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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
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
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
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
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
(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
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
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
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
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
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
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
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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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
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
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
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
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
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
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
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
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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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
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
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
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
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
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
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
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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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
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
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
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
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
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
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
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
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
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
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

6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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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1. 연구 필요성1)
가. 디지털경제의 개념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이제 새삼스
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경제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다.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
한다.1)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
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에 해당한다. 협의의
정의는 거칠게 요약하면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공급자 측면의 혁신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예컨대 동남아의 디지털경제(인
터넷경제) 규모는 2015년 32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25년에는 2,4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
디지털경제는 넓게 보면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ICT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에 걸친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이 현상은 최근 디지털화(digitalization) 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 지칭된다. 고성능 인터넷, 데이터
와 인공지능에 기초한 비즈니스, 산업, 경제, 사회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디지털화가 주로 기업과 산업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상
을 지칭한다면, 디지털 전환을 그것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경제 전반, 모든
*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언을 주신 본원의 정영식 선임연구위원과 이규엽 무역투자정책팀
장,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이충열 교수, 소프트정책연구소 김준연 실장, 한웅상사 이 웅 박사, 산업통
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김규현 사무관, 그리고 익명의 심의위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IMF(2018), p. 7.
2) Google and TEMASEK(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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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역의 변화를 내포한다. 광의의 정의는 요컨대 디지털화가 갖는 수요
자 측면의 혁신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ICT 생산 및 여타 산업에 대한 디지털 투입물을 모두 포함할 경우 디지
털경제는 2016년 기준 중국의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3)
광의의 디지털경제의 여러 차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4) 첫째, 생산 및 이용 주체는 기업, 가구 및 개인, 정부, 기관 등이 될 수 있
다. 둘째, 디지털경제의 대상은 상품,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가 해당된다. 상
품은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디지털경제의 영역에 포함되며,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 디지털경제에 포함되는바, ICT 기
반 서비스(ICT-enabled services)라고 지칭된다. UNCTAD는 이를 ‘원격
으로(전자적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산출물’로 정의하며, IMF의
국제표준 서비스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여 그 주요 대상으로서 △ 통신서비스
△ 보험서비스 △ 금융서비스 △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 로열티 및 라이선
스 수수료 △ 기타 사업 서비스 △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등을 꼽는다.5) 또
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역시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디지털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전통적인 상품이나 서비
스로 구분이 모호한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구독
등도 디지털경제의 범주에 포함된다.
데이터 및 정보는 금전적 거래를 동반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SNS를 통한 개인 간의 문자 전송은 직
접적인 금전 거래를 동반하지 않으며,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데이터는 실시
간으로 수집되지만, 역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비
3)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2017); Zhang and Chen
(2019), p. 4에서 재인용.
4) Ahmad and Ribarsky(2018), p. 10.
5) UNCTAD(2006), p. 27.

제1장 서론 • 19

록 이와 같은 데이터 또는 정보의 이동은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경제적 계측 시 포착되지는 않지만, 생산성 향상 등 비가시적인 경제적 효
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셋째, 디지털경제의 개념화에서 가장 유의할 부분은 ‘방식’이다. 디지털경
제의 거래(transaction. 반드시 상업적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디지털 방
식으로 주문되거나(digitally ordered), 플랫폼에 기초하거나(platform
enabled),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digitally delivered). 이
셋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디지털경제에 포함된다. 넷째, 디지털경제를 뒷받
침하는 기반요소(enablers)가 중요한바, 이것은 일반적으로 ICT 제품(컴퓨
터, 모바일폰, 소프트웨어 등), 인터넷, 통신 인프라(전파, 데이터 센터 등) 등
을 지칭한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적용과 관련된 자동화 기계, 시스템,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로봇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실제적인 적용은 아직 시범단계에 있지만, 현재 IMF,
OECD 등의 국제기구의 디지털경제 측정 관련 논의는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다.6) 디지털경제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경
그림 1-1. 디지털경제의 개념적 도식화

자료: Ahmad and Ribarsky(2018), p. 10.
6) 광의의 디지털경제의 경제적 측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Ahmad and Ribarsky(2018)를 참고. 협
의의 디지털경제(디지털 분야 및 거래 중심)에 대한 논의는 IMF(2018)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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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측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경제를 광의의 개념으로서, 즉 ICT에 의해 뒷받침되
는 모든 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
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
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뒤떨어진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중요하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
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상생협력 영역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후자의 개념이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수출 시각에서 본다면, 과거 완성제품 수출에 의존하
던 산업ㆍ수출 정책에서 벗어나서 현지의 세밀한 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서비
스 진출의 가능성 역시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더불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나. 연구 배경과 목적
디지털경제는 미국, 독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상으
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개도국 역시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도국 정부들은 디지털경제의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디지털경제를 촉진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
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성장기반 확보
②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GVC 상의 위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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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ㆍ사회 후생 증진
④ 일자리 창출
⑤ 인프라 개선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
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
회적 효용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
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
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
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
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사회
적 수요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디지털화에 기초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저항감이 상대적
으로 적다. 즉 개도국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낮으므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확산이 빠를 수 있다. 전통 금융산업이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모바일결제서비스가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
은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뒤에서 살펴볼 베트남의 경우 전통 금
융기관이 취약하여 사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터넷 금융이 도입될 경
우 전통 금융기관을 대체하여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에서 기그 경제
(Gig Economy)의 확산에 대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이
다. 인도는 기존 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실업률 역시 높은 수준에 있어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이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 이
러한 사례는 개도국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ㆍ사회적 도약을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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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경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그동안 낮은 거래비용과 저임금의 이점을 바탕
으로 하여 동남아를 중국에 이은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해왔다. 인도의 경
우 생산기지로서의 활용은 동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
나, 최근 인도의 높은 성장세와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생산 여건 악
화 등을 배경으로 한국 제조기업들은 인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도
의 경우 풍부한 ICT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 주요기업들이 현지에 연구개
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기존 협력 틀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신남방 국가들은 디지
털경제, 그리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 산업의 도
약을 이루고자 하는바, 단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초보적인 제조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동남아의 저소득 국가를 제외하
면, 신남방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희망하고 있
다. 이것은 저임 생산기지로서 신남방 국가를 바라보는 기존의 한국의 시각
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혁신성장이 주요 경제성장전략으로 대두되면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혁
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시장 규모이며, 디지털 혁신이 가장 빠르게 진전된
국가들이 미국, 중국과 같이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남방지역은 국내시장이 작고 디지털 혁신의 상대적
후발주자인 한국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인프라와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개도국이 많으나, 디지털화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진입할 여지가 많고, 문화적 친밀성 등 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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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우리 기업에 매력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
로 2018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들이 현재 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
군 중 동남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2 참고).

그림 1-2. 한국의 주요 업종별 해외 진출 및 진출계획 국가
(단위: %)

자료: 한국리서치(2019), p. 7.

이상을 요약하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
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이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야 할 시점에 있
으며,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중장기 경제발전 방향을 고려했을 때 디
지털경제를 새로운 협력 영역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4월 개최
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유사한 맥락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영역도 인프라, 관광, 상품교역, 금융 등의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데이터경제, 바이오ㆍ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제조 및 서비스, 디지털통상 등 혁신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
게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7)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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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경제 영역에서 신남방지역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인
도와의 협력 가능 영역과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를 우선 포괄적으로 잡아 디지털경제 관련 수요를 중심으로 신남방지역
협력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경제 분야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신
남방지역 국가의 디지털경제 추진전략과 동기의식, 진전 수준, 잠재적 협력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호혜적 협력의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신남
방지역 국가와 협력 방안 모색은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제에서의 디지털
경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전략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신남방지역의 특유한
디지털경제 기반, 도전요인 등을 고려하기 위해 ‘디지털 발전 지수(Digital
Development Index)’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디지
털경제 기반을 비교 평가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협력 영역을 살펴본다. 최
근 디지털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디지털 혁
신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본 보고서에서 개발한
지표는 경제 및 사회, 해당 국가의 구조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화를 통
한 개발 잠재력과 여건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
다(자세한 논의는 제2장 참고).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추진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중점 분야와 기본적인 협력 기반을 식별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주요
7) 신남방특별위원회(2019. 4. 3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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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는 한국과의 협력관계와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협력 가능성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규모가 중요한 조건이
기 때문이다. 인도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큰 GDP 규모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GDP
규모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한국과의 경제 교류
규모가 신남방지역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
하였다. 상기 국가들은 한국과의 경제 교류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서,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디지
털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여타 신남방지
역 국가와는 경제 수준이나 특성이 상이한 싱가포르는 제외하였으며, 라오
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이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별도의 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림 1-3.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GDP(2018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그림 1-4. 한국의 신남방지역
무역 비중
(단위: %)

주: 줄무늬는 본 연구의 대상 국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u-stat(검색일: 2019. 1. 3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검색일: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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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신남방지역의 협력수요 사례를 조사ㆍ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지 국가의 실질적인 협력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기관, 연구자와의 면담을 수행하고 자문을 받아 이를 충실히 반
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 및 특성, 그리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한 향후 필요
한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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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

본 절에서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경제로의
이행 기반과 잠재력을 식별하기 위해 ‘디지털 발전 지수(Digital Development
Index)’를 구축하였다.
ICT, 디지털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EU의 International Digital Economy and Society(I-DESI) Index, ITU
의 ICT Development Index가 대표적이다. EU의 지표는 ‘connectivity’,
‘human capital’, ‘citizen internet use’, ‘business technology
integration’, ‘public services’의 5개 영역에 걸쳐 24개의 데이터를 기초
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8) ITU의 지표는 ‘ICT access’, ‘ICT use’, ‘ICT
skills’의 3개 영역에서 11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된다.9) 이상의 지표들
은 주로 디지털경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기반과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WEF(World Economy Forum)의 Networked Readiness Index
는 디지털경제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바, 10개 영역, 53개 세부 지표
로 구성되어 있다.10) 이 지표는 다양한 세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강점
이 있으며, 경쟁력 요소는 물론 경제 및 사회적 여건 등을 포괄하고 있다. 다
만 시장 규모나 인구, 무역투자 개방성 등 대외협력 측면의 잠재력은 고려하
지 않고 있으며, 포괄 대상 국가 숫자가 가용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139개로
본 연구의 183개에 비해 적고, 2016년 버전 이후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
다. 본 연구는 WEF에 비해 보다 입수가 용이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 데이
터는 축소하되 대상국가 숫자는 확대했으며, 해당 국가의 구조적 요소, 대외
8) European Union(2018), pp. 39-44.
9) ITU, “The ICT Development Index(IDI):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https://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mis/methodology.aspx(검색일:
2019. 12. 23).
10) 10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politic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business and innovation
environment, Infrastructure, affordability, skills, individual usage, business usage,
government usage, economic impact, social impact. WEF(2016), pp. 27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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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본 보고서의 지표는 ICT 또는 디지털 영역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이나 활용
수준은 물론, 디지털화를 통한 개발 잠재력과 여건, 협력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즉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뒷받
침하거나, 한편으로는 그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광범위하게 식별하
기 위해 5개 요소, 즉 잠재성(인구, 성장 여건), 경제ㆍ산업(거시경제, 개방성,
ICT 경쟁력), 인프라(전력, 물류, 통신 등), 사회기반(금융, 정부 역량, 기업가
정신, 인적자본, 법제도)을 구분하고, 이를 종합하여 디지털 개발 지표를 산
출하였다. 이는 특히 디지털경제를 통한 도약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대상 연
구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활용함으로써, 신남방지역 국가는 물론, 가급적 많은 국가(183개
국)를 대상으로 지표를 산출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를 통한 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1. 디지털경제 여건
본 절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관련 여건의 변화를 살펴본
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
국, 베트남 4개국으로서, 모두 전 세계 수준을 웃도는 성장 수준을 보이고 있
어 향후 디지털경제의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들이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젊은 인구 비중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
준을 유지 중이며, 인터넷 사용자 수,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디지털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기업가정신, 디지털 숙련도
는 중ㆍ하위권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 도시화에 대응해 대외협력과

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 31

디지털경제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신남방 주요국의 GDP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명목 GDP

실질 GDP 증가율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을 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경제는 대체로 전 세
계 경제성장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세
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2009년 –1.69%)을 기록한 것에 반해 이 국가들은
성장이 더뎌지거나, 태국의 경우 –0.7%를 기록한 것에 그쳤다. 그리고 2015
년 이후에는 태국을 포함한 4개 국가 모두 전 세계 경제성장을 상회했다. 인
도,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성장률이 7.0%, 5.2%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하락
혹은 더뎠으나 태국, 베트남은 성장속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도
성장은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특히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남방 주요국의 20대 인구 비중은 태국과 그 외 3개국 간 차이를 보인다
(그림 2-2 참고). 태국의 경우 20대 인구 비중이 2015년 13.6%까지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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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8년 13.8%로 여전히 전 세계 평균보다 낮
다. 그 외 3개 국가는 20대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이나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2018년 기준, 인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감
소 추세도 완만하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며 베트남은 2013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2018년 인도보다 낮은 20대 인
구 비중을 기록했다. 젊은 인구층은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
도가 높아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경제 저변 확대의 바탕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2-2. 신남방 주요국 20대 인구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보급률(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수), 휴대전화 보급률(인구 100명당 휴대전화 사용자 수)
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2-3 참고). 인터넷 보급률의 경우 신남방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베트남을 제외하고 전 세계 평균보
다 증가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4개 국가 중 2018년 가장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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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를 기록한 태국은 2013년 이후 16.3%의 연평균증가율로 인터넷 보
급률 증가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또한 빠른 속도로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 중이나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
휴대전화 보급률의 경우 2000년 전 세계 12.1%에 비해 태국 4.6%를 제외
하고 1% 전후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최근 인도를 제외하고 전 세계 평균
을 초과하는 모습이다. 인도의 경우 2011년까지 휴대전화 보급률이 빠른 속
도로 증가한 이후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져 2017년 164.9%로 4개국 중 태국의 뒤를 이었다. 베
트남은 2006년 이후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했으나 최근 증가속도가 떨어지
는 추세로 2017년에는 125.6%를 기록했다.

그림 2-3. 신남방 주요국의 인터넷ㆍ휴대전화 보급률
(단위: %)

인터넷 사용자 수(인구 대비)

휴대전화 사용자 수(인구 100명당)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총 상품 수출 대비 ICT 상품 수출 비중은 베트남과 그 외 3개국이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삼성, 엘지, 인텔 등 글로벌 전기ㆍ전자 기업의 생산기지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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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베트남은 2010년 이후 ICT 상품 수출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로, 2000
년 5.4%에서 2016년 31.2%까지 약 5.8배 증가했다(그림 2-4 중 ICT 상품
수출 참고). 반면 2000년 28.7%로 전 세계 평균보다 약 12%p 높은 비중을
기록한 태국은 2016년 15.8%까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 세계 평균을 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 인도네시아는 5% 미만의 비중을 기록해 ICT 제조업의
저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남방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 중 ICT 서비스 수출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2-4 중 서비스 수출 참고). 2017년 42.4%로 전 세계 평균의
4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한 인도의 경우 2015년 48.9%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
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6년까지 ICT
서비스 수출 비중이 급증했으나 2007년 13.5%에서 2017년 4.0%까지 하락
하며 2010년 이후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국의 경우 큰
변동 없이 1% 전후를 유지 중이다.

그림 2-4. 신남방 주요국의 ICT 수출 비중
(단위: %)

ICT 상품 수출

ICT 서비스 수출

주: 베트남의 ICT 서비스 수출은 자료 없음.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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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기업가정신과 첨단산업
(단위: GEI는 지수로 0~1, 첨단산업은 %)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검색일: 2019. 6. 1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를 통해 볼 때 2018년 신남방 주요 4개국의 기업가정신은 국가
간 편차는 있으나,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
남의 2018년 기업가정신 지수는 각각 2.8, 2.1, 2.7, 2.3으로 기업가정신 조
사 대상 137개국 중 68위, 94위, 71위, 87위에 올랐다. 기업가정신과 양의
상관관계(0.63)를 보이는 제조업 수출 중 첨단산업의 비중과의 회귀선을 기
준으로, 4개국 모두 회귀선 하방에 위치해 기업가정신에 비해 첨단산업이 발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첨단산업 부문 국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보다
해외투자기업의 기여가 큰 것이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서 이들은 스타트업 육성에 노력을 가하며 Billdesk, GoJek, Tokopedia,
VNG corporation과 같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신남방 국가
들은 기업가정신 향상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라는 과제를 공통
적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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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신남방 주요국 도시화율, 전기보급률
(단위: %)

도시화율

전기보급률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도시화는 디지털경제의 발전기반 및 수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이
다. 신남방 주요 4개국 모두 도시화가 진행 중이나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곤 전
세계 평균과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6 중 도시화율 참고). 인도네시아
의 도시화율은 전 세계 평균에 근접해왔으며 2018년엔 55.3%로 전 세계 평
균을 상회했다. 태국도 비교적 높은 편이나(2018년 50.0%) 인도, 베트남은
여전히 30%대로 전 세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2012년 이후 베트
남의 도시화율은 인도를 초월하며 지속적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다. 도시화
진행에 따른 기존 도시 과밀화, 한정된 예산에 따른 도시화 과정상의 문제(도
로 등 인프라 부족)가 발생할 수 있어 디지털경제, 대외협력을 통한 문제 해소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보급률의 경우 4개국 모두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모습이다(그림 2-6
중 전기보급률 참고). 2017년 92.6%의 전기보급률을 기록한 인도는 2002년
이후 전기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5년 이후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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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도달했다. 그 외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태국, 베
트남은 최근 100%대를 유지 중이다.
신남방 주요국의 물류성과 지수 중 교역 및 운송 관련 인프라 지수는 대체
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그림 2-7 중 물류성과 지수 참고). 태국과
인도는 2007년 이후 조사에서 항상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
며 베트남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만 2014년 베트남은 높은 점수
를 받아 4개국 모두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태국이 대체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6년 인도의 개선이 눈에 띈다.

그림 2-7. 신남방 주요국의 물류성과 지수, 금융접근도
(단위: 1~5, %)

물류성과 지수

금융접근도

주: 물류성과 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는 세부 지표 중 Quality of trade and transport-related
infrastructure를 사용. 금융접근도는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화폐 계정 보급률(15세 이상 인구 중) 사용.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금융접근도를 나타내기 위한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화폐 계정 보급률(15
세 이상 인구 중)의 경우, 베트남을 제외한 3개 국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된
결과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그림 2-7 중 금융접근도 참고).
특히 인도의 금융접근도 상승이 괄목할 만한데, 2011년 35.2%에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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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또한 동 기간 19.6%에서 48.9%
까지 증가했다. 태국의 경우 2011년 이미 70%를 초과했으며 2017년 81.6%
를 기록했다. 다만 베트남은 2011년 21.4%에서 최근 30%를 조금 넘는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비현금결제 확대 노력에도 여전히 현
금 선호현상이 강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2-8]을 보면 2018년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 기술 숙련도는 WEF
조사대상 139개 국가 중 중위권에 분포하나 베트남의 디지털 기술 숙련도는
다소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기술 숙련도
가 60.5, 62.2로 각각 48위, 39위에 올랐으며 태국은 56.2로 61위에 자리했
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44.6으로 98위에 자리해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디
지털 기술 숙련도와 교육 분야 지수와의 회귀선을 기준으로, 인도와 인도네
시아는 교육 여건(3차 교육 등록 비율)에 비해 디지털 기술 숙련도가 높은 편
이며 베트남은 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2-8. 디지털 기술 숙련도와 교육

자료: UNESCO,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검색일: 2019. 8. 2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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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신남방 국가 및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지표

자료: ECIPE(2018), pp. 14-15.

신남방 국가들은 디지털경제 관련 무역장벽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는 ECIPE가 발표한 디지털무역제한지수(Digital Trade Restrictive
Index)로, 수치가 높을수록 장벽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최상
위인 중국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인도(3위), 인도네시아(4위), 베트남(5
위), 태국(10위) 등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무역 관련 장벽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이들은 일반적인 무역투자장벽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이것
이 동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으며, 데이터 이동 제한 등 디지털경제 특유의 장
벽 역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협력국인 신남방 국가들은
디지털경제 측면에서 한국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바,
향후 통상협상 제도 협력 등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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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발전 지수
가. 방법론
본 절에서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경제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
하기 위해 디지털 발전 지수(Digital Development Index)를 도출한다. 지
수는 전 세계 183개국의 디지털경제 잠재력, 경제 일반 요인, 첨단산업, 인프
라 요소, 사회기반 등 총 4개 분야에 25개 세부 지표를 고려해 도출했다. [표
2-1]은 지수 도출을 위한 4대 분야와 그 하위 분야, 그리고 세부 지표를 보여
준다.
본 연구의 디지털 발전 지수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 도출했다. 지수 도출을
위한 변수로는 디지털경제 부문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일반 인프라, 사회기
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총 25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해당 지표는 2015년
이후 최근의 수치를 사용했으며,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된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포함된 217개 국가 중 유효한 지표가
약 60% 미만인 국가(즉 유효한 자료가 16개 이하인 국가)는 제외했다.11) 다
음으로 이상값(Outlier)을 조정하여 이로 인한 지수 왜곡을 방지했다. 이때
이상값 식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되는 1.5×IQR 규칙을 이용했다. 즉
세부 지표별 1분위수, 3분위수에서 1.5×IQR(Interquartile range, 사분
범위로 3분위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벗어나는 값을 이상값으로 정의했
다.12) 이때 해당 이상값을 삭제한 것이 아닌, 1분위수-1.5×IQR, 3분위수
11) American Samoa를 포함한 34개국 제외, 총 183개국 대상.
12) 즉 1분위수-1.5×IQR보다 작거나 3분위수+1.5×IQR보다 큰 값을 이상값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183개국의 인구 중 1분위수, 3분위수는 약 236만 명, 2,963만 명이다. 이때 IQR은 2,963
만-236만≃2,727만으로 이상값의 기준은 236만-1.5×2,727만≃-3,854만과 2,963만+1.5×2,727
만≃7,053만이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이를 벗어난 2억 6,766만 명으로 이상값에 해당해
이를 7,053만 명으로 대체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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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디지털 발전 지수 구성 요소와 출처
분야

하위 분야

세부 지표
총인구

인구

20대 인구 비중

잠재성

휴대전화 가입 건수

성장 여건

도시화율(도시 인구 비중)
경제성장률

거시경제
경제ㆍ
산업

출처

1인당 GDP

개방도

GDP 대비 총교역액

World Bank, World

GDP 대비 FDI 유입액

Development Indicators

ICT 상품 수출액

ICT
산업

ICT 서비스 수출액
전기보급률(인구 대비)

일반 인프라

교역 및 운송 관련 인프라
인터넷 사용자 비중

인프라 IT 인프라 보급
요소

유선 광대역 보급률(인구 100명당)
보안 인터넷 서비스 보급(인구 100만 명당)
소득 대비 유선 광대역 가격

IT 접근도

금융

소득 대비 후불 모바일 광대역(500MB) 가격

Country ICT Data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화폐 계정

World Bank, World

보급률(15세 이상 인구 중)

Development Indicators

교육
인적자본

사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3차 교육 등록 비율
디지털 기술 숙련도

정부 역량

기반

전자 정부 지수
전자 참여 지수
법질서 지수

정치ㆍ제도
부패 인지 지수

UNESCO,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UN, E-Government Survey
2018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Global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 지수

Development Institut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자료: 관련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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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QR을 해당 관측치로 대체해 표본수를 확보했다. 또한 연구 대상인
신남방지역 국가 중 지표가 없는 경우 해당 지표를 종속변수로, 1인당 GDP
를 독립변수로 사용해 단순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의 기
울기와 절편을 추정한 후 추정 계수를 활용해 지표를 추정했다.13)
이렇게 조정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각 지표의 최댓값, 최솟값 및 해당국의
지표를 활용해 최대-최소 지수화(Min-Max Indexation) 지수를 도출했다.
최대-최소 지수화는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등에 활용되는 방법으로, [식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in   

   × 
max   min  


[식 2-1]



여기서  :  국가  세부 지표(변수)의 최대-최소 지수
  :  국가의  세부 지표(변수) 값
  : 모든 국가의  세부 지표(변수) 값

예를 들어, 베트남의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화폐 계정 보급률(15세 이상 인
구 중)은 약 30.8%이며(   에 해당) 위 지표의 모든 국가 중 최댓값과 최솟값
은 각각 99.9%, 8.57%이다(각각 max   , min    에 해당). 따라서 베트
남의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화폐 계정 보급률을 나타내는 최대-최소 지수

베트남 계정 보급률 은      ×  ≃  로 구해진
다. 따라서 최대-최소 지수는 0에서 100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해당
13) 이는 지수 도출에 사용된 지표가 대체로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선형 관계에 있으며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1인당 GDP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CT 서비스 수출액, 금융기관 혹
은 모바일 화폐 계정 보급률(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 디지털 기술 숙련
도, 법질서 지수가 해당 지표이며 모든 지표의 OLS 추정 결과 추정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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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낙후한 것을, 10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것을 뜻한다. 다만 높은 수
치가 부정적인 지표(소득 대비 유선 광대역 가격, 소득 대비 후불 모바일 광대
역(500MB) 가격)는 100에서 도출된 지수를 뺀 수치를 지수로 사용했다.
이렇게 도출한 개별 지수에 동일 가중치(약 4%)를 부여해 평균을 구한 값
을 디지털 발전 지수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디지털 발전 지수 
는 다음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2-2]

4대 분야 혹은 하위 분야별 동일 가중치로 세부 지표별 가중치를 주지 않고
세부 지표별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다수의 세부 지
표를 포함하는 인프라 보급, IT 접근도 등 현재 디지털경제 관련 현황을 보다
높은 비중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디지털경제 잠재성을 나타내는 총인구 및 20
대 인구 비중, 도시화율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14)

나. 신남방지역 디지털 발전 지수
신남방지역 11개국은 인구, 경제 발전 정도 및 산업 구조 등 많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디지털경제 발전 여건 및 잠재력도 상이한데, 전
세계 1위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보이는 싱가포르, 30위의 말레이시아와 같은

14) 만약 가중치를 4대 분야 및 하위 분야별로 동일 가중치를 줄 경우(즉 4대 분야 각각 25%, 하위 분야는
25%를 하위 분야 수로 나눈 것) 하위 분야와 세부 지표가 적은 잠재성의 세부 지표는 6.25%의 가중치
를 받는 반면 하위 분야가 6개로 이루어진 사회기반의 세부 지표는 하위 분야 아래 세부 지표 수에 따라
최소 2.08%의 가중치를 가지게 돼 세부 지표 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이에 따른 왜곡이 발생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의 가중치를 이용한 결과도 동일 가중치의 결과와 디지털 발전 지수의
상관관계가 0.97, 순위의 상관관계가 0.96으로 가중치에 따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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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있는 반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이 100위권 밖의 국가도 존
재한다(그림 2-10 참고).15)

그림 2-10. 신남방지역 개별국 및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
(단위: 지수, 0~100)

주: 전체 183개 국가에 대한 디지털 발전 지수와 순위, 4대 분야별 점수는 [부표 1]을 참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1]은 신남방지역 11개 국가의 디지털 발전 지수 중 4대 분야별
발전 정도를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특성상 잠재성 요소에서 상대적
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나머지 분야에서 고른 발전 정도를 보이며
81.0점을 기록했다. 본 연구 3,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신남방 주요 4개국(인도
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의 경우 잠재성 분야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며,
그 외 분야의 경우 세계 평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경제ㆍ산업의 경
우 모든 국가가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63.6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며 첨단산업이 발전한 말레이시아는 4대
분야 모두 고른 발전을 보이며 65.2점을 기록, 세계 30위에 올랐다. 상위 소
득국에 속하는 브루나이의 경우 인프라 요소, 사회기반에서 높은 점수를 기

15) [그림 2-10], [그림 2-11] 및 [표 2-2]~[표 2-5], 부록은 [표 2-1]의 자료를 제2장 2의 가. 방법론에 따
라 저자가 재가공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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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했으나, 인구 소국(약 43만 명)이란 특징에 따라 잠재성에서 낮은 점수를,
ICT 등 첨단 제조업보다 석유, 천연가스 위주의 산업 구조상 경제ㆍ산업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풍부한 인구와 전기ㆍ전자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필리핀
의 경우 잠재성과 경제ㆍ산업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인프라 요소,
사회기반에서 세계 평균보다 낮은 모습이며 주요 4개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
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 다만
2011년 태국 홍수 이후 일본계 전기ㆍ전자 기업의 이주가 진행된 캄보디아,
라오스는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세계 평균과 근사한 점수를 얻었으며 젊고 풍
부한 인구를 보유한 미얀마는 잠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림 2-11. 신남방지역 개별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
(단위: 지수, 0~100)

주: 괄호 안은 개별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순위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다.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를 4대 분야 및
하위 분야별로 분석한다. 잠재성, 경제ㆍ산업 분야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현
재 경제ㆍ산업 여건을 측정하는 지표로 개별국의 제반 여건을 보여주며, 그
외 첨단산업, 인프라 요소, 사회기반은 세부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두 분야
에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각 분야의 협력수요를 도출하는 데 단서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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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잠재성
신남방 주요국의 잠재성은 대체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이들 국가
는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구
분야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디지털경제 성장 여건 또한 양호한
모습이나 도시화율이 대체로 낮은 모습을 보인다.
총인구의 경우 4개 국가 모두 이상값(약 7,200만 명)에 근접한 수치로 태
국(총인구 98.4점)을 제외한 3개국은 100점을 기록했다. 20대 인구 비중의
경우 태국은 상대적으로 낮으나(13.8%) 3개국은 평균 이상이며 특히 인도,
베트남의 경우 17.4%, 17.2%로 3분위수(17.5%)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그 결과 디지털경제 잠재성 중 인구 부문에서 태국만이 60점대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모두 70점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휴대전화 가입 건수는 신남방 4개국 모두 100점을 기록했다. 이는 풍부한
인구와 더불어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87.3%의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국
모두 100% 초과)에 따른 것으로 4개국 모두 이상값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
국 또한 이들 국가에 비해 인구는 적으나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2017년 기준
인구 100명당 124.9)에 따라 100점에 근접한 점수를 기록했다.16) 도시화율
은 4개국 모두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베트남과 인도는 35% 전후
의 도시화율로 이 분야에서 25점 전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성장 여건 분야
에서 베트남과 인도는 60점대 초반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70점
대의 점수를 기록했다.
16) 한국과 이들 4개국 간 이동통신 세대 도입 및 보급, 이에 따른 제공 서비스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디지털경제 성장 잠재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목적인 점을 이유로 연구진, 심의위원과의 논의에 따라
가입 건수를 지표로 사용했다. 가입 건수의 경우 인구수 차이에 따라 한국과 이들 4개국 간 차이가 크나
이상값 조정 시 이상값에 근접한 한국의 가입 건수, 이상값을 초과하는 4개국의 가입 건수에 따라 점수
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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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과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 디지털경제 잠재성
국가(DDI)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75.5)

(48.3)

(54.5)

(55.8)

(53.9)

잠재성

70.0

74.4

70.6

67.9

70.5

인구

50.8

74.6

78.0

64.6

78.9

총인구

73.2

100.0

100.0

98.4

100.0

20대 인구 비중

28.5

49.1

56.0

30.9

57.7

89.1

74.3

63.2

71.2

62.1

휴대전화 가입 건수

99.6

100.0

100.0

100.0

100.0

도시화율(도시 인구 비중)

78.7

48.6

26.3

42.4

24.1

구성 요소

성장 여건

자료: 저자 작성.

2) 경제ㆍ산업
경제ㆍ산업 부문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나 세계 평균(39.1)에 비해 높은
모습이다. 대체로 최근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ICT 수출 또한 높은 수
준이다. 다만 대외 개방의 경우 베트남과 태국은 높은 수준이나 인도네시아,
인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남방 주요 4개국의 2018년 1인당 GDP는 2,000~3,000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 단 태국의 경우 7,000달러를 넘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8년 7% 전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베트남과 인도가 80점대 중반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5.2%,
4.1%의 성장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60점대에 머물렀다. 그 결과 거
시경제 부문에서 베트남과 인도가 40점대 중반을,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30
점대 후반의 점수를 기록했다.
GDP 대비 총교역액과 FDI 유입액으로 측정한 대외 개방의 경우 베트남은
91.0점으로 매우 높은 대외 개방도를, 태국은 60.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도를 보인 반면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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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총교역액의 경우 베트남과 태국은 각각 187.5%, 123.3%로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41.0%, 41.3%에 머물렀다. GDP 대비 FDI 유입
액의 경우 6.3%를 기록한 베트남은 82.0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1~2%
대를 기록한 나머지 3개국은 40~50점대를 기록했다.
ICT 수출의 경우 서비스 수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인도가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3개 국가는 50~60점대를 기록했다. 신남방 주요 4개국
중 동남아 국가의 ICT 상품 수출액은 모두 높은 편으로 베트남, 태국은 100
점을, 인도네시아는 90.3점을 기록했으며 인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64.2
점을 기록했다. ICT 서비스 수출은 주요국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아일랜드
에 이어 ICT 서비스 수출 세계 2위의 인도는 100점을 기록한 반면 베트남과
태국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17)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남아 10개국 중 4번
째로 큰 ICT 서비스 수출을 기록해 이 부문 31점을 기록했다.

표 2-3. 한국과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 경제ㆍ산업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구성 요소

국가(DDI)

(75.5)

(48.3)

(54.5)

(55.8)

(53.9)

경제ㆍ산업

68.2

43.8

63.6

52.2

52.3

거시경제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대외 개방
GDP 대비 총교역액
GDP 대비 FDI 유입액

63.9

39.4

46.0

39.2

44.9

47.7

69.5

86.1

60.4

85.3

80.1

9.3

5.9

18.0

4.5

40.6

31.4

91.0

60.4

29.8

39.7

13.4

100.0

66.3

13.5

41.5

49.3

82.0

54.5

46.1

100.0

60.6

53.8

56.9

82.1

ICT 상품 수출액

100.0

90.3

100.0

100.0

64.2

ICT 서비스 수출액

100.0

31.0

7.5

13.8

100.0

ICT 수출

자료: 저자 작성.

17) 베트남의 경우 ICT 서비스 수출액 자료가 부재해 전술한 바와 같이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단순선
형회귀분석한 결과를 활용해 추정한 수치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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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요소
IT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요소는 신남방 주요 4개국 모두 한국에 비해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베트남과 태국은 각각 58.7점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
아와 인도는 40점대 후반의 점수를 기록했다.
일반 인프라의 경우 60점대 후반을 기록한 인도를 제외하고 동남아 3개국
의 경우 70점대를 기록했다. 전기보급률의 경우 인도는 92.6%, 인도네시아
는 98.1%를 기록했으며 베트남과 태국은 100%를 달성했다. 교역 및 운송 관
련 인프라는 한국과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교역 및 운송 관련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3.7점을 기록한 반면 태국과 베트남은
3.1, 3.0을,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모두 2.9를 기록했다(1~5점 기준).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경제-실물경제의 상호보완, 이를 위한 물류 인프라 구
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IT 인프라 보급 부문에서는 한국과 신남방 주요 4개국 간 상당한 격차가
드러난다. 한국이 67점을 기록한 반면 이들 4개국은 10~20점대의 점수를 기
록했다. 세부 3개 지표 모두 낮은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특히 낮은 모습을 보
인다. 인터넷 사용자 비중의 경우 4개국 모두 세계 평균(53.1%)보다 낮은 수
치를 기록했다. 태국만이 50%를 넘었으며 베트남이 그 뒤를 이어 49.6%를
기록했다. 넓은 국토 면적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경우 인터
넷을 사용하는 인구 비중은 각각 32.3%, 34.4%로 낮은 편이다. 유선 광대역
보급률 또한 한국(41.6%)과 상당한 격차를 보여 베트남과 태국이 12%에 다
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7.9%, 4.5% 수준에 머물러 낮
은 지수를 기록했다. 보안 인터넷 서비스 보급의 경우 한국도 낮은 편이나 신
남방 주요 4개국은 보다 낮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약 188
개의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인증서가 존재해 1.3의 점수를 기록했다.
소득 대비 IT 서비스 가격으로 측정한 IT 접근도의 경우 4개국 모두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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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습을 보인다. 베트남, 태국, 인도의 경우 유선 광대역 및 모바일 광대역
가격 모두 소득 대비 낮은 모습으로 접근도 측면에서 80점대 중반의 높은 점
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또한 모바일 광대역 가격은 낮은 편이나(GNI 대
비 2.0%) 유선 광대역 가격이 이들 국가 중 높은 편으로(GNI 대비 7.9%) 신
남방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IT 접근도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IT 인프라 관련 지표로부터, 가격 측면에서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
나 보급률에서 뒤처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규모가 큰 편이나
대도시 집중의 발전으로 인해 도농 격차가 커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을 그 원
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표 2-4. 한국과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 인프라 요소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구성 요소

국가(DDI)

(75.5)

(48.3)

(54.5)

(55.8)

(53.9)

인프라 요소

80.3

48.2

58.7

58.7

49.1

88.5

72.4

75.7

78.1

68.5

전기보급률(인구 대비)

100.0

97.2

100.0

100.0

89.1

교역 및 운송 관련 인프라

77.0

47.5

51.4

56.1

47.9

67.0

14.6

28.7

28.1

12.2

인터넷 사용자 비중

96.6

30.1

48.4

51.9

32.4

유선 광대역 보급률(인구 100명당)

90.1

5.1

25.6

25.8

2.9

보안 인터넷 서비스 보급(인구 100만 명당)

14.1

8.8

12.1

6.5

1.3

92.0

74.2

86.7

85.4

85.2

소득 대비 유선 광대역 가격

93.3

64.3

93.2

82.9

79.9

소득 대비 후불 모바일 광대역(500MB) 가격

90.7

84.1

80.1

87.9

90.6

일반 인프라

IT 인프라 보급

IT 접근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 51

4) 사회기반
인프라 요소와 마찬가지로, 사회기반 또한 한국과 신남방 주요국 간 격차를
보인다. 다만 금융, 인적자본 및 정부 역량이 비교적 높은 인도와 World
Bank 기준 중상위 소득국에 속하는 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 양
호한 모습을 보인다.

표 2-5. 한국과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 사회기반
국가(DDI)
구성 요소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75.5)

(48.3)

(54.5)

(55.8)

(53.9)

사회기반
금융

79.5

38.6

36.1

49.8

51.2

94.5

44.1

24.3

79.9

78.1

73.4

26.4

19.9

37.0

19.3

76.4

69.5

40.5

59.7

66.8

99.1

55.7

63.7

65.5

76.0

금융 계정 보급률
교육
3차 교육 등록 비율
인적자본
디지털 기술 숙련도
정부 역량
전자 정부 지수

98.3

51.7

60.0

67.6

56.8

전자 참여 지수

100.0

59.8

67.5

63.3

95.3

66.5

20.7

28.9

32.9

33.5

제도, 정치
법질서 지수

74.3

8.1

31.1

35.1

29.7

부패 인지 지수

58.7

33.3

26.7

30.7

37.3

60.6

16.1

19.0

24.7

26.0

기업가정신
GEI
자료: 저자 작성.

금융의 경우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화폐 계정 보급률(15세 이상 인구 중)을
지표로 측정했다. 태국과 인도가 각각 81.6%, 79.9%의 보급률로 80점에 육
박하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각각 48.9%, 3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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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금융 계정 보급률을 보였다. 금융 인프라와 같은 저변 보급, 핀테
크 발전과 같은 부분에 한국과 협력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가별 제도적 개
방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 부문 발전을 나타내는 3차 교육 등록 비율에서 주요 4개국과 한국 간
큰 차이를 보인다. 태국이 37.0으로 4개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베
트남, 인도는 20점에 약간 못미치며 인도네시아는 26.4점으로 73.4점을 기록
한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일부 국가에서 ICT, 디지털경제 관련 고급 인력
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이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 숙련도로 측정한 인적자본의 경우 한국이 주요 4개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40.5점으로 신남방 주요 4개국 중 가장 낮
은 수준이며 인도네시아, 인도의 경우 60점대 후반으로 한국과의 격차는 상대
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신남방 4개국
간 차이, 특히 베트남과의 격차가 존재해 현재 디지털경제 생산요소 공급 및
수요에서의 차이가 발생해 이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 정부 지수와 전자 참여 지수는 한국과 신남방 주요국 간 큰 격차를 보
인다. 한국은 두 지표 모두 만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나 인도네시아는 50점
대에 머물며 큰 격차를 보인다. 베트남과 태국은 60점대, 인도는 70점대의 점
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인도의 경우 전자 정부 지표는 50점대로 낮은 반면 전
자 참여의 경우 95.3점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신남방 주요 4개국은 전자 정
부 구축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격차가 존재해 최근 이루어진 한국과
태국 간 전자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연수와 같은 협력이 기대된다.18)
법질서 지수에서 4개국은 한국에 비해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인도네
시아는 8.1점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183개국 중 104위에 위치한다. 그 외
18)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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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한 30점 전후의 모습을 보여 66.5점의 한국과 격차를 보인다. 부패 인
지 지수에서도 한국과 격차를 보이는데, 특히 베트남은 26.7점으로 4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제도ㆍ정치 측면에서 66.5점을 기록한
한국과 20~30점대에 머문 이 국가들 간 격차가 큰 모습을 보였다.
기업가정신 또한 한국과 신남방 주요 4개국 간 큰 격차를 보인다. 한국은
60.6점을 기록한 반면 4개국 중 가장 높은 인도가 26.0점, 태국이 24.7점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10점대 후반에 머물렀다.

3. 요약 및 평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지역 주요 국가들은 최근 세계 평
균을 웃도는 높은 경제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보호주의의 확산 등 위험요인
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신남방지역 국가의 인구구조에서 20대 청년인구가 차
지하는 비중은 국가간 격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각 경제영
역에서 디지털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신남
방 국가는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
르고 있는바, 디지털화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속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경제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다.
즉 인터넷 사용자 숫자와 휴대폰 사용자 숫자가 증가 일로에 있어 디지털경제
를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입지 상승과 더불어, ICT 제조기반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신남방 국가들의
ICT 상품 수출이 전체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며, 특히 베트
남의 경우 ICT 상품 수출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ICT 서비스의 경우 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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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ICT 서비스 수
출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소프
트웨어 등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ICT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것은 이들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대외협력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경쟁 역시 치열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경제의 주요한 기반이 되는 기업가정신 역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반
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주요 신남방 국가들이 스타트업 육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주요한 협력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장하는 신남방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
싼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전기보급률
도 상승하고 있으며, 물류 여건 역시 개선되고 있어 디지털경제가 확산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어가는 중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 요소들은 여전히 선진
국 수준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편으로서, 지속적인 보완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되므로 디지털화를 결합시키는 인프라 개발 및 개선, 금융환경
개선 등에 걸쳐 협력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 국가들에 필요한 디지털경제의 요소 중 하나가 인적자원이다. 인도
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디지털 기술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베트
남의 경우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단기간에 높이기
위한 정책 도입 및 협력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제도적 여건도 취약한 편으로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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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지털 발전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신남방 국가별로 상
이한 특성을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해당 지표의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첨단산업기술 기반이 매우
우수하며, 일반 인프라, IT 접근성, 금융접근성, 정부 역량, 법제도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가정신 역시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싱
가포르는 아세안 디지털경제의 주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입
장에서 선진기술 도입 및 혁신, 법제도 기반 구축, 정보 교류 등의 측면에서 적
극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국가이다.
베트남(55위)은 비교적 높은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
은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한 ICT 상품 수출, 상품 수출액이 높은 것이 특징
적이다. 또한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비중도 높은 편이다. 반면 IT 인
프라는 아직 취약한 편이며, 금융접근성, 교육, 인적자본, 정부 역량, 법제도,
기업가정신 등이 모두 취약한 편이다. 요컨대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산업기반
은 갖춘 편이나, 디지털경제를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베트남은 산업기반의 업그레이드를 강하게 추
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한국과의 경제ㆍ사회적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신남방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국가라고 판단된다.
태국(46위)은 인구 구조나 정치 수준에서는 비교적 약하지만, 외국기업을
토대로 한 첨단산업기술 기반이 우수하며, 일반 인프라, IT 접근도 역시 양호
한 편이다. 그러나 IT 인프라, 교육, 인적자본, 정부 역량, 법제도, 기업가정신
수준은 낮은 편이다. 말레이시아(31위)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신남방 국가 가
운데 가장 우수한 디지털 개발 지수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태
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외국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및 물적 기
반을 갖추는 데는 성공하고 있으나, 디지털경제를 본격화할 수 있는 비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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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혁신 기반이 취약하다. 이 두 나라는 각각 일본, 중국과의 강한 경제ㆍ사회
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차별화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리핀(50위)의 경우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나, 인프
라 여건이나 금융접근성, 법제도 수준, 기업가정신 등이 낮은 편이다. 인도네
시아(75위)의 상대적으로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와 무역투자에 대한 낮은 개
방성이 특징적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측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ICT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편이고, 인프라
나 사회기반 요소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대시장
을 타깃으로 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지리적
여건, 약한 인프라 및 법제도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역으로 이러한 요
소들에서 협력 분야를 찾는 노력이 주효할 것이다.
라오스(135위), 미얀마(136위), 캄보디아(137위)는 신남방 국가 가운데서
도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다. 라오스의 경우 적은 인구
수, 낮은 도시화율, 낙후한 인프라와 제도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바, 민간 차원
보다는 개발협력 등 공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캄보디아 역
시 유사한 상황이지만, 무역투자 개방성이 높은 것이 장점으로서, 캄보디아 산
업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ICT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일차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프라 및 인력 개발, 법제도 및 정부 역량 개선 등
의 측면에서도 캄보디아의 협력수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미얀마는 거의
모든 요소에 걸쳐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바, 기초역량과 인프라 차원에
서의 협력수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57위)는 디지털경제의 역량과 인프라가 대조를 이루는 국가이다. 인
도는 ICT 서비스, 첨단기술의 경쟁력이 매우 높고, 기업가정신의 기반도 상대
적으로 우수한 반면, IT 인프라, 전반적인 교육 수준, 법제도 등의 요소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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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은 편이다. 인도는 디지털경제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협력 대상국으
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이며, 거대시장으로서 성장성도 우수한 편으로 유망
한 협력 대상국이다. 또한 인프라 및 기반 요소 구축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진
출과 정부간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잠
재력에 비해 우리 기업의 접근이 미약한 국가로서,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거
리, 정보 부족 등 거래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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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과 평가

1. 인도네시아
가. 개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경제는 이미 동남아 최대 규모로 성장했으며, 향후 성
장잠재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억 7,000만 명의 거대 인구, 모바일
사용률과 SNS 활동의 높은 증가세 등 디지털경제 성장에 매력적인 조건을 갖
추고 있어, 대내외 기업의 관련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2019년 400억 달러로 이미 동남아 최대이며, 2025년에
는 1,3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1 참고).19) 또한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2019)는 2019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
래 시장은 2019년 209억 달러로 동남아 최대 규모이며, 이후에도 가파른 성

그림 3-1. 동남아 주요국 디지털경제 규모

그림 3-2. 동남아 국가별 모바일 보급률(2017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oogle, TEMASEK, and Bain & Comapany
(2019), e-Conomy SEA 2019, p. 19.

(단위: 인구 백 명당 대수)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10. 17).

19)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2019),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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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를 기록해 2025년에는 82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3-3).20) 한편 McKinsey & Company(2018)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 80억 달러에서 2022년 550억~6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4 참고).21)

그림 3-3. Google의 동남아 주요국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그림 3-4. Mckinsey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oogle, TEMASEK, Bain & Comapany(2019), 주: 소셜커머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e-Conomy SEA 2019, p. 63.
사고파는 비공식마켓을 가리킴.
자료: McKinsey & Company(2018), p. 24.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금융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표 3-1]과 같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액은 2017년 220억 달러에
서 2018년 268억 달러로 21.8% 증가했다. 이후에도 디지털 결제액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2023년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결제 이용계좌 수는 2017년 8,150만 개에서 2018년 1억 1,650만 개로
43.0% 급증했으며, 역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해 2023년에는 2억 4,150만 개

20) Ibid., p. 63.
21) McKinsey & Company(201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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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P2P 대출을 포함한 핀테크 대
출 산업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고, 핀테크 중개액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표 3-2]와 같이 2018년 6월까지 누적 채권자 계좌 수는 12만
3,633개에서 2018년 12월에는 20만 7,507개, 2019년 6월에는 49만 8,824
개로 급증했다. P2P 핀테크 누적 채무자 수도 2018년 6월 109만 306개에서
2019년 6월에는 974만 3,679개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즉 최근 1년 간 증가
한 채무자 수만 약 865만 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P2P 대출 사업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참여가 급증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또한 핀테크 P2P 대출을 통
한 2019년 6월 누적 대출금액은 44.8조 루피아(3조 8천억 원)이며, 최근 1년
표 3-1.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액 및 이용자 수 전망
구분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디지털 결제액

십억 달러

22.0

26.8

32.4

38.0

42.9

46.9

50.0

증가율

%

-

21.8

20.9

17.2

12.9

9.2

6.7

디지털 결제 계좌 수

백만 개

81.5

116.5

147.1

176.6

202.6

224.3

241.5

증가율

%

-

43.0

26.3

20.0

14.8

10.7

7.7

자료: Statista,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

표 3-2. 인도네시아 P2P 핀테크 대출
(단위: 천 개, 조 루피아)

구분

2018년 6월

2018년 12월

2019년 6월

자바

93.0

155.2

417.7

누적 채권자(lender)

자바 외

29.1

50.3

78.1

계좌 수

해외

1.6

2.0

3.0

총합

123.6

207.5

498.8

자바

949.2

3664.6

8031.6

자바 외

141.1

694.8

1712.1

총합

1090.3

4359.4

9743.7

자바

6.7

19.6

38.5

누적 채무자(borrower)
계좌 수

누적 대출 금액

자바 외

0.9

3.0

6.3

총합

7.6

22.7

44.8

자료: OJK, 통계 자료(검색일: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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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2018년 7월~ 2019년 6월) 대출된 금액은 33.2조 루피아(2조 8천억 원)
이다.
2019년 7월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
타트업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이 4개 존재한다. 동남아 10개국 전체에 존
재하는 유니콘 기업이 7개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표 3-3 참고). 인도네시아의 유니콘 기업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여행, 물
류ㆍ운송, 배달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유니콘 기업은 토코
피디아와 부카라빡으로 한국의 지마켓과 유사하게 물품 판매를 중개한다. 온
라인 여행 분야에 있는 기업은 트레블로카로 온라인으로 항공권, 호텔, 버스
등의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젝은 초기에는 오토바이 택시 중개서비스로
우버의 오토바이 버전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서비스를 매우 다양하게 확장
하였다. 오토바이에서 택시까지 차량공유서비스를 확대한 것에 그친 것이 아
니라 서비스를 다각도로 접목시켜 신선식품 배송, 음식 배송, 청소대행서비스,
의약품 배송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표 3-3. 동남아 유니콘 기업

국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회사명

기업 가치

유니콘 기업
등극일
2016. 4. 8

분야

고젝(Go-Jek)

100억 달러

토코피디아(Tokopedia)

70억 달러

2018. 12. 12

공급망, 물류ㆍ운송, 배달
전자상거래, D2C

트레블로카(Traveloka)

20억 달러

2017. 7. 28

온라인 여행
전자상거래, D2C

부카라빡(Bukalapak)

10억 달러

2017. 11. 16

그랩(Grab)

143억 달러

2014. 12 . 4

교통

트랙스(Trax)

13억 달러

2019. 7. 22

데이터 관리 및 분석

10억 달러

2017. 10. 23

기타

레볼루션 프리크레프티드
(Revolution Precrafted)

주: 동남아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에만 유니콘 기업이 존재함.
자료: CB Insight,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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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합된 마스터플랜이 아닌 각 분야별 관련 계획, 정부령,
기관령 발표를 통해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
표한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은 크게 △ 전자상거래 △ 디지털 금융 △ 스타트업
△ 4차 산업혁명 활용 제조업 △ 인터넷 인프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분
야의 규제정책보다는 육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분야별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전자상거래 분야는 ‘전자상거래 로드맵 2017~
2019’,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금융감독청령’,
스타트업 분야는 ‘1,000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제조업과
관련된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제조업 성장전략인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다. IT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팔라파 링(Palapa
Ring) 프로젝트’가 있다. 본 절에서는 2017년 이후 발표되거나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최근의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경제 육성 방향
에 대해 가늠하고자 하였다.
2014년 집권 초기부터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조코위 정부가
2019년 4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연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현 정부의 디지털경제 육성정책 기조는 향후 5
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4월 치러진 대선에서 조코위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경제 육성을 발표했다. 관련 공약 내용으로는 디지털 인
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법적 제도 정비 및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은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경제 육성 방향을 파
악하고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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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조코위 2기 정부(2019~24년) 디지털경제 관련 공약

자료: 조코 위도도 후보 선거공약집(2018)을 토대로 저자 정리.

1) 전자상거래
개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가파른 성
장과 더불어 향후 전망도 밝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자국 기업 육성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 조세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
부는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준비해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로드맵 발
표 배경이 국가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의 잠재성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22)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대통령령 제74호를 통해 2017~2019년 국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해당 로드맵을 통해
서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관련 사업환경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인도
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로드맵 2017~2019를 통해 정부 관련부처의 장관
급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부처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협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장관의 부처로는 경제조정부, 정치ㆍ법ㆍ안보 조정

22) 2017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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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보통신부, 내무부, 재무부, 무역부, 산업부, 중소기업협력부 등 20여 개
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로드맵은 26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기한, 책임
자, 관련 부처 등을 사업별로 명시하였다. 26개의 프로그램은 크게 8개의 분
표 3-4.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로드맵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동

기한

자금조달:
보조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게
2017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11월

조세:
절차 간소화

48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을
2017년
기록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에
12월
조세 절차 간소화 제공

책임자

관련 부처

정보통신부, 창조경제위원회,
무역부, 재무부, 기술 및
경제조정부
고등교육부, 중소기업협력부,
장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위원회

재무부

중소기업협력부, 무역부,
창조경제위원회

전자상거래 참여자 분류,
소비자 보호:
온라인 분쟁 해결 등의 법적
소비자 신뢰 확대
규제의 조화

2017년
11월

국가개발조정부, 정보통신부,
무역부, 법 및 인권부,
경제조정부
통계청, 중앙은행,
전자상거래 및
창조경제위원회

교육 및
인적자원:
전자상거래 관련
공적교육

전자상거래 에코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교육 준비

2017년
11월

교육문화부,
연구기술
고등교육부

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을
통신 인프라:
위한 기초인 국가 통신인프라
통신 인프라 개선
개선

2019년
7월

정보통신부

정치ㆍ법ㆍ안보 조정부,
국가개발계획청

전자상거래 적용을 통해 농부,
어부 등을 상인과 연결,
2019년
전자상거래 교육 제공,
4월
농촌지역에 ICT 인프라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무역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협동부, 교통부,
경제조정부 공공주택부, 농업부, 산업부,
빈곤지역개발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전자상거래의 거래에 대해
국가 감독시스템 모델을 개발

2018년
1월

정보통신부

로드맵 관리
경제조정부 아래 2017~2019
운영:
로드맵의 조직적인 관리 체계
2017~2019
형성
로드맵 관리 조직

2017~
19년

재무부, 정보통신부,
경제조정부,
재부무 국가개발계획청, 경제조정부,
정부조달정책청

물류:
농촌 및 도시 간
물류시스템 발전
사이버 안보:
감독모델 개발

경제조정부, 재무부, 무역부,
중앙은행

주: 전체 로드맵에서 제시한 총 8개 분야 26개 프로그램 중 분야별 한 개씩 총 8개의 주요 프로그램만 제시함.
자료: 2017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74호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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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분류되며, 해당 8개의 분야는 △ 자금조달 △ 조세 △ 소비자 보호 △ 교
육 및 인적자원 △ 통신 인프라 △ 물류 △ 사이버안보 △ 로드맵 관리운영이
다. [표 3-4]를 통해 8개 분야별 일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전자상
거래 기업 육성을 위해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게 보조금 제공, 전자상거래
업체 대출접근도 개선,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에 조세관련
혜택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 관점의 전자상거래 육
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부와 정보통신부 협력 아래 전자상거래 관련 공교육
을 준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분쟁 등에 대한 규
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2) 디지털 금융
개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금융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금융을 육성
하는 동시에 정부 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
다. 대표적인 정책은 금융감독청(OJK: Otoritas Jasa Keuangan)이 2018년
8월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금융감독청령(No. 13/POJK.02/2018)
이 있다. 해당 감독청령은 디지털 금융혁신(IKD: Inovasi Keuangan Digital)
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P2P 대출, 알고리즘 투자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포괄한다(표 3-5 참고). 금융감독청령
의 목적은 책임감 있는 디지털 금융혁신 주체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금
융 분야 생태계 참여자들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주체들은 OJK 정기보고, 데이터 보호 및 기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OJK에 등록된 주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리스크 자기평가 보
고서를 OJK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소비자의 투자와 관련된 행위,
투자가치, 소비자 투자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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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개인정보, 거래데이터, 금융관리 데이터 등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
가 있다.
한편 OJK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일정조건을 충족
시키는 디지털 금융혁신 주체들에게 규제 샌드박스23)를 적용한다. 규제 샌
드박스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OJK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규
사업 모델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
다. OJK가 허가하면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이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는 주체는
다른 주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하는 것보다는 적은 분기별 활동내역
보고서를 OJK에 제출해야 한다.

표 3-5.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령 2018년 제13호 적용 범위
범위
1

거래결제(penyelesaian transaks)

2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자본 모집

3

알고리즘, 크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한 투자관리

4

P2P 대출 등 기금 모집 및 분배

5

보험

6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금융시장 지원

7

사회 및 환경 크라우드 펀딩, 이슬람 디지털 금융 등 기타 디지털 금융지원

8

블록체인 등 기타 금융서비스 행위

자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령 2018년 제13호를 토대로 저자 정리.

3) 스타트업 육성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분야는 2016년 이후 4개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
키면서 성장 잠재성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타트업
분야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있어 시너지 효
23)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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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누리고자 한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국의 고젝, 부카라빡 등 유
명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
아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1,000개의 스타트업 육성(National Movement
1,000 Digital Startups)’ 프로그램과 ‘넥스티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보다 질 높고 다양
한 스타트업 탄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1,000개의 스타트업 육성’은 스
타트업 기업에 대해 각 단계별 무료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스타트업을 시
작하는 단계라면 필요한 관련 기술을 6개월간 가르쳐주며, 이미 스타트업 기
업을 론칭한 단계라면 이에 맞추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육성’은 인도네시아 내 10개 도시에서 오프라인으로 교
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스타
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계, 학계, 정부 등에 소속된 다양한 인사를 300명
이상 멘토로 갖추고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은 무료로
공동작업 공간(co-working space)을 제공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육성’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그림 3-6 참고).
또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넥스티콘(Nexticorn)’으로 선정해 다방면의 기회를 제공하
기 시작했다. 특히 스타트업은 신용기록, 담보 등이 없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
을 겪는데, ‘넥스티콘’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대내외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의 만남이 주선되며, 기술 지원도 제공받는다.24) 또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1회씩 ‘넥스티콘 국제 서밋’을 개최해 인도네시아 디지털 생
태계와 국제적 수준의 투자자 간의 연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넥스티콘 국제 서밋은 10월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24) The Jakarta Post(2019. 4. 14), “To breed more unicorns, government launches NextICor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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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000개의 스타트업 육성’
홈페이지

그림 3-7. Nexticorn
홈페이지

자료: 1000 Startup Digital, https://1000startupdigi
tal.id/(검색일: 2019. 8. 26).

자료: Nexticorn, https://www.nexticorn. com/(검색
일: 2019. 8. 27).

4) 제조업 디지털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주변 동남아 경쟁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딜로이트의 2016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순위(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경쟁
력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보다 순위가 낮게 평가되었다(표 3-6 참고).
또한 2012~18년까지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그림 3-8 참고). 이와 같은 제조업 현실 아래 인도네시아 정부
는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 활성화의 기회로 판단하고,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추진을 통해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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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쟁력 순위

동남아

세계 순위
(40개국)

국가명

점수

1

10

싱가포르

68.4

2

14

태국

60.4

3

17

말레이시아

59.0

4

18

베트남

56.5

5

19

인도네시아

55.8

자료: Deloitte(2016), “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그림 3-8. 인도네시아 제조업 성장률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http://www.bps.go.id(검색일: 2019.
8. 25).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4차 산
업혁명을 활용한 제조업 활성화 로드맵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첨단로봇과 같은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5가지 제조
업 부문을 선정하였다. 해당 5가지 부문은 △ 식품 및 음료 △ 섬유 및 의류 △
자동차 △ 화학 △ 전자 분야이다(그림 3-9 참고). 각 분야별로 제시된 4차 산
업혁명을 활용한 성장전략은 다음과 같다. 식품 및 음료 분야 육성을 위해 제
시된 주요 전략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드론 등의 기술을 통해 농업, 축산
업, 어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포장 가공식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섬유 및 의류의 경우 고품질 자재 생산 추구, 기술 활용을
통해 노동 생산성 제고, 기존 기초의류에서 기능성 의류 생산으로 전환, 관련
혁신 주도 등이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자동차 분야 전략은 효율적인 물류 시
스템 구축, 기술발전을 통한 중요 부품 생산성 향상, 전기자동차(EV) 제조 능
력 개선 등이다. 화학 분야에서는 바이오 원료 등 차세대 화학 생산 능력을 개
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고 연구활동 및 개발을 가속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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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제시되었다. 전자 분야 전략은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 부품 생산 능력 개
발, 혁신 촉진 등이다.

그림 3-9.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5대 육성 분야 전략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2018), Making Indonesia 4.0.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10가지 국가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 물품
및 재료 흐름 개선 △ 산업지역 재설계 △ 지속가능성 추구 △ 중소기업 능력
배양 △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 해외투자 유치 △ 인적자원 질 향상 △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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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생태계 조성 △ 기술투자 인센티브 확대 △ 규제와 정책 간 조화 등이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물품 및 재료 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그간 고부
가가치 부품은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를 자국의 생산능력과 기술을 향상해 현
지 생산화할 것을 제시했다. 산업지역 재설계는 이미 존재하는 산업지역을 평
가하고, 기존의 산업지역을 포괄하고 최적화된 산업지역 및 도로 계획을 만든
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추구는 전기자동차, 재생 가능 에너지 등에 기초한
성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
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
술 습득을 위해 기술센터 개발 및 혁신 촉진을 위해 멘토링 지원을 제시하였
다.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 클라우드, 데이터 센
터 등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
혔다.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세계 제조업체 상위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국에 글로벌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
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인적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융합과학
교육(STEM)에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교육커리큘럼을 재정비할 것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민간기업-국영기업-대학 간
협력 도모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수입세 면제
같은 제도를 제공할 것이며, 첨단기술 분야에 국가 지원 확대를 도모할 것이
다. 마지막 과제인 규제와 정책 간 조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기관, 지방정부
의 정책 결정자 간의 긴밀한 조정을 제시하였다.

5) IT 인프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IT 인프라가 인도네시아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국의 IT 관련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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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25) 이러한 정부의 기조 아래 인
도네시아의 IT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에는 정보통신부의 ‘팔라파
링(Palapa Ring) 프로젝트’가 있다. ‘팔라파 링’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2019년 10월 14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
가 전역의 광케이블 구축 사업인 ‘팔라파 링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발전도가 가장 떨어지는 파푸아 지역의 일부 도시까지 고속인터넷이 제
공될 것이라고 밝혔다.26) 팔라파 링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간 IT 인프
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서부, 중부, 동부의 주요 도시들을 고속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팔라파 링 프로젝트를 통
해 디지털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팔라파 링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토를 서부, 중부, 동부 세 부분으로 나
누고, PPP 사업으로 3개 지역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광케이블 확대를 진행
하였다. 서부의 사업 계약자는 PT. Palapa Ring Barat, 중부는 PT. LEN
그림 3-10. 인도네시아 팔라파 링(Palapa Ring) 프로젝트

자료: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2017), p. 33.

25) Beritasatu(2019. 10. 14).
26) Gayatri Suroyo(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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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komunikasi Indonesia 동부는 Palapa Timur Telematika으로 각 계
약 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였다.27)

2. 베트남
가. 개관
디지털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젊고 풍부한 인구, 높은 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라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 중인 국가로,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
(2019)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내 디지털경제가 발생시킨 상품 총 가치는
120억 달러로 GDP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11 참고).28)
금액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3번째로 큰 금액이며 2015~19년
간 연평균성장률은 38%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기록했
다. 또한 2015년 기준 연평균 29%씩 성장해 2025년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총 규모는 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1 참고). 이러한 베트
남의 디지털경제 성장 잠재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2015~19년 간
베트남 디지털경제 부문에 10억 달러의 투자가 발생했다(그림 3-12 참고).

27)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2017), p. 34.
28) 위 보고서에서는 ‘디지털경제’ 대신 ‘인터넷경제’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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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동남아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그림 3-12. 베트남 디지털경제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9년 기준으로 버블 크기와 괄호 안 숫자는
자료: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2019).
디지털경제 규모를 나타냄.
자료: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2019).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세부 분야 중 2019년 현재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로, 약 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그림 3-13 참고). 전자상
거래는 2015년 약 4억 달러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5~19년간
연평균증가율 81%로 성장했다. 또한 2025년까지 23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9%의 가장 빠른 성장을 통해 디지털경제 세부 분야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Lazada, Shopee와 같은 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이 시장 수
위를 차지했으나 최근 Sendo와 같은 베트남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디지털경제 세부 분야는 온라인 여행업으로 2019년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른 세부 분야에 비해 낮은 성장이
기록되고 전망되는 분야이나 2015년 기준 가장 큰 규모(23억 달러)를 차지
했던 분야로 낮은 성장률에도 2019년과 2025년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설립된 Sinh Tourist가 온라인 영업을 시작했
으며 Triip.me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는 2019년 30억 달러 규모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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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이다. 2015~19년간 연평균성장률 49%를 기록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28%의 성장으로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설립해 1억 6,0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월 35억의 조회수를 기록 중인
Pops Worldwide가 대표 기업으로, 최근 한국의 네이버, 미래에셋의 합작
펀드가 3,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차량 공유ㆍ호출 서비스는 2019년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기존
Grab이 시장을 장악했으나 BE, Go Viet, Fast Go 등 로컬기업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차량 공유ㆍ호출과 같은 고유 업무 외에 차량을 이용한 음식 배
달 대행 등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어 2025년까지 38%의 연평균성장률로
4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3.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세부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그림 3-14. 베트남 지역별 B2C 거래 지수
(단위: 지수, 0~100)

주: 숫자는 기간별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Vietnam E-Commerce Association(2019).
자료: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2019).

디지털경제가 급성장 중임에도 베트남 도시와 농어촌ㆍ산간 낙후 지역 간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에서 웹사이트 구축,
정보 업데이트 빈도,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 및 판매 어플리케이션, 1인당 소
득 등 총 11개 지표를 바탕으로 도출한 베트남 지역별 B2C 거래 지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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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노이, 호치민 및 인근 지역과 다낭 등 주요 경제권과 지방 낙후 지역 간
큰 격차가 존재한다(그림 3-14 참고). 상위 7개 도시의 평균 지수가 73.7점
인 것이 비해 하위 7개 도시 평균은 29.5점에 불과하다. 특히 호치민과 하노
이는 87.2점, 85.8점으로 주요 경제권 간에서도 10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국가 평균 B2C 지수는 45.7로 2017년 조사보다 상승했다.

나. 주요 정책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경제 추진을 위한 규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기관은 베트남의 디지털경제를 지원하고 규제하고 있
다. 베트남 전자상거래ㆍ디지털경제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포함 총 7개 부처가 베트남 디지털경제 발전의 주요 부처로, [표 3-7]을 통해
각 부처별 주요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29)
현재 베트남은 디지털경제 전반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
고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다수의 정책들이 고시 등의 형태로 공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디지털경제를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 관
련 정책, 디지털경제의 근간이 되는 IT 정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개
별 디지털경제 관련 최근의 제도를 정리한다.

29) FIA Vietnam, “Policies to Boost Investment in the Digital Economy in Vietnam,”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1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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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베트남 디지털경제 발전 주요 부처와 업무
주무부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주요 업무
R&D, 혁신 관련 활동 규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적용, 연구, 개발 및 이전 촉진
출판, 뉴스 미디어, 포스트, ICT, 방송 및 국가 정보 구조와 관련된 규제
및 개발 계획 수립

교육부, 노동ㆍ사회보장부 ICT 관련 인적자원 발전
재무부

전자뱅킹 및 전자금융 규제
ICT 적용 촉진을 위한 조세 및 금융 정책 수립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ICT 적용 규제

기획투자부

ICT, 디지털 적용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 전략ㆍ계획 수립

그 외 부처 및 지방
인민위원회

관련 지역의 ICT 적용 진흥 촉진 행동계획 수립

자료: FIA Vietnam, “Policies to Boost Investment in the Digital Economy in Vietn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6).

1) 4차 산업혁명 진입 능력 강화를 위한 총리 명령(2017)
디지털경제, IT, 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베트남의 수많은 제도 중 2017년
공포한 ‘4차 산업혁명 진입 능력 강화를 위한 총리 명령(Directive 16/CTTTg)’은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ㆍ전략 개발의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받는
다.30) 산업화, 현대화, 국제사회로의 통합이 진행 중인 베트남에 4차 산업혁
명은 기술, 생산 및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며 스타트업 기업에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 부문의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31) 4차 산업혁명이 베트남에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령은 [표 3-8]과 같은 조치에 전 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
을 명하고 있다.

30)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2019), p. 22.
31)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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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Directive 16/CT-TTg의 조치
주요 조치 내용
1
2

- IT 및 통신기술 부문의 개발, 응용 및 인적자원 촉진에 집중
- 디지털 인프라 개발과 네트워크 보안 보장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기회 획득
-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존 결정 이행 강화를 통한 기업 발전 촉진(신기술 습득ㆍ개발)
- 신속한 전자 정부 수립, 부적절한 사업 조건 검토 및 폐지, 수출입 절차 간소화ㆍ현대화
- 4차 산업혁명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계획, 목표, 과제 검토ㆍ수립

3

- 디지털화, 스마트 행정, 우선 디지털 기술 산업, 디지털 농업, 관광, 도시 지역 전략 수립
- 국가 핵심 상품 및 전략상품 검토, 신기술 적용 및 통합
-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재정 지원 제도, 투자, 과학 연구 및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4

정책 개발, 혁신 스타트업 발전전략 소개, 해외-국내 과학기술 커뮤니티 연계 등의 방법을
통한 혁신 스타트업 환경 조성
-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외국어, IT,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의 자율성 증진 등 인력

5

양성을 포함한 신기술 추세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ㆍ직업훈련 정책, 방법,
교과과정 수정
- 특정 분야의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파일럿 규정 적용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 당국, 지방정부, 기업 및 사회 지도자들의 인식 제고

6

- 국제 통합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특성, 기회 및 도전 과제 인지와
이를 통한 적절하고 효과적 접근법과 해법 제시

자료: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7a)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7년 11월에는 Directive 16/CT-TT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행동계획
인 산업통상부 고시(Decision) No. 4246/QD-BCT를 공포했다. 고시는 기
업의 4차 산업 기술 개발ㆍ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개발
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
다.32) [표 3-9]는 고시 부록의 행동계획 중 전자상거래ㆍ디지털경제국 주무
의 행동계획을 정리하고 있다.

32)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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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Decision No. 4246/QD-BCT 부록의 디지털경제 관련 행동계획
행동계획

이행 기간

I 정책 및 제도 시스템 구축 및 완성
3. 2025년까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 개발 계획 수립

2018

II 기업의 4차 산업 기술 접근ㆍ흡수ㆍ개발 지원
7. 관리,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조직, 공급망 연계성, 지능형 물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솔루션 구축

2018~20

9. 기업을 위한 E-물류 파일럿 프로그램 구축

2018~20

11. 국내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업 구축

2018~20

III 기술 적용 능력 향상
13. 4차 산업의 수요에 맞춘 네크워크 보안 계획 수립ㆍ이행

2018~20

14. 산업 수요에 대응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8~20

IV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 촉진
17. 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총괄 솔루션 연구ㆍ개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상품, 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

2018~20

자료: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7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2020 IT 산업 발전 목표와 2025 비전(2015)
베트남 정부는 IT 산업 및 IT 인프라 구축이 사회ㆍ경제 인프라 구축과 산
업화ㆍ현대화 국가 건설에 중요 요소임을 인식하고 2015년 3월, ‘2020 IT
산업 발전 목표와 2025 비전(Decision 392/QD-TTg)’을 공개했다. 2020
년 달성 목표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및 IT 서비스 연 15% 이상 성장
및 FDI 유치; 전자 하드웨어 부문 50억 달러 FDI 유치(2015~20년); 소프트
웨어 아웃소싱 및 디지털 콘텐츠 부문 경쟁력 향상과 세계 10위권 유지; 글로
벌 아웃소싱 분야에서 호치민, 하노이 세계 10대 도시 유지; 전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및 IT 서비스 분야 베트남 기업 개발; 7개 이상의
IT 파크 건설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 달성 목표로는 IT 산업이 빠
르고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부문이 되며 높은 이윤과 수출 달성, 국내ㆍ외 수
요를 충족하는 IT 상품ㆍ서비스 개발ㆍ생산 능력 배양, 지식경제 발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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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마련, 정보 보안 및 국가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부, 재
무부, 기획투자부를 주무부처로 하며 협회와 기업의 책무도 포함한다. 본 고
시의 부록에는 예산이 보장된 7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표 3-10 참고).

표 3-10. 2020 IT 산업 발전 목표와 2025 비전의 7개 사업
사업명

주무부처(협력기관)

기간

IT 산업의 운영 능력 및 경쟁력 향상

정보통신부

2015~20

핵심 IT 상품 개발 투자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2015~20

IT 서비스 개발 투자

정보통신부

2016~20

정보통신부(지방정부)

2015~20

IT 집중 지역 개발 지원
핵심 훈련기관의 IT 훈련 개선

교육훈련부 외 8개 주요
교육기관(정보통신부)

2015~20

IT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 시험 표준화 및 전문
기술 향상

정보통신부

2015~20

중부 고원, 중앙, 북부 산악 및 낙후지역 IT 발전 지원

정보통신부(지방정부)

2015~20

자료: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2025 국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정책(2016)
베트남 정부는 2016년 5월, 국가 스타트업 생태계 포털 설립, 800개 스타
트업 프로젝트ㆍ200개 스타트업 기업(벤처 캐피탈 재정 지원을 받은 50개
기업 포함)을 위한 1조 동(약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제공을 포함한 ‘2025 국
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정책(Decision No: 844/QD-TTg)’을 공개
했다. 정책은 2025년까지 2,000개 스타트업 프로젝트, 600개 스타트업 기
업, 벤처 투자(총 2조 동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1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부, 재정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며 [표
3-11]과 같이 각 기관의 임무를 배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은 스타트업 포털 설치, 중앙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 연
례 TECHFEST 개최를 위한 자금 형성, 국가 기술 상용화 계획 시행, 스타트
업 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총 11개 주요 활동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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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2025 국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정책의 부처별 주요 임무
소관부처

주요 임무
a) 정책의 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신청 처리 절차 개발
b) 정책의 실행 계획 수립 및 정책 이행 주무
c) TECHFEST 개최, 국가 스타트업 포털ㆍ정책 관리시스템 및 하노이, 호치민
에 국가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
d)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자격을 갖춘 조직을 포함한 정책 참여 주체 선정

과학기술부

dd) 스타트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제도 수립 및 개정, 연구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력
e) 과학기술 부문 대한 연간 계획 작성, 자금 할당, 자금 운용, 자금 및 투자
프로젝트, 정책에 부합하는 국내 및 해외 스타트업 프로젝트 담당
g) 정책 진행 상황에 대한 사전 및 최종 평가. 매년 정책 진행 보고서를 총리에
게 제출
a) 과학기술부와 규정에 따른 스타트업 활동을 위한 자금 항목 및 총액에 대한

재무부

협의
b)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 조정

그 외 부처,

a) 본 정책에 부합하는 스타트업 지원 연간 및 5년 계획 수립

인민위원회,

b)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안전 자금

베트남상공회의소 등
State Capital
Investment
Cooperation

마련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 허용을 위한 자금 및 자금 관리 회사 설립을 위
한 자본 기여 메커니즘 연구ㆍ제안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규제 당국은 정책 진행, 성과 및 이슈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
자료: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6a)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2016~2020 전자상거래 발전 기본계획(2016)
전자상거래는 상업 부문의 중요한 근간으로,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국 기업의 국내 시장 및 수출ㆍ입 진출을 돕고 국가 경쟁력 및 국제 통
합을 통한 베트남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2016년 8월 ‘2016~2020
전자상거래 발전 기본계획’을 승인한다. 본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전자상
거래 관련 인프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자상거래 적용 기업 및 규제당국
등 총 4개 부문의 구체적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표 3-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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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2016~2020 전자상거래 발전 기본계획의 2020년 달성 목표
4대 부문

2020년 달성 목표
- 다양한 전자상거래 모형 및 활동의 실질적 개발 유지를 위한 입법 문서 시스템에 의
한 전자상거래 법적 인프라 완성
- 전국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및 전자결제 통합 어플리케이션 구축, B2C, B2B, G2G,

전자상거래
인프라

G2B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모형 활용 개발
- 베트남 전역의 전자상거래 주문 배송 등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국경 간 전자상
거래 활동으로 확대
- 전자상거래 관리ㆍ감독 시스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등급 및 전자 바우처 인증, 전자
상거래 관련 분쟁 및 위반 해결을 위한 안정ㆍ보안 인프라 구축
- 다양한 기업ㆍ조직의 수요에 대응한 훈련된 전자상거래 인적자원 제공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 연간 1인 350달러 수준의 온라인 구매자 총인구 30% 달성
- B2C 판매 연 20% 성장 달성(2020년 100억 달러, 총 소매 판매 매출의 5%)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성장, B2B거래 총교역의 30% 달성
- 웹사이트에서 상품 소개 및 판매하는 기업 50% 달성

기업
전자상거래
서비스 적용

-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활용 기업 80% 달성
- 슈퍼마켓, 쇼핑몰 및 현대화 유통기업의 POS 및 비현금결제 100% 보급
- 전기, 수도, 통신서비스 공급자 비현금결제 70% 보급
- 비현금결제를 통한 일상 소비 대도시 인구 50% 달성
- 동남아 대표 수준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육성
- 2016년까지 100%의 정부부처 및 규제 기관 level 3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 2020년까지 50%의 수출입 관련 level 4 수준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 2020년까지 30%의 상업ㆍ제조업 관련 level 4 수준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규제당국
전자상거래

- 계약자 선정 및 계약 수행에 대한 정보 100% 국가 온라인 조달 네크워크시스템 게
시, 공공조달의 50%를 국가 온라인 조달 네트워크시스템 활용

서비스 적용 - 모든 행정 절차는 국가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통해 level 4 수준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형태로 수행, 국가 싱글윈도우 시스템은 규모, 주제 측면에서 국가 전 기관에 확대
- 아세안 싱글윈도의 시스템의 완전한 연결을 통해 아세안 이외의 사업 파트너와 정보
교환, 베트남의 수출 촉진 및 수입 통제 강화
주: Decree No. 43/2011/ND-CP에 따라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level 1~4로 구분되며 각각 다음의 수준을 만족한다.
Level-1: 행정 절차 및 해당 절차와 관련 문서에 대한 전체 정보 제공. Level-2: 사용자가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서식을 작성. Level-3: Level 2에 더해 사용자가 문서 형태로 온라인 신고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송 가능. 온라인에서 서류 처리 및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짐. 요금 결제(필요할 경우) 및 결과 공지는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제공. Level-4: Level-3에 더해 사용자가 온라인상 요금 결제(필요할 경우) 가능. 결과는 온라인으로 직접 혹은
추후 통지.
자료: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6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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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초안)33)
최근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정부 요청에 따라 경제ㆍ사회 모든 측면의 디지
털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개발 중이다. 정책의
일반 목표는 2025년까지 국가 디지털화 부문에서 아세안 4위에 오르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WEF 40위권 달성, 디지털 플랫폼 사용 중소기업 50% 육성,
디지털 산업 GDP 25% 달성(2020년 15%), 8만 개 디지털 기업(2020년 3만
5,000개) 보유를 포함한 경제 부문 디지털 전환 세부 목표를 포함한다. 사회
디지털 전환 세부 목표로는 광대역서비스 가격 소득 대비 2% 미만, ICT 개발
지수 50위권 진입(2020년 80위 권), 인구 70%가 기초 디지털 기술 습득
(2020년 30%), 100%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국가 보건 데이터베이스
에 접속(2020년 80%) 등을 제시한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의 디지털화는 3단계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1단
계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 정부기관 및 사회의 디지털화
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법적 구조, 기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화를 위한 스타트업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이 이루
어질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시작될 2단계는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제 경쟁
력을 강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디지털 비즈니스모델 개발,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 통합된 가치사슬 창출, 전 사회ㆍ경제 영
역의 디지털화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다.
2026년 이후 시작될 3단계에서는 완전한 디지털 사회와 신성장 동력으로
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AI, 실감미디어
(Immersive Media), IoT,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기술 개발에 초점을

33) 초안의 내용은 본원에서 베트남 Central Institute of Economic Management에 의뢰한 자문을 바
탕으로 하며, 실제 정책은 초안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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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며 전체 사회ㆍ경제의 포괄적 디지털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위 정책은 현재 자문 단계에 있으며 승인될 경우 베트남 디지털경제 발전
전략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3. 태국
가. 개관
태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60억 달러로 아세안 최대 인
구대국인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2위 수준이다. 이는 아세안에서 디지털경제
수준이 발달한 편으로 평가받는 말레이시아(110억 달러), 싱가포르(120억
달러) 등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성장률도 24%에 달한다.
Google, TEMASEK, and Bain & Company(2019) 분석에 따르면 태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2025년 약 5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참고). E-Commerce,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차량 호출
(Ride Hailing)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인도네시아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나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는 태국의 비중도 각각 21%로 높
은 수준에 달한다. 태국의 디지털경제에서 주요 분야별 구성에 태국의 국가
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관광대국의 특성상 전체 디지털경제의 약
44%를 온라인 여행이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E-커머스 31%, 온라인 미디어
19% 순이다(표 3-13, 3-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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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주요 디지털경제 분야별 동남아 국가 비중(2019년)
(단위: 십억 달러, %)

분야

E-커머스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차량 호출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도네시아

21

55

10

29

4

29

6

50

41

42

말레이시아

3

8

5

15

2

14

1

8

11

11

필리핀

3

8

2

6

2

14

1

8

8

8

싱가포르

2

5

6

18

1

7

3

25

12

12

태국

5

13

7

21

3

21

1

8

16

16

베트남

5

13

4

12

3

21

1

8

13

13

합계

38

100

34

100

14

100

12

100

98

100

자료: Google, TEMASEK, and Bain & Comapany(2019), e-Conomy SEA 2019, pp. 21~26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표 3-14. 동남아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분야별 구성(2019년)
(단위: 십억 달러, %)

분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금액

금액

비중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E-커머스

21

53

3

27

3

43

2

17

5

31

5

42

온라인 여행

10

25

5

45

2

29

6

50

7

44

4

33

온라인 미디어

4

10

2

18

2

29

1

8

3

19

3

25

차량 호출

6

15

1

9

1

14

3

25

1

6

1

8

합계

40

100

11

100

7

100

12

100

16

100

12

100

자료: Google, TEMASEK, and Bain & Comapany(2019), e-Conomy SEA 2019, pp. 21~26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주요 부문별 성장세를 보면 2019년 기준 온라인 여행의 비중이 가장 높으
나 성장속도는 E-커머스가 2015~19년 연평균성장률 54%로 가장 높으며,
향후 2025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도 35%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여행 부문은 2015~19년 연평균성장률이
17% 수준이며, 2015년까지의 성장률도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E-Commerce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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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태국의 디지털경제 부문별 시장 전망(2015~25년)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Google, TEMASEK, and Bain & Comapany(2019), e-Conomy SEA 2019, p. 25 발췌ㆍ인용.

태국은 디지털경제 관련 대다수의 평가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UN의 E-정부개
발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의 경우 전년대비 4위 향상
되어 전 세계 193개국 중 73위로 중상위권을 기록했으며 대다수 디지털 관
련 개발 지표에서도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의 대표
적인 ‘모바일 퍼스트’로 언급될 정도로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환경이 뛰어난
국가로 모바일 가입률이 187%에 달하며, 인터넷 사용률도 약 82%로 디지털
경제 환경이 뛰어난 편이다. 또한 태국은 기존에 발달한 제조업 기반에 ICT
기술을 접목해 국가 산업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와 닮아 있으며, 전통적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 소위 바트화 경제권으로 불리는 인도차이나 반도 주변국
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의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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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태국의 디지털경제 환경 개요

자료: Pichet(2019), p. 17 발췌ㆍ번역.

나. 주요 정책
태국의 디지털경제 육성정책은 태국의 5개년 경제개발정책인 국가사회개
발정책(NESD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이
하 NESDP)에 근간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태국의 NESDP는 1961년 제1차
계획(1961~66)이 추진된 이래 5년 단위로 추가 계획이 추진되면서 2019년
제12차 계획(2017~21)까지 발표ㆍ추진되었다. NESDP는 시기별로 태국의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한 경제사회 개발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시대별로
1960년대에는 저개발 농경사회에서의 개발전략을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에
주력했다. 1970년대에는 오일쇼크와 같은 대내외 불안정을 감안해 사회발전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경제안정을 위한 부문별 프로그램이 수
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속가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개념이 도입되었으
며, 2000년대에는 자족경제(Self-Sufficiency),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의 개
발전략이 채택되었다. 2010년 이후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dr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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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및 혁신주도 성장전략이 태국의 경제사회 개발정책의 핵심을 이
루고 있다(표 3-15 참고).

표 3-15. 태국의 연대별 경제개발정책 개요

연대

경제사회 상황

주요 특징
ㆍ 경제발전 주력

1차

1961~66

2차

1967~71

3차

1972~76

4차

1977~81

5차

1982~86

6차

1987~91

ㆍ 국제경제 불안 지속

7차

1992~96

ㆍ 민주화 진전

ㆍ 저개발 농경사회

ㆍ 기초 인프라 조성
ㆍ 업종별 전략 강화

ㆍ 중앙집권

ㆍ 경제성장, 통화 안정

ㆍ 1차 오일쇼크

ㆍ 사회발전 개념 추가(인구정책)

ㆍ 국내 정정 불안
ㆍ 소득격차, 환경문제

ㆍ 문제 분석 기반 정책 프레임워크

ㆍ 국내 정치 안정

ㆍ 경제 안정 주력

ㆍ 2차 오일쇼크

ㆍ Top-Down 형태
ㆍ 경제, 사회 10대 부문별 프로그램
ㆍ Bottom-Up 도입
ㆍ 지속가능개발 개념 도입
ㆍ 3대 목표(소득분배, 인적자원 개발, 삶/환경 질적
개선)

8차

1997~2001 ㆍ 동아시아 외환 위기

9차

2002~06

10차

2007~11

11차

2012~16

ㆍ 자족경제 도입

ㆍ 외환 위기 극복

ㆍ 인간, 사회, 경제, 환경 균형개발 추구

ㆍ 글로벌 금융 위기

ㆍ 녹색/행복 사회 추구

ㆍ 국내 정정 불안

ㆍ 창조경제 개념 도입

등 글로벌 이슈 증대
ㆍ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2017~21

ㆍ 행정, 운영, 지방분권 등 대중 참여 유도

ㆍ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ㆍ 안보, 기후 변화, 테러

12차

ㆍ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속가능개발 추구

ㆍ 정의사회 구현
ㆍ 지식기반 경제

ㆍ 군부정권 지속

ㆍ 혁신 주도

ㆍ 중진국 함정 직면

ㆍ Thailand 4.0 및 20개년 발전전략 연계

자료: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www.nesdc.go.th(검색일: 2019. 8.
20)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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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들은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정보통신 관련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최초의 태국 정보통신 정책으로는 태국 국가 IT 정책
(Thailand National IT Policy 1996-2000, 혹은 IT2000)을 들 수 있으며 이후
2000년대 초반을 전후로 다수의 ICT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대
태국의 ICT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태국 정보통신기술 정책 프레임워크
2001~2010(Thail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licy Framework 2001-2010, 혹은 ICT2010)과 정보통신기술 정책 프레임
워크 2011~2020(Thail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licy Framework 2011-2020, 혹은 ICT2020)이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
으로 추진되었다. 상기 2차례의 중장기 정보통신기술 정책 프레임워크가 추진되
는 동안 3차례의 중기 ICT 종합계획(ICT Master Plan)이 추진되었다. 제1차
ICT 종합계획(ICT Master Plan 2002-2006)이 제9차 NESDP 2002-2006과
연계 추진되었으며, 제2차 ICT 종합계획 2009~2013은 1차 계획에서 불이행된
분야 추진과 신규 계획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3차 ICT 종합계획 2014~2018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기존 ICT 육성 계획은 종료
되었다. 이후 12차 NESDP 2017-20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Digital Economy Promotion Master Plan 2018-2021) 및
Thailand 4.0이 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경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그림 317 참고).
태국의 디지털경제 정책은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이하 MDES)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4대 전략과 9대
목표를 통해 5년 이내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비전을
추진 중이다(표 3-16 참고). 4대 전략으로는 △ 디지털경제 기반 조성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웰빙 증진을 위한 디지털경제ㆍ사회 개발과 육성 △ 디지
털 서비스 개발 육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상 및 경보 효율성 강화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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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태국의 디지털경제 육성정책 변화 추이(1996~현재)

자료: 저자 작성.

정했다. 9대 목표로는 △ 경제사회 국가정책 및 디지털 개발 제시(통계, 기상,
법규정 등) △ 무선통신네트워크 개발 관리 △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디지털 기
술 활용 및 혁신 지원 △ 디지털 기술 적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민 지
식 및 역량 배양을 위한 디지털 사회 발전 지원 △ 국가 경쟁력을 위한 잠재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 지식 증진을 위해 디지털 정보에 전문적 표준 적용
△ ‘디지털정부’ 추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율적 디지털 기술 지원 △
국가 통계 시스템 관리 △ 경제사회 잠재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 혁신 연구개발
지원 △ 디지털 정보 통신기술관련 법규정 관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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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MDES)의 디지털 정책 개요
비전: 5년 이내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 디지털 기술 적용
4대 전략

9대 목표
① (통계ㆍ기상ㆍ법규정 등)주요 부문별 국가정책 제시
② 무선통신네트워크 개발

① 디지털경제 기반 조성
② 국가경쟁력 강화 및 웰빙 증진
③ 디지털 서비스 개발 육성
④ 기상 및 경보

③ 비즈니스 부문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④ 국민의 지식 및 역량 배양
⑤ 디지털 정보에 전문적 표준 적용
⑥ ‘디지털정부’ 추진을 위한 효율적 디지털 기술 지원
⑦ 국가 통계시스템 관리
⑧ 디지털 혁신 연구개발 지원
⑨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규정 관리

자료: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http://www.mdes.go.th(검색일: 2019. 8.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MDES의 디지털경제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하기관으로 기상국
(Meteorological Department), 국가디지털경제사회위원회(Office of
National Digital Economy and Society Commission) 및 국가통계국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이 있다. 정부부처 외에는 국영통신사 TOT
(Telephone Organization of Thailand), CAT(Communications
Authority of Thailand) 및 태국우체국(Thailand Post) 등이 통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디지털경제 관련 유관기관으로 디지털경제 일반 사항
을 관장하는 디지털경제진흥국(DEPA: Ditital Economy Promotion
Agency, 이하 DEPA), 전자상거래 부문에 특화된 전자상거래개발국(ETDA:
Electronics Transaction Development Agency)이 디지털경제 정책을 지
원하는 구조로 태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3-18 참고). 특히 최근 디지털경제 정책 관련 사항은 태국의 디지털 산업 육성
및 혁신 정책 수립ㆍ이행을 위해 2017년 신설된 DEPA가 주관하고 있다.
DEPA는 2017년 ｢경제산업을 위한 디지털 개발 법률(Digit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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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conomy and Society Act B.E. 2560)｣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정부
조직법이나 예산안 상으로는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진 대다수를
MDES가 임명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MDES 산하 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8.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조직도

자료: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http://www.mdes.go.th(검색일: 2019. 8. 20)에서 발췌ㆍ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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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Digital Economy Promotion
Master Plan) 2018~2021
현재 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경제 전략으로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
2018~2021’을 들 수 있다. 동 계획은 MDES 산하 DEPA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인력 및 변화를 추진할 디지털 인식 증진을 통해 역동적인 디
지털경제를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전략(△ 디지털 시대 인재육성 △ 디지
털 태국으로 경제 전환 △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 디지털 혁
신 생태 구축)을 추진 중이다(그림 3-19 참고).
전략 1인 디지털 시대 인재육성 부문에서는 디지털 인재 및 시민(사용자)
의 양적 증가를 적극 추진하며, 컴퓨터, 모바일 등 디지털 활동에 활용되는 기
기들의 밀도를 나타내는 디지털 밀도(Digital Density)의 증가 또한 주요 지
표로 채택했다. 전략 2인 디지털 태국으로 경제 전환 부문은 디지털 부분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디지털 기업 수는 물론 스타트업의 기
업 가치를 현재의 10배를 증가시키겠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그림 3-19. 태국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 주요 전략 및 목표

자료: Kasama(2018), p. 3에서 발췌ㆍ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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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향후 태국 전체 경제의 약 20%를 디지털화한다는
목표 또한 포함되었다. 전략 3은 공동체(Community)의 디지털화를 추구하
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전략
4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추구하는데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산업생태 전
반에 소요되는 기반 조성을 지향하며, 도시화 대응 및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
해 스마트시티 부문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태국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부문별 정책 수단은 4개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략 1 디지털 시대 인재육성’은 코딩교육을 통
한 인재양성에 주력하며, ‘전략 2 디지털 태국으로의 경제 전환’은 디지털 인
력 펀드, 디지털 전환 펀드, 스타트업 펀드 등 다양한 펀드 조성 및 규제 샌드
박스 채택을 통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전략 3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동체 역
량 강화’에서도 각종 펀드를 통한 지원과 세금 혜택 부여 등이 주를 이루며,

그림 3-20. 태국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 부문별 주요 정책 수단

자료: Kasama(2018), p. 4에서 발췌ㆍ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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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 보건, 엑티브에이징 등 공동체 발전 지원 또한 주목을 끈다. 마지막
‘전략 4 디지털 혁신 생태 구축’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펀드를 통한 인프라 조
성 노력하에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서비스 조성을 적극 추구하면
서 스마트시티, 디지털 파크 등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도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
편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컨소시움,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 등 다
양한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그림 3-20 참고).

2) Thailand 4.0
12차 NESDP가 마련되던 2016년은 대내외 경제 연계성 심화, 신흥시장의
역할 증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의 대외 여건의 변화와 내수 침
체, 수출경쟁력 둔화, 고령화, 제조업 대체 지식ㆍ혁신 산업 필요성 제기 등의
내부 변화로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 탈피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에 태국은 12차 NESDP의 핵심 전략으로
태국 경제ㆍ사회 전반에 디지털 및 스마트 개념을 도입해 전통적인 성장동력
을 미래형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Thailand 4.0 전략을 채
택했다.
Thailand 4.0은 태국이 지나온 농경, 경공업, 중공업 중심의 산업발전 단
계를 각각 Thailand 1.0~3.0으로 가정하고 향후 혁신 및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이 주도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Thailand 4.0으로 정의한 발전전략이
다. 즉, 태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산업(Smart
industry),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마트 피플(Smart People)을 구현함
으로써 태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향후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을 지향하는 발전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21]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전통적인 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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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의 산업 고도화
를 추구한다.

그림 3-21. Thailand 4.0 정책의 기본 개념도

자료: Kalin(2017), pp. 4-5에서 발췌ㆍ인용.

그림 3-22. Thailand 4.0의 주요 산업 육성전략(New S-Curve)

자료: Jomhadhyasnidh(2017. 10. 11), p. 3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이재호(2018), p. 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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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Thailand 4.0을 통해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은 [그림 3-22]
에 제시된 10개 산업이다. 10개 주요 육성산업은 5개씩의 First S-Curve와
New S-Curve로 구성되는데, 기존 주요 5개 산업인 S-Curve 산업을 선정
해 중기 차원에서 육성하는 한편, 동 산업들의 성장이 둔화되는 10년 정도의
시점에서 동 산업들을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킨다는 의도
에서 미래형 5개 산업으로 구성된 New S-Curve전략을 채택했다.
First S-Curve와 New S-Curve의 연계 발전 방향은 [그림 3-23]에 제시
된 바와 같다. First S-Curve를 통해서 육성해온 차세대 자동차 및 스마트 전
자제품 산업은 향후 New S-Curve 단계에서 미래산업인 로보틱스 육성으로
연계하고, 농업바이오 기술은 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화학 부문으로
연계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3. Thailand 4.0의 New S-Curve 연계 육성 방향

자료: 태국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http://www.moc.go.th(검색일: 2019. 8. 20); KOTRA 방콕 무역관,
https://www.kotra.or.kr/KBC/bangkok(검색일: 2019. 8. 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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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경제 개발 정책인 Thailand 4.0의 공간적인 무대
로는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을 들 수 있다. EEC
는 방콕 동남부 소재 차청싸오(Chachoengsao), 촌부리(Chonburi), 라영
(Rayong) 등 태국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공단지역으로 Thailand 4.0을 통해
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디지털화하는 한편 항공, 철도, 도로, 항만
등 약 4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및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그림
3-24 참고). EEC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제조업 투자에 비해서 높은 인센티
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태국정부는 한태 정책협의회, 외교장관회의 등 한국과
의 대화 기회마다 EEC 개발 및 Thailand 4.0 관련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향
후 동 부문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이 태국과의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주요 채
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4. 태국 동부경제회랑(EEC)의 주요 프로젝트 개요

자료: 이재호(2018), p. 16에서 발췌ㆍ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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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가. 개관34)
인도의 디지털 도입(digital adoption)은 지난 5년(2014~18년) 동안 상
당 수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MEITY(2019)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인도의 모바일 가입자 수는 약 11억 6천만 명이며, 이 중 인터넷 이용자
수는 5억 6천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수
는 2013년 기준 100명당 5.5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 26.2명(3억 5,400명)
으로 4배로 증가했고, 2018년 인도의 월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
보다 54배 급증한 8.3GB로, 중국 및 한국보다 많다.
약 3억 명의 인도국민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약 2억
명은 왓츠앱(WhatsApp)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instant message
program)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인도의 모바일 사용자는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NS)에 주(week) 평균 약 17시간(하루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데, 중국과 미국의 모바일 이용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도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결제(Digital Payment) 거래는 2013/14 회계연도
기준 25억 건에서 2018년 1월~12월간 243억 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MEDICI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인도의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은
2,035개로, 2015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성장해 2016년의 성장률은 미국보
다 1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34)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19), “India’s Trillion-Dollar
Digital Opportunity,” pp. 11-18 주요 내용 참고 및 요약.
35) MEDICI(2019), “India FinTech report: Executive Summary 2019,” p. 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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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홍채 및 지문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
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 및 민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인도의 독특한
디지털 인증 플랫폼(digital identity)인 ‘아드하르(Aadhaar)’의 등록자는
2013년 기준 5억 1,000만 명이었으나, 2018년 1월 약 12억 2,000만 명(인
도 전체 인구의 9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표 3-17. 인도의 디지털 도입(Dgital adoption) 현황
항목

2013

2018

성장세

인터넷(가입자)

2억 3,900만

5억 6,000만

2.3배

소셜미디어(사용자)

9,000만

2억 9,400만

3.2배

왓츠앱(사용자)

3,000만

2억

6.7배

전자상거래(사용자)

4,000만

1억 7,600만

4.4배

디지털 결제(건수)

25억

243억

10배

아드하르(등록자)

5억 1,000만

12억 2,000만

2.4배

비고
2013년 1월~12월
2017/18 회계연도
(2017년 4월 ~
2018년 3월)
2013/14년 회계연도
2018년 1~12월
2013~18년 누적 건수

자료: MEITY(2019), India’s Trillion Dollar Digital Opportunity, pp. 11-18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최근 인도의 디지털 도입(digital adoption)이 가속화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인도정부가 디지털화에 대한 강력
한 의지를 바탕으로 연관 정책을 추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에 출범한 모디(Modi) 정부의 ‘디지털 인디
아 이니셔티브(Digital India Initiative, 이하 디지털 인디아)’는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인디아는 인도의 거버넌스,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디지털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정부는 이를 달
성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기술 및 인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아드하르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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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둘째, 민간 분야에서 주도한 인터넷 사용 기술 개발과 혁신이다. 2019년 8
월 인도 통신규제국(TRA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무선데이터 1GB의 평균 가격은 세계 최
저가인 11.78루피(원화 약 200원)로 2017년 226루피(3,814원, 현재 환율
기준)보다 약 15배 저렴해졌다.36) 바라티 에어텔(Bharati Airtel), 보다폰
(Vodafone), Idea, BSNL이 주름잡고 있던 인도 통신시장에 인도의 릴라이
언스(Reliance) 그룹 계열의 릴라이언스 지오(Jio)가 2017년 ‘6개월 사용료
무료 및 1기가바이트당 0.17달러(약 12.07루피)’라는 파격적인 서비스 가격
을 제시하고, 타 기업 또한 모바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데이터 가격이 전반
적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37) 또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구글
(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글로
벌 기업의 진출을 유인했고 이 기업들은 인도의 특성에 맞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및 개발하고 있다.38)
즉 4G LTE(Long Term Evolution)와 같은 기술 개발(그림 3-25 참고)과
저렴한 데이터 가격,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
(user-friendly)이 인도의 디지털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36) 1기가바이트의 데이터 가격은 인도의 월별 GNI/인당의 0.1% 수준이다.
37) 7월 인도 현지조사를 진행함. 인도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센터장 면담(2019. 7. 23) 내용 인용.
38) 구글은 2014년 안드로이드 OS를 탑재, 최소한의 하드웨어 사양을 구비한 초저가 스마트폰을 인도 시
장에 출시했다. 페이스북은 인도의 주별 다양성을 고려해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도 에어텔
(Airtel)사와 협력하여 약 2만 개의 와이파이 핫 스팟(wi-fi hot spot)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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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인도의 무선 데이터
가입자 수(기술별)
(단위: 백만 명)

주: * 2014. 5 CDMA 가입자 수는 6.02, 10.07임. 2016
년부터 4G 기술이 도입됨.
자료: TRAI(2019), “Wireless Data Service Report,”
p. 7에서 발췌.

그림 3-26. 인도 데이터 가격
(2014~17년)
(단위: 달러/1GB)

자료: BGR(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6).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2019년에 발표한 국가별 디지털 도입 지
수39)에 따르면, 인도는 인도네시아(99%)에 이어 세계 2위(90%)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인도정부는 2017/18년 기준 자국의 디지털경제 규모
를 2,000억 달러로 예측했으며, 디지털경제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INDIA’S
TRILLION-DOLLAR DIGITAL OPPORTUNITY(2019년 2월 발간)”보고서
를 통해 경제 여러 분야(농업, 전자 정부, 보건 등)에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경우 ‘2025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인도의 디지털경제와 연관된 주요 정책의 전략과 세부적인 내
용, 연계된 프로젝트를 살펴볼 것이다. 나. 절에서는‘디지털 인디아’의 주요
내용 및 프로젝트 사례, 다. 절에서는 인도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1조 달러 로드맵을 살펴볼 것이다.

39) 개인, 비즈니스, 정부의 디지털 도입 지수를 17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2014~17년간의 증가율을 분석
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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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경제 기본전략: 디지털 인디아

1)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40)의 주요 목표
인도의 디지털경제 관련 기본전략으로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2006년 만모한 싱
(Manmohan Singh) 정부가 시행한 NeGP(National e-Governance Pla
n)41)를 모태로 2015년 7월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Digital India
Initiative)’를 발표했다. 주요 목표는 ‘인도를 디지털 역량이 있는 지식 사회
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거버넌스 및 공공ㆍ민간 서
비스의 디지털화 △ 인도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인디아는 인도사회의 디지털화라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시스템(umbrella program)으
로 △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 모바일 연결성 제고 △ 전자 정부 구현을 통한
국민 소통 △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9개의 프로그램 세부 목표(pillars)도
제시하고 있다(그림 3-27 참고). 즉 디지털 인디아는 인도의 디지털 관련 모
든 정책의 토대라고 볼 수 있다.

40) ‘디지털 인디아’의 목표 및 추진 체계,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2017년 KIEP 연구과제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pp. 113~118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개념을 요약하되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41) 모든 정부서비스를 전자미디어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정책(모토: Public
Services Close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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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디지털 인디아의 핵심 비전 및 9개 축
핵심 비전
디지털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 디지털화

인도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인디아 프로그램 9개 축
1. 모두를 위한 브로드밴드

2. 기술 혁신을 통한 전자 정부

3. 전자제품 제조업 장려

구현

(Electronics Manufacturing

(E-Governance)

Target NET ZERO Imports)

(Brodband highways)
4. 공공 인터넷 접속

5. 전자서비스 확대

(Public Internet Access

(E-Kranti Electronic delivery

Programme)

of services)

7. 인도 전체 모바일 연결
(Universal Access to
Mobile Connectivity)

6. 고용을 위한 IT
(IT for Jobs)

8. 모두를 위한 정보

9. 조기성과 프로그램

(Information for All)

(Early Harvest Programmes)

자료: Digital India, https://digitalindia.gov.in/content/about-programme(검색일: 2019. 8. 23)를 참고해 저자
정리.

2) 디지털 인디아 프로그램 및 추진 체계
인도정부는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 아래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인디아의 핵심 비전인 ‘인프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문별 핵심 프로그램을 소개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인프라 관련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인도만의 독특한 개인정보 생체인
증제도인 아드하르(Aadhaar),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CSC(Common
Service Center),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정보 저장시스템인 DigiLocker 등
을 포함한 30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둘째, 서비스와 연관된 프로그램은 총 69개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애를
가진 국민의 교통이나 병원 예약을 돕는 Accessible India Campaign 모바
일 앱, 디지털 결제를 지원하는 BHIM, 스타트업을 장려 및 지원하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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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인디아(Startup India), 전자 및 도착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eVISA 등
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량과 연관된 프로그램은 총 16개로 전 국민 1계좌 개설 계획
(PMJDY), 중소기업 인력을 교육하는 PMKVY(Pradhan Mantri Kahshal
그림 3-28. 디지털 인디아 주요 프로그램

인프라
(Infrastructure)

서비스
(Services)

역량
(Empowerment)

ㆍAadhaar
ㆍCSC 2.0(COMMON SERVICE CENTER)
ㆍDigiLocker
ㆍCENTRE FOR EXCELLENCE FOR INTERNET OF THINGS
ㆍGovernment eMARKETPLACE

ㆍACCESSIBLE INDIA CAMPAIGN MOBILE APP
ㆍBHIM(Bharat Interface for Money)
ㆍSTARTUP INDIA PORTAL AND MOBILE APP
ㆍeNAM
ㆍeVISA
ㆍmKISAN
ㆍNATIONAL VOTERS SERVICE PORTAL(NVSP)

ㆍPRADHAN MANTRI JAN-DHAN YOJANA(PMJDY)
ㆍPRADHAN MANTRI KAUSHAL VIKAS YOJANA(PMKVY)
ㆍSMART CITIES
ㆍMyGov
ㆍPAHAL-DBTL(Direct Benefit transfer of LPG)
ㆍAADHAAR ENABLED PAYMENT SYSTEM

자료: Digital India, https://digitalindia.gov.in/di-initiatives(검색일: 2019. 8. 23)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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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as Yojana), 스마트시티 개발(Smart Cities) 등이 있다. 아드하르를 포
함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3) 주요 프로젝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디지털 인디아의 추진 체계 또한 모디 정부 1기와 동일하다. 전자 및 정보
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42)를 중
심으로 특별위원회(Apex Committee)로 구성된 자문그룹(Digital India
Advisory Group)이 디지털 인디아를 총괄한다. 모디 총리는 감독위원회의
의장이며 전자 및 정보기술부 장관은 자문그룹을 이끈다. 주정부 및 연방 직
할지(Union Territories)는 자문그룹이 결정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바
탕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3-29. 디지털 인디아 추진 체계

자료: Digital India, https://digitalindia.gov.in/content/management-structure(검색일: 2019. 7. 19).

42)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T)는 2016년 7월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와 전자 및 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로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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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재집권한 모디 2기 정부는 디지털 인디아를 더욱 강조하고 있
다. 니르말라 시타르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019/20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인도 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정부의 핵심 미
션으로 언급하며 디지털 결제 확대 및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
현실,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New-age skills)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43) 지난 10월에는 디지털 결제 앱인 BHIM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2.0이
개발되었다. BHIM 2.0은 기존 기능을 확대하고 3개 지역어(Local Language)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인도정부는 농산물생산시장위원회(Agricultural
Produce Market Committees)44)를 해체하고 eNAM을 사용할 것을 권고
했다. 주별로 상이한 농산물 거래장을 온라인 농산물시장 및 경매 플랫폼으
로 단일화해 농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2019년 11월 기준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우타르칸드(Uttarkhand),
라자스탄(Rajastan), 구자라트(Gujarat)를 포함한 8개 주의 21개 디지털시
장이 작동하고 있다.

3) 주요 프로젝트
인도정부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관련 인프라가 중요
함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반’ 마련을 강조해왔다. 디지털 결제
(digital payment),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 제조업, IT-BPM(비
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디지털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는 디지
털 인프라가 구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디
아를 바탕으로 인도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세 가지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43) Union Budget of India, https://www.indiabudget.gov.in/budgetspeech.php(검색일: 2019.
11. 8).
44) 농산물생산시장위원회는 각 주별로 설립, 농산물이 적절한 가격에 팔리도록 감시 및 조정하는 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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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① 아드하르(Aadhaar): 디지털 개인정보인증 플랫폼
아드하르는 기반, 토대라는 뜻의 힌디어로 인도정부가 추진한 세계 최대의
‘디지털 개인정보 생체인증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름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ㆍ생체정보(홍채, 지문, 사진)를 중앙정
보센터에 저장해 디지털화하여 각종 인증에 활용하고 있다.
2009년 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는 인증
제도의 부재로 야기되는 정부보조금의 오남용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
선하고, 인도 국민 전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단일창구 인증시스
템으로 아드하르를 구축했다.45) 이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아드하르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조금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비즈니스,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
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증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Aadhaar Act 2016).
모디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 포괄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전 국
민 1계좌 보유 계획(PMJDY: Pradhan Mantri Jan-Dhan Yojana)’46)을
소개하고 2014년 11월에는 아드하르 연계 은행계좌에 가정용 LPG 보조금
을 직접 지급하는 PAHAL DBTL(Direct Benefit transfer of LPG) 제도를
도입했다.47) 2015년 2월에는 은행계좌-아드하르-모바일을 상호 연동시키
는 JAM(Jan Dhan–Aadhaar-Mobile) 제도를 시행했다. 아울러 국가사회지
원프로그램(NSAP),48) 빈곤층 식량 보장을 위한 공공생필품배분제도(Public
45) 팬 카드(Pan Card),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방식의 개인인증 방법이 있으나 10억 명이 넘
는 인도 인구 전체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외계층(빈곤층, 시골 및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
는 주민)은 인증을 위해 공무원을 대동해야 하거나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은행계좌 개설이 제한
되기도 했다. 보조금 배급 카드의 경우 가구 단위 – 남성 가장 이름으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개인
인증에도 한계가 있었다.
46) PMJYD는 디지털 인디아의 주요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디 정부는 계좌 개설 조건을 대폭 완화해 최소
입금 금액 규정을 없애고 신분 증빙자료가 없는 국민도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
다. 또 은행 지점이 없는 외각 지역에는 관계자를 파견했으며 보조금 누출과 지연 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좌로 바로 입금(Direct Benefit Transfer)되도록 조치했다.
47) 본 제도는 초기 인도 일부지역에 도입되었으나 2015년 1월 전 인도로 확대되었다.
48) National Social Assitance Program,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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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아드하르’ 구축 및 운영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고유 등록번호: 12자리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부여

주요 내용
및
특징

- 발급대상: 인도 전 국민 대상(출생 이후부터 등록 가능)
- 주요 기능: 개인정보 인증 용도로 사용(시민권이나 특정한 권한, 권리 등을
의미하지는 않음.)
- 의무등록 사항: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생체정보(지문, 홍채, 사진)
- 활용 분야: 공공 프로그램(보조금 등) 및 민간서비스 연계
- ‘아드하르' 시스템은 총괄 기능을 하는 UIDAI를 중심으로 데이터 등록/업데이트,
저장, 인증, 공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협력기관들로 구성
◦ 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UIDAI): 인프라 및 정책 개발, 시스템

생태계 및
주요기관

모니터링 등 책임 기관
◦ Enrolment Agencies: ‘아드하르’ 정보 등록 기관
◦ Authentication User Agencies(AUA): 개인정보 인증 서비스 공급자(유저에게 제공)
◦ Authentication Service Agencies(AUA): UIDAI의 데이터센터와 AUA 사이
인증정보 요청/제공
- 아드하르에 등록한 개인 일반정보, 생체정보, OTP 등을 통해 인증 요청이 가능

인증 방법
및 메커니즘

◦ 위 정보 중 하나를 아드하르 번호와 제출 시 인증요청을 통해 개인인증이 가능
◦ OTP의 경우 1회용 패스워드를 모바일로 발송, 이를 바탕으로 아드하르 인증
- 인증 요청에 대해 UIDAI는 두 가지 형태의 인증 정보 제공
◦ 인증 결과를 yes, no로 응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자료: 조충제, 송영철(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도의 디지털인증 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pp. 5~6 표 발췌.

Distribution System),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등 여러 정부보조금
및 지원 제도에 아드하르를 활용하고 있다.
아드하르의 도입은 금융제도에 소외되었던 여러 계층의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과거 빈번히 일어났던 금융 사기나 허위
인증을 방지해 상당액의 정부보조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나타났다.49) UIDAI
(The 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의 발표에 따르면, 아드하
르와 연계된 은행계좌는 2014년 5월 기준 약 6,000만 개였으나 2018년 3월
기준 약 5억 9,000개로 증가했고, LPG, NSAP, PDS 등을 포함한 보조금 제

49)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https://www.ibef.org/research/india-study/jam
-trinity(검색일: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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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정부지출은 약 9,000억 루피(127억 달러) 절약되었다.50)
2018년 3월 기준 12억이 넘는 인도인이 아드하르 등록을 완료했으며, 잠
무ㆍ카슈미르와 북동부 5개 주를 제외한 인도 전체 지역의 등록률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0, 3-31 참고).

그림 3-30. 아드하르 등록 수

그림 3-31. 인도 주별 아르하드 등록 현황

(단위: 누적, 천만)

자료: UIDAI(2018), p.13에서 발췌해 저자 작성.

(단위: %)

자료: UIDAI(2018), p.16에서 발췌해 저자 작성.

2019년 7월, 그간 아드하르의 제한적 사용51)을 확대해 인도정부는 은행
계좌 개설 및 모바일 개통에 아드하르 번호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한다는 내용인 ‘아드하르 및 기타 법률 개정안(Aadhaar and Other Laws
Bill)’을 통과시켰으며,52) 인도 여권을 소지한 NRI(Non-Resident Indian)
도 입국 시 아드하르 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53)

50) UIDAI(2018), p. 37.
51) 인도 내 아드하르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 중 하나로, 인도 대법
원은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므로 정부 세금 및 복지 정책에 한해 아드하르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결
(2017년 8월)한 바 있음.
52) “Bill allowing voluntary use of Aadhaar gets parliament nod”(2019. 7. 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9. 8. 20).
53) NRI의 경우, 인도 내 체류기간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아드하르 발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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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아드하르’ 기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현황 및 발전 단계

자료: 조충제 외(2017), p. 135의 [그림 3-28] 발췌.

② 화폐개혁 및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도입
2016년 11월 8일에 인도정부는 500루피 및 1,000루피 지폐 유통을 중단
하고 신권 500루피와 2,000루피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폐개혁
(demonitisation)을 발표했다. 모디 총리는 화폐개혁의 배경으로 지하경제
를 척결하고 불법 자금 유통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유예기간 없이 발표 이후 즉각 시행되어 당시 인도 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다. 인도사회는 베트남 같은 다른 신남방국과 마찬가지로 현금 위주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사회이기 때문이다.54)
인도정부는 화폐개혁을 발표한 약 3주 뒤인 11월 30일에 모바일 결제 앱
BHIM(Bharat Interface for Money)55)을 공표했다. 인도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로의 발전과 아울러 디지털 사용(usage)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결제를 준비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중앙은행(RBI)은 2016년

54) 2017/18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현금 의존성은 95%로 높게 나타남. ORF(2018), https://www.orfo
nline.org/expert-speak/two-years-after-demonetisation-cashless-india-still-a-distantdream-45682/(검색일: 2019. 8. 10).
55) Bharat는 인도(India)라는 뜻의 힌디어를 영어로 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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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in India: Vision 2018’을 발표했고,
인도결제공사(NPCI)가 이를 바탕으로 BHIM을 포함해 Bharat QR과 같은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구현했다.
BHIM은 하나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을 가진 것
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2G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은행별 앱을 다운
받을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라트 QR(Bharat QR)은 인도정부가 주요 카드사(Rupay, Visa, Master
Card, Amercian Express)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통일된 QR코드’를 제
작한 것으로, 이용자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자(식
당, 택시, 슈퍼 등)가 배치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가 가능하다.

표 3-19. 인도 주요 디지털 결제 UPI 주요 내용
구분

기능 및 특징
- 2016년 11월 출시, 스마트폰을 통해 하나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기능
- 특징: 디지털 방식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거래가 가능
(인도 모바일 사용자 대다수가 2G폰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특정 번호를
다이얼 하여 사용 가능)
- BHIM 앱에 다른 은행들의 계좌를 등록하면 각각의 은행 앱을 다운받지 않
아도 됨.
- 2019년 10월 21일 BHIM 2.0이 출시됨: 거래한도 증액, 계좌 연동 확대,
3개 이상의 지역 언어(보즈뿌리, 하리야니, 콘카니 등) 추가
- P2M(Person to Merchant) 모바일 결제 솔루션
- 상인 이름, 주소,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
-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관계 없이 상인이 배치한 바라트 QR코드를 스캔하면 연계
된 계좌에서 인출되는 시스템(인도 주요 카드사: Rupay, Visa, MasterCard,
Amex)

자료: NPCI, https://www.npci.org.in/(검색일: 2019. 7. 10) 및 각종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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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mmon Service Center 확대
디지털 인디아와 관련하여 인도정부가 추진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CSC(Common Service Center)를 꼽을 수 있다. CSC는 한국의 행정복지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요 목표는 컴퓨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촌 및 외각 지역에 정부의 전자서비스(e-governance)를 제공’하
는 것이다. CSC는 2006년 National E-Governanc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했으나, 2015년 8월 모디 정부는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 출범과 함
께 ‘CSC 2.0 프로젝트’56)를 승인하고 확대를 추진했다. CSC 서비스의 범위
로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업, 구직, 금융, 재난 관리 등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 지리, 언어를 연결하는 전 인도적(pan-India)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CSC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즉
인도정부(지정대행사: SDA, State Designated Agency/SCA. Service
Center Agency), 지역의 은행, 중소기업과 같은 마을 단위 기업(VLE:

표 3-20. CSC 서비스 주요 분야
항목

세부 내용

G2C

보험, 여권, 출생 및 사망 신고, 아드하르 등록, 팬 카드(PAN card), 투표 등

농업

농업, 원예업, 양잠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직업훈련, 구직, 성인 문맹 글쓰기 교육

금용

은행업(예금, 출금, 계좌조회, 소매대출, 신용카드 신청 등)

보건

건강 검진, 의약품, 원격의료

오락

영화, TV

유틸리티

온라인 예약, 요금 지불

상업(민간)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편집, 인쇄, 인터넷, 마을 단위의 BPO

자료: ApnaCSCOnline, http://www.apnacsconline.in/(검색일: 2019. 7. 1).
56) 주요 내용으로는 1) 25만 그람판챠아트당 1개의 CSC 설립 2) 단일 싱글 플랫폼 제공 3) 서비스표준화
및 서비스 제공자 역량 구축 4) 지원센터의 현지화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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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s Level Enterpreneur)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SDA는 CSC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VLE)의 인프라 및 역량 기준을 검
토한 후 권한을 부여한다.

그림 3-33. 하이데라바드 CSC

그림 3-34. CSC 성인 인터넷 교육

자료: PBT-PoV, http://pbt-pov.blogspot.com/2017/10/common-service-center-kernel-of-digital_17.html(검
색일: 2019. 11. 10).

그림 3-35. 연도별 CSC 수(누적)
(단위: 개)

자료: MEITY(2018), CSC creating rural entrepreneurship redefining governance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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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에 참여하는 마을 기업은 정부로부터 수수료(commission)를 받아
수익을 내고, 해당 지역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도출하
고 있다. 또 주민들은 직업훈련교육을 포함해 과거 여권이나 신분증 신청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수고를 덜 수 있게 되는 등 CSC는 농촌 및 소
외 지역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전자 정부 구축 의지와 지역 기업이 협력한 결과, 2014년 5월 기준
8만 3,950개였던 CSC는 2017 12월 기준 27만 1,211개로 약 4배 확대되었
고, CSC를 통한 업무 처리 또한 2017년 12월 기준 380만 건에서 2016년 4
월~2017년 12월 간 약 8,790건이 기록되었다.

다. ‘2025 디지털경제 1조 달러 달성’ 로드맵
지난 4년 간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통한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비롯해 인터
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정부는 자
국의 디지털경제 발전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9년 2월 인도
정부는 경제 여러 분야(농업, 전자 정부, 보건 등)에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경우, ‘2025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경제 창출이 가능할 것이
라고 예측하며, 관련하여 9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30개의 하위 테마
(theme)를 발표했다.
특히 △ 21세기 IT(서비스 포함), 전기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 디지털을
접목한 제조업 △ 차세대 금융서비스 △ 연관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인도정부가 IT 및 전기 통신과 연관된 미래 디지털 기
술 관련 직업교육 및 IT/BPM 서비스 개발과 광대역ㆍ초고속 인터넷 연결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특히 중요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
울러, 자국의 제조업을 장려하고자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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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정책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온라인 재고관리, 물류 플랫폼 등의 제
조업의 전자화와 연관 분야의 연구개발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3-21. 디지털 로드맵: 9개 분야 30개 하위 테마 주요 내용
(단위: 십억 달러)

9개 분야
A. 21세기 IT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역량

30개 하위 테마

성장 잠재력

1. 미래 디지털 기술 관련 직업교육 및 IT/BPM 산업
2. 최첨단 사이버 보안, 보안 및 개인정보 저장 및 보안법, 정책
3.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및 심층 분석

255~350

4.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연결 및 접근성 제고
5. 정부 조달 시장
6. 토지기록물에 관한 전자 플랫폼 구축(Digital Land 2.0)
7. 개인 및 사업자 증명과 직결되는 문서/데이터 발급, 교환

B. 전자 정부

8. 지방의 전자 정부 선진화
9. 임금 및 각종 보조금(식품, 비료, 가정용 가스, 전력 등) 지급의

20~40

효율성 제고
10.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익성 제고(1판챠야트당 1개의 CSC
구축, 서비스 범위 확대)
11. 전자의료센터, 원격 상담, 원격 진단 서비스 제공(약물 투여 및
C. 보건

금융 지원 포함)
12. 전 인도 건강보험 플랫폼 구축

4~5

13. 전자 건강기록부 구축
14. 지역언어에 기반한 사용자 친화적 통합 디지털교육 플랫폼 구축
D. 교육

(교육자, 수강자, 관계자에게 모두 오픈 형태)
15. 초중고 및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비디오, 시뮬레이션, 평가

20~50

시스템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
E. 에너지
F. 차세대 금융
서비스

16. 재생에너지원 통합, 그리드 신뢰성(Grid Reliability) 제고
17. DISCOM 재정 개선을 통한 모든 가정의 전력 제공

1~14

18. 정부, 기업, 소비자 전체를 아우르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
19. GSTN(Goods and Services Tax Network)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적정한 대출, 가격 및 신용 위험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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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0

표 3-21. 계속
9개 분야

30개 하위 테마

성장 잠재력

20. 중소기업, 벤더, 제조업체 간의 End-to-end 디지털 가치사슬,
전자상거래, 온라인 재고관리 성장
G. 제조업(Make
in India, make
for India, Make
for the world)

2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통합 물류 플랫폼 개발
2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운송 체계 구축(예, 공유경제
어플리케이션)

245~305

23. 공장 가용성, 생산성 및 자산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IoT 기반
고급 분석 및 자동화 기능
24. R&D 투자 및 파이낸싱 등을 통한 전자제조업 활성화 관련
최적의 인프라 구축
25. 디지털 파이낸싱 및 보험 지불
26. 다양한 채널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정밀 기술 노하우

H. 농가소득 2배

공유(토질, 기후 등)

50~65

27. 도매시장 및 구매자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농산물시장,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채널 구축
28. MOOCs(개방형 온라인 강의), AR/VR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대학 및 ITI에 개선된 커리큘럼 구축
I. 미래 기술 및 29. 고용주, 구직자 및 기술 훈련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에 관한
일자리

콘텐츠, 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채용시장 플랫폼 구축

65~70

30. 공유경제, 농업, 보건 등 차세대 BPO방식에 의한 디지털 일자리
지원
자료: MEITY(2019), India’s Trillion Dollar Digital Opportinity, pp. 127-27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요약과 평가
인도네시아 디지털경제 정책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분야 육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디
지털경제 정책은 정보통신부, 창조경제위원회, 무역부, 금융감독청 등 다양
한 부처에서 분야별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스타
트업 육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특히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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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의 4개 중 2개가 탄생한 바 있다. 위에서 살펴본
‘2017~2019년 국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야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48억 루피아 이상 매출 기록하
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조세 절차 간소화 제공 등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제공한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신규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현재는 디지털경제의 규제보다는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해당 분야
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정책들도 대
부분 육성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규제 관련 정책도 존재하기는 하지
만 규제 샌드박스 규정을 두어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네시
아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스타트업 협력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 공공기관
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디지털경제 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최근까지 한
국과 달리 규제가 별로 없었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사후에 규제나 방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고 전했다.57)
세 번째 특징으로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이 태국이나 인도처럼 하나의 큰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분야별 정책이 별개로 동시다발적으로 발
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인도네시아 현 정부는 디지털경제를 매우 중시하지만 하나의 큰 틀이 존재하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주로 담당업무별 정책을 개별적으로 발
표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해 공동으로 발표한다.
베트남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포괄하
5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출장 인터뷰(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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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은 없으며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IT 산업 및 개별 디지털경제 하
위 분야에 대한 개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국가 전체 사회ㆍ경제 및
산업에 대한 포괄적 전략인 ‘베트남 사회ㆍ경제 발전전략 2011~2020’, ‘사
회ㆍ경제 발전 5개년 계획 2016~2020’이 존재하나 디지털경제가 본격 화두
에 오르기 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개략적 목표나 언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에 따라 일부 정책, 계획에서 중복된 분야를 다루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 정책ㆍ전략 운용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주무부처의
명확화와 기간별 구체적 달성 목표를 제시한 특징도 보인다. 특히 디지털 산
업 GDP 달성 목표, 비현금결제 보급 달성 목표와 같은 목표 지수 제시, 스타
트업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 TECHFEST 개최 등 대내적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뿐 아니라 국가 디지털화 아세안 4위 등극, WEF 40위권 달성, ICT
개발 지수 50위권 진입과 같은 대외적 달성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과 같이 디지털경제 전반을 다
루는 정책이나 중장기 사회ㆍ경제 발전전략에서 디지털경제를 다룰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규제보다는 육성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룬
다. 베트남은 젊고 풍부한 인구를 보유한 현재 세대를 황금세대로 여기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가 진행되는 현재를 발전 가속화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규제로 인한 신산업 제약보다는 산업 육성 후 세부 문제 보완 방식
의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제하지 않는 영역이라도 모든 활
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계는 존재한다.58)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이 높아 다양한 정책을 제
58)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 내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무제한이
아닌 엄격한 규제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중국계 전자결제 기업인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베트남에 직접 진출이 아닌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국제결제원, 베트남 전자결제 기업과 협업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통해 우회 서비스 중이다. 다만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서비스 공급자도 존재하며 베트남 중앙은행은 최근 전자결제 부문 외국인 소유권을 49%로 제한하는
제도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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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으나 대중의 인식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이슈와 트렌드를 충실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ㆍ제도
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IT 인프라 구
축, 인력양성 목표와 같은 기초적 부분뿐 아니라 공유경제, 블록체인 활용 등
선진ㆍ개발국에서도 정책적으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대중의 세대ㆍ도농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돼 정부 및 도시
젊은 인구와 노인 및 농어촌ㆍ산간 낙후 지역 주민 간 디지털경제에 대한 접
근과 이해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정책의 경우 구체적
ㆍ실질적 전략 제시에 미치지 못하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된다.
태국은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5~10년 단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형태
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발전을 추진해온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4
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면서 여타 동남아 국가들이 디지털경제 육성을 새롭
게 선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ICT 산업육성의 기
본 프레임워크를 ICT2000(1996-2000), ICT2010(2001-2010), ICT2020
(2011-2020) 등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동 프레임워크에 기초
하여 2002년부터 4년 단위의 ICT 종합계획을 3차례 수립ㆍ이행하는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 단계적인 중장기 육성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인 디지털경제 육성 발전정책은 국가경제육성 방향이 담겨져 있는 5개년 경
제사회개발계획인 NESDP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2019년 현재 이행 중인 제
12차 NESDP 2017-2021에는 미래 태국이 지향하는 혁신 주도형 경제 발전
방향을 담은 Thailand 4.0이 핵심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디지털경제 정책 전략 및 목표를 포괄적인 패키지 형태로 구성한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다수의 개도국들의 디지털 관련 정책이 분야별 기술 및 제
도 채택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태국은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별화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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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포괄적 디지털경제 육성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태국 디지털경제사
회부(MDES) 산하 DEPA가 추진 중인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 2018-2021
을 들 수 있다. 동 계획은 태국 사회의 전반적인 디지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 디지털 시대 인재육성 △ 디지털 태국으
로 경제 전환 △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 디지털 혁신 생태
구축 등을 채택했다. 동 4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교육, 펀드,
규제, 세제 지원, 공동체ㆍ생태계 구축 등의 포괄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태국이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패키지 형태의 육
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여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경제 육성정
책이 ICT 산업기술 개발이나 관련 규제 마련 등에 집중된 것과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국의 포괄적인 디지털경제 정책은
Thailand 4.0의 기본 발전 방향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Thailand 4.0 정책
은 Smart Industry, Smart City, Smart People을 통한 사회 전반의 ‘스마
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전반의 혁신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현재 태국이 12차 NESDP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Thailand 4.0이 태국의
미래 주력산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한다는 점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최근 4차
산업협력 및 ICT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다수 동남아 개도국들이 동 분야
에 대한 기술채택에 고심하는 반면 태국은 Thailand 4.0을 통해 주력 산업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태국은 주력 산업인
First S-Curve(차세대자동차, 스마트전자제품, 의료웰빙관광, 농업바이오,
미래형 식품)와 향후 주력산업으로 추가 육성하고자 하는 New S-Curve(로
보틱스, 항공물류, 바이오연료화학, 디지털기술, 의료허브화) 등을 연계해 산
업 전반을 디지털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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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태국 디지털경제 육성정책의 특성

ㆍ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형태의 단계적 정책 수립
- ICT 2000, ICT 2010, ICT 2020, 제 1~3차 ICT 종합계획(2002~2018),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2018~2021), Thailand 4.0 등
ㆍ포괄적인 패키지 형태의 정책 구성
-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Digital Economy Promotion Master Plan) 2018~2021의 4대
전략(① 디지털 시대 인재육성 ② 디지털 태국으로 경제 전환 ③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동
체 역량 강화 ④ 디지털 혁신 생태 구축) 이하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
ㆍ미래 주력산업의 디지털화 추구
- Thailand 4.0: First S-Curve와 New S-Curve를 연계 미래 주력산업의 디지털화 추구
자료: 앞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요약.

인도 디지털경제 전략은 디지털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반(인프
라) 구축, 이를 위해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핵심 프레임워크로 활용, 2025년
까지 1조 달러의 디지털경제 창출, 민간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스타트업 활성화
등의 특징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인도정부는 도시ㆍ농촌 등 지역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전자정부서비
스를 비롯한 디지털 혜택을 받도록 아드하르, 브로드밴드(Bharat Net), 통합
결제 솔루션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이 탄탄히 마련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를 인도의 디지털 도입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거버넌
스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의 디지털화 △ 인도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비전 아래 9가지 핵심 목표를 세워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
하고 있다.
셋째, 인도정부는 경제 여러 분야에 디지털을 접목시킨 생태계를 구축할 경
우, 2025년까지 약 1조 달러의 디지털경제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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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 특징은 인도의 디지털경제가 정부의 강력한 추진뿐만 아니라, 민
간 분야의 협력과 기술 개발이 결합해 발전하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 기술 발
전과 데이터 가격 하락에 따른 모바일 이용자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인도의 디
지털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요인이다.

표 3-22. 신남방지역 주요국 디지털경제 정책의 특징
국가

특징


스타트업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분야 육성 강조

 전자상거래 분야 신생기업(스타트업) 지원
 디지털 금융 분야의 경우 신규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에 규제 샌드박스 제공
인도네시아 

디지털경제의 규제보다는 육성정책을 중시

 문제 발생 시 사후에 규제나 방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이 큰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되지 않고, 분야별 정책이 별개로 동시
다발적 진행



디지털경제 하위 분야에 대한 개별 계획으로 추진

 디지털 산업 GDP 달성 목표, 비현금결제 보급 달성 목표와 같은 목표 지수 제시, 스타
트업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 TECHFEST 개최 등 대내적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
표 수립
 국가 디지털화 아세안 4위 등극, WEF 40위권 달성, ICT 개발 지수 50위권 진입과 같
베트남

은 대외적 달성 목표 제시


규제보다는 육성을 위한 정책이 중심



정부 및 도시 젊은 인구와 노인 및 농어촌ㆍ산간 낙후지역 주민 간 디지털경제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일부 정책의 경우 구체적ㆍ실질적 전략 제시에 미치지 못하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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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계속
국가

특징


5~10년 단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형태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발전을
추진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접근 방식

 △ 디지털 시대 인재육성 △ 디지털 태국으로 경제 전환 △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 디지털 혁신 생태 구축
태국

 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전반의 혁신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미래 주력산업의 디지털화 추구

 주력 산업인 First S-Curve(차세대자동차, 스마트전자제품, 의료웰빙관광, 농업바이
오, 미래형 식품)과 향후 주력산업으로 추가 육성하고자 하는 New S-Curve(로보틱
스, 항공물류, 바이오연료화학, 디지털기술, 의료허브화) 등을 연계해 산업 전반을 디
지털화


전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반 구축에 집중

 전자정부서비스 등 디지털 혜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아드하르, 브로드밴드, 통합 결제
솔루션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 확충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거버넌스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의 디지털화 △ 인도국민의 디
지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비전 아래 9가지 핵심 목표 수립

인도



다양한 경제 영역에 디지털을 접목시킨 생태계 구축

 2025년까지 약 1조 달러의 디지털경제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세
부 계획 수립


정부의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협력과 기술 개발이 결합

 모바일 기술 발전과 데이터 가격 하락에 따른 모바일 이용자 증가는 최근 인도의 디지
털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
자료: 제3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자 정리.

126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

1. 인도네시아
가. 인터넷 인프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 현황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조코위 현 정부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팔
라파 링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인터넷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주변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력수요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 인프라 협력에
대한 수요는 인도네시아 현지 인터뷰와 관련 지표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 인터뷰 개요는 [글상자 4-1]과 같으며, 해당 인터뷰를 통
한 주요 협력수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창업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유명 스타트업 C사의 인
사 A는 디지털경제 관련 인도네시아 내 협력수요로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를 꼽았다. 그는 현 정부가 다른 국가와 협력해서 전 국민이 디지털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터넷 인프라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C사를 포함한 다수의 스타트업이 IT 기술을 접
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가 사업 발전
과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5G 서비스가 아직 인도
네시아에서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하루 빨리 도입되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59)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자
문위원(Special Staff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Economics)인 B 역시 디지털경제 시대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
59) Hirawan, Addini, and Ishikawa(2019).

128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해서 포용적인 인터넷 연결성과 더불어 인터넷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60)
또한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에서 디지털경제 관련 연구를 담
당하는 Fajar Bambang Hirawan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분야에 협
력수요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인터넷 인프라 개선과 5G에 대
한 협력수요가 관련 산업 전반에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통신기업인 Telkomsel, XL Axiata, Telcomsel 등은 세계 주요기업과 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2019년 Telkomsel은 Ericsson과 5G 준비를 위한
주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elkomsel은 화웨
이 및 Cisco와 각각 5G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61)
Fajar Bambang Hirawan은 한국의 SK 텔레콤과 같은 기업이 현재 협력 파
트너를 정하지 않은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Mobile Network 3사와 협력을

글상자 4-1. 인도네시아 협력수요 조사 개요

본원에서는 인도네시아 유명 스타트업과 정부 고위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현지 최고수준
의 연구기관인 CSIS(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
다. CSIS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MOU 체결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특히 CSIS
에서 디지털경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Fajar Bambang Hirawan을 통해 한국에서는 섭외
가 어려운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유명 스타트업 관계자는 유니콘 기업 반
열에 오른 고젝(Go-Jek)의 고페이 사업부서의 팀장급 인사 A이며,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경
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B이다. Fajar Bambang Hirawan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와
2019년 7월 30일, B와 2019년 8월 9일에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은 관련 인터뷰 내용을 전달받았다.
또한 2019년 8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을 통해 CSIS의 디
지털경제 분야 전문가인 Fajar Bambang Hirawan을 직접 인터뷰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전문가
로 활동하며 느낀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수요를 조사하였으며, 인터넷 인프라 분야 관련 수요를 설
명해주었다.
자료: Hirawan, Addini, and Ishikawa(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출장 인터뷰(2019. 8. 6)를 토대로 저자 정리.

60) Hirawan, Addini, and Ishikawa(2019).
61) Erwida Maulia(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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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5G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연결성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바, 소외된 지역의 인터넷 관련 인프
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62)
인도네시아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 수준은 관련 주요기관 지표에 의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ICT 발전도를 나타내는
ICT Development Index(2017)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76개국 중 111
위를 차지했다. CLM 국가와63)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 주요 6개국 중에
서도 최하위를 차지하며 ICT 발전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다(표 4-1 참고). ICT 발전 지수는 인터넷 인프라와 관련된 지수인 인터넷 사
용 인구비율, 유선 광대역 보급률,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자 수와 더불어, 컴
퓨터 보유율 등이 반영된다. 특히 인터넷 연결성과 관련된 지표가 다수 반영
되기 때문에 인터넷 인프라의 접근성과 질을 가늠해볼 수 있다.

표 4-1. 동남아 주요국 ICT
발전 지수(2017년)

표 4-2. 인도네시아 ICT 발전 지수 인터넷
네트워크 관련 지수(2017년)

순위

국가명

점수

18

싱가포르

8.05

63

말레이시아

6.38

78

태국

5.67

101

필리핀

4.67

108

베트남

4.43

인구 100명당 활성화된 휴대전화 가입자

111

인도네시아

4.33

수(명)

주: 1) ITU는 2018년 지수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2019년 지수를 준비 중에 있음.
2) 한국은 전 세계 2위로 8.85점을 획득함.
자료: ITU, 통계 자료(검색일: 2019. 11. 11).

소분류

지수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25.4

유선광대역 보급률(%)

1.9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자 수(명)

149.1

주: ITU는 2018년 지수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2019년 지수를 준비
중에 있음.
자료: ITU, 통계 자료(검색일: 2019. 11. 11).

6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출장 인터뷰(2019. 8. 6).
63)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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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중 유선광대역보다는 주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토가 1만 7,000
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상 유선광대역보다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인프라 발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2018년 인도네시아 유선 광대
역은 100명당 3.2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수치이다(그림 4-1 참고). 인도네시아와 유사하게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의 유선 광대역 보급률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인구 100명당 14.8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인도네시아의 유선 광대역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40%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4-2 참
고).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은 유선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할 수 있
는 무선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림 4-1. 유선 광대역 보급률(2018년)

그림 4-2. 인터넷 보급률(2018년)

주: 필리핀은 2017년 조사 수치임.
주: 유선광대역, 휴대폰, 디지털 TV 등 모든 매체를 이용한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인터넷 사용을 의미함. 필리핀과 전 세계는 2017년 조사
자료(검색일: 2019. 11. 10).
수치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
자료(검색일: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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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 모바일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 발
전 수준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
다. 2019년 인도네시아 모바일 네트워크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6.9Mbps로
87개국 중 73위에 그칠 정도로 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4-3 참고). 말
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 중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
국의 모바일 네트워크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52.4Mbps로 87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인도네시아 4G 접근도(Availability)는 83.5%로 87
개국 중 28위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표 4-4 참고). 동남아 주요국 중에서도
중상위권의 접근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4G 접근도는
97.5%로 87개국 중 역시 1위를 기록했다.

표 4-4. 4G 접근도
(Availability)

표 4-3. 모바일 네트워크
다운로드 평균속도
순위

국가명

속도(Mbps)

순위

국가명

속도

싱가포르

90.2

5

싱가포르

39.3

14

44

베트남

14.1

20

태국

88.0

56

말레이시아

11.5

28

인도네시아

83.5

72

필리핀

7

42

말레이시아

79.6

73

인도네시아

6.9

52

베트남

78.4

77

태국

5.7

67

필리핀

72.4

주: 1) 총 8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임.
2) 한국은 전 세계 1위로, 속도는 52.4Mbps로 나타남.
자료: Peter Boyland(2019), p. 5.

주: 1) 총 8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임.
2) 한국은 전 세계 1위로, 97.5%의 4G 접근도를
보유함.
자료: Peter Boyland(2019), p. 11.

나. 스타트업
2019년 10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2기 정부는 35세에 불과한 유명 스
타트업인 고젝의 공동창업자인 나디엠 마카림을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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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처럼 현 정권은 교육부 장관에 스타트업
CEO를 임명할 정도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련 협력수요를 정상회담 논의 안
건과 현지 출장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현 대통령은 2017년 11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양
자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두 차례의 한-인니 정상회담 논의에서 조코
위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협력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0개의 디지털 스타트업 육
성” 목표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경제에 한국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양 정상은 IT와 같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양국 간 투자를 촉
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한국에서 진행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는 5세
대 이동통신 등 ICT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처럼 양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 회담을 통해 스타트업 분야와
관련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협력수요를 반영하여 양국
간에는 협력 진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표 4-5 참고).
이와 같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스타트업 기업 A사, B사와 인터뷰를 진행
하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인터뷰 대상 기
업과 실시일자 등 개요는 [글상자 4-2]와 같으며, 주요 협력수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A사와 B사는 공통적으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분야의 주된 對한국 협력수
요가 과학기술 관련 기술력와 인력이며, 특히 이 부분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높기에 협력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응답했다. A사 대표는 인도네시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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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최근 한-인도네시아 스타트업 협력 관련 행사(2018~)
날짜

행사명
2018 인도네시아

2018. 10

K-콘텐츠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

2018. 12

2018. 12

Go-To-SEA

디지털노마드 스타트업
육성 1기
2019 인도네시아

2019. 7

K-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

2019. 7

2019. 9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요 내용
한국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엑셀러레이터 방문, 한국계 성공기업 방문
기회 제공
한국 스타트업 9개 사에 현지 유니콘 기업 및
성공 스타트업 방문, 관련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인도네시아

한국 스타트업에 현지 엑셀러레이터, 투자자,

자카르타 및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전문화된

발리

창업교육 제공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1대 1 멘토링, 데모데이, 현지기업

자카르타

방문

인도네시아 디지털

인도네시아

한국 스타트업 9개 사에 현지 엑셀러레이터의

노마드 스타트업 육성

자카르타 및

창업 전문교육 진행, 스타트업 단계별 차별화

프로그램 2기

발리

프로그램 제공

신한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출범식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심있는 한국 스타트업
4개 사, 현지 스타트업 3개 사를 발굴해
육성과 투자를 진행할 계획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5); 무역협회(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5);
허유진(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5, 11. 15); 김정남(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글상자 4-2.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관련 협력수요 인터뷰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스타트업으로부터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협력수요를 파악하고자 현지 출장을 진행했다. 2019년 8월 5일과 6일 양일 간 자카
르타에 소재한 한국계 스타트업 기업 2곳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A사는 2013년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에서 창업해서 넥스티콘(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의미)
에 선정된 바 있는 한국계 스타트업이다. A사는 식당 정보 및 예약, 음식 관련 콘텐츠를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B사는 2016년 자카르타에서 창업한 회사로 휴대
폰 어플을 통해 홈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출장 인터뷰(2019. 8. 5~6).

스타트업계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시장 규모와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 세
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투자자금이 몰려 자금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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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에 반해서 빅데이터, 딥러닝,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분야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한정적이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일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인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높은 연봉을 제공
하는 주요 기업으로 몰리기 때문에 스타트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인력을 채용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A사보다 규모가 작고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 있는 B사
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IT 개발자 수급이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B사는 현
지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했으나, 기술 수준이 높은 IT 엔지니어 인
재채용이 어려워서 현지에서 채용을 포기했다. 대신 IT 기술력 갖춘 한국인
재를 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채용하고, 한국-인도네시아 간
원격으로 관련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64)
2019 IMD 세계경쟁력 분석(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의 과학 인프라 부문 지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대학졸업자 중 과학 및 공
학(science and engineering) 전공자의 비율은 35.2%로 전체 조사대상 63
개국 중 27위로 중위권 이상을 기록했다(표 4-6 참고). 한국의 경우 대학졸업
자 중 과학 및 공학 전공자의 비율이 40.9%이며 11위를 차지했다. 주변 경쟁
국인 말레이시아는 53.0%로 4위, 태국은 34.9%로 30위, 필리핀은 33.4%로
34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과학 및 공학 전공자의 비율
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는 않다. 하지만 OECD에 따르면 2017년 인도네시
아의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12%, 2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4%로 제 3차 교육
(tertiary education)65) 총 진학률이 총 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OECD
평균인 44%, G-20 평균인 38%보다 크게 낮다. 또한 학위취득자 중에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비율이 1%, 0.01%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인 14%,
0.8%에 크게 미달한다.66) 즉 대학진학자 중 과학 및 공학 전공자의 비율은
6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출장 인터뷰(2019. 8. 5~6).
65) 중등학교에 이어지는 대학 및 직업 교육과정의 총칭.
66) OECD(2019),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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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 않지만,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도 낮으며 그중 석사 및 박사 취
득 비율도 낮기에 과학 및 공학을 전공한 고급인재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파
악된다.

표 4-6. 동남아 주요국 대학졸업자 중 과학 및 공학(science and engineering) 전공자 비율
국가명

비율(%)

순위

싱가포르

57.6

1

말레시이아

53.0

4

인도네시아

35.2

27

태국

34.9

31

필리핀

33.4

34

한국

40.9

11

주: 전체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데이터 부재로 2011년 데이터를 IMD에서 사용함.
자료: IMD(2019), p. 471.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지수 2019(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의 일부 지표를 통해서도 부족한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 관련 기술력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
는 R&D 항목과 창업문화를 볼 수 있는 기업가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 항목을 활용하였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전체 국가경쟁력 지수에
서는 141개국 중에서 50위를 차지한 가운데, 세부항목 중 R&D 부분에서는
전체 국가 중 83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기업가정신 문화에서는
25위의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표 4-7 참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스타트
업 창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기업가정신 문화 항목의 높은
점수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R&D 부문에서 과학기술 관련 점수
와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계 현지 스타트업 A사와 B사가 지적
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내 과학기술 및 관련 인재가 부족한 실정을 일부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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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인도네시아 R&D 및 기업가정신 문화 관련 경쟁력 지수
대분류

소분류

R&D
과학기술 논문실적

점수

순위(총 144개국)

23.2

83

78.2

56

특허 적용

1.3

101

GDP 대비 R&D 지출

2.8

116

연구기관 저명도(prominence)

10.6

45

60.8

25

기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태도

58.4

30

Willingness to delegate authority

65.5

29

혁신적 기업 성장

63.8

22

기업의 아이디어의 수용도

55.5

20

기업가정신 문화

자료: Klaus Schwab and World Economic Forum(2019).

관련 지표, 정상회담 안건, 현지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인도네시아 내 스
타트업 분야는 빠른 성장세와 조코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아래 협력수
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현지 스타트업계 종사자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 IT 분
야 인력에 대한 협력수요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이 진행한 자카
르타 현지 인터뷰 외에도 유승진(2017) 또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계에는 우
수 엔지니어 인력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기술적인 업무를 해
외에서 지원받거나 외국인 인력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67) 요컨대 인
도네시아 정부는 스타트업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의지가 존재하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과 인재에 대한 협력수
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7) 유승진(2017),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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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가.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현재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
으나 추후 디지털경제 및 베트남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디지털경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2017년 공포한 ‘4차 산업혁명 진입 능력 강화를 위
한 총리 명령’ 서문에서 스타트업에 기회를 줄 것과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스타
트업 발전전략 소개, 과학 연구 및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정책 개발 등을 통
한 혁신 스타트업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또한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6년에는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단일 정책을 공포하고 과학기술
부, 재정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며 소관 부처별 주요 임무를 배정하고 국가
스타트업 포털,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 관련 자금 확보 등을 임무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발효한 중소기업지원법은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68) 그 외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 기술혁신 펀드
(NATIF)를 통해 연구개발, 혁신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
으며 국가 기술, 기업가정신 및 상업화 개발국(NATECD)은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훈련, 멘토링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Cento Ventures(2019)는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인프라, 재능, 행사, 제도 등 총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2~3개의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69) 인프라 부문에서는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하이테크
파크, 정부 프로그램과 정부 자금이 포함되며 재능 부분에서는 인큐베이터,
68) 이하 베트남의 스타트업 현황은 Vietnam Briefing(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1)를 바
탕으로 작성함.
69) Cento Ventures(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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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및 정부 자금을 포함한다. 전술한 TechFest와 같은 회의와 스
타트업 경진대회는 이벤트에 포함되며 중앙은행 핀테크 운영위원회를 포함
한 이니셔티브, 제도 지원이 제도에 포함된다(표 4-8 참고).
표 4-8.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체계
인프라

재능

행사

제도

하이테크 파크

인큐베이터

회의

이니셔티브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비즈니스 스타트업

베트남 벤처 회의

중앙은행 핀테크

다낭 하이테크 파크

지원 센터

테크페스트

운영위원회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사이공 하이테크

WHISE(호치민시

사이공 실리콘 시티

파크 인큐베이션

혁신, 스타트업,

센터

기업가정신 주간)

80/2016/ND-CP –
베트남 핀테크 챌린지 비현금결제

다낭 인큐베이터
정부 프로그램
사이공 혁신 허브

제도 지원
시행령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경진대회

법 04/2017/QH14 –

베트남 실리콘 벨리 URF

혁신 스타트업을

주요 메콩 비즈니스

스타트업 및

IOT 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이니셔티브

기업가정신을 위한

경진대회

법 24/2018/QH14 -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여성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베트남 스타트업 대회 사이버 보안

(WISE) SpeedUp

시행령
38/2018/ND-CP –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투자
시행령
정부 자금

정부 자금

39/2018/ND-CP –

연구ㆍ과학ㆍ기술을 통한 NATEC

중소기업, 혁신

혁신 강화(FIRST)

스타트업 지원법에

NATIF

국가 과학기술 발전 재단
국가혁신센터(NIC)
스타트업 비규제 산업에
2019
이니셔
티브

대한 가이드라인
베트남 글로벌 혁신

정부 참여
주요 스타트업 관련

펀드

시행령
13/2019/ND-CP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공 베트남인 재능의

회의 지지

법인세 4년 면제 및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의 학업 및 해외 근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9년 50% 감면

첫 NIC에 대해 8,200만 경험을 위한 학위

대화 참여

수출ㆍ입 토지 주택

달러 배정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세금 특례

전역에 걸친 센터 설립

미래 베트남 재능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

관로 형성

50% 우대

자료: Cento Ventures(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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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정책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도 눈에 띈다. 호치민 과학
기술부처는 52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 14개 기업에 투자하는 SpeedUP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호치민시에서는 멘토링, 훈련, 재정에 집중한 인
큐베이팅 프로그램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연구소(mLab)를 출범했으며 하
노이 인민위원회는 Startupcity.vn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정보를 제공하며 양자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에는 핀테크, 푸드테크,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 전년
대비 45% 증가한 3,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존재한다. 2017년에는 92개 스
타트업이 2억 9,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 전년대비 42% 증가를 기록
했다. 외국계 자본은 투자자금의 84.2%에 해당하며 28개의 투자에 관여했
다. 동남아와 대만에서 주로 활동하는 Sea Group이 주요 투자자로 2017년
가장 큰 투자인 Foody의 지분 82% 인수(6,400만 달러)와 두 건의 인수
(5,000만 달러)를 단행했다. 산업별로 볼 때, 전자상거래, 푸드테크, 핀테크
에 70%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각각 28.5%, 22.3%, 19.6%). 상기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2019년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에서 3번째로 스타트업이 활발한 국가에 등
극했다(2017년의 경우 6개국 중 5위). 또한 H2 Ventures & KPMG의 보고
서에 따르면 전자결제 기업 Momo는 핀테크 선도 스타트업 중 36위에 올랐
으며 2017년 설립된 저축ㆍ투자 서비스 기업 Finhay는 신흥 핀테크 스타트
업 50개 중 하나로 뽑혔다.70)
한국 또한 스타트업 지분 인수, 투자 등을 통해 급성장하는 베트남 스타트
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베트남 스타트업 진출과 성과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71) 다만 KOTRA와 같은 유관기관을
70) H2 Ventures & KPMG(2019).
71) 2019년 한국의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가 베트남 호치민 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사례
등 소수의 사례만이 파악돼 한국의 베트남 스타트업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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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스타트업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여건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 2019 베트남 스타트업 로드쇼, ‘한국-베트남 스타
트업 및 벤처기업의 상호 진출 지원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베트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혹은 스타트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
다. 그 결과 2017~18년 싱가포르, 일본계 자본이 집중되던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에 2019년 상반기 한국 자본의 성장이 주목을 받았다. 2019년 상반기
베트남 스타트업 부문에는 약 2억 5,000만 달러의 자본이 투자되었는데 한
국 투자자본이 3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투자 건수로는 총 61건 중 13
건, 엔젤 투자 제외).72)
글상자 4-3. 베트남 연구자 자문 개요 및 스타트업 협력수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CIEM(Central Institute of Economic Management, 베트
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연구진(Dang Quang Vinh.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Business Environment and Competitiveness)에게 자문을 의뢰했
다. 자문은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관련 간략한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소개와 더불어 현직 연구기
관 연구자, 디지털경제 기업 임원 대상 인터뷰를 시행하고 이를 정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베트
남 연구진의 협력수요 제안을 포함한다. 베트남 연구진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Institute of Industry and Trade Policy and Strategy의 통상ㆍ디지털경제
담당 연구자와 전자결제 1위 기업인 Momo의 부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협
력수요와 연구자 본인의 협력수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자 본인의 판단에 기초한 세 가지 협력수요 중 한국 투자자금 및 기업의 베트남 기술ㆍ스
타트업에의 투자 혹은 베트남 내 법인 설립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 근거로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성장속도가 빠르며 이러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이 베트남 디지털경제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시장 진출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수출 가능성도 기술ㆍ스타트업 부
문의 협력 매력을 높일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SK가 베트남 대표 대기업인 Vingroup에 투자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 중 일부가 정보통신 분야(IT 업체인 VinTech,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Vinsmart 등)에 투자된 사례를 언급했다.
두 번째 협력수요로는 후술할 디지털경제 부문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을 꼽았으며 한국ㆍ
베트남 정부 간 기본 제도 개발 및 일치를 통한 기업의 협력을 돕는 것을 세 번째 협력수요로 꼽
았다. 특히 핀테크,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투자 유인에 대한 제도 협
력을 잠재 수요로 제시했다.
자료: Dang Quang Vinh(2019)를 토대로 저자 정리.
72) Cento Ventures(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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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진행한 베트남 연구자 자문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 디지털경제 협
력 분야 중 첫 번째로 한국 투자자금의 베트남 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에의 투
자 및 창업을 통한 디지털경제 참여를 꼽았다.73) 또한 규제에 의해 한국에서
불가능한 서비스, 한국과 다른 현지 수요에 따른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에 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 도입이 베트남보다 빠른 한국 입장에서 스타
트업 기업에 대한 경영 기법 전수 등의 협력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인력양성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성장 전망을 높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젊고 풍부한 인구이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나 습득이 빠르며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도 또한 높아 디지털경제 수요 측면에서 높은 평가의 근
거가 된다. 이들은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디지털경제 분야
에 종사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베트남
의 디지털경제의 인력 공급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어 교육훈련 등을 통한 디지
털경제 인력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디지털 발전 지수 도출을 위해 참고한 WEF GCI 디지털 기술 숙련도
에서 베트남은 44.55점으로 조사대상 140개국 중 98위에 올라 낙후된 모습
을 보였다. 이에 디지털경제 관련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인지한 베트남의 전
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 대표 부처인 전자상거래ㆍ디지털경제국은 디지털경
제 관련 베트남 7개 주무부처 중 하나로 교육부를 꼽고 있으며 그 임무로 ICT
관련 인적자원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진입 능력 강화를 위한
총리 명령’에서도 기초학문, 외국어와 함께 IT 교육을 포함한 인적자원양성
을 주요 조치 중 하나에 포함하고 있다.
73) Dang Quang Vinh(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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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베트남 지역별 인적자원 및 IT 인프라 지수
(단위: 지수, 0~100)

자료: Vietnam E-Commerce Association(2019).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인력 부족은 전체 국가의 수준 문제도 있으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 또한 문제이다.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는 전자상거래 분야
인적자원, 특수 인력 채용 과정의 편의성, 이메일 혹은 메신저 어플 사용 빈도
등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및 IT 인프라 지수를 베트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
출했다. 그 결과 하노이, 호치민은 각각 88.4, 86.8점으로 수위를 차지했으
며 최저점을 받은 Gia Lai는 1/4 수준인 21.9점을 기록했다.74) 인적자원 및
IT 인프라 지수는 다른 지수(B2C 거래 지수, B2B 거래 지수, G2B 거래 지
수)에 비해 1~2위권과 3~5위권 간 격차가 가장 크며 1~2위권과 최하위권
간 격차가 두 번째로 커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그림 4-3 참고).
베트남 진출 한국계 디지털미디어 기업과의 인터뷰에서도 전문교육기관 부
족으로 인한 인력 수급에 애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75) 위 업체가 고용 중인 베

74) Vietnam E-Commerce Association(2019).
75) 베트남 호치민 현지 출장 인터뷰(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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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현지 직원 5명 중 4명이 같은 학교 출신일 만큼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육
기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경제 분야의 교육사업을 ODA와 같은 방식으로 양국
이 협력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 학생들의 경우 금전적
여유가 없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교육 의무 혹은 유인이 없어 사업 모델로는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며 과거 한국 대기업이 한국의 영화
감독을 초청해 베트남의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한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했다.
본원에서 진행한 베트남 연구자 인터뷰 및 자문에서도 IT 및 디지털경제
관련 인력 부족이 지적되었다.76) 통상ㆍ디지털경제 담당 베트남 연구자는 법
제도, 보안, 물류와 함께 인력 부족을 베트남이 현재 직면한 디지털경제 관련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기술 숙련도가 수요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아마존과 무역진흥국이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상거래
활용 교육, 구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베트남 중소기업 인력 50만 명에게
디지털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예로 들며 인력
양성 부문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문을 총괄한 베트남 연구자 또한
베트남의 디지털기술 관련 훈련기관 및 연구가 인접 국가에 비해 부족해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경제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 개
발에 한국기업의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 한국IT협력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IT협력센터는 한국 I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참여 지원, 베트남과 한국 ICT 산업 분야 홍보, 베트남의 시장경제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정부기관으로 전 세계 6개 지사 중 2개소가 베
트남에 위치한다. 호치민 지사는 2019년 5월 Business Start-up Support
Center 건물에 개소한 이후 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IT 인력 육성 및 한국기
76) Dang Quang Vinh(2019).

144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업과의 연계를 위한 무료 훈련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3개월 과정 중 1개월
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무료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후 2개월 간
한국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77) 이러한 프로그램
을 통해 베트남 IT 인력양성뿐 아니라 한국기업이 IT 인력을 구할 때 지원자의
세부 정보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필터링 기능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전자결제
베트남 정부는 현금결제 기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베트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비현금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은 주요
아세안 국가 중 은행계좌, 신용ㆍ직불카드 보급이 저조하며 온라인 구매 상품
에 대한 대금 결제에도 상품인도 현금결제(Cash On Delivery) 방식이 90%
를 차지할 만큼 현금 거래 선호가 높다(그림 4-4 참고). 또한 2015~18년 간
계좌이체 빈도가 연평균 70.5%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인터넷 결제, 모바일
그림 4-4. ASEAN 주요국의 결제수단 현황
(단위: %)

그림 4-5. 베트남의 주요 결제수단 현황
(단위: 억 건)

자료: Standard Chartered(2019), 재인용: 김제국(2019), 주: 막대 위 숫자는 2015~18년 간 연평균증가율.
p. 8.
자료: KOTRA(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7);
State Bank of Vietnam(2019),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6. 15), 재인용: 김제국(2019), p. 8.
77) 베트남 호치민 현지 출장 인터뷰(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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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및 전자지갑을 통한 결제는 동 기간 40% 성장에 그쳤다.
현금 위주의 거래에 따른 베트남 내 탈세, 자금 세탁과 같은 문제뿐 아니라
불투명한 현금 흐름에 따른 기업경영 성과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져 정보비대
칭으로 인한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효율
성을 해소하고 금융접근성 확대와 베트남 경제성장을 가속할 목적으로 베트
남 정부는 비현금결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
은 2019년 5월 현금 없는 경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한데 이어 6월에는
다수의 세미나와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전자지갑의 개인 1일 한도를 폐지하
는 등 비현금결제 관련 제도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술한 바와 같이 ‘2016~2020 전자상거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
지 소매업 POS 및 비현금결제 보급 100%, 공공서비스 부문 비현금결제 보
급 70%, 대도시 인구 비현금결제 구매 50%와 같은 정량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은 높은 성장을 보이
고 있다. PriceWaterhouseCoopers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조사 대상
27개 지역 중 중동(20%)을 제치고 2019년 전년대비 가장 높은 모바일 결제
증가율을 기록했다.78) 2019년 11월 현재 베트남 내 31개 기업이 디지털 결
제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디지털경제 관련 호혜적 여건 아래 정부 정책의 수
혜와 외국인 투자가 더해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가장 널리 보급된 서비스 공급자는 M_Service의 Momo로 월간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Goldman Sachs, Standard Chartered
Private Equity, Warburg Pincus 등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기
업이다. 2019년 4월 다낭시에서는 Momo를 다낭시 행정서비스 비용지불을
위한 비현금결제 파트너로 지정했다. 본원에서 자문을 통해 진행한 M_Service
임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비현금결제 보급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특히
78) PriceWaterhouseCooper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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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납부에의 비현금결제 적용에 따라 Momo를
포함한 지급 중개서비스 공급자가 수혜를 입었음을 확인했다.79) M_Service
는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서 소개한 GSMA로부터 모바일ㆍ
전자결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외국 파트너의 기술 지원으로 서비스를 향
상해 업계 수위를 지킬 수 있었다며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 강화
와 자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은 아직 P2P 대출, 전자본인
확인절차(e-KYC, Electronic-Know Your Customer) 등 핀테크 관련 제
도가 완비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 이러한 부문의 협력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숙련된 전문 IT 엔지니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해
IT, 핀테크 관련 인력양성 부문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베트남은 외국 기업에 전자결제 관련 영업 허가가 주어지지 않
아 지분 투자, 관련 인력양성 및 전자결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 협력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리페이, 위쳇페이
등 중국 전자결제 기업은 베트남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나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산업으로 분류되며 중앙은행은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외국 기업이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은 현재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80) 다만 지분
투자의 경우 최근 49% 제한을 두는 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명확한 규정에 근
거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진행된 베트남 진출 한국 금융기업과의 인터뷰에서도 시장 선
점 및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존재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나 결제 기술, Gateway와 같은 전자결제 관련 기술 부문의 진출 가능성
이 있다는 의견을 확인해 전자결제 부문의 직접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와 이의 유지ㆍ보수ㆍ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의 협력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81)
79) Dang Quang Vinh(2019).
80) KOTRA(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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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가. 스타트업
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아직 유니콘 기업이 배출되지는 않고 있으
나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 중진국 수준의 구매력, 해외관광객의 활발한 유출
입,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성숙해나가는 중이다. 2011
년 태국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1건, 약 100만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2017
년에는 31건, 1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한 후 2018년에는 투자 규모는 6,000
만 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투자 건수는 35건으로 증가했다.

그림 4-6. 태국 스타트업 펀딩 추이(2011~18년)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Techsauce(2018), p. 25에서 발췌 인용.

업종별로는 2018년 식품/바이오/레스토랑 부문이 전체의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자상거래 11%, 핀테크 9%, 디지털 콘텐츠 9% 순이다. 최

81) 베트남 하노이 현지 출장 인터뷰(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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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투자 업종인 식품/바이오/레스토랑이 3개 업종을 합친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자상거래 부문이 스타트업의 최대 투자 업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7. 2018년 태국의 업종별 스타트업 투자 현황
(단위: %)

자료: Techsauce(2018), p. 7에서 발췌 인용.

태국은 DEPA를 중심으로 디지털 부문에서 국내 스타트업 환경 조성 및 대
외협력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와의 협력관계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이다. 현재 태국정부의 핵심 경제 산업 육성정책인 Thailand 4.0에도 스타
트업이 주요 육성 분야로 채택되어 있으며, 태국 국가혁신원(NIA: National
Innovation Agency)은 스타트업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예산의 1% 가량을
스타트업 육성에 지원해 국내 스타트업을 1,0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법, 규제 샌드박스법,
태국 베이돌법82) 등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 및 서비스 테
스트 규제 개선, 정부지원 기술의 대학ㆍ비영리기관의 소유가 가능해지는 등

82) 베이돌법(Bayh-Dole Act)은 1980년 미국 상원 버치 베이(Birch Bayh), 로버트 돌(Robert Dole) 의
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동 법안은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기술이나 특허에 대해서 재산권을 대학이
나 연구기관이 소유하게 하는 것으로, 동 법안이 채택된 후 미국 내 공대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
해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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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태국 투자청 또한 2018년 ‘스
마트 비자’ 제공 대상 업종에 스타트업을 포함시켜 해외 스타트업 기업 및 인
재 유치에 나섰다.83)
태국 디지털경제 주무부서인 DEPA 또한 스타트업 육성을 핵심 어젠다로
선정해 국내 10여 개 대학과 협력하에 스타트업 40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
표를 밝힌 바 있다. 태국정부는 2011년 이후 약 100억 바트(약 3억 2,000만
달러)를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에 투자했으며, 2012~18년간 약 100개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s)이 약 120억 바트(약 3억 8,000만 달러)의 투자
를 진행했다. 또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인
Techsauce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Hubba 제도를 통한 Co-Working
공간 제공(방콕 소재 Onnut, Sathorn, Ekkamai, Silom 등 주요 상업지구)
및 정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Hubba를 통한 다수의 Co-Working 공간 제공 이외에도 DEPA는 본사 건
그림 4-8. 태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개요

자료: 저자 작성.

83) 태국의 비거주 외국인 체류 비자는 1년 단위 갱신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2018년부터 유망 미래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스마트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2년으로 갱신 기간이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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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에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Digital Startup Institute를 설립하고 스타트
업에 입주 공간과 네트워크까지 제공하고 있다.84)
이러한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은 한국과의 협력관계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9월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태국 국가혁신원(NIA)
과 ‘국경 없는 스타트업 하나의 생태계(Borderless Startup, One Ecosystem)’를 주제로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해 양국 스타트업 유관기관 및 기업
간 다수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한태 양국 스타트업 협력의 큰 틀
을 이루는 정책 협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태국 NIA 업무 협약으로 △ 상호간
스타트업 정부정책 프로그램 교환 △ 스타트업 정보 교환 △ 파트너 및 투자
자 주선 △ 스타트업 역량 및 육성 사업 △ 스타트업 육성 지식 공유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창업진흥원과 Kotra는 태국 InnoSpace 측
과 △ 창업교류 활성화 △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 △ 혁신 창업 활성화 민간협
력 등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태 양국
은 스타트업 공동행사를 통한 기관 간 협력 채널을 구축, 양국 스타트업의 투
자처 발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 확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ㆍ태 양국 스타트업 육성 기관 간의 업무 협약 이외에 실제 스타트업
IR(Investment Relations), 쇼케이스,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실시해 양국
스타트업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85) 동 서밋은 한ㆍ태 간 스타트업 교류 증진
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태국이 Thailand 4.0
을 통해서 전통적인 중소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
고 있음을 감안하면 스타트업 부문에서의 양국간 협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DEPA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태국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DEPA 또한 본사에 스타트업을 위한 입주 공간과 각종 지원
84) Kasama K(2019), pp. 13-21 참고.
8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9. 9. 3), 「한국 스타트업 4개사, 태국진출을 위한 계약체결에 성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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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Digital One Stop Service(DOSS) 센터를 통해 직접 스타트업을 지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hailand 4.0의 공간적인 무대로 태
국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동부경제회랑(EEC) 지역에 Digital Park
Thailand를 조성 중이며, EEC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계 기업이 많이 분포
해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계 스타트업이 동 Digital Park에 입주할 경우 비즈
니스 매칭 기회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다.
글상자 4-4. 태국의 협력수요 심층 인터뷰 내역

태국의 디지털경제 협력수요 조사를 위해 2019년 9월 정상방문 시 한ㆍ태 양국간 디지털경제
협력 MoU를 체결한 기관인 Kotra 방콕 무역관과 태국 DEPA를 찾아 양국 간 디지털 협력수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동 기관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
러 있는 양국의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기관이라는 대표성이 있으며, 태국 현
지 경제 및 시장 변화에 대해 가장 현장성 있는 정보를 접하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Kotra 방콕 무역관은 디지털경제 협력수요 관련 인터뷰 결과 태국 현지 디지털 산업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양국 간 디지털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로 디지털 콘텐츠, 스마트시티, 5G 분
야를 언급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한류로 인한 수혜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며, 네이버의 자회
사인 Line 컴퍼니가 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태국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의
입지를 확보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아세안 최대 규모의 태국 게임 시장의 경우 한국
게임들이 성공한 사례도 많고 태국의 모바일 사용 환경이 우수한 점도 한국 모바일 게임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스마트 시티는 태국정부가 중점 개발 중인
EEC 지역의 스마트화 사업 관련 협력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근 스마트 시티 관련 한국
기업 및 부처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5G는 태국정부가 2020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
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최근 중국 화웨이가 태국 최대 통신사 AIS와 협력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주변 인도차이나 국가로의 추가 진출을 고려한 디지털 기술 협력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성
격이 강한 태국 시장의 가치를 감안한다면 태국 통신사들과의 5G 협력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국의 디지털경제 관련 대표 유관기관인 DEPA와의 현지 인터뷰에서는 한태 양국 간 협력수
요가 높은 분야로 스타트업이 언급되었다. 태국은 전 산업을 스마트화하고자 Thailand 4.0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주도할 디지털 기업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이 보유한 소위 유니콘 스타트업이 부재한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스타
트업 육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DEPA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의 대표적인 산업지대인 EEC 지역에 대규모 Digital Park를 조성해 태국 산업
의 스마트화를 견인할 스타트업 유치 및 육성을 추진 중이며,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태국 방콕 현지 출장 인터뷰(2019. 10. 18)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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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 시장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국가로 모바일
보급률이 133%에 달해 모바일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특히 인
터넷 뱅킹 사용자는 인구대비 74%로 세계 1위에 달하며, 인터넷 사용자 중
가상화폐 보유율은 9.9%로 세계 2위이다. 인터넷 사용자 대비 모바일 커머스
사용률은 71%로 세계 3위이며, 일일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은 3.11시간으로
세계 3위 수준이다.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약 5,000만 명에 달하며, 총인구
의 90% 이상이 라인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액티브 소셜미디어 유저는 인구대비 74%에 달하며, 모바일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약 4,900만 명으로 인구의 71%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 수요가 높다.

그림 4-9. 태국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 현황

자료: Bangkok Post(2019. 2. 19), “Thailand tops global digital ranking”에서 발췌ㆍ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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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우수한 모바일 사용 환경으로 인해 향후 태국의 온라인 산업 성장
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2월 기준 구
글 플레이 스토어의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 1위는 페이스북, 2위는 라인, 3
위는 유튜브로 태국 모바일 이용자들은 주로 SNS, 메신저,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6) 태국에서는 인터넷
접속자 중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하며, 인터넷 접속자들의
대다수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모바일 소셜미디어를 활용
한 업종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판단된다. JP Morgan은 태국의 스마트폰 보
급률이 63.9%에 달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262억 달러 중 모바일 거래
(Mobile Commerce) 시장이 136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향후
2021년까지 연평균 16.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태국
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71%는 사용자들은 한달에 최소한 2회 이상 모바일 상
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87)
2019년 9월 한ㆍ태 디지털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양국 기관인 코트라
및 DEPA 측과 면담 시 양측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유망 협력 분야로 지목한
분야가 모바일 서비스였다. 태국의 디지털 협력수요에 대한 DEPA와의 면담
에 의하면 태국 소비자들은 웹기반보다는 모바일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으며,
대다수의 모바일 이용자들은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웹기반 서비스보다
는 사용이 간편한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태국에서 국민 메신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긍정
적인 요인으로 해석된다. 라인은 태국 모바일 사용자들의 90% 이상이 활용
하는 국민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본적인 메신저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라인은 메신저를 플랫폼
으로 활용한 서비스로 O2O(온ㆍ오프라인 연계) 배달 서비스인 ‘라인맨(Line
86) Mobile Insight(2018. 4) 내역 참고.
87) JP Morgan(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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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을 2016년에 출시해 태국 배달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라
인은 금융, 쇼핑,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디지털 콘텐츠: 게임
1) 태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 현황
태국은 한류, K-컬처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우리 디지털 콘텐츠의 시장 진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태국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높은 모바일 보급률에 기반한 커
뮤니케이션(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광고, 게임 등
의 콘텐츠가 주도하고 있다.

표 4-9. 태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E-book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9

44

57

71

87

102

119

135

151

167

CAGR
2017-22
14.0

만화

0

0

1

1

2

2

2

3

3

3

14.3

음악

98

91

63

51

49

53

660

71

83

95

14.3

방송

159

280

437

160

175

211

251

285

322

354

15.2

영화

259

216

291

309

326

341

355

370

385

399

광고

424

514

738

598

733

983 1,062 1,221 1,367 1,492

15.3

4.1

게임

411

551

620

757

910 1,083 1,279 1,502 1,755 1,984

16.9

애니메이션

19

13

16

17

17

18

19

4.1

정보 콘텐츠

433

506

585

674

770

871

978 1,068 1,183 1,308

11.2

커뮤니케이션 487

584

691

810

946 1,095 1,267 1,449 1,676 1,934

15.4

20

21

21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 pp. 45~234에서 발췌ㆍ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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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디지털 콘텐츠(게임) 시장 수요
태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규모, 성장세, 전망 등 시장 상황과 우리 기
업들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게임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은 동남아 전체 게임 시장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전체 인구의
약 55%가 게임을 즐길 정도로 수요층이 두터운 시장이다. 태국의 게임 시장
은 2013년 4억 달러 규모였으나 2019년에는 약 12억 7,000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부문별로는 2015년에는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양분
하는 구조였으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2019년에
는 약 8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태국 게임 시장
을 선도하고 있다.

표 4-10. 태국의 게임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PC 게임

248

40.3

278

37.0

301

33.3

322

29.9

344

27.0

모바일 게임

278

45.1

383

51.0

508

56.1

654

60.8

825

64.9

콘솔 게임

90

14.6

90

12.0

96

10.6

100

9.3

103

8.1

합계

616

100.0

751

100.0

905

100.0 1,076 100.0 1,272 100.0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p. 4 발췌ㆍ재인용.

한국 게임은 스페셜포스, 오디션 등 2000년대 초반 PC 온라인 게임이 태
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으며, 태국 게임
시장에서 다수의 한국 게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매년 태국 게임 시장의
향방을 보여주는 Thailand Game Show에서 최근 한국 게임들이 다수 분야
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총 7개의 수상 분야 중에서
한국기업들이 2개의 분야에서 수상했다. 최고 온라인 게임상(Best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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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은 엠게임社의 Ghost Online, 최고 대전게임상(Best Battle Royale
Game)은 PUBG社의 Battleground가 차지했다. 동남아 최대 시장이면서
성장속도가 빠른 태국 게임 시장은 우리 게임 제작사들의 주요 해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태국의 우수한 모바일 사용환경과 넓은 사용자층
은 모바일 게임 수요 확대에 큰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인도
글상자 4-5. 인도 현지조사 추진 개요

제2, 3장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인도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디지털경제의 현지 동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2019년 7월 인도 뉴델리 NCR(Gurugaon, Noida)과 카르나타카(Karnataka)주의 벵갈
로르(Bengalore)에서 현지조사를 추진하였다. 정부 및 유관기관, 국내외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 한국
의 신남방정책과 디지털경제에 관한 국내 동향을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 협력수요 선별에 앞서 면담자 공통적으로 협력을 위해 우선 한-인도 간 문화적 거리를 좁
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복잡한 사회구조를 띠고 있기 때
문에 주별 특징 분석과 현지화(Lcocalization)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방문지와 면담자는 아래에 요약했으며 주요 내용은 본문에 서술하였다.
일자

활동사항
- 구르가온) 인도 진출 한국기업(ICT) A사 관계자 면담

7월 22일(월)

- 뉴델리) FICCI(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면담
- 노이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소프트웨어) B사 관계자 면담

7월 23일(화)

- IIT(인도공과대) 델리 캠퍼스: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센터장 면담
- 노이다) 나스콤(NASCCOM) 본사 정책 총괄 담당자 면담
- IISC(인도과학원) 교수(물류, 가치사슬 분야) 면담

7월 24일(수)

- 스위스넥스(SWISSNEX) 프로그램 매니저 면담
- 인도 스타트업 CROPIN 마케팅 팀장 면담
- KIB라운지 관계자 면담

7월 25일(목)

- IIMB(인도경영대학) 교수(사회개발 전문가) 면담
- 인도 엑셀러레이터 A사 프로그램 매니저 면담

자료: 인도 현지 출장 인터뷰(2019. 7. 22~7. 25)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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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CT 인프라
제2장 및 제3장을 통해 인도의 ICT 인프라 수준은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신남방지역의 여타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최근 인도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인도의 ICT 발전 지수는 서남아시아 주변
국인 스리랑카(117위), 부탄(121위)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무선 인프라 격차 및 인도의 도농 간 불균형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를 살펴보면, 도시는 40.07명, 농
어촌(시골)은 12.89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도시 70.83명 농어촌(시골)
15.49명으로 나타났다.

표 4-11. 서남아 주요국 ICT
발전 지수(2017년)

표 4-12. 인도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명)

순위

국가명

점수

연도

도시

농어촌

117

스리랑카

3.91

2015

40.07

12.89

121

부탄

3.69

2016

58.28

12.8

134

인도

3.03

2017

70.83

15.49

140

네팔

2.88

147

방글라데시

2.53

118

파키스탄

2.42

자료: RIS(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자료: ITU, 통계 자료(검색일: 2019. 11. 15).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정부는 ICT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브로드밴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인디아의 브로드밴드 구축 계획은 △ 25만 개
마을(Gram Panchayat)에 광섬유망(National Optical Fibre Network)
구축: Broadband for All Rural △ 신도시 개발 및 건축물에 통신망 구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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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무화 및 통신망 사업자 역할 확대: Broadband for All Urban △ 전인
도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인프라 통합으로,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 출범
이후 25만 그람 판차야트 중 약 2.5%만이 상업적 브로드밴드에 연결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88) 이는 인도에 ICT 인프라와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4-10. 인도 브로드밴드 보급률(2016년 기준)
(단위: %)

자료: CIS-India(2016), https://cis-india.org/telecom/blog/business-standard-september-1-2016-shyamponappa-digital-india-needs-these-policy-changes(검색일: 2019. 11. 16).

아울러 지난 2월에 발표한 디지털경제 1조 달러 달성 계획 보고서(제3장
참고)에도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연결 및 접근성 제고를 포함한 ICT 인프라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2018년 9월에 승인된 ‘디지털 통신 정책(NDCP: National Digital
Communications Policy 2018)’89)에서도 ICT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파악
88) The wire(2018. 11. 19), “In ‘Digital India’, Not Even 2.5% Panchayats Have Commercial
Broad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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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본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접근 가능한(accessible)’
디지털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도 모든 국민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비전을 담은 것으로, 2022년까지 △ 인도 전역에 브로드밴드를 보급
(Broadband for All) △ ITU 종합지수 상위 50위권으로 진입 △ GDP 대비
디지털통신 분야의 비중을 8%대로 확대하겠다는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커넥트 인디아 - 인프라 구축] 분야를 보면(표 4-13 참고), 인도정부의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설치와 정보통신 소외 지역의 불균형을 적극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5G에도 상당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13. 2018 디지털 통신정책 주요 내용
3대 미션
Connect India
인프라 구축
ㆍ전국(Bharat Net, Gram
Net, Nagar Net, Jan
Wifi)에 브로드밴드 설치
ㆍ광섬유 인프라 확충
ㆍ스펙트럼(Spectrum) 관리,
활용 제고
ㆍ위성 통신(Satellite) 기술
강화
ㆍ정보통신 소외 지역(북동부
주, 히말라야 지역 등) 발전

Propel India
투자, 혁신을 통한 차세대 기술 및
서비스 개발

Secure India
자주권, 보안 및 안전 보장

ㆍ디지털 통신 분야 투자 촉진
ㆍ5G, AI, 로봇,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개발 로드맵 구축
ㆍ연구개발 확대
ㆍ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장려
ㆍ지역 제조업 및 부가가치 창출
ㆍ인적자원 자본 구축
ㆍ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
(Public Sector Units) 장려
ㆍ4차 산업혁명 가속화

자료: Ministry of Communications(20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9) 인도정부는 2018년 9월 26일 본 정책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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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데이터 보호 체제 구축
ㆍ모든 개인과 기업에 자주성
및 선택권 제공
ㆍ디지털 통신보안 보장
(앱 및 플랫폼)

인도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소장 또한 ICT 인프라 분야에 협력수요가 있다
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인도정부가 5G와 고전송률 위성(High Throughput
Satellite)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진입 적
기라는 점과 한국정부, 기업이 참여 의사를 표현한다면 인도 산업 및 정부가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스콤(NASSCOM) 관계자도 5G협력을 꼽았다. 나스콤은 한-인도 간 협
력 분야 발굴을 위해 인도 현지 전기통신 및 소프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대상 기업으로부터 한국기업과의 5G 기술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배터리, 전기자동차,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한국과 인도의 기술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
탕으로 한-인도 간 기업 및 연구개발(R&D)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분석했다. 나스콤은 인도 기업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 언어적 장벽이
크다고 느낀다고 언급하며 중국-인도 간 IT 협력을 위해 개발한 SIDCOP
(Sino-India Digital Collaborative Opportunities Plaza)라는 AI지원 번
역(중국어-영어) 포털을 제안했다. 2018년 중국 구이양에 인-중 합작 빅데이
터 산업단지가 개발되었으며,90)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국과 인도 기업은
SIDCOP를 활용해 통역사를 고용하거나 문서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경
감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EU는 인도와 2015년부터 ICT 표준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글
상자 4-6 참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ICT 생산 및 사용과 관련하여 EU-인
도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통계를 교환으로써 교역을 촉진, 기업
환경을 개선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90) 관련 세부 내용은 김도연(2018), ｢인도 중국 구이양에 합작 빅데이터 산업단지 출범｣, KIEP 동향세미
나 1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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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6. 인도-EU ICT 표준화 협력 프로젝트

India-EU Cooperation on ICT-Related Standardisation,
Policy and Legislation(2015-2020)
[목표]
EU와 인도는 2015년부터 ICT 관련 표준화ㆍ정책ㆍ입법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91) EU는 ICT 생
산 및 사용과 관련하여 통계 데이터 교환 등을 추진해 ① 대인도 무역을 장려하고 ② 정보 처리
상호 운영 ③ 기업 환경 개선(ease doing business) ④ 글로벌 표준을 위한 양 지역 간의 협력
확대를 추진
[주요 참여기관]
ㆍ인도: 인도 전기통신표준발전협회(TSDS: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Development
Society), 인도 통계국(CSC: Central Statistics Office), 텔레콤전문가집단(TCoE: Telecom
Centres of Excellence), 인도 이통사 협회(COAI: Cellular Operators Association of India),
인도 통신부(DoT) 등
ㆍEU: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와
EU 통계기구(Eurostat)
[ICT 관련 활동]
ㆍ 5G, NFV/SDN,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보안 등과 같은 핵심 협력 분야의 기술적 지원 제공
ㆍ EU-인도 전략 대화 및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ICT 워킹 그룹
ㆍ 유럽 및 인도 ICT, 표준 전문가 인적 교류 및 지원: 3GPP(3rd Generaion Partnership
Project), 사물 통신 분야 국제표준화협력체(OneM2M), 호라이즌2020(Horizon 2020; EU
최대 규모의 연구지원 프로그램)
자료: India-EU ICT Standardisation, http://www.indiaeu-ictstandards.in(검색일: 2019. 11. 1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오늘날 인도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10월까지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서 배출된 유니콘 기업의 수는 총 24개로 중
국(206개)과 미국(203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91) 관련된 자금은 대부분 EU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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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인도 IT 기업협회인 나스콤(NASSCOM)에 따르면 2014~19년 10월 동안
약 8,900~9,300개의 테크 스타트업이 설립되었다. 동 기간 인도의 스타트업
은 연평균 약 12~15%의 성장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기업 소프트웨어 스타
트업이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핀테크 14%, 전자상거래
(Marketplace) 12%, 헬스 8%, 교육 6% 순이다.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AI 등의 첨단기술 스타트업은 1,200여 개로, 2013년 이후 연평균 40%씩 성
장하고 있다.
표 4-14.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별 비교*
중국

미국

인도

영국

독일

유니콘 기업(개)

206

2018년에 탄생한 유니콘 기업(개)

20

이스라엘

203

24

21

11

7

25

10

3

4

2

유니콘이 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년)

4~6

6~8

6~8

7~9

6~8

5~7

유니콘 기업의 평균 가치(달러)

38억

35억

32억

24억

20억

13억

주: *2019년 8월 기준.
자료: NASSCOM(2018, 2019b).

표 4-15. 인도 유니콘 기업
회사명
원97커뮤니케이션스

기업 가치

유니콘 기업 등극일

분야

160억 달러

2015. 12. 5

핀테크

오요룸스(Oyo Romms)

100억 달러

2018. 9. 25

여행

(One97Communications)

스냅딜(Snapdeal)

70억 달러

2014. 5. 21

전자상거래, D2C

올라캡스(Ola Cabs)

60억 달러

2014. 10. 27

교통

바이주스(BYJU’S)

57억 달러

2017. 7. 25

교육(기술)

스위기(Swiggy)

33억 달러

2018. 6. 21

공급망, 물류, 배달

우단(Udaan)

23억 달러

2018. 9. 3

공급망, 물류, 배달

조마토(Zomato)

21억 달러

2014. 4. 10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리뉴파워(ReNew Power)

20억 달러

2017. 2. 14

기타

빌데스크(BillDesk)

18억 달러

2018. 11. 16

핀테크

자료: CB Insight, 통계 자료,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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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9월 기준 인도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약 42억 달러로 전년동기
(20억 달러)대비 108% 증가했다.
인도정부는 2016년 1월,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 하 ‘스타트업 인디아
(Startup India)’를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자국의 스타트업을 대
상으로 천사세(Angel tax)92) 면제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생태
계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표 4-16. 스타트업 인디아* 주요 내용 및 육성정책

[목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지원정책]
ㆍ1,000억 루피(약 15억 달러) 스타트업 기금 조성(4년간 매년 250억 루피, 약 3억 7,500만 달러)
ㆍ창업ㆍ폐업 기간 단축
ㆍ3년간 9개 노동법과 환경법 기업 자율인증 대체
ㆍ특허출원 비용 80% 감면 및 특허심사 패스트트랙 지원
ㆍ3년간 법인세, 재투자한 자본이득세 면제
ㆍ벤처 투자자금 세제 면제
ㆍ스타트업 인디아 허브 조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ㆍ제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 정부 입찰 시 규제 완화
ㆍ혁신경진대회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큐베이터 제공
ㆍ31개 혁신 R&D센터 설립(13개 스타트업센터, 18개 기술경영인큐베이터)
주: *2016년 인도정부의 액션 플랜 요약.
자료: 신세린(2016).

스타트업을 협력수요로 선별한 배경에는 최근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디
지털경제와 연관된 새로운 경향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첫째, 과거 IT 분야에 집중되었던 스타트업 업종은 △ 핀테크 △ 교육 △ 농
업 △ 위생 △ 의료 △ 에너지 △ 제조업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스타트업 중에는 인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92) 천사세는 시장가치보다 더 높은 투자를 받았을 경우 3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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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 스타트업은 2018년 상
반기 기준 400개 이상으로 집계되며 작년 대비 성장률은 23%이다.93) 농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인 크롭인(CropIn)의 마케팅 팀장은 창립자 크리슈나 꾸
마르(Krishna Kumar)는 엔지니어였으나, 많은 인도 농민(대부분이 영세농)
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회현상을 개선하고자 2010년에 창업했다고 언급했
다.94) 설립 초기에는 지인에게 자금을 빌릴 정도로 농업 관련 스타트업에 대
한 인도 내 관심이 없었지만, 2018년 C사로부터 시리즈 B 투자를 받는 등 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인도의
기업 및 지식인층이 인도 농업의 애로점과 농민의 고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농업기술 기반 스타트업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벵갈로르(Bengalore)에 집중되어 있는 인도 스타트업은 뭄바이,
델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갈로로는 약 24%의 스타트업이 위치한 곳으

그림 4-11. 인도 스타트업 허브

자료: NASSCOM(2019b), p. 23.

93) NASSCOM(2018), p. 64.
94) 2019년 7월 CropIn 관계자 면담 내용 요약. CropIn은 AI를 활용한 스마트 리스크 분석에 특화된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음. 2018년에는 남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와 협약을 맺고 농민들과 스마트팜을 운
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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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T, 첨단기술 분야로 특화되어 가는 추세라면, 뭄바이(13%)의 경우에는
금융, 상업, 엔터테인먼트 중심이다. 델리 및 NCR(21%) 지역은 정부, 교육
기관, 벤처 캐피탈이 집중된 곳으로 구르가온(Gurgaon)과 노이다(Noida)가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나스콤이 조사 및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BB, 보쉬(BOSCH), 퀄컴(Qualcomm)과 같은 글로
벌 기업들은 평균 5~20개의 인도 스타트업과 협업했으며, 기업의 혁신과 매
출 구조 개선, 시장 분석도 및 현지 접근성 향상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응답
했다.95) 오늘날 인도는 세계 스타트업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최근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은 한국과 인도 협력에 있
어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기업 및 제조업에 집중된 한국의 대
인도 투자에 벗어나 인도 현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및 보건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인도 디지털경
제정책연구소장은 교육 관련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브랜드에
민감한 인도인을 고객으로 유인하는 데 한국기업 단독 진출은 한계가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힌디(Hindi)를 포함한 현지어 기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도 내 수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완할 협력자로 인도 스타트업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도과학원(IISC)의 Viswanadham 교수도 인도의 디
지털경제와 연관해 수많은 스타트업이 출현하고 있으며, 물류, 배송(드론) 플
랫폼도 활성화되어 있어 한국기업의 핵심 사업 파트에 대한 인도 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블랙벅(BlackBuck)96)이라는 스타트업 사례
를 언급했다. 인도 상공회의소(FICCI) 관계자는 한-인도 협력 분야로 물류,
위생, 물관리, 에너지, 스마트공장(제조업 디지털화) 등을 협력 분야로 제안
95) NASSCOM(2019a), “Co-Innovation: Enterprise Start-up Collaboration.”
96) 화주와 트럭 운전사를 연결하는 B2B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 코카콜라, 타타, 힌두스탄유니레버도
주 고객층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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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한국-인도 간 언어 장벽을 포함한 상호 인지도가 낮고 문화
적 차이도 큰 것을 협력의 장애 요소로 꼽았다. 이러한 애로점 또한 현지 스
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소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스콤
(NASSCOM) 관계자는 한-인도 스타트업 전시회(Exhibition)를 개최해 양
국 간 기술 수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2018년 7월 정보통신진흥원(NIPA)은 인도 벵갈로르에 한국 IT 기업 및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K-ICT 부트캠프를 개소했으며, 현지 스타
트업 엑셀러레이터 A사와 MoU를 맺고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A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P스
타트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
다. AI 알고리듬을 활용해 난시, 근시, 약시 여부를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한 소아 안과 질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의 M의료재단은 2019년 6월 P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Q사는 스마트폰
용 힌디어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다른 힌디 키보드 프로그램과
비교해 타자 속도가 빠르고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호환성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Q사는 벵갈어(Bengali)와 따밀어(Tamil) 키보드도 개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한-인도 협력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2019
년 2월 회담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2019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양
국 간 스타트업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뉴델리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
(KSC: Korea SMEs and Startups Center)를 개소했다.
해외 여러 나라 또한 인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스위스는 영사관과 연계하여 스위스넥스라는 스타트업 및 학계
교류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농업, 물, 디지털 헬스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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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는 인도-이슬라엘 글로벌 혁신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5
만 루피의 상금과 멘토링, 기업-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한다.
일본은 JETRO가 자국 기업과 인도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추
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인도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도 스타트업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은 약 20억 달러로, 이는
자국보다 더 저렴한 노동임금을 활용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된다. 중국은 특히 전자상거래와 운송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글상자 4-7. 스위스넥스 인디아(SWISSNEX India)

- SWISSNEX(이하 스위스넥스, https://www.swissnexindia.org)는 스위스 정부(영사관)와 연
계해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위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임.
ㆍ학계, 산업계, 스타트업을 구분해 니즈에 맞는 매칭을 세분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ㆍ인도 방갈로르, 미국 보스톤, 싱가포르, 서울에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
ㆍ스타트업의 경우, 인도 TATA 그룹(IoT, E-Mobility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함.)과
같은 유수의 기업에서 3~6개월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 학생 및 스타
트업 또한 스위스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음.
- 스타트업에 단순히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모빌리티(Mobility), 딥테크
(Deep-tech) 등 분야별 관련 현지 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 및 배정’해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스위스 스타트업이 인도(특히 방갈로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① 시장의 잠재력
(Market Size): 13억 인구, 중산층 성장, 중위 연령 30세 미만 등 ② 인도 스타트업 에코시스
템 ③ 기술 인력 활용: 인도의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자 및 저렴한 인건비 ④ 인도로 유입되
는 많은 투자 펀드에 대한 관심임.
ㆍ관계자는 해외 펀드뿐만 아니라 ‘인도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덧붙임.
자료: 스위스넥스 프로그램 매니저 인터뷰(2019. 7. 2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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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인도네시아의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수요로서 우선적으로 인터넷 인프라와
스타트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 현황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스타
트업 인사, CSIS의 전문가,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한 결과, 모두 전반적인 인
터넷 인프라 개선에 대한 협력수요를 언급하였으며, 5G 관련 협력수요도 거
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분야는 가파른 성장세와 조코위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에 기초해 협력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
지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은 IT 엔지니어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와 기술력
에 대한 협력수요를 갖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 협력수요로는 스타트업, 디지털 인력양성, 전자결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디지털경제 주요 전략 중 하나
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의 전략적 연계가 가
능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베트남은 풍부한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디지털경제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바,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측면에서 긴
밀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신남방지역과의 상생 협력 차원
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전자결제 분야는 현금결제 기반에 따른 문
제를 해소하고 베트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다. 지분 투자, 관련 인력양성 및 전자결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서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스타트업, 모바일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를 우선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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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꼽을 수 있다. 태국정부는 스타트업을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구하
기 위한 주요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한ㆍ태 정부 간 스타트업 교류
도 적극 추진되고 있어 유망 협력 분야로 예상된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모바
일 퍼스트’ 국가인 태국은 모바일 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태국국민들은 웹기반보다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네이
버의 자회사 라인이 태국의 메신저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점
은 한국기업들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남아
의 대표적인 한류 시장인 태국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의 대표적인 시장으로서
특히 게임의 인기가 높다. 태국은 동남아의 최대 게임 시장이면서 여전히 연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유망시장으로서, 태국의 親모바일 환경을 기
반으로 하여 모바일 게임 시장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경우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ICT 인프라와 스타트업을 꼽을 수 있다. ICT 인프라의 도농 간 큰 격차는 특
히 인도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로,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브로드밴
드 구축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나아가, 위성 및 와이파이,
5G에도 협력수요가 있으며 문헌 및 현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협력 적기임을
확인하였다. 스타트업은 인도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방갈로르
뿐만 아니라 뭄바이, 델리 등은 자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의 허브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도 인도 스타트업
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 인도의 스타트
업의 업종은 IT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농업, 전자상거래 등 사회
적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인도 현지 스타트업과의
협력은 한국의 대인도 진출 방식과 분야를 다각화하는 파트너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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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수요 사례
국가

인도네시아

특징


인터넷 인프라: 5G 관련 협력수요도 거론



스타트업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분야는 가파른 성장세와 조코위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에 기초
해 협력수요가 존재
 현지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의 경우 IT 엔지니어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와 기술력에
대한 협력수요가 있음.


스타트업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스타트업 육성을 디지털경제 주요 전략 중 하나로서 중점 추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



디지털 인력양성
 베트남은 풍부한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디지털 인력 공급이 부족한바, 교육훈

베트남

련 등 인력양성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 가능


전자결제

 현금결제 기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베트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
가 중점 추진하는 과제
 지분 투자, 관련 인력양성 및 전자결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서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
로 한 협력 확대


스타트업

 태국정부는 스타트업을 디지털화를 추구하기 위한 주요기반으로 판단
 최근 한ㆍ태 정부 간 스타트업 교류 적극 추진 중


모바일 서비스

 태국국민들은 웹기반보다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태국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태국의 메신저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점은 한
국 기업에 긍정적 요인


디지털 콘텐츠(게임)

 태국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의 대표 시장으로서 게임의 인기가 높음.
 태국은 동남아 최대 게임 시장이면서 연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바, 親모
바일 환경 기반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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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계속
국가

특징


ICT 인프라

 도농 간 ICT 인프라의 큰 격차는 인도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로,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브로드밴드 구축에 관심
 위성 및 와이파이, 5G에도 협력수요가 있으며 문헌 및 현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협력 적
기임을 확인

인도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인도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 방갈로르뿐만 아니라 뭄바이, 델리 등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허브로 부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도 인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며, 현
지의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 인도 스타트업의 업종은 IT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농업, 전자상거래 등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확대
 인도 현지 스타트업과의 협력은 한국의 대인도 진출 방식과 분야를 다각화하는 파트너
로 큰 역할을 할 전망

자료: 제3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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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우리나라의 기존 신남방지역 협력전략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분업 체계 구축이 중심이었다. 즉 저비용의 신남방 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
하여 이를 통해 글로벌 분업체계를 구축해온 것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와 같
이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면 협력사들이 따라서 진
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수출이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신
남방지역과의 협력체제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기업의
신남방지역 시장 진출은 대개 최종재와 중간재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을 통한
공급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디지털경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은 기존 제조업 생산기지 중심에서 탈피한
신남방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를 중
심으로 한 혁신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자본투입 중심의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시장 확대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은 가장 중요한 파
트너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 제2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신남방지역은 디지털
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
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
다. 더욱이 인도, 싱가포르 등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은 한국의 혁신역
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해외 자원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우리나
라는 기존 규제 및 산업과의 마찰로 인해 디지털경제 영역의 발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바, 신남방지역은 한국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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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수 있다.
한국의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며,
신남방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전통 제조업과
는 달리 성장 영역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일차적으로는 ICT를 결합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고, 제조업
의 서비스화라는 패러다임 변환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는 제품들(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등)을 기반
으로 한 서비스 모델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그 밖의 다양한 서비스, 인적 교류, 기업 교류, 연구
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
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
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력 파트너 국가의 사회적 컨
텍스트와 특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
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진출의 주체가 영역별로 다양하다. 제조업에서 중심을 이루는 대기
업이 주도하는 선단형 진출은 디지털경제에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디
지털경제는 특정한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기
술이나 비즈니스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국이나 현지 협력업체의 중간재 투
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현지 사용자에 기초한 데이터 구축을 통한 사업
개선과 확장이 더욱 일반적이다. 더욱이 플랫폼 기술이나 비즈니스의 주체는
대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제조업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과는 다
른 현상이 될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경제에서는 스타트업이 현지에 진출하거
나, 현지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시장을 확장하고 특정 영역에서 지배적인 역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75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본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싱가
포르, 일본계 자본이 집중되던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에 2019년 상반기 한국
자본의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상이한 분야에 속한 기업 사이의 협력
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ICT 기술과 인프라 건설능력이 결합되는 스마트도
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마트도시의 경우 하나의 영역에서의 기업이 신남
방지역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복수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간 협력체제가 긴요하다.
셋째, 진출 방식도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품 수출 중심의 해외진출은
디지털경제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ICT에 기반한 서비스가 해외진출
의 주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보다는 투자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의 성격 역시 대자본을 동반한 그린필드형 투자보
다는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이나 M&A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
된다. 최근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현지 주요 플랫폼 기업의 지
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사적이다. 당장 현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현지에서 성장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지 시
장에 접근하는 방식은 디지털경제의 특성상 합리적이다. 즉 현지화가 중요한
디지털경제 영역의 특성상, 현지의 시장 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
은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성장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
하는 것이 용이하고 안전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현지 기업의 정보와 노
하우를 얻는 등 해당 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넷째, 현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 관련 영역에서
는 현지 수요에 대한 세밀한 포착이 없이는 원활한 진출과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교적 대규모 산업 영역에서는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영역을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거시적인 산업별 시장 동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영역은 매우 세밀한 현지 수요에 대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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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통해 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한 중간재를 본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제조
업과는 달리, 해당 시장 자체의 투입물(input)이 더욱 중요한 디지털경제의
특성상 현지화는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의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한국에서 공급되는 중간재 투입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현지 사용자를
얼마나 모집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는가가 핵심적이다. 즉 이런 경우 현지 소
비자 자체가 중요한 투입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재나 자본의 조달보
다는 현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더불어 상품 생산이나 수출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현지 국가의
규제 여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며, 한국정부가 통상정책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해외진출 기업(또는 기업가 개인)과 국내경제와의 관계는 더욱 복
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대를 통한 국내경제에 대한 낙수효과와 같은
비교적 식별하기 쉬운 경제관계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경제의
속성상 수출보다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 현지 사업 확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지 투자가 직접적인 수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결국 한국정부 정책의 시각 전환을 요구
하는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출 증대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에 변화
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본 보고서는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관련 수요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찰
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디지털경제의 발전 수준, 그리고 주요국의 정책과 주
목할 만한 협력수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신남방지역에는 매우 다양한 국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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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진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에는 경제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한 싱가포르
가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 그리고 기술, 인적자원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있으나 국가 전반의 경
제사회 수준이 뒤떨어진 인도, 경제적 도약을 진행 중인 베트남, 그리고 전반
적인 경제 수준이 낙후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개도국들이 골고
루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의 발전 정도나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
과 영역, 그리고 협력 방식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보고서
에서는 우선 디지털 발전 지수를 개발하여 신남방 국가 전반에 대한 비교 분
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지는 개별 국가 연구에서는 선진화된 디지털경제 영역
을 구축한 싱가포르는 제외하고, 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사회 측면에서 디지
털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을 선정하여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의 디지털 발전 지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그리고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대부분 일정 수준 이
상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개방도가 달
성되고 있어 무역투자 교류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베트
남과 태국의 경우 ICT 제조기반이 양호하다. 반면 여타 신남방지역 국가와는
달리, 인도는 ICT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대부
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유인을 충분
히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신남방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는 한국을 넘어
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ICT 산업기반의
다양성은 향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잠재력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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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국가들 대부분은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가정신의 수
준이 아직 낮은 편인바, 스타트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협력수요가 클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제3장의 주요국 정책 분석과 제4장의 협력수요 사례 연구
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4개국 모두에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대외협력수요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와 같이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우리 기업의 진출을 통한
성장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며, 인도네시아나 태국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신남방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가장 긴밀한 베트남의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으로서,
한국기업의 관심도 높은바, 스타트업 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
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
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시킨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
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
장 큰 걸림돌로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단기간에 높이기 위한 협력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로 보면, 디지털경제의 선도국인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는 선진기술 도입과 혁신, 법제도 기반 구축,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등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토대로
ICT 제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를 전국가 차원에서 확산
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인 ICT 인프라, 금융접근성, 교육, 인적자본, 정부 역량
등이 취약하다. 베트남은 경제ㆍ산업 기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디지털경제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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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라고 판단된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디지털경제를 본격화할 수 있는 비가시적인
혁신기반이 취약하며, 특히 두 나라 모두 일본,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
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만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모
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시장 잠재력
을 갖고 있는 반면 ICT 산업기반이 약하며, 인프라나 사회기반 여건도 취약
하다. 인도네시아 특유의 지리적 여건과 약한 인프라 및 법제도 여건이 걸림
돌이지만, 역으로 이러한 취약 분야에서 협력과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신남방지역 국가들 가운데서도 디지털경제의 기
반이 가장 취약한 국가들로서, 기초역량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는 ICT 서비스, 첨단기술, 기업가정신 등 디지털경제의 역량은
갖춘 반면, 기초 인프라는 상당히 취약한 편으로서, 양면적인 특성이 극명하
게 대비되는 국가이다. 인도는 디지털경제의 기술적 요소와 인적자원 측면에
서 한국보다 우수한 측면이 많은바,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아 인프라, 기반
요소 구축 등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인도는 잠재력에 비해 문화적 거리, 정보 부족 등 거래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라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 주요 4개국의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주요 신남방 국가들은 디
지털경제를 통한 경제사회의 도약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분야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
며, 특히 기반이 되는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특히 강조한다. 전자상거래 분야
신생 기업 지원,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을 달성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조세

180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신규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규제보다는 육성을 중시하고 있으
며, 사후에 규제나 방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경향을 보
인다.
베트남은 디지털 산업 GDP 달성 목표, 비현금결제 보급 달성 목표, 스타
트업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 TECHFEST 개최 등 대내적인 목표뿐 아니라,
국가 디지털화 아세안 4위 등극, WEF 40위권 달성, ICT 개발 지수 50위권
진입과 같은 대외적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유사
하게 신산업 육성 후 세부 규제 보완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은 디지털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이 높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
나, 정부와 대중의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정책은 구
체적ㆍ실질적 전략 제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태국의 디지털경제 정책은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Thailand 4.0은 Smart Industry, Smart City, Smart People을 통한 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혁신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추구한다. 태국의 주력산업 디지털화 전략은 S-Curve(차세대자동차, 스마트
전자제품, 의료웰빙관광, 농업바이오, 미래형 식품)와 미래 주력산업인 New
S-Curve(로보틱스, 항공물류, 바이오연료화학, 디지털기술, 의료허브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전 국가적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드하르, 브로드밴
드, 통합 결제 솔루션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
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를 기본 정책프레임워크로 하여 △ 디지털 인프라 구
축 △ 거버넌스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의 디지털화 △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
화라는 비전 하에 디지털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의 디지털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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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의 협력과 기술 개발이 정부 정책과 결합해 발전하고 있다. 특히 모
바일 이용자 증가는 디지털경제의 급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과 여건, 그리고 현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협력 가능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우리
가 인지하지 못한 영역에서 협력 또는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터넷 인프라와 스타트업 분야를 제시했다. 인도네시
아 정부는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제시한 바 있
다, 현지 전문가, 기업인들 역시 전반적인 인터넷 인프라 개선에 대한 협력수
요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5G 관련 협력수요가 제시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 스타트업은 가파른 성장세와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에 기반해 협력수요
가 존재하며, 특히 IT 엔지니어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와 기술력에 대한 수요
가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주요 협력 분야로 스타트업, 디지털 인력양성, 전자결제 등이 있
다. 베트남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잇
달아 내놓고 있는바, 스타트업 생태계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베트남
의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베트남은 디지털경제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바, 교육훈련 등 인력양
성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제 분야는 베트남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서, 지분 투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서 협
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국의 경우 스타트업, 모바일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가 협력 유망 분야
라고 판단된다. 스타트업은 태국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한 주요 동력으로 간
주되며, 한ㆍ태 정부 간 스타트업 교류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편 모바일 서
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국민들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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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가 높고, 라인(Line)이 메신저 기반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또한 빠른 시장성장률과 親모바일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도 유망 분야라고 판단된다.
인도의 경우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로 ICT 인프라와 스타
트업이 꼽힌다. 도농 간 ICT 인프라의 격차 해소는 인도정부의 우선 과제로
서,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브로드밴드 구축에 큰 관심이 있다. 또한 위성 및 와
이파이, 5G 등의 협력도 현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인도는 글로
벌 스타트업의 허브로 변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타트업 업종이 IT 기술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농업, 전자상거래 등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확대되
고 있어 한국의 인도 진출 방식과 분야를 다각화하는 경로로서 중요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다각화와 심화를 위해서 디지털경제 영역은 잠재력
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
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경제는 경제ㆍ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기본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
니라, 향후 신남방지역과의 중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
각된다. 2019년 11월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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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비전성명’ 역시 디지털경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97) 디지털경제는 향후 신남방지역 협력의 주요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디지털경제 대외협력 플랫폼을 마련하고 상대국과의 쌍방향 대화채
널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각 부처가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
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의 NASSCOM이나 태국의 DEPA
는 산업, 무역, 기업 등 디지털경제 관련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총괄적인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는 디지털경제의 여러 협력 영역을 일관성 있고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외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대국의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
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매우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나서 커
다란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가시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많
은 신남방 국가들이 ICT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
적이다.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아세안의 ASCN(ASEAN Smart City
Network)과의 협력사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98) 또한 인도의 경우, 2017
97)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2019. 1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6).
3.2 역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증진 및 여타 규제 개선
책 마련 등을 통해 한-아세안 간 교역, 투자, 연계성,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혁신
등에 있어 한-아세안 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배가한다.
3.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
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
적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3.4 인적자원 개발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
십을 촉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8)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1월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
명’에도 포함되어 있다. “5.3. 도시-농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
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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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마하라스트라주(州) 깔리안-돔비블리시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전
략적 파트너십를 맺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스마트도시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 단독으로 접근하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은 특성상 정부
의 주도적인 교섭력이 중요하다.
특히 신남방지역 국가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원 조달 지원이 필요한바, 우리 정부는 2020년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 2015년 모디 총리 방한 시 한-인도 정상은
EDCF(10억 달러)와 수출금융(90억 달러)을 결합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마련을 합의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인도의 ICT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여 조속
히 해당 금융 패키지를 사업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혁신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
에 진입할 수 있는 숨은 영역도 많다. 따라서 상대국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
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에는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비즈니스 기회
를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사회, 제도 등 디지털경제의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장기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남아의 경우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인한 시장 통합이 진전되면서 특
정 도시, 지역에서의 사업이 타국으로 확장시킬 여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
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소규모 수요를 타깃으로 시작한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즉 ‘flexibility replication’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차량 공유기업인 그랩(Grab)은 말레이시아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후
다른 동남아 국가로 진출했는데, 이때 한 국가 내에서 거점을 넓히기보다는
인프라가 구축된 동남아의 대도시 위주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확대
시티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연합뉴스(2019. 1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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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취한 바 있다.
통상 협력 기능도 중요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
텐츠, 데이터 비즈니스 등의 주요한 무역투자 파트너인바, 무역 기회 발굴, 통
관 인프라 개선, 디지털경제 관련 제도 안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통상 협력의 경우 개별 국가도 중요하지만, 앞
의 그랩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의 협력 플랫폼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국가 또는 국가군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의 중점 협력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앞에서 논의한 작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거대시장과
잠재력,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동시에 경제ㆍ사회적 인프라는 낙후된
인도 역시 다각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높다. 한편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중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양방향 대화채널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특성별로
다각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셋째,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
타트업의 신남방 국가 진출 및 협력 지원이 시급하다. 신남방지역은 한국의
기업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공백 영역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동남아의 경우 진출 분야가 제조업, 시청각 및 방송통신, 전문ㆍ
과학ㆍ기술 서비스, 보건,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반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진출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표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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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신남방지역 국가군별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당국의 정책적
관심 영역

협력 방향

 현재 한국의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기존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경제 전영역에 걸쳐
협력을 우선적으로 심화시킬 국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스타트업
제조업 디지털화
인터넷 인프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비현금결제
인력양성

협력 분야 예시

<인도네시아>
 5G 등 인터넷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
<베트남>
 스타트업
 비현금결제
 인력양성

태국

 일정한 수준의 디지털경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특유한
경쟁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군
 일본,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

 유사한 접근이 필요한 국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한국의 입장에서 기술, 인적 협력의  디지털 인프라: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은 국가
네트워크, 인증시스템,
 유사한 접근이 필요한 국가:
금융, 서비스 등
 디지털 인프라:
싱가포르
 공공, 민간 서비스
5G, 브로드밴드,
디지털화: 전자정부 등
와이파이, 위성 등
 의료보건: 원격의료,
 중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인프라 등
 스타트업:
건강보험 플랫폼
기초역량부터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의료보건, 교육,
전자건강기록부 등
국가
농업, 물류 등
 전력 공급 안정화
 유사한 접근이 필요한 국가군:
 농업 디지털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성장동력 확충, 경제구조
전환
EEC(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
자동차, 전기전자

의료/웰빙관광
농식품 등

스타트업
모바일 상거래 및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자료: 본고 제2, 3, 4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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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국 창업기업의 업종별 해외진출 지역(복수응답, 2018년)
(단위: N, %)

기업 수 동북 동남 중앙 남부 서남
유럽
(개)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북미 중남미

전체

36,323 61.3 29.5

6.9

4.7

3.9

7.5

11.6

2.5

0.7

0.6

제조업

15,080 63.6 19.4

0.2

2.7

0.1

8.4

16.1

2.8

0.0

1.3

업종별

오세아 아프
니아 리카

광업

1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950

21.3 21.1 41.8 14.3

0.0

0.0

22.8

0.0

0.0

0.0

운수업

374

50.7 51.4 16.5

0.0

0.0

0.0

0.0

16.5

0.0

0.0

0.0

0.0

0.0

13.5 13.3

0.0

0.0

0.0

0.0

0.0

0.0

16.6

0.0

0.0

0.0

0.0

0.0

2,358 67.5 19.5

6.9

0.0

3.3

20.8 11.6

1.4

1.3

0.0

출판ㆍ영상ㆍ정보
사업 서비스업
전문ㆍ과학ㆍ기술

1,440 57.1 29.6
258

83.4

보건ㆍ사회복지

548

100.0 30.1

0.0

0.0

0.0

0.0

0.0

0.0

0.0

0.0

농ㆍ임ㆍ어업

18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기ㆍ가스ㆍ수도

16

49.6

50.4

0.0

0.0

0.0

0.0

0.0

0.0

0.0

11,422 66.1 40.5 16.0 10.1 11.3

4.8

7.2

3.4

0.0

0.0

도ㆍ소매업

0.0

숙박ㆍ음식점업

868

금융ㆍ보험업

-

-

-

예술ㆍ스포츠ㆍ여가

214

85.2

0.0

하수ㆍ폐기물 처리업 114
교육 서비스업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

-

-

-

-

0.0

0.0

0.0

0.0

14.8

0.0

0.0

0.0

75.0 48.9 25.0

0.0

0.0

0.0

23.9

0.0

0.0

25.0

0.0

0.0

0.0

11.1 11.1

0.0

11.2

0.0

1,980 55.5 11.2

개인 서비스업

202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동산ㆍ임대업

471

33.4 82.7

0.0

0.0

0.0

0.0

0.0

0.0

0.0

주: 기업 서베이 조사로서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창업진흥원(2019),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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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
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고 해외 기업 투자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델리에 한-인도 스타트업 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 양국
간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스타트업 협력 플랫폼을 방갈
로르, 서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
국가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
으로서, 정보 제공과 현지 지원기관의 연결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 현지에서 비즈니스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은 스타트업 성장의 주
요 경로인바,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아직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은 더딘 편이지만, 한국
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스타트업 생태
계 관련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이미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싱
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인도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스타트업 생태계
를 구축한 반면,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베트남의 경우 우리 기업이 주도적 역
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신남방지역 국가의 규제 여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제2
장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여건이 까다롭고 자유화 수준이 낮은 편
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시 매우 중요한 영향의 요인이 되
는바, 디지털경제 관련 현지 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정보 확산,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기업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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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 형태가 다양해지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제도가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작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ICT 서비스 투자 장
벽은 신남방 국가 전반에 걸쳐 높은 편이다. 또한 디지털경제가 자져오는 거
래 양태의 변화에 따라, 현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국외 데이터 이전 관련법, 지
식재산권, 경쟁법 등에 걸쳐 제도적 제약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통상정책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관련 우리의 가장 잠재력
높은 파트너인 반면, 규제 여건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거나 우리와는 이질적
인 측면이 많은바, 디지털경제 관련 제도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
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
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
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
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99)

(1) 디지털 인프라 개발(Develop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2) 상호운용가능성 증진(Promotion of interoperability)
99) APEC(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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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적 브로드밴드 접근 달성(Achievement of universal broadband
access)
(4)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를 위한 총괄적 정부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Development of holistic government policy frameworks for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5)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접근들의 연계 촉진
(Promoting coherence and cooperation of regulatory approaches
affecting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6) 혁신 및 유용한 기술ㆍ서비스 도입 촉진(Promoting innovation and
adoption of enabl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7) ICT 사용의 신뢰 및 보안 증진(Enhancing trust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
(8)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촉
진(Facilitat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while
respecting applicabl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9)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측정 기준 개선(Improvement of baselin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measurements)
(10)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의 포용성 증진(Enhancing inclusiveness of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11)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디지털 무역의 협력 증진(Facilitation of
E-commerce and Advancing Cooperation on Digital Trade)

위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된다. 예컨대 본 연구의 경과를 토대로 한다면, (1) 디지털 인프라 개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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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및 유용한 기술ㆍ서비스 도입 촉진과 같은 영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를 위한 총괄적 정부정책 프
레임워크 개발의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가 타국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한편 (8)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11)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디지털 무역의 협력 증진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대한 통상정책의 전략적 요소로서 우리가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0)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의 포용성 증진의 경우,
신남방정책의 상생협력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할
부분이다.

그림 5-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자료: 본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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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국가 중 주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일
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말레
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인도의 경우 경제 규모 및 디지털경제의 발전
정도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인도의 디지털경제에 특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광의의 디지털경제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수요 측면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디지털경
제의 또 다른 주요한 측면인 공급, 즉 기업 활동의 변화상은 자세히 다루지 않
았다. 신남방지역에서는 최근 혁신적인 디지털 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이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은 변화하는 경쟁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
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신남방지역에서 디지털 기업, 특히 플랫
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바, 2020년에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신남방지역 디지털시장의 발전 수준과 주요국
의 진출전략, 그리고 관련 주요 제도 여건을 연구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남방지역의 스타트업 관
련 협력수요가 많은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으로서
스타트업의 기능을 분석하고, 신남방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그리고
현지 진출 스타트업 특성 및 정책 수요 파악 등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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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디지털 발전 지수와 하위 분야(전체 국가)
국가명

DDI

순위

잠재성

경제산업

인프라요소

사회기반

Afghanistan

20.1

174

40.8

18.3

18.8

11.9

Albania

44.1

95

26.6

34.3

57.5

47.7

Algeria

40.6

105

63.0

20.0

50.8

35.8

Angola

18.4

176

43.0

6.9

17.6

13.4

Antigua and Barbuda

45.5

88

15.2

40.8

60.8

64.8

Argentina

51.5

68

73.0

25.1

62.7

50.9

Armenia

41.8

98

27.5

30.2

58.2

43.1

Australia

76.7

12

48.3

60.3

90.6

91.0

Austria

74.5

17

27.1

76.0

91.5

80.6

Azerbaijan

45.1

90

33.9

25.5

67.8

48.4

Bahamas, The

55.5

55

33.8

45.1

67.0

67.2

Bahrain

56.6

48

44.4

44.7

65.9

64.5

Bangladesh

41.7

99

72.6

27.4

44.4

36.0

Barbados

49.5

76

10.7

39.0

67.8

65.8

Belarus

56.5

49

32.2

40.9

70.1

70.2

Belgium

74.0

18

37.8

72.8

91.9

76.6

Belize

41.5

101

27.0

34.0

58.2

41.8

Benin

22.2

167

30.8

29.2

8.6

24.4

Bhutan

38.7

112

26.8

25.1

48.4

50.9

Bolivia

36.0

120

39.2

22.3

40.6

40.0

Bosnia and Herzegovina

41.4

102

19.9

29.0

60.9

44.4

Botswana

36.5

118

34.4

28.7

42.3

38.9

Brazil

55.7

54

83.6

35.3

62.4

52.2

Brunei Darussalam

53.8

60

31.9

36.1

65.4

65.1

Bulgaria

53.4

63

25.8

43.3

74.4

55.7

Burkina Faso

21.9

168

31.8

24.3

6.3

28.0

Burundi

10.7

183

20.3

12.3

2.3

12.2

Cabo Verde

40.0

108

34.8

36.2

42.2

44.5

Cambodia

31.1

138

32.9

44.4

33.2

21.1

Cameroon

23.2

163

43.6

21.4

14.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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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DDI

순위

잠재성

경제산업

인프라요소

사회기반

Canada

77.2

11

52.2

70.5

92.3

81.1

Central African Republic

14.0

182

23.5

23.8

2.3

10.5

Chad

15.6

178

24.1

35.6

5.3

8.1

Chile

59.3

41

48.1

31.3

73.2

70.9

China

64.3

32

71.8

60.4

69.0

59.8

Colombia

50.0

73

74.3

24.3

56.2

51.3

Comoros

20.7

172

19.6

26.1

14.3

27.7

Congo, Dem. Rep.

25.0

154

59.5

32.6

4.1

17.8

Congo, Rep.

25.5

152

29.9

37.6

14.6

16.3

Costa Rica

52.8

65

37.2

36.1

62.0

62.5

Cote d'Ivoire

26.9

147

46.2

29.0

21.2

21.7

Croatia

53.5

62

19.5

36.9

80.6

58.0

Cuba

32.5

134

30.2

15.9

33.2

47.1

Cyprus

61.7

36

29.4

50.3

77.4

71.4

Czech Republic

66.3

30

28.8

75.6

85.2

62.0

Denmark

77.8

9

33.2

72.8

95.6

87.2

Djibouti

35.8

121

37.1

48.7

29.8

28.9

Dominica

49.1

77

22.0

28.3

67.2

64.3

Dominican Republic

44.6

92

40.0

32.7

53.2

47.6

Ecuador

40.4

106

40.2

18.9

53.7

44.1

Egypt, Arab Rep.

46.5

83

70.8

31.9

55.7

39.1

El Salvador

36.1

119

39.7

24.3

41.8

37.6

Equatorial Guinea

25.7

151

37.0

32.0

16.9

21.3

Estonia

66.7

29

20.5

51.6

86.4

80.4

Eswatini

28.5

143

24.5

24.5

20.9

40.9

Ethiopia

32.0

137

59.2

27.7

18.7

31.4

Fiji

43.1

97

25.0

41.4

47.6

55.0

Finland

72.8

21

30.5

56.9

91.0

86.4

France

78.2

8

71.8

69.9

92.9

75.1

Gabon

40.4

107

37.6

47.4

44.9

30.5

Gambia, The

23.6

160

29.1

24.5

12.4

28.4

Georgia

48.5

80

23.6

39.1

60.1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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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DDI

순위

잠재성

경제산업

인프라요소

사회기반

Germany

81.2

2

72.1

72.3

95.2

80.4

Ghana

41.6

100

51.9

38.8

34.0

44.2

Greece

57.8

45

28.8

40.1

74.6

68.3

Grenada

50.8

69

22.9

50.0

58.9

62.1

Guatemala

35.0

124

42.1

21.9

36.6

38.8

Guinea

24.4

158

29.0

42.0

14.7

16.2

Guinea-Bissau

14.0

181

24.6

25.1

1.3

6.8

Guyana

34.3

128

20.3

33.4

42.2

35.2

Haiti

22.3

166

34.8

28.6

9.2

24.5

Honduras

34.7

125

37.1

33.6

31.9

36.3

Hong Kong SAR, China

78.5

7

39.9

89.7

93.1

76.7

Hungary

59.6

40

29.5

61.9

83.6

53.5

Iceland

67.3

28

32.2

40.0

91.3

84.2

India

53.2

64

70.5

52.3

49.1

49.6

Indonesia

50.6

71

74.4

43.8

48.2

46.8

Iran, Islamic Rep.

54.1

58

81.4

32.8

60.9

46.8

Iraq

38.5

113

56.9

21.1

53.1

20.1

Ireland

76.0

13

20.5

93.3

86.1

81.9

Israel

72.0

22

38.2

75.8

79.9

79.1

Italy

70.1

24

63.4

65.1

82.2

67.3

Jamaica

37.9

114

29.7

28.3

48.8

39.6

Japan

77.4

10

72.8

63.0

89.4

79.6

Jordan

44.4

94

43.8

29.3

52.8

48.2

Kazakhstan

47.5

81

40.9

24.8

63.3

53.2

Kenya

34.0

129

53.9

24.7

26.1

37.6

Kiribati

30.4

139

26.9

27.5

25.5

44.9

Korea, Rep.

74.9

15

70.0

68.2

80.3

77.1

Kuwait

56.5

50

39.4

46.6

65.4

65.9

Kyrgyz Republic

34.6

126

27.2

22.5

43.1

39.4

Lao PDR

33.7

131

28.4

38.5

39.5

28.8

Latvia

61.1

38

21.1

47.6

82.9

71.0

Lebanon

45.6

87

43.2

28.2

62.4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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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DDI

순위

잠재성

경제산업

인프라요소

사회기반

Lesotho

25.0

155

25.3

30.4

19.1

26.8

Liberia

27.5

145

26.2

48.1

2.9

35.4

Libya

37.4

117

37.2

44.6

41.6

24.6

Lithuania

61.6

37

25.3

47.3

82.0

71.4

Luxembourg

75.4

14

29.6

83.0

92.4

77.3

Macao SAR, China

60.5

39

37.1

47.9

77.7

82.7

Madagascar

18.4

175

34.1

28.8

4.0

15.9

Malawi

17.8

177

25.8

25.4

4.7

19.3

Malaysia

64.7

31

63.7

67.6

69.2

60.3

Maldives

49.6

74

30.3

47.2

58.5

55.7

Mali

23.4

162

35.1

31.3

7.4

26.3

Malta

68.5

27

30.7

66.6

86.4

73.1

Mauritania

22.8

164

28.4

45.3

8.4

18.4

Mauritius

49.5

75

20.0

31.6

68.6

61.1

Mexico

54.0

59

83.3

43.8

60.2

44.0

Moldova

39.5

109

22.9

27.4

55.1

42.4

Mongolia

45.4

89

32.3

43.7

47.9

50.5

Montenegro

48.6

79

23.3

41.4

62.4

54.5

Morocco

45.0

91

56.8

36.3

49.3

42.3

Mozambique

23.8

159

34.3

36.1

8.5

21.2

Myanmar

32.3

136

55.8

30.2

32.5

23.9

Namibia

33.1

133

30.3

21.0

36.2

41.2

Nepal

37.4

116

41.7

25.3

41.2

41.1

Netherlands

79.2

5

41.8

72.5

95.8

86.6

New Zealand

69.0

26

33.8

39.3

91.3

89.4

Nicaragua

24.6

156

34.9

18.6

24.0

24.2

Niger

15.3

179

20.9

26.0

3.2

14.9

Nigeria

32.5

135

72.6

16.5

26.9

29.5

North Macedonia

46.3

85

23.0

36.1

59.5

52.5

Norway

70.7

23

31.1

44.0

93.9

86.4

Oman

54.6

56

50.0

35.6

62.2

65.9

Pakistan

33.9

130

72.6

25.2

35.8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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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DDI

순위

잠재성

경제산업

인프라요소

사회기반

Panama

48.7

78

30.6

46.6

61.9

48.0

Papua New Guinea

20.1

173

18.6

15.8

21.2

23.8

Paraguay

39.3

110

36.2

24.4

51.3

41.7

Peru

46.6

82

58.5

26.3

50.7

51.1

Philippines

53.6

61

74.8

63.1

49.4

42.4

Poland

70.0

25

52.0

68.9

80.6

70.5

Portugal

63.6

33

24.8

48.4

84.9

73.3

Qatar

57.1

47

52.3

37.6

68.2

65.3

Romania

58.5

43

31.4

55.1

79.4

56.7

Russian Federation

59.3

42

72.5

45.2

70.9

54.3

Rwanda

26.4

149

22.3

30.0

14.6

35.2

Samoa

29.3

141

13.3

20.1

47.0

33.8

Sao Tome and Principe

28.1

144

30.0

35.2

23.1

28.0

Saudi Arabia

56.3

52

60.8

31.6

63.4

65.1

Senegal

28.5

142

35.1

33.1

13.7

34.0

Serbia

50.4

72

24.3

44.8

65.6

53.7

Seychelles

56.2

53

19.2

49.2

79.9

63.0

Sierra Leone

20.7

171

27.6

32.9

3.2

21.3

Singapore

80.4

4

36.7

92.0

89.5

84.7

Slovak Republic

62.0

35

22.5

65.3

80.8

62.8

Slovenia

62.2

34

15.1

51.3

84.7

71.8

Solomon Islands

22.4

165

16.7

28.6

15.0

35.1

South Africa

52.1

67

76.2

25.5

64.3

50.0

South Sudan

15.0

180

21.2

18.6

17.8

3.7

Spain

73.3

20

56.3

68.7

85.8

74.0

Sri Lanka

41.1

104

28.5

26.4

52.8

46.7

St. Kitts and Nevis

50.7

70

6.8

38.7

74.6

70.5

St. Lucia

39.2

111

16.3

30.6

56.3

46.1

46.2

86

24.2

35.0

58.2

62.8

Sudan

25.2

153

46.2

10.3

34.7

10.1

Suriname

41.3

103

28.5

34.0

54.1

42.0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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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DDI

순위

잠재성

경제산업

인프라요소

사회기반

Sweden

79.0

6

36.8

72.1

96.0

88.0

Switzerland

74.6

16

29.8

63.4

96.7

84.8

Tajikistan

35.5

123

27.5

33.8

39.0

37.4

Tanzania

24.4

157

53.4

21.7

3.4

27.3

Thailand

57.4

46

67.9

52.2

58.7

55.3

Timor-Leste

23.4

161

19.2

25.9

20.0

29.1

Togo

21.5

169

26.3

25.3

8.2

28.7

Tonga

34.5

127

16.2

24.2

46.7

55.0

Trinidad and Tobago

43.6

96

20.5

23.3

63.4

48.1

Tunisia

44.5

93

36.8

29.8

53.9

50.3

Turkey

58.1

44

79.3

32.0

65.8

59.8

Turkmenistan

37.7

115

32.2

46.1

45.7

20.7

Uganda

29.4

140

41.1

28.0

15.1

36.3

Ukraine

52.6

66

59.8

42.0

60.5

50.4

United Arab Emirates

73.6

19

51.4

76.7

79.2

77.4

United Kingdom

82.0

1

74.4

68.7

94.5

84.1

United States

80.4

3

78.1

66.1

89.4

83.6

Uruguay

54.5

57

36.4

28.5

65.6

69.5

Uzbekistan

46.3

84

49.6

36.6

55.7

40.7

Vanuatu

27.1

146

16.9

38.7

16.4

44.9

Venezuela, RB

35.5

122

53.8

1.0

40.6

31.4

Vietnam

56.4

51

70.6

63.6

58.7

44.7

West Bank and Gaza

33.6

132

38.4

21.4

46.0

35.8

Yemen, Rep.

25.9

150

41.2

8.4

31.4

19.9

Zambia

26.5

148

34.2

24.7

15.3

33.1

Zimbabwe

21.0

170

31.5

23.9

8.6

25.0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9. 7. 1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untry ICT Data(검색일: 2019. 6. 12); UNESCO,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검색일: 2019. 8. 24);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검색일: 2019. 6. 12); UN, E-Government Survey
2018(검색일: 2019. 8. 24);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검색일: 2019. 6. 12);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검색일: 2019. 7. 18); 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검색일: 2019. 6. 12)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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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1. 브루나이의 디지털 발전 지수(53.8, 60위)
잠재성

인구

26.3

(31.9)

정치
거시경제
개방도
ICT산업
일반 인프라
IT 인프라 보급
IT접근도
금융
교육
인적자본
정부 역량
정치ㆍ제도
기업가정신

37.5
52.8
55.3
0.1
66.1
43.6
97.3
90.6
59.7
66.6
65.5
71.4
33.9

경제산업
(36.1)
인프라요소
(65.4)

사회기반
(65.1)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2. 캄보디아의 디지털 발전 지수(31.1, 138위)
잠재성

인구

45.3

(32.9)

정치

20.5

거시경제

46.6

경제산업
(44.4)

인프라요소
(33.2)

사회기반
(21.1)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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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도

83.7

ICT산업

3.0

일반 인프라

52.3

IT 인프라 보급

11.4

IT접근도

46.6

금융

14.3

교육

16.0

인적자본

48.6

정부 역량

23.0

정치ㆍ제도

4.7

기업가정신

11.6

부그림 3. 인도의 디지털 발전 지수(53.2, 64위)
잠재성

인구

(70.5)

정치

62.1

거시경제

44.9

경제산업

78.9

개방도

29.8

ICT산업

82.1

일반 인프라

68.5

IT 인프라 보급

12.2

IT접근도

85.2

금융

78.1

교육

29.2

사회기반

인적자본

57.3

(49.6)

정부 역량

76.0

정치ㆍ제도

33.5

기업가정신

26.0

(52.3)
인프라요소
(49.1)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4.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발전 지수(50.6, 71위)
잠재성

인구

74.6

(74.4)

정치

74.3

거시경제

39.4

경제산업
(43.8)
인프라요소
(48.2)

사회기반
(46.8)

개방도

31.4

ICT산업

60.6

일반 인프라

72.4

IT 인프라 보급

14.6

IT접근도

74.2

금융

44.1

교육

54.4

인적자본

72.8

정부 역량

55.7

정치ㆍ제도

20.7

기업가정신

16.1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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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5. 라오스의 디지털 발전 지수(33.7, 131위)
잠재성

인구

(28.4)

정치

15.6

거시경제

43.5

개방도

67.5

경제산업
(38.5)
인프라요소

41.2

ICT산업

4.4

일반 인프라

61.0

IT 인프라 보급

8.0

IT접근도

65.4

금융

22.4

교육

38.9

사회기반

인적자본

45.7

(28.8)

정부 역량

18.7

정치ㆍ제도

23.5

기업가정신

11.8

(39.5)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6.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발전 지수(64.7, 31위)
잠재성

인구

(63.7)

정치

68.8

거시경제

46.9

개방도

64.8

경제산업
(67.6)
인프라요소
(69.2)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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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ICT산업

91.0

일반 인프라

78.2

IT 인프라 보급

46.1

IT접근도

94.9

금융

84.0

교육

61.7

사회기반

인적자본

56.5

(60.3)

정부 역량

81.8

정치ㆍ제도

43.6

기업가정신

31.8

부그림 7. 미얀마의 디지털 발전 지수(32.3, 136위)
잠재성

인구

64.2

(55.8)

정치

47.4

거시경제

40.6

개방도

48.2

ICT산업

1.9

일반 인프라

35.4

경제산업
(30.2)
인프라요소
(32.5)

사회기반
(23.9)

IT 인프라 보급

9.6

IT접근도

64.1

금융

19.1

교육

38.2

인적자본

28.8

정부 역량

18.3

정치ㆍ제도

21.5

기업가정신

6.2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8. 필리핀의 디지털 발전 지수(53.6, 61위)
잠재성

인구

80.2

(74.8)

정치

69.5

거시경제

43.1

경제산업
(63.1)
인프라요소
(49.4)

사회기반
(42.4)

개방도

46.1

ICT산업

100.0

일반 인프라

65.6

IT 인프라 보급

22.4

IT접근도

73.6

금융

28.4

교육

39.4

인적자본

43.6

정부 역량

80.4

정치ㆍ제도

24.1

기업가정신

20.2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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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9. 싱가포르의 디지털 발전 지수(80.4, 4위)
잠재성

인구

17.0

(36.7)

정치

56.4

경제산업
(92.0)
인프라요소
(89.5)

사회기반
(84.7)

거시경제

75.9

개방도

100.0

ICT산업

100.0

일반 인프라

94.5

IT 인프라 보급

80.5

IT접근도

97.9

금융

97.8

교육

75.0

인적자본

77.9

정부 역량

96.1

정치ㆍ제도

96.0

기업가정신

58.6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10. 태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57.4, 46위)
잠재성

인구

64.6

(67.9)

정치

71.2

거시경제

39.2

개방도

60.4

ICT산업

56.9

경제산업
(52.2)
인프라요소
(58.7)

사회기반
(55.3)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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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프라

78.1

IT 인프라 보급

28.1

IT접근도

85.4

금융

79.9

교육

59.6

인적자본

66.4

정부 역량

65.5

정치ㆍ제도

32.9

기업가정신

24.7

부그림 11. 베트남의 디지털 발전 지수(56.4, 51위)
잠재성

인구

78.0

(70.6)

정치

63.2

거시경제

46.0

개방도

91.0

ICT산업

53.8

경제산업
(63.6)
인프라요소
(58.7)

사회기반
(44.7)

일반 인프라

75.7

IT 인프라 보급

28.7

IT접근도

86.7

금융

24.3

교육

47.1

인적자본

62.2

정부 역량

63.7

정치ㆍ제도

28.9

기업가정신

19.0

주: 점선은 세계 평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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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Digital Economy in ASEAN and Indi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eong Gon Kim, Jaeho Lee, Doyeon Kim, Minlee Shin, and Jegook Kim

The digital economy is emerging as a trend of the world economy.
The digital economy is narrowly defined as online platforms and
activities through them. In other words, the whole values, for instance,
created by e-commerce and sharing economy platforms indicate the
digital economy. However, in a broader sense, the digital economy
goes beyond the realm of certain industries and enterprises. Digital
technology is a general-purpose technology, like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at brings into force industry, economy, and
society-wide innovation.
The reason why industries and policy makers pay attention to the
digital economy is more related the broad concept of the digital
economy. That is, as new products and services backed by the Internet,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spreading, the
expectation for the whole economy and industry-level innovation
becomes higher. For Southeast Asian and South Asian countries,
mainly composed of developing countries, the broader concept of the
digital economy seems to be even more important because they seek

218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for the leapfrogging of the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The digital economy proves its potential as a source of economic
and social ‘leapfrogging’. For instance, car hailing services such as
Grab and Gojek are wide spread in Southeast Asia; OYO, the hotel
booking services, is a big success in India. These cases are important
in terms of realization of innovative businesses as well as response to
the social demand response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quality.
They also play a crucial role in creating jobs.
Southeast and South Asian countries have a great potential in the
digital economy: They generally maintain high economic growth
rates, have large markets, young population, and decent ICT
utilization levels, etc. The conditions for trade investment are also
being improved. Though there are deviations between countries, they
have strong incentives to promote digital innov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qualitative advancement of industries and economy as a
whole. Moreover, some countries already have a great competitiveness
in digital innovation.
The digital economy-related demands are expected to grow in
Southeast and South Asian countries. For example, they experience
rapid urbanization and demand for improving electricity supply,
logistics, finances, etc. with the combination of digitalization. Some
countries faces lack of digital skills and technologies, and look for
cooperation with external partners.
Under these conditions, Korea is potentially an intimate partner that
can contribute to substantial leapfrogging of Southeast and South
Asian countries. Korea, in term of both businesses and government
policy (the New Southern Policy), is now trying to diversify th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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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operation with those countries beyond manufacturing sectors.
Geographic and cultural proximity, as well as already constructed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is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in
the digital economy. Because the digital economy is relevant with
society and culture as well as the economic and industrial area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digital economy can supplement the
typical pattern of Korea and South East and South Asia relationship,
mainly centered in manufacturing production network.
Korea and Southeast and South Asian countries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cooperation platform. Through this, they inform
partners their digital economy-related agenda/interests and discuss
ways for cooperation. Especially, it will provide chances for
participants to identify mutual cooperation needs efficiently and
specifically. Because cooperation needs in the digital economy are
often discovered is unexpected niche areas, a regular dialogue
channel is crucial to find specific demands and cooperation
potentials. The dialogue platform should include private enterprises
as well as policy makers.
Innovative small businesses and start-ups should be the focus of
cooperation. Korean start-ups’ interests in Southeast Asia are now
growing. Korean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enter Southeast
Asian markets in diverse areas such as manufacturing, audiovisual,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healthcare, and cultural services. Southeast
and South Asian countries are active in introducing foreign start-ups
and professionals that possess innovative digital technologies and
business models. Singapore, Indonesia and India have the worl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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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ecosystem and are active in investing in foreign start-ups.
Meanwhile, as start-up ecosystems of Southeast and South Asia is
relatively less known in Korea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needs for the information and connection with local
support organizations is high.
Korea has to actively participate 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itiatives covering Southeast and South Asia. The digital econom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is region, and a
major task of external cooperation. For example, in 2017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dopted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in the Annual Ministerial Meeting(AMM)
for the purpose of sharing basic principles among member countries
to respond to changes brought by the Internet and the digital economy.
The roadmap proposed 11 cooperation areas. Korea is expected to
play a large role in many areas such as ‘Develop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innovation and adoption of enabl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igital economy seem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raditional manufacturing sectors. We cannot
apply the traditional compartments of industries to the digital
economy. Based upon thorough understanding on the partner
country’s social context and characteristics, cooperation focusing on
local society’s demands is of great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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