 인터넷 이용자 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천 몇)

인터넷
이용자 수

자료: ITU(2010).

49) KOTRA(2010),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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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싱가포르 주요 통신사업자50)
< Singapore Telecommunications(SingTel) >
1992년에 설립된 SingTel은 1993년 싱가포르 주식시장(Singapore Stock
Exchange)에 상장되었다. 현재 20개국 이상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공
급한다. SingTel은 국내 유선, 모바일, 브로드밴드, IP, 인터넷 접속 및 국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ADSL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4개의 위성 지구 스테
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 성장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 전략 지역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해외투
자는 국제 유닛인 SingTel International(STI)가 운영하며 그룹 수입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회사 Temasek Holdings가
56.3%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다. 2006년 3월에는 SGD2 bn에 지분의
4.7%를 매각했다.
모바일, 데이터, 인터넷, 브로드밴드, IPTV 서비스를 공급하는 통합 국내
통신서비스 공급자로 국영사업자인 SingTel Mobile은 SingTel의 100% 자
회사로 1990년대 시장자유화 이전에는 무선시장의 독점 사업자였고, 2009년
시장의 46%의 점유율을 보유한 싱가포르 최대의 무선사업자가 되었다.
2008년 8월부터 아이폰 3GS를 싱가포르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해외
에 진출하여 호주 2위 모바일 제공업체인 Optu를 100% 소유하고 있다.
<StarHub>
StarHub Mobile은 싱가포르의 독점적 케이블 사업자인 StarHub의 자회
사로 2000년 싱가포르 무선시장 자유화 조치에 따라 사업을 시작, 2009년
시장의 28%를 점유하는 2위 무선사업자다.
1998년에 설립된 StarHub는 유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케
50)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 “Singapore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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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TV, 데이터, 음성, 인터넷 접속을 공급하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운
영한다. 2005년 4월에 3G 모바일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현재 GSM/GPRS
네트워크로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tarHub의 최대주주는 싱가포
르 정부 소유 투자회사인 Temasek Holding로, 소유 지분은 56.8%다. 2010
년 4월, StarHub는 MediaCorp가 지분 7.46%을 Temasek Holdings에 매각
했다고 밝혔다. MediaCorp는 더 이상 StarHub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M1 (구 Mobile One)>
M1의 경우 Keppel Telecoms(17%)과 SPH Multimedia(14%), Telekom
Malaysia의 자회사인 SunShare Investments Ltd(30%)가 전체 61%의 지
분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주식 발행으로 1997년 설립되었다. M1은 2009년
시장의 26%의 점유율을 보유한 제3의 무선사업자이다.
1997년 듀얼밴드 GSM 900/1800 MHz 네트워크를 출범하면서, 싱가포
르 모바일 부문의 SingTel 독점 시대가 끝났다. 휴대전화 서비스 이외에도
모바일 및 유선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2년 12월 싱
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초기 주주들은 Keppel Telecoms, SPH
Multimedia, Sunshare Investments로 공동으로 지분 55%를 보유했다. 나
머지는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이 보유했다. 2010년 4월 12일, 유선,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통신회사로 도약할 계획을 반영하
여, Mobile One Limited에서 M1 Limited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2. 말레이시아
광섬유기술, 위성, 무선전송, 디지털화, 위성 서비스와 같은 현대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발전된 통
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말레이시아의 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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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의 치열해지는 경쟁과 변화로 인한 경쟁 통신사의 합병, 정리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1990년 후반 경제위기로 인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통신
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유선전화 서비스는 1990년 약 2백만 명에
서 2002년 12월에는 약 470만 명 가까이에 이르며 보급률 20%에 이르는
성장을 보인다. 유선전화 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역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이동통신
시장은 1998년 이후에 성장하였다. 1998년 총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8년부터는 100%가 넘는 보급률을 보인다.

❚ 표 4-11. 말레이시아 정보통신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백만 명)

24.25

24.71

25.17

25.63

26.09

26.56

27.01

27.47

1인당 GDP(달러)

3,629

3,844

4,129

4,867

5,287

5,890

6,912

8,061

유선전화 회선수
(천 개)

4,669.9

4,571.0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개)

19.26

18.50

17.66

17.03

16.64

16.38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명)

37.33

45.01

58.04

76.25

74.59

87.92 102.59 110.60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명)

32.34

34.97

42.25

48.63

51.64

55.70

55.80

57.61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명)

0.08

0.45

1.00

1.88

2.85

3.81

4.93

6.09

4,446.3 4,365.6 4,342.1 4,350.0 4,292.0 4,312.0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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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15.70

❚ 그림 4-8. 말레이시아 정보통신 현황 ❚
말레이시아정보통신현황
120
110.6
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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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유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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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48.63

51.64

55.7

55.8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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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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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42.25

40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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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20

19.26

18.5

17.66

17.03

16.64

16.38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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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1

1.88

2.85

3.81

4.93

6.09

0.08

0

2002

2003

이동전화
이동전화
보급률
보급률

이용자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0명당

100명당

브로드밴드
브
로드밴드
가입자
수
가
입자수

자료: ITU(2010).

말레이시아는 다수의 사업자가 (모바일 및 WiMAX)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아, 더 많은 브로드밴드 접속을 도모하고 고속 인터넷 인프라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정보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도 기대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기업
경영 표준이 대대적으로 개선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세금혜택 등으로 외국
기업을 포함한 통신 사업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Telekom Malaysia가 계속해서 국내 전화 통신 및
국내‧국제 임대 전화 시장을 효율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경쟁이 과도하여 추가 성장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3G 면허가 2005년에 수여되었지만, 여전히 진전이 미미한 상태이기도 하다.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말레이시아는 1999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CMA: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통신법 및 방송법이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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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틀에서 정보통신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다. 먼저 1998년 11월에 창설
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에너지통신멀티미디어부(MEWC: 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
술 관련 부분은 혁신과학기술부(MSTI: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정보통신 콘텐츠는 문화정보통신부(MICC: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e) 등이 있다.
o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51)

1998년 말레이시아가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 산업의 융합 규제모델을 허
용하면서 새로운 규제모델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1998년 통신멀티
미디어법(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이 새로운 허가
규제체계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법과 함
께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가 설립되었다.
MCMC는 정부기구인 JTM(Jabatan Telekom Malaysia)과 정보부
(Ministry of Information)의 방송규제와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1998년 멀티
미디어통신법(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
로 말레이시아 통신, 방송과 멀티미디어 산업 및 우편서비스를 관장하는 기
관이다.
MCMC는 말레이시아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산
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부문 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 경제적인 발전
을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정보접근성 확대, 통신서비스 가격정책, 통신시장 및
51) www.skmm.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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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공정 경쟁과 효율성 촉진 및 관련 분야의 투명한 규제정책 추진, 번
호 및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등의 임
무를 맡고 있다.
MCMC는 에너지수자원통신부(MEWC: 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 산하에 있다.

❚ 그림 4-9. MCMC 조직도 ❚

자료: MCMC.

o 에너지수자원통신부(MEWC:

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

에너지수자원통신부 (MEWC: 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
는 2004년 3월 기존의 에너지 통신멀티미디어부(MECM: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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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의 후신으로 2004년 3월 27일
설립되었으며 에너지, 통신, 우편, 수자원 기능을 총괄한다. MEWC 산하에
에너지위원회(the Energy Commission)와 통신멀티미디어어위원회 (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를 두어 관련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MEWC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과 발전, 서비스 규제, 사업허가
등의 업무와 방송통신과 멀티미디어 부문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o 과학기술혁신부 (MOSTI: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1973년 기술연구부(Ministry

of

Technology,

Research

Government)로 설립되어 1976년 기술환경과학부(MOSTE:

and

Local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를 거쳐 2004년 과학기술혁신부
(MOSTI: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에 이르게 되었다.
MOSTI는 지식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추구를 통한 부의 창
조와 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특히 IT와 바이오 기술을 통한 신경제 발
전과 부가가치산업 부문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말레이시아
의 지식기반 경제발전 추구를 위한 R&D 촉진 및 산업발전 추구를 위해
2006~20년 국가발전계획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바이오기술,
정보통신, 산업, 해양 및 우주 기술, S&T 서비스 등 5개 부문에서의 기술발
전 추진을 위해 시장 원동력의 혁신(MDI: Market Driven Innovation)과
기술 원동력의 혁신(TDI: Technology Driven Innovation) 등 2개 부분에
서의 접근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혁신모델(National Innovation Model)
을 발표하였다. 또한 IT 부서 담당하에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IT 클러스터를 추진, 말레이시아 지식기반 경제 실현을 통한 정보
통신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적극 수행한다. MOSTI에서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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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중에 IT 국가 로드맵 수립 및 국가 사이버 시큐리티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IT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효율적인 기술 및 기술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정책을 추진
한다. 정보통신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로 정보통신 관련 기술부분
을 담당한다.
o 문화정보통신부(MICCM: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e Malaysia)

문화정보통신부(MICCM: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e Malaysia)는 정보통신 콘텐츠 산업, 그리고 통신시설 및 서비스의 개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009년 4월 기존의 통신부, 문화통일예술부, 에너지 수
자원 통신부 등이 통폐합되면서 문화정보통신부가 설립되었다. MICCM은 정보
통신과 문화관련 업무로 나뉘며 조직적인 측면에서 정보부문(Information
Sector), 문화부문(Culture Sector) 그리고 통신부문(Communications Sector)의
세 부문으로 나뉜다. 그리고 인사 및 기획관리 개발 등의 부문은 관리부문
(Management Sector)에 해당한다. MICCM에서의 정보 부문은 정보통신 관
리 및 분석, 미디어 코디네이션 등에 대한 정책 및 전략 계획을 추진하고 인
프라 및 기술 애플리케이션, 통신콘텐츠 및 포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o 멀티미디어 개발기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멀티미디어 개발기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는
말레이시아의 IT 관련 정부기구 외에 정부 산하기관인 MDec는 Companies
Act of Malaysia에 준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자금으로 운영된다. MDe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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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관련 기준법 개정, MSC 말레이시아 특정 실행법 개발, 멀티미
디어 표준개발 그리고 정책 수립에 있어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o 컴퓨터 멀디미디어산업협회(PIKOM: Association of the Computer
and Multimedia Industry)

컴퓨터 멀디미디어산업협회(PIKOM: Association of the Computer and
Multimedia Industry)는 말레이시아 정보통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1,000여
개의 업체가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업체는 말레이시아 ICT 산업
교역량의 80%를 차지한다.

나. 주요 정책 동향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신멀티미디어법(CMA: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 제 8차 말레이시아계획(The 8th Malaysian Plan: 2001~05년), MSC
프로젝트(Multimedia Super Corridor Project) 등을 통해 정보산업 육성정
책을 펼쳤다. 이중, MSC 프로젝트(Multimedia Super Corridor Project)는
마하티르 총리의 강력한 지원하에 1996년 중반에 시작된 첨단 정보도시 육성
전략으로써, 국가정보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
NICTC)의 IT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및 인도의 방갈로와 유사하며, MSC를 통해 20년 이내 아시아의 실리
콘밸리 조성과 2020 선진국 도약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외국자본과 첨단기
술 유치를 통한 정보통신 분야 발전 촉진 계획으로 정보 인프라 투자,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학 설립 등 교육 투자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
알라룸프르의 국제공항, Technology Park(기술단지), Cyber-jaya(정보산업
단지), Putrajaya(사이버정부 신도시)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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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달러의 재원을 투자하여 쿠알라룸푸르 남쪽에 15km X 50km 규모의
최첨단 광역정보통신망 구축하였고, 첨단 소프트 인프라, 최고 수준의 IT 네
트워크, Cyber-jaya를 통한 도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IT 네트워
크 구축은 2.5~10 Gbyte의 초고속망을 통해, MSC 지역 및 말레이시아 전
지역을 연결시켰고, ‘Cyber-jaya’ 계획을 통해 MSC 업주업체와 관련 인력
지원을 위해 1999년 이후 건설된 사이버 도시, 단지 제공, 멀티미디어 대학,
원격진료 병원, 공원 시설을 유치했다.
o MSC 프로젝트(Multimedia Super Corridor Project)
마하티르 총리의 강력한 지원하에 1996년 중반에 시작된 첨단 정보도시 육성
전략으로서, 국가정보기술위원회(NICTC: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의 IT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및 인도의 방갈로와 유사하며, MSC를 통해 20년 내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 조성과 2020 선진국 도약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외국자본과 첨단기술
유치를 통한 정보통신 발전 촉진 계획으로 정보 인프라 투자,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학 설립 등의 교육 투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Technology Park(기술단지), Cyber-jaya(정
보산업단지), Putrajaya(사이버정부신도시)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
트는, 200억불의 재원을 투자하여 쿠알라룸푸르 남쪽에 15km×50km 규모의
최첨단 광역정보통신망 구축하였고, 첨단 소프트 인프라, 최고 수준의 IT 네
트워크, Cyber-jaya를 통한 도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왔다. IT 네트워
크 구축의 경우 2.5-10 Gbyte의 초고속망을 통해 MSC 지역 및 말레이시아
각지 연결을 실현하였고, ‘Cyber-jaya’계획을 통해 MSC 업주업체와 관련
인력지원을 위해 1999년 이후 건설된 사이버 도시, 단지제공, 멀티미디어 대
학, 원격진료 병원, 공원 시설을 유치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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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 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음에도, 2020
년까지 45%의 유선통신밀도 달성을 목표로 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
한 목표 달성과 산업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2020년까지 통신 분야는 125억
링깃까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많은 MSC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많은
혁신적인 신제품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MSC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o 국가 브로드밴드 플랜 (NBP: National Broadband Plan)
2004년 착수된 말레이시아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은 에너지, 수자원 통
신부와 멀티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해서 실행되었고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수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브로드밴드 플랜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브로드밴드 인프라 측
면에서의 공급 창출, 브로드밴드 가입자 기반 확대를 통한 브로드밴드 관련
수요 촉진, 기존 법률 규제의 비현실적인 요인을 파악, 향후 브로드밴드 서
비스 전개를 위한 규제환경 정비, 지역 및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적
으로 하였으며 특히 2010년 말까지 50%의 인터넷 보급률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NBP 세부실천 전략 중 수요 촉진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다양한 사용자
집단들의 브로드밴드 이용 장려를 위해 브로드밴드 특화 콘텐츠 및 애플리
케이션 개발 촉진을 추진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IT 기술 강화를 위해 정부
가 24억 링깃, 텔레콤 말레이시아(TM)가 89억 링깃 등 총 113억 링깃을
투자해 고속 브로드밴드 사업을 시행한다. 2010년 3월까지 10Mbps인 브로
드밴드 서비스가 쿠알라룸프르 및 셀랑고르 선정 지역에 우선 제공하고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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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서비스 886(MylCMS886)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수자원통신부는 2010년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정책
으로 MylCM886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9차 국가개발계획(2006~10)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의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886프로젝트는 8개 서비스를 투입하기 위한 8개 인프라 정비 및 서비스
와 인프라가 6개 영역에서 성장을 촉진함을 의미한다. MyICMS 886프로젝
트는 8개 신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8개의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구
축하고 6개의 산업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추진된다. 8대 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 3G 이동통신, 모바일 TV, 디지털 미디어 방송, 디지털 홈,
RFID, VoIP, USP 등이다. 8대 인프라는 멀티서비스 컨버전스 네트워크,
3G이동통신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홈인터넷,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제품 디지인 개발 및 제조, 능력 개발 등이다. 6대
성장 영역은 교육 콘텐츠 등의 콘텐츠 개발, IT 교육의 허브화, 셋톱박스 등
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수신기, VoIP폰 등의 통신장비, RFID 등의 임베디드
장치와 외국 벤처기업 유치 등이다.
❚ 표 4-12. 886 프로젝트의 8대 서비스, 8대 인프라 및 6대 성장 영역 ❚
서비스(Service)
1.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High Speed Broadband)
2. 3G 이상의 이동통신
(3G & Beyond)
3. 모바일 TV (Mobile TV)

인프라(Infrastructure)
< 하드웨어 부문>
1. 멀티미디어 컨버전스 네트워크
(Multiservice Convergence
Networks)
2. 3G 이동통신 네트워크
(3G Cellular Networks)
3. 위성 네트워크
(Satellite Networks)

성장 영역(Growth)
1. 콘텐츠 개발 (예. 교육,
엔터테인먼트, 게임)
Content Development (e.g.
education, entertainment,
games)
2. ICT 교육 허브
(ICT Education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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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계속 ❚
서비스(Service)
4. 디지털 미디어 방송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5. 디지털 홈(Digital Home)
6. RFID 등의 근거리 통신
Short Range
Communications
(e.g. RFID-based)
7. VolP/인터넷 전화
(VolP/Internet Telephony)
8. USP(Universal Service
Provision)

인프라(Infrastructure)
<소프트웨어 부문>
4.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IPv6)
Next Generation Internet
Protocol (IPv6)
5. 홈인터넷
(Home Internet Adoption)
6.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Information & Network
Security)
7. 능력 개발
(Competence Development)
8.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조
(Product Design & Manufacturing)

성장 영역(Growth)
3. 디지털 멀티미디어 수신기
(셋톱박스)
Digital Multimedia
Receivers (set top box)
4. 통신장비 (예: VolP 전화)
Communication Devices
(e.g. VolP phones)
5. RFID 등 임베디드 부품,
장치
Embedded Components,
Device (e.g. RFID)
6. 외국 벤처기업 유치
(Foreign ventures)

o 창의 멀티미디어 클러스터(CMC/Creative Multimedia Cluster)

말레이시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창작 컴퓨터 애니메이션, 디지털게임,
교육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이동식 서비스, 대화형 방송 및 디지털 파일보
관 및 출판 등을 포함한다. MSC 말레이시아(The Multimedia Super
Corridor Malaysia) 도입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외 파트너와 공동제작 애니메이션과 게임 개발을 촉진하고 IT 역량강화
를 위해 2009년 8월 MSC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과 창의 콘텐츠센터
(MAC3: The MSC Malaysia Animation and Creative Content Centre)를
설립하였다. 국내외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현
지 만화영화 제작자, 시각효과 아티스트, 콘텐츠 개발자를 위한 e-콘텐츠 기금
과 네트워크화 콘텐츠 개발보조기금(NCDG: Network Content Development
Grant)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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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유선 및 브로드밴드 발전 현황 ❚
일시

세부 사항

2010년 7월

Tycoon Ananda Krishnan이 지역 위성 사업자 MEASAT Global을 지배.
Krishnan은 사업을 인도와 중국으로 확장, 다른 유료 TV 및 통신과의 운영
시너지 실현 의향이 있음

2010년 7월

REDtone Telecommunications가 Sarawak 지역의 Miri에서 WiMAX 서비스 개시

2010년 6월

Telekom Malaysia가 ZTE와 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HSBB) 장비 공급을 위해 계약.

2010년 5월

Maxis Communications는 Klang Valley 지역에서 IPTV를 시험 서비스 중이라고 발표.

2010년 5월

P1은 전국 WiMAX 네트워크 설계, 구축, 유지를 위해 ZTE Corporation과 계약.

2010년 2월

WiMAX 면허 보유자인 YTL e-솔루션은 한국의 삼성과 말레이시아 반도의
WiMAX 서비스 준비를 위한 계약을 체결. 삼성은 전파 네트워크 장비 및
WiMAX 소형 기기 공급 예정

2010년 2월

TIME dotcom이 말레이시아 최초의 FTTH 사업자가 됨

2009년 4월

Telekom Malaysia는 2009년 말까지 IPTV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함.
100,000가구 시험 서비스 개시.

2009년 3월

Alcatel-Lucent Technologies에게 Telekom Malaysia의 10Gb Ethernet
네트워크 확장 계약

2009년 3월

P1은 Wimiax 장비의 계획, 설계, 배치를 위해 중국 통신장비 사업자 ZTE와
계약.

2008년 12월

TIME dotCom은 유료 전화 자회사 TIME Reach를 지역 선불제 유선
사업자 Paycomm에 매각.

2009년 9월

Telekom Malaysia는 HSBB 네트워크 장비 공급 사업자로 Huawei
Technologies, ZTE, FiberHome Technologies, Alcatel-Lucent를 선정

자료: BMI(2010).

다. 정보통신 시장현황
말레이시아는 1990년 후반, 경제위기로 인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
여 년간, 통신 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유선 서비스는 1990년 약
200만 명에서 2002년 12월에는 약 470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유
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환되면서 실제 말레이시아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004년 445만 명을 넘어섰으나 이후 점차 감소, 2009년 430만 명으로 보
급률은 1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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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통신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통신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었
다. 1998년 당시 외국회사는 5년 이내 외국지분이 원래인 49%로 돌아갈 것
이라는 추측으로 말레시아의 통신회사에 대해 외국회사의 지분한도는 49%에
서 61%까지 조정을 승인하였다. BT Group plc-UK는 Binariang(후에
Maxis Communications)의 33%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Time Telekom의 모
바일 사업을 인수하였다. Telekom Malaysia는 이동통신 사업자인 Mobikom
을 인수하였다. 외국회사가 말레이시아 통신 분야에 대한 출자 시도는 정부
에 의해 차단되었다. 말레이시아의 IT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동시에,
정부 자체로부터의 저항을 통해 산업의 합리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말레이시아의 유선통신 시장은 Telekom Malaysia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Telekom Malaysia는 2006년 아시아 지역 7개 국가와 미국을 연결하는 2만
km의 브로드밴드 해저케이블 시스템인 Asia-America Gateway를 구축하기
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Fixed & Mobile Pte Ltd과 협력해 ‘iTalk
(국제에어타임 트랜스퍼)’를 도입하였다. 이 외에 TIME DotCom(구 Time
Telekom)은 말레이시아 제2 유선통신 사업자로 유선통신 및 무선통신, 인터
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3월 말 기준, TM은 전체 가정 유선 가입자의 64%를 차지하는
276만 3,0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 가입자 276만 7,000
명에서 조금 감소했다. 이는 연 성장률은 0.8% 감소했으며, 분기 성장률은
0.1% 감소한 것이다. 기업 유선 가입자는 2010년 3월 기준 155만 3,000명
으로,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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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말레이시아 유선통신 시장 현황 ❚
2002

구분

유선전화 가입자 수
4,669.9
(천 명)
유선전화 보급률
(%)

19.26

2003

2004

2005

4,571.0

4,446.3

18.50

17.66

2006

2007

2008

2009

4,365.6 4,342.1 4,350.0 4,292.0 4,312.0
17.03

16.64

16.38

15.89

15.70

자료: ITU(2010).

❚ 그림 4-10. 말레이시아 유선통신 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
유선전화가입자
말레
이시아유선
전화가입자
4,700.00

수

4,669.90

4,600.00

4,571.00

4,500.00

유선전화
유선전화
가입자
가입자수

4,446.30
4,400.00

4,365.60
4,350.00
4,342.10
4,312.00
4,292.00

4,300.00
4,200.00
4,1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유선통신 시장의 감소세와 달리 이동통신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
다. 1998년, 총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
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여 2008년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700만 명으로 보
급률 100%를 넘어섰다. 2009년 말레이시아 이동통신은 110%가 넘는 보급
률을 보이며 성장하였다.

❚ 표 4-15. 말레이시아 무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14,611 19,545 19,464 23,347 27,713 30,379

이동전화 가입자 수(천 명)

9,053

11,124

이동전화 보급률 (%)

37.33

45.01

2005 2006

58.04 76.25

74.59

2007

2008 2009

87.92 102.59 110.60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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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말레이시아 무선통신 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이동전화가입자
35,000
30,379

30,000
27,713

25,000

23,347

20,000

이동전화

19,545 19,464

15,000

가입자

14,611

10,000

9,053

11,124

5,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주요 무선통신 사업자로 Telekom Malaysia(Celcom), Maxis, DiGi
communication 등 3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Maxis Communications는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 무선통신 사업자로
1995년 시장에 진입하여 900/1,800MHz의 GSM 밴드와 2,100MHz의
UMTS 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Maxis는 Astro와 협력하여 모
바일 TV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fb2moblie의 서비스명으로 3대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인 Facebook, Twitter, Friendster를 모바일을 통해 한 후
Hired Eltek Valere(M)사는 free-cooling box 제품을 사용한 BTS(Base
Transceiver Statsion)를 시험하고 있다. 2004년 3월 3G 시범서비스를 한
후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Celcom은 1998년 설립된 말레이시아 무선통신 중 가장 오래된 사업자로
Telekom Malaysia의 자회사다. USSD(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s
Data) 기반 모바일 뱅킹서비스인 ‘Celecom Air Cash’를 2009년 6월에 출시
하고 향후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Celcom Air Cash는
Celcom Air Cash 사용자 간 송금, 계좌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DiGi Telecommunications는 1995년 5월 디지털 셀룰러 네트워크를 운
영한 첫 번째 통신업체로, 노르웨이 소유회사로 25.3%의 시장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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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0년부터 Turbo 3G 서비스를 페낭 전 지역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
이며, 2011년부터 3년간 연 3~4억 링깃을 3G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U-mobile은 3G 서비스 대표사업자 중 하나로 2009년 6월 U10
Supplementary Plan과 U Buddy Service를 착수하였다.
말레이시아 MCMC에 따르면 2004년 말에는 이동전화 가입자는 1,450만
명에 달하였다. 이 분야의 비약적 발전은 투자 광풍을 몰고 왔으며 말레이시
아의 산업의 모든 면에서 민영화와 많은 수의 신규 면허 부여와 함께 시장
개방의 과정을 거쳤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 계획은 큰 차
질을 빚었음에도 2020년까지 45%의 유선통신밀도 달성은 국가 목표로 남아
있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통신 분야는 125억 링깃까지 투자를 추진하
였다. 1994년 유선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시와 함께 두 서비스 제공자
의 독점적 역할은 완료되었다. 1994년 이전에는 정부가 예전에 소유했던
Telekom Malyasia가 유선전화 서비스의 유일한 제공자였다.52) 1999년 시
장이 개방되었을 때 발생한 엄청난 변화는 6개의 유선서비스 제공자와 5개
의 이동통신 면허 사업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Telecom Malaysia 는 여전히
유선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은 처음에는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었으나,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1999년 초에 동등한 접속권이
부여되었다.
❚ 표 4-16. 업체별 통신시장 점유율 및 가입자 수 현황 ❚
(단위, 백만 명, %)

구분

Maxis

Celcom

DiGi

Umobile

가입자 수

11.4

9.7

7.2

0.2

시장점유율

40.0

34.0

25.3

0.7

자료: KOTRA(2010).

52) Telekom Malyasia와 Celecom 두 회사 모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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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장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주요 도심지역에 무선 초고속 인터넷 서
비스를 시작하여 2009년 6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WiMax 가입자 수는 60,800
여 명에 달한다. 주요 WiMax 업체로 Packet One Network(Malaysia) Sdb
Bhd로 4G WiMax 가입자들은 2008년 8월 10만 명으로 향후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현재 10억 링깃에서 15억 링깃으로 투자
를 확대하여 말레이시아 인구 45%까지 커버하고 2012년에는 65%까지 확대시
킨다는 계획이다. YTL e-Solutions Berhad는 기술 파트너인 Cisco, GCT
Semiconductor, 삼성은 현지 4G WiMax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시판 예정이었다. 정부의 허가 지연과 기반시설용 용지 부족으로 인해 출시가
늦어지면서 190만 링깃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향후 5년 동안 25억 링킷을
WiMax 판매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REDtone Telecommunoicaions Sdn
Bhd는 2,000만 링깃을 투입하여 WiMax 서비스 범유를 Sabah&Sarawok까
지 확대시킬 예정이며, 현재까지 700만 링킷이 Sabah에 투자되었다. Sabah
에서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지역 범위는 코따끼나발루와 Sandakan와
Tawan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Sarawok 지역에서 HSBB는 kuching 에 공급
되며, 2010년 말까지 Sibu, 2010년 1분기에는 Miri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AsiaSpace Sdn Bhd는 서비스 개시 지연으로 1,700만 링깃의 벌금이 부과
되었고 WiMax 도입으로 30억 링깃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9
년까지 10억 링깃을 투자하였다.
말레이시아의 IPTV, 모바일 TV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로 2007년 7월
Maxis가 ASTRO와 협력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텔레콤 말레이시아는
2009년 4분기에 ‘Hypp.TV’라는 명칭의 상업적 IPTV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Telekom Malaysia는 최소 10Mbps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는 초고
속 인터넷 망을 설치해 2010년 중반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보급 현황은 다이얼업 방식의 접속이 329만 가입
자를 확보하고 저렴한 요금을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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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은 아직 초기 수준이나 말레이시아 브로드밴드 시장은 향후 5년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말레이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는
1,587만 명으로 59.7%의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1,690만 명으
로 62.6%의 보급률을 2009년 57% 이상의 보급률을 기록하였다.

❚ 표 4-17. 말레이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터넷 이용자 수(천 명)

7,842

8,643 10,637 12,465 13,475 14,793 15,074 15,824

2007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명)

32.34

34.97

42.25

48.63

51.64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19.3

110.4

252.5

483.1

742.6 1,010.9 1,331.8 1,671.8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명)

0.08

0.45

1.00

1.88

2.85

55.70
3.81

2008 2009
55.80
4.93

57.61
6.09

자료: ITU(2010).

❚ 그림 4-12. 말레이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천 명)

말레이시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인터넷
이용자 수
(천 명)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천 명)

자료: ITU(2010).

말레이시아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Telekom Malaysia의 TMNet과 역시
정부가 운영하는 Jaring 등에 의해 양분되어 있으며, 이외의 소규모 ISP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008년 130만 명 정도로 보급률은
약 4.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ADSL
방식 가입자 수가 2007년 100만을 넘었으며, 2009년 상반기까지 13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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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도 2007년 9만 6천여 명 정도
였으나,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며 2009년도 상반기까지 63만을 넘어섰다.
❚ 표 4-18. 말레이시아 기술방식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53) ❚
가입자 수 (천 명)
구분

유선인터넷
ADSL

SDSL
6.5

무선인터넷

Satellite
2.0

Mobile

기타
-

96.3

기타

2007년

1,002.4

8.4

2008년

1,248.8

7.9

4.9

4.0

386.2

26.3

2009년 상반기

1378.3

8.3

5.1

6.0

631.3

86.9

자료: MCMC(2009).

말레이시아 인터넷은 다이얼 업의 보급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접속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
가하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은 아직 초기 수준이나 2003년 요금 인하
이후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에 걸쳐 고속 브로드밴드(HSBB) 개발
을 Telekom Malaysia 등 공공 및 개인 협력 하에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국가 GPD를 0.6%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3년 동안
고속 브로드밴드 개발에 필요한 24억 링깃을 투자할 계획이다. Telekom
Malaysia는 대중을 위한 브로드밴드(BBGP)54)로 인터넷 보급을 확대해 나
갈 것이라 발표하였다.
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기존 ADSL 회선보다는 모바일 기술로
부터 오고 있다. 브로드밴드 접속에 이용한 기술을 살펴보면, 모바일 브로드
밴드 접속이 크게 증가했다. 2010년 1분기,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은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2009년 1분기 25.1%, 2009년 2분기 29.8%,
53) www.skmm.gov.my
54) 유선, 무선 또는 이동통신기술인 ADSL, Wi-Fi, Wi-Max 및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으로 최대
4Mbps까지 네트워크 속도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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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분기 31.85%, 2009년 4분기 35.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ADSL은 2009년 1분기 70.7%에서 2010년 1분기 53.4%로 감소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성장의 원동력은 사업자들의 3G 네트워크 배치, 서비스
홍보 캠페인에서 비롯된다. 유선 회선 배치에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브로드
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은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빠
르고 확실한 수단이다.
Celcom은 말레이시아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의 선두주로서 2010년 3월
기준, 가입자 약 635,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분기 증가율 24%, 연 증가율
108%를 기록했다. 라이벌인 모바일 시장 선두주자 Maxis Communications
는 Celcom의 절반 정도인 313,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가입자
기반은 Celcom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연 증가율 107%, 분기 증가
율 18.6%를 기록하고 있다. DiGi는 2010년 3월 기준 가입자 77,000명으로
연 증가율은 79.1%다. 전체 모바일 시장의 41%를 점유하고 있는 Maxis
Communications는 정부의 목표인 2010년 브로드밴드 보급률 50%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DiGi 또한 인터넷 관련 역량에 크
게 투자했으며, 이것이 2년 내에 주요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와 장비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및 프로모션 패키지를 출범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ADSL는
2010년 3월 시장점유율 53.4%로,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ADSL 선
두 사업자 Telekom Malaysia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기준 1,485,000명
의 브로드밴드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연 증가율 11.4%, 분기 증가
율 3.8%다. 브로드밴드 가입자 기반 확대를 위해, 핵심 인구 거점에 핫스팟
구역의 수를 늘렸다. 핫스팟 구역의 수는 연 76.8% 증가하여 2,245,000개소
를 기록했다. 2010년 3월 말 기준, 가정 ADSL 가입자는 연 7.0% 증가한
1,212,000명이다. 기업 가입자는 연 36.5% 증가한 27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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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 유선 및 브로드밴드 발전 현황 ❚
일시

세부 사항

2010년 7월

Tycoon Ananda Krishnan이 지역 위성 사업자 MEASAT Global을 지배.
Krishnan은 사업을 인도와 중국으로 확장, 다른 유료 TV 및 통신과의 운영
시너지 실현 의향이 있음.

2010년 7월

REDtone Telecommunications가 Sarawak 지역의 Miri에서 WiMAX 서비스 개시

2010년 6월

Telekom Malaysia가 ZTE와 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HSBB) 장비 공급을
위해 계약

2010년 5월

Maxis Communications는 Klang Valley 지역에서 IPTV를 시험 서비스
중이라고 발표

2010년 5월

P1은 전국 WiMAX 네트워크 설계, 구축, 유지를 위해 ZTE Corporation과 계약.

2010년 2월

WiMAX 면허 보유자인 YTL e-솔루션은 한국의 삼성과 말레이시아 반도의
WiMAX 서비스 준비를 위한 계약을 체결. 삼성은 전파 네트워크 장비 및
WiMAX 소형 기기 공급 예정

2010년 2월

TIME dotcom이 말레이시아 최초의 FTTH 사업자가 됨.

2009년 9월

Telekom Malaysia는 HSBB 네트워크 장비 공급 사업자로 Huawei
Technologies, ZTE, FiberHome Technologies, Alcatel-Lucent를 선정

2009년 4월

Telekom Malaysia는 2009년 말까지 IPTV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함.
100,000가구 시험 서비스 개시

2009년 3월

Alcatel-Lucent Technologies에게 Telekom Malaysia의 10Gb Ethernet
네트워크 확장 계약이 수여됨.

2009년 3월

P1은 Wimiax 장비의 계획, 설계, 배치를 위해 중국 통신장비 사업자 ZTE와 계약

2008년 12월

TIME dotCom은 유료 전화 자회사 TIME Reach를 지역 선불제 유선 사업자
Paycomm에 매각

자료: BMI(2010).

o 말레이시아 주요 통신사업자55)
<Telekom Malaysia(TM)>
Telekom Malaysia(TM)는 말레이시아의 유선 및 데이터 사업자로. 1984
년에 설립되어 1990년에 상장되었다. 2010년 7월 현재 정부가 37.4%의 지
분을 소유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유선 시장에서 경쟁이 허용됐지만,
지역 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한다. 2010년 7월 TM 지분의 일부를 매각
55)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 “Malaysia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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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Khazana Nasional은 36.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유선 및 인터넷
인프라 부문에 걸친 말레이시아의 선두 통신사업자이다.
<Maxis Communications>
다수의 금융기관의 지원 하에, Maxis Communications는 1995년에
GSM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2003년 5월, TimCel을 인수하여 시장 최대 사
업자가 되었다. 2003년 3월에 3G 면허를 취득했다. Usaha 그룹의 일부인
Binariang GSM의 민영화 제안이 있은 후, 2007년 6월 KLSE 상장이 폐지
되었다가 2009년 11월 재상장했다. 말레이시아 기관 및 Bumiputera 투자자
들이 지분 18.9%를 소유하고 있다.(Bumiputera 11.9%, 말레이시아 정부
7%)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8.3%를 소유하며, 소액투자자들의 지분이 2.8%
다. Usaha Tegas와 Saudi Telecom이 지배하는 Maxis Communications
Bhd.가 70%를 소유한다. 말레이시아 최대 모바일 사업자로 시장점유율은
약 41%다.
<Celcom>
Celcom은 현재 Axista Group (구 Telekom Malaysia International)의
지배 하에 있다. 1992년 6월 12일에 민간기업으로 창립했으며, 1994년에
Telekom Malaysia Berhad 내 부서로서 사업을 시작했다. 2001년 10월 16
일에는 Telekom Malaysia International로 회사명을 변경했고, 그 후 7년간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해 갔다. 2007년 12월 12일, TM International
Berhad(TMI)라는 이름의 공기업으로 전환했다. Axiata Group의 대주주는
Khazanah Nasional Berhad로, 지분의 44.51%를 소유한다. 그 외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는 Employees Provident Fund Board(14.22%)와
Amanah Raya Nominees(8.52%)가 있다.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시장 1/3 이상을 점유하는 모바일 업계 2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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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공격적 홍보 전략에도 불구하고 Maxis Communication의 지위를 따
라잡지 못한다.
<DiGi Telecommunications>
DiGi Telecommunications는 노르웨이의 Telenor가 지분의 49.61%를, 국
내 기업 Berjaya Group이 20% 정도를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상장되었다.
1995년에 출범, 디지털 무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최초 모바일
사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Celcom과 Maxis가 DiGi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현
재 두 라이벌 회사에 뒤처진 상태다. 경쟁자들과는 달리 해외로 사업을 확장
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여전히 내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3. 태국
태국은 아시아 태평양 IT 시장의 1.8%를 점유,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는
작지만 2013년까지 연평균 9%의 성장률과 77.5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발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유선과 브로드밴드 부문의 복수 사업자를 통
해 사업자 간 경쟁 구도로 요금 인하로 활발한 성장가능성을 보이며 최근
유선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브로드밴드 시장이 매우 역동적이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무선통신 시장 부문도 SingTel, Telenor, Hutchison 등
핵심 전략 투자자들이 있어 고도로 경쟁적이고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
나 업계 4위 Hutchison CAT Wireless Multimedia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실패에 따라 비싼 3G 및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또한 가입자 확보에 어려
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G 전화가 이동통신 시장 회복의 기
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긴 하지만 태국 정부의 정치적 위험 및 혼
란으로 인해 통신시장 성장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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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0. 태국의 정보통신 현황 ❚
2002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백만 명)

63,73

64.52

65.28

65.95

66.51

66.98

67.39

67.76

1인당 GDP(달러)

1,813

1,966

2,190

2,452

2,655

3,079

3,641

4,032

유선전화 회선수(천 개) 6,557.0 6,632.4 6,811.6 7,034.7 7,071.6 7,024.0 7,024.0 7,024.0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10.29

10.28

10.43

10.67

10.63

10.49

10.42

10.37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15.96

33.83

41.94

47.22

61.23

79.13

92.01 122.57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7.53

9.30

10.68

15.03

17.16

20.03

23.89

25.80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0.02

0.07

0.11

0.16

-

1.36

1.41

1.47

자료: ITU(2010).

❚ 그림 4-13. 태국의 정보통신 현황 ❚
태국정보통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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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U(2010).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o 정보통신기술부(MIC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002년 10월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기획, 진흥 및 조정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으로 MICT를 설립하였다. 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조정부서로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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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세운다.
MICT는 장관실(Office of the Minister), 차관실(Office of the
Permanent Secretary), 기상국(Meterological Department) 및 국가통계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 정책을 개
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예산 등의 자원을 배분 업무는 사무 차관실에서 담당
한다. 이외에 태국의 정보통신부에는 크게 4개의 사업단위 조직이 있다.

- CAT Telecom Public Company Limited: 모든 국제통신과 유선 국내통화를 제외한 국내 통신 담당
- TOT Corporation Public Company Limited : 원래는 유선을 통한 국내 통화 네트워크를
감독하는 기관이었으며,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통신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
- Thailand Post Company Limited : 태국 국내 및 해외 우편 서비스 담당
-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gency(SIPA) : 태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협회

❚ 태국 정보통신기술부부 핵심목표 ❚
-

태국 전체의 IT 마스터플랜(IT2010)과 조화를 이루어 태국의 전략적 정보통신 계획 시행
공공과 민간 부문 간, 국내와 해외 간의 정보통신 행동계획(Action Plan)의 조화 도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R&D 역량 배양
전국 및 사회 각계층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전파하여 태국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시킴
이 목표달성을 위해 e-Government, e-Industry, e-Commerce, e-Education 및 e-Society를
이루는 데 정보통신기술 활용

❚ 그림 4-14. 태국 정보통신기술부 조직도 ❚

자료: KOTR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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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통신위원회(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2004년 10월 태국 국왕령에 의해 설립된 독립 통신규제기관으로 주파수
관리, 경쟁, 라이선스, 인터넷, 통신번호 부여, 산업 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
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한다. 국가통신위원회(NTC)는 ｢라디오 주파수
할당 및 방송통신 서비스 규제 기관에 관한 법률(Act on the Organization
to Assign Radio Frequency and to Regula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B.E.2543,

2000년)｣

및

｢통신사업법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B.E. 2544, 2001년)｣에 따른 통신 관련
규제기관이다.

❚ 그림 4-15. NTC 조직도 ❚

자료: 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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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C는 태국 최초로 설립된 독립적인 통신산업 규제기관으로서 통신산업
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통신사업과 관련된 기준과 범주 수립, 통신 서비
스에 사용되는 주파수 허가 및 규제, 통신사업 허가 등의 활동을 통해 태국
의 전반적인 IT 산업을 관리한다.
주요 임무는 통신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 및 정책 수립, 통신서비스
에 대한 기준 및 분류 설정,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이용허가 및 규제,
통신 라이선스 요구사항 및 절차 수립, 통신요금 구조 및 서비스 수립, 번호
체계 수립 및 관리 등이다.

❚ NTC 11개 주요 분야 ❚
① 주파수 관리
② 공정경쟁
③ 인허가
④ 인터넷
⑤ 인허가권 관련 집행 및 감독
⑥ 상호접속(Interconnection)
⑦ 통신번호 부여
⑧ 지역간 격차 해소(Universal Service Access)
⑨ 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⑩ 소비자 보호
⑪ 인적자원 개발

태국 정부는 향후 NTC 기능을 통합한 NBTC(Nation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mmission)을 통해 총괄 규제기구를 설립할 계획이
며 NBTC 설립 전까지 NTC에 방송산업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여해 기존
케이블 TV 사업자 및 커뮤니티 라디오국에게만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제
한한다.
o 태국정보통신협회(TICTA: Thai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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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IT 허브가 되기 위한 IT 개선 및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 전자업계의 동맹을 구축
하여 IT 개선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MICT와 진지한 협력을 구현한다.
o 정보광보국(PRD,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총리 산하의 방송규제 및 운영기관으로 방송국에 대한 사업면허를 발급하
고 채널의 할당 및 프로그램의 검열 등 방송 관련 미디어 통제권을 갖는다.
Channel 11 등 지상파 TV 및 다수의 라디오 채널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나. 주요 정책 동향
태국의 IT 정책은 다른 개도국과 비슷하게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하
고 정부 고위층의 부패 등이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2000년에 채택된 통신
법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의 더딘 민영화와 규제 완화로 인한 규제개혁의 지
연으로 인해 외국회사와 지역회사는 불확실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04
년 말, 새로운 통신 규제부서인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운영을 시작하지만, 시장에 대한 국가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가
속화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적인 방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신 분야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 후반 경제위기의 결과로 태국의 경제개혁은 통신 분야에 특히 중점
을 두어 촉구되어졌다. 진행 중인 통신사업자의 채무 재조정(Debt restructuring)
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통신 분야에 많은 외국회사의 진출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층 더 나아간 수준의 통신 분야 개혁이 요구된다. 2001년 1월 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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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선출로 태국의 가장 큰 재벌회사인 Shin Corp의 창설자이자 사업자인 탁
신 총리(Dr. Thaksin Shinawatra)는 야심적인 개혁 의제(Reform Agenda)를
추진하였고, Dr. Shinawatra는 통신 분야에 대한 그의 견해를 확실하게 피력하
였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가지 핵심과정에 있어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새
로운 국가통신위원회(NTC)의 위원회 지명의 지연, 국가 최대 공기업 통신 기
관인 태국통신협회(Telephone Organization of Thailand)와 태국통신청
(Communications Authority of Thailand)의 민영화 지연이 바로 그것이다.
태국통신협회, 태국통신청 두 기관에 대한 민영화는 태국 경제개혁을 위한 정부
의 필수적인 계획의 일환인 동시에 실제 개혁 성취 여하에 대한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졌다. 이 민영화 과정은 2004년에 마침내 실질적인 진척
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구조적인 개혁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장벽
을 제거한 것임이 확실하다.
태국의 IT 정책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규제와 탈규제 등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최근까지도 국가통신위원회(NTC)의 출범
이 늦어지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기구가 부재했었고, 탁신 총리 일가가
최대주주였던 AIS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투명성이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
판도 거세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꾸준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투명성 제고가
나타나면서 태국의 정보통신산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은 호전되고 있다.
1934년 이래 지속된 태국의 정보통신 관련 규제는 1990년대 초부터 아시
아 내 국가로는 최초로 정보통신 분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주요 국영기업체의 저항 등의 이유로 그 속도는 부진한 편
이다. 규제 철폐 및 민영화와 관련하여 태국 정부는 2000년 8월을 전후로
설립할 예정이었던 국가통신위원회(NTC)를 2005년에야 기존의 Posts and
Telegraph Department로부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넘겨받아
출범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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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 2010
2002년 ‘IT 201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제9차(2002~06), 10차(2007~
2011) 경제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IT 2010의 기본전략은 지식, 지
혜 및 평생교육,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기술혁신, 정보화 인
프라 투자 증진 등이다. 그리고 국가발전 동력으로서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육받은 기술인력 비중을 OECD 국가수준(30%)까지 향상, 기술 및 정보기
반산업 비중을 GDP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 중이다.
❚ 표 4-21. 5대 실천과제 및 목표 ❚
구분

내 용

- 행정지원 부서는 2004년까지 완전 전산화
e-Goverment
- 민원부서는 2005년까지 70%, 2010년까지 전산화
e-Commerce
e-Industry

- 정보화기술 사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주요 수출기업 및 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10년까지 민간 부문의 정보통신기술 생산지원 및 사용 장려

e-Education e-Society -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변화와 진보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정보격차 해소
삶의 질 향상
지식 및 학습사회로의 전환

자료: KOTRA(2010).

o Second National ICT Master Plan(2009-13)

｢IT2010｣과 ｢First National ICT Master Plan｣(2001~06)의 뒤를 잇는
IT 개발 계획으로 기술,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전략은 IT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개발, IT 고속 네트워
크 개발 및 IT 통제시스템 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전체 인구의 50%가 정
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별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Network
Readiness Index)를 상위 25%로 상향 조정, GDP 내 IT 관련 부문의 비율
을 15%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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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2. Second National IT Master Plan 6대 전략 ❚
구분

내용

Strategy 1

지각과 판단력으로 ICT를 창조,개발, 사용 가능한 ICT 인력 개발

Strategy 2

National ICT Governece를 통한 ICT 관리

Strategy 3

기본 ICT 인프라 개발

Strategy 4

공공부문의 통제를 위한 ICT 활용

Strategy 5

국가경제가치 향상 및 수입 창출을 위한 태국 내 ICT 산업의 경쟁력 향상

Strategy 6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ICT 활용

자료: KOTRA(2010).

o IT Infrastructure Development

태국 NECTEC(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56)
는 리서치 기능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파일
럿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표 4-23. NECTEC 추진 프로젝트 세부 내역 ❚
구분
IT 발전기반법

내용
- 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컴퓨터 범죄방지법, 데이터보호법,
국가정보법 등 IT 관련 법령 제정

e-Commerce

- 1998넌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ECRC) 설립
- 태국 전자상거래의 경쟁력 확보가 주된 정책 목표

Information Security

- 인터넷의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Thai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Thai CERT) 설립

전자정부(GITS)

- 정부의 e-government 서비스를 전체 국민에게 제공
(관련 URL: www.gits.net.th)

Thai Social/Sicentific Academic
- ThaiSARN: 차세대 인터넷 프로젝트
and Research Network
자료: KOTRA(2010).

56) 태국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 컴퓨터 기술센터.

130│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o 전자정부 프로젝트
태국 정부는 e-Citizen Smart Card Project를 통해 2007년까지 6,3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전자카드를 발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
트다. e-Government Project는 전자정부 조달 시장, HR 및 e-Service 시장,
DOC/MOC/PMOC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e-Passport
Project를 통해 총 70억 바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태국 IT 시장규모는 2009년 전년대비 1% 성장한 56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그 중 하드웨어 시장이 전체 태국 IT 시장의 72.6%를 점유하고 있으며
IT 서비스는 18.4%, 소프트웨어는 9%를 점유하고 있다.

❚ 표 4-24. 태국 IT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3

연평균 성장률 (10~13)

5,542

5,599

5,981

7,752

H/W

4,164

4,067

4,247

5,278

7.5%

S/W

479

504

543

708

9.2%

전체

IT 서비스

아태 지역

9.0%

898

1,028

1,191

1,766

14.0%

308,102

304,529

318,051

387,248

6.8%

자료: IDC(2009.12), 재인용: KOTRA(2010).

태국 유선통신 시장의 성장은 다른 동남아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인다. 2007년 유선전화 가입자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0% 정도의 보급
률을 보이면서 이후 유선통신 시장의 성장은 답보 상태에 있다.
태국 유선통신 시장은 주요 사업자인 TOT와 True Corporation, 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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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0.6%의 감소세를 보였다. 2008년 1분기
TOT는 유선통신 시장의 55.7%를, 다음으로 True Corporation가 27.1%,
TT&T는 17.2%를 차지하였다.
TOT는 태국 국영 통신사업자로 태국 전역에 걸쳐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
공한다. True Corporation은 유선통신 시장 제3사업자로 주요 도시로 서비
스를 제공하며 TT&T는 True Corporation의 뒤를 잇는 사업자로 지방에 서
비스를 제공한다.
도시 지역의 상대적 부 및 높은 인프라 수준은, 유선에 접속 가능한 인구
대다수가 도시 인구임을 뜻한다. 저소득층 지역 투자에 대한 TOT의 의지
부족, TT&T의 재정적 어려움이 방콕 이외 지역으로의 확대가 저조한 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T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기준
유선 회선은 비교적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 도심 지역 회선이 365만 7,000
개, 지방 회선이 340만 5,000개에 이른다. 그런데 지방의 유선 회선이 증가
하면서 도심 회선이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
하는 많은 태국인들은 유선에서 모바일 또는 브로드밴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시장점유율 55.7%인 TOT가 유선 시장을 지배했다. 총 보유 유
선 회선 수는 연 0.8% 증가한 371만 2,000개였다. TOT는 전국 서비스를
허가받은 유일한 사업자로 유선통신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독점 지위를 확보
하고 있다.

❚ 표 4-25. 태국 유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선전화 가입자(천 명) 6,557.0 6,632.4 6,811.6 7,034.7 7,071.6 7,024.0 7,024.0 7,024.0
유선전화 보급률(%)

10.29

10.28

10.43

10.67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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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10.49

10.42

10.37

❚ 그림 4-16. 태국 유선통신 시장 현황 ❚
태국유선전화가입자
7,200.00
7,100.00

7,071.60
7,034.70
7,024.007,024.007,024.00

7,000.00
6,900.00

6,811.60

6,800.00
6,700.00

6,632.40
6,557.00

6,600.00
6,500.00

유선전화
가입자

6,400.00
6,300.00
6,2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태국의 무선통신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로 2009년 123%에 육박하는 보
급률을 보이고 있다. 2009년 5월 기준 1대 이상의 휴대폰을 소유하는 경우
가 많아 실질적인 무선통신 이용자는 약 3,300만 명이며 이는 2008년 3,186
만 명,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상호접속료 요금제를 도입에 따라 이동
통신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동통신업체들의 네트워
크 확장을 통해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26. 태국의 무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이동전화 가입자(천 명)

10,172

21,828

27,379 31,137 40,723 53,000 62,000 83,057

이동전화 보급률(%)

15.96

33.83

41.94

2005
47.22

2006
61.23

2007
79.13

2008 2009
92.01 122.57

자료: ITU(2010).

태국 무선통신사업자는 AIS(Advanced Info Service)와 DTAC(Total
Access Communications)의 가입자가 4,140만 명으로 전체 시장의 80.7%
를 차지한다. 태국 무선통신 시장은 아직까지 AIS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
지만 DTAC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 및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대형 인터넷 사업자인 True가 통신사 Orange를 합병하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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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는 True Move의 경우 무선데이터 통신, WiFi 서비스를 위주
로 한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태국에서 무선통신 시장의 경쟁은 이전보
다 훨씬 증가하였으며, 유선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훨씬 높아졌다. 2001
년 총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유선접속자 수를 훌쩍 넘어섰고, 2009년 100%
가 넘는 보급률을 보이면서 무선통신 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 그림 4-17. 태국의 무선통신 시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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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9

31,137

이동전화
가입자

10,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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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U(2010).

각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사실상 완료한 유선사업자들의 관심은 고객자산
기반(Installed asset bases)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 업무로 옮
겨가게 된다. 단기적인 유선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은 임박한 산업 규제완화에
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동시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 고객들의 부가가치 서비스 구입
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하여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한
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57)과 보급률의 증가를 위한 부가가치 서비스(VAS: Vaule
Addede Service)에 관심을 보였다. 방콕 지역에서는 TelecomAsia(TA)가
57) Average Revenue Per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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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을 획득하였고, 혁신적인 마케팅 컨셉을 가진 ClickTA와 같은 회
사는 시종일관 태국통신협회의 망 연결(net connections)을 능가하였다.
태국의 휴대폰 보급률이 2001년 말 13%에서 2004년 말 42%로 성장하
면서 휴대폰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 새로운 경쟁의 도입, 휴대폰 단
말기 가격의 하락, 다른 제한조건들의 제거가 성장 증대를 촉진시켰다. 그러
나 2007년 태국의 휴대전화 판매량은 전년대비 20% 상승한 960만 대였으
나 2008년 958만 대로 하락하였고, 2009년에는 860만~920만 대의 휴대폰
이 판매되면서 2008년에 비해 4.2~10.4% 하락, 2009년 판매수익은 477억
3천만~538억 2천만 바트로 2008년 대비 6.5~17.1%가 하락하였다.

❚ 표 4-27. 태국 휴대폰 단말기 판매량 ❚
(단위: 천 대)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판매대수

5,800

6,500

8,000

9,600

9,598

8,600~9,200

자료: 2004~2007 - Post Today Newspaper, 2008~2009 - Kasikorn Research Center, 전망치, 재인용; KOTRA(2010).

태국의 3G 시장은 2011년까지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2007년 말까지 3G
가입자 규모는 45만 명으로 증가, 2011년에는 730만 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국의 3G 시장은 선불 가입자에 비해 후불 가입자
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후불 가입자 규모가 성장하게 된 요인은 무선
부가가치 서비스 등에 의한 비음성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인 AIS, DTAC, True Move의 경우 3G
상용화를 위해 계속적인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3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2011년까지 단말기 사용자들 가운데 약 10% 이상이 3G 네트워크를 사용하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WiMax의 경우 2007년 태국에서는 2.5와 3.5GHz 주파수 대역의 WiMax
테스트 및 시범사업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었다. Advanced Info Service,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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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Siemens, T&T, Intel Thailand 등의 사업자들이 2005년 라이선스
를 신청하였고, 안정적인 시범운영 뒤 2008년 TT&T 등 WiMax 분야의 시
장 선도 기업들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2009년 민간사업자 WiMax 관
련 사업 투자계획이 최소 20억 바트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향후 1~2
년간 WiMax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WiMax 서비스 개시로 시골 지
역을 포함하여 통신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에서 IPTV는 광대역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수요 증대
에 따라 IPTV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인지
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대형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시장도입 단계다.

❚ 표 4-28. 태국 IPTV 주요 사업자 ❚
사업자
True

T&T

내용
- 2008년 9월 3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이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15개 채널을 비롯한 가라오케 온디맨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상류층 및 외국인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타깃을 잡고 있음.
- 2007년 6월 태국에서 ADC, True에 이어 세 번째로 IPTV를 출시하여 12개
무료채널을 제공 중임.
- IPTV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에 2억 바트를 투자하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2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KOTRA(2010).

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2002년 480만 명에서 2009년 1,700만 명을 넘
어 25.8%의 이용률을 보인다. 전화모뎀 사용률이 아직 높고 브로드밴드의
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2009년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99만 명이며 가입률은
1.4% 수준이다. 2005년 이후 브로드밴드 사용요금이 인하되고 ISP 별로 신
규 가입자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해 2011년까지 8400만 명의 브로드밴드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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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9. 태국 인터넷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터넷 이용자 수(천 명)

4,800 6,000 6,970 9,909 11,413 13,416 16,100 17,486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명)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명)

7.53

9.30 10.68 15.03 17.16 20.03 23.89 25.80

15

45

75

105

-

913

950

994

0.02

0.07

0.11

0.16

-

1.36

1.41

1.47

자료: ITU(2010).

❚ 그림 4-18. 태국 인터넷 시장 현황 ❚
태국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태국
태국인터넷
인터넷이용자
이용자수(천
수(천명)명)

인터넷
이용자 수
(천 명)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자료: ITU(2010).

2009년 태국 인터넷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약 8~10% 성장한 130~135억
바트 정도로 추정된다. WiMax와 3G 체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비스 시장
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데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e-Commerce 시장
규모는 최대 4조 274.6억 바트로 예상되며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의 증가세
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1~2년 뒤 온라인 광고, 온라인 게임,
e-Banking, e-Learning Mobile Banking Mobile Payment 등 인터넷 서비
스 사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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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태국의 주요 통신사업자58)
<TOT>
국가 소유의 TOT Corporation Public Company Limited(구 Telephone
Organization of Thailand)는 1954년에 왕실 법령으로 교통통신부의 후원
하에 설립되었다. 국내 장거리전화, 인근 국가로의 지역 서비스, 인터넷 접
속, 공중전화 등 Thai Mobile을 통해 유선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유선 네트워크 운영 독점권을 보유하지만, TOT는 두 민간사업자들
(True Corporation, TT&T)에게 허가권을 주었다.
<True Corporation>
True Corporation은 1990년에 태국 농업 재벌 Charoen Pokphard(CP)와
미국 통신그룹 Verizon의 협력하에 TelecomAsia(TA)라는 이름으로 설립되
었다. 대주주는 CP Group으로, 지분 34%를 보유한다. Thai Trust Fund가
8.7%를 보유한다. Verizon은 2003년 7월에 지분 10%를 Golden Tower
Trading에 매각함으로써 오랜 관계가 끝났다. 2004년 4월, TA는 True
Corporation으로 개명했다. 변화의 일환으로, 3개 소비자 그룹(가정, SME,
기업‧도매)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25년 면허를 보유한 True
는 태국 주식시장에 1993년에 상장됐다. 태국에서 유선, 모바일, 인터넷, 데
이터, 방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로 True Vision과 True
Online의 급속한 가입자 증가가 그룹 성장의 주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통
합 서비스 보유에도 불구하고, 유선과 모바일 부문에서 모두 지배적이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58)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 "Thailand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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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Info Services(AIS)>
AIS는 GSM 900MHz 스펙트럼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OT가 수여한 라이선스를 발판으로 1990년에 설립되었다. 1996년, CAT는
AIS 자회사인 Digital Phone Co(DPC)에 1,800MHz 모바일 네트워크 운
영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싱가포르의 Temasek Holdings 소유의 Shin Corp
가 지분의 43%를 보유한다. 태국 모바일 시장 선두주자로 이미 치앙마이에
3G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시장 경쟁력과 스마트폰에 대한 열풍 덕분에 비음
성 수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DTAC>
Total Access Communications는 1989년에 설립되었다. CAT가 부여한
BOT 라이선스를 통해 ED800MHz 및 1,800MHz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
한다. 면허 기간도 최초 15년 후에서 2018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2000년 5월, 노르웨이 통신회사 Telenor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1년 후
DTAC로 재출범했다. 현재 DTAC는 태국 각지에서 10,000개의 셀사이트를
통해 GSM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태국 통신 시장의 3위 사업자로 시장점유
율 1/3을 차지하며 점차 후불 가입자를 기반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True Move>
TA Orange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3월에 Orange라는 브랜
드명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출범, 태국 전역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CAT가 부여한 라이선스를 통해 운영하였으며, 2004년 3월, 프랑스의
Orange SA는 Charoen Pokphand와 True와 협정을 맺고 합작투자회사
Bangkok Inter Teletech Co(BITCO)의 지분을 49%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2004년 말, True는 TA Orange의 지분을 83%까지 늘렸고,
Charoen Pokphand는 7%를 유지했다. 2006년 2월, True는 모바일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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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Move 브랜드로의 재출범을 발표했다. 시장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
리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프랑스 사업자의 태국 철수 이후, 2년간 Orange
브랜드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았다.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통신 시장은 다른 동남아 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1999년 통신법을 개정하고 통신 시장을 개방하면서 그 속도
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유선전화 보급률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
해서 낮은 편에 속했으나, 곧바로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부문을 시작하
여 현재는 이 부문에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약 2억 2천만 명을 넘는 인구와 최근의 경제발전
으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망이 더욱 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기술 및 인프라의 부족과 부정부패와 정치 불안정
등은 인도네시아의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 그림 4-19.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현황 ❚
80
70

69.25

유선전화
보급률
유
선전화보
급률

61.83

60
50

30

28.75

100명당
인터넷
100명당인
터넷
이용자수
이용자
수

21.4

20
14.02

10
0

이동전화
보급률
이동전화보
급률

41.57

40

5.55
3.68
2.13
0.02
2002

8.66
3.77
2.39
0.03

2003

4.79
2.6
0.04

2004

6.16
3.6
0.05

2005

6.68
4.76
0.09

2006

8.69
5.79
0.35

2007

13.36
7.92

14.77

0.43

0.74

2008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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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09

100명당
100명당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가입자수

❚ 표 4-30.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현황 ❚
구분
인구 (백만 명)

2002

2003

210.86 213.66

1인당 GDP
(US$)

778

937

2004

2008

2009

216.44

2005
219.21

2006
221.95

2007
224.67

227.35

229.96

1,097

1,172

1,293

1,622

1,900

2,221

유선전화 회선 수
7,750.0 8,058.1 10,376.4 13,507.8 14,820.7 19,529.5 30,378.1 33,957.9
(천 개)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3.68

3.77

4.79

6.16

6.68

8.69

13.36

14.77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5.55

8.66

14.02

21.40

28.75

41.57

61.83

69.25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13

2.39

2.60

3.60

4.76

5.79

7.92

8.70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0.02

0.03

0.04

0.05

0.09

0.35

0.43

0.74

자료: ITU(2010).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o 통신정보기술부(MCIT: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통신산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부처로 2005년 우정통신국
(DGPT: 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과 통신
정보국(Stat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을 통합해 설
립되었다.
o 통신규제국(BRTI: Badan Regulasi Telekommunikasi Indonesia)
통신 분야 규제 및 감독, 조정 담당기관으로 2003년 7월 통신 네트워크
운영의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DGP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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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감독 기능도 담당하였으나 2000년 8월 통신법 개정으로 규제 감독
기관을 분리하면서 신설되었다. 통신규제위원회(KPK: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ttee), 우정통신사무국 (DGPOSTEL: 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으로 구성된다.
o 방송위원회 (KPI: Komini Penyaran Indonesia)
2002년 말 개정된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국 단위의 중앙
KPI는 9명의 위원이 있고 지방 차원의 KPI는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표준 수립, 방송규칙 규정 등을 통한 방송 감독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가 정보질서 유지를 돕고, 방송
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도모한다.

나. 주요 정책 동향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신산업 구조조정과 해외기업의 시장 진입 등을 통해
통신 부문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여 이 부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자유화 정책은 1990년대 초반 정부가 두 개의 국영기업 PT.
Telkom과 PT Indonesia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2년 8월 Telkom이 독점하던 전국 규모의 유선전화 서비스 라이선스를
Indosat도 제공하고 2003년 Indosat가 독점했던 국제전화 서비스를 Telkom
도 제공하는 등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인도네시아 통신정책의 기본을 이룬다.
인도네시아는 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확장을 위한 개혁 중 제 6차 5개년
계획(1995~2000)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장 내 서비스와 옵션의 확장에
대처하기 위해 전화선을 통한 인프라 확장과 서비스 이행 처리에 관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통신밀도 상승을 위한 신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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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축, 통화실패율 감소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통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1997~98년의 경제위기는 이 계획
추진에 커다란 후퇴를 초래했다.
인도네시아는 WTO의 World Telecommunications Pact Indonesia에 서
명함으로써 통신 분야의 경쟁저하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였다. 지역, 장거리, 국제 전화 서비스에 대한 최대 통신사업자인 PT
Telkom과 PT Indosat의 직간접적 독점 장악을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 조
치로 취하며 출발하였다.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독점이 고착화되어 심지어 운
영협력제도(JOS: Joint Operating Scheme) 하에 있는 5개의 지역 라이선
스가 모두 PT Telkom과의 공동경영-합자관계(Partnership)로 이루어져 있었
다. 그러나 2000년 새로운 통신법이 통과된 이후, 시장의 재정비 및 독점의
제거를 위한 개혁이 확고하게 진척되었다. 개혁이 실행되기 전, 정부는 두
최대 통신사업자 간의 공동소유(cross ownership) 관계를 제거해야만 했다.
새로운 통신법 하에, Telkom과 Indosat는 각각 국내와 해외 유선 시장에 대
한 독점권을 상실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Nusantara 21 계획, 전자정부 구축 계획과 Cyber
City 프로젝트, Plapa Ring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 ICT 관련 정책을 내놓
음으로써 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2003년 이전에는 단일 기간사업자
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 체제를 구축하여 ICT 산업
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o ICT 발전 로드맵 513 전략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정보화사회 건설(Information Society on
Year 2015)을 목표로 5 Flagship, 1 Platform, 3 Pillars로 구성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규제,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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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도 구축에 기반을 두어 오픈소스 활용, IT 산업발전 진흥, 킬러 애플
리케이션 개발 지원, 전자조달, e-러닝, 디지털 TV방송 실시 등을 정책 이슈
에 포함시켰다.

❚ 그림 4-20. 인도네시아 ICT 발전 로드맵 513 전략 ❚

자료: KOTRA(2010).

Flagship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기
(2005~10년)와 장기(2011~20년)의 두 가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 표 4-31. Flagship 프로그램 추진 장단기 전략 계획 ❚
단기(2005~10년)
ICT 산업의 지역 센터 확대
Business Competence Standard를 유효화하고
ICT industry를 전문화함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 맞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장
OSS 산업의 성장
40억 달러의 수출 목표 달성과 40,000명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장기 (2011~20년)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주된 성장동력
전략

ICT가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함

자료: KOTR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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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CT 2025전략

인도네시아 ICT 2025전략은 2025년까지 지식기반사회 건설을 목표로 정
보 인프라 개발, 규제‧인센티브 시스템· 제도의 정비와 통합, IT 관련 인적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 표 4-32. ICT 2025 전략의 주요 내용 ❚
연도

세부계획

2004

기관/제도의 통합과 융합

2005

ICT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 전개
인센티브 시스템과 규제 정비(Cyber Law, 전자조달 도입, 전자정부 지침 공론화,
정품 소프트웨어 캠페인 개최)

2006~2009

모든 영역에서 ICT 활용, ICT 접근성 및 e-지식활용 능력 강화, 정부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e-정부 강화

2010

2004~09 프로그램 강화

2015

정보사회로 진입

2020

ICT 기반의 발전된 국가 건설

2025

지식기반사회 실현

자료: KOTRA(2010).

o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은 시골 지역에 통신 네트워
크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으로 43,022개 마을에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였다. 인
도네시아는 USO의 예산을 통신사업자 수입 중 0.75%의 기부로 충당하였다.
o 전자정부 구축
인도네시아 정부는 IT 산업의 중요성 및 역할을 인식하여, 국영기업인
TELKOM과 INDOSAT을 통해서 IT 정책 구현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145

제4장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MCIT) 내에 IT 조정팀(TKTI: Tim Koordinasi
Telelmatiak

Indonesia)을 구성하여 국가정보기술체계(NITF: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Framework)를 수립, 추진 중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전자주민증, 여권 발급, 출생 신고, 결혼 신고, 비
자, 외국인등록, 면허증 관리, 자동차 이력관리, 인력자원 관리, 세금 관리,
DSS (Decision Support Systems),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s)
등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416개 지방정부 중 약 350
개 정도가 공식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나, 제대로 관리되는 곳은 100개도
되지 않아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o Cyber City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는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산
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99년 6월부터 Cyber City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총면적은 44ha(약 10만 평) 규모로 무역전시관, 데이터센터, 인큐베이팅
센터 등 각종 시설을 수용한 일종의 IT 클러스터를 수립하고, e-비즈니스, 인
큐베이터, 멀티미디어, 교육, 테크놀로지 파크 등 5개의 핵심 사업을 전개한다.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2009년 인도네시아 IT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6.0% 성장한 74.9억 달러
를 기록한다. 2009년 IT 사업 시장규모의 90.3%를 차지하고 있는 하드웨어
시장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64.0억 달러, IT 서비스(5.9% 비중)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3.8억 달러, 소프트웨어(3.8% 비중)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태평양 IT 시장의
2.5% 점유, 2013년까지 연평균 9.9%의 성장을 보여 109.2억 달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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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4-33. 인도네시아 IT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연평균 성장률
10~13

2013

7,071

7,495

8,226

10,915

9.9%

H/W

6,401

6,770

7,377

9,489

8.8%

S/W

290

286

294

360

IT 서비스

379

439

556

1,066

24.3%

아태 지역
308,102
304,529
자료: IDC(2009.12) 재인용: KOTRA(2010).

318,051

387,248

6.8%

전체

인도네시아 정부는 IT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DETIKNAS(The Board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National Communication)라는 기구를 설
립하여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IT 산업은 40조
3천 억 루피아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수출 28억 달러 규모, 5만 8,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인도네시아 정보기술의 성장은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온라
인교육, 온라인의학, 온라인실험실 등의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인도네시아 정
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주도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e-Procurement(전자조달) 기능 강화를 위해 2010년부
터 모든 정부기관에 e-Procurement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표 4-34.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선전화 가입자 7,750.0 8,058.1 10,376.4 13,507.8 14,820.7 19,529.5 30,378.1 33,957.9
유선전화 보급률

3.68

3.77

4.79

6.16

6.68

8.69

13.36

14.77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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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1.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시장 현황 ❚
40,000.00
35,000.00

33,957.90
30,378.10

30,000.00
25,000.00
20,000.00

19,529.50

15,000.00

유선전화

14,820.70
13,507.80
10,376.40
7,750.008,058.10

10,000.00

가입자

5,000.00
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유선전화 보급률은 이동전화와 대조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점
진적으로 향상된 통신 인프라의 토대 구축에 착수하고 있다. 2005년, 유선망
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가입자 수는 2004년 말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 말에는 3천만 명에 이르는 증가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선전화 가입자가 3천만 명에 이르긴 하지만 실제 보급률은
15%에 못 미치는 추세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유선통
신 시장보다 무선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선전
화의 보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시장은 Telkom이 80% 이상의 점유율로 독점하고
있다. 유선통신 시장은 고정무선(Fixed wireless)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이 기술은 기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 인프라 비용이 추가로 필요
하지 않아 단기간 내 가입자를 확보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주로 지방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PT Telkom, Indosat의 StarOne, 모바일 사업자 Bakrie Telecom,
Mobile-8Telecom 등이 고정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다. Bakrie
Telecom은 자바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고정무선 CDMA 라이선스를 전국
라이선스로 확대하였고, 모바일 사업자 Mobile-8 Telecom은 수도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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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으로 고정 무선 서비스 준비 중이다.
유선전화(Fixed-Line)와 고정무선(Fixed-Wireless)을 포함한 유선통신 시
장은 유선통신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PT Telkom사가 독점하고 있다. PT
Telkom은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Indosat, Bakrie, Mobile-8가 나머지 2%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PT Telkom사의 고정무선 가입자는 1,330만 명으로
2008년 전체 가입자의 63%를 차지하였으며 Bakrie사는 33.6%를 차지했다.

❚ 표 4-35. 인도네시아 무선통신 시장 현황 ❚
(단위: 명, %)
2002

구분

2003

이동전화 가입자

11,700

18,495

이동전화 보급률

5.55

8.66

2004

2005

2006

2007

30,337 46,910 63,803 93,387
14.02

21.40

28.75

2008

2009

140,578

159,248

61.83

69.25

41.57

자료: ITU(2010).

❚ 그림 4-22. 인도네시아 무선통신 시장 현황 ❚
인도네시아이동전화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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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48
140,578

14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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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40,000

이동전화
가입자

30,337
18,495
11,700

20,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분야의 비
약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1997~98년도의 경제위기로 인해 모바일 가
입자는 경제위기 전 최고점이었던 12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하락하였으나

149

제4장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

2000년 말 총 3백만 명의 모바일 누적 가입자를 달성하였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2002년 1천
170만 명이었던 이동전화 가입자는 2009년 말 1억 5천만 명으로 70%에 가
까운 보급률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여섯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
고 있으며 매년 무선통신 가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 표 4-36. 인도네시아의 무선통신 사업자별 가입자 전망 ❚
(단위: 천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가입자 규모

192,000

210,000

230,000

250,000

자료: CIC(2009), 재인용: KOTRA(2010).

❚ 표 4-37. 인도네시아 무선통신 사업자 ❚
(단위: %)

운영사

브랜드

Fixed-Wireless

Telkom

Flexi

CDMA2000
1X/800MHz

Bakrie tel

Esia

CDMA2000
1X/800MHz

Mobile-8

Fren(FWA),
Hepi(Cell)

CDMA2000
1X/800MHz

Cellular

CDMA2000EV-DO1X/800MHz

Sampoerna

Ceria

CDMA2000EV-DO 1X/450MHz

Primasel

Smart

CDMA2000EV-DO 1X/1900MHz

Indosat

StarOne/IM3, Matrix

Telkomsel

Simpati

Excelcomindo

XL

Hutchison

3

Natrindo

Axis

CDMA2000EV-DO
1X/800MHz

PSN
자료: CIC(2009), 재인용: KOTR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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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무선통신 시장은 11개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나, Telkomsel
(41%), Indosat(24%), Excelcomindo(17%) 3개 사업자가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WiMax 서비스를 위해 총 15개 Zone에 8개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8개 운영사업자는 Telkom, PT Indosat, Mega
Media, Pt Internux(한국업체), PT First Media, PT Jasnita Telekomindo,
PT

Berca

Hardayaperkasa,

PT

Rahajasa

Media

Internet,

PT

Comtronics/PT Adiwarta Perdania 컨소시엄 등으로 표준 주파수는
2.3GHz로 결정되었으며, 주파수 사용료로 총 4,600억 루피아가 정부에 납
입될 예정이다. 운영사는 10년간 사용할 주파수에 대하여 각각 주파수 사용
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부는 WiMax 제품 내 국산화율을 30% 이상으로 규
정하고 있다. PT TRG(Teknologi Riset Global)가 인도네시아의 WiMax와
관련된 기술을 2006년부터 제공해 왔으며, 2008년 ‘TRG 와이맥스’란 제품
을 출시하였다. 현재 PT SiiX Elektrinok Indonesia사가 TRG사와 제품 공
급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 표 4-38. WiMax 단말기 생산 계획 ❚
(단위: 대/월)

구분
BTS(Base Transceiver Station)
CPE(Customer Premises Equipement)

2009

2010

2011

2012

80

200

400

500

4,000

10,000

20,000

30,000

자료: CIC(2009), 재인용; KOTRA(2010).

인도네시아의 2006년 PC 보급대수는 451만 대로 보급률은 2.0%이고,
2009년에는 약 1,020만 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PC 보급률
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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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9. 인도네시아의 PC 보급 현황 ❚
(단위: 천 대, %)

구분

2003

PC 보급대수

2004

2005

2006

2,759

3,022

3,285

4,510

1.3

1.4

1.5

2.0

보급률
자료: ITU(2009), 재인용: KOTRA(2010).

2009년 PC 시장 규모는 17억 6,440만 달러, 2010년은 전년대비 14.2%
성장한 20억 1,560만 달러로 전망된다. 노트북 수요 증가, 인터넷 사용자 증
가, IT 프로그램에 의한 구매 증가로 인해 PC 수요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의 PC시장은 ACER와 HP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ACER은 노트북 시장의 40%, 데스크톱 시장의 1/3을 점유하고 있다.

❚ 표 4-40. 인도네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터넷 이용자 수(천 명)

4,500

5,100

5,628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2.13

2.39

2.60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38.3

62

85

108

194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0.02

0.03

0.04

0.05

0.09

2007

2008

2009

7,896 10,576 13,000 18,000 20,000
3.60

4.76

5.79

7.92

8.70

778

982

1,700

0.35

0.43

0.74

자료: ITU(2010).

인도네시아는 1994년 처음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그 전에 일
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
(IptekNet)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으나 본격적인 서비스는 1994년부
터 시작되었다. 2008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는 1,800만 명 규모, 이용률은
7.9%, 2009년 2,000만 명 규모로 8.7%의 이용률을 보였다. 2008년 인터넷
가입자의 72%가 다이얼업(Dial-up) 방식의 인터넷을 이용하며, ADSL은
16%, 무선 인터넷(Cell/LAN/WAN)은 6%의 순으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의 인터넷 시장은 유선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Telkom이 인터넷 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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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차지한다. 2010년 3월 Telkom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연 79.3%
증가한 128만 명에 이른다.

❚ 그림 4-23. 인도네시아 인터넷 시장 현황 ❚
인도네시아인
터넷이
용자수(천
명) 명)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수(천

인도네브로드밴드
시아브로드밴드가
입자수수(천
(천명) 명)
인도네시아
가입자
1800

25,000

1,700

1600

20,000

1400
1000

15,000

982

800

778

600
400

13,000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가입자수
(천 명)
천명)

200
0

20,000
18,000

1200

38.3 62

85

108

10,576

10,000
7,896
5,000

5,628
4,500 5,100

인터넷
인터넷
이용자 수
이용자수(
(천 명)
천명)

194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 표 4-41. 유선 및 브로드밴드 발전 현황(2008~09년) ❚
일시

세부사항

2009년
12월

Huawei Marine Networks가 인도네시아 5개 섬을 잇는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계
약을 Telkom으로부터 수여받음.

2009년 3월

Biznet Networks가 발리 섬에 FTTH 기술을 배치. 새로운 GEPON 네트워크를
통해 3중 VoIP, 인터넷, 비디오 서비스 제공 가능.

FIC와 TPI는 일본 NEX와 수백만 달러의 간수 계약을 체결. NEC는 자카르타와
2009년 3월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최초의 직접 케이블 연결, 새로운 아시아 잠수함 케이블 네트
워크 시스템(SCAN)을 공급할 예정.
Indosat은 도심 Ethernet 네트워크 상호연결 협력을 위해 Biznetwork와의 협력서
2009년 1월
에 서명. 이 협정은 두 회사의 광섬유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함.
Telko은 Kalimantan, Sulawesi, Java, Bali, Lombo을 연결하는 잠수함 케이블 설치를
2009년 1월
위해 Fujitsu(일본)와 Norddeutsche Seekabelwerke NSW(독일)에 간수 계약을 수여.
Telkom은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유선전화 및 케이블 전화 이용 촉진
2008년
을 위한 포인트 수여 프로그램을 출범. 포인트는 DVD 플레이어, 카메라, MP3 플
11월
레이어 등과 교환 가능.
2008년 Telkom이 출범한 Speedy 선불제 서비스는 iVAS/Speedy 선불 이용권을 통한 충
10월
전이 가능. 서비스 접속 비용은 시간당 IDR 4,500 또는 분당 IDR 75
2008년 8월 Telkom과 PCCW(홍콩)이 인도네시아 IPTV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협력 체결을 발표.
Indosat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JAKABARE'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
NEC와의 잠수함 케이블 시스템 공급 간수 계약에 서명.
2008년 5월
1300km 넘는 범위를 커버하는 잠수함 기간 네트워크는 NEC의 광섬유 전송 시스템
을 이용해 Jakarta (Java), Pontianak (Kalimantan), Batam Island, Changi를 연결.
자료: BM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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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도네시아 주요 통신사업자59)
<Telkom>
PT Telkom은 인도네시아의 지배적인 유선사업자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다. 고정무선 시장에서는 Indosat StarOne, Esia와 경쟁한다. 정부가 지
분 51.19%를 소유하며, 일반투자자가 46.43%, 자사주는 2.38%이다. 1위 모
바일 사업자(Telkomsel)인 PT Telkom은 관련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브로드밴드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험준한 지형으로 인한 유선 인프라 배치가 어려우며 유선
부문의 제한된 경쟁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브로드
밴드 시장이 여전히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저개발 상태이므로 Telkom이
유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으며, WiMAX 상업 서비스를 최
초로 출범하면서 여전히 제1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Telkomsel>
1995년 5월에 창립한 Telkomsel은 전국 듀얼밴드 900/1,800MHz 네트
워크 및 147개국 국제 로밍 파트너를 통한 GSM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네시아 인구의 90% 이상에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인도네시아의 전
지역과 도시를 커버하는 유일한 사업자다. GSM 듀얼밴드, GPRS, Wi-Fi,
EDGE 기술을 제공한다. 2006년 2월에는 10년간 유효한 3G 라이선스를 확
보했다. 대부분의 3G 가입자들은 자카르타 지역에 거주한다. Telkomsel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두 모바일 사업자로 서비스 및 투자 배치에 대한 주주
들의 강력한 지원과 3G 대역 폭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3G로 확대되는 선
불 부문에 효율적으로 의존, 가입자 대부분이 선불제를 이용하고 있어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바일 가입자를 기반
59)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 “Indonesia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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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질적 성장을 이루면서 현재 3G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며, 부가가치
서비스(VAS) 이용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도 기대된다.
<Indosat>
1967년에 설립, 1969년 운영을 시작한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자다. 1980
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수한 이후 2002년 싱가포르 STT에 지분 40.81%
를, 2008년엔 Qatar Telecom에 지분을 매각했다. Qatar Telecom은 인도네
시아 모바일 사업자가 최대로 보유 가능한 해외투자 한도인 65%로 지분을
늘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분 14.29%를 유지했으며, 나머지 지분은 일반
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Indosat는 인도네시아 2위 모바일 사
업자이다.
<Excelcomindo Axiata>
1995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3위 모바일 사업자다. 1996년 10월에
‘GSM-XL Langsung Kriing’이라는 브랜드명으로 GSM 네트워크를 출범했
다. 음성/데이터 이동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VoIP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
솔루션에서는 기업 고객 및 일부 ISP에게 임대 회선 및 GSM 이동통신 서
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5. 베트남
IT산업 후발주자인 베트남은 제반 법률 정비 부족, 부적절한 과세정책, 지
적재산권 보호 미비, 높은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아직 정보통신 부문이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다. 이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는 IT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
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 통신 마스터플랜에서 야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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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대부분의 목표에 매우 미치지 못했
고, 외국회사들은 베트남의 통신 분야 투자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외
국기업의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통신 시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다.

❚ 표 4-42. 베트남 정보통신 현황 ❚
2002

구분
인구 (백만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1.95

83.02

84.07

85.10

86.11

87.10

88.07

404

428

476

542

621

707

812

1,029

1인당 GDP(달러)

유선전화 회선 수
(천 개)

2003

80.86

3,929.1 4,402.0 10,124.9 15,845.0 27,505.4 28,529.3 29,591.0 30,692,8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 수

4.86

5.37

12.20

18.35

32.32

33.13

33.98

34.85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2.35

3.35

5.97

11.41

18.22

27.56

80.37

100.56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1.85

3.78

7.64

12.74

17.25

20.76

23.92

27.25

-

0.01

0.06

0.25

0.61

1.50

2.35

3.01

100명당
브로드밴드가입자 수
자료: ITU(2010).

❚ 그림 4-24. 베트남 정보통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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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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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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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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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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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1.5

2.35

2007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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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2008

34.85
27.25

3.01
2009

100명당
100명당인터넷
인터넷
이용자수
이용자 수
100명당
100명당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가입자수

베트남은 2010년까지 10년 동안 통신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왔다. 정부는 2010년까지 대다수 가구의 전화 보유라는 목표를 수립
하였는데, 이를 위해 전국에 걸쳐 모든 고객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o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60)
베트남은 1993년까지는 우정통신청(DGPT)61)이 정보통신 부문을 관장하
는 유일한 기관이었으나, 1993년 우정통신청(DGPT)에서 우정통신공사
(VNPT)62)가 독립하면서 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었다. 이후 2003년
우정통신청은 우정통신부(MPT)63)로 계승, 발전되었다. 2008년 베트남은 정
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과거 우정통신부(MPT: Ministry of Posts and
Telematics)를 MIC로 개명했다. MIC는 우편, 통신, 정보기술, 전자기기, 인
터넷, 주파수 관리, 정보화 인프라, 정책 입안, 규제 및 방송, 홍보 담당 부
처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언론에 대한 관리 및 면허 관련 업무와 출판 및
출판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베트남 내에서 운용되는 국내외 언
론사에 대한 면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언론, 컴퓨터 망 및 출판물
상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편 서비스와 관련된 계
획‧전략 수립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요금 규제 및 면허
관련 업무를 맡는다. 그리고 통신 및 인터넷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
수립과 통신, 인터넷 서비스 품질, 요금 등의 규제, 통신 면허 관련 업무를

60) DGPT: www.mc.gov.vn
61) DGPT: Directorate General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62) VNPT: 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63) MPT: Ministry of Posts and Tel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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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며, 주파수 관리 및 할당과 방송 및 텔레비전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적 프로그램 할당 및 조직, 기술 표준 수립 및 관련 서비스 요금 규제, 방송
및 TV 면허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과 관련
된 규제 및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규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그림 4-25. 베트남 정보통신부 조직도 ❚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

o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 관련 전반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과학 기술 발전 및 정책 수립,
지적재산권, 표준화 정책, 품질 관리, 원자력 발전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o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NCICT: 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ICT)
2002년 12월 3일에 설립된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는 베트남 정보통신산업
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NCICT의 주요
역할은 베트남 정보통신 개발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립 및 수
행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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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osts and Telematics Quality Control Directorate

통신기기 및 가전기기에 대한 표준, 인증 관련 업무 및 제품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며, 각 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후 감독 및 관리를 맡고 있다.

나. 주요 정책 동향
베트남 우정통신청(MPT)은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한 2010년까지의 정보통
신 발전전략(Vietnam's Posts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trategy
until 2010 and orientation until 2020)｣ 및 ｢2005년까지의 정보통신 개발 마
스터플랜(Master Plan for Information Technology use and development in
Vietnam by 2005)｣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의 IT 산업은 초기단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IT 산업을 2010년
까지 매년 20~25%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시장규모를 60억~70억 달러로 확
대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IT산업 육성을 위
한 제도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06년 7월 전자거래법, 지적재산권법, 정보
기술법을 제정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e-banking, e-finance, e-commerce,
e-government, anti-spam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 운영하는 등 기업 활동 지
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IT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를 벤치마킹하여 정보통신부(MIC)를 설립하고
IT 산업 마스터플랜의 체계적인 집행을 주관하고 있다.
o 2005년까지의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베트남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주요 부문에서의 IT 활용 강화,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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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트워크 개발, IT 산업 발전, 인력 개발, IT R&D 가속화, IT 이용
및 발전을 위한 법체계 수립, IT 부문에서의 국가관리 체계 수립, 정책 결정
자들의 IT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정부가 정보 통신 수준의 선진화라는 목표 아래, 2005년 총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을 4~5%로 확대하여, 연평균 20~25%의 IT 산
업 성장을 목표로 한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 경제, 보안, 국방, 농업
현대화, 국가 행정 등의 정보통신 개발 우선 분야를 선정하고 고용량․광대
역의 국가 정보통신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IT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하고 또한, IT에 대한 일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
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정통신부의 정보통신․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교육
훈련부의 IT 인재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과학기술환경부의 소프트웨어산업
건설 및 개발 프로그램 등이 있다.

❚ 표 4-43. 베트남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
구분

기본
목표

구체적
목표

내

용

-

지방을 포함한 베트남 전역에 ICT 인프라 보급
지방을 광섬유로 연결, 인터넷 이용인구를 총인구의 4~5%로 증대
I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20~25% 달성
5만 명의 IT 전문가를 육성하며 이 중 2만 5,000명은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고도 기술자 및 프로그래머로 양성

-

IT 제품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IT 개발, 관리, 활용에 관한 세칙 제정
IT 인재 육성, 국산 IT 제품 사용 장려 정책 추진
IT 개발과 활용을 위한 투자 확대 정책
국내 IT 산업의 국제표준화 추진
기업의 IT 투자 및 IT 활용에 대한 우대 조치
IT 개발에 관한 정부 개발원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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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한 2010년까지의 정보통신 발전전략
이 전략은 2010년까지 초고속 국가망 구축을 통해 최소 30% 이상의 인
터넷 가입자를 확보, 인터넷 상용망 발전, 2010년까지 100명당 가입자 수
15명에서 18명 정도 선으로 전체 가구의 60% 이상 전화보급률을 높이고,
도시 지역은 100% 전화보급률 달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규제 완화,
효과적 통신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APEC·AFTA 참여 및 WTO
가입과 베트남‧미국 양자무역협정 추진, IT 인력 양성 등을 전개하였다.
o 산업개발 전략(2006~10년)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GDP에서의 공업 부문 비중을 높이
기 위해 2006년 4월 ｢2006~10 베트남 5개년 산업개발 전략｣을 승인하였다.
이 전략은 국내 산업개발을 위한 주요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베
트남 연간성장률 15~16% 및 건설 및 공업 비중을 2006~10년 사이에
43~44%, 2020년까지 45% 달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공업제품의 수출비중
이 전체 산업 수출의 85~9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 및 IT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22~23%)을 보이는 관계로, 전 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5년 3.0%에서 2010년에는 6.5~6.7% 수준
으로 높일 계획이다. 베트남의 산업개발 전략 중 IT 관련 분야로 선정된 지
역은 해안 지역의 10개 성이며 정부는 이 지역의 연간성장률은 15.5~
16.5%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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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4. 베트남 산업개발 전략의 IT 중점 분야 지역 ❚
구분

지역

지역

해안지역 10개 성 :
Binh Dinh, Da Nang, Khanh
Hoa, Ninh Thuan, Phu Yen,
Quang Binh, Quang Nam, Quang
Ngai, Quang Tri, thua Thien-Hue

주요 산업 부문
-

농림수산물 가공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조선, 기계공학, 건축자재
섬유, 봉제, 신발
전자 및 IT

개발 목표
- GDP 비중 :
46~46%
- 연간성장률 :
15.5~16.5%

자료: KOTRA(2010).

o 정보통신 고도화 전략64)
MIC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으로
‘정보통신 고도화 전략(Strategy for Landing)65)’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고급 IT 기술인력 개발 및 국내 통신시장 확대 추진을 위해 정보
통신 망 고도화 및 IT 역량 강화, 정보사회 구축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정보
통신 발전을 통한 베트남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ASEAN 국가들 중 정
보통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및 신기술 도입 등에 적합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정
치, 경제, 문화, 사회 부문의 정보화를 통한 IT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정보사
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ASEAN 지역 전체와의 통합 인프라 구축을 추
진함으로써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의 활용을 확대하고 청년을 비롯한 IT
전문인력 개발을 통해 ASEAN 지역에서의 고급 정보통신 인력 메카가 되고
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실현을 위해 IT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
및 법률, 제도 기반 마련, 개발계획 및 전략 실현, IT 활용을 통한 국가관리
능력 증대, 인력 네트워크 개발, 해외자본 및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

64) 홍승연(2009), ｢베트남 통신시장 및 주요 정책 현황｣.
65) 베트남어로 ‘비상(飛上)전략’이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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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 IT 전략
베트남 정부는 지식기반 및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IT를 주요 동인
으로 하는 사회, 경제구조 개혁 비전을 제시하면서 2002년에서 2010년까지
IT 분야에 40억불 투자를 계획하였다. 주요 투자대상은 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 IT 인력 양성,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 등으로 유선전화 인구 100명당
보급률을 32~35%로, 이동전화 보급률을 18~20%, PC 보급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 인터넷 활용 인구도 전 국민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며, 이 중
브로드밴드 사용자는 30% 수준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2010년까지 중소기
업의 90% 이상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70%의 기업이 B2B 형
태의 거래를 하며, 30%의 정부 부처가 물품 구매를 온라인으로 수행, 15%
의 가구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표 4-45. 베트남 IT 산업 세부 목표 ❚
-

전화보급률 : 100명당 32~42명
인터넷 보급률 : 100명당 8~12명(이중 30% 이상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률 : 25~35%
PC 보급률 : 100명당 10대
전 국토의 공중전화 100% 보급
전 국토의 70% 공중인터넷 사용 가능
주요 도시 간 광통신 인터넷망 구축 100%
중앙‧지방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광통신 인터넷망 연계 구축
전체 100% 대학, 전문취업학교의 브로드밴드망 구축
전체 90%의 중고등학교, 병원의 인터넷망 구축

자료: KOTRA(2010).

이러한 2020년까지의 ICT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는 ICT 459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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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6. 2020년까지 ICT 비전 달성을 위한 ICT 459 전략 추진 ❚
5대 이행
프로그램

4대 우선 프로젝트
·
·
·
·

E-Citizen 개발 기반 설립
E-Government 개발 기반 설립
정보·지식 접근 개발 역량 구축
국가 ICT 통제 역량 강화

·
·
·
·
·

9대 솔루선

응용
인프라
산업화
인력 양성
환경 촉진

· 역량 강화: 인식, 시행, 조정
· 자원 확보: 재정, 인력, R&D
· 환경 조성 : 규제, 파트너십 및
공동사업, 시장

자료: KOTRA(2010).

o 베트남 주요 도시 Software Park 설치 및 확대
베트남은 주요 도시에 Software Park를 설치 및 확대 중에 있다. 베트남 정
부는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
려고 하며 이를 위해 베트남 주요 도시 내 Software Park를 조성하여 산업기
지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사의 소형 Software Park를 운영 중이나 2012
년까지 대규모의 Software Park를 조성하여 산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표 4-47. 베트남 주요 소프트웨어산업 단지 현황 ❚
총면적(ha)

수용인원(명)

연면적(m²)

단지명

위치

완공

Hoa Lac

하노이

63

15,000

300,000

2012

FPT

다낭

6

3,000

60,000

2012

VIJA

호치민

10.9

30,000

440,000

2011

Thu Thiem

호치민

15.9

31,000

812,500

2012

Quang Trung (확장)

호치민

42.2

43,000

856,125

2012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 재인용: KOTRA(2010).

o 전자정부 구축 계획
베트남은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하여, 2001년 말 정부는 ｢정부행정관리전
산화 2001~05(State Administrative Management Computeriz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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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 계획을 승인하고 내각 산하에 집행위원회 112(Board 112)를 설
립하여 전자정부를 추진했다.

❚ 그림 4-26. 베트남 IT 정책추진 체계 ❚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 재인용: KOTRA(2010).

❚ 표 4-48 베트남 정보통신 발전 추이 ❚
1993년 우정통신청(DGPT)을 국영기업 우정통신공사(VNPT)로 창립

고지대 지역 70% 및 산악 지역 10% 유선전화 연결
90% 전화국으로의 자동화 중계선 구축
1995년 90% 디지털화
비디오폰(화상전화) 도입
Song Be 지역 내, 신 위성기지국 구축
700,000 회선 설치
1996년 5,000여 개의 국제전화 채널 구축
Saigon P&T 기초 서비스 시작
1997년

150만 개 회선 운영 (유선통신밀집도 2%)
인터넷 서비스 개시

Viettel과 Saigon Postel 1999년도 시작될 switche 설치 승인
1998년 정부 우정통신부에 의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설치(케이블, 위성TV, video-on-demand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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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8 계속 ❚

2000년

250만 회선 유선전화 서비스 제공(유선통신밀집도 3.1% )
780,000 이동전화 가입자(0.96% 보급률)
인구 100명 당 17개 유선전화 회선 달성(도시지역)
인터넷 가입자 100,000명 달성
자동화 전화국 연결 중계선 100% 구축 달성
VNPT 연 매출액 10억 달러 달성

2001년

305만 고정 유선전화 회선(유선통신밀집도 3.8%)
125만 이동전화 가입자 달성(1.4% 보급률 )
Saigon Postel, VNPT 개입 없이 기초 텔레콤 라이선스 발급
정부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New 10-year 계획｣ 발표

우정통신청(DGPT)의 우정통신부(MPT)로의 승격
390만 개 유선전화 회선(유선통신밀집도 4.8%)
190만 이동전화 가입자 달성(2.3% 보급률)
2002년 250,000 인터넷 가입자 달성
인구의 91% 유선전화 서비스 이용 달성
6,000 dong(베트남 화폐단위) 정보통신 네트워크 부문 투자 달성
Hanoi Telecom, full service telco로 라이선스 취득

2003년

440만 유선 전화 회선(유선통신밀집도 5.4%)
270만 이동전화 가입자 달성(3.4% 보급률)
정보통신 부문 관세 인하
443,000 인터넷 가입 달성

인구의 93% 유선전화 서비스 이용 달성
1천만 개 유선전화 회선(유선통신밀집도 12.2%)
490만 이동전화 가입자 달성(5.9% 보급률)
2004년
630만 인터넷 가입 달성
인구의 95% 유선전화 서비스 이용
Viettel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 라이선스 취득: GSM 플랫폼 선정됨

2005년

1,584만 유선전화 회선(유선통신밀집도 18.3%)
959만 이동전화 가입자(11.4% 보급률)
1천만 인터넷 가입자 달성
Vinaphone과 Modifone의 정부 허가 획득
외국인투자자의 이동통신 100% 소유 인정(2006년부터 실행)
VNPT에 의한 차세대 네트워크(NGN)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2006년

2008년까지 Viettel의 법인화 허가
1,610만 이동전화 가입자 달성(19.3% 보급률)
1,850만 유선전화 회선(유선통신보급률 21.7%)
Hutchison 베트남은 CDMA 800 서비스 개시
베트남의 WTO 가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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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8 계속 ❚

2007년

2,850만 유선전화 회선(유선통신밀집도 32.3%)
2,370만 이동전화 가입자 달성(27% 보급률)
베트남의 WTO 공식 회원국으로 승인
선불형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등록 의무화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자율 통신요금 산정 허가(정부 결의 39조 의거)
VNPT에서 베트남 우정사업 분리 결정

2008년

정보통신부(MIC) 출범
VNPT에서 베트남 우정사업 분리 운영
GTel이 베트남의 일곱 번째 이동통신 라이선스 획득

자료: ITU(2009).

IT 전문인력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 베트남 정부는 IT 관련
고급인력 양성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1990년 말 IT 인력을 양
성하던 기관은 7개 대학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대학, 전문학교, 민간교육기
관 등을 합하여 총 100여 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외국계 IT 교육센터
설립 등 향후 베트남 IT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IT 인력 양성기관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정책과 함
께 남부 경제 중심인 주요 도시에 집중적인 IT 개발을 전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베트남 IT 시장규모는 2009년 전년대비 4.6% 성장한 22.3억 달러를 기
록했다.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IT 시장의 0.7%를 차지,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으나 2013년까지 연평균 15.4%의 성장률을 보이며 38.7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베트남 IT 시장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IT 서비스는 9.1%, 소프트웨어는 5.0%를 각각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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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9. 베트남 IT 시장규모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연평균 성장률
10-13

2013

전체

2,134

2,232

2,519

3,868

15.4%

H/W

1,855

1,918

2,158

3,300

15.2%

S/W

105

111

122

184

14.7%

IT 서비스

174

202

239

384

17.1%

아태 지역

308,102

304,529

318,051

387,248

6.8%

자료: IDC(2009.12), 재인용: KOTRA(2010).

베트남의 정보통신산업은 14% 이상의 고성장을 전망된다. 정보통신산업은
연평균 7.5%의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향후 베트남의
유망산업 분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데스크톱, 노트북 등 PC 보급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며, 인터넷, 저장 및 보안장비 분야 또한 매
우 빠른 성장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화서비스 수요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말까지 유선
라인(fixed-line)을 8%까지(약 720만 유선 연결과 동일함) 높인다는 목표하
에, 2004년 3월 전화 네트워크가 7백만 가입자라는 획기적인 기록에 도달함
으로써, 목표인 100명당 8개라는 유성통신밀집도를 달성하였다. 또한 전국적
으로 지방 주민의 93%가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ITU에
따르면, 베트남 유선전화 가입자는 2002년 390만 명에서 2009년 말 3,000
만 명으로 보급률 35%에 이르렀다.

❚ 표 4-50.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선전화 가입자
3,929.1 4,402.0 10,124.9 15,845.0 27,505.4 28,529.3 29,591.0 30,692.8
(천 명)
유선전화 보급률
4.86
5.37
12.20
18.35
32.32
33.13
33.98
34.85
(%)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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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7.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 현황 ❚
베트남유선전화가입자
35,000.00
30,692.80
29,591.00
28,529.30
27,505.40

30,000.00
25,000.00
20,000.00

15,845.00

15,000.00
10,000.00

10,124.90

5,000.00

유선전화
가입자

4,402.00
3,929.10

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2008년 베트남 국영 통신사 VNPT는 유선통신 시장의 성장으로 포화된
국번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유선전화 국번을 3자리에서 4자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유선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서로 폭이
좁으나 남북으로 긴 지리적 여건(1,650km)으로 유선통신보다 무선통신을 통
한 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유선통신 사업자는 베트남 우정통신공사(VNPT: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operation), Viettel Corporation, Saigon
Postel(SPT: Saig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등이다.
베트남의 유선통신 시장은 시장자유화 정책에 의해 5개의 유선통신 사업자
가 서비스를 제공하나, 사실상 이전 독점 사업자인 국영통신 사업자 VNPT가
시장을 주도한다. VNPT와의 경쟁 사업자들은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VNPT의 기간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부 Viettel과 Saigon Postel이 하노이 및 호치민시에서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
공하지만 점유율은 1% 미만이다. VNPT는 1995년 베트남 우정통신청(DGPT:
Department General Posts and Telecommunication)에서 분리되었으며, 43개
산하기관과 61개 지방통신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베트남 제1의 통신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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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tel Corporation은 베트남 국방성 산하 METR사(Military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에 통신사업을 허가하여 제2의 통신사업자로
되었다. Saigon Postel은 호치민 시가 국영기업, 경찰, 군, 민간기업 등 11개
주주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1995년 8월 국내 국제통신허가를 취득한 제3
의 통신사업자다. 2000년 9월 한국의 합작법인 SLD Telecom과 경영협력계
약66)을 체결하여 CDMA 방식의 무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림 4-28. 베트남 유선전화 시장 주요 사업자 간 점유율 ❚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2009).

❚ 표 4-51. 베트남 무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이동전화 가입자(천 명)

1,902

2,742

이동전화 보급률(%)

2.35

3.3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960 9,593 15,505 23,730 70,000 88,566
5.97 11.41

18.22

27.56

80.37 100.56

자료: ITU(2010).

66)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로 베트남에 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
사업계약에 의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 무
한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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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9. 베트남 무선통신 시장 현황 ❚
베트남이동전화가입자
100,000
90,000

88,566

80,000
7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이동전화

23,730

20,000
10,000

9,593

1,902 2,742 4,960

0

가입자

15,50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ITU(2010).

베트남의 무선통신 시장은 1999년 말에 약 30만에서 2003년 12월 270만
으로 4년 동안 600%까지 도약했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2005년 말 거의 950만을 넘어서면서 그후 2년 동안 4
배로 증가하였다. 모바일 가입자도 2002년 말 190만에서 2009년 8,8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의 급격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통신 분야 개혁을 실현하고 계획 달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
축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베트남 무선통신 시장의 사업자는 GSM 방식 4개 사업자(VNPT 자회사
인 Vinaphone과 Mobifone, 군부 Viettel, HT Mobile) 및 CDMA방식 2
개 사업자(S-Fone, EVN)가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은 MobiFone,
Viettel, Vinaphone 등 3개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다.
3G 기술 라이선스 획득을 위한 무선통신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져 정
부는 통신망 인프라 및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에게만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obiFone은 VNPT 산하의 VMS (Vietnam Mobile
Telecom Services Company)사와 스웨덴의 Milicom International Cellular
사의 자회사인 Comvik International Vietnam 간 경영협력 계약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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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설립되었으며, GSM 방식의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 Vinaphone은
VNPT 산하의 GPC사가 1996년 설립한 자회사로 GSM방식의 무선통신 서
비스를 제공한다. S-Fone은 SPT사와 SLD Telecom에 의해 2003년 7월 설
립되어 베트남 최초의 CDMA 방식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SLD
Telecom사는 한국의 SK Telecom, LG전자, 동아 Elecomme 등이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회사로 한국 CDMA 기술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67)

❚ 그림 4-30. 베트남 무선통신 시장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2009).

1997년 베트남에 인터넷이 최초로 보급되어 4개 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였으나 VNPT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더
딘 출발 후에, 인터넷 성장은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02년에, 전국적으
로 61개의 도시와 지방은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권을 가졌으며, VNNIC는
2006년 2월까지 총 인터넷 가입자를 320만 명이라고 보고했다. 동시에, 시장
은 마침내 광대역 접속의 가치를 인정했고, 2006년, 유선과 모바일 서비스의

67) S-Fone은 한국의 SK텔레콤이 베트남 업체인 SPT(사이공 포스텔)와 BCC방식으로 15년간(2001~
16) 계약하고 2003년 7월1일 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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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광대역(브로드밴드) 시장도 빠른 속도로 확장을 시작
하였다. 디지털 회선 인터넷 서비스 Digital Subscriber Line(DSL)의 가입자
수도 1년 동안 200,000명에서 약 350,000명으로 증가했다.

❚ 표 4-52. 베트남 인터넷 시장 현황 ❚
2002 2003 2004 2005 2006

구분

2007

2008 2009

인터넷 이용자 수(천 명)

1,500

3,098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1.85

3.78

7.64

12.74

17.25

20.76

23.92

27.25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1.1

9.2

52.7

210.0

516.6 1,294.1

2,049

2,649

0.01

0.06

0.25

2.35

3.01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

6,345 10,711 14,684 17,872 20,834 24,000

0.61

1.50

자료: ITU(2010).

❚ 그림 4-31. 베트남 인터넷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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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U(2010).

베트남의 2009년 인터넷 이용자는 2,400만 명, 보급률 27.25%를 기록했
다. 2008년 베트남의 인터넷 이용자는 2,083만 명으로 이용률은 23.9%에
달했고, 2008년 홍콩-다낭-싱가포르 간 광케이블 설치로 인해 베트남의 인터
넷 기간망 속도는 18Gbps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인
터넷망 연결 사업으로 향후 50Gbps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베트남의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VNPT, FPT, EVN, Viettel이 있으며 이
들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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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2. 베트남 인터넷 사업자 시장점유율 ❚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2009).

또한 베트남 광대역(broadband) 시장의 상당한 성장에 뒤이어, WiMAX기술
이 잠재적으로 대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트남에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3월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FPT Telecom, EVN Telecom 및
VNPT 등 4개 통신업체에 Wibro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1년
간 발급했다. FPT는 하노이와 하이펑 지역에서 2.3~2.4GHz를 이용할 수
있으며, EVN Telecom은 하노이와 동나이 지역에서 2.3~2.4GHz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Viettel은 하노이와 타이응엔 지역에서 2.3~2.4GHz를, VNPT
는 하노이, 호치민 및 다낭에서 2.5GHz를 이용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IPTV 시장은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IPTV를 규정하는 단독 법률이나 규정은 없으며, 정보통신부의 통신망 규정,
방송법 규정 및 문화 콘텐츠 심의 규정 등에 포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VNPT, VTC Digicom, FPT Telecom의 3개 사업자가 경쟁, FPT사는 베
트남 최초로 2006년 9월 호치민 지역에서 50개의 채널을 지원하는 IPTV를
공급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50만 명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영통
신기업 VNPT 역시 하노이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10만 명,
2015년까지 28만 5천 명을 유치 목표로 하며 2009년 9월에 my TV'라는
브랜드명의 IPTV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IT 산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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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 함께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층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IPTV의 시장 환경은 긍정적이나 인터넷
인구 증가 대비 브로드밴드 인구의 비중이 낮고, IPTV에 특화된 콘텐츠가
결여되어 있어 향후 IPTV가 수익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될 전망이다. 베트남 통신사업자 VTC는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
이, 하이펑, 호치민 등 일부 인근지역에서 DVB-H 표준을 이용한 모바일TV
서비스를 아태 지역 최초로 개시했다. VTC는 노키아와 제휴하여 N92를 비
롯한 노키아 단말 보유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8개의 로컬 채널과 3개의 외국
채널 및 온디맨드 채널, 라디오 채널 등을 제공한다.
o 베트남의 주요 통신 사업자68)
<VNPTC (Vietnam Posts & Telecommunications) (VNPT)>
베트남 정부가 독점 소유하는 국영기업인 VNPT는 국가의 주요 우편 및
통신 서비스 공급자이다. VNPT는 63개 도시 및 지방에 있는 지방 운영 회
사와 Vietnam Telecom Company, VMS MobiFone을 연결하는 국가 백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회사 모두 GSM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VNPT의 2010년 3월 가입자는 유선 가입자 1,150만 명(8.1% 증가)과 모바
일 가입자는 5,380만(36.7% 증가)으로 총 6,530만 명으로 추정된다. VNPT
는 유선, 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 분야의 선두 사업자로서 특히 유선 부문에
서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모바일 부분에서 주요 경쟁자 Viettel과 모바
일 시장에서 가격전쟁을 벌이고 있다.
<Viettel>
Viettel은 2001년에 국내‧국제 VoIP 서비스 출범 전인 1998년에 무선
68)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 "Vietnam Telecommunications Report Q3 2010".

175

제4장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

전신 중계 회선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2003년에 지역 접속 및 인터넷 서비
스 제공을 시작하면서 크게 발전했고, GSM 모바일 네트워크를 출시했다.
2009년 말, 모바일 가입자 수는 4,250만 명으로 연 71.7%의 증가세를 보였
다. 3G 네트워크를 시험 중인 사업자는 2010년 3월, 1백만 가입자를 돌파
했다고 발표했으며, 모바일 운영 이외에도, 약 60만 명의 가입자들에게 유선
서비스를 제공, 유선 시장의 약 5%를 차지한다.
<MobiFone>
VMS는 유선사업자 VNPT의 자회사다. MobiFone 브랜드명으로 GSM
기반 디지털 휴대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2009년 8월 기준 가입자는 약
2,900만 명이다. MobiFone은 베트남 정부가 계획한 통신 부문 민영화 사례
중 처음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제2 모바일 사업자지만 빠른 가입
자 증가로 경기침체 및 시장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2009년 수입은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Vinaphone>
VNPT의 자회사로, GPC-Vinaphone은 Vinaphone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전국 GSM 기반 디지털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네트워크는 2006년
6월에 출범했으며, 2007년 말, Vinaphone 가입자는 910만 명으로 시장의
약 26%를 차지했는데, 2009년 8월, 가입자는 2,150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
는 경쟁력 있는 요금의 결과로 모기업 VNPT의 형태로 정부의 후원을 받는
다. 또한 3G 서비스의 조기 도입이 시장 선두주자 지위를 확고하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Fone(S-Telecom)>
S-Fone은 Saigon Postel과 SLD의 합작투자회사다. SLD는 한국의 SK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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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콤, LG전자, 동아일렉콤으로 구성된 싱가폴계 컨소시엄으로 build-operatetransfer (BOT) 협정 하에 운영되어, SLD는 벤처에 지분이 없다. S-Fone은
CDMA2000 1X 기술을 통한 모바일, 고정무선,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라이
선스를 보유한다. 2003년 7월에 서비스를 출범했으며, 2006년 말까지 180
만 명의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했다. S-Fone의 모바일 가입자 기반은 2009
년 8월에 7백만 명까지 증가, 시장점유율 7%를 상회한다. 특히 전국 커버리
지 덕분에 차세대 서비스의 중심인 모바일은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된다.
<Hanoi Telecom>
2001년에 설립된 Hanoi Telecom은 무선, 유선, 인터넷, ISP, 브로드밴드
데이터, VoIP 서비스의 국내/국제 서비스 제공 면허를 부여받았다. Hanoi
Telecom 지분의 대부분은 두 개의 회사(Hanel, HTI)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소유한다. 이 회사들은 20~50년간 베트남에서 통신 소프트웨어, 전기‧전자제
품 생산 및 통합, PC, 소비재 등 광범위한 사업에 관여해 왔다. 2009년 4
월, Hanoi Telecom과 EVN Telecom은 3G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동 라이선스를 수여받았다.
<EVN Telecom>
EVN은 2006년 2월 말에 서비스를 출범, 베트남의 6번째 통신사업자가 되었다.
2007년 1월, EVN Telecom은 무선 고정, e-모바일, e-전화 가입자로 70만 명을
확보했다. 2007년 10월 무선 가입자는 200만 명이며, 대부분 농촌 지역의 가입자
다. e-Mobile은 2007년 말에 250만 명, 2008년 말에 3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
했다. EVN는 베트남에서 450MHz 밴드를 사용하는 최대 CDMA 사업자다.
EVN Telecom은 유선 및 임대 회선 서비스, 인터넷, 국제 접속, 국내/국제 VoIP
의 라이선스도 허가받아 유선 서비스에서 VNPT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다.

177

제4장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

시장점유율은 2007년 말 기준 15%였다. 2009년 4월, EVN Telecom과 Hanoi
Telecom은 3G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동 라이선스를 허가받았다.
<FPT Telecom>
FPT Telecom은 베트남에서 ADSL 2+, FTTH, 임대 회선, WiMAX 브
로드밴드 서비스, 다이얼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에 ADSL
서비스를 출범했으며, 2007년 7월, 무료 WiFi 서비스를 시작했다. 브로드밴
드 인터넷 서비스에서 VNPT와 Viettel 다음으로 규모가 큰 3위 사업자다.
2008년 4월 16일, FPT Telecom은 FPT Telecom Corporation으로 개명했
다. FPT Telecom North, FPT Telecom South, FPT Telecom Global,
FPT Internet Data Service, FPT Advertising Service, FPT Online의 6개
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6. 필리핀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서구권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영어
를 공용어로 하여 정보통신기술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
면, 4,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의 특성상 통신망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인프라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내 유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정부와 통신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유
선통신망 통신밀도는 5%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필리핀 도심 지구와
도시의 반이 조금 넘는 지역에만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필리핀은 1969년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컴퓨터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
였고, 1971년 국가컴퓨터센터(NCC)를 설립하여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까지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고 정권 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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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때마다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에서 정보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69)
필리핀의 통신 시장은 1987년 경쟁제한시장으로 개방되어 1994년 행정명
령 제109조는 공용전화서비스정책(Universal Telephone Service Policy)을
수립, 공표하면서 서비스영역계획(SAS: Service Area Scheme)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SAS)은 특히 농촌 지역과 혜택을 받지 못한 도
시 지역에 기본전화 서비스 확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 전반에 걸친 통신
밀도 증대에 목적을 두었다. SAS 하에 2002년까지 12%의 유선통신 보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02년 말까지 전화 서비스 추진은 오직
4.2%밖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필리핀
의 통신 부분은 GDP의 10% 이상에 달하여 국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부분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필리핀도 2009년까지 80%가 넘는 이동전화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 표 4-53. 필리핀 정보통신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 (백만 명)
80.79
82.34
83.91
85.50
87.10
88.72
90.35
91.98
1인당 GDP (달러)
882
933
949
1,017
1,135
1,325
1,595
1,833
유선전화 회선 수
3,310.9 3,340.0 3,437.5 3,367.3 3,633.2 3,940.1 4,076.1 4,100.0
(천 개)
100명당
4.10
4.06
4.10
3.94
4.17
4.44
4.51
4.46
유선전화 회선 수
100명당
19.04
27.34
39.25
40.68
49.22
64.64
75.39
80.98
이동전화 가입자 수
100명당 인터넷
4.33
4.86
5.24
5.40
5.74
5.97
6.22
6.47
이용자 수
100명당 브로드밴드
0.03
0.07
0.11
0.14
0.30
0.56
1.16
1.87
가입자 수
자료: ITU(2010).
69) 수출입은행, 아세안IT산업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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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3. 필리핀 정보통신 현황 ❚
90
80.98

80

75.39

70

50

49.22

40

39.25

30
20

이동전화
보급률
이동전화보
급률

40.68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100명당인터넷

27.34

이용자수

19.04

10
0

유선전화
보급률
유선전화보
급률

64.64

60

4.33
4.1
0.03
2002

4.86
4.06
0.07

2003

5.24
4.1
0.11

2004

5.4
3.94
0.14

2005

5.74
4.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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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U(2010).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o 정보통신기술위원회(CICT: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2004년 1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기술위원회(CICT: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는 대통령실 직속기관으
로 정보통신산업 개발과 규제를 총괄하고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입안,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정부 부처의 IT 진흥, 개발 , 규제 및 전략적 ICT 시스
템과 비용효과적인 통신시설 및 서비스의 수행을 주도하고 있다.
o 교통통신부(DOT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통신 및 교통 분야의 정책입안 총괄 부처로 14개의 부속기관을 두고 있으
며 그 중 하나인 통신위원회가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교통통신부는 통
신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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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통신위원회(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1979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필리핀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감독, 조정, 통
제하는 규제기관으로 방송, 통신회사 및 개인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규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기관 편제상 교통통신부 산하에 있으나 결정권
등이 상위 기관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업무는 통신‧방송 서비스의 인허가 및 규제, 감독, 감시, 제재 및 통
신서비스 요율 허가, 주파수 행정,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 등이다.
o 국가컴퓨터센터(NCC: National Computer Center)
1971년 설립된 과학기술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센터(NCC: National Computer
Center)는 국가개발 사업 또는 IT 합리화 사업 추진 시 IT 운용 방향을 결
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소기
업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IT 컨설팅도 담당하며, 정부 정보시스템
(GIPS) 및 e-Commerce 정책을 주도, IT 21 사업에서도 주요 역할을 담당
한다.

나. 주요 정책 동향
1990년대 들어 필리핀 정부는 규제 완화, 경쟁 확대, 시장자유화를 정보
화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아닌 민간 주도의 정보통
신 부문 개발을 추진코자 한다. 이는 1995년 제정된 필리핀 통신 분야의 발
전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전기통신법(Public Telecommunication
Act)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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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전기통신법(Public Telecommunication Act)
1995년 재정된 공공전기통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T 인프라는 현재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서비스 제공
이 저조한 지역, 설치 후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건전한 경쟁 여건을 조성한다.
- 공공 유선통신망은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상호접속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국가통신위원회(NTC)가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 국제전화 서비스 및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에
게는 낙후 지역에 통신 인프라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 민간 부문이 정보통신 시장의 성장 주체세력이다.
- 국가 소유의 통신시설 민영화는 공공입찰을 통해 실시한다.
- 소유의 민주화를 위해 정부 소유 전기통신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증
권거래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o ITECC 로드맵 2003
필리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정보기술전자통상평의회(ITECC: Information
Technology & Electronic commerce Council)는 2003년 e-Philippine을 촉
진하기 위해 ITECC 로드맵 2003을 수립하였다. 이 로드맵은 IT 진흥과 관
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정책은 전자정부 구축, IT 인
력 육성, IT 사업 지원, 법규 시스템 정비, IT 인프라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
부 설립 등이다. 로드맵 완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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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NITP2000(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Plan 2000)

1993년 제정된 NITP2000은 공공 분야의 정보통신 발전과 정보 통신산업
발전과 관련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o IT21(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Plan for the 21st Century)

1998년 마련된 IT21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정보통신 전략을 담고 있으
며, 국가개발에 정보통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
낸다. 정보통신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필
리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단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 표 4-54. IT21 3단계 발전전략 ❚
연도별 구분

발전전략

1998~2000

기업, 정부, 교육기관 및 가정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토록 인프라 확충

2001~2005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통신 이용 확대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상품
수출

2006~2010

정보통신 교육, 정보, 지식응용 부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선두권 도약 및
지식기반사회 구축

자료: 수출입은행(2006).

o MTPDP(Medium-Tern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04~10)

2001년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MTPDP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인프라 시
설의 구축이다. Community e-Centers(CeC) 보급을 확산하고, 광대역 통신
등을 활용하여 낙후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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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정보격차를 감소시키고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 표 4-55. 필리핀 정보통신정책 변화 추이 ❚
시기

연혁

개요

1967

The Philippine Computer
Society(PSC) 설립

-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내 700명 수준의 회원
확보

1971

The National Computer
Center(NCC) 설립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통신 정책 제안, 시스템
개발 등 IT 이용 촉진에 기여

1989

The IT Coordinating
Council(ITCC) 설립

1994.7 The IT Plan 2000(NITP) 수립
1994.7

The National IT
Council(NITC) 설립

- ITCC의 지위 승계. 1998년, 1999년 두 차례
NITC의 기능과 지위에 대한 재검토

1998.2

IT Action Agenda for the
21st Century(IT21) 수립

- NITP2000을 보완해 필리핀을 아시아의 중심
지식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 수립

지적재산권 법안 가결

-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보호 향상

1998

2000.6 e-Commerce 법안 시행

-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 부여. 컴퓨터
범죄와 불법 복제,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항목 삽입

Information Technology &
2000.7 Electronic Commerce
Council(ITECC) 설립

- NITC와 ECPC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IT21과
GISP 수행
- IT 정책을 기획 및 입안하고 정보통신 전략 수립
- 2001년 5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

2003.2 ITECC 로드맵 2003 수립

- ITECC와 AGILE(미국 기업)가 USAID의 지원을
받아 수입

Commission on Information
2004.1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CICT) 설립

- 현재 대통령 관할 직속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부로의
승격 관련 논의 중임

자료: 수출입은행(2006).

이 외에도 2005년 12월,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는 통신과 IT 시장
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촉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포함한 자문문서를 발행하
였다. 이 문서에는 국가의 통신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규제정
책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VoIP와 같은 기술 혁신에 따른 현행 법률의 부적
합성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PLDT와 같은 지배력을 지닌 시장참여업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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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이익을 주는 규제환경의 불균형에 대해 NTC는 경쟁을 방해하거나
축소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이나, 약탈적 가격 결정, 수직적 가격 압박 같은
불공정 행위에 관해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하였다.
필리핀 수사국은 현재까지의 전산화 계획 중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필리핀 수사국(NBI: Philippines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발표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화된 지문인식 시스템
(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은 지문의 전자 카탈로
그를 이용하여 용의자 검색, 신원 파악 등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필리핀은 유선, 인터넷 모바일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환
경이 조성되어 있다. 즉 필리핀은 ‘자유화’, ‘경쟁’, ‘규제완화’를 정보통신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신규 진입자의 통신시장 참여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
써 경쟁에 기초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섬으로 이
루어진 지형적 약점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 시장의 안정적
인 발전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통신기반시설의 비약적 발전과 보급 등을
통해 국민들의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 표 4-56. 필리핀 유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선전화 가입자(천 명) 3,310.9 3,340.0 3,437.5 3,367.3 3,633.2 3,940.1 4,076.1 4,100.0
유선전화 보급률(%)

4.10

4.06

4.10

3.94

4.17

4.44

4.51

4.46

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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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4. 필리핀 유선통신 시장 현황 ❚

자료: ITU(2010)

필리핀의 유선 시장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모바일 요금이 저
렴해지면서 2009년 유선 시장 성장률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특히 필리핀 유선통신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PLDT
(Philippines Long Distance Telecom)은 전국적인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필리핀 유일의 업체로 홍콩 투자회사인 First Pacific과 일본의 이동통
신 사업자인 NTT 도꼬모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최근 유선통신 가입자의
이탈로 인해 PLDT는 유선통신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무선
초고속 통신망 증설을 통한 매출액 증대를 모색한다. 오히려 가입자 재유치
를 위해 인터넷 게임과 비즈니스 콜센터를 통해 자회사인 ePLDT70)의 유선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필리핀 업계 2위 유선사업자 Digitel은 Luzon 지역에서 400,000개 이상
의 유선 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Digitel은 국내 및 국제 임대 회선을 통해
고속 데이터 전송 및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며, CDMA 기술기반 고정무선,
GSM 모바일 네트워크로의 유선 연결도 제공한다. Digitel은 ADSL 브로드
밴드 접속 네트워크를 브랜드명 BIDA Broadband로의 재출범을 통한 확장

70) 공식 명칭은 Infocom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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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고 있다. 업계 3위 BayanTel은 2008년에 Bayan Wireless
Landline을 통해 고정무선 가입자를 대규모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 표 4-57. 필리핀 무선통신 시장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이동전화 가입자

15,383

22,510

32,936

34,779 42,869 57,345 68,117 74,489

2006

이동전화 보급률

19.04

27.34

39.25

40.68

49.22

2007
64.64

2008
75.39

2009
80.98

자료: ITU(2010).

❚ 그림 4-35. 필리핀 무선통신 시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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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U(2010).

2009년 필리핀 이동전화 가입자는 2002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준이었
다. 그리고 BMI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기준, 모바일 가입자 수는
약 7,834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입자 수는 이전 분기에 비해 대략
3.7%, 연 9% 증가한 수준이다. 필리핀 언론은 Digitel이 2009년 말 기준
110만 명 가량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무선통신 시장은 Globe Telecom, Smart Communications, Pitel,
Innove TM, Digitel Mobile 등 5개 사업자가 경쟁한다. 그 중 시장 선두주
자인 Smart Communications와 Globe Telecom은 2010년 1분기에 가입자
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Smart는 Red Mobile 서비스의 가
입자가 771% 증가했다. Smart는 2010년 1분기에 신규 가입자 1,879,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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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치해 Globe(645,000명)와 Digitel(260,000명)을 앞섰다.
Globe는 2009년 3분기의 가입자 감소, 2분기와 4분기의 소폭 증가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가입자 계산 방법의 뒤늦은 변
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2009년에 휴면 가입자 다수를 차단한 것으로 분석
된다. 필리핀의 모바일 시장은 지나치게 저가 선불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
다. 이는 소비자들이 네트워크를 변경하거나 복수의 SIM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모바일 보급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휴면 가입자를
제외시키고 실제 가입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로 인해 가입률 수
치의 하향 조정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필리핀 통신위원회(NTC)는 2005년
3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Smart, Globe, Sun Cellular 등 4개 사업자가
3G사업권을 획득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Smart는 WCDMA 방식의 3G
아이폰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필리핀
의 휴대폰 판매량은 793만 대로 판매규모도 6.7억 달러에 이른다.
필리핀에서 WiMax의 도입은 아직 초기단계다. 2007년 NTC는 무선인터
넷 주파수를 할당받았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Smart
는 2006년 4월 무선인터넷 Smart Bro에 WiMax를 도입하였으며, Globe도
2008년 8월 Fixed WiMax를 도입, 4분기부터 DSL 라인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WiMaX를 도입한다. 필리핀은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국토
가 수천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형적 특성상 WiMax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1분기 Cebu, South Luzon, Cagayan de
Oro 지역에서 WiMAX 서비스를 출범함에 따라, Globe는 모바일 브로드밴
드 서비스의 수입 및 보급률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0년
3월 말 기준, National Capital Region 및 Visayas와 Mindanao의 일부 도
시 RK지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확장됐다.
필리핀의 IPTV 서비스는 PLDT와 Bayan Tel이 사업성을 검토 중이나
2009년 11월까지 시험 서비스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바일

188│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TV의 경우 Globe Telecom이 ABS-CBN과 제휴하여 필리핀 최초 모바일
TV 서비스인 Globe Mobile TV를 시작하였고, 필리핀 최대 이동통신 사업
자인 Smart도 ‘myTV’ 브랜드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나 아직 초기단계다.
이동전화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동안, 필리핀의 선도주자 통신사업체
인 필리핀 장거리전화 업체(PLDT: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는 필리핀의 멀티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한 폭넓은 전략을 앞서서
구축하고 있었다. 컨버전스를 주요 전략으로 해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규
모의 케이블 TV 제공자인 Home Cable와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인 Infocom Technologies를 인수하였다. PLDT는 또한 대규모
의 직접수신방식(DTH: Direct-to-Home) 위성 TV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표 4-58. 필리핀 인터넷 시장 현황 ❚
2002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터넷 이용자 수(천 명)

3,500

4,000

4,400

4,615

5,000

5,300

5,618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4.33

4.86

5.24

5.40

5.74

5.97

6.22

5,955
6.47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21

55

89

123

265

496

1,046

1,722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0.03

0.07

0.11

0.14

0.30

0.56

1.16

1.87

자료: ITU(2010).

❚ 그림 4-36. 필리핀 인터넷 시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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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U(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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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인터넷 시장은 2009년 6.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PLDT, Globe Telecom, BayanTEL 등 주요 통신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가운데 50여 개의 인터넷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필리핀 브로드밴드 업계 1위 사업자는 PLDT다. 2010년 3월 말 기준,
브로드밴드(유선 및 무선) 가입자는 185만 명에 이른다. 가입자가 연 102% 증
가해 126만 명을 기록한 무선 브로드밴드 단위의 성장에 힘입어, 연 증가율
69%를 기록했다. 유선 브로드밴드는 연 25% 증가, 29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
고 있다. PLDT는 Smart를 통해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후
불제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연 11%, 선불제 가입자는 연 25% 증가했다.

❚ 표 4-59. 유선 및 브로드밴드 발전 현황(2008~10년) ❚
일시

세부 사항

2010년
1월

Globe Telecom이 2번째 광섬유 백본 네트워크(FOBN2)를 출범. 비용은 US$70mn으로,
1,900km 케이블은 잠수함과 케이블 연결망을 포함. 최초 용량 400Gbps.

2010년
1월

Liberty Telecoms는 2010년 후반에 WiMAX 시험 서비스를 영리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 2009년 3분기부터 Manila, Mandaluyong, San Juan, Makati,
Quezon City 지역에서 시험 서비스 실시해 옴. 저가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공략 예정.

2009년
12월

San Miguel Corporation은 유선 사업자 Bell Telecommunications(BellTel)의 지분
인수에 대한 의사를 표명. 유선 및 모바일 사업자 Express Telecommunications
(Extelcom) 인수 건은 주주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 직접 및 간접투자를 통해, WiMAX
사업자 Liberty Controls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음.

2009년
12월

PLDT는 6~12개월 내에 broadband over powerline(BPL) 기술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Manila Electric Power Company(Meralco)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을 확보. 기술 출범으로
PLDT는 Meralco의 2,400만 가입자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

2009년
10월

Smart Communications는 ISP Primeworld Digital Systems Inc. (PDSI) 인수를
위한 NTC의 승인을 받음. 2009년 5월, Smart는 PDSI 지분 40%를 인수. 이로써
Smart는 WiMAX 서비스에 이용 가능한 PDSI의 2.3~2.4GHZ 밴드의 30MHz
스펙트럼에 접속 가능. WeRoam 및 SmartBro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빠른
속도를 제공하기 위한 5천만 달러 투자 계획과 일맥상통함.

2009년
10월

PLDT가 출범한 DSL TV 서비스 WatchPad를 통해 브로드밴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노력. 월 플랜은 PHP 1,299부터 시작. 기존 myDSL 가입자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
가능.

2009년
5월

PLDT는 2009년 FTTH 서비스 배치 계획을 공개. PLDT FTTH 네트워크가 최대
94.86Mbps(다운로드) 및 69.39Mbps(업로드) 속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테스트와 함께, 기존 구리선 인프라를 대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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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9. 계속 ❚
일시

세부사항

2009년
5월

필리핀 통신인프라 회사(TelicPhil)는 ECI Telecom에 국가디지털전송 네트워크(NDTN) 확장
계약을 수여. ECI Telecom의 XDM 멀티서비스 플랫폼은 NDTN 확장을 위해 사용될 예정.

2009년
3월

증가한 BPO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PacNet은 잠수함 케이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매년 US$15mn을 투자 예정. 필리핀은 아시아-태평양 수입의 4~5%를 차지.

2009년
3월

필리핀의 3위 케이블 TV 사업자 Global Density Cable은 네트워크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예정. 기본 TV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춤. 고속 데이터
서비스, 케이블 TV, 전화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최첨단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 Global Destiny Cable은 Global Cable Corp와 Destiny
Cable이 합병한 회사임.

2009년
3월

Globe Telecom은 광역 아시아 케이블 통신 시스템의 일환으로 신규 시설을 창출할
계획을 공개. Tata Global Network-Intra Asia 케이블 시스템에 US$90mn 투자
예정.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베트남을 연결.

2008년
5월

Globe Telecom이 자사의 2.5GHz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이용해 National WiMAX
서비스를 출범. Southern Luzon, Visayas, Mindanao의 일부 지역에 서비스 제공. 월
PHP795에 속도 512Kbps 제공.

2008년
5월

PLDT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로나이, 베트남, 홍콩, 필리핀, 괌, 하와이, US
서부 해안을 잇는 20,000km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인 Asia-America Gateway
(AAG)를 필리핀에 출범. 총 US$550mn 중에서 PLDT는 US$50mn 투자.

자료: BMI(2010).

o 필리핀의 주요 통신사업자71)
<PLDT: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 (PLDT)>
1928년에 설립된 PLDT는 필리핀의 선두 유선 사업자다. 필리핀 접속선
의 약 70%를 차지한다. 2010년 1분기 기준 전국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자이며, 186만 개의 회선을 운영한다. 이는 유선 서비스 수요의
연 5% 증가를 나타낸다. 유선 서비스가 침체되면서, PLDT는 all-IP 네트워
크로의 이행을 모색하며 사업 운영을 재정비했다. PLDT는 필리핀 주식시장
(Philippine Stock Exchange)에 상장됐으며, 미국 공탁 지분은 뉴욕 주식시
장(NYSE)에 상장되기도 했다. 회사의 주요 주주는 홍콩 기반 투자회사 First

71)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 “Philippines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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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26.7%)과 일본의 NTT Communications/NTT DoCoMo(21%)다.
PLDT는 3개의 세분화된 사업을 운영한다.
- 유선 서비스: 주로 PLDT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PLDT Clart
Telecom, Subic, PLDT-Maratel, Bonifacio Communications가 각각
유선의 3% 정도의 비중으로 제공한다.
- 무선 서비스: 휴대전화 서비스 공급자 Smart와 Pitel, 위성/VSAT 사업자
Mabuhay Satellite, ACeS Philippines Cellular Satellite, Telsat이 제공한
다. 2008년에 모바일 사업자인 CURE(Connectivity Unlimited Resources
Enterprise)를 인수했다.
- 이 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IP 기반 솔루션, ePLDT(PLDT 자회사) 제
공 멀티미디어 콘텐츠, 콜센터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포함한다.
ePLDT의 자회사 Parlance Systems, Vocativ System, Ventus가 교대
로 제공한다. 인터넷 접속 및 게임 서비스는 다른 ePLDT 자회사인
Infocom Technologies, Digital Paradise, net Games, Airborne
Access가 제공한다.
PLDT는 유선, 모바일, 인터넷/브로드밴드 등 완전 통합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브로드밴드, IT 수입이 급속히 증가, 전체 서비스 수입
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점차 유선 사업은 모바일 및
데이터 부문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유선 부문의 경
쟁력 부족은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Smart Communications>
PLDT가 2000년 인수한 자회사 Smart Communications은 필리핀의 모
바일 업계 선두주자로, 2010년 3월 말 기준 가입자는 432만 명이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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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모바일 서비스를 출범한 Smart는 2010년 1분기 기준, 셀사이트 5,594
개, 기지국 9,727개, 고정무선 브로드밴드 기지국 2,012개를 보유하고 있다.
필리핀 행정구역 1,610곳 중 30곳 이하가 Smart의 네트워크 범위에서 벗어
난다.
Smart Communications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필리핀 모
바일 시장 선두주자로 소규모 사업자 인수를 계기로 고가 및 저가 시장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장점유율이 감소세에 있으며
선불제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로 인해, 소비자들의 모바일 지출 감소로 인
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또한 외국회사들이 느끼는 투자에 대
한 불편이 불안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 SingTel과 NTT를 제외하면 통신 시
장에 핵심 전략 투자자들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나 소규모 네트워크 사업
자(유/무선) 인수 능력 덕분에, 최근 몇 년간 네트워크 및 소비자 측면에서
더 큰 시장 커버리지를 갖게 된 강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세분화된 시
장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lobe Telecom>
Globe Telecom은 1934년부터 필리핀 통신산업 분야에서 활약해 왔으며,
유선(국내/국제) 및 무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Globe Telecom은 데이
터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 사업자이기도 하다. 필리핀에서 유선, 인
터넷 모바일 등의 분야에서 2위 통신사업자로서 동남아시아 최대 통신 사업
자 Singapore Telecommunications가 대주주다. 모바일 시장점유율에서
Smart에 뒤처져 있으나 SingTel이 뒷받침하는 전문성과 노하우는, 원활한
3G 네트워크 개발 및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보이고 있다.
<Digital Telecommunications Philippines Inc (Digitel)>
Digital Telecommunications Philippines(Digitel)은 1987년에 설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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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장 큰 섬인 Luzon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유선 공급자다. 1994년에
필리핀에서 국내, 장거리,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2003년 4월,
Sun Celluar 브랜드를 통해 GSM1800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공급을 시작했다. 필리핀 재벌 JG Summit Holdings가 현재 지분 47.43%
를 보유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인한 가입자의 빠른 증가율, 시
장 점유율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필리핀 모바일 사업자 중 최소 규모로 서
비스 및 네트워크 품질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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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통신부문의 해외 진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IT 산업은 매년 평균적으로 수출의 25.4%, 수입의
15.5%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위축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2010년의 경우
2009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저효과에 의해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증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내 IT산업의 품복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자부
품이 전체 IT 산업 수출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컴퓨터장비,
영상, 음향기기 등이 잇고 있다.
세계 IT시장에서 최근 5년간 중국이 전 세계 IT 산업 수출시장의 평균
19.5%를 차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은 무역 흑자구조를 보인다. 우
리나라는 2009년 일본을 역전하여 IT 수출에 있어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의 위치를 유지하고, 2008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 양상을 나
타냈지만 2010년에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휴대단말기, 반도체, PC 등의
수출 호조로 10월까지 IT 수출액은 1천 274억 달러로 이미 2009년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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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1천 209억 달러)을 넘어섰고, 무역수지 역시 종전 사상 최대치인
2007년(604억 달러)의 기록을 넘어선 6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IT 산
업이 급성하고 있는 중국 및 대만으로 인하여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으며,
중국, 미국, EU 등 주요 IT 교역국의 경제 둔화 우려와 반도체, 패널의 글로
벌 경쟁 심화 및 단가 하락 등의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맥락
에서 우리나라는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및 현지비교
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
고 있는 IT 산업, 특히 통신장비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IT
산업 비전 2020’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비전은 ‘역동적 IT, 창의
적 융합으로 Smart Korea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2020년 IT 산업을 통한
성장잠재력 1.0%포인트 향상과 IT수출 3천억 달러 달성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IT 수출 3대 강국(현재 5위)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표 5-1. IT산업 품목별 수출 현황 ❚
2005년
증감률
구분
금액
(비중)
1.2
계 87,163
(100.0)
1.0
I.통신장비 21,254
(24.4)
14.9
II.전자
40,130
(46.0)
부품
III.영상‧
△10.8
7,212
(8.3)
음향기기
IV.컴퓨터
△18.1
17,181
(19.7)
장비
30.5
V.기타
1,386
(1.6)
ICT제품

2006년
증감률
금액
(비중)
1.6
88,545
(100.0)
△9.6
19,205
(21.7)
10.9
44,524
(50.3)
△20.0
5,772
(6.5)
0.6
17,284
(19.5)
27.0
1,760
(2.0)

2007년
증감률
금액
(비중)
7.6
95,294
(100.0)
52.2
29,235
(30.7)
△4.5
42,537
(44.6)
72.6
9,961
(10.5)
△32.4
11,680
(12.3)
6.9
1,881
(2.0)

2008년
증감률
금액
(비중)
△4.4
91,145
(100.0)
19.3
34,889
(38.3)
△10.9
37,914
(41.6)
△25.0
7,474
(8.2)
△23.7
8,910
(9.8)
4.1
1,958
(2.1)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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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09년
증감률
금액
(비중)
△12.0
80,231
(100.0)
29,91 △14.3
(37.3)
1
35,94 △5.2
(44.8)
4
△30.2
5,217
(6.5)
△16.9
7,407
(9.2)
△10.5
1,752
(2.2)

: 백만 달러, %)
2010년1∼8월
증감률
금액
(비중)
31.4
64,868
(100.0)
△20.5
15,933
(24.6)
75.0
36,606
(56.4)
10.4
3,626
(5.6)
75.8
7,168
(11.1)
47.0
1,535
(2.4)

한국의 IT 수출의 성과를 지역별로 보면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ASEAN이 중국, 유럽, 미국, 홍콩에 이어서 5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수입에
있어서도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싱가
포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큰 차이를 두고 말레이시아가 2위이며
역시 간격을 두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난다.

❚ 표 5-2. 주요 지역별 IT 수출입 실적 ❚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08

수출

2009

수입

수출

2010(10월 현재)

수입

수출

수입

전 세계

131,164

73,525

120,249

62,020

127,402

61,798

아시아

75,410

57,054

73,397

49,174

82,075

49,796

중국
홍콩
일본
ASEAN
대만
인도

38,223
10,626
7,977
11,694
5,300
1,342

22,982
1,103
13,609
12,087
7,202
64

39,344
10,802
6,617
10,673
4,407
1,302

19,868
715
10,333
11,369
6,843
38

45,445
12,368
6,303
11,270
5,212
1,254

21,385
701
9,833
9,693
7,854
36

북미

17,949

8,864

16,764

6,855

16,014

6,547

유럽

24,189

6,494

18,759

5,029

17,542

4,655

중동

2,969

630

3,013

495

3,113

344

중남미

8,879

355

7,435

363

7,285

354

대양주

1,100

108

992

92

802

84

648

19

569

11

524

15

아프리카
자료: 지식경제부(2010).

한국 IT 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성과는 국내기업의 기술력, 제품 및 국제적
인사업 전략 및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IT 산업 발전초기부터 이루어
온 정부의 지원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대규모 국책 프
로젝트와 연계된 경우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IT 수출 및 해외
진출은 전자 교환기(TDX)의 수출과 CDMA 상용화 이후, 관련 기술 및 장비
의 수출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TDX는 처음으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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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출한 이래,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이란, 동구 및 중남미 등 전 세계 국가
들을 대상으로 1990∼99년까지 9억 5,5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이
러한 수출 실적 중 3억 9,200만 달러가 EDCF 자금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
며, 대부분 국영 통신사업자가 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정부와 체
신부(정보통신부) 간 체결한 협력약정 등도 큰 역할을 하였다.
세계 최초로 CDMA 상용서비스 제공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무선통신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였다. CDMA 표준 확산을 통한 CDMA 벨
트를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 단말기 등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장자유화 및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모두 추진되었다. 그러나 해당국가의
규제 및 시장 미성숙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기도 하였
다. 또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KT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진
출을 모색하고 비투자 사업 형태의 해외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ADSL)의 구축과 컨설팅
을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이룩한 정보화 진전과 전자정부의 성과에 대한 개발도상국들
의 인식도 높아지고,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ODA 연계 및 KIPA(현 NIPA)를 통한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행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남
아 지역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
를 수주한 바 있다. 현재도 전자정부, 전자지불, 사회 가부문의 정보화 프로
젝트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표 5-3] 국내 주요 SI
업체의 해외수주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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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국내 SI 업체의 해외수주 실적 ❚
업체명

시기

삼성
SDS
쌍용
정보통신

2004 -카타르 아시안게임 대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약 600억 원)

포스
데이타

1999
2000
2001
2002

현대정보
기술

사업 성과
-일본 사가시 전자자치행정시스템
-미국 국방성 내 군 의료연구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운용 아웃소싱 프로젝트 수주
-중국 광저우성 지하철 1～2호선 역무자동화(AFC) 시스템 구축
-중국 광저우성 지하철 3호선 AFC 사업, 텐진시 · 우한시 AFC 사업 수주

2003
2004
2005

-철강 정보화 사업 : 중국의 제남강철의 통합생산관리시스템 수주, 중국의 남경강철,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 소관강철, 대련포금강판, 태국 SSI(Sahaviriya Steel
Industry), 인도 VSP제철, TATA제철 등의 프로젝트 수행
-DVR 부문 : 자체 개발한 DVR ‘포스워치(POS-Watch)’ 생산량의 90%
이상이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 30여 개 국가에 수출, 2004년 하반기
미국 조달청으로부터 ‘GSA 스케줄’ 획득
-동남아 지역의 공공정보화 부문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개발센터 지원 사업,
개도국 인터넷 교육훈련센터 구축 사업,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튀니지 국립
취업훈련센터, 중국 취업훈련 기술지도센터 구축, 2004년 도미니카공화국
지역자치단체 행정정보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컨설팅 사업 수주
-베트남 중앙은행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 : 1,300만 달러, 세계은행 지원자금
-파키스탄 중앙은행 종합금융전산망 시스템 구축 사업 : 2,150만 달러, 세계은행 지원
-파키스탄 중앙은행 전산시스템 확장 사업(1차) : 175만 달러, 세계은행 지원
-베트남 농협은행 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 : 1,100만 달러, 세계은행 지원
-베트남 수출입은행 전산화 구축 사업 : 230만 달러, 세계은행 지원자금
-파키스탄 중앙은행 전산시스템 확장 사업(2차) : 325만 달러, 세계은행 지원
-베트남 농협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 전국 30개 지점
-파키스탄 중앙은행 전산시스템 확장 사업(3차) : 350만 달러, 세계은행 지원
-베트남 수출입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파키스탄 중앙은행 전산시스템 ERP/DW 프로젝트(4차) : 710만 달러, 세계은행 지원
-국제노동기구(ILO) ‘선원증명서를 위한 생체인식 기술 테스트’ 통과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회의 생체인식 선원신분증명 발급시스템 시연(영국 런던)

2007 베트남 VBARD(베트남 농촌 및 지방 개발은행)의 2단계 IPCAS(Intra Bank
Payment and Customer Account System)

일본 : 야스다화재보험 시스템, 미즈호은행 계정계 시스템, COSMOS시스템,
2001 후지은행 시장계 RTGS 개발, 일본텔레콤 신고객 시스템 개발 등
-매출액 : 234억 원
LG히다찌

2003

-중국, 일본 : 솔루션 수출 사업 개시, CRM(i-CRMS), EDMS(Xtorm),
DRM(파수닷컴), CRM, 철도 솔루션(시설물)
-매출액 : 193억 원

2004 -중국, 일본 : 매출액 215억 원
2005 -중국, 일본 : 매출액 250억 원
SK C&C

LG CNS

2005 -사우디 아라비아 제다시 국영 TV 스테이션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2002

-말레이시아 자동차회사 프로톤의 AC BPO(Automotive Consulting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사업 수주
-미국 라스베가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영상쇼 시스템 수주 : 1400만 달러

2003

-중국 텐진 시 경전철 AFC(역무자동화) 사업, 중국 中糧酒業(중량져예) 3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재고관리부터 주문과 매출 관리, 수금,
채권관리를 포함하는 영업 · 채권관리 시스템 수주

2009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관리 및 세입행정 프로젝트(Government Finanacial
Management and Revenue Adminsitration in Indonesia), 세계은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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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정보통신 부문의 개발 및 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역할이 컸던 만큼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
졌다. 이는 기술의 개발이나 상용화 등 과정에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막대했
던 점도 있지만 국가경제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수
출주도형의 산업구조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진전, WTO 및
OECD 가입에 따른 보조금 및 정부지원 제한으로 우리나라 IT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관련 정책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융합의 진전을 반영하여 국내 정
부조직이 개편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와 융합 서비스의 해외진
출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정보화(SI), S/W, H/W는 지식경제부
및 관련 부처가 관할하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 방식 역시, 정부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 소지가 있는 조치들은 제한받게 되고, ODA를 통한 해외진출
수단으로 간주되던 EDCF 등도 OECD/DAC 가입 등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및 상업성 있는 사업에 대한 구속성 원조 금지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
해진 상황이다72).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WiBro, IPTV, DMB, 콘텐츠 4개 전략 분야
를 대상으로 22개 거점국가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2010년 1월 해외진출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5개 전략 품목에 대해서 전 세계 25개국을 거점국가

72) 1972년 DAC는 25% 이상의 증여율을 가져야만 ODA로 성립한다는 개념을 설정하였고, 1987년에는
‘혼합신용과 타이드, 부분 언타이드 ODA에 관한 지침’에서 최빈국에 대해서는 50% 이상, 기타 개도
국은 35% 이상의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1992년에는 ‘헬싱키 패키지’라고 불리는 ‘공적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였는데, 선발 개도국에 대한 원조나 공공 또는 민간 프로
젝트가 시장 또는 수출신용협약 금리로 지원되어 상업적 이윤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타이드
원조 공여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양허성 수준 80% 이상의 사업이나, 최빈국 원조의 경우는 타이드
원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상업성이 있는 사업이라 함은 상업금리 또는 공적 수출신용 조건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그 사업의 현금흐름(통상 10년간의 현금흐름 상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
환이 가능한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상업적인 금융을 사용한다고 해도 각종 운영비용은 물론 원리금
상환을 초과하는 현금수입이 창출되어 수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들임. 통신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공되면 매년 수익이 창출되고 각종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이 EDCF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충분하다고 하면 상업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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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3국이 WiBro 거점국가, 베트남과 말레이
시아는 DMB 거점국가, 태국, 인도네시아는 IPTV 거점국가, 베트남은 브로
드밴드 거점국가로 선정되었다.

❚ 표 5-4.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주요 거점국가 ❚
전략 품목

거점국가(총 25개국)

아시아(7) 미주·대양주 (6) 아프리카(3)
유럽(5) 중앙아시아(2) 중동 (2)
인도·베트남
미국·멕시코
남아공
사우디
러시아·터키 카자흐스탄
WiBro(15)
태국·말레이시아 브라질·페루
가나
이란
노르웨이·
남아공
베트남·
DMB(9)
멕시코
프랑스
몽골
말레이시아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태국
미국·페루
프랑스·터키
IPTV(9)
몽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중국
미국·멕시코
방송콘텐츠(12)
남아공
러시아·터키 카자흐스탄
이란
태국
브라질·호주
중국·인도
미국·호주
노르웨이
브로드밴드(9)
이란
베트남
뉴질랜드
프랑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08).

2. 한국 IT의 동남아 진출 전망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동남아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해외
사업을 추진해 개별 국가 내의 규제 장벽으로 진입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 있었으며, 낙후된 규제 및 정책 환경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업 성과가 미진한 등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
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선 인프라가 낙후된 동남아 지역에서의 무선 브로드
밴드를 중심으로 한 브로드밴드의 추진과 융합의 진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 등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

201

제5장 동남아와 한국의 IT 산업 및 협력 │

과 ASEAN 간의 FTA가 타결되고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ASEAN ICT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대ASEAN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73)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의 타결도 한국 통신사업자의 대ASEAN 시장
진출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정보통신 부
문에 있어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국가다. 이동통신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섰으며 인터넷 이용률도 62.2%에 달하고 있다. 유선 인프라의 경우도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브로드
밴드 부문도 가구당 보급률 31.7%를 기록하지만, 100인당 보급률은 9.3%로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말레이시아는 2010년에 발족한 국가 브
로드밴드 이니셔티브(National broadband Initiarive)를 포함하여 국가 IT 발
전 전략에 있어서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왔으며,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주도의 말레이시아 브
로드밴드 확충은 향후 이 분야의 높은 성장을 예상케 한다. 유선 브로드밴드
의 경우, TELEKOM Malaysia가 정부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
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WiMAX는 외국기업의 투자 장벽도 높지 않
고,74) 라이선스 발급도 개방적이어서 시장 진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WiMAX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시장 전망도 밝다고 할 것이다75). 국내 업체
는 SK가 말레이시아 최대 WiMAX업체인 Packet1(P1)에 1억 달러를 투자,
지분 25.8%를 획득하였으며, 삼성전자가 Y-max Network의 장비업체로 선
정되어 1,920개 기지국과 단말기,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다.

73) 특히 한․ASEAN 간 ICT 상품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수출은 1억 1,620만 달러 증가, 수입은
5,148만 달러 증가하여 6,472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ASEAN 국
가 중 대베트남(24.6%), 대말레이시아(19.0%)의 수출 증가 효과의 경우 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됨.
74) 말레이시아는 제조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적극장려하나, 그 외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비제조부문인 통신사업도 70%로 제한하고 있음.
75) 시장조사 기관인 Strategic Analytics는 말레이시아의 WiMAX 가입자 수를 2013년 150만 명, 매출규
모 14억 달러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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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가 금지되었으나, 정부 승인이
있을 때는 가능하며, 실제 외국의 글로벌 기업이 태국 통신회사 지분을 보유
하기도 한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91%로 포화 상태에 달하였으며, 유선 전화
보급률 12%, 인터넷 이용률 20%, 브로드밴드 가입률 1.4%로 전반적인 유
선 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었다. 태국의 경우도 통신부문 발전에 대한 정부의
열의는 높지만, 높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인프라의 낙후, 낮은 경제성
장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이 이의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태국의 브로드밴
드 시장은 보급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어서 그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WiMAX의 경우, 2008년 예정되었던 고정형 WiMAX 입찰이 지연되어
2010년 말 5개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국 NTC는 이번 입
찰을 통해 3G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4G로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인도네
시아와 필리핀은 ASEAN 창설 회원으로 상위 6개국에 속해 있었으나, 정보
통신부문을 포함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CLMV의 베트남에서의
약진으로 하위 그룹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나라 모두 브로드
밴드 보급이 매우 미약하여 성장잠재력이 높고, 섬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유선망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어 유선 브로드밴드의 대체재로서
WiMAX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무선 브로드밴드
상용서비스의 초기 단계고, 추가적으로 무선 브로드밴드용 주파수가 할당되
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및 소득 수준에 맞는 적합한(affordable)한 요금의
서비스 제공이 향후 사업의 성과와 연결될 것이다.
베트남은 그 성장과 잠재성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국내기업
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기본적인 외
국인투자에 대한 제약과 통신부문에서 국영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와 경영권
제한을 포함하는 등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이 존재하여 사업 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시장잠재력으로 볼 때, WiMAX의 경우, 지형적 특징이나
브로드밴드 수요의 증가를 고려할 때 전망은 밝은 편이나, 이미 기존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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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용 라이선스 발급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으며 저가 공세로 베트남 시장을 점
유하려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의 경쟁도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수준과 인프라의 낙후에 비해 IT
부문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은 국가들로 이로부터 시장기회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 및 기타 규제로 인하여 시
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지는 정책 및 규제환경
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장애도 있다. 또한 동
남아에서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이 IT 부문
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며, 그 분야 및 방법에서
한국과 많은 부문이 중복된다. 이러한 국가들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
포르는 역내 IT 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S/W 강국으로 말레이시아와 영연방과 관계가 있는 인도도 매우 강력한 경
쟁국가라고 할 것이다. 동남아에서 한국의 IT 발전성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고, 장기간에 걸친 협력과 최근의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환경
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ASEAN FTA 타결로 시장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인접국가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에 비하면 기업 인지도나 유대
관계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IT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유효할 것
이라고 예상된다.

3. 한국의 동남아 IT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동남아 지역은 한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지역으
로 간주되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ASEAN과 동북아 3국을 포괄하는 동
아시아 협력 구상이나,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의 중심핵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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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에 대한 중시 등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 역
시 그 성장잠재력으로 인하여 전 세계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역내 선발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T
시장의 경우는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대, 정부의 IT 발전에
대한 의지 및 IT 부문의 성과 등으로 매우 유망한 전략시장의 하나로 간주
된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 IT 기업의 진출 및 이를 지원하기 위
한 정부간 IT 협력의 약점, 강점, 기회 및 위협요소를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 표 5-5. 한국의 대ASEAN 협력 및 해외진출의 SWOT요소 ❚
Strength

정부
-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 성공적인 정보통신발전 정책모델
- 융합 · 신규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
- 대아세안 IT 협력의 지속적 추진의 성과
- 높은 IT산업 경쟁력
- 브랜드 인지도 상승
- 국내에서 검증된 서비스 및 마케팅

Seakness

정부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
- 체계적 협력전략 부재 및 편중된 협력
- 중국, 일본에 비해 낮은 기여 및 영향력
- 해외진출 경험의 취약
- OECD DAC 가입 등에 따른 ODA
연계 지원의 제약
- 동남아 현지화 취약

Opportunity

Threat

정부
- 개발협력의 확대
- 한․ASEAN FTA발표 및 통합의 진전
- ASEAN의 정책적 중요도 증대
- ASEAN으로부터의 협력수요 증대
산업
- 국내시장 포화에 따른 글로벌화 필요
- 동남아 시장의 잠재력 및 성장
- 브로드밴드 및 신규 서비스 시장 확대
- 한류 확산

정부
- ASEAN 주도권 장악을 위한 주변국 경쟁
심화
- 중국, 일본의 공격적 IT 협력전략 수행
- 융합의 진전 및 IT 영향력 확산에 따른
협력 수요처의 다양화 산업
- 글로벌 다국적기업 및 역내기업과의 경쟁
- 해당국의 투자 및 진출 관련 규제
- 기본 인프라의 취약 및 이동통신산업의
포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단기간 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IT에 대
한 집중투자로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을 성취한 국가로서 동남아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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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모범 사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 간 협력 채널
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우호 관계와 한류의 확산에 따른 막대한 파급
효과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통합과 발전을 추진하는
ASEAN에 대해서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로서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ASEAN 및 양자외교와 ODA를 통한 해외진출 지
원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이 다이얼로그 파트너로 참여하여 온 ASEAN
TELMIN을 통한 고위급 협력과 양자외교를 통해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
는 협력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IT 부문에 대한 협력 약정이나 자
원외교와의 연계, 기타 비대칭적 협력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ODA의 경우는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협력사업’이나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정보통신 협력사업’과 같은 정보격차 해소를 포함한 ASEAN에
대한 개발지원 중심의 협력은 ASEAN이 대화상대국들에서 가장 많은 수요
를 보이는 부분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파악된 기회와 함께 약점 및 위협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ASEAN TELMIN을 통한 ASEAN과의 외교는 한국과 ASEAN의
매우 효과적인 협력 채널이었으나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정보통
신부의 업무 영역이 분산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통
신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ASEAN과의 IT 협력을 위해 ASEAN에서 추진하
는 IT 협력 분야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상
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부를 계승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대
ASEAN IT 협력에 있어 한국의 IT 부문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므로 기존의 IT 협력 네트워크와 국제적인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방송통신위
원회의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IT 기술의
발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IT의 영향력 확산으로 IT는 모든 협력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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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상황은 도전과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T와 관계된 협력의 양은 증가하지만 IT에만 국한된 협력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ASEAN TELMIN이나 TELSOM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거나, 논의의 장에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협력채널 뿐 아니라 다른 고위급 논의의 장에서 협력 수요가 제기되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대ASEAN IT 협력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일관성, 신뢰성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 ASEAN IT협력을 위한 효과적 체계 구축
현재 한국의 대ASEAN IT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
통신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적으로 책임이 분산된 IT 분야의 협력 수요에
대한 대응을 조정함으로써 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예, 정보화마을에 대한 수요는 행안부와의 협력, 조정 등). 또한 각 부처의
ASEAN 협력과 관련한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분야별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IT와 연계된 공동 프로젝트를 포함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은 외교통상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대
아세안 외교의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성과의 제고라는 맥락에서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협력사업의 융합 및 연계 촉진
향후 ODA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ASEAN 협력사업이 증
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와 정보통신을 연동
하거나, 기후변화, 재난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업의 핵심적 수단으로써 정보
통신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IT 부문의 협력을 연동시키고, 이러한
지원과 성과가 관련 부처의 정책 운용 및 기업들의 사업기회 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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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을 연계하거나,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Cloud Computing 프로젝트를 연계하거나, 재난 대응과
DMB · WiMax 기술의 연동, 교육 및 보건과 IT 애플리케이션의 연계 등이
다. 이러한 연계 과정은 위 협력체계를 통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ODA의 경우, OECD DAC 가입 후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
맞은 국제 기여를 위해 ODA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ASEAN을 대상으로 하는 IT 개발 협력의 경우는 ASEAN의 협력 수요와
협력 필요에 따라 디자인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해외진출이라는 단기적인 이익 추구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국제
기여 증대, ASEAN에 대한 신뢰도 구축 및 파트너십 확립을 통하여 장기적
인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의 ODA는 그
수혜대상이 CLMV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포
함한다.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처럼 이미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IT 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의 국가들도 자신들이 개발협력의 수혜국이 아닌 한국
과의 동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협력사업의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 협력 대상도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일방
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협력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협력을 넘
어서 ASEAN 선발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나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첨단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역내 선발 국가의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협력, 연계 및 기타
방법을 통한 역내 통신서비스 사업 진출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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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내 선발 국가와의 협력 강화
경제발전 수준, 자원 및 기타 이유로 IT ODA 협력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부루나이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로 적합한
협력프로그램의 개발하여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 기술, 표
준화, 서비스 관련으로 공동개발 등을 통해 관계 강화뿐 아니라 이들 국가를
거점으로 한 ASEAN 내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업
들이 동남아의 IT의 주요 투자자이며, 사업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의 제휴를 염두에 둔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태국들이 IT 부문
에 대한 성과를 근거로 ODA 수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도 국내
정보격차 특히 지방통신(rural communications)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협력 콘텐츠의 개발이다. 동남아 국가에 대한 협력은 양자 간 협력
이든 ASEAN을 통한 협력이든 한국의 기술 및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
이 중심이 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 협력사업(2002~
06)’과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정보통신 협력사업(2007~11)’을 통한
ASEAN 협력 프로젝트로 수행해 왔지만 이는 주로 CLMV 국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6개국에 한정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수혜국에서는 한국의 발
전경험 공유를 포함한 지원이 매우 유용하겠지만 효과적인 ASEAN 협력을
위해서는 동남아 10개국을 포괄해, 정보격차 해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SEAN 및 ASEAN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로드밴드 구축과 관련한 지원 및 협력을 포함해서 다
양한 주제와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CLMV와 인도네
시아, 필리핀 등 ASEAN 반 이상의 국가가 역외 국가와는 물론 역내 국가
들과도 심각한 정보격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ASEAN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IT 개발협력이 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력의 ‘형태’에 집중하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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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들의 필요성 및 수요에 근거하여, 분야와 내용을 정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개발협
력을 민간부문이 국제 기여와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추진하고, 국가와 기
업 이미지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Asia Broadband Program) 등을 통해
ASEAN에 대한 IT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본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세적인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고, 중국 역시 주요 중국 IT
기업과 연계하여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존에 ASEAN에 대한 IT
협력을 주도해온 한국의 위상에 도전하고 있다.
- 동남아 IT ODA 확대 및 공세적 전략의 필요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의 IT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다
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협력사업은 이를 주
요 내용을 추진되어 왔다. 향후의 IT ODA는 한국의 발전경험 전수와 함께
실질적인 이행을 지원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발전경험 전수과정에서 파악된 수요를 바탕으로 파일롯 프로젝
트나 시범사업 및 운용 등을 추진하는 것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이의 이행
및 향후 ASEAN IT 협력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관련 ODA 예
산의 증액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국들과 차별되는 협력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연구 및 분석도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2012년부터 5개년 간을
목표로 다시 ASEAN에 제안하고 추진하게 될 협력 프로젝트의 수립에 적절
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 및 협력의 활용성 제고다. 한․ASEAN FTA의 타결로 한국의
IT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동시에 양자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 문제 등을 푸는 것
을 해결할 여지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WTO 및 FTA에 합의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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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 부문에 대한 분석 및 이를 근거로 한 공격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 시장
기회를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 대부분 국가와 체결하고 있
는 양자 간 협력약정(MOU)의 활용도 중요한다. 우리나라는 IT 국제협력 인
프라로서 전 세계 국가들과 포괄적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
고 있다. MOU에 근거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간의 한국의 대 ODA성과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0년 간에 걸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초청교육을
받거나, 정규교육 기회가 부여되거나, 혹은 정책자문을 받은 인사들이 동남
아 국가의 핵심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체계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 동남아 IT 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고충 지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제
도 외에 동남아 국가들에 국내 IT 기업이 진출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FTA나
MOU의 틀 혹은 기타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제 및 조직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와 함께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남아 IT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
동남아에 대한 다수의 IT ODA를 통한 수혜자가 존재하고, 이들을 졸업
생(Alumni)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인맥관리 차원이 아니라 졸업생, 국내 동
남아 전문가, 해외진출 기업, 정부 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협력수요 개발, 시
장 및 사업 기회 개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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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남아 국
가들의 성장잠재력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규제환경 및 경제,
사회적인 수준, 정치적인 문제까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동남아에서 사업기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
의 협력 프로그램에 민간 참여를 통한 연계(Public-Private Partnership)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문과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및 기술
의 시연, 나아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거나 실제 전문가로서 해당국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민간 부문의 고
충을 듣고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IT ODA 협력 프로그램에 민간 참여 제고
정부가 추진하는 IT ODA 프로그램에 기업이 참여하거나, 연계하는 방식
으로 사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업 인력의 ODA 전문가 풀 참여 확
대, 사업성과의 공유, 시범사업 참여 등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고,
World Bank 등 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수주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국내
컨설턴트 육성 및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수주 및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동남아는 높은 정치 외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우리
나라의 주요 교역대상 국가들로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으
며,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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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관관계가 높은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간 산업 분업 확대, 신규 시장 진출, 자원 개발 등을 위해 ASEAN과
의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SEAN
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1990년
후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IT 부문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 주
목하고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포화 및 국내 기술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 등으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남아 국가들
은 전략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것
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의 IT 발전
및 성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며, 한국의 IT 발전 경험 및 정책 등을 벤
치마킹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포함한 많은 협력 수요를 제기하였다. 단기간
에 특히 IT 부문의 발전을 도약대로 하여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고 있는 한
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로 말레
이시아, 베트남 등 많은 국가들의 IT 마스터플랜이나 정책 등에서 한국과 유
사하거나 맥을 같이 하는 정책들이 많이 보인다. 한국의 IT 정책 경험 공유
를 통한 정책 플랫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국내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
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통신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행 등과도 관련이 있
지만, 국제적 인지도 및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다국적기업, 화교 경제권
을 기반으로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 동남아 내 통신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데 기인한
다고 할 것이다. WTO 등 다자간 국제 무역 규범하에서는 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부의 개입과 지원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
접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 준다면 향후 국내 기업의
동남아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13

제5장 동남아와 한국의 IT 산업 및 협력 │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1997년 아시와 외환위기를 비롯
한 다수의 국제 위기, 자연 위기, 국내 경제, 사회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성장
을 지속하여 왔으며, IT 부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
왔다.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이동통신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높은 잠재력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아직 시장이 미성숙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남아 국
가의 정책결정자들이 가진 국가 발전에서 IT에 대한 의지만은 어떤 지역, 어
떤 국가보다 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브로드밴드가 미래의 필수 인프라 및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현재 시점에
서 ASEAN 및 동남아 개별 국가들이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이니
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유선망이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 독자기술에 기반한 국
제 표준인 WiBro(WiMax) 및 DMB의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
다.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차원
의 노력과 시행 가능한 지원책이 적절히 운영된다면 국내 IT 기업의 동남아
및 해외진출에서 큰 성과가 기대된다. ASEAN 공동체를 추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발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동남아는 역내 거점국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IT 기업의 해외진출의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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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trategic Industries of Southeast Asia: IT
In Soo Kang, Toe Eun Kim, and Seung Yeon Hong

This report aims to provide strategic policy suggestions for stronger
Korea-ASEAN cooperation in IT by looking into the evolution and achievements
of Korea and Southeast Asia’s IT industries since the Asia-wid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As a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crucial region, Southeast Asia is Kore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partners that represents significant amount
of trade exchanges. It is also a major investment destination for the Korean
private sector which increasingly seeks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region.
While Southeast Asia looks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which
has a high degree of industrial complementarity to the region, Korea has also
recognized that a stronger engagement is necessary to better use each other’s
competitive edge, and develop new markets and resources. In particular, ASEAN
is benchmarking Korea for economic growth, and has shown great interest in the
Korean IT industry’s role and accomplishments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continuously extended cooperation with Korea.
Despite frequent natural disasters, weak domestic fundamentals, social
instability and global crises like the 1997 financial woes, the Southeast Asian
economy has continued steady growth since the 1980s with particular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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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evelopment. The region's IT sector has maintained sturdy growth defying the
challenges of the past decade and emerged as a major driver of the Southeast
Asian economy. The region has shown marked economic progress, but the
growth has been limited to the mobile communications sector. Korean telcos that
noted the region's potential and set up operations there have been barely
successful due to the uncertainty coming from the outd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immature market conditions. Still, the region presents significant
business opportunities, especially the countries with strong commitment to IT.
Recognizing the saturated domestic market and the need to export
home-grown technology-based services, many Korean IT companies are turning
to foreign market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on the top of their list.
ASEAN countries have a very high level of awareness on the history of Korea's
IT development compared to other regions or countries, and have expressed their
need for assistance including policy consultation to benchmark Korea's
experiences and policies. Korea will be a suitable model for developing nations
since it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advancement mostly on IT development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 Korean government―including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has shared Korea's policy experience in IT through cooperative
project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lthough the projects have been
helpful in broadening the policy platform, they have failed to realize wide
adoption of Korean technology or service in the region. The region’s
protective regulations and practices are of course responsible, but the major
constraint is the lack of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which are
losing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 high brand perception and value,
Chinese players with strong cost competitiveness, and local firms in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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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he region is still full of opportunities since ASEAN and
the member stat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olicies and initiatives to
develop broadband network, which is considered essential for future growth.
Korea’s WiBro(WiMax) and DMB technologies, which have been adopted as
global standards, are likely to be well-received in the region whose fixed
networks remain unsophisticated. In addition, the now effective Korea-ASEAN
FTA will offer greater business/investment opportunities to Korean firms.
A support plan and viable efforts from the government based on
thorough SWOT analysis will substantially raise the chances for Korean IT
companies to succeed in Southeast Asia and other foreign markets. With
ASEAN taking firm root as a regional community, Southeast Asia is also
seeking to expand the association into a pan-East Asian community. Since
Southeast Asia has become a key player of the Asian economy and also a
gateway for Korean IT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region. Suitable strategies
would be: establishing a collaboration system that meets the need from
ASEAN, and combining or aligning different cooperative projects; expanding
ODA, especially for leading member states; generating new content for
cooperation; and raising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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