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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
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
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
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
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
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
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
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
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
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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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
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
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
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
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
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
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
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
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
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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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
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
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
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
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
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
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
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
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
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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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
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
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
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
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
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
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
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
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
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
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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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
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
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
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
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
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
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
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
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
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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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
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
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
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
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
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
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
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
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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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온라인 플랫폼 개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
렷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2015년
320억 달러에서 2025년 2,4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동남아 주요국 플
랫폼 시장은 인도네시아 270억 달러, 태국 120억 달러, 베트남 90억 달러 등으로
추정된다.1) 인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시장규모가 2016년 1,000억~1,300억
달러에서 2020년 2,150억~2,6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2) 인도는 최근 ① 통
신료 인하(Jio Giga Fiber 도입, 2018. 12) ② 화폐 개혁에 의한 현금 결제 축
소와 디지털 결제 활성화 ③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
입에 의한 복잡한 세제 개선 ④ 홍채 기반 주민등록제 아드하르(Aadhaar)
전면 도입에 의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핀테크) 등의 활성화와 같은 시장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3)
우리나라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경쟁력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2018년 한국 유통업계의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 및 온라
인 판매중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9%를 차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앞질
렀다.4)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2018년 해외 매출비중이
35%를 차지하여, 아직 상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유사한
해외시장 확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9 참고).5) 또한 최근 한국 기업의 동
남아 플랫폼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 역시 동남아시아, 인도 진
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6)
1) Google & Temasek(2018), p. 5 및 p. 7. 온라인여행, 온라인미디어, 운송ㆍ식료품배달(ride hailing),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며, 교육, 금융, 의료보건 등은 제외한 추정치이다.
2) BCG-TiE(2017), pp. 36-37.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디지털미디어 및 광고, 관련 기기, 인터넷 연결,
정부 및 민간의 IT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추정치이다.
3) 김정곤 외(2019), pp. 101~125.
4) 산업통상자원부(2019), p. 1.
5) 디지털타임즈(2018. 7. 3).
6) 창업진흥원(2018),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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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
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넘어, 인공
지능, 5G, 데이터 경제, 디지털무역(digital trade) 등 분야에서 신남방지역 협
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기하였고,7)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역시 신남방지역 국가들을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꼽은 바
있다.8)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신남방지역 디지털 시장은 기존의
원조 및 생산기지 활용 측면에서의 신남방지역 협력전략에서 탈피한 새로운 협
력영역으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디지털무역 규범
이 WTO, FTA, APEC 등 각종 국제 포럼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
국은 신남방지역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일본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주요 국가들
의 움직임 속에서 국제규범을 모색하려는 대양주 국가와 신남방지역 국가 간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어(예: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Initiative) 한국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동남아 국가(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CPTPP에 가입하는 등 새로운 규범 도입의 문턱에
서 있고, 인도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자적인 디지털
경제ㆍ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참여), 여기에 호주가 참여하는 등 신
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ㆍ무역 규범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디
지털 통상 로드맵 발표(2019. 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2019. 5~) 등을
통해 시장 확대 및 관련 규범 수립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다. 또한 2020년에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서, 신남방지역
으로의 확산을 모색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ㆍ무역협정 및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7)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b), p. 2.
8) 한국리서치(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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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중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와 교육은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또한 이미 고성장세를 보이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 등 역시 코로
나19와 더불어 더욱 빠른 성장 가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콘텐츠
및 이의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는 OTT(Over The Top) 플랫폼 역시 한국은
물론 신남방지역에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외에 농업 등 온라인 플랫폼
에 기반한 혁신 잠재력이 높은 영역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영역에
서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접점을 찾는 것은 향후 양자간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기업의 진출ㆍ확장 사례, 신남방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수행한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의 후속편으로서, 앞의 연구가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경제여건 일반
과 국가별 정책, 그리고 협력수요 모색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ㆍ기업 분석과 제도 연구, 주요국의 신남방지역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을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도록 촉진
하는 중재자’로 정의하였다.9)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광대역 커뮤니케이션,
공통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 기술적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데이터 축적과 분석기
술의 발전에 의한 규모ㆍ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10) 디지털 혁신의 핵심
9)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저자가 설정한 정의임. 강인수 외(2019). p. 59. 경제학적인 정의는 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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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검색엔진, SNS, 전자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주도의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풍부하
다. 온라인 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상품 및 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과 데
이터가 이동ㆍ거래되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상 경제 전 영역에 걸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기저에는 데이터의 축
적과 이를 통한 혁신이 가능해진 기술적 진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된 이유이다.11)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및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이어서 신남방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주요국의 전략
을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통상정책 일반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수요에 비추어볼 때,12) 상기
주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파편화되어 있거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신남방
지역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이나 이와 관련된 협력방안을 고려할
때, ①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이해 ② 현지의 관련 제도와 정책 파
악 ③ 주요국의 성장 분야에 대한 고려를 통한 시장 발굴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이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하도록 기
획되었다. 또한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 호주의 신남
방지역에 대한 정책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10) Goldfarb and Trefler(2018), pp. 6-8.
11) 자세한 내용은 3절 참고.
12) 2017년 한국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가운데 61.6%가 동북아, 29.7%가 동남아, 9.9%가 인
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으며(창업진흥원 2018, p. 156), 동남아 및 인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도 신남방지역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현지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투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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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
로서, 최근 논의되는 디지털무역의 주요 규범 역시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
어 있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엄격한 정의에 한정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이
를 둘러싼 제도와 정책을 다루지는 않았다. 현실에는 검색엔진, SNS, 전자상거
래, 공유경제와 같이 플랫폼으로서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만, 중개자 역할만을 한다고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형태의 플랫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예: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비즈니
스). 또한 제도와 정책의 경우 명확하게 플랫폼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대다
수이다(예: 개인정보 보호법). 본 연구는 기존의 플랫폼도 다루지만, 성장 중이
거나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에서 플랫폼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로만 구성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과, 적용범위가 플랫폼
을 넘어서는 제도와 정책도 다루었다.
본 연구의 주요 이슈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② 주요 플레이어는 누구이며, 어떻게 성장하
였는가? ③ 관련 제도와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④ 역외 주요국은 신남방
지역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 ⑤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
장 진출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 과제명: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 문헌분석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

- 연구자(연도): 김정곤 외(2015)
1

통계분석

- 연구목적: 글로벌 차원에서 - 기업 및 전문가 면담

주요 연구내용
-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시되는
전자상거래의 범위와 대상 제시
- 전자상거래의 쟁점 분류 및
주요 제도적 이슈 분석

논의되는 전자상거래의 주 - 현지조사

- TPP의 전자상거래 협정문 분석

요한 쟁점을 식별하고 한

- 이상을 통해 한국의 대내외

국의 정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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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책과제 제시

표 1-1. 계속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 과제명: 아시아 주요국의 4차 -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 - 현지조사 및 전문가
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

간담회

르를 중심으로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
혁명 추진역량 비교
- 국가별 전략과 정책
- 국제협력 사례

- 연구자(연도): 조충제 외
2

주요 연구내용

-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17)

및 협력방향 도출

- 연구목적: 중국, 인도, 싱가
포르의 4차산업혁명 추진
역량과 대응동향을 분석
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및
협력방향 제시
- 과제명: ASEAN 서비스 -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
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3

- 아세안 서비스무역 분석

- 사례연구

- 아세안 각국의 서비스 제도

- 연구자(연도): 라미령 외(2018) - 현지조사

및 규제 현황을 서비스무역

- 연구목적: 한국과 아세안의 - 기업 및 전문가 면담

제한지수 및 GATS 양허안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제한

주요

요인 분석, 정책 대응방안

선행

모색

을 토대로 분석
- 한-아세안 서비스무역의 제약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정책방향 제시

연구
- 과제명: Patterns of Trade -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
Restrictiveness in Online

4

- 디지털 플랫폼 제한 지수
도출

Platforms: A First Look

- 디지털 플랫폼 제한 규제는

- 연구자(연도): Ferracane &

ICT 분야의 생산성에 부정적

Marel(2019)

영향

- 연구목적: 온라인 플랫폼
제한지표 개발 및 동 지표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 분석
- 과제명: 신남방지역 디지털 -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
경제 협력방안
- 연구자(연도): 김정곤 외(2019)
5

- 연구목적: 신남방지역 국가
와의 협력감능 영역과 정책
지원방안 모색

- 신남방지역 등 전 세계 국가
대상 디지털발전지수 개발
-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 분석
-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협력
수요 사례 분석
- 신남방지역과의 디지털경제
협력방향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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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 과제명: 신남방지역 온라인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주요 연구내용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사례연구

시장의 현황과 구조, 주요

- 제도분석
- 기업 및 전문가 면담

성장 영역, 기업사례 등 연구
- 신남방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관련 제도 및
본 연구

정책 연구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
연구
-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발굴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차별성을 소개하고,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본 연구의 취
지를 설명하였다. 둘째,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발굴하
였다. 먼저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발전의 배경과 일반 현황
을 살펴보고,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CrunchBase)를 활용하여 동남아와 인
도의 주요 성장 영역을 식별하였다. 플랫폼의 성장 영역을 명확한 데이터를 사
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지에
서 성장세가 높은 영역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 영역의 주
요 기업 현황 및 경쟁 현황, 주요 기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의 그랩
(Grab)과 고젝(Gojek), 인도의 플립카트(Flipkart) 등 현지 주요 플랫폼 기업
과 더불어 신규 영역에서 성장하는 기업의 성장경로와 전략 등을 분석하여 현
지에서의 플랫폼 기업 발전의 전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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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연구 대상국은 시장규모와 성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로 설정하였다. 관련 제도는
외국인 투자, 데이터(개인정보보호, 국경간 정보 이동 등), 플랫폼의 책임
(Intermediary’s liability), 콘텐츠 접근, 온라인 판매와 같은 범주로 구분하
였다. 상기 제도는 상당수가 현재 국제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일 뿐만 아니라, 국
가간 법제도가 상이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석 시
ECIPE의 DB를 출발점으로 삼아 현지 법제도 문건을 검토하였다. 한편 아세
안13)과 인도의 관련 대외정책은 대외협력 및 규범 수립에 대한 이들의 기본 시
각, 최근 관심영역 식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넷째, 제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호주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주요국의 대신남
방지역 통상정책, 주요 협력사업과 진출전략 등을 분석하여 이들의 동향과 주
요 관심 분야, 전략적 목표 등을 식별하였다. 동남아와 인도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주요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호주의 경우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상기 국가
와는 다소간 결이 다른 협력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한국의 정책 수립에 참고
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 4장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방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3) 동남아 주요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김정곤 외(2019)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차원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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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플랫폼 개관
가.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이론
플랫폼(platform)이라는 용어는 경제ㆍ경영계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으
며, 정부정책 영역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플랫폼이 경제ㆍ경영 용어로 등
장한 결정적인 계기는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애플(Apple), 페이스
북(Facebook)14)과 같은 기업의 성공이었다. 미국 IT 업계의 전설적인 투자자
로 꼽히는 페이팔(Paypal)의 창립자 피터 틸(Peter Thiel)은 2014년에 발간
한 『Zero to One』에서 신생기업이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는 “진보의 역사는 곧 더 나은 독점기업이 전임자의 자리를
대신해온 역사”라고15) 주장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독점기업은 기존의 것을 모
방하여 1에서 n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통해 0에서 1을 만드
는 기업이다. 이러한 논지는 기본적으로 슘페터(Joseph A. Schumpeter)가
제기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연장선상에 있다. 슘페터는 경
제체계의 새로운 균형점은 “오랜 균형점으로부터의 미분적 진보에 의해서는
도달될 수 없”으며, 예컨대 “우편 마차를 아무리 연속적으로 배차하더라도 그
것에 의해 결코 철도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16)
피터 틸은 0에서 1을 만드는 기업의 조건으로서, 독자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튼튼한 브랜드 전략을 들고 있다.17) 이러한 특징은 뒤에
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성공한 플랫폼 기업의 특성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직접
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플랫폼 기업의 핵심
적인 요소를 신생기업 성공요소로 등치시키고 있다. 더욱이 당장의 수익구조보
14)
15)
16)
17)

머릿글자를 따서 GAFA라고 통칭되기도 한다.
Thiel and Masters(2014), 번역: 이지연(2014), p. 48.
Schumpeter(1934), 번역: 박영호(2012), pp. 176~177 각주 63.
Thiel and Masters(2014), 번역: 이지연(2014), pp. 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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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그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최근 플랫폼 기업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주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흥
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포하는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최근 ‘플랫폼 현상’의 배후에는 이처럼 획기적인 산업의 혁신과 나아가서 경
제의 질적 도약을 의미하는 경제발전을 플랫폼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아마존이 온라인 도서 판매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기업이 갖는 잠재력을 인식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현시점에서 아마존의 경제
적 영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제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2000년 닷컴 붕괴를 떠올리면 지금의 현상이 거품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경제 또는 경제 일반의 축을 이루는 기업들 대다수가 플랫폼이거나
플랫폼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흔히 거론되는 바와 같이 최근
전 세계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기준 5대 기업이 모두 플랫폼 기업
인데, 이들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래서 플랫폼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디지털경제를 논하기 어려운데,
이는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그림 1-1. 시가총액 기준 세계 5대 기업(2006/2017년)
시가총액(십억 달러, 2017)

시가총액(십억 달러, 2006)
EXXONMOBIL

APPLE

540

GENERAL ELECTRIC

AMAZON.COM

463

MICROSOFT

355

CITYGROUP

200

400

506

MICROSOFT

290
0

593

ALPHABET(GOOGLE)

331

BANK OF AMERICA

744

429

FACEBOOK
600

800

1000

414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자료: Calloway(2017), 번역: 이경식(2018), p. 24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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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플랫폼이라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정류장이나 역에서 차량을 갈
아타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이다.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와 수요자인 승객
이 만나며, 플랫폼에는 매점도 있고 자판기도 있다. 플랫폼은 이러한 참여자들
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촉
진하는 중개자이다. 플랫폼은 일종의 매칭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역사가
매우 깊다. 예를 들어 중매는 서로에게 맞는 신랑과 신부를 매칭시키는 서비스
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디지털경제와는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존재해왔
다. 앞서 언급한 교통 플랫폼이나 터미널이 비근한 사례이며, 패션 잡지 역시
플랫폼이다. 즉 패션 잡지는 의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며,
이를 수익원으로 삼는다. 오프라인 쇼핑몰도 개별 매장 또는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화 역시 플랫폼의 일종인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술적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IT 분야의 사례 역시 매우 다양한데, 컴퓨터 운영체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판매자)와 사용자를 매개해주며, VHS나 블루레이와 같은 기술표준은
콘텐츠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기술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표 1-2. 플랫폼 사례
사례

주요 외부 참여자(side)

중매
신랑과 신부
비
오프라인 쇼핑몰
매장과 소비자 등
즈
니
터미널
탑승자와 차량 등
스
패션 잡지
의류 판매자와 구매자
플
랫
콘텐츠 공급자, 시청자, 광고주 등
폼 온디맨드 콘텐츠 플랫폼
그밖에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SNS, 검색엔진, 숙박, 차량공유 등
기
술
플
랫
폼

전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주로 듣는 사람

기술표준

콘텐츠 공급자와 사용자(예: VHS, 블루레이, 전자책 등)

컴퓨터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사용자

Industrie 4.0

중간재 공급자, 생산자, 물류, 유통, 소비자 등(Self-organiing Adaptive Network)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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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라는 용어는 기술계와 경영계에서 두루 쓰이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양측이 사용하는 개념은 위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VHS나 컴퓨터 운영체제와 같은 기술 플랫폼은 기술
적 아키텍처로서 ‘그 위에 뭔가 세울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의미하며, 주로 공급
측면의 혁신 디바이스를 의미한다. 한편 비즈니스 플랫폼은 ‘상호작용을 촉진
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요 주도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18)
여기에 더하여 제품(하드웨어) 플랫폼도 존재하는데 이는 엄밀히 보면 기술 아키
텍처와 서비스 플랫폼이 제품에 구현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제품이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스마트폰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Rochet and Tirole(2003)이 경제학적으로
이론화한 바 있다. 이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론으로 불리는데,
“서로 다른 두 그룹이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
해 그룹별로 창출되는 가치가 네트워크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의미한
다.19) 이는 앞에서 제시한 플랫폼의 개념적 정의와 동일하다. 네트워크 외부성
이란 네트워크 효과로 통칭되는바, 네트워크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개별 참여자
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자 서로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양면시장의 네트워크는 둘 이상의 참여자 간에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간접 네트워크라고 불린다.20) 반면 직접 네트워크는 한 종류의 참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효과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간접 네트워크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종의 기업이나 상점이 같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 내의 기업 사이에서 정보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간접 네트워크에는 반드시 상이한 참여자가 참여하여 교호작용을
18) Gawer(2014), p. 1240.
19) 김정곤 외(2015), p. 47.
20) Rochet and Tirol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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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상기해보면, 여기에서는 중소 판매자와,
이들의 상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한다. A 집단의 참여자에게
주는 가치가 B 집단에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있느냐(B 집단의 규모)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수요의 상호의존성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참여자의 규모
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임계량에 도달해야) 비로소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작
동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플랫폼 기업들은 초기에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며, 이 과정에서 적자구조를 감수한다. 페이팔의 경우 성공
하기 위한 임계량(가입자 수)을 1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신규 가입자에게 무조건
10달러를 지급하였고, 친구를 한 명 소개할 때마다 10달러를 추가 지급했다.21)
현실의 플랫폼은 둘 이상의 다면 네트워크(multisided network)를 형성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22) 앞서 예를 든 승차 플랫폼도 운송 서비스(열차나 버스 등)
와 승객 이외에 매점, 식당 등 다양한 참여자가 모여서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대표적인 SNS 서비스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사용자 이외에 광고주,
기업,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참여자가 모인 플랫폼이다.

그림 1-2. 플랫폼 개념도(양면시장)

그림 1-3. 페이스북의 다면 플랫폼

자료: Evans and Schmalensee(2016), 번역: 이진원(2017), p. 34(좌) 및 p. 165(우).

21) Thiel and Masters(2014), 번역: 이지연(2014), pp. 29~30.
22) Evans and Schmalensee(2016), 번역: 이진원(2017), pp. 31~35.

34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플랫폼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플랫폼의 비즈니스모델과
수익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플랫폼의 가격정책은 돈을 내는 편
(money side)과 보조금을 받는 편(subsidy side)으로 구분된다. 참여 그룹의
유형이 상이한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는 참여자 A의 수요가 다른 참여자 B의
규모에 의해 충족되며, 따라서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A를 유도하기 위해 B의 참
여를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낮은 가격(한계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한
다.23) 여기서 돈을 내는 편과 보조금을 받는 편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검색엔
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예를 들어
광고주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끝으로 전통 제조기업과 플랫폼 기업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최근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조업과 비교하기 위해 제조업을 파이프라인 비
즈니스에 비유한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다양한 투입물(input)이 여러 단
계로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일정한 생산 가치사슬상에서 특정 상품의 가치가 점진
적, 단계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둘 이상
의 유형의 기업 외부의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창
출되는바, 외부 참여자가 핵심 투입물이 된다.24) 이것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
느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속성을 지닌 것과도 관련이
있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의 경우 비교적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가치를 창출
하고 수익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시화되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하급수적인 매출 및 수익 증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플랫폼은 외부 참여자의 확보에 집중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내부 자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 때문에 플랫폼은 일련의 생산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
23) 김정곤 외(2015), pp. 48~51.
24) Evans and Schmalensee(2016), 번역: 이진원(2017),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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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를 이룬다고 비유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생태계는 “어느
환경 안에서 사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반요인을 포함한 복합 체
계”를 의미한다. 플랫폼이 생태계에 비유되는 이유는 일관성 있고 비교적 단선
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둘러싼 일군의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림 1-4.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자료: Cusumano(20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석유, 전기전자, 금융 등 전통
기업의 시장 가치를 압도하고 현재 세계 5대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들에 대한 평가는 당장의 수익구조보다는 미래가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5대 기업은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으로서 모두 미국
기업이며, 그밖에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와 텐센트(Tencent) 등이 세계적
인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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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요한 플랫폼 기업은 소수의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는
데, 인구가 많은 거대시장, 그리고 그에 속한 소수의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영향력이 큰 플랫폼 기업은 그동안 북미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
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반면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에
서는 플랫폼 기업이 성장 중이지만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플랫폼 기업의 헤드
쿼터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미국),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선전(중국), 도쿄
(일본), 발도르프(독일)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의 숫자와 시장 가치를 고
려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이를 통해 거대
시장과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의 결합이 플랫폼 기업 성장의 기본 조건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1-5. 권역별 플랫폼 기업 현황(2015년)

그림 1-6. 플랫폼 기업의 헤드쿼터(2015년)

(단위: 건수)

(단위: 건수)

주: x축은 기업 수(개), y축은 고용(백만 명).
원의 크기는 총시장가치(10억 달러) 기준.
자료: Evans and Gawer(2016)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주: x축은 기업 수(개), y축은 총시장가치(10억 달러).
자료: Evans and Gawer(2016)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을 가져오는 주요한
주체이다. 슘페터는 실질적인 혁신이 ① 새로운 재화ㆍ서비스 도입 ②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③ 새로운 시장 개척 ④ 원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⑤ 산업의 새로운 조직 실현과 같은 형태로 실현된다고 분석하였다.25) 온라인
25) Schumpeter(1934), 번역: 박영호(2012), p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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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이 다섯 가지 측면과 부합하는 혁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온디맨드(on-demand) 콘텐츠, 공유경제 플랫폼 등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를 도입하고 있으며,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혁신은 새로운 생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CT를 결합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시
장을 창출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외부자산 활용을 극
대화하고 대규모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원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산업과 기업을 대체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구가
함으로써 산업의 새로운 조직을 실현하고 있다. [그림 1-7]은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소매유통기업의 주가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정 기업의 혁신성은
동일 산업 내에서의 변화 양상을 통해 뚜렷이 나타나는데, 아마존의 경우
2006~16년간 소매유통산업의 지배적인 존재로 부상한 반면, 전통기업이 밀
려나는 양상을 주가 변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마트의 경우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으나 아마존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림 1-7. 미국 주요 소매유통기업의 주가 변동 추이(2006~16년)
(단위: %)

1,910

아마존

-95

-83

-59

-49

-46

-21

-15

2

시어즈

JC페니

콜스

베스트바이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타깃

월마트

자료: Calloway(2017), 번역: 이경식(2018),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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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일반적으로 강한 시장 확장성을 가진다. 기술적 측면
에서 보면 인터넷, 광대역 커뮤니케이션, 공통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축적과 분석기술의 발전에 의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26) 시장지배력 및 확장력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
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더 많은 구매자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데
이터를 축적, 더 나은 시장 예측력을 통해 다시 구매자를 확보해나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비교적 매우 좁은 영역에서 출
발하여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
리듬을 활용해 분석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이는 기존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뿐만 아니라 신규 플랫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8.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좌)와 범위의 경제(우, 구글 사례)

더 많은

더 많은

구매자

데이터

Google
(검색
엔진)

YouTube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더 나은
예측력

Waymo
(자율주행차)

Android
(모바일 디바
이스 운용
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26) Goldfarb and Trefler(2018),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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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확장성은 해외시장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애플의 경우 2016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
이 미국 내 매출의 65%를 차지하며,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각 53%, 54%를 차
지하고 있다. 아마존은 해외 매출 비중이 32%로서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1-9. 미국 주요 플랫폼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2016년)
아마존

구글

해외, 32
국내, 68

페이스북

해외, 54

국내, 46

국내, 47

해외, 53

애플

국내, 35
해외, 65

자료: Calloway(2017), 번역: 이경식(2018), p. 290.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 역량은 데이터에서 비롯된다.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축적 및 분석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영향도 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두드러지는바,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사업 혁신의 가
속화27)와 사업 영역 확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 왕성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바로 앞에서 제시한 구글의 범위의 경제 사례는 데이터 기반 사업
영역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나의 사업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수집된 소
27) 데이터 기반 혁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곤 외(2016), pp. 36~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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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데이터는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업 영역 확장
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다. 즉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임계량을 넘어서 사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 플랫폼(예: VHS, 윈도우)이나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왓츠앱(Whatsapp)은 SMS와 비교하여 비
용이 저렴한 휴대전화 데이터망을 활용한 문자 전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왓
츠앱의 사용자가 임계량을 넘어서자 SMS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되어 휴대전화
데이터망의 가격 우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왓츠앱을 떠나지
않았고, 사용자들이 오히려 늘어났다. 참여자들이 일정한 네트워크 속으로 들
어가 효용을 얻기 시작하면 그 네트워크를 떠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구속효
과: lock-in effect).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그림 1-11]과 같이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
품 시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현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시장은 기업간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술 및 비
즈니스 혁신에 의한 지배적인 기업의 교체를 통해 발전하는 특성을 보인다. 과
거 미국의 비디오 렌탈 시장을 석권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Netflix)의 등
장과 더불어 사라진 것은 중요한 사례이다. 넷플릭스가 영화 콘텐츠 시장에 근
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시장지배자가 바뀐 것이다. 검색엔진 시장 역시 구
글의 등장과 더불어 야후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요컨대 플
랫폼 시장은 궁극적으로 해당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지배력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은 더욱 근
본적이고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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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네트워크 효과 사례(왓츠앱)

그림 1-11. 검색엔진 시장 월별 점유율
(2010. 1~2019. 1)
(단위: %)

자료: McAfee and Brynjolfsson(2017), 번역: 이한음
(2018), pp. 175~177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Statcounter, “Search Engine Market Share
Worldwi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4. 19).

앞서 범위의 경제를 논의한 플랫폼 기업의 강한 영역 확장력에 대해서는 다시
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의 영역 확장은 대표적인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기술 개발에 의한 ‘전형적인’ 사업 영역 확장이다. 아마
존은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클라우드 기술(AWS)을 개발하여 사업 영역으로 발전
시켰다. 알리바바 역시 동일한 확장 경로를 밟아 클라우드 사업의 강자가 되었다.
또 다른 유형은 앞서 설명한 구글이나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의 확장이다. 먼저 주변 영역으로의 확장이 진행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무차별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일단 자신들이 구축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온라인 쇼핑을 넘어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금 결제 시스템도 개발하였다. 이것은 단지 온라인 쇼핑 영역에 국한된 사례
이며, 그 이상의 영역 확장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구글의 경우 검색
엔진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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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특정한 작은 시장 영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지만,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그들의 사업 영역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아마존을 온라인 유통기업으로만 보거나, 구
글을 검색엔진 기업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프 베
조스(Jeff Bezos)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존은 기술
기업이다. 유통사업 진출은 단지 우연일 뿐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역은 전
통적인 산업적 구획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표 1-3. 온라인 쇼핑 생태계: 아마존과 알리바바
주요 분야
택배 서비스
클라우드/웹컴퓨팅
쇼핑

아마존

알리바바

프라임나우, FBA, 아마존플렉스, 아마존프라임

알리바바 로지스틱스,

에어, 아마존프레쉬, 인스턴트딜리버리, 아마존 배송

카이니아오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 드라이브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 닷컴,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

알리바바 닷컴, 타오바오 티몰

아마존 비즈니스 등

글로벌, 1688 닷컴, 주후아수안

영화/비디오/스트리밍 아마존 비디오, 아마존 비디오 다이렉트, 트위치

티몰 박스 오피스

앱스토어

아마존 앱스토어

9앱스

광고

아마존 애드버타이징

티오바오, 티몰, 알리바바

대금결제

아마존 페이

알리페이

TV프로그램/영화제작

아마존 스튜디오스

알리바바 픽쳐스그룹

로열티 프로그램

아마존 프라임

-

홈스피커

알렉사

지니

자료: Jongen(2018), 번역: 문경록(2019), pp. 150~151.

다. 온라인 플랫폼과 제도
온라인 플랫폼은 그 혁신적인 속성으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과
제도, 시스템을 넘어서거나 상충되는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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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축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이 최근 정책계의 주요 쟁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래
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
한 과제이다. 온라인 플랫폼, 나아기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는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활동
에 적합한 제도, 규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각국의 중요한 정책 현안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연관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5년 OECD가
채택한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OECD 선언(OECD 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s)’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28) 당시에는 지금과 같
은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언에 포함된 ‘데이터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의 주요한 주체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측
면에서 지금의 논의 맥락과 동일하다.
온라인 플랫폼과 직결된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통상
협상에서였다. 1990년대 WTO에서 전자상거래 작업반이 설치된 이후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규범은 미국의 주도로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
치면서 진전이 거듭되고 있다.29) 디지털 무역규범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
폼의 글로벌 활동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이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 디지털무역 협정문(USMCA 이전에는 전
자상거래 협정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의 조항 가운데(표 1-4 참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국경간 이전, 컴퓨팅 설비 위치, 플랫폼의 책임 범
위 등과 관련된 법제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다.

28)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곤 외(2015), p. 27 각주 3 참고.
29)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곤 외(2015); 이규엽 외(2018)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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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주요 FTA의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협정문 개괄
구분

주요 조항

한ㆍ싱

한ㆍ미

한ㆍEU

CPTPP

USMCA

전자적 전송/디지털 재화 무관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전통적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

의무

의무

-

의무

의무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

의무

협력

의무

의무

종이 없는 무역

-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온라인 소비자 보호

-

협력

협력

의무

의무

개인정보 보호

-

-

협력

의무

의무

온라인
소비자보호

디지털
비즈니스

스팸 메시지 규제

-

-

협력

의무

의무

정보의 국경간 이전 자유화

-

협력

-

의무

의무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 금지

-

-

-

의무

의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요건 금지

-

-

-

의무

의무

인터넷 접근 및 이용

-

협력

-

협력

협력

인터넷 접속료 분담

-

-

-

협력

-

-

-

협력

-

의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의 책임 범위
자료: 저자 작성.

온라인 플랫폼은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역
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그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로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국에 소재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자국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
는 것은 국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매우 일상적인 작업인데, 이것에 제약이
생길 경우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글로
벌 활동에 있어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자유화하는 것은 매
우 큰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강력한
반작용이 존재한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마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상반
될 수 있는 쟁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은 거
의 무한대로 열려 있는 반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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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자국시민의 개인정보가 주권
(sovereignty) 또는 정부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컴퓨팅 시설을 자국 국경 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자
국 시민의 데이터가 국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
는데, 이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자국 내에 반드시 두도록 한다. 글
로벌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국가별
로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바,30) 상기한 조치는 기업 활동의 장애물로 인식
된다.
비교적 최근 통상협상에 등장한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
(liability)을 둘러싼 것이다. 해로운 콘텐츠 유통, 콘텐츠/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31)
그밖에 제3장 1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국경간 활동을
둘러싼 제도, 규범 이슈는 매우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투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현지화), 플랫폼의 책임, 콘텐츠에 대한 접근, 온라인 판매로 구분
하여 신남방지역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를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면으
로는 다룰 수 없는 이슈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세와 경쟁정책 이
슈이다. 디지털세는 이미 미국과 EU 간 통상분쟁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으며,
OECD 등에서 국제 기준 수립을 논의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은 경쟁정책 측면에서 매우 큰 쟁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30)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는 데이터가 복수의 연결된 서버(server farm)에 분산 처리되며, 각 서버에
걸리는 부하량을 자동 조절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전통 데이터센터는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단일 서버(단일 기계)에 의존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연결성이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의
물리적 저장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성상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시설의
위치를 특정하는 법규와는 마찰을 빚게 된다. 강인수 외(2019), p. 74.
3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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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속성상 독점성이 크고,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오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이해관계였으므로, 그러한 기업을 보유하지 못한 다수의 국가
들의 경우, 논의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수세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규범을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국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디지털무역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는 데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상기 이슈들은 매우 중요한 국내제도(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법)와 연
계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되는 현시점에서 각국은
법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다. 지금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의 시각이 충
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도입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한 경우
도 많으므로, 이제야 본격화된 현재 진행형 이슈라고 보아야 한다.

라. 본 연구의 온라인 플랫폼
본 연구가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것이 디지털경제,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주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로 파악하기는 힘들지
만, 온라인 플랫폼은 기술적 측면이든, 비즈니스 모델의 측면이든 디지털경제
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경제를 주도할 혁
신은 주로 이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각 영역의 데이터 축적의 중심이 됨으로
써, 데이터 기반 혁신(data-driven innovation)의 핵심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IT 기술, 데이터, 비즈니스 아이
디어 등 다양한 무형자산을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데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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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32)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 그리고 디지털무역의 가장
잠재력이 높은 주체로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을 설정하였으며, 예컨대
콘텐츠 공급자나 상품 생산자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주체가 아닌 참
여자는 본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성공한 온라인 플랫폼은 대부분 아주 작은 시장 또는 영역에서 출발한 스타
트업들에 의해 시작된다. 기존제조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업을 전환하
려는 노력을 부단히 진행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반 혁
신은 예측 불가능한 반면 잠재력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
은 영역에서 시작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
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실패를 경험하는 기업이 대다수겠으나, 성공한 소수의
기업은 시장과 국가경제의 혁신을 주도할 정도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디
지털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혁신기업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며, 후발국
의 정책 초점 역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엄격한 정의에 부합하는 온라인 플랫폼만을 선별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
다. 디지털경제 시대 새로운 제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혁신의 기반을 창출하
는 것인데, 본 연구는 이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시각에서 진
행되었다. 따라서 2장에서의 신남방지역 플랫폼 시장 분석, 3장의 제도 및 정
책 분석, 그리고 4장에서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에 대한 정책과 전략 논의에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성이 큰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무역의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장과 제도 및 정책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라는 시각
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이 갖고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 독점화
문제, 고용 등 불평등 심화와 같은 문제가 이미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32) Haskel and Westlake(2018), 번역: 조미현(2018), pp. 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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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고민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
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분석하
면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 통상정책상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자 노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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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3. 기업 사례
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

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33)
본 절에서는 김정곤 외(2019)가 제시한 디지털 발전 지수(Digital Development
Index)를 통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신남방정책 대상 11개국)의 온라인 플랫폼
성장 여건을 개괄하기로 한다. 상기 지수는 디지털경제 발전의 여건과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ㆍ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183개국의 디지털경제 발전
의 잠재성, 경제 일반 요소 및 ICT 산업 기반, 인프라 요소, 사회기반 요소의
4개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고려해 도출한 것이다.34) 이 지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보다는 상위 개념의 지표이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성
장은 인구 및 기본적인 성장 잠재력(예: 휴대전화 가입 건수), 경제 및 산업 기
반, 인프라, 디지털경제 발전의 사회적 기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지표나 통계 대신에 디지털 발전 지수를 그대로 활용
하였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인구, 경제 수준 및 산업 구조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
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1위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30위권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비교적 상위에 속한 국가가 있다. 반면
중간 수준의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 그리고 중하위권의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0위권 이하에 위치한 국가들이 공존한다(그림 2-1
참고).

33) 김정곤 외(2019)의 제2장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34) 자세한 내용은 김정곤 외(2019), p.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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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신남방지역 개별국 및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 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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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4)

영국(2)

독일(1)

0

자료: 김정곤 외(2019), p. 45.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특성상 인구와 경제규모 등 잠재성 측면이 다소 약하
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매우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인다. 약 3,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며 첨단산업이 발전한 말레이시아는 고른 발전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
가되나, 비가시적 혁신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은 첨단산업 기반
이 우수하며, 일반 인프라, IT 접근도 역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IT 인프라,
교육, 인적자본, 정부역량, 법제도, 기업가 정신 수준 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된
다. 풍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전기ㆍ전자 생산기지로 부상한 필리핀
은 디지털경제의 잠재력과 경제ㆍ산업 기반이 우수한 편이지만, 인프라, 사회
기반(금융 접근성, 법제도 수준,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
이다. 베트남은 풍부한 인구와 높은 휴대전화 확산 수준에 따라 잠재성이 높고,
제조업 생산기지로 성장함에 따라 경제 및 산업 기반도 우수한 편이지만, 제도,
교육, 금융 등 사회기반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ICT 서비
스, 첨단기술 경쟁력이 우수하고, 기업가 정신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IT
인프라, 국민 전반의 교육수준, 법제도 등 요소는 발전 수준이 낮은 편이다.35)

35) 이상 김정곤 외(2019), pp. 56~58 참고.

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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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괄호 안은 개별국의 순위를 나타냄.
자료: 김정곤 외(2019), p. 46.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본 절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이미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콘텐츠 및 콘텐츠 플랫폼(주로 OTT로 지칭된다)과 더불어, 성장성이 높은 분
야로서 부각되고 있는 금융, 보건의료, 교육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스타트업
데이터를 사용한 ‘다. 기업 현황과 성장 분야’의 분석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만 새로운 성장 분야들 가운데는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해당 시장을

54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되, 해당 영역의 성
장성과 플랫폼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본 절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러한 새로운 영역은 이미 성숙 중인 영역과는 달리, 앞으로 우리 기업이 선제적
인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분야로서 빼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동남아시아
1) 개관
2018년 현재 아세안 10개국의 인구 합계는 약 6억 4,900만 명에 이르며,36)
2010~18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4%에 이를 정도로 아세안은 빠르게 성장하
는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37)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아세
안은 디지털 분야에서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Google-Temasek(2019)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2015년 2억 6천만 명으로 추산되던 인터넷 이용자 수가 2019년 현재 3억

그림 2-3. 아세안 10개국의 최근 10년간 인구 및 GDP 성장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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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SEAN Secretariat(2019d),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9,” p. 3, p. 42.
36) ASEAN Secretariat(2019d),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9,” p. 3.
37) ASEAN Secretariat(2019d),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9,”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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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명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 전반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38) 아세안
10개국의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2008년 대비 2018년
변화추세를 살펴본 결과,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 2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또한 4G 이동
통신 보급률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4년 대비 2018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2-5 참고).

그림 2-4. 아세안 10개국의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현황
(단위: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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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T.NET.BBND.P2(검색일: 2020. 5. 26).

그림 2-5. 아세안 10개국의 4G 이동통신 보급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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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은 2018년 통계 미발표로, 2017년 기준으로 비교.
자료: UN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검색일: 2020. 5. 26).
38) Google-Temasek(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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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회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활
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상 객관적인 시장 추정치를 도출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양한 시장조사기관들이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추정을 시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Google-Temasek(2019)은
아세안 주요 6개국의 인터넷 경제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특히 온라인 여행, 온
라인 미디어, 승차공유, 전자상거래 등 주요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현재 6개국의 인터넷 경제규모는 약 980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5년도 추정치인 310억 달러의 세 배가 넘는 규모이다
(그림 2-6 참고).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동남아 6개국의 인터넷 시장규모가
2025년이면 약 3,0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성장
률로는 20.8%에 이르는 증가 추세이다(그림 2-6 참고).

그림 2-6.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인터넷 경제규모 추정
(단위: 십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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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터넷 경제규모’는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승차공유, 전자상거래 등 4개 분야의 시장 규모를 합산한 수치.
자료: Google-Temasek(2019), p. 19.

또한 Google-Temasek(2019)이 다루고 있는 4개 주요 분야별 인터넷 경
제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빠른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전자
상거래 부문이다.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5년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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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서 2019년에는 380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는 약 1,5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39) 그밖에 온라인 여행 시장, 온라인 미디어, 승차 공유 시장의 경우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그림 2-7 참고).

그림 2-7. 동남아 주요 6개국의 분야별 인터넷 경제규모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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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ogle-Temasek(2019), p. 32.

한편 검색엔진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자체적인 시장으로서의 가치 외에
여타 디지털 분야와의 연계 및 확산 등 전반적인 파급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들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디지털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검색엔진 시장을 살펴보면,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모든 국가에서 구글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베트남의
꼭꼭(CocCoc)의 사례를 제외하면 야후(Yahoo), 빙(bing), 바이두(Baidu) 등과
같은 역외 검색엔진이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2-1 참고). 소셜
미디어 분야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핀터
39) Google-Temasek(201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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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트(Pinterest), 인스타그램(Instagram) 등과 같은 다국적 플랫폼의 활용도
가 높으며, 주목할 만한 동남아시아 역내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다(표 2-2 참고).

표 2-1.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의 검색엔진별 점유율
구분
Googl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95.54%

98.37%

필리핀
97.04%

싱가포르
95.64%

태국

베트남

93.20%

94.36%

CocCoc

-

-

-

-

-

3.41%

Yahoo

2.02%

0.82%

1.76%

1.91%

0.52%

0.90%

bing

0.87%

0.59%

0.83%

1.12%

0.20%

0.85%

Baidu

-

0.06%

-

-

0.01%

0.13%

DuckDuckGo

0.85%

0.09%

0.11%

0.28%

0.02%

-

YANDEX RU

0.65%

-

-

0.55%

-

-

Ecosia

-

-

0.17%

-

-

-

자료: Statcounter, “Search Engine Market Share Worldwide,” https://gs.statcounter.com/search-enginemarket-share/ (검색일: 2020. 6. 9).

표 2-2.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의 소셜 미디어별 점유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Facebook

구분

44.52%

78.91%

필리핀
90.34%

싱가포르
65.41%

72.78%

57.68%

Twitter

18.76%

5.89%

4.32%

11.24%

15.37%

11.55%

Youtube

17.83%

2.86%

2.15%

3.39%

4.37%

12.93%

Pinterest

9.68%

5.83%

2.41%

11.26%

1.79%

11.44%

Instagram

8.49%

5.68%

0.39%

5.11%

0.22%

1.65%

Tumblr

0.22%

0.46%

0.23%

1.43%

-

1.18%

VKontakte

0.17%

0.15%

-

-

3.85%

-

reddit

-

-

0.09%

0.95%

-

1.49%

Google+

-

-

-

-

1.40%

-

자료: Statcounter, “Social Media Stats,” https://gs.statcounter.com/social-media-stats(검색일: 2020. 6. 9).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분야 기반여건 및 전체 인터넷
경제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하 절에서는 디지털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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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영역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 분야로는 GoogleTemasek(2019)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4대 분야 중 3대 분야(전자상거래,
온라인 미디어, 승차공유)와 더불어 기타 서비스 산업의 주요 영역인 물류, 금
융, 의료, 교육 분야를 포함하였다.

2) 전자상거래 및 물류 서비스
동남아시아 지역은 소득 확대 및 도시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계 단위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전자상거
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3위의 인구 및 세계 6위의
GDP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40세 이하의 젊은 인구 비중이
66%로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40) 이에 인도네시아의 ‘3개년 전자상거
래 로드맵’, ‘태국 4.0’, 싱가포르의 ‘Industry Transformation Map’, 말레
이시아의 ‘국가 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2016)’ 등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전자
상거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41)
여기에 최근 알리바바, 아마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동남아시
아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 등으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적ㆍ질적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oogle-Temasek(2019)의 추정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의 전자
상거래 시장규모의 2015~19년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2) 그러나 아직도 아세안 주요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이 전체 유통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 정도에 머물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43)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지역
40)
41)
42)
43)

Kotra(2017), p. 7.
Competition Commission Singapore(2018), p. 23.
Google-Temasek(2019), p. 32.
Kotra(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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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 시장은 10배 넘게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44) 그 밖의 국가들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체로 성장세
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5)

그림 2-8.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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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ogle-Temasek(2019), pp. 21-26.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표 2-3]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토코피디아
(Tokopedia), 싱가포르의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 아세안 역내 플랫
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토코피디아는 특히 최대
인구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업체로는 유일하
게 유니콘 기업에 포함되었다. 라자다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
시아 국가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역외 업체 중에서는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타오바오
(Taobao), 아마존 등이 두드러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11번가(말레이시아), 롯데(베
트남) 등의 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표 2-3 참고).
44) Google-Temasek(2019), p. 21.
45) Google-Temasek(2019), pp.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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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높은 성장세 등으로 인하여 중국, 일본
업체들의 인수합병 및 투자처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알리바바는
역내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를 인수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
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46) 중국의 2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둥닷컴
(JD.com)은 2015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JD.id)하여 2019년 현재 5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47)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토코피디아에 대해 투자하고 있으
며,48) 우리나라의 신한 금융그룹, 미래에셋 및 네이버 또한 2019년 인도네시아
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부칼라팍(Bukalapak)에 대한 투자를 전개한 바 있다.49)

표 2-3. 동남아시아 주요국별 모바일 쇼핑앱 순위(2019년 5월 기준)

1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TOKOPEDIA

LAZADA

LAZADA

SHOPEE

SHOPEE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LAZADA

LAZADA

SHOPEE

SHOPEE

LAZADA

QOO 10

2위

SHOPEE

3위

BUKALAPAK

TAOBAO

ZALORA

SHOPEE

ALIEXPRESS

TIKI.VN

4위

LAZADA

11 STREET

AMAZON

TAOBAO

JD CENTRAL

SENDO

ALIEXPRESS ALIEXPRESS

SINGAPORE

5위

JD.ID

EZBUY

AMAZON

ADAYROI

6위

BLIBLI

ZALORA

BEAUTYMNL

ZALORA

EBAY

ALIEXPRESS

7위

ZALORA

LELONG.MY

EBAY

ALIEXPRESS

ALIBABA

AMAZON

8위

ALIEXPRESS

EBAY

SEPHORA

AMAZON

CHILINDO

EBAY

ZILINGO

ALIBABA.COM

JOOM

LOTTE.VN

9위

ZILINGO

AMAZON

ALIBABA.COM

10위

AMAZON

GO SHOP

ALTHEA

AMAZON
PRIME NOW
ASOS

자료: Datareportal, “Digital 2019: Leading Online Retailers in Southeast Asia,” https://datareportal.com/
reports/digital-2019-leading-online-retailers-in-southeast-asia(검색일: 2020. 3. 10).

46) Thomson reuters DataBase, “Alibaba Group Holding Ltd acquires Lazada South East Asia
Pte Ltd for US $1,000M,” https://emea1.apps.cp.thomsonreuters.com/web/Apps/TearSheet/
?enowpopup#/?dealno=2944984040&mode=plain(검색일: 2020. 11. 4).
47) JD.id 홈페이지, https://www.jd.id/help/profil-perusahaan_623.html(검색일: 2020. 11. 4).
48) Vision Fund, “Portfolio,” https://visionfund.com/portfolio(검색일: 2020. 7. 8).
49) Crunchbase, “Bukakapak: Financials,” https://www.crunchbase.com/organization/bukalapak/
company_financials(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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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롯데, 11번가 등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2019년에는 11번가가, 2020년에는 롯데가 현지 시장에서 철
수하는 등 현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0) 한편
Qoo10은 2012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설립되었으나, 지
마켓(G-market)의 동남아시아 현지 법인이 새로운 브랜드로 재출범한 사례로
서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주요 3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51)

표 2-4. 동남아시아의 주요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현황
구분

설립연도

본사 위치

Lazada

2012

싱가포르

현 황
- 동남아시아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진출
- 2016년 4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인수

Tokopedia

2009

인도네시아

Shopee

2017

싱가포르

Bukalapak

2010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1위 플랫폼
- 유니콘 기업
- 동남아시아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
시아, 베트남, 필리핀) 및 대만 진출
- 인도네시아 3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 유니콘 기업
- 동남아시아 3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Qoo10

2010

싱가포르

및 중국 진출
- Gmarket 동남아시아 사업부문이 사명을 변경하여 재
출범한 플랫폼

자료: Crunchbase, “Lazada,” https://www.crunchbase.com/organization/lazada-group(검색일: 2020. 11. 4);
Crunchbase, “Tokopedia,” https://www.crunchbase.com/organization/tokopedia(검색일: 2020. 11. 4);
Crunchbase, “Shopee,” https://www.crunchbase.com/organization/shopee(검색일: 2020. 11. 4); Crunchbase,
“Bukalapak,” https://www.crunchbase.com/organization/bukalapak(검색일: 2020. 11. 4); Qoo10, “About
Company,” https://www.qoo10.sg/gmkt.inc/Company/AboutCompany.aspx(검색일: 2020. 11. 4).

50) ｢SK플래닛, 말레이시아 11번가 사업 매각…동남아 시장 완전 철수｣(2019. 10. 15), https://www.
news1.kr/articles/?3742889(검색일: 2020. 11. 4); Vietnam Investment Review(2020. 3. 1),
“Lotte.vn quits e-commerce race in Vietnam,” https://www.vir.com.vn/lottevn-quitse-commerce-race-in-vietnam-72862.html(검색일: 2020. 11. 4).
51) “Gmarket Singapore, Japan, Malaysia, and Indonesia to Rebrand to Qoo10”(2012. 4. 17),
https://www.techinasia.com/gmarket-rebranded-to-qoo10(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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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
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최근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물류 스타
트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물류 스타트업으로는 싱가포
르의 Anchanto(전자상거래 물류관리 솔루션 개발업체), Haulio(컨테이너 물
류관리 솔루션 개발업체), Fetch Me(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업체), 베
트남의 GHN(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업체), Logivan(화물관리 시스템 개발업
체)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52) 또한 그랩, 고젝과 같은 역내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소규모 스타트업을 인수함으로써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고젝은 2016~19년 동안 약 12개의 물류
분야 스타트업을 인수하였으며, 그랩 또한 Ninja Van(싱가포르 택배업체),
Moca(베트남 모바일 결제업체), Ovo(인도네시아 전자결제 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53)

표 2-5. 동남아시아의 물류 분야 주요 스타트업
업체명

설립

본사 위치

사업 분야

Logivan

2017

베트남

물류 운송차량 공유 플랫폼

Ninja Van

2014

싱가포르

택배 서비스

Anchanto

2011

싱가포르

Haulio

2017

싱가포르

Fetch Me

2017

싱가포르

2012

베트남

GHN
(Giao Hang Nhahn)

특이사항
화물운송업자와 트럭
운전자의 매칭 시스템
Grab Express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전자상거래 물류창고 관리

ASOS, Levi’s, Zalora,

시스템 개발

Flipkart 등과의 파트너십

컨테이너 물류관리
솔루션(B2B) 개발
모바일 기반 P2P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전자상거래 물류

Lazada, Shopee 등과
파트너십

자료: Crunchbase, DB, https://www.crunchbase.com/discover/organization.companies(검색일: 2020. 6. 2);
ASEAN Secretariat, UNCTAD(2019), pp. 100-103; GHN, https://ghn.vn/(검색일: 2020. 6. 2).
52) ASEAN Secretariat, UNCTAD(2019), pp. 100-101.
53) ASEAN Secretariat, UNCTAD(2019),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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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 승차공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
성화되면서,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디디추싱(Didi Chuxing) 등
과 같은 공유 플랫폼 업체들이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공유경제 분야의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혼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
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기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54)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
시아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공간(숙박
및 사무공간) 공유, 음식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
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P2P 거래에 기
반을 두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나,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우 공유경제의 영역이 매우 다양한 분야로 확장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동남아시아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례
분야
모빌리티 서비스
(승차공유)
음식배달
차량 공유

주요 업체
Grab, Gojek, FastGo, MyCab, GoViet(Go-Bike), Ridi, Dacsee
Grab, Gojek, Foodpanda, Deliveroo, GoViet(Go-Food)
Beam(전동킥보드 공유), Scoota(전기 스쿠터 공유), Smove(차량 대여),
Chungxe(차량 대여), Moovby(차량 공유), Drivemate(차량 공유)

개인공간(숙박)
공간

사무 공간

서비스(개인)

Airbnb, Luxstay, Rukita
Xwork, Justco, The Working Capitol, CRE8, EV HIve, Rework,
Dreamplex, Hatch Nest, Start Saigon, Worq, H Space
Tidy(청소, 수리, 회계, 메이크업 등 각종 서비스), iTask(프리랜스 서비스),
Trans4work(번역 서비스), Sentuh(테라피 서비스)

54) 나승권, 김은미, 최은혜(2017),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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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분야

주요 업체
Style Theory(의류 대여), Brezze(휴대폰 충전기 공유), Crowdsourcing

기타

Week(크라우드 펀딩), LuggageHere(여행용 가방 보관 공간 공유),
Recharge(휴대폰 충전기 공유)

자료: Crunchbase, DB, https://www.crunchbase.com/discover/organization.companies(검색일: 2020. 6. 2);
Google-Temasek(2019), p. 35; Fast Track Asia, 「동남아시아에서도 불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열풍」, http://fast-track.asia/hello-world/(검색일: 2020. 7. 14).

특히 그랩, 고젝을 필두로 한 승차공유 분야는 최근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
폼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장 중 하나이다. 아세안 지역 내 유니콘
기업 중 그랩과 고젝이 1, 2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분
야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표 2-7 참고). 이들은 최근 여객운송 기반의 전통적
인 승차 공유 부문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음식 배달, 결제 분야 등 다양한 영
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Google-Temasek(2019)에 따르면 승차공
유 시장에서 음식 배달 부문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2025년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여객운송과 동일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표적인 이 두
업체 외에도 베트남의 FastGo, 필리핀의 Mycab 등과 같은 자국의 신생 플랫
폼 업체 설립 사례 또한 나타나고 있다.55)

표 2-7. 동남아시아의 유니콘 기업 현황(2020년 5월 현재)
기업명

기업가치(십억 달러)

국가

분야

Grab

14.3

싱가포르

자동차, 운송

Go-Jek

10

인도네시아

물류, 배송

Tokopedia

7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OVO

2.9

인도네시아

핀테크

Bukalapak

2.5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Traveloka

2

인도네시아

여행

55) Google-Temasek(201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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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기업명

기업가치(십억 달러)

국가

분야

Trax

1.3

싱가포르

AI

Revolution Precrafted

1

필리핀

주택

자료: Cb Insight,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20. 5. 12).

표 2-8. 그랩 및 고젝의 승차공유 부문 운영 실태
탑승자 수

드라이버 수

(십억 명)

(백만 명)

Grab

2.4

2.8

Gojek

1.2

1.0

구분

진출 국가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8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4개국

자료: Statista, “Annual number of rides of Asia Pacific ride-sharing companies as of 2019,” https://www.
statista.com/statistics/1034762/apac-annual-number-of-rides-of-ride-sharing-companies/(검색일:
2020. 5. 18); Statista, “Number of active drivers of Asia Pacific ride-sharing companies as of 201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34777/apac-number-of-active-drivers-of-ride-sharing-comp
anies/(검색일: 2020. 5. 18); Grab, “Where We Are,” https://www.grab.com/sg/locations/(검색일: 2020.
7. 6); Gojek, “About Us,” https://www.gojek.com/sg/about/(검색일: 2020. 7. 6).

한편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승차공유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 사
례는 플랫폼 차원보다는 현지 플랫폼인 그랩에 대한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8년 그랩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기차 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56) 또한 같은 해 미래에셋과 네이버가 공동으
로 설립한 ‘Asia Growth Fund’는 토요다, 핑안 캐피탈 등과 함께 그랩에 대한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바 있다.57)
56) Grab(2018. 11. 7), “HyundaiㆍKia Invest Additional US$250 Million in Grab,” https://www.
grab.com/sg/press/business/hyundai-%E2%80%A2-kia-invest-additional-us250-millio
n-in-grab/(검색일: 2020. 11. 4).
57) Grab(2018. 8. 3), “Grab Announces US$2 Billion of Funds Raised in Current Financing
Round,” https://www.grab.com/th/en/press/business/%E0%B9%81%E0%B8%81%E0%B8
%A3%E0%B9%87%E0%B8%9A-%E0%B8%9B%E0%B8%A3%E0%B8%B0%E0%B8%81%E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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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미디어: OTT 등 콘텐츠 분야
한편 온라인 미디어 분야는 Google-Temasek(2019)에서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의 4대 주요 분야에 포함될 만큼, 규모 및 성장성 등의 측면에서 지역 내에
서 중요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 판단된다. 온라인 미디어 분야의 경우, 동남
아시아 지역 내 콘텐츠 소비 확대에 따라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장세는 더
욱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동남아시아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경우 온라
인 광고, 온라인 게임, 음악 및 영상 부문이 가장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중에서도 온라인 광고
분야가 전체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2/3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체 미디어 분
야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디어 분야 중에서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는 OTT, 즉 온디맨드 비
디오 서비스 시장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넷플릭스를 필두로 아마존
프라임비디오(Amazon Prime Video), 디즈니플러스(Disney Plus), 애플
TV(Apple TV) 등 다양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그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
다.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우도 아직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나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류 콘
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는 점에서 OTT 시장의 성장성은 우리나라의 콘텐
츠 수출 및 협력 관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넷플릭스가 전체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는 등
1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현지 플랫폼인 아이플릭스
(Iflix), 훅(Hooq), Viu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8) 다만 동남아
시아 현지 플랫폼들의 경우 경쟁심화 및 소비자들의 낮은 지불의사 등으로 어
%B2%E0%B8%A8%E0%B9%84%E0%B8%94%E0%B9%89%E0%B9%80%E0%B8%87%E0%B8%
B4%E0%B8%99%E0%B8%A3%E0%B8%B0%E0%B8%94%E0%B8%A1/(검색일: 2020. 11. 4).
58) Google-Temasek(2019),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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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어왔으며, 훅은 결국 2020년 3월 청산을 신청하였다.59) 또 다른 동
남아시아의 대표적 OTT 플랫폼인 아이플릭스의 경우도 실적악화 등을 겪어오
다, 2020년 6월 텐센트에 인수된 바 있다.60) 최근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OTT
플랫폼 기업인 아이치이(iQiyi)도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였으
며, 국내업체인 쿠팡 또한 훅을 인수하여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1)

그림 2-9. 아세안 주요 6개국의 온라인
여행업 세부 분야별 시장 현황

그림 2-10. 아세안 주요 6개국의 온라인
미디어 세부 분야별 시장 현황

(단위: 십억 달러)
90.0

35.0

2.0

80.0
70.0
60.0

10.0

3.0

25.0

9.0

20.0

40.0

20.0

30.0

36.0

50.0

30.0

(단위: 십억 달러)

0.3

12.9

10.0
5.0

20.8

0.0

0.0
2015
온라인 항공

4.2

20.0

40.0

6.6
12.5

0.6

15.0

0.7

2019
온라인 호텔

자료: Google-Temasek(2019), p. 39.

2025
온라인 민박

0.1
1.6
2.1

9.4

2015

2019

온라인 광고

온라인 게임

2025
음악 및 영상

자료: Google-Temasek(2019), p. 37.

5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20), p. 22, https://www.kca.kr/board View.do?pageId=www14
5&boardId=TRENDS&seq=67745&movePage=4&searchCtgry=1&searchTp=TM(검색일:
2020. 10. 13).
60) Bloomberg(2020. 6. 25), “Tencent Buys Assets of Struggling Streaming Platform IFlix,”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6-25/tencent-buys-assets-of-strug
gling-streaming-platform-iflix(검색일: 2020. 10. 13).
61) bloomberg(2020. 7. 9), “SoftBank-Backed Coupang Buys Hooq Assets to Take on Netflix,”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7-09/softbank-backed-coupang-to
-buy-hooq-assets-in-asian-video-entry(검색일: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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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아세안의 온디맨드 비디오 서비스 플랫폼 가입자 비중(2018년 기준)

기타
15%

Tribe 3%

Netflix
31%

Amazon
4%
Tonton VIP
6%

Viu
10%

Hooq
9%
lflix
22%

Netflix

lflix

Hooq

Viu

Tonton VIP

Amazon

Tribe

기타

자료: Dataxis Webinar(2018), “SVOD in Asia Pacific: the gold rush,” 재인용: ASEAN Post(2019. 8. 27), “Video
streaming on the rise in Southeast Asia,” https://theaseanpost.com/article/video-streaming-risesoutheast-asia(검색일: 2020. 6. 1).

표 2-9. 아세안의 주요 OTT 플랫폼 비교
구분

Netflix

HOOQ
싱가포르 Singtel,

개요

소니 픽쳐스,

미국 OTT

워너브라더스
조인트 벤처의 OTT

MAU(월 이용자 수)

1)

-

1억 9,295만 명

- 모바일: 54,000루피아
(약 3.7달러)2)
수익모델
(월정액 가격은
인도네시아 기준)

- HOOQ

- 베이직: 120,000루피아

Subscription:

(약 8.2달러)2)

월정액(5달러)

- 스탠다드: 153,000루피아

- 2019년 광고형

(약 10.4달러)2)

’HOOQ FREE‘

- 프리미엄: 186,000루피아

출시

(약 12.7달러)

전 세계 190여 개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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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기반의 독립계
OTT
2,100만 명
- 월정액
(3달러)을
통신사에
B2B 판매
- 2018년 광고
형 iflix Free
출시

2)

특징

iflix

할리우드 콘텐츠
특화

다양한 콘텐츠

Viu
홍콩 최대
통신사
PCCW의
OTT
4,140만 명
- Free Viu
(광고형)
- Viu
Premium
(월정액:
2달러)
한류 콘텐츠

/ 저렴한 가격 빠른 시청지원

표 2-9. 계속
구분
현황

Netflix

HOOQ

iflix

2016년 동남아시아 지역

2020년 3월 청산 /

2020년 6월

서비스 시작

7월 쿠팡에 인수

텐센트에 인수

Viu
-

주: 1) 전체 유료 가입자 수 기준.
2) 2020년 10월 16일자 루피아-달러 환율(1USD=14,688IDR) 기준으로 계산.
자료: 임성진(2020), 「동남아시아 OTT 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http://www.kocca.kr/trend/vol23/sub/s31.html(검색
일: 2020. 10. 13); Statista, “Number of Netflix paying streaming subscribers worldwide from 3rd quarter
2011 to 2nd quarter 2020,”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50934/quarterly-number-of-netflixstreaming-subscribers-worldwide/(검색일: 2020. 10. 19); Netflix Indonesia, https://help.netflix.com/id/
node/24926/id(검색일: 2020. 10. 19).

한편 뒤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루지만, OTT 플랫폼과는 별개로 현재 동남아
시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네이버 라인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웹툰 서비
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페이지는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현
지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한 채널로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로서 해당 플랫
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나, 현지에서의 높은 활용도를 바
탕으로 다양한 한류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
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금융산업은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존의 단순히 인터넷 뱅킹 혹은 모바일 뱅킹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각종 정보기술을 금융산업에 적극적으로 활
용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서비
스의 영역을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로 정의
하고 있으며, 핀테크 시장은 좁게는 지급결제, 송금의 영역에서 대출, 자산관
리,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기존에 이미 역내 금융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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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핀테크 부문의 성장세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세안 지역 내 핀테크 분야 벤처 캐피탈 투자규모는 2015년 1억
3,000만 달러에서 2019년 40.9억 달러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한 KPMG(2019a)가 발표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싱가포르의 그랩(2위),
인도네시아의 고젝(4위)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10개 업체62)가 포함
된 바 있다.63)

그림 2-12. 아세안의 핀테크 투자(2015~19년)
(단위: 백만 달러, 건)
140

4500.0
130

4000.0

120

3500.0
100

98

3000.0

92

85
3,163.9

2500.0

80

70
2000.0

60

1500.0

1,755.0

1,120.0

40

1000.0
500.0
0.0

138.4
2015

317.0
223.4

527.7

2016

2017

754.2

924.0

2018

2019

20
0

백만 달러 미만 거래

백만 달러 이상 거래

거래 건수

자료: FinTech Global, “FinTech investment in the ASEAN region has increased nearly 30-fold since 2015,”
https://member.fintech.global/2020/01/23/fintech-investment-in-the-asean-region-has-increasednearly-30-fold-since-2015/(검색일: 2020. 5. 13).

표 2-10. 아세안의 주요 핀테크 기업
업체명

국가

분야

설립연도

KPMG 핀테크 업체 순위

Grab

싱가포르

결제, 대출, 보험 등

2012

2위

Gojek

인도네시아

결제

2010

4위

MoMo

베트남

모바일 지갑, 결제

2013

36위

Singlife

싱가포르

보험

2014

40위

Cashlez

인도네시아

결제

2015

-

62) Grab(싱가포르), Singlife(싱가포르), PolicyPal(싱가포르), Silot(싱가포르), Gojek(인도네시아),
Cashlez(인도네시아), MoMo(베트남), Finhay(베트남), Masii(태국), Clik(캄보디아).
63) KPMG(2019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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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업체명

국가

분야

설립연도

KPMG 핀테크 업체 순위

PolicyPal

싱가포르

보험

2016

-

Silot

싱가포르

결제

2017

-

Finhay

베트남

저축 앱

2017

-

Masii

태국

보험

2016

-

Clik

캄보디아

모바일 결제

2017

-

주: KPMG(2019a)가 선정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본부가 아세안에 위치한 기업 선별.
자료: KPMG(2019a), pp. 13-103.

Findable이 전 세계 65개국 23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핀테크 발전수준을 평
가한 “The Global Fintech Index 2020”에 따르면,64) 싱가포르의 경우 미
국, 중국에 이어 3위에 위치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그 밖의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36위, 태국 39위, 필리핀 46위 등으로 아직은 낮은 순위
에 머물고 있다(표 2-11 참고). 이와 같이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핀테크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낮은 편이나, 향후 성장 잠재력 및 이에 따른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분야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기
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11. 아세안 주요 6개국의 핀테크 순위
순위

국가

점수

3위

싱가포르

19.176

36위

말레이시아

9.692

39위

태국

9.415

46위

필리핀

8.831

47위

인도네시아

8.658

51위

베트남

8.118

자료: Findable(2019), p. 26.

64) Findable(2019)은 각 지역별 비즈니스 인프라, 핀테크 생태계의 질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Global
Fintech Index를 산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Findable 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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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2018)가 시행한 아세안 지역 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
르면, 전체 기업 중 약 32%가 아세안 역외의 핀테크 업체들이었으며, 역내 중
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약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2-13 참
고). 아세안 핀테크 업체들의 주요 사업영역으로는 전자결제 솔루션 분야가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출 부문이 25%, 송금 부문이 21%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14 참고).

그림 2-13. 아세안 핀테크 서베이(2018년):
기업(본부)의 국적별 분포

그림 2-14. 아세안 핀테크 서베이(2018년):
세부 사업 영역

(단위: %)

(단위: %)
클라우드, 오픈 API

역외(비아세안 국가),
32%

싱가포르,
29%

9%

레그테크, 로보틱스

10%

트레이딩, 펀드 매니징

11%

인슈어테크

12%

로보 어드바이저 등

기타 아세안 국가,
3%

태국,
5% 필리핀, 말레이시아,
7%
10%

인도네시아,
14%

13%

블록체인

16%

테이터 분석

18%

송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기타 아세안 국가

역외(비아세안 국가)

21%

대출 앱 및 금융

25%

결제 솔루션

33%
0%

자료: EY(2018), p. 15.

10%

20%

30%

40%

주: 설문 시 중복응답을 반영한 결과.
자료: EY(2018), p. 16.

6) 보건의료: 헬스테크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보건ㆍ의료 분야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 분야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아직 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은 미흡한 상황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 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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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헬스케어 서비스, 약학, 바이오기술, 헬스케어 IT 등의 분야를 중심으
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원격진료, AI 기술 등
을 적용한 의료 플랫폼 등 이른바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이 주목 받고 있다. 물
론 아직까지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은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65) 그럼
에도 각국은 새로운 시장으로서 해당 분야의 기회요인을 주목하고 관련 연구개
발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2. 아세안의 헬스케어 분야별 벤처투자 현황(2014~18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바이오기술

12.0

헬스케어 서비스

0.5

헬스케어 IT

3.0

헬스케어 전문가

0.4

2015

20.0

2016

2017

2018

2014-2018 누적

0.5

54.0

66.5

102.0

118.0

24.0

244.5

18.0

31.0

26.0

98.0
0.4

의료기기 및 장비

0.4

18.0

10.0

28.4

약학

14.0

34.0

32.0

80.0

50.0

210.0

합계

29.9

54.0

152.4

247.5

164.0

647.8

자료: ASEAN Secretariat, UNCTAD(2019), p. 116.

현재 아세안의 투자규모 상위 50대 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분야별ㆍ국적별
특징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원격의료 부문에 20개로 가장 다수가 분포해 있
으며, 다음으로 의학기기 및 하드웨어, 보건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부문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15 참고). 상위 50개 스타트업 중 39개가 싱가포르
에 위치할 정도로 싱가포르가 주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말
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5개와 3개의 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2-16 참고).
65) 전문가 간담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징과 우리나라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방안」, I사 관계자 인
터뷰 내용(2020. 9. 2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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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의료 분야 아세안 50대
스타트업의 분야별 분포(2019년 기준)

그림 2-16. 의료 분야 아세안 50대
스타트업의 국적별 분포(2019년 기준)

(단위: 개)

(단위: 개)
태국, 1

바이오기술, 8

소비자 건강
포털, 2

원격의료, 20

베트남, 1

인도네시아,
3
말레이시아,
5
필리핀, 1

보건 소프트웨어/
솔루션, 9

싱가포르, 39

의학기기/하드웨어,
11
바이오기술

소비자 건강 포털

보건 소프트웨어/ 솔루션

의학기기/하드웨어

원격의료

주: 투자금액이 큰 상위 50대 의료 분야 스타트업.
자료: ASEAN Secretariat, UNCTAD(2019), p. 146.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주: 투자금액이 큰 상위 50대 의료 분야 스타트업.
자료: ASEAN Secretariat, UNCTAD(2019), p. 146.

표 2-13. 아세안의 주요 헬스케어 스타트업(2019년 투자유치액 기준)
투자유치 규모

업체명

국가

설립연도

분야

TauRx Therapeutics

싱가포르

2002

바이오 기술

257

-

Tessa Therapeutics

싱가포르

2001

바이오 기술

130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2010

바이오 기술

100

-

Halodoc

인도네시아

2013

원격 의료

65

-

Connexions Asia

싱가포르

2013

원격 의료

58

인도네시아

44

-

40

-

ASLAN
Pharmaceuticals

헬스케어

(백만 달러)

BioFourmis

싱가포르

2015

Ark Bio

싱가포르

2013

Ticked Media

싱가포르

2015

Lion TCR

싱가포르

2015

바이오 기술

20

DocDoc

싱가포르

2012

원격 의료

19

자료: ASEAN Secretariat, UNCTAD(2019),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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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의료 기기
소비자 보건
포털

37

아세안 내 진출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7) 교육 서비스: 에듀테크
교육 분야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VRㆍAR, AI, 빅데이터 등의 기
술이 널리 활용되면서,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개념
인 이른바 ‘에듀테크(EduTech 또는 EdTech)66)’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세계 에듀테크 시장규모는 2018년 1,53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3,42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7) 아세안 지역의 경우 그 규모
나 경쟁력 측면에서 아직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
구규모나 향후 성장 가능성,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도 등의 측면에서 교육 및
에듀테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세안 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역내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관련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듀테크 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Holon IQ(2020)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세안 지역의 에듀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4억 8천만 달러에 이르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하
나인 인도네시아의 Ruangguru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68) 아세안 내 주요 에듀테크 기업으로는69)
Ruangguru 외에 Precession Capital Berhad(말레이시아), Glint(싱가포르),
Manabie(싱가포르), Zenius Education(인도네시아) 등을 들 수 있다.70)
66) 교육 서비스가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ICT 기술과 융합해 기존과 다른 학습경험을 제공
하는 기술을 말한다. 「글로벌 교육시장에도 AI바람...‘에듀테크’시장 급성장」(2019. 12.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7/2019120701300.html?utm_so
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20. 6. 9).
67) 이혜연(2020), 「에듀테크(Edutech) 시장 현황 및 시사점」, p. 2; Holon IQ(2019. 1), “10 charts
that explain the Global Education Technology Market,” https://www.holoniq.com/edtech/
10-charts-that-explain-the-global-education-technology-market/(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
색일: 2020. 6. 1).
68) Holon IQ(2020), “Southeast ASIA EdTech - $480M of VC in 5 years,” https://www.holoniq.
com/notes/southeast-asia-edtech-480m-venture-capital-5-years/(검색일: 2020. 5. 19).
69) CB(Crunchbase) 순위를 기준으로 지역(동남아시아) 내 상위 5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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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아세안의 교육 분야 주요 스타트업(2019년 기준)
업체명

국가

설립연도

사업 분야

Ruangguru

인도네시아

2013

∙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기업으로 가입자 수는
6백만 명 이상이며, 100개 분야 15만 명 이상의 교사를 관리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양
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지방정부와 협력

Glint

싱가포르

2013

∙ 인재 채용 및 직무 매칭 플랫폼
∙ 구직에 필요한 기술, 이와 관련한 인턴십 및 교육과정의
탐색을 지원

LingoAce

싱가포르

2017

∙ 초중등(K-12) 교육에 초점을 맞춘 해외의 중국 온라인
교육 플랫폼

2008

∙ 학사학위 프로그램, 영어 스피치 교육 코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플랫폼
∙ 본사가 위치한 베트남(하노이) 외에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시장에 진출

2007

∙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자기학습 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2019

∙ 온오프라인 결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Topica Edtech
Group

베트남

Zenius Education 인도네시아
Manabie

싱가포르

주: Crunchbase의 전체 랭킹(CB ranking) 10,000위 이내에 속하는 스타트업 중 본부가 아세안에 위치한 기업을 선별.
자료: Crunchbase, DB(Southeast Asia, Education), https://www.crunchbase.com/search/organization.
companies/a320d2a263d6c108669be8e7551d175c(검색일: 2020. 6. 1).

나. 인도
1) 개관
2017/18년 기준 인도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GDP의 8%인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71) 인도 디지털경제의 빠른 성장세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이다. 인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달 480만 명의 신규 휴대전화 사용자와 620만 명의
신규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가 더해져 2018년 기준 휴대전화 이용자 11억
7,600만 명, 모바일 데이터 이용자 5억 7,8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72) 이처럼
70) Crunchbase, DB, https://www.crunchbase.com/search/organization.companies/a320d2
a263d6c108669be8e7551d175c(검색일: 2020. 5. 19).
7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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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디지털 소비자 규모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인도
디지털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도 디지털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17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디지털 도입지
수(Country Digital Adoption Index)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인
도는 100점 만점에 3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의 변화율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73) 100명당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014년 5.5명에서 2018년 26.2명으로 다섯 배 가까이 확대되었
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은 0.09GB에서 8.30GB
로 90배 이상 확대되었다(표 2-15 참고). 물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대부
분 저조한 수준이나, 인터넷 보급률에 비해 높은 수준의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을 감안하면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74)

표 2-15. 인도 디지털 전환 추이 및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구분

인도
2014년

선진국
2018년

국가

2017년

100명당 스마트폰 이용자 수

5.5

26.2

스웨덴

95.8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GB)

0.09

8.30

핀란드

15.50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Mbps)

1.3

9.9

캐나다

59.6a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구독자 수

5.4

34.3

싱가포르

144.4

100명당 고정 브로드밴드 구독자 수*

1.2

1.4

프랑스

42.4b

1인당 연간 비(非)현금 거래 횟수

2.2

18.0

싱가포르

802.7

주: *모바일 브로드밴드 제외. a. 2018년 기준, b. 2016년 기준.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37.

72) 2014년에서 2018년 기준. TRAI(2019), p. 6.
73) △ 인터넷 가격, 속도, 안정성 등을 측정한 ‘digital foundation’ △ 모바일 기기 개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데이터 사용량 등을 측정한 ‘digital reach’ △ 문자, 쇼핑, 스트리밍 사용 등 디지털 참여
정도를 측정한 ‘digital value’아래 30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pp. 24-25.
74) Nokia의 ‘India Mobile Broadband Index 2020’에 의하면, 인도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47%로 중국(95%)이나 유럽 국가들(95~115%)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나,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
이터 이용량은 10GB를 초과하며 그 어느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Nokia 202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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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성장세는 경제 핵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
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 부문의 인터넷 보급을 위한 혁신 및 투자
에 기반을 둔다. 모디 정부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이니셔티브의 일환
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아드하르를 도입함과 동시에 ‘전
국민 은행계좌 개설 프로젝트(PMJDY)’75)를 시행했으며, GST를 도입하고 화
폐개혁을 추진해 13억 인구와 천만 개 이상의 사업장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편
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76) 2016년 출범한 공개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은 비대면(faceless), 비서류(paperless), 비현금
(cashless) 서비스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해 수집된 개인 및 생체정보를 제한된
동의절차 아래 민간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인도의 디지털 금융 생
태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정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했으며, 그 결과 2019년 사모투자 및 벤처캐피탈
(PE/VC) 투자는 480억 달러(1,037건)로, 2016년(162억 달러, 588건) 대비
약 6.4배 확대되었다.77)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인도의 유니콘
(unicorn,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은 약 서른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결제
플랫폼 페이티엠(Paytm)과 에듀테크 플랫폼 바이주스(BYJU’s)는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넘는 데카콘(decacorn)78)에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인터넷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의
주도 아래 모디 정부는 인도 전역 25만 개의 마을(gram panchayat, 지방자치
단위)을 최소 100Mbps의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바라트넷(BharatNet 또는

75) 전 국민 은행계좌 개설 프로젝트(Pradhan Mantri Jan Dhan Yojana)는, 인도정부의 대표적인 금융
포용정책으로, 가구당 한 개 이상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보편적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4년 8월부터 4년간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PMFDY 웹페이지, https://pmjdy.gov.in/about,
검색일: 2020. 7. 3).
76)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vi.
77) IVCA & EY(2020), PE/VC Agenda: India Trend Book 2020, p. 9.
78)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 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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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rat Broadband Network)’ 프로젝트를 2014년 본격화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 아래 10만 개의 마을에 대한 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했으며,79) 현재 나머지 지역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진행을 앞두고 있다.80)
인터넷망 구축 사업은 민간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
은 인도 레일텔(Railtel) 및 인도 철도청(Indian Railways)과 공동으로 400개의
기차역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는 ‘구글 스테이션(Google Station)’을 출시하
고 이를 공공시설과 마을 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81) 인텔(Intel) 및 타타
트러스트(Tata Trust)와 공동으로 농촌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보급
사업인 ‘인터넷 사디(Internet Saath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82)
무엇보다도 인도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민간 부문
에서의 혁신은 2016년 9월 출범한 인도 최대 이동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
(Reliance Jio)의 성공적인 LTE(4G) 서비스 상용화에 있다. 2015년 226.3
루피에 달했던 1GB당 평균 데이터 이용료는 4G 상용화와 모바일 인터넷 기업
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2년 만에 19.4루피까지 하락했으며,83)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4년 사이 30배 가까이 확대되었다(그림 2-17 참고). 이에 더해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릴라이언스 지오가 준비하고 있는 5G 이동통신 구축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84)
79) Press Information Bureau(2018. 1. 8), “BharatNet Phase 1: Target Achieved Through
Meticulous Planning and Focused Implementation at Ground Level; Achievers Felicitated
by the Dept of Telecom,” https://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75462(검색
일: 2020. 7. 9).
80) 2020년 6월 기준. Financial Express(2020. 6. 7), “Going PPP way: BharatNet project to get
a private sector connection,” https://www.financialexpress.com/economy/going-pppway-bharatnet-project-to-get-a-private-sector-connection/1983649/(검색일: 2020. 7. 9).
81) Google(2019. 9. 19), “A more accessible internet for Indians,” https://www.blog.google/
around-the-globe/google-asia/more-accessible-internet-india/(검색일: 2020. 5. 25).
82) 타타트러스트(Tata Trust)는 타타그룹의 장학재단이다. 인터넷 사디(Internet Saathi)는 2015년
부터 현재까지 약 26만 개의 농촌마을과 2,600만 명의 농촌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IBEF(2020a), “E-commerce(March 2020),” p. 23).
83) KPMG(2018b),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154.
84) 2020년 4월 페이스북의 57억 달러 투자에 이어 7월에는 반도체 제조기업 인텔(Intel)과 퀄컴
(Qualcomm)이 각각 2억 5,300만 달러와 9,700만 달러를 지오플랫폼(Jio Platforms, 릴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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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인도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및 이용료 변화 추이
(단위: GB,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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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AI(2019), p. 29.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85)
의 핵심 소비계층으로의 부상이다. 인도 밀레니얼 인구는 4억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며, 중국, 브라질 등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많은 편
에 속한다(그림 2-18 참고). 인도 밀레니얼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
준과 정보력을 갖추고 있으며, IT에 익숙한 만큼 인터넷 이용률도 다른 세대와
비교해 훨씬 높다. 이들이 영화나 음악 감상, 인터넷 검색, 소셜미디어, 온라인
뱅킹 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17시간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른 3G나 4G 인터넷에 대한 선호가 현저
히 높은 편인데, 이러한 특성은 [그림 2-19]에 잘 나타난다. 인도 밀레니얼 세
대는 가구소득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임금노동자이기도 하다.86) 이들
지오의 모기업)에 투자했으며, 구글 또한 지오플랫폼에 대한 45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구글은 2020년 7월 연례회의 ‘Google for India’에서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억 달
러의 ‘인도 디지털화 투자기금(Google for India Digitization Fund)’을 조성해 최장 7년간 지분투자,
제휴,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EMERICs(2020. 7.
24), 「[동향세미나] 美기업, 인도 디지털시장 투자확대」(검색일: 2020. 7. 27)를 참고.
85)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해 정보기술(IT)에 익숙한 세대를 일컫는다.
86) Deloitte & rai(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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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은 소비력을 바탕으로 웰빙과 편의, 차별화된 서비스 등에 우선순위를 두
는 소비 특징을 보이며, 인도의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보건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2-18. 인도의 밀레니얼 인구 비중
34%

33%

그림 2-19. 인도의 3G 및 4G 인터넷 보급률
83.80%

31%
26%

45.40%
14%

16.50%

인도 전체
인도

브라질

중국

미국

자료: Deloitte & rai(2018), p. 5.

인터넷 이용자

영국

인터넷 이용
밀레니얼 세대

자료: Deloitte & rai(2018), p. 15.

이상 본 절에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
디지털 시장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인도 디지털 시
장에서 두각을 보이거나, 새로운 성장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플랫폼들
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소득증대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규제 완화87)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정책을 기반으로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인도 소매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
지하는 비중은 약 5%로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비공식경제 비중은 80% 이
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87) 인도정부는 B2B 전자상거래 부문에 이어 싱글브랜드 소매유통 부문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
(FDI) 100% 자동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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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중국(33%)이나 인도네시아(31%),
말레이시아(30%) 등을 크게 앞섰다.88)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이 밀집된 벵갈루루(Bengaluru), 뭄바이(Mumbai), 델리
(Delhi)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휴대폰과 관련 액
세서리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패션의류(13%), 전자기기(7%), 일용소비재
(6%)에 대한 거래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89)

그림 2-20.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2018년)
(단위: %)
Myntra, 4.7

Paytm Mall, 3.3
Snapdeal, 1.9
Bigbasket, 1.8
Jabong.com, 1.7
ShopClues.com, 1.6
Pepperfry, 1.2
Grofers, 1.1
UrbanLadder, 0.7

Amazon, 31.2

기타, 26.2

Flipkart, 31.9

기타, 19.9

주: 전자상거래 총 상품거래액(gross merchandise value) 기준.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Flipkart in No.1 in India but faces formidable foe in Amazon, say experts,”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flipkart-is-no
-1-in-india-but-faces-formidable-foe-in-amazon-say-experts-54083920(검색일: 2020. 5. 22).

88) Bain & Company(2018), “The Future of Retail: Asia’s Ecosystems,” p. 2.
89) 2018년 기준. Statista, “Share of spending on online shopping across India in 2018, by
category,”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12666/india-online-shopping-spendingshare-by-category/(검색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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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인도 전자상거래 주요 기업 현황

구분
설립연도

2007

2007

2010

2010

유니콘 등극

2012

-

2018

2014

본사

벵갈루루

벵갈루루

노이다

그루가온

Kalaari Capital, Accel,
Tencent Holdings,
주요 투자자

Microsoft,
Axis Bank, GIC

Mumbai Angels,
New Enterprise
Associates (NEA),
Tiger Global
Management

인수기업
비고

Myntra, PhonePe
등 12개

Alibaba

Alibaba Group,

Group, eBay,

Temasek Holdings,

SAIF Partners,

Intel Capital,

SoftBank

BlackRock, RTP

Vision Fund

Global

Jabong 등 9개

-

-

-

2018년 Walmart가
77% 지분인수

Unicommerce,
FreeCharge 등 12개
-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최대 경쟁업체는 플립카트와 2013년 인도시장에
본격 진출한 아마존으로, [그림 2-20]에서와 같이 각각 시장의 31.9%와
31.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뒤로 패션의류 전문 민트라(Myntra),
페이티엠몰(Paytm Mall), 스냅딜(Snapdeal), 식품 전문 빅바스켓(Bigbasket)
등이 추격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현재 인도 전자상거
래 시장은 사실상 플립카트와 아마존이 복점하고 있다(표 2-16 참고). 2017년
만 해도 플립카트와 스냅딜, 아마존이 각각 시장점유율 40%, 32%, 15%를 차
지하는 삼자 구도를 보였으나, 최근 아마존의 급성장으로 판세가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90) 플립카트는 2007년 설립 후 빠르게 성장해 2012년 유니콘 기업
대열에 합류했는데, 월마트(Walmart)가 2018년 아마존과의 인수경쟁 끝에
77%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로써 아마존과 월마트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인도시

90) Bhaskaran & Bandookwala(2020),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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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까지 확대된 양상을 보이면서,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상품
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이나 대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은 대표적인 외연확장 전략이다.
플립카트, 스냅딜과 같은 주요 기업들은 온라인 마켓, 결제서비스, 모바일 마케
팅,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여 외
연을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독자적인 모바일 전자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거
나 구독서비스,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은 고객유치 경쟁의 주요 전략이다(표
2-17 참고).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특히 이목을 끄는 전략은 온라인 거래
가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보조판매’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30%에 불과하며 문 앞 배송(doorstep delivery)을 위
한 인프라 여건이 부족한 인도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
마존은 2018년부터 인도 전국 각지에 2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
로 ‘아마존 이지(Amazon Easy)’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온라인 구매 경험이
없거나 현금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전
자상거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플립카트 또한 2019년부터 3만
7천여 개의 동네 잡화점(kirana)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플립카트 첫 구매자를
지원하는 ‘BuyZones’ 서비스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mile delivery)’
서비스를 도입했다.91) NextdoorHub나 Boonbox와 같이 준도시와 농촌지
역을 겨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한 같은 맥락에서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
다.92)
91)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mile delivery)는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단계를 의미한
다. Yourstory(2020. 5. 11), “Here’s why Jio Mart, Amazon, and Flipkart are wooing
kiranas in the time of coronavirus,” https://yourstory.com/2020/05/jiomart-amazonflipkart-wooing-kirana-stores-startups; Flipkart Stories 웹페이지, https://stories.flipkart.
com/flipkart-authorized-buyzones-help/(모두 검색일: 2020. 5. 25).
92) Entrepreneur(2019. 12. 26), “This Start-Up Is Making Ecommerce Easy For Rural India,”
https://www.entrepreneur.com/article/344288); Yourstory(2019. 7. 22), “Making online
shopping more accessible for masses, NextdoorHub focuses on assisted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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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전자상거래 기업 주요 전략
전략

내용 및 사례
∙ [아마존] 인도 소매업체 재벌 퓨처그룹(Future Group) 지분 49% 인수

확장

∙ [플립카트] 하이데라바드 데이터센터 설립
∙ [보석브랜드 Divine Solitaires] 전자상거래 플랫폼 출시
∙ 고객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도입

보조서비스

∙ [플립카트] 전자결제 서비스 ‘Payzippy’, 자체 물류 및 공급체인망 ‘Ekart’ 출시
∙ [페이티엠] 인도 최초 온라인 결제 수수료 면제 및 최소잔액 유지조건 없는 ‘Paytm
Payment Bank’ 출시
∙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장거리 배송이 어려운 지역 및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보조판매

위한 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온라인 주문 후 문 앞 배송 또는 매장 픽업이
가능하게 한 시스템
∙ [아마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Amazon Easy’ 출시
∙ 고객맞춤형 제품 추천 및 추가혜택 제공

구독서비스 ∙ [아마존] 2016년 ‘Amazon Prime’ 도입 후 2019년 6월 기준 1,300만 명 구독자 보유
∙ [스위기(Swiggy), 조마토(Zomato), 민트라] 구독 서비스 도입
∙ 개별 고객의 관심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제품 추천
맞춤형 경험 ∙ [PhonePe] 복합 브랜드 온라인 플랫폼 제공
∙ [민트라] 음성검색 기술 최초 도입
자료: IBEF(2020a), “E-commerce(March 2020),” pp. 15-16; Amazon 홈페이지, https://www.amazon.in/b?ie=
UTF8&node=15643440031(검색일: 2020. 5. 22)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인도 굴지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릴라이언스
리테일(Reliance Retail)과 릴라이언스 지오가 합작으로 식료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오마트(Jio Mart)를 출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했다. 2020
년 4월 페이스북이 지오플랫폼(Jio Platforms)의 지분 9.99%를 인수하면서
지오마트는 4억 명 이상의 인도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
앱과 연계하여 인도 전역 200여 개의 도시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93) 이러한 와중에 시장 독점 완화와 소매업 보호를 위해 2019년 2월부
and last-mile delivery,” https://yourstory.com/2019/07/online-shopping-accessible-masses
(모두 검색일: 2020. 5. 22).
93) 지오 플랫폼스(Jio Platforms)는 릴라이언스 지오의 모기업이다. Republicworld(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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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된 전자상거래 FDI 규제 강화 조치94) 등이 플립카트(월마트)와 아마존
을 겨냥하면서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 공유경제
인도의 공유경제는 우버로 대표되는 온디맨드 교통 플랫폼의 등장으로 본격
화되었으며, 주택, 사무 공간, 가구,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고객 접근의 편의성과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소자본으
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특성은 공급자나 플랫
폼 제공자들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이를 활용한 공유경제 플랫폼들은 폭
넓은 선택지와 이용의 편의성, 그리고 보다 저렴한 가격의 온디맨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인도의 밀레니
얼 소비자들을 강하게 유인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도의 공유 모빌리티(shared mobility)95) 시장은 약 6억
3,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시장조사기관 P&S 인텔리전트에 의하면 이는
연평균 27.6%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4년 35억 달러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96) 이러한 기대감은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9년 공유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VC 투자 건수는 14건, 금액은 약 6억 달러로,
이는 2018년 기록한 1억 1,700만 달러에서 418% 증가한 규모이다.97) 최근에는
“JioMart App Meets WhatsApp: Learn How To Use WhatsApp To Place Orders On
JioMart,” https://www.republicworld.com/technology-news/apps/jiomart-app-learnhow-to-use-whatsapp-to-place-orders-on-jiomart.html(검색일: 2020. 5. 26); The Indian
Express(2020. 7. 3), “CCI approves Facebook’s 9.99% stake buy in Jio Platforms,” https:
//indianexpress.com/article/business/cci-approves-facebooks-9-99-stake-buy-in-jio
-platforms-6475141/(검색일: 2020. 7. 2).
94) 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관계에 있거나(자회사) 독점 계약을 맺은 협력기업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는 FDI 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발표되어 이듬해 2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
95) 공유 모빌리티는 ‘공유’와 이동수단을 뜻하는 ‘모빌리티’의 합성어로, 이동수단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
한다.
96) Prescient & Strategic Intelligence 웹페이지, https://www.psmarketresearch.com/marketanalysis/india-shared-mobility-market(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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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일자리 증가 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인도정부
차원에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보인다.98)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은 높은 가격과 유지비용 때문에 차량 소유 여
부가 곧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던 인도의 전통적 인식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Statista Global Consumer Survey(2018년 6월) 결과에 따르면, 인도
는 28개국 가운데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개월
동안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률은 30.1%로, 중국
(18.1%)과 인도네시아(17.1%)는 물론, 미국(10.1%)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99) 이는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인도 밀레니얼 세
대를 중심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다. 도시화로 높아진 교통 혼잡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대중교통을 공유 모빌리티로 대체하고 있으며, 인도의 낮은 승용차
보급률과 빠른 속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은 그 필요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는 [표 2-18]에서와 같이 크게 차량공유(vehicle sharing)와
승차공유(ride sharing)로 나눌 수 있는데,100) 인도 공유 모빌리티 시장에서
97) Bain & Company(2020b), “India venture capital report 2020,” p. 11.
98) 인도정부의 싱크탱크 니티아요그(NITI Aayog)는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확대로 신규 차량수요가 감
소하면서 2035년 기준 주행거리 1조 8천억 킬로미터 단축 및 이산화탄소 15억 톤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ITI Aayog 2018, pp. 17-18). 일반적으로 한 대의 공유차량은 적게는 9대
에서 많게는 13대의 차량을 대체할 수 있다(EY 2015, p. 20). 더불어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지리적
확장과 유동적인 근무시간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모건 스탠리
(Morgan Stanley)는 2017년 기준 10%에 불과한 공유 모빌리티의 비중(주행거리 기준)이 2030년에
는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hy India Dreams of Electric Cars”(2018. 6. 28),
https://www.morganstanley.com/ideas/india-mobility-transformation(검색일: 2020. 6. 3);
“India to be shared mobility leader by 2030: Report”(2018. 6. 3), https://economictimes.
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india-to-be-shared-mobility-leader-by-2030
-report/articleshow/64435145.cms?from=mdr(검색일: 2020. 5. 20).
99) Statista(2019), “In-depth: eMobility 2019,” p. 48.
100) 승차공유는 다시 라이드스플리팅(ride splitting)과 라이드소싱(ride sourcing 또는 ride hailing)
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라이드스플리팅은 목적지가 동일한 여러 명의 이용자가 승차 요금을 나누어

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 89

는 승차공유, 그중에서도 올라(Ola)나 글로벌 기업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라이드소싱(ride sourcing 또는 ride hailing)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올라는 2010년 일찍이 라이드소싱 서비스를 선점해 250여 개 도
시에 진출함과 동시에 라이드스플리팅(ride spitting) 서비스인 ‘올라셰어
(Ola Share)’를 출시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현재 인도 공유 모
빌리티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101)

표 2-18. 인도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주요 기업 현황
구분

주요 기업

차량공유

Drivezy, Myles, Revv, Vogo, Volercars,

(vehicle sharing)

Wheelstreet, Yulu, Zoomcar, Zypp

라이드소싱

BLU Smart, Instacar, Meru, Ola, Rapido, Uber

승차공유

(ride sourcing)

(ride sharing)

라이드스플리팅

BlaBlaCar, Ola Share, Poolmycar, Quick Ride,

(ride splitting)

Ridely, Shuttl, sRide, Uberpool, Zify

자료: Maple Capital Advisors(2020), p. 22; Shared Mobility Thoughts 웹페이지, https://movmi.net/sharedmobility-india/(검색일: 2020. 5. 20) 바탕으로 저자 정리.

모빌리티 시장 외에도 공유경제는 주거 및 숙박, 사무 공간, 가구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인도 공유경제 시
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공유 주거(co-living) 서비스이다. 공유 주거
는 번거로운 부동산 계약 절차나 주택 유지보수, 홈 퍼니싱(home furnishing)
에 대한 부담 없이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인도의 젊은 소
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서비스와 풍부한 취업기회
를 찾아 대도시로 몰려드는 학생들과 젊은 이주자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대학
진학률과 이직률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고
부담하는 방식이며 라이드소싱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101) Prescient & Strategic Intelligence 웹페이지, https://www.psmarketresearch.com/marketanalysis/india-shared-mobility-market(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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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상이다. 이들은 유연한 임대조건과 소규모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
로운 방식의 주거 형태를 환영하는 동시에, 하숙집이나 기숙사, 호스텔 등의 전
통적인 주거방식을 거부하고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보다 쾌적한 생활방
식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2018년 기준 인도에서 공유 주거 서비스의 수요 충족률은 2.6%에 불과한
만큼, 인도의 공유 주거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102)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은 인도 공유 주거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공급이 2023
년까지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델리와 벵갈루루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103) 2019년 기준 약 66억 달러에 달하는 상
위 30개 도시의 공유 주거 시장규모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노동인구로 부상
함에 따라 2025년 130억~14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21 참고).104)

그림 2-21. 인도 공유 주거시장의 변화 추이
(단위: (좌) 만 명, (우) 십억 달러)
600

16

500

14
12

400

10

300

8

200

6
4

100

2

0

0

2018/19
대도시 8개 수요(좌)

2025
중견도시 22개 수요(좌)

시장규모(우)

주: (대도시 8개) 딜리, 뭄바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푸네, 첸나이, 콜카타, 아메다바드, (중견도시 22개) 자이푸르, 나그푸르,
아그라 등 2ㆍ3선 도시(Tier 2&3).
자료: Cushman & Wakefield(2018), pp. 9-10.

102) JLL(2019), pp. 17-18.
103) JLL(2019), p. 18.
104) Cushman & Wakefield(2018),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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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콘텐츠: OTT
유비쿼터스(ubiquitous)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인도
디지털 미디어 시장은 최근 5년 사이 38.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미디
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표 2-19 참고). 인도의 디지털
미디어 시장규모는 2018/19년 기준 1,730억 루피(약 23억 달러)로 전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10%에 불과하나, 2023/24년에는 30%까지 그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105)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은 3G와 4G 이용자 수 증가,
스마트폰 등 휴대전자기기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이에 더해 소셜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소비 시간이 가장 높은 35세 미만 젊은 인구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진입한 데 기인한다. 2019년 기준 54세 이하 디지털 미디어 성인 이용자 가운
데 39.9%가 2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층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18세 이상
24세 이하 연령층까지 더하면 그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6)

표 2-19. 인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성장 추이
(단위: 십억 루피, %)

분야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연평균증가율

디지털

47

65

86

121

173

38.5

TV

490

552

595

652

714

9.9

인쇄

268

288

308

319

333

5.6

영화

127

137

145

159

183

9.6

애니메이션 / VFX*

47

53

62

74

88

17.2

게임

24

28

32

44

62

26.4

OOH**

22

26

29

32

34

11.2

라디오

20

23

24

26

28

8.6

음악

10

11

13

14

17

13.0

전체

1,055

1,183

1,295

1,440

1,631

11.5

주: FY17까지 디지털 미디어 부문은 광고기반형 서비스에 한함. 정기구독형 서비스 수익은 FY18부터 집계됨.
*VFX: visual effects의 약칭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적용되는 특수영상이나 시각효과.
**OOH: Out of Home의 약자로 포스터 광고, 대형전광판 등의 옥외광고.
자료: KPMG(2019b), “India’s digital future: Mass of niches,” p. 12.
105) KPMG(2019b), “India’s digital future: Mass of niches,” pp. 12-14.
106) Statista, https://www.statista.com/outlook/200/119/digital-media/india#market-age(검색일: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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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인도 디지털 콘텐츠 성장 전망
(단위: 십억 루피, %)

분야

2018/19 2019/20P 2020/21P 2021/22P 2022/23P 2023/24P

연평균
증가율

디지털 광고*

160

210

266

333

423

539

28.0

비디오 AVOD

27

43

62

81

98

110

33.0

오디오 AVOD

10

12

14

16

18

20

14.0

OTT 비디오 SVOD

12

22

34

48

62

74

44.0

오디오 스트리밍 SVOD

1

2

3

4

6

9

48.0

전체

173

234

303

386

492

621

29.0

주: *다양한 포맷(비디오, 디스플레이, 검색 등)과 플랫폼(소셜미디어, 게임 등) 포함.
자료: KPMG(2019b), “India’s digital future: Mass of niches,” pp. 42-49.

디지털 미디어의 수익모델은 크게 광고기반형 서비스(Advertisement Video
on Demand, 이하 AVOD)와 정기구독형 서비스(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이하 SVOD)로 나뉘는데, 인도에서는 정기구독료에 대한 가격부담
으로 AVOD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실제로 2018/19년
AVOD 수익은 전체 디지털 미디어 수익의 92.5%를 차지했다(표 2-20 참고).
이는 아직까지 만연한 불법 콘텐츠 유통 및 소비 형태와 초기단계의 모바일 결제
인프라, 그리고 구매력이 낮은 청년층이 OTT 시장의 주요 고객인 것과 관련이
높다.107) 다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의 시장 참여로 SVOD 수익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고급 기능은 유료로 제공
하는 프리미엄(freemium) 수익모델을 도입하는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다.108)
디지털 미디어 중에서도 비디오 콘텐츠는 인도 모바일 인터넷 이용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가장 높다.109) 인도의 OTT 비디오 플랫폼 시장은
참여기업 수가 2012년 9개에서 2018년 32개로 세 배 이상 확대되었다.110)
107) KPMG(2018a), “#India Trends 2018: Trends shaping Digital India,” p. 4.
108) KPMG(2018a), “#India Trends 2018: Trends shaping Digital India,” p. 3.
109) 2016/17년 기준으로, 비디오 콘텐츠 다음으로 스트리밍 오디오 서비스가 10%, 파일공유가 2%, 웹
(web) 및 기타 서비스가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22년에는 비디오 콘텐츠가 77%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KPMG(2018b),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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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핫스타(Hotstar)는 2015년, SVOD 모델의 글로
벌 기업 넷플릭스와 아마존프라임비디오는 2016년에 인도시장에 진입했다.
2016년 하반기 릴라이언스 지오의 4G LTE 서비스 상용화는 3년 새 인터넷 평균
속도를 2.0Mbps에서 6.5Mbps까지 끌어올렸으며,111) 1GB당 평균 데이터이
용료를 2년 만에 1/10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뜨렸다. 이에 더해 인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콘텐츠 제공은 OTT 플랫폼에 젊은 층의 고객들을 빠르게 끌어들였다.
이에 2017/18년 기준 인도 OTT 시장은 구독자 수 2억 2,500만 명, 수익규모 5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했다.112) 이 가운데 SVOD 이용자 수는 2,000만~2,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은 앞
서 언급한 넷플릭스와 아마존프라임, 핫스타이다.113)

표 2-21. 인도 OTT 주요 기업 현황
콘텐츠 제공 범위
구분

실시간 오리지널
방송

(PPC*)

UGC**

수익모델
콘텐츠

(영화, 드라마 등)

AVOD

SVOD Freemium

Netflix

∨

∨

∨

Amazon Prime

∨

∨

∨

∨

∨

Hotstar

∨

Zee5

∨

∨

∨

Voot

∨

∨

∨

Sony LIV

∨

∨

YouTube

∨

Eros Now

∨

∨
∨
∨

∨
∨

∨
∨

∨

∨

110) BCG(2018), “Entertainment Goes Online: a $5 billion opportunity,” p. 9.
111) 넷플릭스의 HD 화질 스트리밍 시 권장되는 인터넷 연결 속도는 5.0Mbps이다. Netflix 홈페이지,
https://help.netflix.com/en/node/306(검색일: 2020. 5. 27);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
economics.com/india/internet-speed(검색일: 2020. 5. 27).
112) BCG(2018), “Entertainment Goes Online: a $5 billion opportunity,” p. 19; KPMG(2018b),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154.
113) KPMG(2018b),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9; KPMG(2019b), “India’s
digital future: Mass of niches,”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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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계속
콘텐츠 제공 범위
구분

실시간 오리지널
방송

(PPC*)

UGC**

수익모델
콘텐츠

(영화, 드라마 등)

AVOD

SVOD Freemium

Jio TV / Cinema

∨

통신사 고객 한정 무료

Airtel TV

∨

통신사 고객 한정 무료

주: *Professionally Produced Content.
**User Generated Content.
자료: KPMG(2018b),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162.

30여 개가 넘는 OTT 플랫폼 기업들의 구독자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 차별
화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인도 배경 콘텐츠 제공, 현지어 지원, 일주일 단위
의 단기 구독 서비스 제공 등은 대표적인 경쟁전략이다.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
와 아마존프라임은 현지 OTT 기업들과 견주기 위해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오리
지널(자체 제작)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르마 프로덕션(Dharma Productions),
레드칠리스 엔터테인먼트(Red Chillies Entertainment) 등 인도 영화 제작사
들과 제휴를 통해 인도 영화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114)
일부 현지 기업들은 일찍이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핫스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 진출해 국가별로 인도 연간 구독자의 5~7배에 달하는 구독자 수를 보
유하고 있다.115) 가장 많은 현지어를 지원하고 있는 지파이브(Zee5)는 2019
년 3월 타밀족 디아스포라를 겨냥해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미국
을 비롯한 19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16) 한편, 현지
이동통신사 또는 OTT 플랫폼 사이의 제휴 또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릴라
이언스 지오는 핫스타, 지파이브, 소니LIV 등과의 제휴를 통해 콘텐츠를 통신
사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에어텔(Airtel)과 보다
114) KPMG(2018b),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157.
115) KPMG(2019b), “India’s digital future: Mass of niches,” p. 48.
116) KPMG(2019b), “India’s digital future: Mass of niches,” p. 48; Medianama(2018. 10. 4),
“Zee5 goes global with a soft launch in 190 countries,” https://www.medianama.com/
2018/10/223-zee5-global-launch/(검색일: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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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Vodafone)은 아마존프라임, 에로스나우(Eros Now) 등과 제휴를 맺고 있
다.117) 현재 통신사 제휴 OTT는 전체 OTT 시장 수익의 약 30~35%를 책임지
고 있다.118)

5) 디지털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는 사모투자(PE: Private Equity)의 40% 안팎을 차지할 만큼 인도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부문으로 손꼽힌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PE 투자는 연평균 3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에만
전년대비 61% 증가했다.119) 이는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의 금융서비스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도의 디지털 금융서비스(DFS: Digital Financial Service) 규모는 2019년
기준 60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120)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2천여 개의 핀테크 기업이 인도시장에 새롭게 진입했다.121) 인도 디지털 금
융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및 인터넷 보급률 증가, 가처분소득 증가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금융포용 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기반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드하르의 도입과 PMJDY 등의 시행으로 2011년 53%에 불과했던 인
도 은행계좌 보유율은 2017년 80%로 증가했다.122) 2016년 11월 단행된 화
폐개혁(고액권 화폐 통용금지)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거래의 증가를 가져왔으
며, 인도정부가 기존에 현금으로 개인에 지급하던 보조금(G2P) 등을 전자 시

117) KPMG(2018b),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159.
118) KPMG(2019b), “India’s digital future: Mass of niches,” p. 46.
119) BFSI는 Banking Finance Security and Insurance의 약자로, 은행,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의미
한다. Bain & Company(2020a), “India private equity report 2020,” p. 13.
120) Statista, https://www.statista.com/outlook/295/119/fintech/india(검색일: 2020. 6. 18).
121) PWC & Assocham(2019), “Emerging technologies disrupting the financial sector,” p. 8.
122) World Bank,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17,” https://globalfindex.worldbank.org/
(검색일: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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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결제 시장의 성장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123) 이
에 더해 인도금융결제원(NPCI: 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
이 출시한 통합결제인터페이스(Unified Payments Interface, 이하 UPI)는
다양한 결제 플랫폼 간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하는 인도의 핵심
적인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성장을 견고하게 뒷받침하
고 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주요 분야는 크게 △ 결제(payment) △ 대안대출
(alternative lending) △ 인슈어테크(Insurtech) △ 자산투자관리(Wealth
management) 등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결제 시장은 앞서 언급한 화폐개혁과
UPI의 도입, 전자상거래의 증가, 모바일 POS 단말기의 도입, AI, 블록체인,
IoT 기반의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서, 2019년 기준 VC 투자금액만 전년대비
1,153.0% 증가한 1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할 만큼 성장세가 두드러진
다.124) 물론 아직까지 인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제방식은 현금이다.
2015년 기준 인도의 현금결제 비중은 78%로, 현금결제 비중이 25% 아래를
밑도는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브라질(44%), 중국(47%) 등과 비교해서도 한참
높은 수준이다.125) 다만 이로부터 불과 십여 년 전인 2005년 당시 현금결제 비
중이 92%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非)현금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이 매우 빠
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5년래 인도시장의 비현금 결제비중이
현금결제를 넘어서면서 2025년에는 현금비중이 41%, 카드 결제와 디지털 결
제 비중이 각각 21%와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22 참고).

123) World Bank Group(2020), “Digital Financial Services(April 2020),” p. 22.
124) Bain & Company(2020b), “India venture capital report 2020,” p. 13.
125) BCG & Google(2016), “Digital Payments 2020: The making of a $500 billion ecosystem
in India,”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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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인도의 결제 지불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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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CG & Google(2016), p. 35.

그림 2-23. 인도의 디지털 결제 지불방식별 거래규모
(단위: 백만 건)

주: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와 NEFT(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IMPS는 모두 은행 간 실시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결제시간, 송금한도,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며, 24시간 이용은 IMPS만 가능함.
ECS(Electronic Clearing System)는 임금, 연금, 이자, 배당금 등의 주기적인 대량지급(bulk payment) 건이나 각종
공과금과 신용카드대금, 세금, 융자상환금 등의 주기적인 대량수집(bulk collection) 건에 대한 은행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송금건별로 참조번호(Mandate Registration Reference Number)를 도입한
NACH의 상용화로 2016년부로 대부분 대체됨. 즉시지불서비스(IMPS: Immediate Payment Service)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24시간 은행 간 송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NACH(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는 금융기관
이나 기업 및 정부의 대량지급(bulk payment)을 지원함. 선지급결제수단(PPIs: Prepaid Payment Instruments)에는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 전자지갑(e-wallet) 등이 있음.
자료: RBI 연도별 Annual Report의 ‘XI.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8); RBI(2019), Report of the High Level Committee on Deepening of Digital
Payments(May 2019), p. 21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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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년 기준 연간 인도의 디지털 결제서비스 거래건수는 233억 8,500
건, 거래금액은 약 1,638조 루피(약 2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림 2-23]
에서와 같이 인도 디지털 결제건수는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60.6%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출시된 지 3년 만에 인도의 대표 결제수단
으로 자리 잡은 인도의 주요 지불방식은 통합결제인터페이스, UPI이다. UPI는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은행업무나 결제
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정보나 은행계좌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
요 없이, 개인별 가상결제주소(VPA: Virtual Payment Address) 하나만으로 결
제나 송금이 가능하다. 2016년 4월 플랫폼 도입 이후 같은 해 12월 이를 기반
으로 한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BHIM(Bharat Interface for Money)’이
출시되면서 사용이 본격화되었으며, 2018년 8월 사용편의와 보완성을 개선한
‘UPI 2.0’이 출시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출시 당시 2천만 건을 하
회했던 연간 UPI 거래건수는 3년 만인 2018/19년 54억 건으로 급증했다. 구
글페이(Google Pay), 폰페(PhonePe), 페이티엠, 모비퀵(MobiKwik) 등 주
요 결제 플랫폼들의 UPI 도입은 물론, 2020년 5월 기준 155개 은행의 참여로
2019/20년에는 연간 거래건수 125억 건, 거래금액 21조 3천억 루피를 기록
했다(그림 2-24, 표 2-22 참고).126)

126) NPCI 홈페이지, https://www.npci.org.in/product-statistics/upi-product-statistics(검색일: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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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인도의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거래규모
(단위: 백만 건,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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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PCI Statistics(검색일: 2020. 6. 18).

표 2-22. 인도 주요 디지털 결제 플랫폼 현황
구분
설립/진입년도

2017

2016

2018

2015

2009

본사 소재

노이다

(미국)

(미국)

벵갈루루

구르가온

UPI 기반

∨

∨

∨

∨

∨

결제, 송금,
주요 기능

선불폰ㆍ교통카드
충전, 공과금
납부

비고

QR코드결제,
QR코드결제,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송금, 선불폰

기프트카드

충전, 공과금
납부

11개 현지어 지원,
송금, 선불폰/데이터
충전, 온ㆍ오프라인
결제, Ola 예약 등

인도 스타트업 중

(舊)Tez

2016년

최대 투자유치

(2015년 출시)

Flipkart에서 인수

선불폰 충전,
송금, 온라인
결제, 소액대출

자료: 기업별 홈페이지, Google Play(https://play.google.com/store?hl=en, 검색일: 2020. 7. 3), 언론보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디지털 결제 다음으로 성장세가 돋보이는 부문은 대안대출이다. 이는 구매
패턴, 휴대전화 사용정보 등의 비전통적 신용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
해 신속하고 투명한 대출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대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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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대체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P2P 대출,127)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모바일 대출, 온라인 모기지론(digital mortgage) 등이 있으며, 최근
에는 중소기업에 자금조달 서비스를 제공(MSME financing)하는 플랫폼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128) 다음으로 인슈어테크는 고객 발굴 및 관리, 계약 위험 심
사 및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조회 등 보험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나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인도 디지털 금
융서비스 시장에서는 아직 초기 성장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인도에서도 텔
레매틱스(telematics) 기반 보험129)이나 의료(healthtech) 보험 상품이 소개
되고 있으며, 기후와 농작물 수확량 예측을 기반으로 한 농업 부문 인슈어테
크130) 또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투자관리의 디지털화(또는
웰스테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머신러닝(ML: Machine Learning) 등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투자기회 모색과 위험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전
문가에게 의존해왔던 전통적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인도의 디지
털 금융서비스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인도 고소득자 수의 빠른
증가세로 미루어볼 때 자산투자관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131)

127)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
적인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128) PWC & Assocham(2019), pp. 25-26.
129) 텔레매틱스는 통신과 정보과학의 합성어로 차량 등 운송장비에 내장된 무선통신망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5677859&cid=42107&categoryId=42107(검색일: 2020. 6. 19).
130) 농작물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나 위성 및 드론 모니터링을 통해 예측한 기후와 농작물 수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PWC & Assocham(2019), p. 28).
131)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의 고액자산가(HNWI: High-net-worth individual) 수는 연평균
13.52%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인도의 초고액자산가(Ultra HNWI) 수는
2019년 기준 미국, 중국,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IBEF(2020c),
Financial Services(May 2020), p. 12; Credit Suisse(2019), “Global wealth report 2019,” p.
12). 고액자산가(HNWI)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백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초고액자산가
(Ultra-HNWI)는 HNWI 중 자산가치가 3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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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서비스: 에듀테크
인도는 5세에서 24세에 이르는 핵심 교육수요자만 약 5억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132) 인도의 대학(고등교육) 진학 인구수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2018/19년 기준 3,740만 명에 달한다.133) 유아교육, 개인과외, 직업훈련, 외
국어교육, 공인시험 준비를 포함한 인도의 비정규교육 시장도 정규교육 못지않
게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134) 최근에는 가처분소득 증대와 함께 특히 중산
층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2018/19년 기준
인도의 교육시장 규모는 이미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135)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네트워크 대역폭(bandwidth)136)의
확대, 스킬인디아(Skill India),137) ‘ICT를 활용한 국가교육 미션(NME-ICT)138)’
등 인도정부의 각종 온라인 교육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에듀테크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인도의 에듀테크 시장규모는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그중
132)
133)
134)
135)
136)

IBEF(2020b), “Education and Training(April 2020),” p. 20.
IBEF(2020b), “Education and Training(April 2020),” p. 11.
KPMG & Google(2017), “Online Education in India: 2021,” p. 7.
IBEF(2020b), “Education and Training(April 2020),” p .3.
단위 시간당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전달 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역폭이 높을수록 많은 데
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137) 2015년 발표된 모디 정부의 국가기술개발 미션으로 인도 인적자원개발공사(NSDC: National Skill
Development Corporation)의 주관 아래 훈련자금지원, 자격증 제도, 창업지원 등을 통해 2022년
까지 4억 명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SDC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디지털 기술훈련 포털 ‘eSkill India’를 운영하고 있다(eSkill India 홈페이지, https://eskill
india.org/Home/about#about(검색일: 2020. 7. 22)).
138) ‘National Mission in Education through ICT’의 약자로 인도 인적자원개발부가 인도의 모든 학
습자들에게 ICT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2009년 발표했다. 계획의 일
환으로 △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립 디지털 도서관(National Digital
Library) △ 9~12학년과 고등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SWAYAM
(Study Webs of Active Learning for Young Aspiring Minds)’ △ 교육기관용 무상 소프트웨어
FOSSEE(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r Education) 등을 운영하고 있다(Indian
Education News.com(2019. 7. 5), “Various initiatives have been taken to promote
Digital Learning under NMEICT,” https://indianeducationnews.com/2019/07/05/variousinitiatives-have-been-taken-to-promote-digital-learning-under-national-mission-on
-education-through-information-and-communication-technology-nmeict/(검색일: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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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리스킬링(re-skilling) 및 온라인 자격증
(38%)과 초ㆍ중등교육 보충학습(30%)이다.139) 이는 인도의 높은 구직자 수,
그리고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인도 에듀테크 시장은 연간 40~50%대의 성장률로 빠르
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인시험 준비 부문과 초ㆍ중등
보충학습 부문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25 참고).
고등교육 부문은 아직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도입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4만개
가 넘는 대학 수와 빠르게 증가하는 인도의 대학 진학률을 미루어볼 때 향후 인
도의 에듀테크 시장을 견인하는 대표 부문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140)
최근 5년래 에듀테크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은 4,500여 개에 달하며,141)
2018년 연간 PE/VC 투자금액은 7억 4,200만 달러로, 2013~17년 누적금액
인 2억 8,9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142) 2018년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바이쥬스 외에는 아직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지만, 인도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의식한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2-23 참고). 2019년 에듀테크 부문에서의 VC 투자건수는 35건, 금액은 약
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46%와 72% 증가한 규모이다.143)

139) 리스킬링(re-skilling)이란 새로운 직업능력(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KPMG & Google
(2017), “Online Education in India: 2021,” p. 10.
140) 인도의 고등교육(대학) 진학률(Gross Enrolment Ratio in Higher education)은 2011/12년
20.8%에서 2018/19년 26.3%로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의 진학률이 같은 기간 19.4%에서 26.4%
로 크게 증가했다(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2019), “All India Survey on
Higher Education 2018-2019,” p. T-47).
141) Inc42(2020. 4. 1),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dtech Startups,” https://inc42.com/
features/the-past-present-and-future-of-edtech-startups/(검색일: 2020. 6. 9).
142) Bloomberg Quint(2019. 3. 10), “Startup Street: Investors Finally Warm Up To Indian
Education Startups,” https://www.bloombergquint.com/technology/startup-street-investorsfinally-warm-up-to-indian-education-startups(검색일: 2020. 6. 10).
143) Bain & Company(2020b), “India venture capital report 202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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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인도 온라인 교육시장의 발전 현황

구분

인큐베이션

초기성장

단계

단계

급성장 단계

성숙 단계

강화 단계

초ㆍ중등교육
공인시험 준비
리스킬링ㆍ온라인 자격증
고등교육
외국어 및 기타
자료: KPMG & Google(2017), p. 9.

표 2-23. 인도 에듀테크 주요 기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설립연도

누적

주요 투자자

/ 본사소재 투자금액

비고

Tencent Holdings, General
2011
/ 벵갈루루

1,370

Atlantic, Lightspeed Venture

2018년 유니콘 등극

Partners, Sequoia Capital India,

K12, 대학입시 대상

InnoVen Capital
Facebook, General Atlantic,
2015
/ 벵갈루루

199

Sequoia Capital India, Blume
Ventures, Nexus Venture
Partners

2012
/ 뭄바이
2011
/ 벵갈루루
2013
/ 뭄바이

197

Kalaari Capital, InnoVen Capital,
Reliance Industries, Lightbox
TAL Education Group, Omidyar

91

Network, GGV Capital, Accel,
Tiger Global Management
Eight Roads Ventures, InnoVen

65

Capital, SAIF Partners, Alteria
Capital, Brand Capital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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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Reliance
Industries가 72.69%
인수

7) 보건의료 서비스: 헬스테크
국민 소득과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
면서 인도에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높아지는 수요에 비해 현재 인도의 의료시스템은 질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물리적, 비용적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 2018년 기준 인도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4.25%(1인당 238달러)로, 이는 다른 BRICS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
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2-26 참고). 인도정부의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또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비중은 65%로 중
국(32%), 브라질(28%) 등을 크게 상회한다. 인구 만 명당 의료진 수는 8.6명
(2018년 기준)으로 중국(19.8명, 2017년)이나 브라질(21.6명, 2018년)의 절
반이 채 안된다.144) 게다가 70%의 의료 인프라가 대도시 20개에 집중되어 있어,
도ㆍ농 의료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45)

그림 2-26. BRICS 국가별 의료비 지출 현황 비교
<A>

<B>

<C>

의료비 총지출/GDP(%)

1인당 의료비 지출(달러)

의료비 개인부담률(%)
65

1,392 1,414

9.75
8.57

1,086

6.24

5.68

36

762

4.25

32

28

238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인도

8

중국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자료: Nasscom(2019b), “Transforming Healthcare & Life Sciences Industry in India: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p. 7-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44)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https://apps.
who.int/gho/data/node.main.HWFGRP_0020?lang=en(검색일: 2020. 6. 26).
145) Transjovan Capital(201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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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도의 본격적인 디지털 수용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헬스테크
(HealthTech)는 2017년 기준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헬스케어 시장이
2022년 3,700억 달러까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146) 비
대면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의료비용 절감 및 의료접근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헬스테크는 △ 질병예측분석 △ 온라
인 헬스케어 서비스(일반의약품(OTC) 전자상거래, 온라인 진료예약 등) △ 원
격의료 △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s) △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 정보화 구축(HMIS, EMR, EHR 등)147) 등
다양한 범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텐센트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프락토(Practo, 벵갈루루)는 일반의약품의 주문 및 배송과 온라인
진료예약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마니팔병원(Manipal Hospitals)
은 방대한 종양학 의료 정보를 기초로 높은 정확도의 암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인공지능 IBM 왓슨(Watson)의 ‘암환자 진료(Watson for Oncology)’
서비스를 인도 최초로 도입해 암 환자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148)
인도 헬스테크 시장의 스타트업 수는 1,200개 이상으로 연간 14%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의 65%는 B2C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분야로는 일반의약품 전
자상거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의료정보 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다.149)
146) IBEF(2020d), “Healthcare(May 2020),” p. 8.
147) 병원 정보화를 구축하는 병원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에는 △ 병원경영업
무를 전산화한 병원경영정보시스템(HMIS: 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의
료기관 내 환자의 기록을 전산화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과 이보다
넓은 범위의 개인 종합 평생 건강기록 정보를 담은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진료지원과 원무행정을 전산화한 처방전달시스템(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 원격진료 등을 지원하는 영상정보(Medical Image) 등이 포함된다.
148)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Digital India: Technology to transform a connected
nation,” p. 16; Manipal Hospitals 홈페이지, https://www.manipalhospitals.com/blog/
manipal-hospitals-is-the-first-healthcare-provider-in-india-to-adopt-watson-for-on
cology-for-upgradation-of-cancer-care(검색일: 2020. 7. 2).
149) Nasscom(2019b), “Transforming Healthcare & Life Sciences Industry in India: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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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는 인도 헬스테크 분야의 주요 스타트업을 소개한 것이다. 2016년부
터 2018년까지 3년간 26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총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으며, 투자의 1/3은 온라인 진료예약, 1/4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이하 EHR)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다.150) 최근에는 원격의료
(Telehealth 또는 Telemedicine)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웨어러블 및 건강관
리 애플리케이션이 주요 투자분야로 각광받고 있다.151)

표 2-24. 인도 헬스테크 주요 기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설립년도

누적

/ 소재지

투자금액

2015
/ 벵갈루루
2008
/ 벵갈루루
2015
/ 그루가온

주요 투자자
Bessemer Venture Partners,

20

InnoVen Capital, Rebright Partners,

분야
온라인 의료 상담
플랫폼

Milliways Ventures, Fusian Capital
Tencent Holdings, Matrix
251

Capital India, InnoVen Capital
Intel Capital, Sequoia Capital,
174

건강정보 제공, 의사 찾기,

Partners, RTP Global, Sequoia 의약품 주문, 진료 예약,

Omidyar Network, Sequoia
Capital India, InnoVen Capital

개인 건강정보 저장
온라인 의약품 정보
제공, 주문 및 배송

Temasek Holdings, Eight
2015
/ 뭄바이

329

Roads Ventures, F-Prime

온라인 의약품 주문

Capital, Bessemer Venture

플랫폼

Partners, KB Financial Group
2015
/ 벵갈루루
2016
/ 벵갈루루

Accel, Trusted Insight, Pi
41

Ventures, Chiratae Ventures,
Chiratae Ventures

효과적인 영상의료정보
해석을 위한 AI 플랫폼

Temasek Holdings, Axis Bank,
405

Kalaari Capital, Accel, InnoVen
Capital

온ㆍ오프라인
건강 피트니스 코칭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

150) Nasscom(2019b), “Transforming Healthcare & Life Sciences Industry in India: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 51.
151) Nasscom(2017), “HealthTech in India: Are we there yet?”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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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헬스테크 도입 수준은 아직 초기 성장단계로, [그림 2-27]에서와 같이
메트로시티의 다국적 제약회사나 민간병원 이외에는 도입 수준이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의 도입 수준도
BRICS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1차 진료기관의 80% 이상이
환자의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환자들의 재진료, 재검사로 인한
추가비용을 높이고 있다.152)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인 의료보험 ‘인도 국민
건강보험 프로젝트(Ayushman Bharat)’, 일명 모디케어를 출범(2018년 9월)
시킨 데 더해 의학대학 증설 계획인 ‘PMSSY153)’의 단계적 추진, 24시간 영상ㆍ
음성통화 및 문자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국가원거리상담센터(CoNTeC: National
Teleconsultation Centre)’의 출범(2020년 3월) 등은 헬스테크의 도입을 가
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7. 인도의 보건의료 분야별 헬스테크 도입 수준

자료: Nasscom(2019b), “Transforming Healthcare & Life Sciences Industry in India: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 28, p. 34, p. 40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52) Nasscom(2019b), “Transforming Healthcare & Life Sciences Industry in India: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 12.
153) Pradhan Mantri Swasthya Suraksha Yojana의 약자로, 2019년 8월 75개의 의학대학을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3단계 계획이 승인됨(IBEF(2020d), “Healthcare(May 202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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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 애그테크(AgTech)
농업은 인도 노동인구의 6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분야로서 농업생산량 증
대가 곧 농촌지역 소득증가로 연결되는 만큼 인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는 풍부한 토지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세계 최대 규
모의 향신료, 두류, 우유, 차(茶), 쌀, 밀, 과일, 채소, 오일시드 등의 생산국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농업 환경은 인도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
해하고 있다. 인도의 영농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영세(호당 경지면적
1.1ha)하고 경지면적당 수확량도 브라질, 중국 등 국가들의 절반 이하에 불과
하다.154) 이에 더해 대부분의 영세 농가들은 토양이나 기상변화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여력은 물론, 생산한 농산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155) 농촌지역의 낮은 금
융서비스 접근성 또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금융기관을 통한 고리
대금 이용은 부채의 악순환을 야기하며, 작물보험(crop insurance)에 대한 인
지도나 활용률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156)
그러나 최근 디지털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애그테크(AgTech 또는 Agritech)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griculture Grand
Challenge(농업부 주관)’와 ‘Agri Udaan(농업기술위원회, ICAR 주관)’ 등,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2020년 4월 기준 인도
애그테크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은 470여 개에 달한다.157) 2018년 세 건에
154)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Digital India: Technology to transform a connected
nation,” p. 73.
155) 특히 보관 및 운송과정에서 40%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2013년에는 그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Digital India: Technology to transform
a connected nation,” p. 14, p. 73).
156)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Digital India: Technology to transform a connected
nation,” p. 73.
157) Tracxn(2020. 4. 16), “AgriTech Startups in India,” https://tracxn.com/explore/Agri
Tech-Startups-in-India(검색일: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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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했던 VC 투자는 2019년에만 23건을 기록했으며 투자금액 또한 2억 5천
만 달러로 전년대비 4.6배로 확대되었다.158)

그림 2-28. 애그테크(AgTech)의 적용과 인도의 주요 플랫폼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Digital India: Technology to transform a connected nation,” p. 74;
Nasscom(2019a), “Agritech in India: Emerging Trends in 2019(July 2019),” pp. 13-18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애그테크 기업들은 [그림 2-28]에서와 같이 농가를 위한 디지털 금융지원부
터 자문, 모니터링, 농기계 공유, 소비자 직거래까지 농작물 생산 전 과정에 걸
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FarMart는 농가소득 및 자산, 경작규모나 작물 종류 등
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신용카드(virtual credit card)를 이용한 저리(低利)
의 온라인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크롭인(CropIn)이나 타타트러스트(Tata
Trust)의 엠크리시(mKRISHI)는 디지털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효율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아그로스타(Agrostar)
는 유기농 비료를 직접 제조하고 농가에 배송한다. 트렉터 등 값비싼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마힌드라그룹(Mahindra Group)의 Trringo 외에도 Gold Farm
158) Bain & Company(2020b), “India venture capital report 2020,”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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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EM3 AgriServices는 영세농가의 고정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중간 유통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소비자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에는 구매 후 12시간 내 배
송 시스템을 도입한 닌자카트(Ninjacart)나 크로팜(Crofarm), 그리고 농업부
가 16개 주를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전자 농산물 시장(eNAM: electronic
National Agriculture Market) 등이 대표적이다.

다. 기업 현황과 성장 분야
본 절에서는 Crunchbase사(社)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남방지역 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의 현황과 유망 분야를 파악고자 한다. Crunchbase
사는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기업으로 전 세계 100만 개 이상의 기업 및 벤
처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투자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159)의 참여를 기반으로 수집된다.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확
보하고자 3,700개 이상의 투자 회사들이 매월 업데이트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검증하
고 오류를 개선하고 있다.160)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상세
정보(창업일, 펀딩 규모, 인수합병 내역, 상장 여부, 창업가 등)를 제공하며, 전
통적인 산업 분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체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새롭게 출현
한 산업(승차 및 차량공유 등)을 포함한 700개 이상의 세부 산업들로 구성된
데이터를 가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 및
산업별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161)
분석 대상국가는 아세안 6개국(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 인도이며,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최근 역내에
159) 경영진, 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
160) Crunchbase 홈페이지, https://about.crunchbase.com/products/the-crunchbase-difference/
(검색일: 2020. 9. 16).
161)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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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중인 10개 분야를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해당 분야에서의 기업 현황과 특징을 국가별로 비교ㆍ분석하였다. 특
히, 기업 수가 많거나 자금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 분야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남방지역 내 유
망 분야를 도출하였다(표 2-25 참고).

표 2-2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 현황(분석 방법)
구분
분석 국가
분석 대상
분석 자료

내용
∙ 아세안 6개국(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 인도
∙ 인터넷 플랫폼 관련 기업(스타트업 포함)
∙ Crunchbase Database, www.crunchbase.com(검색일: 2020. 6. 16)
∙ NASSCOM 발간 스타트업 보고서 등
(1) 검토 대상 분야 선정 → 총 10개 분야

분석 과정

(2) 위의 10개 분야에 대한 국가별 기업 현황 분석
(3) 유망 분야 도출

자료: 저자 작성.

1) 검토 대상 분야 선정
신남방지역 기업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주요 분야로서 총 10개의 검토 대상 분야를 선정하였다.
Crunchbase 사의 아세안 상위 10,000대 기업 데이터(ASEAN Companies
(Top 10K))에 의하면, 최근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입된 펀딩 규모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4분기까지 약 720억 달러가 유치되었다(누적액
기준, 그림 2-29 참고). 분야별로는 차량 및 승차공유,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인터넷, 운송 등의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표 2-26 참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고,
기업의 사업 분야(sector)를 명시할 때도 여러 분야를 중복으로 선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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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분야별 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펀딩 총액(누적액)보
다 과다 산정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연관 분야
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업 영역이 광범위한 분야(인터넷, 운송 등)를 제외
하였으며, 펀딩 총액(누적액)이 아닌 분야별 펀딩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
로 분야별 비중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펀딩 규모가 상위권인 3개 분야(△ 전자
상거래 △ 차량 및 승차공유 △ 음식배달)를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62)

그림 2-29. 아세안 상위 10,000대 기업
대상 펀딩 추이(2016~20년)

표 2-26. 아세안 상위 10,000대 기업
현황(분야별)

(단위: 십억 달러)

(단위: 기업 수(개), 금액(십억 달러)

분야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주: 아세안 상위 10,000대 기업(스타트업 포함)을 대상으로
유치된 자금의 누적액임.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활용
하여 저자 작성.

펀딩 규모
금액

비중

16

14.8

11.8%
11.8%

1,200

14.7

인터넷

909

10.9

8.7%

운송

38

10.4

8.3%
15.8%

차량/승차공유

펀딩 규모

기업 수

5

19.8

부동산

284

9.4

7.5%

금융

293

9

7.2%

정보

1,200

8.7

7.0%

결제

103

8.6

6.9%

기타

5,600

18.7

15.0%

분야 합계*

9,648

125.0

100.0%

주: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특정 기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
한 경우가 많아 일부 펀딩 금액이 중복으로 ‘분야 합계’에
포함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활용
하여 저자 작성.

추가로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와 신남방지역 내 기업들의 주요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NASSCOM(2019c)은 2014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163)이 50%를 초과하는 고성장 분야로 에듀테크,
162)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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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모빌리티, 헬스테크 등을 손꼽았다. 분야별 스타트업 수를 살펴보아도
헬스테크(14%)와 핀테크(10%)가 1/4 정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
림 2-30 참고).164) 이를 고려하여 △ 핀테크 △ 헬스케어 및 △ 교육을 검토 범
위에 추가하였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첨단기술이자 Crunchbase 사의
아세안과 인도 기업 리스트에서 자주 중복되는 사업 영역인 △ 인공지능(AI) △
클라우드 △ OTT를 추가하였으며, 인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 농업을 포함하였다.165)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파트의 검토 분야로 ① 전자상거래 ② 차량 및 승차
공유 ③ 음식배달 ④ 핀테크 ⑤ 헬스케어 ⑥ 교육 ⑦ 인공지능(AI) ⑧ 클라우드
⑨ OTT ⑩ 농업 등 총 10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그림 2-30. 인도 스타트업 현황(분야별)
(단위: %)
13.0%

기업(Enterprise)*
2.0%

헬스테크(Healthtech)
핀테크(Fintech)

19.0%

3.0%

HR테크(HRTech)
에듀테크(EdTech)

3.0%

소매업 관련(Retail & Retail Tech)
여행업 관련(Travel and Hospitality)
SCM 및 물류(Logistics)

3.0%

8,900 ~ 9,200
스타트업

4.0%

14.0%

부동산 및 건설
자동차

4.0%

산업 및 제조
음식 관련

4.0%

모빌리티(Mobility)
농업 관련(AgriTech)

10.0%

4.0%

기타

5.0%

6.0%

6.0%

주: 1)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스타트업 수를 기준으로 작성.
2) 기업(Enterprise)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관련 플랫폼 기업 등을 포함.
자료: NASSCOM(2019c), “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Leading Tech in the 20s,”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6).

163) Compound Annual Growth Rate.
164) NASSCOM(2019c), “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Leading Tech in the 20s,”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6).
165)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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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현황 분석166)
앞서 도출된 총 10개의 검토 대상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6개국 및 인도의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야별로 유입된 펀딩 금액을 집계한
결과, 역내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분야는 전자상거래였다. 10개 분야
총액 중 약 36.9%인 400억 6,031만 달러가 해당 분야로 유입되었다. 뒤이어
음식배달(16.7%), 차량 및 승차공유(13.4%), 핀테크(12.9%), 헬스케어(10.2%)
등의 순으로 펀딩 비중이 높았다(그림 2-31 참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도와
싱가포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펀딩 금액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는 달리 음식
배달 분야에서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기업 및 스타트업이 80% 이상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 차량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싱가포르로 자금이 집중되
고 있으며, 핀테크의 경우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표 2-27 참고).

그림 2-31. 신남방지역 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에의 펀딩 규모(분야별)
(단위: 십억 달러)

주: 1) 7개국(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펀딩 금액 합계 기준임.
2)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특정 기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금액이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66)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정량 분석은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이용하여 작
성함. 단,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특정 기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펀딩 금액과 기업 수
집계 시 일부 데이터가 중복 반영되었으며, 본사(headquarter) 위치를 기준으로 국별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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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신남방지역 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에의 펀딩 비중(분야별)
(단위: %)

국가

분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분야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합계

전자상거래

25.4

1.0

0.7

0.5

10.3

0.7

61.3 100.0

차량 및 승차공유

69.2

0.1

0.1

0.0

0.0

0.0

30.6 100.0

음식배달

54.8

0.0

0.2

0.0

26.7

0.0

18.4 100.0

핀테크

8.0

1.0

0.4

3.2

3.4

0.7

83.2 100.0

헬스케어

11.4

0.4

0.6

6.2

1.5

2.7

77.1 100.0

교육

3.2

1.9

0.4

0.4

4.6

0.3

89.3 100.0

AI

61.7

0.0

1.7

0.0

1.9

1.5

33.3 100.0

클라우드

19.4

0.0

0.0

0.1

0.0

0.5

80.0 100.0

OTT

5.3

2.4

25.9

0.5

1.9

0.1

63.9 100.0

농업

14.2

0.6

0.8

0.3

3.9

1.2

79.0 100.0

주: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기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금액이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각국의 분야별 펀딩 금액을 산출하여 살펴보면 [그림 2-32]와 같다. 인상적
인 부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유독 OTT 분야로의 펀딩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동남아의 넷플릭스로 일컬어지며 현재 12개국167)에서 서비
스를 제공 중인 아이플릭스에 유입된 자금 덕분이었다. 인도네시아는 고젝 등
에 대한 투자 덕분에 음식배달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전자상거래보다 더 많은
유일한 국가였다. 필리핀과 태국에 설립된 헬스케어 기업의 경우 펀딩 규모 자
체는 작은 편이나 해당 국가 내에서의 비중은 각각 49.9%, 39.4%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펀딩 금액을 기준으로는 10개의 검토 분야 중 ‘전자상거래’와 ‘공유경제
연관 분야(차량 및 승차공유, 음식배달 등)’가 유망 분야로 파악되었다. 국가별
특징을 반영하는 경우 ‘OTT(말레이시아)’와 ‘핀테크(인도, 필리핀, 베트남)’ 또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167)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브루나이, 몰디브,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iflix blog, “About iflix,” https://blog.iflix.com/about/(검색일: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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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신남방지역 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에의 펀딩 비중(국가별)
(단위: %)

분야

국가
④

⑤

국별
⑥

⑦

⑧

⑨

⑩

합계

①

②

③

싱가포르

29.5

29.2

28.9

3.2

3.7

0.4

3.1

1.1

0.2

0.7 100.0

베트남

55.9

1.4

1.0

19.1

6.2

10.4

0.0

0.1

4.5

1.4 100.0

말레이시아

32.2

2.2

3.6

7.0

7.9

1.6

3.4

0.1

40.5

1.5 100.0

필리핀

15.3

0.0

0.1

32.6

49.9

1.2

0.0

0.1

0.5

0.4 100.0

인도네시아

41.7

0.0

48.8

4.8

1.7

1.8

0.3

0.0

0.3

0.7 100.0

태국

38.9

0.3

0.1

12.7

39.4

1.4

3.4

1.2

0.1

2.6 100.0

인도

40.6

7.4

5.5

19.2

14.2

5.9

1.0

2.6

1.4

2.2 100.0

주: 1) 본 연구가 선정한 10개의 검토 분야(① 전자상거래 ② 차량 및 승차공유 ③ 음식배달 ④ 핀테크 ⑤ 헬스케어 ⑥
교육 ⑦ 인공지능(AI) ⑧ 클라우드 ⑨ OTT ⑩ 농업)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임.
2)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기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금액이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분야별 기업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전자상거래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그림 2-33 참고). 전자상거래가 전체 기업 수의 38.8%를 차지하고 있
고, 해당 분야가 펀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36.9%) 또한 높았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교육
(18.8%)과 헬스케어(18.6%) 분야를 포함하면 70% 이상이 단 3개 분야에 집중
된 상황이다. 국가별로는 전체 기업 수의 72.8%가 인도에 설립되었다. 이는 인
도가 펀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55.7%)보다 약 17%p 높은 수준으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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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창업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상황으로 보인다.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가
핀테크, AI 등의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음식
배달, 핀테크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었다(표 2-28 참고).

그림 2-33. 신남방지역 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 현황(분야별 기업 수)
(단위: 기업 수(개))

주: 1) 7개국(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에 위치한 기업 수 합계 기준.
2)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기업/스타트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은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8. 신남방지역 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 비중(분야별 기업 수)
(단위: %)

국가

분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분야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합계

전자상거래

8.5

4.5

3.9

2.0

6.8

1.9

차량 및 승차공유

14.4

4.8

8.2

2.1

8.2

2.1

72.4 100.0
60.3 100.0

음식배달

8.5

2.2

3.6

1.4

9.6

4.1

70.6 100.0

핀테크

27.1

1.7

4.1

3.1

9.6

2.6

51.7 100.0

헬스케어

11.4

1.8

3.1

1.6

4.2

1.5

76.4 100.0

교육

7.3

3.6

2.2

1.8

5.1

1.0

78.9 100.0

AI

22.0

1.4

2.6

1.2

2.4

1.4

69.1 100.0

클라우드

13.8

2.9

2.7

2.3

4.0

1.7

72.6 100.0

OTT

15.5

4.9

6.4

3.3

5.1

2.6

62.2 100.0

농업

5.1

2.1

5.7

2.4

8.2

1.1

75.4 100.0

주: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기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금액이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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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는 각국의 분야별 기업 수 비중을 산출한 결과이다.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뒤이어 헬스케어와 교육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상거래(30.5%)뿐 아니라 헬스케어(19.6%),
교육(12.8%), AI(12.2%), 핀테크(12.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및 기업 활동이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교육 분야의 비중(20.1%)이 상대적
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인도 또한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가 각각 20.4%, 19.5%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 수를 기준으로는 ‘전자상거래’, ‘교육’ 및
‘헬스케어’가 유망 분야이자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 수 비중(국가별)
(단위: %)

분야

국가
①

②

③

④

⑤

국별
⑥

⑦

⑧

⑨

⑩

합계

싱가포르

30.5

1.1

1.6

12.1

19.6

12.8

12.2

3.7

4.5

1.9 100.0

베트남

52.8

1.2

1.3

2.5

9.9

20.1

2.5

2.5

4.6

2.6 100.0

말레이시아

42.7

1.9

2.0

5.7

16.6

11.9

4.4

2.2

5.8

6.8 100.0
5.1 100.0

필리핀

39.6

0.9

1.4

7.7

15.1

17.7

3.7

3.4

5.4

인도네시아

45.1

1.1

3.3

7.9

13.3

16.5

2.4

2.0

2.7

5.7 100.0

태국

43.1

1.0

4.9

7.5

16.7

11.4

4.9

2.9

4.9

2.6 100.0

인도

38.6

0.7

1.9

3.4

19.5

20.4

5.7

2.9

2.7

4.3 100.0

주: 1) 본 연구가 선정한 10개의 검토 분야(① 전자상거래 ② 차량 및 승차공유 ③ 음식배달 ④ 핀테크 ⑤ 헬스케어 ⑥
교육 ⑦ 인공지능(AI) ⑧ 클라우드 ⑨ OTT ⑩ 농업)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임.
2)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특정 기업이 2개 이상의 분야를 표기한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은 중복 반영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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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망 분야 도출
위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망 분야로 △ 전자상거래 △ 공유경제(차량 및 승차공유, 음식배달 등) △ 교
육 △ 헬스케어 △ 핀테크를 도출하였다. 기업 수가 많거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분야일수록 해당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위 분야들은 2절 앞부분에서 분석
한 바와 같이 신남방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파악되
었고, 현지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에듀테
크, 핀테크, 모빌리티, 헬스테크 등이 최근 연평균 성장률이 50%가 넘는 고성
장 분야로 평가된 바 있다는 점168)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공유경제는 역내 모든 국가에서 창업과 자금 유치가 활
발한 대표 분야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는 중국 등 외국 기업의 투자
처로서도 각광받아 왔으며, 승차공유는 현지 온라인 플랫폼 성장을 이끄는 핵
심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인도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수요
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자국 및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 공유 주거 서비스 등 공유경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유경제의 경우 세부 분야별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외출을 기피하면서 대면 접촉이 필요한
분야(차량 및 승차공유, 숙박공유 등)는 적자를 기록 중이나,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음식배달, 공유주방 등은 전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성
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169)
교육 및 헬스케어 분야는 펀딩 규모 자체는 큰 편이 아니었으나, 창업 기업
168) NASSCOM(2019c), “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Leading Tech in the 20s,”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6).
169) “The Results Are In for the Sharing Economy. They Are Ugly”(2020. 5. 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0. 12); 「[토요워치] “코로나 탓”… “코로나 덕” …엇갈린 공유경제」(2020. 5.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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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
으로 보인다. 두 분야 모두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나 아세안과 인도의 거대 인
구규모, 중산층의 증가와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비대면 서비스 활
성화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아세안에서는 주
로 에듀테크와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이 주목받으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인
도의 스타트업 중 1/5 정도가 두 분야에 집중된 상황이었다.170)
마지막으로 핀테크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역내 주요국의 관심 분
야이다. 아세안에서는 글로벌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인도에서도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비현금 결제서비스가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다음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된 분야 중
하나로 현금 결제가 일반적이었던 인도에서 디지털 결제서비스 이용 비중을 늘
리고 있다. 대안대출,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Crunchbase 사의 데
이터베이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앞서 도출된 시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유망 분야를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3. 기업 사례
가. 동남아시아
동남아 시장은 현지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이미 우버, 아마존 등 글로
벌 플랫폼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으나 후발 주자인 그랩, 고젝, 토코피디아,
트래블로카(Traveloka) 등 현지 플랫폼이 급성장해 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70) NASSCOM(2019c), “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Leading Tech in the 20s,”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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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은 동남아 차량 공유시장을 선점한 우버를 인수하고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고젝도 동남아 최대 시장 인도네시아의 대
표적인 슈퍼앱(Super-App)으로 성장해 동남아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의 주요 플랫폼 이외에도 동남아에서 성장 중인 한국 플랫폼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에서 한국 플랫폼 사례로 채택한 기업은 웹툰(Webtoon)171)
기반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로 한류의 영향력이 높은 동
남아 시장에서 웹툰은 물론 영화, 드라마 등 2차 콘텐츠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데카콘 플랫폼 기
업인 그랩과 고젝, 동남아 현지에서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 중인 한국 웹
툰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비교ㆍ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2-35. 아세안의 주요 유니콘 기업 개요

자료: https://greenhouse.co/blog/innovation-network-southeast-asia/(검색일: 2020. 7. 30).

171) 웹툰이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PC 및 모바일 전용으로 제작한 만화 콘텐츠를
의미한다. 보통 해외시장에서는 ‘웹코믹(Webcomic)’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
서는 ‘웹망가(Webmannga)’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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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랩(Grab)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로 창업한 후 빠른 속도로
아세안 주요 도시로 영업 지역을 확대해 현재 아세안 8개국(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339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172) 그랩은
빠른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존 동남아 차량 호출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우
버와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으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활용해 차량 호출 시장
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후 2018년 그랩은 인수ㆍ합병을 통해 기존 우버
의 사업권을 확보했으며 우버는 그랩의 지분 27.5%를 보유하게 되었다. 해외
시장 진출과 우버와의 합병으로 동남아 전역에 영업망을 구축한 그랩은 사업
분야를 화물, 배달, 쇼핑 등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슈퍼앱으로 성장
했다.173)

그림 2-36. 그랩의 서비스 규모 성장 추이(2017. 3~2019. 8)

자료: Grab(2019), p. 6.

172) Grab(2019), p. 6.
173) 매일경제(2018), 「우버, 동남아 사업 ‘라이벌’ 그랩에 매각 합의(종합)｣,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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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은 2014년 4월 최초 투자유치인 Series A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Series I까지 약 98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그랩의 핵심 투자
자는 소프트 뱅크, 토요타 등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자가 주를
이루며 한국의 SK, 현대자동차 등도 최근 그랩에 투자했다. 그랩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자금투자 이외에 기술적인 제휴를 통해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를 그랩에
제공해 그랩의 추천 엔진에 사용자의 데이터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랩은 마이크로소프
트와의 협력하에 승객 위치 확인을 위한 이미지 인식, 모바일 얼굴 인식 시스
템, 사기 방지 서비스 등 다양한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그랩
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 차량공유 시장에 합류했다. 현대자동차는 1회 충전
에 약 400km를 주행하는 코나EV를 그랩에 제공하고 그랩과의 협업을 기반으
로 동남아 전기차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며, 그랩 또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노리고 있다.

표 2-29. 그랩의 투자유치 개요
(단위: 백만 달러)

그랩(Grab)
유치 라운드
Series I

날짜
2/25/2020

투자자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TIS INTEC
Group

Series H - VI

6/27/2019

Invesco, Experian Ventures

Series H - V

3/6/2019

SoftBank Group

Series H - IV

1/7/2019

Tokyo Century Corporation

Series H - III

10/9/2018

Microsoft, Booking Holdings 외 4개사
Lightspeed Venture Partners, Vulcan

Series H - II

8/2/2018

Line of Credit - II

6/18/2018

HSBC

Series H

6/13/2018

Toyota

Corporate Minority-II 3/26/2018

Capital 외 7개사

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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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856
300
1,460

900
1,000

1,000

표 2-29. 계속
(단위: 백만 달러)

그랩(Grab)
유치 라운드

날짜

투자자

Series G - III

1/11/2018

Line of Credit

10/20/2017 Undisclosed Investors

금액

SK Group, and Hyundai Motor Company

Series G - II

8/30/2017

Toyota

Series G

7/24/2017

SoftBank Group, and Didi Chuxing

Corporate Minority

4/1/2017

Emtek Group

Unattributed

12/1/2016

Tokyo Century Corporation

Series F

9/20/2016

Honda Motor Co., SoftBank Group

Series E

8/14/2015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oatue
Management, Didi Chuxing

700

2000

750
350

Incubator/Accelerator 8/6/2015

500 Accelerator

0

Series D

12/4/2014

SoftBank Group

250

Series C

10/21/2014

Series B

5/29/2014

Series A

4/8/2014

Tiger Global Management, GGV Capital 외
3개사
GGV Capital, Vertex Ventures SE Asia,
Qunar
미공개 투자, 500 Startups, Vertex Ventures
SE Asia
총액

65
15
10
9,656

자료: CB insights, https://www.cbinsights.com(검색일: 2020. 6. 20).

그랩은 자체 서비스 분야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 이외에도 다수의 기업에 대
한 투자와 인수를 통해서도 서비스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랩의 대
표적인 인수 사례로는 2018년 우버와의 인수 합병이 언급된다. 이외에도
2017년 전자상거래업체 ‘쿠도(Kudo)’, 2018년 모바일 결제기업 ‘이카즈
(iKaaz)’, 2020년 로보어드바이저 ‘벤토(Bento)’ 등도 주요 인수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 인수 이외에도 자전거공유(oBike), 택배(Ninja Van), 승차공유 서
비스간 협업(Splyt), 모바일 결제(OVO), 식료품배달(HappyFresh), 핀테크
(Moca) 등 다양한 유관업종에도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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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그랩의 주요 투자 및 인수기업 개요
투자일

기업명

금액

5/5/2020

Ninja Van

155

4/9/2020

Ninja Van

114

2/4/2020

Bento

5.35

6/25/2019

Splyt Technologies

8

4/25/2019

Ninja Van

10

11/14/2018

Ovo

-

9/5/2018

Moca Mobile Payment

-

7/24/2018

HappyFresh

-

3/26/2018

Uber Southeast Asia

3/13/2018

Grab Financial Services Asia

-

3/13/2018

Grab Financial

-

비고

인수

인수

1/17/2018

iKaaz

-

9/28/2017

Drive.ai

15

8/16/2017

oBike

45

2/13/2017

Kudo

-

인수

인수

자료: CB insights, https://www.cbinsights.com(검색일: 2020. 6. 20).

2012년 택시 호출 서비스로 창업한 그랩이 본격적으로 차량 공유(Car
Hailing) 서비스로 성장하게 된 시점은 2014년 ‘그랩카(GrabCar)’를 출시하
면서부터이다. 그랩은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서
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14년 기존 동남아 차량공유 시장을 선점하
고 있던 우버와의 경쟁을 위해 차량공유 서비스 그랩카, 오토바이 서비스 수요
가 높은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에서 ‘그랩바이크(GrabBike)’를 출시하면서
창업 초기 택시 호출 서비스에 머물러 있던 서비스 영역을 차량공유로 확대했
다. 이후 2018년 기존 동남아 차량공유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우버의 사업권을
그랩이 인수하게 되면서 그랩은 동남아를 대표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로서 입지
를 차지했다. 2014년 그랩이 그랩카와 그랩바이크 출시를 통해 차량공유 서비
스 플랫폼으로 변화한 후, 2015년 소형 화물택배 서비스인 ‘그랩익스프레스
(GrabExpress)’, 출퇴근 동승자와 차량을 공유하는 ‘그랩힛치(GrabHit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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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시하면서 차량공유 서비스 이외의 생활서비스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랩의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본격적인 변화는 2016년에 본격화되었다.
2016년 식음료 배달 서비스인 ‘그랩푸드(GrabFood)’가 출시되면서 기존 오토
바이 택시 서비스에 머물러 왔던 그랩바이크 종사자들의 서비스 참여 범위가 크
게 확대되었다. 또한 충전식 지불 시스템인 ‘그랩페이(GrabPay)’를 출시해 기존
신용카드와 현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결제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에도 합류했다. 이후 그랩페이는 그랩카, 그랩바이크, 그랩푸드 등 그랩의
주력 서비스에 활용되면서 동남아를 대표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잡았
다. 2017년에는 대형차량 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그랩코치(GrabCoach)’, ‘그랩
셔틀(GrabShuttle)’ 등을 출시하며 차량공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도
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도를 인수했다. 그랩의 쿠도 인수는 기존 그랩의
자체 서비스에만 활용되던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랩페이의 활용 범위를 타 플
랫폼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이후 그랩페이는 여행, 숙소 및 각종 예
약 사이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자사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활용되
었다. 이후 그랩은 2018년에는 장보기 서비스인 ‘그랩프레쉬(GrabFresh)’, 가
사 서비스인 ‘클린앤픽스(Clean & Fix)’를 비롯해 각종 호텔, 티켓 예약 서비스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표 2-31. 그랩의 연대별 서비스 분야 확대 개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GrabPay
GrabFood

My Taksi

GrabTaxi

GrabCar
GrabBike

Grab

Grab for

Express

Business

GrabHitch GrabPay
Credits
GrabShare

2017년

2018년

2019년

GrabCoach
GrabShuttle
JustGrab

Videos

Kudo

GrabFresh Hotels

GrabNow

GrabWheels Tickes

GrabRewards

Clean & Fix

Merchan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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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계속
2012년

택시 호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차량 공유

화물

식음료 배달

오토바이

출퇴근

모바일 결제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

2017년

2018년

2019년

버스 공유
전자상거래

장보기

현장서비스

전통스쿠터 생활서비스

각종 예약

모바일 결제

자료: Grab(2019), p. 18을 참고해 저자 작성.

그랩은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시작해 다양한 분야의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전자결제 서비스인 그랩페이를 활용한 종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으로의 변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낮은 계좌 보급률과
높은 모바일 보급률은 전통적인 금융 결제보다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랩은 이러한 모바일 결제 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해 2016년 그랩페이
의 출시와 동시에 사업 영역을 다양한 금융 솔루션으로 확대했다. 그랩은 그랩
페이의 사업영역 확대와 동시에 테크핀 사업을 기반으로 2018년 ‘그랩 파이낸셜
그룹(Grab Financial Group)’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금융업으로 사업영역 확
장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0년 초 싱가포르 로보어드바이저 ‘벤토(Bento)’를
인수해 사명을 ‘그랩인베스트(GrabInvest)’로 바꾸고 그랩 파트너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그랩은 지금까지의 종합
생활 서비스 수퍼앱을 넘어 종합 금융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7. 그랩 인베스트의 파트너 기업 개요

자료: 그랩 파이낸셜 그룹, https://www.grab.com/sg/grab-financial-group/(검색일: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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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젝(Go-Jek)
동남아 시장에서 그랩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고젝은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유니콘이자 데카콘 기업으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수퍼앱 플랫폼이
다. 2백만 명 이상의 운전자, 20여 종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운
로드는 1억 9천만 회를 상회하면서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주
도하고 있다.174) 창업 초기 서비스인 오토바이 및 차량 호출에 이어 화물, 마사
지, 화장, 청소, 음식배달, 쇼핑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인도네
시아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확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기업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젝은 ‘Go-서비스 분야’ 형태(예: Go-Food)
로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배송이 가능한 거의 모든 생활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
역을 확대했으며, 또한 ‘고페이(Go-Pay)’라는 간편결제 솔루션을 대다수 고젝
등록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고젝 이외의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와도 제휴해
인도네시아의 전자결제 시장도 선도하고 있다.
고젝의 투자유치는 2016년 Series B부터 Warburg와 같은 사모펀드로부터
5.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17년부터는 중
국과 미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구글은 물론 인도네시아 재계 1위 자
동차 생산ㆍ판매 기업인 Astra International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
하는 데 성공했다.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역내 투자가 위축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12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174) Gojek, https://www.gojeck.com(검색일: 2020. 7.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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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고젝의 투자유치 개요
(단위: 백만 달러)

고젝(GoJek)
투자유치 라운드

날짜

투자자

Series F - V

3/17/2020

비공개

Series F - IV

10/17/2019 Cool Japan Fund

Series F - III

7/8/2019

Mitsubishi Corporation, AIA Group 외 4개사

Series F - II

3/4/2019

Astra International

Series F

2/1/2019

Tencent Holdings, Google 외 3개사

금액
1,200
50

100
1,000

Incubator/Accelerator 9/5/2018

Google Launchpad Accelerator

Series E

4/11/2018

Allianz X

Series D

1/18/2018

Warburg Pincus, Tencent Holdings 외 10개사

Series C

7/5/2017

Tencent Holdings

150

Series B

8/4/2016

Warburg Pincus, DST Globa 외 8개사

550

Series A

12/31/2014 자사
총액

35
1,500

2
4,587

자료: CB insights, https://www.cbinsights.com(검색일: 2020. 6. 20).

고젝은 글로벌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와 동시에 서비스 확대와 성장에 기
여할 수 있는 다수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사업 영역을 적극 확대했다. 특히 수퍼
앱 전략이 본격화된 2017년에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까르뚜꾸(Kartuku)’, 인
도 온라인 결제 게이트웨이 ‘미드트랜스(Midtrans)’, P2P 대출기업 ‘마빤
(Mapan)’ 등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적극 인수했다. 2018년에는 교육 기업 ‘프
로모고(Promogo)’, 2019년에는 필리핀 가상화폐 기업 ‘코인스(Coins.ph)’,
인도의 인공지능 채용 플랫폼 에어씨티오(AirCTO)’, 모바일 POS 스타트업
‘모까(Moka)’ 등을 인수했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
드의 지분 4.3%를 인수하는 한편 중국의 유력 전자상거래 업체 JD.com의 인
도네시아 지사인 JD.id의 지분을 일부 인수했으며, JD.id는 2020년 인도네시
아에서 여섯 번째로 유니콘 반열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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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고젝의 인수 및 투자 개요
투자일

기업명

금액(백만 달러)

2/21/2020

JD.id

-

2/18/2020

Blue Bird

30
-

비고

1/30/2020

Zulu

12/11/2019

Moka

-

인수

6/12/2019

AirCTO

-

인수

1/18/2019

Coins.ph

-

인수

9/17/2018

Promogo

-

인수

9/5/2018

Kumparan

-

6/29/2018

PasarPolis

8

4/27/2018

Pathao

-

12/16/2017

Mapan

-

인수

12/15/2017

Midtrans

-

인수

12/15/2017

Kartuku

-

인수

11/28/2017

Pathao

2

8/8/2017

Loket

-

인수

11/7/2016

Leftshift Technologies

-

인수

10/25/2016

MVCommerce

-

인수

9/27/2016

Pianta

-

인수

4/21/2016

HaloDoc

-

2/19/2016

C42 Engineering

-

인수

2/19/2016

CodeIgnition

-

인수

자료: CB insights, https://www.cbinsights.com(검색일: 2020. 6. 20).

고젝은 2010년 창업 초기 전화기 10여 대로 단순히 고객 호출을 연결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와 같은 형태의 앱 기반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
는 2015년이다. 2015년 앱 기반 사업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오토바이 영업망
구축에 많은 보조금을 투입해 오토바이 배송 기반을 선점하면서 동종 업체들과
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이후 차량 호출, 화물, 마사지, 화장, 청
소, 음식배달, 쇼핑, 간편결제 등 각종 생활 관련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
며 기존 고젝 앱에서 일부 생활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고라이프(Golife)’를 출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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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고젝의 연대별 서비스 분야 확대 개요

자료: Raditya Gumay(2018), p. 3.

고젝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종합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창업 초기 빠르게 확장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중 실적
이 부진한 일부를 구조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고젝의 생활서비스
고라이프의 경우 청소 서비스 ‘고클린(GoClean)’과 마사지 서비스 ‘고마사지
(GoMassage)’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며 나머지 서비스는 실적 부진으로 서
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5)
고젝은 일부 생활서비스가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오토바이 물류
네트워크와 전자결제 시스템인 고페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결제 및 금융 관련
신규 사업들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시 초기 모바일 결제 시스
템으로 시작한 고페이가 점차 대출, 보험, 납세, 쇼핑, 호텔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할인혜택을 부여하면서 그랩과 경쟁
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5) 「배차 앱 고젝, ‘고라이프’ 많은 서비스 중단키로」(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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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랩과 고젝 경영전략 비교
그랩과 고젝의 성장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2010년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시작된 차량공유 시장은 그랩과
고젝이 출시되기 이전에 글로벌 차량공유 스타트업인 우버가 선점했다. 우버는
동남아 진출 초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최고~최저 요금제(예: 거리ㆍ시간에
따라 최소 2달러~최대 5달러)를 활용했다. 하지만 동남아 지역은 신용카드 보
급률이 낮고 구간 요금제에 대한 요금 시비 가능성이 높아 우버의 신용카드 결
제 기반의 구간요금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편 그랩과 고젝은 아세안 국
가들의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을 고려해 현금결제를 병행하고 교통상황과 무관
한 고정 요금제를 채택해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이후 우버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금결제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이미
소비자들에게 그랩과 고젝에 대한 저가 인식이 자리잡은 후였다. 이후 그랩과
고젝은 자사 모바일 기반 결제 시스템인 그랩페이와 고페이를 추가해 지급 수
단의 범위를 추가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했다.176)

그림 2-39. 우버와 그랩의 경영전략 비교

기업

지불수단

요금 체계
요금 구간 제시

신용카드
우버
현금
신용카드
그랩

요금 증액 불만
고정 요금제

현금
그랩페이

저가 인식 정착

자료: 저자 작성.

176) 「‘그랩’은 어떻게 동남아 8개국을 제패했나」(2018. 8.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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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과 고젝은 현재 모두 생활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수퍼앱으로 성장했으
나 창업 초기 성장의 방향성은 상이했다.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로 창업한 후 해외진출에 주력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주력해
2020년 기준 동남아 8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약 500여 개 도시라는 넓은 서비스 지역을 확보했다.
그랩이 본격적으로 종합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식품
배달 서비스인 그랩푸드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고페이를 도입한 2016년 이
후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젝은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로
창업 후 해외진출보다는 자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주력해왔다. 고젝은 2015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종합 생활서비스 기업으로의 발전을 염두
에 두고 식품배달 서비스 고푸드, 차량호출 고카, 오토바이 호출 고라이드 등
생활서비스를 동시에 출시했다. 고푸드의 성공 이후 고젝은 빠르게 배송, 식품
의약품, 청소, 화장, 수리 등 여러 생활서비스를 빠르게 추가하며 슈퍼앱으로
성장했다. 고젝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018년 9월 Go-VIET
이라는 서비스를 베트남 시장에 출시했으며, 이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단계적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그림 2-40. 그랩과 고젝의 시기별 성장전략 비교

창업기

그랩
(2012 창업)

고젝
(2010 창업)

성장기

해외시장 진출

오토바이
호출

성숙기

생활 서비스 확대

생활 서비스 확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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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슈퍼앱

슈퍼앱

그랩과 고젭 모두 차량공유 앱 기반의 종합 생활서비스 슈퍼앱 전략을 채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의 성장 방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랩, 고젝
두 기업 모두 생활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대출ㆍ납세ㆍ쇼핑ㆍ예
약 등 금융결제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두 기업 모두 영업망 및 고객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할인 혜택
을 제공하면서 경쟁하고 있으나, 영업이익 감소로 이러한 과도한 경쟁구도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결국 두 기업이 합병해 동남아 시장
을 사실상 독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77)

4)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 사례: 주요 웹툰 콘텐츠 플랫폼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태동한 웹툰은 세계적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즐기는 ‘스낵 컬처 콘텐츠
(Snack Culture Contents)’의 대표적인 입지를 가지게 되었다. 웹툰은 자체
콘텐츠의 빠른 성장세는 물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OSMU(One
Source Multi Use) 형태로 확장성을 보이며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성장 동력
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의 웹툰 시장은 2000년대 초 다음, 파란, 엠파스, 네이버, 야후 등 다수
의 포털 기업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무료 만화를 서비스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하기 시작했다. 시장 형성 초기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웹툰 콘텐츠를 공
급받아온 여타 포털들과는 달리 네이버와 다음은 직접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해
다수 작가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해 콘텐츠 공급 기반을 확보하며 한국 웹툰 시
장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177) 「[포커스] 아세안 대표 유니콘 ‘그랩’-‘고젝’ 합병 급물살」(2020. 12.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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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무료 웹툰 서비스 포털 기업의 플랫폼 사업구조 사례

자료: 박석환, 박현아(2014), p. 10.

한국의 웹툰 시장이 점차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국 웹툰 시장에 다
수의 온라인 웹툰 플랫폼이 합류해 30여 개의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나 상위 8개 플랫폼이 전체 시장의 약 95%를 차지하는 구조이며, 특히 네이
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기업의 자회사들이 전체 웹툰 구독의 약 82%, 매출의
약 49%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34.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기업의 페이지뷰 및 매출액 현황(2018년)

플랫폼

페이지뷰(Page View)

매출액

규모(억 뷰)

비중(%)

규모(억 원)

비중(%)

722

27.6

552

21.1

374

14.3

네이버웹툰

173

67.7

카카오페이지

24

9.5

다음웹툰

12

4.9

레진코믹스

17

6.8

탑툰

6

2.5

404

15.5

투믹스

6

2.4

175

6.7

봄툰

2

0.7

186

7.1

저스툰

1

0.4

67

2.6

합계

255

94.9

2,481

94.9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p. 11 자료를 활용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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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9년 실시한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웹툰 산업규모는 플랫폼 매출 약 2,600억 원, 에이전시 및 스튜디오 매출
약 2,000억 원으로 약 4,600억 원이며, 광고와 IP를 활용한 2차 매출까지 합
하면 약 8,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대비 20%를 넘는 성장
세와 IP를 기반으로 파생되는 추가 매출을 감안하면 2020년 웹툰 관련 매출액
은 약 1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178)

그림 2-42.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 추이

점점 성장하는 웹툰 매출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p. 26 재인용.

웹툰 시장 성장 초기에는 무료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구독자를 확보하고 페이
지에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독자들 사이
에 웹툰 서비스가 무료라는 인식이 자리잡히면서 유료 콘텐츠 매출을 창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1년을 전후로 국내 웹툰 시장을 과점하던 포털 기반 플랫
폼 기업들이 ‘기다리면 무료’라는 단계적 유료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소비자들
도 점차 웹툰의 유료화에 적응하게 되었다. 2019년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실시
한 ‘2019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웹툰 업체들의 매출은 유료 콘
텐츠 매출이 7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유료화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보유한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에서
178)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p. 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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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되는 2차 매출의 경우 드라마(35.0%), 게임(20.8%), 캐릭터(19.5), 영화
(8.3%)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3. 한국 웹툰 사업체의 부문별 매출 비중(2018년 기준)
부문별 매출 비중

IP 기반 2차 매출

70.9

35.0

15.3

유료 콘텐츠 해외 콘텐츠
매출
매출

20.8

4.8

4.5

3.0

1.5

출판매출

광고매출

기타수익

2차 저작권
매출

드라마

게임

19.5

캐릭터

8.3

8.3

영화

애니

4.7

3.3

공연 기타수익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p. 19.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시장 진출은 2013년 네이버의 일본시장 진출을 시
작으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네이버는 일본 메신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라인
(LINE)’을 매개로 일본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라인망가(Line Manga)’라는 브
랜드로 일본의 웹툰 시장을 선점해 일본시장에서 1위의 입지를 달성했다. 네이
버는 성공적인 일본시장 진출에 힘입어 ‘라인 웹툰(LINE Webtoon)’이라는 브
랜드로 2014년 동남아 시장으로도 진출해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웹툰 시장의 1
위 자리를 선점했다. 네이버 웹툰의 해외 진출은 아시아 시장에 그치지 않고 미
국시장으로도 이어졌으며 2014년 진출 후 지속 성장해 2019년 말 월간 순 방
문자 수(MAU)가 1천만 명을 돌파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179)
네이버 웹툰은 현지화 및 콘텐츠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아마추어 작가들의
도전 공간인 ‘캔버스(Canvas)’를 구축해 신규 콘텐츠 공급을 위한 플랫폼을 마
련했다. 아마추어 작가가 캔버스를 통해 작품성과 작화실력을 인정받으면 네이
버 웹툰과 ‘웹툰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작가로 등용되어 콘텐츠 공급

179) 「네이버웹툰, 지난달 북미 이용자 수 1천만 명 넘어」(2019. 12.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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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180) 한국 유료 콘텐츠 시장에서 안착한 ‘기다리면 무
료’ 시스템도 미국시장에 ‘패스트 패스’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성과를 거두었다.
네이버 웹툰은 IP 수익을 출판사가 보유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만화 시장과는
달리 수익을 원작자와 배분하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 현지 작가들이 광고
수익과 패스트 패스 수익 창출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
련했다. 네이버 웹툰은 개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웹
툰 플랫폼으로 변화했다. 2019년에는 ‘라인 웹툰’이라는 서비스명을 ‘웹툰’으
로 변경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정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콘텐츠를 다양한 언어로 공급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림 2-44. 네이버 웹툰의 해외시장 진출 개요

네이버웹툰

웹툰

라인 망가

글로벌화
국내시장
성장

2011년

일본시장
선점

2014년

7개 외국어
캔버스(현지화)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다음카카오의 웹툰 기업인 카카오페이지는 네이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외시장 공략 시기는 늦지만 전략적인 유료 서비스 도입으로 흑자 경영을 기
반으로 성장해왔으며 2020년 5월 기준 하루 거래액이 20억 원을 돌파하는 성
과를 달성했다. 카카오페이지의 일본시장 진출은 2016년 ‘픽코마(Piccoma)’
라는 브랜드로 시작했으며 시장 진출은 네이버의 라인망가에 비해서 3년가량

180) 「네이버웹툰 美서 통했다... 현지작가 200명 월 900만 명 클릭」(2019. 10.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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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으나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일본 웹툰 시장의 2위로 급부상했다.
픽코마는 일본 현지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한국 IP 번역 작품 비중은 2%에 불
과하나 매출 기준으로는 한국 IP가 약 40%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IP
의 큰 인기에 힘입어 픽코마는 2020년 7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라인
망가를 추월해 월간 매출액 1위를 차지했다.181) 카카오페이지의 동남아 시장
으로의 진출은 2018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네오바자르(Neobazar)’ 인수
를 계기로 시작했으며 2020년 ‘카카오페이지 인도네시아’로 상호 변경했다.
카카오의 인도네시아 사업 또한 2020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거래액 3배, 열
람자 2.1배 성장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진행 중이다.

그림 2-45. 카카오페이지의 해외시장 진출 개요

다음 웹툰
카카오페이지

국내시장
성장

픽코마

카카오페이지

인도네시아

일본진출
2016년

2018년
2020년 7월
매출1위

진출
태국 말레이시아
추가 진출

자료: 저자 작성.

한국의 양대 웹툰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의 성장전략은 모두 양질의
IP를 기반으로 한 OSMU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즉 웹툰, 웹소설과 같은 양질의

181) 「카카오웹툰 ‘픽코마’, 日 시장서 매출 1위 달성... 세계 12위」(2020. 8.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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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IP를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궁극적
으로는 자사 IP를 기반으로 한 세계관을 구축해 디즈니, 마블과 같은 세계적인 콘
텐츠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는 두 기업이
다소 상이한 전략을 채택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일본시장을 선점한 후 공격적인 투자와 빠른 해외시장 확장을 통해 서비스 지
역을 미주, 동남아, 유럽 등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늦은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일본시장 진출 플랫폼인 ‘픽코마’의 작
품 수로는 2%에 불과한 한국 IP 작품이 매출 총액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
에서 국내 IP 활용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가 해외
시장 진출과정에서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글로벌화 전략을 채택한 점
과 달리 카카오페이지는 일본 및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
반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양 기업의 해외 진출전략
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35.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의 주요 전략 비교
구분
네이버 웹툰

카카오페이지

공통점

차이점

양질의 IP 기반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 지향

공격적 투자
적극적인 현지화
빠른 글로벌화
흑자 기반 성장
한국 IP 적극 활용
단계적 해외시장 확대

자료: 저자 작성.

네이버 웹툰, 카카오페이지 두 기업 모두 검증된 양질의 IP를 기반으로 일본
에서의 성공에 이어 동남아에서도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특히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웹툰 IP 수출뿐만 아니라 IP를 기반
으로 제작된 2차 저작물인 영화, 드라마가 이미 현지에서 검증된 사례가 다수
있어 한국 웹툰 IP의 OSMU 전략이 성공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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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향후 견조한 경제성장에 따라 웹툰
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적재산권 보호
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 문제는 단시일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됨에 따라 법제도는 물론 사회적인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나. 인도
1) 플립카트(Flipkart)
플립카트는 8천만 개 이상의 상품을 취급하는 인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으로 10만 명의 판매자와 1억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182) 차별화된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공격적인 인수
합병과 사업영역 확대 등은 플립카트의 핵심적인 성공전략으로 꼽힌다.
2007년 벵갈루루에서 자본금 6천 달러의 소규모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플립카트는 인도의 아마존을 표방하며 상품군을 전자책(e-book), 전자제품,
문구류,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해나갔으며, 인수합병을 본격화하면서 사업영역
을 빠르게 확장해나갔다. 2009년 10월 미국의 벤처캐피털회사인 엑셀(Accel
Partners)의 1백만 달러 투자와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Tiger Global
Management)의 200만 달러 투자(2010년 6월) 직후 플립카트는 300만 사용
자를 보유한 북리뷰 플랫폼 위리드(weRead)를 인수(2010년 12월)했다. 이어
이듬해 6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1억 5천만 달러 추가 투자 직후에는
당시 인도 최대의 온라인 전자제품 전자상거래 기업인 렛프바이(Letsbuy.com)
를 인수(2012년 2월)했다. 이와 같이 플립카트는 2017년 상반기까지 투자 라
운드당 적게는 1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1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182) Flipkart 홈페이지, https://www.flipkart.com/about-us?otracker=undefined_footer_navlinks
(검색일: 2020. 7. 7).

142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온라인 생활용품 쇼핑몰 민트라나 결제 플랫폼 NGpay, 애프터서비스(A/S) 네
트워크 Jeeves 등을 차례로 인수하는 형태로 사업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갔
다(그림 2-46, 표 2-36 참고). 2017년 8월에는 소프트뱅크(SoftBank Vision
Fund)로부터 25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2013년 인도시장에
진출한 아마존과의 경쟁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2-46. 플립카트 투자유치 금액(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8. 19).

표 2-36. 플립카트의 주요 인수기업 현황
연도

피인수기업(해당 분야)

2010

weRead(북리뷰)

2011

Mime-360(디지털 음원), Chakpak.com(발리우드 뉴스)

2012

LetsBuy.com(전자상거래)

2014

Myntra(전자상거래), NGpay(결제서비스), Jeeves Consumer Services(고객서비스)

2015
2016

AdiQuity(모바일 광고), Appiterate(모바일 마케팅), FX Mart(결제서비스),
MapMyIndia(지도 데이터)
PhonePe(UPI 결제시스템), Jabong(전자상거래)

2017

eBay India(전자상거래), F1 Info Solutions & Services(IT 서비스)

2018

Liv.ai(AI 음성인식), Upstream Commerce(클라우드 기반 경영 서비스)

2020

Walmart India(전자상거래)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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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플립카트가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은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 만연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이었다. 고객층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한 TV 광고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실패하자, 플
립카트는 2011년 성인을 연기하는 아이들이 서로에게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Flipkart Kids’ 캠페인을 소셜네트워크와 TV 등을 통해 진
행했다.183) 플립카트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디지털 캠페인과 리브랜딩
(re-branding)을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휴대전화나 전자제품을 대규모로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Big
Billion Days)를 진행하기도 했다.184) 2016년에는 플립카드를 이용하는 판매
자들이 직접 광고를 제작하고 구글이나 유튜브와 연계하여 고객들에게 제품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Flipkart Ads’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러한 홍보효과는 전
자상거래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고객들에게 플립카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
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플립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결제 시스
템을 시도했다. 신용카드 이용률이 0.5%에 불과하던 2010년 상품인도결제방
식(cash-on-delivery)을 도입하면서 플립카트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게
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하기 시작했다.185) 2011년에는 결제 건마
다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플립카
드 웹사이트에 1만 루피(약 150달러)를 미리 결제해 둘 수 있는 선불결제 시스
템을 도입했고, 2013년에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PayZippy’를 출시했다.186)
이후 2016년에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폰페를 인수해 플립카트 고유의 디지털
183) Thomason Rajan(2020), p. 6.
184) 리브랜딩(re-branding)이란 소비자의 기호, 취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https://en.dict.naver.com/#/entry/
enko/4bb6035bd70c44a8b3847df7dd8c1684(검색일: 2020. 7. 6); Thomason Rajan(2020),
p. 6.
185) 상품인도결제방식(cash-on-delivery)은 상품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Thomason Rajan(2020), pp. 2-3.
186) PayZippy는 저조한 이용률로 1년 만에 사용이 정지되었다(Thomason Rajan 2020,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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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플립카트는 웹사이트와 애플
리케이션의 트래픽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한
‘Flipkart Lite’를 출시하는 등 결제 시스템 외에도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사업영역의 확장, 브랜드 인지도 강화, 결제 편의 증대를 바탕으로 플립카트는
운영 6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서
아마존과 양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플립카트 매출 1ㆍ2위 상품은 휴대
전화와 TV인데, 여기에는 제한된 시간 동안 한정된 수량을 할인 판매하는 플래
시 세일(flash sale) 및 할인판매 전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
월, 플립카트는 새 제품 출시를 앞둔 모토롤라(Motorola)와 제휴하여 단독으
로 온라인 플래시 세일을 진행해 6개월 목표 판매량의 80%를 단 하루 만에 달
성했다.187) 같은 해 7월에는 샤오미(Xiaomi)와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 당시
무명의 중국 브랜드를 단숨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3~4%의 인기상품으
로 전환시켰다.188) 2016년에는 주요 제조업체들과의 독점적 할인판매 제휴를
통해 TV 매출 규모를 휴대전화 다음으로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189) 이외
에도 대형 전자제품에 대한 무이자 할부(No Cost EMI),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반납 시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스마트폰 바이백 프로그램(Assured
Buyback),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Pay Later) 등을 도입해 매출 증대를 도모했
다.190)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인 ‘SmartBuy(전자제품)’, ‘Perfect Homes(가구)’,
‘MarQ(대형 가전제품)’, ‘Billion(국산품)’ 등을 연이어 출시했다.
한편 플립카트는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로도 유명하다. 2008년 일찍
이 연중무휴 24시간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고객들을

187)
188)
189)
190)

Thomason Rajan(2020), p. 3.
Thomason Rajan(2020), p. 3.
Thomason Rajan(2020), p. 8.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Pay Later)은 신용카드 할부구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이용한 할부 구매 결제 방식이다. Thomason Rajan(202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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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년 이용료 500루피(약 7달러)의 유로 구독 서비
스인 ‘Flipkart First’를 출시해 무료 배송, 당일 배송, 60일 내 반품 가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F-Assured’를 출시해 개선된 배송
서비스, 제품 품질 보증, 반품 조건 완화, 당일 또는 익일 무료배송 등의 향상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플립카트는 고객 충성도
를 유지하는 동시에 편의성과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호하는 중산층의
젊은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인하고 있다.

표 2-37. 플립카트의 성공전략
전략
인수합병
브랜드 인지도 강화
사용자 편의 개선
전략적 판매
고객 충성도 향상

주요 내용
∙ 공격적인 스타트업 인수로 사업 영역 확장
∙ 전자상거래 인식 변화를 위한 디지털 캠페인
∙ 온라인 광고 플랫폼 ‘Flipkart Ads’ 운영
∙ 결제과정 단순화, 자체 결제 애플리케이션 도입
∙ 단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독점 플래시 세일 및 할인판매
∙ 무이자 할부, 바이백(buyback)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 도입
∙ 유료 구독서비스 ‘Flipkart First’ 운영
∙ 배송서비스 개선

자료: 저자 작성.

2) 바이주스(BYJU’s)
바이주스는 인도 초ㆍ중등 학생들이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공부에 흥
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어 2019년 12월
기준 4천만 명의 회원과 280만 명의 유료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191) 인도
최대의 에듀테크 기업으로, 자체제작 콘텐츠와 개인 맞춤형 학습 알고리즘에

191) “Byju’s turns in net profit for FY19, revenue up nearly three-fold”(2019. 12. 18),
https://tec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et/byjus-swings-to-profitabi
lity-in-fiscal-2019-revenue-almost-trebles/72857182(검색일: 2020. 7. 8).

146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기반한 차별화된 학습서비스를 앞세워 2018년 3월 인도 에듀테크 부문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바이주스는 창업자 바이주 라빈드란(Byju Raveendran)이 2006년 1천여 명
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강의 ‘BYJU’s Classes for CAT’가 성공을 거둔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바이주스는 2011년 창업 시점부터 5년간 6~12학년을 대상
으로 한 수학ㆍ과학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년 8월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바이주스 애플리케이션 ‘BYJU’s – The Learning
App’은 출시 2년 반 만에 인도와 중동 지역의 1,700개 도시에서 다운로드 수
1,500만 건을 기록했고,192) 2018년 1월 기준 약 90만 명의 유료 고객을 유치
하는 데 성공했다.193) 최근에는 저학년 교육과정과 JEE(인도 공과대 입학시
험), NEET(의과대 입학시험), CAT(인도 경영대 입학시험), IAS(인도 행정직 공
무원 시험), 그리고 대학원 진학시험인 GRE와 GMAT 대비 교육과정도 제공하
기 시작했다. 2019년 1월에는 미국의 유아교육 전문 ‘오스모(Osmo)’를 인수
했으며(표 2-38 참고), 같은 해 6월에는 월트 디즈니(Walt Disney)와의 제휴
를 통해 6~8세를 대상으로 한 신규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유아교
육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이다.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인도에서 창업에 성공한 에듀테크 스타트업만
4,5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25%가 사업을 중단했으며 오로지 5% 안팎
의 스타트업만이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4) 투자금액의 과반
이 바이주스로 유입되었는데, 현재까지 누적된 투자금액만 15억 달러로 에듀
테크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195) 미국 자선재단 챈-저커버그
192) 입소문과 인도 TV 광고를 통해 중동 지역 내 400만 명에 가까운 인도 디아스포라 학생들이 바이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IFS 2018, p. 13).
193) IFS(2018), p. 2.
194) Inc42(2020. 4. 1),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dtech Startups,” https://inc42.com/
features/the-past-present-and-future-of-edtech-startups/(검색일: 2020. 6. 9).
195) Forbes(2020. 6. 29), “Indian EdTech Billionaire’s Byju’s Becomes Decacorn After
Funding Round From Mary Meeker,” https://www.forbes.com/sites/anuraghunathan/
2020/06/29/indian-edtech-billionaires-byjus-becomes-decacorn-after-funding-r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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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Chan Zuckerberg Initiative)의 바이주스 투자는 재단 최초의
아시아 투자로 알려지며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중국 텐센트와 남아공
의 인터넷ㆍ미디어 기업 내스퍼스(Naspers), 미국 사모투자회사 제너럴 애틀
란틱(General Atlantic) 등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그림 2-47 참고). 2020년
6월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본드캐피털(Bond Capital)의 투자로 바이주스
의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를 돌파해 데카콘에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디
지털 결제 플랫폼 페이티엠 다음으로 인도 최고 수준이다.

그림 2-47. 바이주스 투자유치 금액(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일자

투자자

투자금액

2013. 9

Aarin Capital

9

2015. 7

Aarin Capital

25

2016. 3

Sequoia Capital India, Sofina 외 2개 기업

75

2016. 9

Chan Zuckerberg Initiative, Sequoia Capital India 외 3개 기업

50

2016. 12

InnoVen Capital, IFC Venture Capital Group

15

2017. 3

Verlinvest

30

2017. 8

Tencent Holdings

40

2018. 12

Prosus & Naspers, General Atlantic 외 1개 기업

540

2019. 3

General Atlantic

332

d-from-mary-meeker/#6d2e3cf894e3(검색일: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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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일자

투자자

투자금액

2019. 3

General Atlantic, Tencent Holdings 외 1개 기업

2019. 7

Qatar Investment Authority, Owl Ventures, SWFI

150

2020. 1

Tiger Global Management, General Atlantic

200

2020. 2

General Atlantic

200

2020. 6

Bond Capital

100

31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7. 8).

표 2-38. 바이주스의 주요 인수기업 현황
일자

피인수기업

해당 분야

2017. 1. 17

Vidyartha

8~12학년 대상 학습 가이드라인

2017. 7. 3

TutorVista

온라인 학습

2018. 7. 24

Math Adventures

수학 학습

2019. 1. 16

Osmo (미국)

유아 교육

2020. 8. 5

WhiteHat Jr.

온라인 코딩 교육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8. 19).

바이주스가 차별화하고 있는 주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콘텐
츠의 전문성과 차별화 전략이다. 바이주스는 최소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와
연구자들로 콘텐츠 개발팀을 구성하여 스토리보드(storyboard)를 개발하는
데,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3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
쳐 플랫폼에 최종적으로 공개된다.196)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학교별로 채택하
고 있는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들을 주제별로 짧
게는 5분, 길게는 20~30분 단위로 짧게 제작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과목별로 100여 시간에 달하며, 이 중 60%는 공통학습,
20%는 심화학습, 나머지 20%는 보충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연
196) 스토리보드는 줄거리를 보여주는 일련의 그림이나 사진을 의미한다. IFS(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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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에 따라 상이한 학습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유지하
게끔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시각적 효과의 적절한 사용이다. 바이주스는 스토리보드에
시각적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게임화(gamification)197) 등 가상의 대상물
(virtual objects)을 삽입해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렇게 제작된 콘
텐츠들은 학년당 300만 달러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결과물로 투자비용 회수에
만 약 18개월이 소요된다.198)
세 번째 전략은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의 제공이다. 바이주스는 학생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학습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로 학습 알고리즘
‘Exhaustive Learning Graphs’를 제공한다. 학습 알고리즘은 개인이 선호하
는 학습 유형(맥락적 학습, 시각적 학습, 이론적 학습)이나 학습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학습활동을 추천하며,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ML) 기술의 적
용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과정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199) 이렇게 수집된 데이
터는 개인별 학습량과 학습역량을 평가하여 부모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표 2-39. 바이주스의 성공전략
전략

주요 내용
∙ 전문 콘텐츠 개발팀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

콘텐츠 전문성 및 차별화

∙ 다양한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주제별 콘텐츠
∙ 학습능력과 연령층에 따라 상이한 콘텐츠와 학습방법 제공

시각적 효과를 통한 흥미 유발 ∙ 시각적 효과로 풍성한 콘텐츠 제작
∙ 교육과정별 학습 알고리즘 ‘Exhaustive Learning Graphs’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

맞춤형 학습활동 추천
∙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상담 서비스 제공

자료: 저자 작성.

197) 게임화는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요소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198) IFS(2018), p. 9.
199) IFS(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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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주스는 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인 콘텐츠에 대해
15일간의 무료이용 후 유로(연간 이용료 160달러)로 전환하는 프리미엄
(freemium)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85%의 재등
록률과 일일 콘텐츠 다운로드 수 2만 5천여 건을 기록하며, 바이주스의 연매출
은 2015/16년 11억 루피(약 1,750만 달러)에서 2017/18년 52억 4천만 루피
(약 8,500만 달러)로 2년 새 다섯 배 가까이 성장했다.200) 2018년부터는 콘텐
츠 개발 투자비용을 본격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면서 2018/19년 매출은
134억 루피를 기록했으며,201) 4~5년 내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 이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학습내용이 유사한
수학과 과학 교육의 특성상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기회 삼아 현지어
서비스 도입, 영미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내셔널 버전 출시, 중국시장 진
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203)

3) 밸런스히어로(Balance Hero)
밸런스히어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통신잔액 조회 서비스에서 시
작해 공과금 납부, 대출, 전자상거래, 보험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스타트업이다. 10억여 명의 인도 금융 소외층을 겨냥
한 차별화된 금융 플랫폼 ‘트루밸런스(True Balance)’는 출시 5년 만인 2019년
말, 누적 다운로드 수 7,500만 건, 일일 대출거래 건수 4만 건을 달성하며 인도
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204)

200) IFS(2018), p. 13, p. 17.
201) “Byju’s turns in net profit for FY19, revenue up nearly three-fold”(2019. 12. 18),
https://tec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et/byjus-swings-to-profitabi
lity-in-fiscal-2019-revenue-almost-trebles/72857182(검색일: 2020. 7. 8).
202) IFS(2018), p. 17.
203) IFS(2018), p. 13; Tripath & Devarapalli(2020), p. 2, p. 4.
204) 「‘인도의 토스’ 밸런스히어로...하루 대출 중개 4만건 돌파」(2020. 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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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히어로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통신시
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선불 유심(USIM)을 사용하고 있는 인
도의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2015년 1월 정식 출범된 애플리케이션 트루밸런
스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여러 유심 카드의 잔여 데이터양과 통화량을 인포그
래픽(infographics)205)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잔액을 확인하
기 위해 잔액 안내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대체했
다.206) 2015년과 2016년 서비스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수를 빠
르게 확대시키면서 밸런스히어로는 소프트뱅크, IMM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
터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2017년 7월에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인도중앙
은행으로부터 전자결제사업자(PPI: Prepaid Payment Instrument) 라이선
스207)를 획득함으로써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후 밸런스히어로는 2018년부터 공과금(전기, 수도, 위성방송 등) 납부 서
비스, 기프트카드(카드형 온라인 상품권) 서비스, 대출, 전자상거래, 보험, 기차
표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의 서비스 확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통신
잔액을 단순히 조회하는 서비스에서 통신사들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손쉽게 통
신료를 충전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전자본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전자지
갑(mobile wallet)의 사용한도를 확대했다.208) 이어서 1천 루피(약 1만 6천
원) 이하의 초소액 외상거래 상품으로 수수료를 선납하고 열흘 후 원금을 상환
205) 정보, 자료,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206) 사용자가 선불로 결제한 잔액을 조회하는 USSD는 휴대전화로 ‘*121#’을 입력하고 통화를 연결하면
기지국에서 문자 메시지로 잔액을 알려주는 방식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새로운 돌파구, 글로
벌 시장 진출: 인도 모바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밸런스 히어로」, p. 29; DBR(2020), 「데이터
충전에서 공과금 결제-대출까지 파괴적 혁신으로 ‘인도의 국민 앱’ 되다」, https://dbr.donga.com/
article/view/1901/article_no/9631(검색일: 2020. 9. 7).
207) 공인인증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없이 비밀번호 4자리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다
(DBR(2020), 「데이터 충전에서 공과금 결제-대출까지 파괴적 혁신으로 ‘인도의 국민 앱’ 되다」,
https://dbr.donga.com/article/view/1901/article_no/9631(검색일: 2020. 9. 7)).
208) 「밸런스히어로는 어떻게 인도 핀테크 시장을 석권했나」(2019. 10.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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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할부결제 서비스 ‘페이레이터(Pay Later)’, 그리고 큰 금액을 일시에 충전
하고 이를 3회 분할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리차지론(Recharge Loan)’을 차례
로 출시했다.209)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사업자(NBFC: Non-Banking
Financial Company)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대출상품으로 500루피(약 8천 원)의 소액을 대출해주는 ‘인스턴트 캐시론
(Instant Cash Loan)’, 1,000루피부터 50만 루피(약 1만 6,000~800만 원)을
대출해주는 ‘퍼스널론(Personal Loan)’ 등의 자체 대출서비스를 출시했다.210)
이처럼 대출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2020년 1월, 밸런스히어로의 일일 비대면
대출거래(소액대출, 할부금융, 외상결제 포함) 건수가 4만 건을 돌파했다.211)
한편 2019년 7월에는 트루밸런스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전자상거래 할부 결
제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2020년 3월 인도의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샵클루
(ShopClue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품군을 샵클루가 주력하고 있는 패션과
헬스, 식품류 분야로까지 확대했다.212) 이 외에도 보장형 보험, 기차표 예약 등의
서비스도 연이어 출시했다. 최근에는 인도 대형 민간은행 ICICI((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oration of India) 산하의 ICICI 롬바드 보험
사(ICICI Lombard)와의 제휴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4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화 상담, 구급차 지원 등을 제공하는 코로나19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213) 이처럼 밸런스히어로는 인도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대출이나 할부결제 등을 통해 구매력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
209) 「[DBR/Case Study] 파괴적 혁신으로 13억 인도 국민앱 만들다」(2020. 7.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7); 「‘인도의 토스’ 밸런스히어로...하루 대출 중개 4만건 돌파」(2020. 1. 6),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9. 3).
210) 「‘인도의 토스’ 밸런스히어로...하루 대출 중개 4만건 돌파」(2020. 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 DBR(2020), 「데이터 충전에서 공과금 결제-대출까지 파괴적 혁신으로 ‘인도의 국민 앱’ 되다」,
https://dbr.donga.com/article/view/1901/article_no/9631(검색일: 2020. 9. 7).
211) 「“인도선 한달 20% 대출 금리도 낮은 수준..韓 금융사엔 기회의 땅”」(2020. 4. 15),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0. 9. 3).
212) Venture Square(2020. 3. 17), 「밸런스히어로 “인도서 커머스 할부 본격화 나선다”」; Datanet
(2020. 6. 3), 「밸런스히어로, 인도 5위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샵클루’와 앱 연동」(모든 온라인 자
료의 검색일: 2020. 9. 3).
213) 「밸런스히어로, 코로나19 보험상품 인도서 출시」(2020. 4.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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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인도의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밸런스히
어로는 2020년 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14)

그림 2-48. 밸런스히어로의 사업 확장 과정

자료: 밸런스히어로 홈페이지, https://truebalance.io/kr/about(검색일: 2020. 8. 1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40. 밸런스히어로의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일자

구분

투자자

투자금액

2015. 3

Seed Round

Bon Angels Venture Partners, Mega Investment

0.7

2016. 4

시리즈 A

Softbank Ventures Asia

-

2016. 11

시리즈 B

Softbank Ventures Asia, Mega Investment, IMM Investment

14.9

2017. 2

시리즈 B

KDB 산업은행, Capstone Partners, Intervest

-

2018. 3

시리즈 B2

네이버, 신한은행, TS Investment, Line Corporation

23.0

2019. 3

시리즈 B2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oration of India

-

2019. 10

시리즈 C

NH Investment & Securities 외 6개 기업

23.0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9. 10); 밸런스히어로 홈페이지(검색일: 2020. 8. 19) 참고하여 저자 정리.

214) 「“인도선 한달 20% 대출 금리도 낮은 수준..韓 금융사엔 기회의 땅”」(2020. 4. 15),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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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히어로가 차별화하고 있는 주요 전략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금융소외층을 겨냥한 틈새시장 공략이다. 밸런스히어로는 충전기반 모델로 시
작해 사용자 저변을 넓혀 점차 디지털 결제서비스 모델로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전형적인 인도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확장 경로를 이용했다.215)
그러나 신용정보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거래가 가능한 소수의 상위 소득
계층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티엠, 구글페이, 폰페(PhonePe) 등 디
지털 금융서비스의 주요 시장참여자들과는 다르게, 밸런스히어로는 서민층과
금융소외층, 즉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피
처폰을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16)
두 번째는 인도 청년층을 사로잡은 편의성과 UI/UX 디자인217)이다. 트루밸
런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고
원클릭으로 쉽게 데이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기존의 잔액 안내 문자 메시지를 인포그래픽으로 전환하여 사용자가 본인의 통
신 사용량 및 잔여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신 요금에
민감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세 번째는 현지 사용자의 특징을 반영한 리퍼럴 마케팅(referral marketing)218)
이다. 밸런스히어로는 트루밸런스 애플리케이션 가입 시 추천인을 등록하면 가
입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각각 10루피219)를 보상해주는 친구 추천 보상제도를
215) 「“인도선 한달 20% 대출 금리도 낮은 수준..韓 금융사엔 기회의 땅”」(2020. 4. 15),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0. 9. 3); 박근호(2018),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창업과 현지화 사례 연구」, 『경영컨설
팅연구』, 18:2, p. 299.
216) 「밸런스히어로는 어떻게 인도 핀테크 시장을 석권했나」(2019. 10.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새로운 돌파구, 글로벌 시장 진출: 인도 모바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밸런스 히어로」, pp. 28~29, http://www.kocca.kr/cop/ncont/view.do?menuNo=20
3607&nttNo=11(검색일: 2020. 9. 3).
217) User Interface(UI) 디자인은 폰트, 칼라, 레이아웃 등 사용자가 마주하는 시각적 디자인이며 User
Expreienc(UX)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적으로 설계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218) 가족이나 친구, 이웃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추천받는 방식의 판매 전략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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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했다. 이에 따라 10대, 20대 청년층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2016년 7월 초
100만 건에 불과했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일주일 만에 1천만 건을 넘
어섰다.220) 밸런스히어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 100만여 명의 금융중개인
‘리셀러(Reseller)’를 활용하는 전략을 도입해 잠재적 소비자를 보다 빠른 속도
로 흡수했다. 리셀러들은 현금 의존도가 높고 온라인 결제 및 대출, 할부 결제
등이 어려운 금융소외층을 대상으로 통신료를 대신 충전해주거나 결제, 보험가
입, 대출, 기차표 예약 등 트루밸런스의 금융상품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밸
런스히어로는 그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제공함으로써 리셀러들에게 지속적으
로 영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221)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성 확보전략
이다. 신용정보가 불충분한 금융소외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밸런스히어로는 AI 기반
의 알고리즘인 대안신용평가체계(ACS: A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는 트루밸런스 출시 이래 확보한 8천만 사용자의
통신료 충전 및 결제 이력, 단말기 정보, 애플리케이션 사용정보, 사회적 행동
데이터, 대출 실행 및 상환 기록, 위치 기록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밸런스
히어로는 이렇게 확보된 개개인의 소득수준과 신용도를 가늠하고 이를 리셀러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체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

219) 인도 통신사들의 최소 충전 금액이자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100MB 또는 약 30분
간 통화할 수 있는 금액이다(DBR(2020), 「데이터 충전에서 공과금 결제-대출까지 파괴적 혁신으로
‘인도의 국민 앱’ 되다」, https://dbr.donga.com/article/view/1901/article_no/9631(검색일:
2020. 9. 7)).
220) 「[DBR/Case Study] 파괴적 혁신으로 13억 인도 국민앱 만들다」(2020. 7.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7).
221) 「밸런스히어로는 어떻게 인도 핀테크 시장을 석권했나」(2019. 10.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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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밸런스히어로의 성공전략
전략
틈새시장 공략
높은 편의성과 디자인

주요 내용
∙ 디지털 거래가 어려운 10억여 명의 인도 서민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공략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실시간 통신정보 조회 서비스
∙ 매력적인 인포그래픽 기반의 정보 제공

현지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 친구 추천 보상제도를 통해 출시 초기 인지도 확보
마케팅 도입

∙ 금융상품을 대행해주는 100만 명의 전국 리셀러 활용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으로 ∙ 신용정보가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AI 기반 대안신용평가체계
리스크 관리

(ACS) 개발

자료: 저자 작성.

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
가. 동남아시아
1) 시장의 특징과 성장 분야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현재 시장규모와 성장추세 등을 고
려할 때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
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싱가포르 기반의 플랫폼(라자
다, 쇼피 등)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중국업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차공유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음식배달 및 기타 다양한 서
비스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
망된다. 현재 승차공유 분야는 그랩이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
데, 고젝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추격하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금융, 스마트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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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에듀테크, 콘텐츠 플랫폼 등의 영역 또한 현재의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
나, 향후 소득 증대 및 디지털화의 확산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금융,
보건,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
로 전망된다.
Crunchbase의 기업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아세안 주요 6개국 온라인 플
랫폼 기업들의 펀딩 규모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차량 및 승차공유,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기업 수를 기
준으로 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분야 외에 헬스케어, 교육, 핀테크 부문의 비중
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위 3개 영역(전자상거래, 헬스케어, 교육)의 기업
비중이 70%를 초과하였다.
중국,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지분 인수 및 합병 등의 방식으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가 동남
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를 합병하였고, 텐센트가 말레이시아
기반의 OTT 플랫폼인 아이플릭스를 합병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의 업
체들이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일본 또
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를 통해서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인 그랩, 토코피디아 등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
의 경우도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Qoo10의 설립, 쿠팡의
현지 OTT 플랫폼인 훅의 인수 등 다양한 현지 진출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 기업 사례의 특징
동 연구의 기업 사례로 선택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데카콘 기업인 그랩과
고젝 두 기업 모두 자국의 불편한 교통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호출 서비스
로 창업한 후 빠르게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생활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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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한편 그랩의 경우 창업 초기에
신속하게 동남아 8개국으로 진출해 시장을 선점한 후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추
가하면서 슈퍼앱으로 성장한 반면, 고젝은 먼저 인도네시아 국내시장에서 슈퍼
앱으로 성장한 후 주변 동남아 국가로 사업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동남아 전역에서 두 기업의 소모적인 경쟁이 심화
되고 있으며, 향후 두 기업이 합병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아에서 성장 중인 한국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국
내시장과 일본에서 검증받은 우수한 IP를 기반으로 동남아에서도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웹툰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우리 IP의 해외 진출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 2차 저작물로 시장이 확대되는 OSMU 형태의 확장성
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 플랫폼의 글
로벌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남아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시장 초기
단계의 특성인 구매력 및 지재권 인식 부족과 같은 과제가 존재하기에 이를 타
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 전망
현재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진출은 특히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OTT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동남아시아 자국 기반 플랫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나, 알리
바바가 라자다를 인수하는 등 역외 플랫폼의 진출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플랫폼으로서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승차공유
및 배달서비스 시장의 경우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시아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그랩과 고젝이라는 역내 양대 플랫폼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이
와 같이 현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
우도 현대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플랫폼으로서의 진출보다는 현지 플랫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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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 및 기술협력 방식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러한 간접적인 방식의 진출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OTT 분야의 경우는 넷플릭스의 주도하에 다양한 동남아시아 자국 기반 플
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특히 현지 플랫폼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텐센트가 현지 최대 OTT
플랫폼인 아이플릭스를 인수하고, iQiYi가 현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중국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
우는 쿠팡이 훅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OTT 플랫폼의 진출은 구체화된
바 없다. 현시점에서는 단순한 플랫폼 차원의 경쟁보다는 동남아시아 콘텐츠
시장에서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한류 콘텐츠를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지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현지의 플랫폼과 협력관계 강화 및 한류 콘텐
츠를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핀테크, 헬스케어, 에듀테크 분야의 경우 시장의 규모 및 발전단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
는 측면에서 스타트업 진출 및 기타 기술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전략 모색
이 필요하다. 우선 핀테크 분야의 경우 현재는 그랩과 고젝 등 역내 대형 플랫
폼의 결제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성숙도
가 높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로보 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역내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를 통
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핀테크 분야로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세안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경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기
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 보건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지에서의 원격의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수요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현지 헬스케어 업체와의 연구개발 협력 등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의 진출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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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분야의 경우도 동남아시아 시장
은 아직 여타 지역에 비해 성숙도는 낮으나, 향후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 특
히 지역 내 ICT 기반 확대, 한국 및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도 등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진출 여건은 어느 정
도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인도
1) 시장의 특징과 유망 분야
인도 디지털경제 규모는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함께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
로 증가하여 2017/18년 기준 GDP의 8%인 2천억 달러를 기록하기에 이르렀
다. 그 배경에는 핵심 경제부문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인
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추세, 그리고 릴라이언스 지
오의 성공적인 LTE 상용화로 대표되는 민간부문의 혁신과 투자가 자리한다.
이에 더해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력, 그리고 편의주의 추구 성
향이 강한 인도 밀레니얼 세대가 핵심적인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전자상거
래, 공유경제,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금융, 의료, 교육, 농업 등 산업 전반의 디
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양새이
다. 플립카트와 아마존의 복점 구도 아래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전자상거
래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보조판매 전략을 펼
치고 있으며, 최근 릴라이언스의 시장 진출로 시장점유율 경쟁은 보다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소유보다 경험, 그리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인도 밀레니얼 세대
를 중심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공유경제 서비스 또한 각광 받고 있다. 우
리에게 익숙한 모빌리티(차량공유, 승차공유 등) 시장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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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주요 노동인구로 부상함에 따라 주거, 사무 공간, 가구공유 등 다양한 자
산을 대상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시장 역시 휴대전
자기기의 보급 확대와 젊은 인구의 디지털 미디어 수요 증가로 최근 급격한 성
장세를 보이는 분야이다. 아직까지 만연한 불법 콘텐츠 유통 및 소비 형태와 청
년층의 낮은 구매력으로 AVOD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자체 콘텐
츠 제작, 인도 배경 콘텐츠 제공, 현지어 지원, 탄력적인 유료서비스 제공 등 차
별화된 전략으로 유료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인도의
디지털 결제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인도의 비현금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
화시키고 있다. 특히 UPI의 출시로 디지털 결제 및 송금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주요 결제 플랫폼들이 이를 적극 도입하면서 UPI 기반 디지털 거래건수는
2019/20년에만 125억 건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가처분소득 증대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인도의 에듀테크와 헬스테크 시장
또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리스킬링과 자격증, 초ㆍ중
등교육의 보충학습 부문에 대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일반의약품 전자상거래, 온라인 진료예약,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관리 등 부문을 중심으로 디
지털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
을 적용한 애그테크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소비자 직거래 플
랫폼, 농자재 구입 플랫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상 살펴본 인도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 시장 중에서 투자유치 금액이나 신
규 기업 진출 수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서
비스, 그리고 보건의료 및 교육 서비스이다. 전자상거래는 투자금액과 기업 수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신규 진출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투자유치 금액은 전자상거래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교육서비스는 투자유치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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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신규 진출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며,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은 투
자금액과 기업 수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기업 사례의 특징
앞서 2절에서 인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공
룡기업 플립카트, 에듀테크 데카콘 바이주스, 그리고 인도 디지털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스타트업 밸런스히어로의 사
례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들 기업의 성장경로와 특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인도 소비자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전
환시키기 위해서 신규 고객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플립카트
는 인도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
해 각종 캠페인과 리브랜딩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며, 판매자들이 제품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여 자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했다. 밸런스히어로는 높은 편의성과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
고 현금을 지급하는 친구 추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10대와 20대 인도 소비자
를 빠른 속도로 흡수했다. 더불어 금융 접근성이 현저히 낮거나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100만여 명의 금융
중개인을 활용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아래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또한 눈에 띈다.
플립카트는 편의성과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호하는 중산층의 젊은 소비
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찍이 연중무휴 24시간 고객지원 서비
스를 도입했으며, 1년에 7달러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서비스를 출시해 무
료 배송, 당일 배송, 60일 내 반품 가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바이주스는 개
인별 학습유형이나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학습활동을 추천하는 학습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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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개발하여 개인별 학습량과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부모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은 연간 160달러라는 높
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률 85%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손꼽힌다.

3) 전망
중산층의 소득증대, 여성의 인터넷 사용 증가,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5억여 명의 디지털 원주민 Z세대222)가 경제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제시스템이 보다
안정화되고 이로써 비현금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물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아직까지 일부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있으
면 좋은(good to have)’ 수준에서 ‘필수적인(must have)’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23) 장기간의 봉쇄령224)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과 의료, 온라인 쇼핑
등으로 기존의 일상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으며, 디지털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현금 사회로의 전환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10년래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225) 특히 현지어 서비스의 확대,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사용자의 증가, 전
자결제시스템 확대 등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물
류 인프라 확대로 운송비용이 낮아질 경우 현재 메트로시티에 집중된 전자상거
222) Z세대(Generation Z)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로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
대를 일컫는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와 합쳐 ‘MZ세대(MZ generation)’라 통칭하기도 한다.
223) “Why India’s digital drive is on full throttle thanks to Covid-19”(2020. 7. 19),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10. 13).
224) 인도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68일간 전국 봉쇄
령을 시행했다.
225) IBEF(2020a), “E-commerce(March 2020),” p. 7; Bain & Company(2015), “Adding to cart:
digital’s impact on consumer goods in Indi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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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수요가 중소도시로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보급 확
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역 확대, 데이터 이용료 인하, 디지털 미디어에서
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증가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 또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2/23년 인도의 OTT 구독자 수는 5억 5천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시장규모는 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26)
특히 2018/19년 기준 약 30%에 불과한 SVOD 비중이 연평균 44.0%로 빠르
게 성장하면서 2023/24년 약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장의 확장세는 디지털 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안대출과 인슈어테크, 웰스테크 또한 빅데
이터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앞으로의 성장이 특히 기대되는 분야는 의료
부문과 농업, 그리고 교육부문이다. 구글 또한 2020년 7월 발표한 대인도 100억
달러 투자 계획에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의 장벽 완화(언어, 비용) △인도
맞춤형 IT 제품ㆍ서비스 개발 △ 중소상인 디지털 전환 지원과 함께 의료, 농
업, 교육 등 분야에서의 AI 및 기술 적용 지원을 핵심 투자 영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227) 소득증가와 더불어 질적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서 에듀테크와 헬스테크 부문에 이미 연간 1천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신규 진출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마존, 릴라이언스 리테일 등의 공룡기업들까지
헬스테크 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228) 한편 인도의 애
226) KPMG(2018b), “Media ecosystems: The walls fall down,” p. 9; BCG(2018), “Entertainment
Goes Online: a $5 billion opportunity,” p. 19.
227) Emerics(2020. 7. 24), 「[동향세미나] 美기업, 인도 디지털시장 투자확대」, https://www.emerics.
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00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
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
&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5&pageCnt=10(검색일: 2020. 7. 27).
228) 2020년 8월, 아마존 인디아는 의약품 및 가정용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 Amazon
Pharmacy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같은 달 릴라리언스가 바이탈릭헬스(Vitalic Health)의 지분을
인수하고 스마트스토어(Smart Store) 기반의 온라인 약국 플랫폼 확장 계획을 발효했다. 자세한 내
용은 Emerics(2020. 9. 7), 「[동향세미나] 아마존ㆍ릴라이언스, 인도 헬스케어 시장內 경쟁 본격화」,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7243&mid=a1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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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테크 시장은 아직까지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이나 농자재 구입 플랫폼과 같이 공급망(supply chain)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
는 만큼 성장의 기회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229) 향후 농가의 온라인 금융
접근성 강화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기회가 확대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농업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다면 가시적인 수확량 및 농가 소
득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230) 인도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도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
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3&pageCnt=10
(검색일: 2020. 11. 3)를 참고할 수 있다.
229) Nasscom(2019a), “Agritech in India: Emerging Trends in 2019 (July 2019),” pp. 19-20.
230) 작물선택, 비료이용, 기상패턴 등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의 보급은 2025년까지 인도의 농업생산량을 15~20%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Digital India: Technology to transform a connected nation,”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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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나날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제1장 3절 참고). 본 절에서는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해외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직간접적으로 매우 다양
하다.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역외 반출에 대한 제한을 들 수 있으며, 예
컨대 전문직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에 간접적
인 영향을 주지만 사실상 디지털경제의 영역을 벗어난 규제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업종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플랫폼상의 콘텐츠 접근에 대한 제한과 같이
그 영향이 비교적 국지적인 제도도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시장지
배력으로 인해 경쟁법적 규율도 필요하며, 물리적 사업장이 없이도 글로벌 차
원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과세 기준에 대한 논의도 각국별, 또는 국
제기구 차원(OECD, UN 등)에서 진행 중이다.
Ferracane and Marel(2019, p. 21)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제도를 여
덟 개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231) 이것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를 완전히 망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예컨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
쟁법적 규율은 포함되지 않음),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준거점이 된다.
본고에서는 플랫폼과 연관성이 높지만 별개의 영역으로 의미를 갖는 지식재산
권과 기술표준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세제도는 디지털세와 관련
하여 현재 진행 중인 쟁점으로서, 각국의 현행제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
어 역시 제외하였다. 아울러 Ferracane and Marel(2019)의 여덟 개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인 전자결제를 온라인 판
231) ① 외국인 투자제도 ② 데이터 관련 제도 ④ 플랫폼의 책임(Intermediary’s liability) ⑤ 콘텐츠 접
근 ⑥ 온라인 판매 규제 ⑦ 기술표준 ⑧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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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부문에 포함시켰다. 종합하면, 본 절에서는 ①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투자제도 ② 데이터 관련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제도) ③ 플랫폼의 책임(Intermediary’s liability)에 대한 면책(safe
harbor) ④ 온라인상의 콘텐츠 접근 ⑤ 온라인 판매 규제와 같이 5개 범주로
연구대상을 설정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아니지
만, 온라인 플랫폼의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6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과 인도를 대상으로 상기 범주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상기 국가의 법제도를 연구한 2차 자료를 토대로 각국 제도의 개괄적
내용과 특성을 식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ECIPE에서 발간한 DTRI(Digital
Trade Restrictive Index) 데이터베이스를232) 기초로 상기 국가의 온라인 플
랫폼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제도를 식별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국 법령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여 앞서 진행한 연구 내용을 검증
하고 보완하였다.
본 절에서 다루는 법제도의 해석 시 유의할 점은 해당 제도가 고려해야 할 다
각적인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 발전 중인 것도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나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의 경우, 플랫폼 활성화
와 사회적인 고려 사이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현재 진행형 쟁점이다. 또한 상
이한 가치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도 있다. 또한 콘텐
츠 접근의 경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와 국가적 정체성과
동일성을 중시하는 국가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요컨대, 온라인 플
랫폼과 관련된 제도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발전 중이며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가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일방의 시각을 투영하기보다는 상대국의 여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각국 제도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추구하되, 각국의 제도간 조화(harmonization) 또는 호환성(interoperability)
232) Digital Trade Estimates(DTE) Database, https://ecipe.org/dte/database/(검색일: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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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해나간다는 시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제도
가. 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 제도는 외투 지분보유한도 제한, 투자심사, 관리책임자의 현지
거주요건 등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외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의 영역에서 자국산업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
인 플랫폼 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외 진출을 위해 현지에 물리적인 사업장
을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제도를 통한 진입 규제에서 자유로
운 경우가 많다. 다만 통신, 컴퓨터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디지털 재화의
생산 등 연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이 국경간 디지털 거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정책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투자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현지 법인 설립 혹은 합작투자를 강제하
거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의 상한 혹은 최소자본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또한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별도의 면
허취득 요건을 부여하거나 안보,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의 국가적 영향을 고려
하여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외국인 투자 제한 제
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하의 절에서는 동남아 주요 6개국 및 인도를 대
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각 분야별로 검
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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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지분 상한 제한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통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
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부문에 대해 보다 엄격
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를 포함하는 통신서
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한도를 49%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프라를 포
함하지 않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3년 이상의 투자기간 요건 충족 시 70%
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보유가 가능하다.233)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유선 네
트워크 공급자를 포함한 특정 통신 네트워크 공급자, 멀티미디어 서비스, 인터
넷 서비스 공급자 및 메일 공급자, 콘텐츠 서비스ㆍ정보서비스 센터ㆍ통신 데
이터 서비스ㆍ인터넷 상호연결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외국인 투
자자 지분보유 한도가 49%로 제한된다.234)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 공급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자(이동전화 및 위성전화)의 경
우는 65%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보유 상한이 적용된다.235)
반면 태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한도가 49%로 제한되고 있
다.236) 다만 공공 교환통신 서비스의 재판매, 국제전화카드, 이동통신 가상 네
트워크 운영사업자(MVNOs), Store-and-Retrieve(축적 및 검색) 부가가치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
233) WTO(2013), “Trade Policy Review: Vietnam,” p. 139.
234) 「Presidential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39 of 2014(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 to Investment)」,
http://www.indonesia-investments.com/upload/documents/Negative-Investment-ListIndonesia-Daftar-Negatif-Investasi-Indonesia-Investments.pdf(검색일: 2020. 10. 7).
235) 「Presidential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39 of 2014(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 to Investment)」,
http://www.indonesia-investments.com/upload/documents/Negative-Investment-ListIndonesia-Daftar-Negatif-Investasi-Indonesia-Investments.pdf(검색일: 2020. 10. 7).
236)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 2544 (2001)」(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web.
krisdika.go.th/data/outsitedata/outsite21/file/Telecommunications_Business_Act_BE
_2544_(2001).pdf(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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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자 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237) 또한 필리핀은 자국 헌법 규정
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신사를 포함한 공공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의 지분한도가 일괄적으로 40%로 제한되고 있다.238)
한편 방송ㆍ미디어 서비스 분야의 경우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외국인 투자
지분율 상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방송서비스 분야
에 대하여 각각 49%, 30%를 상한으로 외국인 투자자 보유 지분을 제한하고 있
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하여 20%의 외국인 투자 지
분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239) 또한 필리핀은 TV 방송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
의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한편, 태국은 미디어 방송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 상한을 49%로 규정하고 있다.240) 인도의 경우 디지털 뉴스 미디어 분야
는 26% 이하, FM 라디오 및 뉴스 채널의 경우는 49% 이하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241)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 외에 인도네시
아의 경우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에 인도네시아 업체가 2개 이상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242) 또한 베트남은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서 특정
업체 정관자본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경쟁업체 정관
자본의 20%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243)

237) ECIPE, “DTE Database: Thailand,”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TH&chapter=
(검색일: 2020. 10. 7).
238) ECIPE, “DTE Database: Philippines,”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PH&chapter=
(검색일: 2020. 10. 7); 「1987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 16조.
239) OECD, “ASEAN FDI Regulatory Restrictions Database,” https://qdd.oecd.org/subject.
aspx?Subject=ASEAN_INDEX(검색일: 2020. 10. 7).
240) OECD, “ASEAN FDI Regulatory Restrictions Database,” https://qdd.oecd.org/subject.
aspx?Subject=ASEAN_INDEX(검색일: 2020. 10. 7).
241) Invest India, “FDI Policy,” https://www.investindia.gov.in/foreign-direct-investment
(검색일: 2020. 10. 7).
242) Global Trade Alert, “Indonesia: Restricte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https://www.globaltradealert.org/state-act/27524(검색일: 2020. 10. 7).
243) ECIPE, “DTE Database: Vietnam,”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VN&
chapter=(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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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심사(Screening of investment and acquisition)
신남방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통신법」, 「사이버보안법」, 「투자법」상에서 외
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증서 취득,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
식으로 투자 심사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
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자국 내에서 통신 네트워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통신법」상 기본 면허 외에 별도의 투
자 증서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4)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 프로젝트가
사전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허가당국은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및 기타 유관 부처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별
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245)
한편 베트남은 ‘사이버보안 보증 서비스(CAS: Cybersecurity Assurance
Services)’ 개념을 도입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안부가 발
급하는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246) CAS는 감사, 평가, 컨설팅, 감독,
예방 및 테스트와 관련된 사이버보안 서비스를 포괄하며, 「사이버 정보보안법
(LOCIS: Law on Cyber Information Security)」 제41조의 ‘사이버 정보보
안 서비스’의 개념과도 부분적으로 중첩된다.247) 또한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
자자들이 통신 분야의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투자의 사업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248)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투자 사업과 관련한 시장분석 및 전망, 사업
244) Russin and Vecchi International legal counsellors(2013), “Telecommunications in
Vietnam,” p. 10.
245) Russin and Vecchi International legal counsellors(2013), “Telecommunications in
Vietnam,” p. 10.
246) ECIPE, “DTE Database: Vietnam,”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VN&chapter=
(검색일: 2020. 10. 7).
247) ECIPE, “DTE Database: Vietnam,”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VN&chapter=
(검색일: 2020. 10. 7).
248) 「Decree No. 25/2011/ND-CP(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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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입규모, 총투자비용, 연도별 지출액, 투자의 형태 및 자본조달계획 등
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249)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통신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 요청 시 외국인 투자자 보유 지분과 관
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50) 싱가포르에서는 지정된 통신면허 소지자의
12%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혹은 전체 의결권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D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251) 그
밖에 인도의 경우도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지분이 49%를 초
과하는 경우 정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252) 필리핀의 경우는 통신 분야에
대한 인수합병 시 의회, 국가통신위원회(NTC),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253)
또한 신남방지역 국가들 대부분은 실제 집행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국가 안
보 및 경제적 영향 등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심사 과정에서 투자
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천연자원
보호,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보호, 생산 및 유통의 감독, 기술력
증대, 국내 자본의 참여, 정부가 지정한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경제적 고려 등

articles of the telecommunications law)」(비공식 영문 번역본) 제23조 1항, https://vanbanpha
pluat.co/decree-no-25-2011-nd-cp-detailing-and-guiding-the-implementation(검색일:
2020. 10. 7).
249) 「Decree No. 25/2011/ND-CP(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telecommunications law)」(비공식 영문 번역본) 제23조 1항, https://vanbanpha
pluat.co/decree-no-25-2011-nd-cp-detailing-and-guiding-the-implementation(검색일:
2020. 10. 7).
250) Global Trade Alert, “Indonesia: Restricte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https://www.globaltradealert.org/state-act/27524(검색일: 2020. 10. 7).
251) 「Code of Practice for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2012」 제10조,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Regulation-Licensing-andConsultations/Frameworks-and-Policies/Competition-Management/Telecom-Compe
tition-Code/02-2012TCCwef2July2014.pdf?la=en(검색일: 2020. 10. 7).
252) 「Consolidated Foreign Investment Policy Circular 2014」 제6.2항, https://dipp.gov.in/
circulars/consolidated-fdi-policy-circular-2014(검색일: 2020. 10. 7).
253)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201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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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개념으로의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254) 태국의 경우도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 허가 시에 국가의 안전과 안
보,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 공공질서 및 도덕적 가치, 예술ㆍ문화ㆍ전통
ㆍ관습에서의 국가적 가치, 국가자원 보존, 에너지, 환경보존, 소비자 보호, 수
행 규모, 고용,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등에서의 유불리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55)

3) 현지 중개인 및 법인(합작 포함) 설립 요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광고서비스,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지 대리인을 두거나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
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해외 웹사이트에 베
트남 현지 광고주를 위한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베트남 현지에 광고서
비스 공급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256) 베트남 소비자에게 온라인 게임서
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업체는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257)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통신시장 진출은 합작법인 형태로만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의 경우는 베트
남의 WTO 가입 이후 최초 3년 내에서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258) 한편 인도
254) ECIPE, “DTE Database: Indonesia,”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ID&chapter=
(검색일: 2020. 10. 7).
255) 「Foreign Business Act(1999)」 제5조, http://thailaws.com/law/t_laws/tlaw0107a.pdf(검
색일: 2020. 10. 7).
256) 「Decree No. 181/2013/ND-CP, on Elaboration of Some Aritcles of the Law on
Advertising」(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3장 13조의 2항, https://vanbanphapluat.co/decree-no181-2013-nd-cp-on-elaboration-of-some-articles-of-the-law-on-advertising(검색일:
2020. 10. 7).
257) 「Decree No. 72/2013/ND-CP,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제31조, https://vnnic.vn/sites/default/files/vanban/
Decree%20No72-2013-ND-CP.PDF(검색일: 2020. 10. 7).
258) 「Decree No. 121/2008/ND-CP, on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post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8조, 제9조, https://vanbanphapluat.co/
decree-no-121-2008-nd-cp-of-december-03-2008-on-investment-activities-i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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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및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와 관련된 컨설턴트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합작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59)

4) 최소자본 요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온라인 및 우편 소매
업 분야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소유가 금지되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였다.260) 그러나 2016년
5월부터 1,000억 IDR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분보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261) 또한 필리핀의 경우 국내기업의
최소자본금 보유 기준은 5,000PHP(약 112미달러)이나, 외국자본이 40%를
넘는 기업이 필리핀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
본금 900만 PHP(약 2,500만 미달러)를 보유하여야 한다.262) 다만, 총 생산량
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최소납입자본 요구액은 좀 더 낮은 5,000PHP
가 적용된다.263) 또한 필리핀은 전자상거래 등 소매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
post-and-telecommunications-sector(검색일: 2020. 10. 7).
259) ECIPE, “DTE Database: Indonesia,”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ID&chapter=
(검색일: 2020. 10. 7).
260) 「Presidential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39 of 2014(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 to Investment)」,
http://www.indonesia-investments.com/upload/documents/Negative-Investment-Lis
t-Indonesia-Daftar-Negatif-Investasi-Indonesia-Investments.pdf(검색일: 2020. 10. 7).
261) 「Presidential Regulation No. 44 of 2016(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 https://www.bkpm.go.id/images/
uploads/prosedur_investasi/file_upload/REGULATION-OF-THE-PRESIDENT-OF-THEREPUBLIC-OF-INDONESIA-NUMBER-44-YEAR-2016.pdf(검색일: 2020. 10. 7).
262) ECIPE, “DTE Database: Philippines,”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PH&chapter=
(검색일: 2020. 10. 7).
263) ECIPE, “DTE Database: Philippines,”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PH&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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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의 최소자본 요구액을 250만 달러로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요구액
기준은 20만 달러로 축소될 예정이다.264)

5) 소유제한 및 라이선스
그밖에 아세안 국가들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설비 보유를 제한하는
경우나 규제 제정 등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인도
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기지국 및 통신탑 등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265)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싱가포르의 싱텔(Singtel) 사례와 같
이 외국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미국 기업들
은 싱가포르의 통신 규제 및 규칙 제정과정의 일부 측면에서 투명성이 결여되
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266) 특히 결정보류 및 상고 제기, 해당 요청
에 대한 공개의견,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혹은 정보통신
부(MCI)의 최종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발표 등과 같은 기업의 요청에 대하
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267)

(검색일: 2020. 10. 7).
264) ECIPE, “DTE Database: Philippines,”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PH&chapter=
(검색일: 2020. 10. 7).
265) ECIPE, “DTE Database: Indonesia,”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ID&chapter=
(검색일: 2020. 10. 7).
266) U.S. Department of State(2015), “Singapore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p. 4.
267) U.S. Department of State(2015), “Singapore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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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디지털 분야 주요 외국인투자 규제의 신남방 국가별 비교
항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

-

-

-

-

-

민영화 마스터
공통

-

플랜(1991)
프로젝트 25% 원칙
Network Service

네트워크 인프라

Provider 및
통신
서비스

-

Network Facilities

유선/이동통신

Provides 70%,

67%

Application Service

외국인
제한
미디어

방송서비스 49%

방송서비스 30%

서비스 49%,
비인프라 통신업체
65%

Provider 100%

투자 지분

제공 유선통신

TV/라디오 방송
20%

-

1종 면허(인터넷
접속 서비스, 음성
텍스트 서비스,
공공교환통신
서비스 재판매) 외
전기통신사업 49%
미디어 방송
서비스 49%

외국계 대형
전자
상거래

-

중소기업과의

Bumiputera(현지

합작을 조건으로

토착민) 지분 30%

외투 1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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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 인터넷 서비스

-

공급자는 제한
없이 허용)
라디오 방송 40%,

디지털 뉴스

TV 방송 외국인

미디어 26%,

투자 금지,

FM 라디오/뉴스

광고서비스 30%

채널 49%

자본금 250만

소매기업의 경우

이상 보유 필요

유선/이동통신

-

소매업(총 자본금

달러 미만의

B2C 전자상거래

1억 바트 이하)

소매거래업체

외국인 투자

50% 미만

외투보유 금지,

원칙적 금지

택배 서비스 40%

표 3-1. 계속
항목

싱가포르

공통

-

투자 심사
통신
서비스

현지 법인설립/등록
요건

통신업체 12%
이상 지분 취득 시
IDA 승인 필요

시설기반 운영자의
경우 현지 법인
설립 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외국인의 산업용

외국인 투자자의

민감한 사업과

금융서비스 등을

부동산 취득 시

투자조정위원회(BK

중요 국책사업의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연방당국의 승인

PM) 면허 취득

경우 사전승인

분야 외국인

필요

필요

필요

투자에 승인 필요

통신 면허신청 시

2종/3종

5년간 사업계획서

통신서비스 면허

제출 필요

취득 필요

50% 초과 지분
취득 혹은 1억

IPTV 컨소시엄의

달러 초과 FDI의

통신부 승인 필요

경우 승인 필요
통신 서비스
외국인 투자 시
현지법인 설립
필요

컴퓨터 서비스

광고 및 온라인

수행 시 현지

게임 서비스 제공

대표사무소

시 현지법인 설립

설립(합작운영)

필요, 통신시장

필요

합작형태만 허용

필리핀

인도

-

-

전기통신 분야
인수합병에 대한
의회 및 유관기관
승인 필요

외투 지분 49%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
전자상거래, 데이터

-

-

교역, 웹 기반
마케팅 사업 수행
시 현지 등록 필요

주: 상기 내용은 ECIPE, OECD 등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규제를 선별한 것으로, 일부 누락된 제도가 있을 수 있음.
자료: ECIPE, “DTE Database,” https://ecipe.org/dte/database/(검색일: 2020. 10. 7); OECD, “ASEAN FDI Regulatory Restrictions Database,” https://qdd.oecd.org/subject.aspx?
Subject=ASEAN_INDEX(검색일: 2020. 10. 7); Invest India, “FDI Policy,” https://www.investindia.gov.in/foreign-direct-investment(검색일: 2020. 10. 7).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 179

나. 데이터
1) 개인정보 보호
가) 개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유 여부는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무는 국가 차
원의 일관성 있는 법체제 운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한국이나 일
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
렇지않은 국가들도 존재하는데, 전통적으로 분야별 보호 체제를 운용해온 미국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도 최근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개인정
보 보호법을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 취급하는 신남방지역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
아와 인도는 최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이용 등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각국의 헌법에서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활용과 보호 사이의 관리를 보다
신중하게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수준과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 가
운데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헌법은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의 하나로
서 인정하고 있으며, 인도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를 인정한 바 있다.268)
별도의 데이터 보호기관 여부 역시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이해하
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예컨대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268) ｢K.S. Puttaswamy v. Union of India(2017), 10 SCC 1, IAMAI(2019)｣, p. 23에서 재인용. 이
판결을 계기로 2018년에 인도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draft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이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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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은 상대국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호환성을 판정할 때, 독립성 있는
데이터 보호기관의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가운데
별도의 데이터 보호기관을 운용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
핀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는 아직 운용하지 않고 있다.269)

나) 동의(consent)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시 가장 중요한 법적 구성요소 중 하나가 정보주체의
동의(consent)라고 할 수 있다. 동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
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의에 대한 각국의 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운용하는
국가라면 모두 동의 절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의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명
시적인 동의(explicit 또는 express consent)’ 적용 여부 및 범위를 비교해보
는 것은 각국의 법적 수준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정보주
체의 ‘명시적 동의’는 특히 동의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름으로써 당초
의 목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
는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가운데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은 개인정보 일반의 수집,
처리, 이전 등의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인도는 민감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명시적 동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국가들 가운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민감정
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싱가포르는 개인정보 보호
당국(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이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감정보를 규정하고 있다.270)
269) 신남방지역 국가 가운데 EU의 적정성 평가에 부합된 국가는 현재 없다. 상기 데이터 보호기관의 위
상과 독립성에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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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현재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Draft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을 통해 동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
면, 개인정보의 처리는 철회가 가능한 조건에서 데이터 주체의 자유의사에 의
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의(free, informed,
specific and clear consent)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비밀번호, 금융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경우, ‘명시적인 동의(explicit consent)’가 요구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명시적인 동의는 데이터 주체에게 정보 처리의 특정 목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를 고려한 구체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다) 데이터 보관(data retention)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 일정한 요건과 제한을 둠으
로써 프라이버시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남
방지역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모두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의 경우, 2013년 법령271) 제72조에 따라 집계된 정보 사이트는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최소 9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
며, 필리핀의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ivacy Act of 2012)」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법적 청구나 합법적 사업목적에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은 조직이 더 이상 데이
터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후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데이터 보관 요구사항은 인도 「전신법(Indian Telegraph Act of
1885)」에 근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면허 및 통합 접속 서비스 면허(UASL)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27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270)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 https://www.dlapiperdataprotection.
com/index.html?t=definitions&c=SG&c2=(검색일: 2020. 9. 7).
271)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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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관한 모든 상업적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안 목적으로 보관
해야 하는 기록은 ① 연결된 모든 사용자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로
그 ②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컴퓨터를 통한 모든 외부 로그인 또는 텔넷의 로그
③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 시설 장비에서 생성된 모든 패킷의 복사본
④ 가입자의 전체 목록(비밀번호로 제어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웹사이트에
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⑤ 인터넷 임대 회선 고객(고객 이름, IP 주소 할당, 대
역폭 제공, 설치 주소, 설치/위탁 날짜, 전화 번호/이메일 연락처 포함)의 전체
목록 ⑥ 가입자의 지리적 위치 ⑦ 기타 정보이다. 한편 인도는 은행정보에 대해
서는 “고객과 은행사, 금융기관 또는 중개업자 사이의 거래가 정지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3)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
호법 초안(draft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에서는 “중대한 데이
터 수탁자”가 “처리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라) 데이터 유출 시 통지(Data Breach Notification)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데이터 유출 발생 시 해당 기업이 이를 유관 기관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남방지역의 경
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가 데이터 유출 시 통지에 대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
이드라인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관련 의무 규정을 도입 중이며, 통지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의무 규정을 도입 중이며, 가이드라
인 역시 아직 공개된 것은 없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 시스템 공급자로 하여금 데이터 유출 발생 14일 이
272)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Ministry of Communications & IT, Government of
India, “License Agreement for Provision of Internet Services,”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Ministry of Communications & IT, Government of India, “License
Agreement for Provision of Unified Access Services after Migration from CMTS.”
273) Rules for Record Keeping and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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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데이터 소유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태국은
데이터 컨트롤러(Data Controller)로 하여금 데이터 유출 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당국(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국은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필리핀은 72시
간 내에 개인정보 보호 당국(National Privacy Commission) 및 정보주체에
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마) 데이터 보호 담당관(DPO: Data Protection Officer)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데이터 보호 담당관을 두도
록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신남방지역 주요국 가운데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가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
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기관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의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1명 이상의 데이터 보호 담당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적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바, 일반
정보 웹사이트(aggregated information websites) 또는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정보 콘텐츠 관리 책임자로서 최소 1인의 베트남 국적자 또는 제출 시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한 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을 두도록 규정한다.274)
인도의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은 “중대한 데이터 수탁자(significant data
fiduciaries)”가 법률 준수를 감독할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임명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따르며, 신
기술이나 대규모 프로파일링 또는 개인정보 데이터 사용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대한 데이터 수탁자”는 새로운 데이터 기술이나
대규모 프로파일링, 유전자 데이터나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사용,
274) DECREE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No. 27/2018/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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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기타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경우
를 지칭한다.

바)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접근
특정 조건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을 넘어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인정
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에
대한 각국의 관점은 정치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은바, 신남
방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베트남의 경우 “인터넷 자원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의 경우, 후자의 요청
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관할 국가관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75)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은
「사이버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을 받으
면 공안부에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컴퓨터 관련 형법(Computer Related Crimes Act)」 제18조에 따르
면, 당국은 법원 명령 없이 개인에게 “어떤 사람의 컴퓨터 데이터를 해독
(decode)”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따라 개인은 “이해할 수 있는 형
태”로 데이터 또는 증거를 생성해야 한다. 제18조 제(2)항과 제18조 제(3)항
은 공무원이 트래픽 데이터와 사용자 관련 데이터의 생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은 공무원이 컴퓨터 데이터 또는 저장장
비를 제어하는 개인에게 데이터 검사 또는 생성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인도의 「정보 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제69조는 정부기관이 요
청할 때, 중개자로 하여금 정보를 가로채거나(intercept) 감시하거나(monitor)
해독할(decrypt) 수 있는 모든 시설과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컴퓨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275)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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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신남방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비교
항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

Regulation No.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rotection Act

2012

2010

20 of 2016

Law on

(Protection of

Network

Personal Data

Data Privacy

Personal Data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f 2012

in an Electronic

Security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System)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

○

○

△

○

○

○

△

헌법상 권리 보장

○

○

X

○

X

○

○

○

X

X

○

○

X

-

-

○
국가 데이터보호 기관
(Nati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

Personal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Protection
Advisory

Personal Data
Committee

Committee
express

개인정보 제공

express

동의(consent)

consent

민감정보의 법적 정의

X

○

X

X

○

○

○

○

기업의 데이터 보유
(data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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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consent

consent

National Privacy
Commission

-

express

express

consent

consent

(민감정보)

(민감정보)

○

○

○

○

○

○

explicit consent explicit consent

(민감정보)

표 3-2. 계속
항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

○

X

X

○

○

○

○

△

△

○

○

○

○

○

○

X

○

○

○

○

○

DPO(Data Protection
Authority) 의무 규정
데이터

의무

침해 통지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 통신
∙ 부동산
∙ 교육
주요 분야별 법규

∙ 헬스케어
∙ 사회서비스
∙ 은행
- 분야별 법
∙ 금융

- 분야별 법
- 행동강령
∙ 항공

- 분야별 법

∙ 은행 및 금융

∙ 통신

∙ 보험

∙ 은행 및 자본시장

∙ 공공사업(전기 등)

∙ 은행 및 금융

- 분야별 법

∙ 보험

∙ 전자결제

∙ 전자상거래
∙ 정보기술
∙ 통신
∙ 미디어

- 분야별 법
∙ 은행 및 금융
∙ 통신

X

∙ 가이드라인
∙ 통신
- 정책(안)
∙ 전자상거래 등

∙ 소비자 보호

∙ 헬스케어
자료: 각국의 법령(‘3장 2절 나. 데이터’ 본문 및 각주 참고); Deloitte(2019); IKIGAI Law(2020); DLA PIPER 웹페이지(https://www.dlapiperdataprotection.com/index.html?t=definitions&
c=SG&c2=, 검색일: 2020. 9. 7)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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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데이터 현지화 규정은 국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
라인 서비스와 관련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안
보 또는 자국의 데이터 자원 보호 등의 목적을 근거로 하여 도입되고 있다. 전
자의 경우 정부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확보함으로써 국가적인 사이버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자
는 자국민의 데이터를 자국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으로 간주하는 시각으로서
인도가 최근 공개한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안(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이 보여주는 시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현지화 규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한데,276) 첫 번째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과 같이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데이터
저장 설비를 자국 내에 두도록 강제함으로써 자국민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원
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분야에 대해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서, 호주의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88)」 및 「건강
기록법(My Health Records Act 2012)」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데이
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되,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대개 자국
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만 자국 개인정보
의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EU로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adequacy test)를 통과한 국가에 대
해서 자유로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한다.
신남방지역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가 대표적이다. 베트남은 인터넷상의 서비스 공급자에
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제26조
제3항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에서 활동하는 자국 및 외국 서비스
276) Liu(2019), pp. 37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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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정확한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국경 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베트남
은 분야별 법령에서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메일 광고와
인터넷 기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베트남 국경 내에
위치한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베트남 도메인명(.vn)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을 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277) 또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일반 정보 웹사
이트, 이동통신망 기반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등에 대한 현지 서
버 설치 요구사항도 규정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베트남 국경 내에 “관할 국가
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검사, 저장 및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278)
인도는 최근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개
인정보 보호법 초안(draft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은 당초 법
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사본을 인도 내 설치된 서버에 저장하도
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본의 국내 저장 의무를 민감
정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79)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동 법안은 데이터 국외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그 하
나는 인도정부가 인도 내에만 저장될 수 있는 “중요한(critical) 개인 정보”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는 “인도 영토 내에서 수집, 공개, 공유 또는 처
리된” 데이터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익명 처리된 정보(anonymized
data)는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인도에서 수행되는 특정 사업과 연관되
어 있는 한, 인도 국경 바깥에 소재한 모든 데이터 프로세서에게 적용될 수 있
다. 한편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2018년 결제 시스템과 관
277)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제90조.
278)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제72조.
279)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안)은 모든 개인정보의 사본을 인도 내에 저장하도록 하는 미러링
(mirroring) 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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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모든 데이터가 인도 국경 내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280)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2015년에 인도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대상자로 선정되
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인도 국경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281)
위 국가들과는 달리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국경간 데이터 이전
을 허용하는 방식을 위주로 하는 국가로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들 수 있
다. 싱가포르는 ① 기관이 해당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
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바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② 싱가포르 국경 바깥의 데이터 수취자(recipient)는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여 전송된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기준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말레이시아는 2010년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에서 정부가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고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whitelist) 국가에 대해서만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282) 2017년
개인정보 보호당국이 발표한 보고서는 데이터 이전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으
로서 EEA, EU가 인정한 국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그리고 한국, 미국, 호주,
중국, 홍콩,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지정하였다.283)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조건하에서 데이터의 국외 이
전을 허용하고 있다.284)

280) Reserve Bank of India, “Notification: Storage of Payment System Data”(2018. 4. 6),
https://www.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검색일: 2020. 7. 20).
281) Guidelin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On Contractual Terms Related to Cloud
Services.
282)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 129 (Act No. 709) (Malaysia).
283) Public Consultation Paper (PCP) No. 1/2017 entitled Personal Data Protection,
https://www.pdp.gov.my/images/pdf_folder/PUBLIC_CONSULTATION_PAPER_1-201
7_.pdf(검색일: 2020. 9. 9).
284)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supra note 60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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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시 위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ivacy
Act of 2012)」 6장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컨트롤러(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는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하는 제3자 기관이 필리핀과 유사한 수준
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약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도록 할 책
임을 규정하고 있다.285) 태국은 개인정보 보호당국이 적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 경우 또는 해당 데이터 이전이 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부합
하는 경우 국외 데이터 이전을 허용한다.286)
끝으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유사하게 강력한 데이터 저장 설비 현지화를
규정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이를 완화하는 법령을 발표했다.287)
이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민간 서비스 공급자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데이터를 저장할 의무를 갖지 않게 된다. 다만 공적 기관
(public bodies)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은 영토 내 데
이터 저장 의무를 진다.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공급자는 별도로 다루어진다. 예
컨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Indonesi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상업은행의 경우 해외 저장을 승인하는 반면, 보험 및 재보험 기업의 경우 인도
네시아 영토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한다.288) 한편 인도네시아의 분야별 법
에는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OTT 기업의 경
우 자국 내의 로컬 IP 번호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국경 내에 저장하도록 하는 법
안이 2017년에 회람된 바 있으며,289) 전자 화폐 사업자들로 하여금 영토 내에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 복구 센터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290)
285) An Act Protecting Individual Personal Inform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i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reating for this Purpose a National
Privacy Commission, and for Other Purpose §21 (Rep. Act. No. 10723) (Philippines)
(Data Privacy Act 2012).
286) Deloitte(2019), p. 63.
287) Government Regulation No. 71 of 2019 on Electronic Systems and Transactions.
288) Aseegaf Hamazah & Partners(2019), “Government Relaxes Data Localisation Requirement,”
https://www.ahp.id/client-update-25-october-2019(검색일: 2020. 7. 21).
289) Circular letter,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pplication Services and/or Content over
the Internet(OTT)”/2017 draft OTT regulation. 이 법안의 확정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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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의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에 대한 면책 규정
온라인 플랫폼은 대부분 제3자의 정보를 받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상에서 중개자(intermediary 또는
mediator)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OECD(2010, p. 9)는 “인터넷
중개자(internet intermediary)는 인터넷상에서 제3자를 모으거나 이들의 거
래를 원활화한다. 인터넷 중개자는 인터넷상에서 제3자에 의해 비롯된 콘텐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 호스팅, 전달, 인덱스화를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291)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실상 모두 인터넷 중개자에 해당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플랫폼상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위법성
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것으로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SNS를 통해 유해 콘텐츠가 확산되는 경우, 이에 대한 SNS 사업자의 책임은 각
국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쟁점이다. 온라인 플랫폼상의 정보의 위법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해당 정보의 위해성
(harmfulness)과 지식재산권 침해이다. 즉 사회적으로 해로운 콘텐츠가 플랫
폼상에서 유통되거나, 불법 복제물이 게시될 경우 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어디까지, 얼마나 책임져야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통
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230조에 따르면, 제3자의 콘텐
츠에 대해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는 민사상
의 면책(internet immunity)을 적용받으며, 자발적으로 불쾌한 게시물을 제
290) Circular Letter of Bank Indonesia No. 16/11/DKSP Year 2014 regarding E-money
Operations.
291)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ternet intermediaries’ bring together or facilitate transactions
between third parties on the Internet. They give access to, host, transmit and index
content, products and services originated by third parties on the Internet or provide
Internet-based services to third parties.” OECD(201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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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있다면 수동적인 게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는 면책을
적용받는다(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
한편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1998)」 17 U.S.C.§512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대해 중개자의 시스템을 통해 게시 또는 송신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에
대해 세이프하버를 적용한다.292) 세이프하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자
는 불법으로 여겨지는 콘텐츠 ‘통지 시 게시 철회(notice and takedown) 시
스템’ 및 반복적인 불법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
다.293) 미국은 이러한 국내 법규를 USMCA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을 통해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자에 대한 면책규정, 즉 세이프하버 규정의 전체 경제사회적
맥락에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존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
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가운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가 온라인 플랫폼
의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저작권법
(Copyright Act)」은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련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294) 이는 미국과의 FTA 협정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물이다. 또
한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Part IV의 Section 26)」은 네
트워크 서비스 공급자(Network Service Provider)가 단지 제3자 자료
(third-party material)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할 경우, 해당 자료와 관련된 형
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말레이시아의 「저작권법(Copyright
292) 세이프하버는 특정 기준하에서 어떤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난폭 운전을 금한다는 법규가 있을 때,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할 경우 난폭 운전으로 간
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세이프하버에 해당한다. 반면 시속 90Km 이상으로 운전하는 경우 난폭 운
전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언세이프하버(unsafe harbor)에 해당한다. 이 경우 30Km 초과 90Km
미만의 운전은 난폭 운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293) Stanford CIS World Intermediary Liability Map, http://wilmap.law.stanford.edu/entries/
digital-millennium-copyright-act-1998-17-usc-ss-512(검색일: 2020. 9. 10).
294) Singapore Copyright Act, Section 1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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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1987)」 역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유사한 세이프하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95) 인도의 「정보통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Section 79)」도 세이프하버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인도
정부는 2018년 중개자 가이드라인안(Draft Intermediary Guideline)을 발
표한 바 있다.
신남방지역의 그 밖의 국가들은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인도네시아의 「저작권법(Copyright Law 2002)」은 저작권 침
해와 관련하여 ISP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태국은 중개
자를 위한 세이프하버를 제공하지 않고 상이한 유형의 중재자들의 차이를 구별
하지 않는바, 모든 인터넷 중개자는 동일한 책임을 진다.296) 한편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은 정보시스템 관리자ㆍ소유자ㆍ통
신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관할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콘텐츠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당국의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안에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297) 한편 베트남은 중개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해 다음 상황에서 책
임을 부과한다. 즉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게시, 전송 또는
제공할 때, 콘텐츠를 수정 또는 복사하거나 저작권 소유자가 적용한 기술 조치를
의도적으로 우회하거나, 침해 콘텐츠의 2차 배포자로 활동할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298)

라. 콘텐츠 규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각국의 정치사회적 특수성이

295) Malaysia Copyright Amendments Act of 1990 (Act A775), and 2012 (Act 1420), Part VIB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the Service Provider’ Sections 43B-I.
296) Computer-Related Offences Act B.E. 2550.
297) Law on Cyber Security. Article. 26-2(b).
298) Joint Circular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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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는 영역으로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온라인 플
랫폼이 대량의 정보와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
부의 규제 권한과 범위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신남방지역 역시 국가별로
특수한 정치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부의 콘텐츠 규제 권한이 법제화되어 있으
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베트남의 법령 72299) 제25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국가와 협
력하여 금지된 행위를 포함하는 정보를 제거 또는 차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금지된 행위에는 반국가,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 훼손, 선전물 제작, 외설 전
파, 음란물 유포 및 국가 전통과 관습 훼손,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금지된 물건, 서비스, 신문, 출판물에 대한 광고를 포함한다. 또한 동 법
령은 소셜 네트워크에만 적용되는 조항(제2항 제23조)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
셜 네트워크에 베트남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제20.4항은 개인 블로그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며,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받아(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aggregated information’
라고 지칭) 자신의 정보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태국정부는 왕국의 보안, 공공질서와 도덕에 영향을 주거나, 형사법에 따른
다른 범죄들 예를 들어 왕실모독죄를 위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
다.300)301)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에
온라인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로 성추행, 음란, 거짓, 위협
또는 공격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02)

299) Decree No. 72/2013/ND-CP of July 15, 2013, on the Management, Provision and Use of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300) Computer-Related Offences Act B.E. 2550.
301)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B.E. 2548 (2005).
302)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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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14 section 79(3)
(b))」에 근거하여 857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303) 2012~
17년 사이 인도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과 이동통신망 폐쇄를 명령했으며
(폐쇄 기간은 약 1만 6,315시간),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관광, IT
서비스, 뉴스 미디어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불
안 요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04)

마.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는 운송 및 배달 등 온라인 거래 관련
규제, 온라인 결제 규제, 낮은 무관세 한도금액(De Minimis), 엄격한 DNS
(Domain Name System) 등록 요건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신남방지역의 국
가들 또한 특히 온라인 결제와 DNS 등록 요건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와 관련
한 다양한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와 관련한 주요한 규제로는 결제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진
입제한, 결제 서비스 시장의 독점화, 암호화폐의 사용 제한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결제 중개기관은 인도네시아 자국민 또는
자국 단체가 최소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305) 모든
전자화폐 발행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발급되는 면허를 취
303) Centre for Internet and Society(2015), “DOT Order Blocking 857 Websites on Grounds
of Decency and Morality,” https://cis-india.org/internet-governance/resources/dotmorality-block-order-2015-07-31/view(검색일: 2020. 7. 21).
304)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2018), pp. 3-9.
305) 「Bank of Indonesia Regulation No. 19/8/2017, on National Payment Gateway」(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12조 2항의c, https://eservice.insw.go.id/files/ecommerce/1.%20Regulation%
20of%20BI%20No%2019.8.PBI.2017%20on%20NPG.pdf(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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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도록 되어 있다.306)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베트남 결제 네트워
크 시장의 독점화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
적을 제기하였다.307) 2016년 4월 베트남 내 주요 2개 결제 네트워크 업체가
합병하여 NAPAS(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Vietnam)가 설립되
었으며, 2018년부터 모든 신용 및 직불거래가 NAPAS를 통해 처리되도록 의
무화되면서 사실상 시장이 독점화되었다는 것이다.308)309)
한편 베트남은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는 ‘법적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지급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등 유사한 가상화폐를 발행ㆍ공급ㆍ사
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10) 또한 인도는 2011년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관련 결제를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페이팔에
대해 500달러 이상의 수출관련 대금 지급이 제한된 바 있다.311) 또한 2014년
인도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 구매 시 신용카드의 온라인 거래가 반드시 자국 내
에서 자국의 통화로 거래되도록 규정하였다.312)

2) DNS(Domain Name System) 등록요건
자국 도메인 명을 가진 웹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는가 여부는 전자상거래 비
즈니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건으로 아세안 국가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306) 「Bank Indonesia Regulation No. 11/12/PBI/2009, Concerning Electronic Money」(비공식
영어 번역본), https://www.bi.go.id/en/publikasi/peraturan/Documents/090608%20-%
20PBI%20%2011-12%20Uang%20Elektronik%20(English).pdf(검색일: 2020. 10. 7).
307) USTR(2020),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516.
308) 「Circular No. 19/2016/TT-NHNN on Bank Card Operations」(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24조,

309)
310)
311)
312)

https://vanbanphapluat.co/circular-19-2016-tt-nhnn-bank-card-operations(검색일:
2020. 10. 7).
USTR(2020),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516.
ECIPE, “DTE Database: Vietnam,”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VN&chapter=
(검색일: 2020. 10. 7).
ECIPE, “DTE Database: India,”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IN&chapter=
(검색일: 2020. 10. 7)
ECIPE, “DTE Database: India,”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IN&chapter=
(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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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자국 도메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이메일 광고와
인터넷 기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광고서비스 제공업체는 베트남에 위치한
서버에서 운영하는 베트남 도메인 명(.vn)을 가진 웹사이트에서만 이메일을 보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13) 또한 베트남은 경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vn’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에 등록된 업체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314)
태국의 경우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는 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법인 및 지역
대표를 두어야 하며, 기업의 도메인 이름이 회사 이름이나 이름의 약칭과도 같
아야 한다.315) 또한 각 회사들은 하나의 ‘co.th’ 도메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316) 싱가포르에서는 최상위 도메인인 ‘.sg’의 경우 외국 등록자가 유효
한 싱가포르 우편주소를 가진 로컬 에이전트를 행정 연락처로 지정하는 경우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317) 또한 ‘com.sg’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자는 현지 등록 기관을
관리 연락처로 임명하는 경우 ‘com.sg’ 도메인 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318)

3) 무관세 한도액(De Minimis) 규정
무관세 한도액(De Minimis) 규정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
313) 「Decree No. 90/2008/ND-CP of the Government against spam」(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18조,
https://english.mic.gov.vn/Pages/VanBan/11244/90_2008_ND-CP.html(검색일: 2020.
10. 7).
314) 「Decree No. 52/2013/ND-CP, on E-commerce」(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2조, http://vbqppl.
mpi.gov.vn/en-us/Pages/default.aspx?itemId=db2019e8-76f8-4a4a-acdb-430a9137de
0b&list=documentDetail(검색일: 2020. 10. 7).
315) ECIPE, “DTE Database: Thailand,”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TH&chapter=
(검색일: 2020. 10. 7).
316) ECIPE, “DTE Database: Thailand,”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TH&chapter=
(검색일: 2020. 10. 7).
317) ECIPE, “DTE Database: Singapore,”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SG&chapter=
(검색일: 2020. 10. 7).
318) ECIPE, “DTE Database: Singapore,”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SG&chapter=
(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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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이하의 제품 수입 시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기준금액이 클수록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의 경우 현재 무관세 한도액(De Minimis)
규정은 [표 3-3]과 같다. 이에 따르면 미달러 기준으로 브루나이와 싱가포르가
291달러로 가장 높은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50달
러(미국과의 거래 시 200달러), 일본이 92달러, 중국이 7달러인 것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반면, 인도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기준이 약 1달러로 가장 낮은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
어, 전자상거래 수입과 관련한 규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3. 동남아시아 주요국 및 인도의 무관세 한도액(De Minimis) 규정
국가

현지 통화 기준

미달러 기준

SDR 기준

브루나이

400BND

291

213

-

50

37

100INR(관세 및 부가세 면제)

1

1

캄보디아
인도

1,000INR(부가세 면제)

14

10

인도네시아

-

75

55

말레이시아

500MYR

119

87

미얀마

-

50

37

필리핀

10,000PHP

194

142

싱가포르

400SGD

291

213

태국

1,500Thai Baht

49

36

베트남

1,000,000VND

40

29

자료: Global Express Association(2019), “Overview of de minimis value regimes open to express shipment
world wide(2019. 11. 18).”

4) 기타 온라인 거래의 제한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류의 온라인 판매 및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
며,319) 도박을 조장하거나 ‘비도덕적’인 자료를 포함한 특정 자료를 온라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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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포하거나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20) 또한 아세안 내 상당수의 국
가들이 신속배달, 택배 등 물류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신속배달 분야에서 외국
인 투자자의 지분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 기업들이 일반 우편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321) 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우편물 또는 우편물 배달 분야에서의 사업경험이 5년 이상이어야 하
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322)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신속배달 서비스
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 상한을 49%로 설정하고 있다.323)

3. 주요 정책
가. 아세안
1) 개요 및 발전324)
최근 수년간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세안 지역에서 급성장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육성 혹은 규제 정
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에 온라인 플랫폼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

319) ECIPE, “DTE Database: Indonesia,” https://ecipe.org/dte/database/?country=ID&chapter=
(검색일: 2020. 10. 7).
320) 「Law No. 11 of 2008 on 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
27~28조, https://www.zaico.nl/files/RUU-ITE_english.pdf(검색일: 2020. 10. 7).
321) 「Decree No. 157/2004/ND-CP, Detail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Ordinance on Post and Telecommunications」(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21조, https://
vanbanphapluat.co/157-2004-nd-cp(검색일: 2020. 10. 7).
322) 「Decree No. 157/2004/ND-CP, Detail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Ordinance on Post and Telecommunications」(비공식 영어 번역본) 제21조, https://
vanbanphapluat.co/157-2004-nd-cp(검색일: 2020. 10. 7).
323) Ferracane, Lee-Makiyama, and Marel(2018), p. 71.
324) 동남아시아 주요국별 디지털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김정곤 외(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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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채택해 발전시켜왔다.
아세안 차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은 2000년대 초반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e-ASEAN Framework Agreement)’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핵심 이행 체계인 청사진(Blueprint)을 통해 추
진되어왔다. 2000년대 초 아세안은 세계적인 정보통신 혁명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추세에 대응한 다자간 협력의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프레임
워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이 이러한 정책적인 기
반이 되었으며 이후 아세안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AEC 청사진에 전자상거래를
주요 이슈로 채택했다. 2015년 AEC 출범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자상거래 육성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면 AEC 출범 이후에는 보다
구체화된 협력 방향과 협약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전자상거래 아세안 작업 프로그램(ASEAN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2017-2025’,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등이다.

표 3-4.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정책

협약

주요
내용

발표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

e-Society 추진

2000년

AEC 청사진

아세안 전자상거래

아세안 디지털

아세안

작업프로그램

통합 프레임워크

전자상거래 협약

전자상거래 및

무역원활화

AEC 이행

플랫폼 기업의

행동계획

주요 과제

책임과 역할

2019~2025

지재권 협력

(2019)

2017년

2018

2007년,
2015년

역내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2019

자료: 각 협정문을 참고해 저자 작성.

2)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최초의 정책은 2000년 수립된 ‘e-아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 201

세안 프레임워크 협정’이다. 동 협정은 △ ICT 인프라 조성 △ 전자상거래 육성
△ ICT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자유화 △ 역량강화 △ e-사회, e-정부 추진 등
‘e-아세안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동 협정은 ICT 혁
명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과 대응을 반영한 최초의 다자
간 협력체계서의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아세안을 디지털화된 사회로 변화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로 해석된다. 또한 동 협정에 ICT 상품ㆍ
서비스 등 전자상거래 전반의 국경간 교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조항도 수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이 아세안 경제통합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5.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의 주요 내용
주요 목표

주요 협력 분야
∙ 인프라 확충

① ICT 경쟁력 강화

∙ 전자상거래 육성

② 아세안 국가간 혹은 국내

∙ ICT 상품 서비스 투자 자유화

③ 디지털 격차 해소

∙ ICT 상품 생산 활성화 및 서비스 규정 마련

④ e-아세안 실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 ∙ 아세안에 e-Society를 구현, 아세안 국가간 혹은 국내
⑤ ICT 상품 서비스 투자 자유화

디지털 격차 해소
∙ 정부 서비스에 ICT 애플리케이션 활용증대(e-Government)

자료: ASEAN Secretariat(2000), pp. 1-5.

3) AEC 청사진(Blueprint) 2007, 2025
‘e-아세안’ 추진을 위한 아세안의 다자간 협력은 아세안 경제통합의 이행체
계에도 반영되었다. 아세안은 세계적인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며, 아세안 경제 통합은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출범 후 아
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추진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AEC 출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글로벌 ICT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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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대해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이 AEC 이
행 주요 협력사안으로 채택되었다.
AEC는 아세안을 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자본ㆍ숙련인력의 이동이 자유화되는
단일화된 시장 및 생산기지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협력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체계인 4대축으로 ① 단일 시장 및 생산지대 ② 경쟁력 있
는 경제지역 ③ 균형 경제발전 ④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수립되었으며, 전자상
거래 육성에 대한 협력안은 ②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부문에 포함되었다. 아세
안은 2015년 말 AEC 출범 이후에도 심화된 형태의 AEC 이행을 위해 채택한
‘AEC 청사진 2025 5대 목표’에서 전자상거래를 주요 이행 과제로 포함했다.

그림 3-1. AEC 청사진 2007과 2025 비교
<AEC 청사진 2007 4대 축>

<AEC 청사진 2025 5대 목표>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

고도로 통합ㆍ결합된 경제권

∙ 상품무역 자유화

∙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자유화

∙ 서비스무역

∙ 투자 자유화
∙ 자본 자유화

→

∙ 투자환경
∙ 금융 통합ㆍ포용 및 안정

∙ 숙련인력이동 자유화

∙ 숙련노동, 상용방문자 이동 원활화

∙ 우선부문 통합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강화

∙ 농ㆍ식품ㆍ임업 협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역
∙ 경쟁정책 강화

∙ 효과적 경쟁정책

∙ 소비자 보호

∙ 소비자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 지적재산권 협력강화

∙ 인프라 개발
∙ 조세협력
∙ e-commerce 협력

→

∙ 생산성 기반 성장, 혁신,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 조세협력
∙ 굿거버넌스
∙ 규제개선 및 규제 모범사례 확립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신흥무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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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계속
연계성 강화 및 부문별 협력
∙ 교통
∙ 정보통신기술
∙ e-commerce
∙ 에너지
∙ 식품 및 농ㆍ임업
∙ 관광업
∙ 보건
∙ 광물
∙ 과학기술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아세안

균형경제발전

∙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 중소기업 육성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추진:
개발격차 축소

→

∙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 민관협력
∙ 개발격차 감소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글로벌 아세안

세계경제로의 통합

∙ 대외경제에 대한 전략적ㆍ일관적 접근

∙ 대외경제관계 확대: 아세안 중심성 유지

∙ 기존 FTA의 검토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강화

→ ∙ 비FTA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지역 및 국제 파트너와의 관계 형성
∙ 다자간 거래 지원 및 지역포럼 참여
∙ 국제 및 지역 기구 참여 장려
자료: 곽성일, 김제국(2016), p. 10.

4)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ASEAN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2017~2025
아세안이 2000년대 초기 ‘e-아세안’과 AEC 달성을 위한 이행안에 전자상
거래 육성 관련 방향성을 제시한 수준에 그친 반면, 2015년 AEC 출범 이후 채택된
협약과 행동계획은 보다 세분화된 협력 부문을 명시하는 형태로 육성방안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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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다. 특히 2017년 채택된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는
인프라, 교육, 소비자보호, 법률, 경쟁, 물류 등 기존보다 세분화된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안을 포함하고 있다.

표 3-6.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의 주요 내용
주요 목표
인프라
교육 및 기술 자격

부문별 이행 과제
∙ 브로드밴드 확대
∙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육성 환경 개선
∙ 인적역량개발 프로그램 채택
∙ 온라인 B2C 소비자 권리 원칙
∙ 온라인 비즈니스 행동 수칙

소비자 보호

∙ 소비자 권리 인식 개선
∙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 국제협력 증진

법률 현대화

∙ 전자상거래 법률 체계 업데이트
∙ 전자상거래 법률 정보 제공
∙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 채택

전자거래 안보

∙ 전자인증제도
∙ 사이버 안보기관 국제 협력

경쟁

∙ 전자상거래 경쟁 기관 역량 증진

물류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 개선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2019) 체결

자료: ASEAN Secretariat(2017), pp. 1-5 내용을 활용해 저자 작성.

동 프로그램의 주요 협력 분야 중 ‘인프라’ 부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
업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전자시장 공급자의 책무와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
인(Guideline on Accountablities and Responsibilites of e-marketplace
provider)’이 채택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육성 관련 정
책 협의체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조정위원회(ACCEC: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Electronic Commerce)’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3대 목표 및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온라인 중계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각종 기준을 제시했다.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 205

표 3-7. 전자시장 공급자의 책무와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표와 원칙
∙ 온라인 중계업체에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가이드라인 제공
3대 목표

∙ 전자상거래 소비자 신뢰 강화
∙ 인터넷상의 건전하고 친사용자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 개인정보 보호 (5개 분야)

4대 원칙

∙ 전자 계약 (13개 분야)
∙ 공정 광고 (2개 분야)
∙ 분쟁해결 (4개 분야)

자료: ASEAN Secretariat(2019c), pp. 2-5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5)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ASEAN DIF: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2018년 제50차 아세안경제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채택된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경제 전반의 통합 육성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체계이다. 동 프레임워크는 ① 디지털 연계성 및 적정가격
(Digital connectivity and affordable access) ② 금융 생태계(Financial
ecosystem) ③ 상거래(Commerce and Trade) ④ 작업환경 변화(Workplace
transformation) ⑤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 등과 같은 5대 정
책 분야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다 세분화된 형태의 협력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한 ‘6대 우선분야(6 priority area)’도 제시되었는데 ① 원활한
거래 활성화(Facilitate seamless trade) ② 디지털무역 및 혁신 지원 과정에서
의 데이터 보호(Protect data while supporting digital trade and innovation)
③ 원활한 디지털 결제 구축(Enable seamless digital payment) ④ 디지털 역량
확대(Broaden digital talent base) ⑤ 기업가정신 증진(Foster Entrepreneurship)
⑥ 조정 및 심사(Coordinate actions & Review)로 구성된다.325)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부문의 이행안을 관할하는 ACCEC는 상기 6대 우선
분야를 보다 구체화된 행동 계획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9년 51차 경제
325) ASEAN Secretariat(2018),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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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회의에서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행동계획(ASEAN DIFAP: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2019~2025’를 채택했다.
DIFAP는 6대 우선분야별 하부 이행체계로 이니셔티브, 산출물, 이행기간, 이
행기관 등 보다 구체화된 형태의 협력안을 수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이
행 사항은 첫 번째 우선분야인 ‘원활한 거래 활성화’ 부문에 2019년 ‘아세안 전
자상거래 협약’ 체결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협약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
정상회의에서 비준되었다.
DIFAP의 6대 우선 분야를 통해서 이행된 다수 이니셔티브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은 2017년 채택된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이다. 6대 우선분야 중 4개 분야의 하부 이니셔티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DIFAP는 사실상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의 확대 이행안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 3-8.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행동계획(DIFAP) 2019~2025의 주요 내용
우선 분야

주요 이니셔티브
∙ 아세안 협약 이행(ATIGA, AFAFGIT,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 체결)

원활한 교역 활성화

∙ 통관 절차 개선
∙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해당 분야)

디지털무역 및 혁신 지원
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
원활한 디지털 결제 구축

∙ 데이터 보호
∙ 사이버 안보
∙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
∙ 안전하고 편리하며 호환 가능한 전자결제 시스템
∙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해당 분야)
∙ 4차 산업혁명 채택을 위한 산업전환

디지털 역량 확대

∙ 중소기업 ICT 디지털 기술 요건 및 로드맵 채택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적자본개발
∙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해당 분야)
∙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업가정신 증진

∙ 디지털 서비스 허브 육성
∙ 사업등록 절차 간소화

조정 및 심사

∙ DIF 이행 및 조정
∙ 심사 메커니즘

자료: ASEAN Secretariat(2019b), pp. 3-26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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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에 제시되고 DIFAP를 통해
준비되어온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은 2019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서문에서 2000년 체결된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의 ‘5조 전자
상거래 성장 활성화(Article 5. Facilitation of th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의 연장선 위에서 작성되었다. 동 협정은 ① 아세안 지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② 아세안 역내 전자상거래 사용에 대한 신용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③ 포괄적 성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 증진 등 3대 목표를 기반으로 이행된다. 동 협정 6조를 통
해 밝힌 주요 협력 분야는 총 11개 분야로 인프라 조성, 교육, 소비자 보호 등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 및 DIFAP를 통해 제시된 협
력 분야가 대다수 포함된다. 즉 2019년에 공식으로 채택된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은 2017년 채택된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와
2018년 채택된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DIF)’와 연계된 형태로 협력
분야를 발굴했으며, 이후 DIFAP를 통해서 보다 세분화된 행동계획이 제시되
었다.

글상자 3-1.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 6조의 주요 협력 분야
a. ICT 인프라

g. 교역 활성화

b. 교육 및 기술 자격

h. 지적재산권

c. 온라인 소비자 보호

i. 경쟁

d. 전자상거래 법률 및 제도 프레임워크

j. 사이버안보

e.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정보 전달 안보

k. 전자상거래 활성을 위한 물류

f. 전자 결제 및 청산
자료: ASEAN Secretariat(2019a), p. 6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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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2000년 ‘e-아세안 프레임워크’를 시작으로 사회 경제의 디지털화
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2017년 채택된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
램 2017~2025’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진
행해왔다. 동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의미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급자(Platform provider)의 책임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세
안은 ‘e-아세안’ 달성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적극 육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
성으로 채택해 왔으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ㆍ분쟁을 방지하
고 건전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우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의지 또
한 발견할 수 있다.

나. 인도
1) 디지털인디아와 디지털경제 1조 달러 달성 로드맵
2015년 7월 발표된 디지털인디아는 인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와 지식경제
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한 모디 정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디지털인디아는
크게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거버넌스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 △ 국민의 디지
털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에 있어서 인도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광역통신망과 디지털 개인정보인증시스템 구축
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326) 두 번째로 인도정부는 거버넌스 및 서비
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거래 전자화와 특히 의료, 교육, 농업 부문 등
에서의 정부서비스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
326) 조충제 외(2017),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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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림 3-2. 디지털인디아 개요

자료: 인도 디지털인디아 홈페이지, https://digitalindia.gov.in/content/vision-and-vision-areas(검색일: 2020. 9. 10)
바탕으로 저자 정리.

이상의 세 가지 핵심 비전 아래 디지털 인디아는 [그림 3-2]에서와 같이 9개
의 전략적 목표(pillar)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
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2020년 9월 기준 총 114개에 달한다. 인도 전자정보기술청(DEITY)327)을 주
축으로 하여 개별 정부부처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이니셔티브
가운데, 인도의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다.
인도 디지털 전환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인디아의 대표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개인정보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이다. 아드하르는 국민 개개인에 주어지는
12자리 개인번호에 얼굴 사진,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금융, 통신, 보건, 의료 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인증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드하르 플랫폼 구축으로 인도정부는 아드하르를

327)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10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은행계좌(Jan Dhan account) 및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한 ‘JAM(Jan DhanAadhaar-Mobile)’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 지원금, 연금, 장학금 등 각종 정
부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전자본인인증 서비스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개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DigiLocker’, 전자서명 서비스 ‘eSign’ 또
한 아드하르와 연동된 플랫폼이다. 한편, 현금 중심의 인도 금융거래를 디지털
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2015년 출시한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UPI와 이를 기반으로 편리한 송금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BHIM이다.328) 또 다른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은 2017년
7월 인도의 GST 도입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 ‘GST Network’로, GST의 대
상이 되는 모든 거래를 수집하고 세금 징수 및 납부 등 전반의 프로세스를 관리
한다. 이를 비롯해 [표 3-9]에서와 같이 산업 분야별로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표 3-9. 디지털인디아 분야별 주요 이니셔티브
분야

이니셔티브

세부내용

Common Services Centre

농촌지역 대상 전자서비스 센터 설치

Digital land
전자정부

토지기록 관리 시스템 현대화
증명서 발급 및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DigiLocker

플랫폼

Direct Benefit Transfer

농업

보건

정부 보조금의 개별 은행계좌 직접 지급

Government e-Marketplace

정부전자조달 플랫폼

eNAM

범인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Soil Health Card

개별 농장 및 작물별로 필요한 비료 권장

MKisan

SMS를 통한 농업정보 공유 및 자문 서비스

RSBY

빈곤선 이하 가구 대상 건강보험

E-hospital

병원 경영 및 관리 ICT 시스템

328) 자세한 내용은 2장의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나. 인도, 5) 디지털 금융서비스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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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분야
교육

제조업

이니셔티브

세부내용

SWAYAM

공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National Digital Library

국립 전자도서관 통합 플랫폼

National Knowledge Network

교육기관 대상 고속 인터넷 구축

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

모바일 부품에 대한 단계별 관세 인상

금융

PMJDY

에너지

UJALA

LED 전구 교체

기술

PMGDISHA

농촌 인구 대상 디지털 교육

분야별 CERT

전력, 금융 등 분야 대상 컴퓨터비상대응팀 설치

디지털
인프라

MeghRaj(GI Cloud)

금융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금융포용정책

정부 전자서비스 제공 가속화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속도 향상)

자료: MeitY(2019), “India’s Trillion-Dollar Digital Opportunity,” pp. 44-45.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민간의 혁신과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더해지면서 인도 사회 전반에서의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털 소비수준은 눈에 띄
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도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2025년까지 최소 8천
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명목 GDP 대비 18~23%) 규모의 디지털경제 창출
가능성을 전망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9개의 핵심 분야와 그 아래 30개의
디지털 과제(theme)를 제시했다.329) 인도전자통신기술부(MeitY)에 따르면,
2017/18년 기준 2천억 달러(명목 GDP 대비 8%) 규모의 인도 디지털경제는
지금까지 갖춰진 디지털 생태계만으로도 2024/25년 5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
이다. 그러나 여기에 디지털 생태계를 △ 제조업 디지털화(Make in Digital
India) △ 차세대 금융서비스 △ 미래 일자리 창출 △ 디지털화를 통한 농가 소
득 증대 등의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부 이니셔티브와 데이터 플
랫폼, 민관 협력이 더해진다면, 그 잠재력은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
된다(그림 3-3 참고).
329) 9개 핵심 분야 아래 30개 하위 과제에 대한 세부정보는 MeitY(2019), “India’s Trillion-Dollar
Digital Opportunity”와 김정곤 외(201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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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도 디지털경제 성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신규 디지털 생태계 세부 영역>
25

15
제조업 디지털화

50

155
5

차세대 금융서비스
미래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65

교육
전자정부
70

에너지
120

보건

주: DBT는 Direct Benefit Transfer, IT-BPM은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의 약자.
자료: MeitY(2019), “India’s Trillion-Dollar Digital Opportunity,” p. 26.

2) 국가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정책
인도는 2012년부터 인도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 가능 데이터에 대한 일
반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둔 ‘국가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정책
(National Data Sharing and Accessibility Policy, 이하 ‘NDSAP’)’을 시
행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산하 기관에서 생성된 대량의 데이터
가 대부분 비(非)민감 정보로서 대중에 공개되었을 때 경제, 개발, 과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NDSAP의 적용 범위
는 인도정부의 각 부처, 하위 조직 및 기관에서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생성된 공
유 가능하며 민감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및 아날로그
형식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인도정부는 공유되는 데이터의 사용, 변형, 게
시, 번역, 파생 저작물 생성 등에 대해 출처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인도 정부 개방형 데이터 라이선스(Government Open Data License –
India)’를 추가로 발표하여 공유된 데이터의 남용이나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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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NDSAP 도입에 따른 효과 및 데이터 접근 허용 범위
데이터 공유에 따른 기대효과
▪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 확대
▪ 데이터 중복 수집 방지 및 비용 절감

데이터 접근 허용 기준
▪ [Open Access] 별도의 등록이나 승인 절차 없이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

▪ 데이터 수집 기준 일원화를 통한 데이터 통합 ▪ [Registered Access] 관련 정부부처 또는 기관이
▪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활성화
▪ 데이터 접근의 형평성 도모

요구하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통해 접근 가능
▪ [Restricted Access] 승인절차 없이 접근불가

자료: The Gazette of India(2012. 3. 17), “National Data Sharing and Accessibility Policy (NDSAP) - 2012,”
https://dst.gov.in/sites/default/files/gazetteNotificationNDSAP.pdf(검색일: 2020. 9. 22) 바탕으로 저자 정리.

NDSAP 정책의 발표와 함께 같은 해인 2012년, ‘인도 개방형 정부 데이터
플랫폼(Open Government Data Platform India, 이하 ‘OGD 플랫폼’)’이
인도정부의 공공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OGD 플
랫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부처 그리고 하위 기관에서 공적 사용을 위해 수집
한 데이터나 문서 등을 게시하는 인터넷 포털로서, 몇 차례의 안정화 단계를 거
쳐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사용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산업 분야별, 정부 부
처별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슈별 인포그래픽(infographic)
이나 데이터 시각화(visualization) 자료와 30여 가지의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
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OGD 플랫폼은 디지털인디아의 여섯 번째 목표
(pillar)인 ‘모두를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All)’ 아래 핵심 이니셔티브로
자리하고 있다.

3)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안)330)
인도정부는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 및 디지털인디아의 기존 정책과
함께 인도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2월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안(draft National e-Commerce
330) 2020년 7월 이를 수정한 새로운 정책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바, 본 연구
에서는 처음 제안된 정책안에 기초하여 인도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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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을 발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와 데이터가 인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부문의 역량을 강
화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제와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안)은 전자상거래 생태계와 관련하여 [표 3-11]에서와
같이 △ 데이터 △ 인프라 개발 △ 전자상거래 플랫폼 △ 규제 문제 △ 디지털경
제 활성화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촉진 등 여섯 가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
고 있다.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안)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문은 데이터와 관
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인도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간 이동이 금지
되며, 해외에 저장된 인도 사용자의 데이터 또한 제3자에 대한 공유가 제한된
다. 더불어 해당 사업체는 인도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데이터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두 번째로 인프라 개발 부문은 디지털인디아의 첫 번째 비전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데이터 저장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인도 전역의 최종구간(last mile)331)까지 포괄하는 디
지털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세 번째로 제시된 전자상거래 플
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체에 대한 수입업자
또는 국내 판매법인 등록, 판매자 세부정보 공개, 소비자 불만 처리 시스템 마
련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나 금지품목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더해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안)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관련 법
률과 규정을 개선하고 부처간 의견 조율을 책임질 전자상거래 상임사무국
(SGoS: Standing Group of Secretaries on e-commerce)의 설치를 제안
하고 있다.332)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비롯한 인도 디지털경제를 활성화

331) 사람이나 상품, 서비스 등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마지막 이동 구간을 의미한다.
332) 해당 기구는 2019년 6월,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산하에 설치되었다(인도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19. 6. 21),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575111(검색일: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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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에서 산업표준화 작업, 물류ㆍ통관 절차 최소화 및 자동화 등의 필요
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수출역량을 강
화하고자 하는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

표 3-11. 인도 전자상거래 정책(안)의 제안 내용
분야

제안 내용
▪ 국가간 데이터 이동 제한
- 대상: △ 공공장소에 설치된 IoT 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등 출처에서 인도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데이터

▪ 인도 내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는 사업체 준수 사항
- 고객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제3의 개인이나 사업체에 공유 금지
- 인도 당국 사전 승인 없이 외국정부에 공유 금지
-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인도정부의 접근 권한 요청 시 즉시 수용
▪ 데이터 센터, 서버팜(server farm)*, 광선, 신호 트랜시버, 안테나 등 데이터 저장

인프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자금 조달
▪ 해외 저장 클라우드 및 전자우편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사업 지원
▪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 공정한 경쟁 지원, 투기 방지
▪ 통관절차 의무화(세관ㆍ중앙은행ㆍ우체국 연계 통합 시스템 도입), 판매자의 수입
업자/국내 판매법인 등록 의무화, 미승인ㆍ미등록 지불결제사업자를 통한 결제 금지,
권장 소비자 가격(MRP) 명시 의무화, 데이터 수집 목적 및 사용에 대한 사전고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무화
▪ 판매자 세부정보 공개, 고가제품이나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화장품이나
제품에 대해 상표권자의 허가 의무화
▪ 위조ㆍ콘텐츠 불법복제ㆍ금지품목 판매 방지
▪ 평점 및 리뷰 게시 투명성 확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스템 의무화를 통한 소
비자 중심 고객서비스 강화 등
▪ 디지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관리 및 법령ㆍ법률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전자
상거래에 관한 상임사무국(SGoS: Standing Group of Secretaries on e-commerce)’
설치
▪ 데이터와 네트워크 선점에 따른 후발주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규제 문제

스타트업 지원(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
▪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전자 소비자 법원 설립을 통한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신뢰 구축
▪ 결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 및 도난 방지, 민감한 데이터 보호 및 안전거래 확보
▪ 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전자상거래 진출 시 유치산업(infant industry) 지위를 부여해
데이터 접근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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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분야
디지털경제
활성화

제안 내용
▪ 스마트 기기 및 IoT 장비에 대한 국내 산업표준 생성
▪ 관세전자 데이터 교환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한 온라인 통관절차 원활화
▪ 전자상거래 물류 자동화, 수출 선적 원활화 지원
▪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패스트 트랙 통관혜택 범위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촉진

‘상품 가격 25,000루피 초과 시 화물 운송’ 기준 한도 상향 조정
▪ 수출화물 추적 위한 전자문서교환(EDI) 기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서류작업 및
화물처리 프로세스를 원활화할 수 있는 공항화물역(Air Freight Station) 설치
▪ 인디아 포스트(India Post)**의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 물류비용 절감

주: *데이터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팅 서버와 운영시설을 모아 높은 곳을 의미.
**정부 운영 우편시스템.
자료: 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DraftNational_e-commerce_
Policy_23February2019.pdf(검색일: 2020. 8. 31) 바탕으로 저자 정리.

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가. 동남아시아ㆍ아세안
1) 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제도를 살펴보
면, 통신서비스와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지분 보유한도 제한, 투
자심사 요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
국인 투자 지분 보유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포함하는 서비스에 대해 더 낮은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TV, 라디오 등 방송 서
비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 지분 상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TV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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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 전반 및 중요 국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적인 승인 및 별도 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 진출 시 별도 면허 취득 혹은 담당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밖에 통신, 광고, 온라인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거나 합작형태의 외국인 투자만을 허용하는 등
기타 설립단계에서의 다양한 진입규제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대부분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태국을 제외하면 프라이버시를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 인정하고 있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도입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적인 법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
시아와 베트남은 국가 데이터 보호기관을 아직 설립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
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민감정보의 법적 정의 측면에서는 국별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또한 분야별로 별도의 데이터 관련 법령을 운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는 모두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정
수준 운용하고 있다. 다만 그 수준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은 데이터
저장 설비를 자국 내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EU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며, 필리핀 역시 유사한 방식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민간 서비스 공
급자로 하여금 국경 내 데이터를 저장할 의무를 철폐하였다.
동남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도입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요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관련 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
은 플랫폼상의 콘텐츠에 대해 일정 수준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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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특수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반영된 경우가 많아 유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동남아 국가들의 주요한 규제로는 온라인 결제시장
진입 제한, 무관세 한도규정, 도메인 등록 요건 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결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결제 중개기관에 대해서 자국민이 최소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결제 네트워크 업체
(NAPAS)의 독점화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자국 내 도메인 보유를 위해서는 자국 내 체류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무관세 한도액의 경우 국가별로 편차는 있으나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200달러 이상으로 무관세 적용범위가 넓은 반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50달러 정도로 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제도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으
나, 세부적으로는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투자 관련 제한, 데이
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은 해외기업이 유의할 부분이
며, 향후 제도 논의 및 협력의 주요 영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온
라인 판매에 대한 규정 역시 향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한 규정의 동남아시아 국가별 차이가 적지 않은 편으로서, 양자간, 그리고
아세안과의 논의 및 협력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동남아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제도는 현재 진행형
인 경우가 많으며, 통상협상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국 정부와의 논의와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아세안 차원의 논의 역시 중요한 변수이므로, 아세안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화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외자 투자유치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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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경
제 육성정책은 물론 아세안 차원의 다자간 협력에도 반영되어왔다. 하지만 점
차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일부 플랫폼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이 시
장을 주도하게 되자 이를 규제하고 국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이 추가되는
추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을 이행해왔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육성정책을 채택
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독점
적인 지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 투자 허가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 플
랫폼의 성장으로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별 상황에 따라 규제 범
위와 법제화 속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개별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육
성 및 규제 정책은 물론 아세안 차원의 다자간 협약도 발전시켜왔다.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육성정책은 글로벌 디지털 혁명에 대한 대응 차
원에서 추진된 ‘e-아세안 프레임워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아세안 경제
통합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에 전자상거래 육성안이 지속 채택되었으며, ‘아
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2017~2025’,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2019~2025’ 등 보다 구체화된 육성 및 규제 협력 이니셔티브가 순차적으로
채택되었다.
아세안은 상기 다자간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협력안을 발전
시키는 동시에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이행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공급자(e-marketplace provider)의 책무와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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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관
행 수립을 위한 4대 원칙(개인정보 보호, 계약, 공정한 광고, 분쟁해결)을 제시
하는 등 다자간 협약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을 공유했다. ‘아세
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은 2019년 수립된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
워크 행동계획’을 통해 주요 이니셔티브, 이행기관 및 이행기관을 명시한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육성정
책은 2019년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약’을 통해 공식
적인 다자간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인프라, 교육, 교역 활성화, 물류,
결제 등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협력안은 물론 소비자 보호, 경쟁, 사이버 안보,
법률 등 규제 관련 협력안도 병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남아 국
가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육성 및 규제 정책과 아세안 차원의 다자간 협약
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남아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은 기존
육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점차 규제가 추가되는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나. 인도
1) 제도
동남아시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경우도 통신서비스와 미디어, 전
자상거래 부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일부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지분의 보유 상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정부 승인이 필
요하다. 또한 디지털 뉴스 미디어의 경우 26%, FM 라디오 및 뉴스 채널의 경우
49%로 각각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 투
자기업이 전자상거래, 데이터 교역,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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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현지 법인이 없더라도 별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으며, 프라이
버시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등 데이터 법제도의 골격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 인도는 법 차원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의 정의, DPO
의무 규정 등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호법을 통해 보다 통합적인 법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데이터
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기 개
인정보 보호법안은 데이터 현지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정
보에 대해서도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인도
의 정책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즉 인도정부는 자국민 데이터
를 자국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으로서, 이러한 방향성은 향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인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법제도 구축에
적극적이다. 예컨대 인도는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정책 측면의 규제에 적극
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제4장 1절 참고). 또한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2011년에는 수출과 관련한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한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시에 자국 내에서 자국 통화를 활용하여 거
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도는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규제 중심의 개정을 완화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논의와 의견 개진이 필
요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2) 정책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인디아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하여 인도정
부가 인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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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디지털 인프라는 광역통신망 구축을 비롯한
물리적인 디지털 기반 형성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나누어지는
데,333) 후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개인정보인증 플
랫폼 아드하르 및 이와 연동된 각종 플랫폼,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기반의
금융결제 플랫폼 등이다. 이를 비롯해 디지털인디아 아래 추진되고 있는 114
개의 이니셔티브에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더해지면서, 인도 사회 전반에서의
디지털 접근성과 소비수준은 매우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인도전자통
신기술부는 5년래 인도의 디지털경제 창출 가능성을 1조 달러(GDP 대비
18~23%)로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전자정부, 보건의료, 교육, 차세대 금
융서비스, 제조업, 농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이
주축을 이루는바, 인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상당
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도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현
지화에 대한 내부적인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정책(NDSAP)이나 국가전자상거래정책(안)이 시
사하듯, 인도정부는 데이터를 인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자 인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인디아의 핵심 이
니셔티브인 아드하르나 전자결제 플랫폼, 그리고 전자정부, 보건, 교육, 농업
등 산업 전반에서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모두 인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국가전자상거래정책(안)의 경
우, 해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 플랫
폼 기업들의 데이터 및 네트워크 선점에 따른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
화하여 신규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은 기존 플랫폼 기업에는 장애요인이 되지만, 현지에서의 성장을 노리는 신규
기업들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333) 조충제 외(2017),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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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1. 미국
가. 정책의 기본 방향
미국은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을 앞세워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을 통상협상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경제 시대 미국의 대외전략은 디지털 규
범의 글로벌 동조화(harmoniza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남아
시아와 인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경
제 규범에 대한 입장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바, 데이터의 자
유로운 국경간 수집과 처리, 이동의 자유화 등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진출ㆍ성
장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2002년 ‘디지털무역 어젠다(digital trade agenda)’를 통해 디지털
경제 또는 인터넷 경제를 염두에 둔 통상정책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
기에는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당시 미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통상정책
의 주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자유화 대상은 ① IT 상품의 무역 ② 디
지털 서비스(엔터테인먼트, 통신 및 IT 기반 서비스) 무역 ③ 전자상거래/디지털
재화(digital product)의 무역 ④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이었다.334) 이 정
책에는 현재 미국이 강조하는 주요 이슈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1995년 WTO 전자상거래 작업반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여기서 특히 전
자상거래/디지털 재화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WTO 전자상거래 작업반의 논의가 답보를 거듭하는 동안 미국은 지역무역
협정을 통해 디지털 통상의 쟁점을 관철시키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중간
성과물이 한ㆍ미 FTA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챕터이다.335) 이어서 미
334) Wunsch- Vincent(2003), pp. 11-12.
335) 강인수 외(2019),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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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한ㆍ미 FTA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요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어서 NAFTA를 개정한
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는 현존하는 가장 높
은 수준의,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무역 규범을 담은 결과물이다. 또한 미
국은 현재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무역을 통상협상의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급격한 진전과 큰 연관이 있다. 즉
미국이 2002년 디지털 무역정책을 발표한 이후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
GAFA의 성장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통상규범 형
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디지털무역에 대한 보고서(2013, 2014, 2017년)를 통해 ‘디
지털무역’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전까지 국제통상협상에서는 국가들의 다
양한 시각을 절충한 ‘전자상거래’라는 제목하에서 디지털무역의 쟁점을 다루
었는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 미국은 현재의 변화상에 걸맞은 시각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즉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거래의 수단(means of transaction)이
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을 강조하는 반면, 디지털무역은 디지털화(digitization)
가 가능한 모든 거래 대상(objects of transaction)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한영 외 2017).
미국이 디지털무역을 통상정책에서 크게 부각시킨 배경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GAFA의 부상은 기
존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디지털무역의 가장 두드러진 주
체이다. 초고속 인터넷, 광대역 커뮤니케이션, 국제 공통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등에 힘입어 방대한 데이터 축적, 그리고 머신러닝으
로 대변되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급속히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
동 자유화와 데이터 현지화 금지와 같은 디지털무역의 핵심 통상규범을 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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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336)

나. 동남아시아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해왔으며, 그 결정적인 결과물이 TPP의
전자상거래 협정문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디지털경제 시대를 위한 미국의 포석
으로서 동남아시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플랫폼 기업
은 이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검색엔진의 경우 모든 동남아 국가에서 구글이 최소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절대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역시 페이스북과 트위
터, 유튜브가 동남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337)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으로써 디지털경제ㆍ
무역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일정 부분 약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미국이 빠짐으로써 TPP의 중국에 대한 견제 체제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다
른 한편에서 중국이 RCEP을 추진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
다. 물론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의 주도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가 체결됨으로써
동남아시아 등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규범의 경우 TPP의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고스란히 채택함으로
써, 미국 주도의 규범이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CPTPP는
데이터 현지화 규정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해당 규정 도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상황이 계속 관찰되고 있는바,338)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336) 이상 미국 디지털 무역정책의 기본 방향은 저자가 작성한 강인수 외(2019), pp. 57~59를 바탕으로 함.
337) 제2장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가. 동남아시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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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339)
반면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위상은 확대되는 양상
이다.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
대시키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동남아시아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동남아의 온라인 기업과
협력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가 대표적인데, 알리바바는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싱가포르 기
반의 라자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동남아시아 6개국 시장에 걸쳐 5억
6,000만 명의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40)
또한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들이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웨이의 장비를 구
매하는 상황으로서, 말레이시아 2위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인 맥시스
(Maxis)는 5G 서비스를 출범하기 위해 화웨이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필리
핀의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은 화웨이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태국 역시 화웨이로부터 5G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받고 있다.341) 다만 베트남
의 경우 5G 장비와 관련하여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바, 화웨이
의 기술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 국영기업인 비텔(Vittel)이 독자적인 5G 장비
개발을 시작했으며,342)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침
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여 미국은 2018년 7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338) 본 보고서의 제3장 참고.
339) 예컨대 베트남은 2018년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law)을 통과시키면서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CPTPP에서 베트남이 관련 규정에 대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340) Harding and Tran(2019), p. 6, 중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본장의 제3절 참고.
341) CGTN(2019. 11. 4), “Huawei to roll out its 5G infrastructure plan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https://news.cgtn.com/news/2019-11-04/Huawei-to-roll-out-its-5G-plan-inSoutheast-Asian-countries-LlcuRmFVuw/index.html(검색일: 2020. 6. 8).
342) Nikkei Asian Review(2020. 1. 25), “Vietnam carrier develops native 5G tech to lock out
Huawei,” https://asia.nikkei.com/Business/Telecommunication/Vietnam-carrier-developsnative-5G-tech-to-lock-out-Huawei(검색일: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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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을 일정 부분 탈피하여 동남아 국가의 역량 강화 차
원의 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
프라, 에너지, 디지털경제를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경
제의 주요 협력영역으로서 통신 인프라 개발 지원,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
털 시장 구축, 그리고 사이버 안보 대응 능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343)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상기 전략은 디지털 규범,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강
한 경계심을 표출하되,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인프라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미국의 아세안
에 대한 접근법과 다소간 달라진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인도태평양 지역 디지털경제의 주요 도전과제를 “개방
적이고 호환성 있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유지하면서 사이버 안보의 위협으로
부터 디지털경제를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온
라인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기기의 증가와 더불어 대규모로 확대되며, 아울러
5G 통신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등 새로운 인프라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344) 이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억제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억지하는
한편,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미국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외국 권
력의 통제 또는 과도한 영향력하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 기술 공급자에 대한 평
가 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345) 이는 명백
히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346)
343)
344)
345)
346)

U.S. Department of State(2019), pp. 18-20.
U.S. Department of State(2019), p. 18.
U.S. Department of State(2019), p. 18.
한편 미-중 갈등하에 미국은 다른 각도에서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동남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4월 말 미국이 제시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는 신
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s)와 동맹을 구축한다는 구상으로서, 여기에는 디지털 비즈니
스, 에너지, 인프라부터 연구, 국제무역, 교육 및 상업적 거래의 동일한 표준(standard sets)에 따라 활
동하는 기업과 민간사회단체가 포함된다.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 동맹에 호주, 인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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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2018년부
터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DCCP: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다. 동 이니셔티브
는 전(全) 정부적인 노력(a whole-of-government effort)을 통해 파트너 국
가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접근을 돕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정보통신 기술을 확
산시키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제도적
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사이버안보의 모범 사례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로 하여금 디지털경제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347)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DCCP의 중점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미국-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을 출범시켜 미국 기업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수요를 지원하고자 한다.348)
최근 진행 중인 DCCP의 프로젝트로는 필리핀의 전자결제 시스템 체계 구
축,349) 아세안 국가의 사이버안보 개선을 위한 미국 민간부문의 전문기술 향상
프로그램(U.S.-Singapore Bilateral Cybersecurity Technical Assistance
Program),350) 필리핀 정부의 국가 광대역 통신망 프로젝트(National Broadband
Network Project) 업그레이드와 이행 지원351), 아세안의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Reuters(2020. 5. 4), “Trump
administration pushing to rip global supply chains from China: officials,” https://www.
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sa-china/trump-administration-pushing
-to-rip-global-supply-chains-from-china-officials-idUSKBN22G0BZ(검색일: 2020. 6. 8).
또한 미국 국무부는 2020년 4월 29일 ‘5G 클린 패스 이니셔티브(5G Clean Path Initiative)’를
통해 미국의 외교시설과 미국 간의 모든 5G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트래픽이 새로운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와 같이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untrustworthy) 공급자의 미국정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SHAREAMERICA
(2020. 5. 7), “Defending America’s cyberfrontier with a 5G ‘clean path’,” https://share.america.
gov/defending-america-s-cyberfrontier-with-5g-clean-path/(검색일: 2020. 6. 8).
347) U.S. Department of State(2019), p. 19.
348) U.S. Department of State(2019), pp. 19-20.
349) USAID(2020),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7).
350) USASCP, https://www.usascp.org/dccp(검색일: 2020. 7. 27).
351) USASCP, https://www.usascp.org/dccp(검색일: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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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디지털경제에 대한 정책 개발,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과 워크
숍 개최 프로그램(U.S.-ASEAN Connect Digital Economic Series) 지원352)
등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경제에서 중국을 배
제시킨다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제도와 기
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 여건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구
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업 진출 중심에서 탈피하여 인프라나
역량 강화 등 현지 국가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
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
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보다 치열
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데이터 현지화 규정 금지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
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규범적 영향력이 동남아시아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지는 다소간 미지수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디지털 자유화 규범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353) 반면
중국은 규범보다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전통적인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
제적 실리를 제공하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354) 현재 동남아시
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동남아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화기와 사업자,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
로 미국 ICT 기업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전망355)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유화를 거스르는 방향성이 동남아시아 각국의
352)
353)
354)
355)

US-ASEAN CONNECT, https://asean.usmission.gov/(검색일: 2020. 7. 27).
본 보고서의 제3장 참고.
본 장 3절 참고.
Harding and Tran(201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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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경제ㆍ산업 측면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이 남는다. 따라서 규범적 자유화와 더불어 미국의 DCCP나, 뒤에서 살펴볼 호
주와 같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동반하는 전략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중요성
이 여전히 높다. 한국 역시 디지털 자유화의 방향하에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동반하는 협력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다. 인도
인도는 디지털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자 파트너이다. 인
도는 정보기술 서비스와 디지털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여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2000년 4월~2019년 12월 누적)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는 미국의 주
요 파트너로서, 서비스 투자의 경우 2000~18년 누적 기준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가운데 미국이 3위에 해당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
에서도 3위에 해당한다.356)
또한 인도는 미국의 주요 서비스 무역 파트너로서 2018년 양국간 서비스 무
역규모는 548억 달러이며, 미국의 대인도 수입은 296억 달러, 대인도 수출은
25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357) 특히 미국은 인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최
대 수출 대상국으로서,358) 2017/18년 인도의 전체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에
서 약 61%를 차지한다.359)
356)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2019a), https://dipp.gov.in/
sia-newsletter/foreign-direct-investment-india-annual-issue-2018(검색일: 2020. 9. 30).
357) USTR, “India,” https://ustr.gov/countries-regions/south-central-asia/india(검색일: 2020. 9. 22).
358)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인도 전체 서비스 무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Reserve Bank of India(2019),
“Survey on Computer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Enabled Services Exports:
2018-19,” https://www.rbi.org.in/scripts/BS_PressReleaseDisplay.aspx?prid=48664(검
색일: 2020. 2. 6).
359)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통계는 인도 중앙은행이 인도의 ICT, ITeS(IT enabled services) 수출을
조사한 결과로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크게 ‘컴퓨터 서비스: ① IT 서비스 ②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및
‘IT 기반 서비스 ③ BPO 서비스 ④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분류된다. 통신, 정보, 보험, 라이선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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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도는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한 시
장으로서, 약 6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온
라인 플랫폼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흐름을 생성하면서 많은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은 2020년 160억 달러 이상의 인도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360)

표 4-1.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산업별 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
2

2000. 4~2010. 12 누적
분야
서비스
(금융 및 비금융(R&D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금액

2000. 4~2019. 12 누적
비중

26,604

20.9

10,321

8.1

분야
서비스
(금융 및 비금융(R&D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금액

비중

80,671

18

43,587

10

3

주택 및 부동산

10,276

8.1

통신

37,116

8

4

통신

10,219

8.0

무역

26,542

6

5

건설 개발

8,443

6.6

건설 개발

25,371

6

6

자동차

5,740

4.5

자동차

22,893

5

7

전력

5,424

4.3

화학(비료 외)

17,442

4

8

금속산업

4,132

3.3

제약

16,397

4

9

정유 및 천연가스

3,123

2.5

건설(인프라)

16,156

4

10

화학(비료 외)

2,554

2.0

전력

14,653

3

자료: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2019b),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
FDI_Factsheet_December-19_5March2020.pdf(검색일: 2020. 9. 30);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2019c),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chapter3.3%20%282%29.pdf(검색일:
2020. 9. 30).

매 및 마케팅, 교육 및 훈련과 연관된 IT, ITeS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
고. Reserve Bank of India(2019), “Survey on Computer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Enabled Services Exports: 2018-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2. 6).
360) 또한 애플은 인도정부의 ‘Made in In India’ 정책에 부응하여 인도 내 아이폰 생산을 늘렸다. 애플
제품의 주력 조립업체인 폭스콘이 인도에 첫 공장을 열고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키우
기로 발표하였다. “VIEW: India-US economic cooperation grows amid difficult ties with
China”(2020. 9. 6), https://www.cnbctv18.com/economy/view-india-us-economic-co
operation-on-cards-amid-difficult-ties-with-china-6837601.htm(검색일: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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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인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국 및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미국, 캐나다

45

63

49

60

54

62

59

60

67

61

유럽

17

24

20

25

21

24

23

23

26

24

영국

9

13

10

12

10

12

11

11

13

12

아시아

4

6

7

9

7

8

10

11

9

9

동아시아

3

4

6

7

6

7

7

8

8

7

서아시아

1

2

2

2

1

1

1

1

1

1

남아시아

0

0

0

0

0

0

2

2

1

1

호주 및 뉴질랜드

3

4

3

3

3

3

3

3

4

3

기타

2

3

3

3

3

3

3

3

3

3

합계

71

100

82

100

88

100

97

100

108

100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자료: Reserve Bank of India(2019), “Survey on Computer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Enabled
Services Exports: 2018-19,” https://www.rbi.org.in/scripts/BS_PressReleaseDisplay.aspx?prid=48664
(검색일: 2020. 2. 6).

미-중 갈등 시기에 인도는 미국의 디지털경제 영역의 주요 시장이나 파트너
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요 플랫폼 기업이 잇달아 인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인도에 대한 접근
은 거의 전적으로 기업이 주도하였고,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전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을 통해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기로 밝
힌 바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협력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인도의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주목하여 인도의 시장 여
건을 개선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정부는 최근 디지털경제 정책과
제도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디지털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데,361)
361) 모디 총리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새로운 원유’, ‘새로운 황금’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Hindustan
Times(2019. 9. 23), “‘Data is the new oil, new gold,’ says PM Modi in Houston,” https://www.
hindustantimes.com/india-news/data-is-the-new-oil-new-gold-says-pm-modi-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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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도의 법안과 정책은 자국민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활
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으로서,362) 미국은 이와 관련된 세부적
인 통상쟁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 USTR은 NTE(National Trade Estimates)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현
지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인도의 세부적인 무역장벽
을 명시하고 있는데, 2020년 보고서에서는363) 2019년 9월 인도 중앙은행이
발표한 해외 지불 서비스 공급자(크레딧 카드 회사와 페이팔과 같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로 하여금 인도 소비자의 전자 지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도 국경 내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미국은 2019년 12월 인도정부가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2019)」 초안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모든 ‘민감한(sensitive)’ 그리고 ‘중요한(critical)’ 개인정
보의 복사본을 인도 국경 내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에 대해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explicit
consent)’를 포함한 부담스러운(onerous)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최근 인도가 도입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도는 2019년 2월 1일 외국계 시장 기반(marketplacebased)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회사들이 모기업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들
이 독점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협정을 금지하였다. 인도는 B2B(시장 기반) 전
자상거래에 대해서는 100% FDI를 허용하지만, B2C(재고 기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다. 이처럼 인도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마켓플레이스 모델의 사업을 영위한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uston/story-SphHDPQadvF1dJRMXHCkwK.html(검색일: 2020. 6. 9).
362) 인도정부의 디지털경제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은 제3장 참고.
363) USTR(2020), pp. 2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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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인도가 새롭게 도입한 법은 전자상거
래 플랫폼들이 기존 규정을 우회하는 경로를 차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364)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 시장이며,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
서 인도시장의 위상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정부는 2020년 6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틱톡, 위챗 등 59개 중국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금
지하였다. 인도는 틱톡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2017년 출시 이후 6억 1,100만
번 다운받은 앱이다. 인도의 중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견제는 국가 안보 이슈와
연결되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국정부가 인도에 대한 개방화 압력을 유지하
는 가운데, 미국 플랫폼 기업은 인도 진출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인도는 미-중 갈등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매우 큰 상황으로
서, 그간의 입장을 수정하여 디지털 규범 측면에서 미국의 자유화 입장을 일정
부분 공유할 가능성도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시도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서 유럽과 같이 데이터 국외 이동에 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는 시
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많은 전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이러한 ‘빅딜’이
진행될 경우 글로벌 디지털경제에 대한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364) 이에 대해 인도정부는 소규모 인도 유통업체들을 ‘약탈 가격(predatory pricing)’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Parpiani(2020),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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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정책의 기본 방향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미국의 GAFA, 중국의 BAT(Baidu, 알리바바, 텐센트)
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서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은 뒤쳐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산업 데이터
측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초점
을 맞추고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365)
2000년대부터 일본 또한 ICT 분야를 혁신의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하고,
‘ICT 성장전략(2013년 6월 발표)’, ‘스마트 일본 ICT 전략(2014년 5월 발표)’,
‘로봇 신전략(2015년 1월 발표)’ 등 다양한 ICT 진흥정책을 제시해왔다.366)
특히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춘 산업혁신전략은 ‘일본재흥전략
2016’으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되었다. 일본재흥전략은 아베 내각이 일본경
제의 부흥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경제혁신 전략으로, 2016년 전략에서는 새로
운 유망성장시장의 하나로서 명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분야가 처음으로 포
함되었다.367)
김규판 외(2018)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는 ‘소사이어티 5.0(Society 5.0)’과 ‘커넥티드 인더
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등을 들 수 있다. ‘Society 5.0’은 2016년
발표된 일본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실 사회)이 융합된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 ‘초스마트사회’를 제시
하고 이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계획

365) 김규판 외(2018), p. 92.
366) 김정곤 외(2016), p. 187.
367) 김정곤 외(2016),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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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힌 바 있다.368)369) 더불어 2017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커넥티드 인더
스트리즈’는 기업 단위 산업데이터의 공유 가능한 환경을 산관학 협력체제 차원
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산업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4차 산업
혁명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370)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는 특히 5대 중점분
야로 ‘자율주행ㆍMobility, ManufacturingㆍRobotics, BioㆍMaterial, Plantㆍ
Infra Security, Smart Life’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별 및 공통의 정책과제를
수립ㆍ추진하고 있다.371)
더불어 기존 총리 주재의 성장전략의 구상ㆍ추진 채널이었던 ‘산업경쟁력회
의’를 ‘미래투자회의’로 대체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
한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72) ‘미래투자회의’는
2016년 9월 7일 창설된 이후 2020년 7월까지 40회 개최되면서 ‘소사이어티
5.0’의 구현 및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전략 및 제도개혁에 대한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373)
한편 일본의 각종 통상협상에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대외적인
노선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함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고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이 주도한 CPTPP의 경우 한ㆍ미
FTA에서 의무규정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소비자 보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보장,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을
368) 內閣府(2016), 「第５期 科学技術基本計画の概要」에 따르면, Society 5.0은 인류사회의 발전단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도입되었으며,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에 이어 나타나게 되는
다섯 번째 단계의 새로운 미래 사회를 의미한다.
369) 유종태(2018), p. 6; 內閣府(2016), 「第５期 科学技術基本計画の概要」, p. 1.
370) 김규판 외(2018), p. 93.
371) 김규판 외(2018), pp. 93~94; 經濟産業省, 「「Connected Industries」 東京イニシアティブ2017を
発表し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17/10/20171002012/20171002012.html(검색
일: 2020. 7. 13).
372) 유종태(2018), p. 1; 首相官邸(平成２８年９月１２日)「未来投資会議の開催について」, 未来投資会議
(第１回) 配布資料: 資料１,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miraitoshikaigi/
dai1/siryou1.pdf(검색일: 2020. 7. 13).
373) 首相官邸, 未来投資会議,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miraitoshikaigi/
(검색일: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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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등 보다 강화된 디지털 무역규범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374) 또한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은 CPTPP보다도 더욱 강화된 디지털무역 자유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실제 CPTPP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고리즘 공개 및 강제이전 금
지, 금융데이터의 현지 서버 저장 강제 금지, 디지털 제품에 부과하는 차별적
국내조세 금지, 특정 암호화기술 강제조치 금지, 제3자가 제작한 유해ㆍ불법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과 금지, 공동데이터 개방 등에 대
한 무역규범을 포함하고 있다.375) 한편 일본이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
안한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 Framework’ 또한 이러한 정책 기
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 동남아시아
제2차 세계대진 이후 일본은 전후처리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주로 무상
공여 중심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왔으나, 1960~70년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
로 일본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이 본격화되어 왔다. 이후 저렴하고 풍부
한 노동력 활용 가능성 등에 기반하여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현재 아세안 지역은 중국에 이은 일본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로서 2019년 현재 일본의 대외교역액의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376) 또한 2019년 일본 (순)해외직접투자의 약 14%를 점유하는 등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77)
일본 정부 차원의 동남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우방으로서의 역할 확립과
374) 이규엽, 강민지(2019), p. 6.
375) 김정균, 곽동철(2019), p. 10.
376) 財務省 貿易統計, 「国別総額表: 条件入力」, https://www.customs.go.jp/toukei/srch/index.htm?
M=23&P=0(검색일: 2020. 7. 14).
377) JETRO, 「直接投資統計」, https://www.jetro.go.jp/world/japan/stats/fdi.html(검색일: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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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측면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378)
특히 중요한 협력분야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인프라 부문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이니셔티브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투자
를 위해 약 1,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379) 2016년
‘Expa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에 따라 특히 ICT 인
프라 분야에 대하여 JICA, Japan ICT Fund(JICT)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ODA 및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380) 이 중 JICT를
통한 최근의 ICT 인프라 투자사례로는 ‘싱가포르-미얀마-인도 해저케이블 건
설 프로젝트’, ‘미얀마에 대한 방송 제작 설비 개발 및 방송 콘텐츠 공급 프로젝
트’ 등을 들 수 있다.381)
그밖에 일본은 아세안, 특히 메콩지역에 대한 개발 이니셔티브로 ‘Tokyo
Strategy 2018 for Mekong-Japan Cooperation’을 제시하고, 메콩지역 국
가들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정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382) 이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2019년 8월 인프라 개발 및 금융
지원 제공 등에 대한 ACMECS(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해 ACMECS의 개발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하였다.383) 더불어 일본은 ‘Japan-United States Mekong
Power Partnership(JUMPP)’과 같이 아세안 인프라 개발 이니셔티브를 위한
미국 등 역외국가와의 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384)
378) 오윤아 외(2017), p. 33.
379) Carminati(2020), “China and Japan’s Connectivity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Thailand’s
Case.”
380) 総務省(2016. 11), “Cooperation in the ICT and postal field,” p. 2.
381) JITC Fund, “Press Release,” https://www.jictfund.co.jp/en/news/pressrelease/(검색일:
2020. 7. 21).
382) 外務省, 「The 10th Mekong-Japan Summit Meeting」, https://www.mofa.go.jp/s_sa/sea1/
page4e_000937.html(검색일: 2020. 7. 21).
383) 外務省, 「The 11th Mekong-Japan Summit Meeting」, https://www.mofa.go.jp/s_sa/sea1/
page3e_001125.html(검색일: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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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디지털 분야 혹은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에 대한 통상 정책 및 전략은 미국ㆍ일본 파트너십의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미국의 TPP 탈퇴 이후 강화된 전자상거
래 규범을 포함하는 CPTPP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지난 2019년 G20 정상회
의에서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 Framework 원칙을 포함하는
‘오사카 트랙’을 제안한 바 있다. ‘오사카 트랙’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
동, 전자상거래 관련 규칙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385)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아베 총리가 제안한 DFFT 원칙을 같은 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향후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일본 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아세안 국가들과도 기본적으로 DFFT와 CPTTP의 디지털 트레이드
및 전자상거래 원칙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386)
다만,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는 일본의 입장은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전략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데이터 현지화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실제로 인
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사
카 트랙’ 채택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국경간 정보 이동 등 주요 디지털 이슈에서 일본의 방향성에 동의하
는 국가들인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 우선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387)

384) US Department of State(2019. 8. 2), “Joint Statement on the Japan-United States
Mekong Power Partnership (JUMPP),”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n-thejapan-united-states-mekong-power-partnership-jumpp/(검색일: 2020. 7. 21).
385) Koga(2020), p. 141.
386) Manantan(2020), p. 2.
387) Manantan(202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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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
일본의 대인도 경제협력관계는 1950년대 ODA 중심의 협력관계에서 출발
하였으며, 이후 1982년 자동차 생산업체인 스즈키가 인도에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한 이래 일본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388) 1991년
인도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의 대인도 직접투자
또한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0년과 2006년 각각 상호 총리방문을 계
기로 양국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단계적으
로 격상되는 등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389)
2019년 현재 일본의 대인도 교역규모는 약 1조 8천억 엔 규모로 일본의 전
세계 교역(약 155조 엔)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390) 2019년 인도에 대
한 (순)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약 50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약 2,487억 달러)의 약 2%를 점유하고 있다.391) 미국, EU, 중국, 한국, 아세
안 등과 비교할 때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인도의 시장 잠재력이나 성장성 등
에 주목하고 있으며, 2010년 일ㆍ인도 CEPA 체결 등 상호 개방수준을 확대하
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경우 일본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상호보완 가능성에 기초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5월 1일 일본-인도 간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이를
다양한 디지털 분야로 확대ㆍ발전시킨 ‘Japan and India Agree on
Partnership in the Digital Industry’를 2018년 10월 29일에 체결하였
다.392) 양국은 주요한 협력 분야로 일본-인도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디지털 기
388) 조충제 외(2012), pp. 35~36.
389) 조충제 외(2012), pp. 38~40 .
390) 財務省 貿易統計, 「国別総額表 :条件入力」, https://www.customs.go.jp/toukei/srch/index.htm?
M=23&P=0(검색일: 2020. 7. 14).
391) JETRO, 「直接投資統計」, https://www.jetro.go.jp/world/japan/stats/fdi.html(검색일: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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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파트너십(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전자산업 생태계 구축(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 설계 시스템 분야 등 협력), 디지털 분야 인적자원 활용, R&D 협
력(AI 등 신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등 6개 분야를 선정하였다.393)
다만, 인도는 일본이 2019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제안한 ‘오사카 트랙’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등 데이터 현지화 규정 금지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
화라는 일본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앞서 언
급된 바와 같이 오히려 인도는 2018년 핀테크 업체들의 자국 내 전자결제 정보
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발효시켰으며,394) 2019년 말부터는 국경간 데
이터 전송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인정보법 개정 및 정책 수립을 고려하
고 있는 상황이다(제3장 참고).

라. 대표 민간 사례
국가 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나, 일본 소프트뱅크는 민간의 영역에
서 산업혁신 분야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조성하여 소프트뱅크의 미래비전과 연
계된 분야의 전 세계 주요한 스타트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지금
까지 소프트뱅크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사례로 알리바바, 우버, 위워크, 디디추
싱, 쿠팡 등을 들 수 있으며,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볼 때 소프트
뱅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는 전자상거래와 함께 핀테크, 헬스테크, 모
빌리티 공유 플랫폼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최근 위워크 등의 실적부진에 따라
비전펀드 자체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혁신기
392) METI, “Japan and India Agree on Partnership in the Digital Industry,” https://www.meti.
go.jp/english/press/2018/1029_003.html(검색일: 2020. 7. 14).
393) METI, “Japan and India Agree on Partnership in the Digital Industry,” https://www.meti.
go.jp/english/press/2018/1029_003.html(검색일: 2020. 7. 14).
394) Reserve Bank of India(2018. 4. 6), “Notification: Storage of Payment System Data,”
https://www.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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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기업간 연합을 이끌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뱅크의 인도 및 아세안 지역 스타트업 투자사례 또한 전자상
거래 플랫폼, 공유경제(모빌리티, 숙박 등) 플랫폼, 핀테크 분야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okopedia, 동
남아시아 및 인도의 승차공유 분야의 선두기업인 그랩, OLA, 인도의 호텔체인
인 OYO 등 지역 내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에 지속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각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이미 주도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세안 및 인도시장을 기반으로 한 주요한 플랫
폼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 및 혁신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비전펀드 등을 통한
투자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표 4-3.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인도 및 아세안 지역 스타트업 투자사례
업체 명

국가

사업 분야

DELHIVERY

인도

물류

FirstCry

인도

전자상거래(유아용품)

Grab

싱가포르

승차공유

Grofers

인도

식료품 배달

Lenskart

인도

전자상거래 (안경 등)

OLA

인도

승차공유

OYO

인도

호텔예약

Paytm

인도

핀테크(결제시스템)

Policy bazaar

인도

핀테크(보험)

Tokopedia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VNLIFE

베트남

핀테크(결제)

자료: Vision Fund, “Portpolio,” https://visionfund.com/portfolio(검색일: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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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디지털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국가이다.
2018년 중국의 디지털경제(数字经济) 규모는 약 31조 3,000억 위안으로
GDP의 34.8% 비중을 차지하였다.395) 특히 기존의 3대 IT 기업인 ‘BAT’- 바
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신흥 강자인 ‘TMD’– 터우탸오(Toutiao),396) 메이
퇀(Meituan Dianping), 디디추싱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 위주의 시장을 구축
하고 있다. 이들은 뛰어난 ICT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자사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연관 분야에서의 영향력
을 확대하는 중이다. 2018년 기준 시가 총액이 높은 70개의 글로벌 인터넷 플
랫폼 기업 중 약 22%가 중국 기업이었으며,397)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 스타트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약 1/4에 달한
다.398) SCMP, abacus, and Yeung(2019)는 2019년 주요 트렌드로 이제 글
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성공사례를 모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더 이상
카피캣(Copycat)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399) 본 절에서는 이처럼 글
로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관련 정
책을 살펴보고, 정부가 자국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 중
인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395)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 「中国数字经济发展与就业白皮书(2019年)」,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3).
396) 바이트댄스(字节跳动, ByteDance)의 뉴스 및 정보 제공 플랫폼인 진르터우탸오(今日头条)의 약칭임.
397) UNCTAD(2019), “Digital Economy Report 2019: Value Creation and Captur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7).
398) CB Insight,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검색일: 2020. 5. 13). 2020년 4월 8일자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총
464개의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 중 119개가 중국 기업임.
399) SCMP, abacus, and Yeung(2019), “China Internet Report 2019,” pp. 16-18,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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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의 기본 방향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은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및 ‘일대일로
(一带一路,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을 근간으로 수립되었거나
이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정책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먼저 위의 전략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정부는
중장기 성장 전략 및 정책 방향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2015년은 「제13차 5개
년 규획(2016~20년, 이하 ‘규획’)」400)이 발표된 해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인터넷 플러스’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
다.401) 위 규획에서도 새로운 ICT 기술(빅데이터 등)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
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중국이 제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물류, 금융,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생태환경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와 인터넷 플랫
폼을 연계함으로써 혁신을 기초로 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02)
인터넷 플러스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융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같은 해
국무원(国务院)은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내 분야별 발전
목표 등을 통해 생산 모델과 조직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과 연결된 새
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403) 해당 지도의견을 기반으로 각 분
야에 대한 세부 계획들도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등을 통해 시범기지 건설, 시범기업 육성, 물류
400)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
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의 약칭임.
401) 国务院(2015), 「政府工作报告（全文）」, http://www.gov.cn/guowuyuan/2015-03/16/content_
2835101.htm(검색일: 2020. 5. 15).
참고로 인터넷 플러스는 텐센트의 마화텅(马化腾) 등 IT업계 대표 기업인들과의 좌담회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2015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从政府工作报告到李克强的“互联网足迹” 透
露哪些信息」(2015. 3.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7).
402)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검색일: 2020. 5. 8).
403) 이상훈 외(2018), pp. 41~4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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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건설, 인재양성 등의 노력을 추진해왔다.404) 항저우(杭州) 등에 종합시범
구(综合试验区)를 지정한 후 참여 기업에 통관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제
공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총 105개의 도시(지역)가 포함되어 있다(2020년 5월
기준).405)406)
인터넷 플러스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며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대일로 또한 중국과 연선 국가의 협력 관계를 심
화시키며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진핑(习近平) 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인 일대일로는 인터넷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제13차 5개년 규획
(2016~20년)」에 포함되었다. 일대일로가 제시한 5대 협력분야인 5통(通) 중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분야는 인프라 연결(设施联通)과 무역원활화(贸易畅
通)이다. 인프라 연결 분야에는 정보 실크로드 구축과 함께 육ㆍ해상 물류 인프
라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국경간 전자상
거래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407) 일대일로
를 통해 협력하는 연선 국가의 범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주요 국가는 약 60
여 개국으로 신남방지역이 포함된다.408)
이러한 맥락 아래 중국은 2016년부터 ‘온라인 실크로드(网上丝绸之路)’를
건설하고자 노력 중이다. 온라인 실크로드는 「제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규획
(2016~20년)」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물류 정보
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결제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 플랫폼
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범구역을 지정하도록 장려
404) 商务部(2015), 「“互联网+流通”行动计划」, http://www.gov.cn/xinwen/2015-05/16/content_
2863204.htm(검색일: 2020. 5. 8).
405) 跨境电商综试区再添新军ㆍ雄安新区等46个城市地区获批」(2020. 5.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18).
406) 참고로 종합시범구 도입 이전에도 2012년부터 상하이 등을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跨境电商
试点城市)로 선정하여 운영한 바 있음. 「跨境电商蓬勃兴起」, http://history.mofcom.gov.cn/?new
china=%E8%B7%A8%E5%A2%83%E7%94%B5%E5%95%86%E8%93%AC%E5%8B%83%E5%
85%B4%E8%B5%B7(검색일: 2020. 5. 10).
407) 이승신 외(2017), pp. 41~44 재인용.
408) 앞의 책, p. 38; 一带一路国家级信息服务平台, https://www.imsilkroad.com/news/p/76186.
html(검색일: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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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 스마트시티,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및 인터넷 플
러스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409) 그중 국경간 전자상거
래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온 주요 분야이다. 정부에서도
「이동 인터넷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발표하며 연
선 국가 내 주요 도시와 연계된 전자상거래 채널을 구축하고, 온라인 실크로드
관련 협력을 심화할 계획임을 제시한 바 있다.410) 주로 물류 기반이 부족한 중
소기업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고, 대기업의 신남방지
역으로의 진출도 추진 중이다. 알리바바의 경우 동남아 지역 내 대표 플랫폼인
라자다 등에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하였고, 자사의 B2B 국제 플랫
폼인 1688跨境专供에 방문한 해외 접속자 중 아세안 4개국(베트남, 태국,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40% 이상을 차지하였다(2019년 3월
기준).411)
이처럼 중국정부는 2010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정책간 시너지 효과
를 모색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새롭게 출현한 업종(또는 산업)을 육성ㆍ발전시
키는 것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거의 모든 영역과의 융합
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왔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경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제(平台经济)와 공유경제(共享
经济 또는 分享经济)412)를 활성화할 것임을 강조해왔다.413) 다음 파트에서는
409) 国务院(2016),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6-12/27/content_5153411.htm(검색일: 2020. 5. 12).
410)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国务院(2017),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移动互联网
健康有序发展的意见》」, http://www.gov.cn/zhengce/2017-01/15/content_5160060.ht(검
색일: 2020. 5. 18).
411) CBNData(2019), 「2019中国跨境电商出口趋势与机遇白皮书」, p. 17, p.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8).
412) 分享经济와 共享经济는 모두 플랫폼을 통해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분배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함. 중국에서도 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문으로도 sharing
economy로 동일하게 번역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두 단어 모두 공유경제로 번역하여 서술함
(「论共享经济与分享经济」, http://www.xdsyzzs.com/guangjiao/3934.html(검색일: 2020. 5. 19)).
413) 国务院(2019a), 「政府工作报告(全文)」, http://www.gov.cn/premier/2019-03/16/content_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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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플랫폼 경제를 육성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민간과의 협력이 아직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나. 주요 정책
1) 플랫폼 경제 육성
플랫폼 경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은 2017년 발표된 「‘인터넷+선진제조
업’심화와 산업 인터넷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세계 수준의 제조업 인터넷 플랫폼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히며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414) 2019년 국무원은 「플랫폼
경제 규범 및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신중하게 관리ㆍ감독하는 자
세를 유지하면서 플랫폼 경제를 촉진하고 공유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추진할 계
획임을 밝혔다. 이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최상위급 계획으로 정책의 전반적인
설계와 방향을 제시했음을 의미한다.415) 위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은 크게 △
시장진입 조건 개선 △ 관리감독 체계 개선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업종 발
전 추진 △ 정책 환경 개선 △ 참여자의 권익 보호와 법적 보장 강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표 4-4 참고).416)
먼저 사업 등기등록과 하위조직 설립에 관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의 시장진입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준법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융
합적 성격의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제한 조건을 풀

4314.htm(검색일: 2020. 5. 15).
414) 国务院(2017), 「国务院关于深化“互联网+先进制造业”发展工业互联网的指导意见」,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7-11/27/content_5242582.htm#(검색일: 2020. 5. 18).
415) 중국은 이러한 정책 구성 방식을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라고 명명함.
416) 国务院(2019b),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9-08/08/content_5419761.htm(검색일: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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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위법 행위가 없다면 연관 시장에의 진입이 가능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제보다는 성장 위주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새로운 업종에 적합하면서도 포용적이고 신중하며 공정 경쟁
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기업의 플랫폼과 정부의 관리감독 플
랫폼을 연계하는 ‘인터넷+관리감독’ 방식을 추가로 채택하였다.417) 국무원은
같은 해 10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를 통해 기업의 경영허가 항목을 간소
화하고 처리 기간을 축소할 것이며(제19조), 전국 통합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
랫폼을 구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제37조).418)

표 4-4. 중국 「플랫폼 경제 규범 및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
구분

정책 내용

시장진입조건 개선 및

∙ 플랫폼 경제 관련 사업 등기등록 편리화

기업의 준법 비용 감소

∙ 신규 업종에 대한 표준 체계 개선 가속화
∙ 신규 업종의 특징에 적합하고 공정 경쟁에도 이로운 관리감독 방법 탐색

관리감독 이념/방식 혁신
및 신중한 관리감독 시행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 설정
∙ 공정 경쟁 시장질서 유지
∙ 부처간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리 체계 건설
∙ ‘인터넷+관리감독’ 적극 추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장려,
성장 포인트 개발 가속화

플랫폼 경제
환경 개선

∙ ‘인터넷+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 ‘인터넷+생산’ 발전 가속화
∙ ‘인터넷+창업혁신’ 발전 가속화
∙ 네트워크 기반 설비(5G 등) 건설 가속화
∙ 정부 및 플랫폼 데이터 공유 강화
∙ 신용 체계 개선 추진
∙ 정책 환경 개선

417) Ibid.
418) 「优化营商环境条例」(2019. 10. 22. 제정, 2020. 1. 1. 시행, 국무원령 제722호),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9-10/23/content_5443963.htm(검색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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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구분
참여자의 권익 보호,
법적 보장 강화

정책 내용
∙ 플랫폼, 플랫폼 내 경영자 및 종사자 등의 권익 보호
∙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 플랫폼 경제 관련 법률법규 개선

자료: 国务院(2019b),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9-08/08/content_5419761.htm(검색일: 2020. 5. 15).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업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앞서 살펴
본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생활서비스(의료건강, 교육훈련,
문화, 여행 등)에서부터 생산과 창업ㆍ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인
터넷 플랫폼과의 융합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적극 활용 중인 영역(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 등)에 대해서
는 신원 인증, 상호평가, 신용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신용 체계를 건
설ㆍ개선하고, 참여자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확보하고
자 하였다. 또한,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들의 법적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법규를 개선하고자 한다.419)

2) 공유경제 활성화
중국정부가 2010년대 중반부터 공유경제의 성장을 적극 지지해옴에 따라
해당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19년 기준 중국의 공유경제 규모
는 3조 2,82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6% 성장하였다. 전 인구의 60%를 초과
하는 약 8억 명이 참여하고 있고, 플랫폼 종사자 수도 623만 명에 달한다. 분야
별로는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 음식배달, 공유숙박, 공유의료 등의 온라인
이용자 보급률이 각각 47.4%, 51.6%, 9.7%, 21.0%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음
419) 国务院(2019b),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9-08/08/content_5419761.htm(검색일: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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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배달이 2016년 대비 최대 보급률 증가폭(약 21.6%p)을 보였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의료, 교육, 생활서비스 등 특정 영역이 급성장하고 있고,
고객과 대면 접촉이 필요한 분야(승차공유 등)의 성장세는 주춤한 양상이다.420)
공유경제에 특화된 대표 정책으로는 2017년 발표된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이 있다. 주로 새롭게 나타난 업종에 대한 규제나 지역장벽을
완화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며, 소비자 및 플랫폼 기업 종
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421) 이후 발표
된 정책들은 도입 목적에 따라 △ 신규 업종의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과
△ 기존의 관리감독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표 4-5 참고).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영역은 ‘공유의료’로 코로나19가 확산
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핑안하오이셩(平安好医生) 등
관련 플랫폼들은 온라인 문진 서비스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정부 또한 인터넷 플러스 관련 의료비 중 일부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
겠다고 발표하였다.422)

표 4-5. 중국의 공유경제 관련 주요 정책
목적*

분야

정책 명칭
∙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2017년)

신규 업종

공통

성장 및
발전 추구

《关于促进分享经济发展的指导性意见》
∙ 선진 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업의 심도 깊은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2019년)
《关于推动先进制造业和现代服务业深度融合发展的实施意见》

공유
의료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2018년)
《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

420)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2020), 「中国共享经济发展报告(2020)」, p. 6, p. 8, p. 10. p. 25.
421) 国家发展改革委 외(2017), 「印发《关于促进分享经济发展的指导性意见》的通知」, http://www.gov.
cn/xinwen/2017-07/03/content_5207691.htm(검색일: 2020. 6. 15), 재인용: 나승권, 김은미,
최은혜(2017), p. 99.
422)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2020), 「中国共享经济发展报告(2020)」, pp. 22~23, p. 25; 国家
医保局, 国家卫生健康委(2020), 「关于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互联网+”医保服务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3/03/content_5486256.htm(검색일:
2020. 6. 18)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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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목적*

분야

정책 명칭
∙ “인터넷+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개발에 관한 통지(2019년)

신규 업종
성장 및
발전 추구

공유
의료

《关于开展“互联网+护理服务”试点工作的通知》
∙ 코로나19 방역 기간“인터넷+”의료보험서비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2020년)
《关于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互联网+”医保服务的指导意见》

생산
관련

∙ 제조공유 신모델 육성 가속화 및 제조업 업그레이드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2019년)
《关于加快培育共享制造新模式新业态促进制造业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 온라인 예약 차량과 개인 소형차 합승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2018년)

승차
공유

《交通运输新业态用户资金管理办法（试行)》

관리감독
보완 및
강화

《关于进一步加强网络预约出租汽车和私人小客车合乘安全管理的紧急通知》
∙ 교통운수 신업종 사용자 자금 관리방법(시범시행, 2019년)
∙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식품안전 관리감독 방법(2018년)

음식
배달

《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 식품안전 개혁 및 강화 작업에 관한 의견(2019년)
《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

숙박
공유

∙ 숙박공유 서비스 규범(2018년)
《共享住宿服务规范》

주: 정책별로 주요 도입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리.
자료: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中国互联网协会分享经济工作委员会(2018), 「中国共享经济发展年度报告(2018)」,
p. 20;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2019, 2020), 「中国共享经济发展年度报告(2019)」, p. 17; 「中国共享经济
发展报告(2020)」, pp. 22~23;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2018), 「共享住宿服务规范」, http://www.sic.
gov.cn/News/557/9673.htm; 国家医保局, 国家卫生健康委(2020), 「关于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 “互联
网+”医保服务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3/03/content_5486256.htm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8)을 토대로 저자 정리.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다.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 이용객의 신변 안전과 배달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보증금이나 결제비용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
고 있다. 숙박공유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의 개념과 범주를 제시하며 참여자
(플랫폼, 호스트, 고객)별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공유경제
의 성장을 지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업종이 기존에 없던 직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
서 경쟁과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된 영역(공유자전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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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한 분야(승차공유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표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공유경제의 영역은 꾸준히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423)

다.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의 협력
1) 중-아세안 협력
중국과 아세안 차원의 협력 관계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경제, 정
치외교, 사회문화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을 근간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해왔다.424) 디지털경제
에 관한 논의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03년에 체결한 양해각서
(이하 ‘MOU’)를 통해 ICT 관련 인재양성, 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e-ASEAN425) 프로젝트 이행 등에 합의하였고,426) 해당 MOU의 중요성은 ‘중
-아세안 공동 발전을 위한 ICT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베이징 선언(2005년)’에
서도 강조되었다. 여기에 양측간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전
자상거래와 전자정부 관련 협력이 제시되었다.427) 최근 중국과 아세안은
423) Ibid.;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中国互联网协会分享经济工作委员会(2018), 「中国共享经
济发展年度报告(2018)」, p. 20;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2019), 「中国共享经济发展年度报
告(2019)」, p. 17;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2018), 「共享住宿服务规范」, http://www.sic.gov.
cn/News/557/9673.ht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8) 참고.
424) ASEAN Secretariat(2020), “Overview of ASEAN-China Dialogue Relation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5. 20).
425) ‘e-ASEAN 기본협정(e-ASEAN Framework Agreement)’은 아세안의 종합 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상거래 개발 등을 목표로 2000년에 채택됨(외교부(2019), 「아세안 개황」, p. 35).
426) ASE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200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oper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1).
427) ASE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2005), “Beijing Declaration on ASEAN-China
ICT Cooperative Partnership for Common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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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의 중장기적 협력 방향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비전 2030’을 발표
하였는데 디지털경제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다. 주로 디지털경제와 기술혁신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고,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개발
등 혁신 영역에서의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와 「일대일로」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임을 선언하였다.428)
플랫폼에 관한 양측 정부간 협력은 크게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보 공유 및 협
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기업간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표 4-6 참고). 중국정부는 개별국 차원은 물론 메콩 지역
5개국,429) 아세안과의 다자 관계에도 주목하며 ICT 연관 분야의 성장과 자국
기업의 현지진출을 도모해왔다. 아세안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구심점
이 되는 지역이 윈난성(云南省)이라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접
경 지역에 있어 중-아세안 협력 관계의 주축을 담당한다(그림 4-1, 그림 4-2
참고).430) 참고로 윈난성의 경우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또는 디지털) 실
크로드의 육로(陸路)에 속하며, 광시좡족자치구는 해로(海路)에 포함된다.

428) ASEAN Secretariat(2020), “Overview of ASEAN-China Dialogue Relation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5. 20); ASE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2015),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ASEAN-China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2016-2020),” pp. 8-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1).
429)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430) 「黄日涵：数字经济促进中国与东盟互联互通」(2020. 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8);
Greater Mekong Subregion Secretariat(2018), “Progress Report: GMS Cross-Border
E-Commerce Cooperation Platfor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1); 广西壮族自治区
(2019), 「中国—东盟信息港建设实施方案(2019-2021年)的通知」, http://www.gxzf.gov.cn/zfwj/
zxwj/t1509956.shtml(검색일: 2020. 6. 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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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중-아세안 플랫폼 관련 협력 동향
분야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지역

∙ 전자상거래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2017년)

캄보디아

∙ 전자상거래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2017년)

말레이시아 ∙ 전자상거래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2018년)
태국
메콩 지역
(5개국)

정보 공유ㆍ협력
기업간
교류ㆍ협력

주요 내용

베트남

아세안

∙ 디지털경제 협력 관련 장관급 회의 진행(2019년)
∙ GMS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2014년~ )
∙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信息港) 구축 추진(2014년~)
∙ 중-아세안 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전자상거래 포럼 개최(2014년~)

아세안

∙ 세계전자무역플랫폼(eWTP) 구축 지원(2016년~)
∙ 중-아세안 디지털경제 협력의 해(2020년) 추진 등

자료: 「黄日涵：数字经济促进中国与东盟互联互通」(2020. 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8); Greater Mekong
Subregion Secretariat(2018), “Progress Report: GMS Cross-Border E-Commerce Cooperation Platfor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1); 广西壮族自治区(2019), 「中国-东盟信息港 建设实施方案(2019-2021年)的通
知」, http://www.gxzf.gov.cn/zfwj/zxwj/t1509956.shtml(검색일: 2020. 6. 17); 「2019中国-东盟电子商务论
坛南宁举行 探索电商发展新路径」(2019. 9.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21); eWTP 홈페이지,
https://www.ewtp.org/(검색일: 2020. 5. 21)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4-1. GMS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플랫폼 구축 대상 지역

자료: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信息港)
구축 대상 지역

자료: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해 2017년에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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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다음 해 말레이시아와도 MOU를 체결한 후
협력 범위를 인터넷 경제, 과학, 혁신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왔다. 2019년에는
태국과 디지털경제 관련 장관급 회의를 최초로 진행한 바 있다.431) 다자 차원
으로는 메콩 지역에서 ‘GMS 국경간 전사상거래 협력 플랫폼(GMS跨境电子商
务合作平台)432)’ 구축을 추진해왔다. 제5차 중-메콩 정상회담(2014년)에서 리
커창 총리가 제안하고, 메콩 국가들이 동의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주요 접경 지
역인 윈난성이 이를 지지하며 성도(省都)인 쿤밍시(昆明市)를 중심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양측 전자상거래 기업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어왔다. 란창(澜沧)-메콩 소지역 경
제 및 무역개발센터(LMEC)433)를 주축으로 비즈니스 연합회434)를 창설하고,
민-관 대화 등을 진행 중이다.435) GMS 사무국은 해당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양측간 교역 및 메콩 지역의 경제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전자상거
래 기업들이 성장ㆍ확대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자평하였다. 일례로 라
오스의 Laosabai 사는 위 연합회에 참여할 당시 직원 수가 5명에 불과하였으
나, 현재 5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한 자국 내 대표 B2C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
장하였다(표 4-7 참고).436)

431)
432)
433)
434)

「黄日涵：数字经济促进中国与东盟互联互通」(2020. 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8).
GMS(Greater Mekong Subregion) Cross border E-commerce Cooperation Platform.
Lancang-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Trade Development Center.
跨境电子商务合作平台企业联盟(Business Alliance of GMS Cross-border E-commerce Cooperation

Platform).
435) 云南省人民政府(2019), 「云南省人民政府关于印发 中国(昆明)跨境电子 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的
通知」, http://www.yn.gov.cn/zwgk/zcwj/zxwj/201911/t20191101_183950.html; 云南省
昆明市(2019), 「昆明市跨境电子商务发展规划(2018-2022年) 的通知」, http://swj.km.gov.cn/c/
2019-07-23/3067598.s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20).
436) Greater Mekong Subregion Secretariat(2018), “Progress Report: GMS Cross-Border
E-Commerce Cooperation Platform,” pp. 1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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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중-메콩 지역 GMS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플랫폼 구축
구분
협력 지역

주요 내용
∙ 중국(윈난성) 및 메콩 지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화합 및 협력 강화

협력 목적 및
분야

∙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세절차 간소화 추진
∙ 관련 인프라 투자 장려
∙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시스템 개선
∙ 역량 강화 실시 등
∙ 2014년, ‘제5차 중-메콩 정상회담’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의 제안으로 출범
∙ 2015년, ‘GMS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플랫폼 프레임워크’ 합의

추진 과정

∙ 2019년, 윈난성, 「중국(쿤밍)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실시방안」 내 지지 선언
∙ 2019년, 윈난성 쿤밍시,「쿤밍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규획(2018~22년)」 내 해당
플랫폼의 성과 창출과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
∙ 비즈니스 연합회 창설 및 정기회의 개최

주요 활동

∙ 민-관 정기 대화(Dialogue) 진행
∙ 해당 플랫폼 관련 웹사이트 구축 등

자료: Greater Mekong Subregion Secretariat(2018), “Progress Report: GMS Cross-Border E-Commerce
Cooperation Platfor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1); 商务部(2016), 「GMS跨境电子商务合作平台框架文件
(英文)」, http://gjs.mofcom.gov.cn/article/af/aj/201506/20150601015928.shtml(검색일: 2020. 6. 17); 云南
省人民政府(2019), 「云南省人民政府关于印发 中国(昆明)跨境电子 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的通知」, http://www.
yn.gov.cn/zwgk/zcwj/zxwj/201911/t20191101_183950.html; 云南省昆明市(2019), 「昆明市跨境电子商务发
展规划（2018-2022年）的通知」, http://swj.km.gov.cn/c/2019-07-23/3067598.s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20).

한편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中国-东盟信息港)’437) 구축은 2014년에 최
초로 제안된 이니셔티브로 2015년부터 광시좡족자치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
다.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년)」을 통해서도 해당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201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 네트워크 안
전 및 정보화 위원회438) 등은 공동으로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건설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총 5개 분야(△ 기본 인프라 건설 △ 정보 공유 △ 기
술 합작 △ 경제 및 무역 서비스 △ 인문교류)에 대한 협력 플랫폼을 공동 건설

437) 영문명은 China-ASEAN Information Harbor이나, 중문명과 해당 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
역함.
438) 공식명칭은 中国共产党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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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광시좡족자치구 차원의 이행 계획들이 연이어 수립되었
다. 2019년에 접어들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의 연관 부처가 제안한
「정보 네트워크 건설 종합 규획」이 통과되었으며, 광시좡족자치구와 해당 자치
구의 성도(省都)인 난닝시(南宁市)가 2021년까지 다수의 중점 과제들을 추진
중이다(표 4-8 참고).439)

표 4-8.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信息港) 구축
구분

주요 내용

협력 지역

∙ 중국(광시좡족자치구) 및 아세안 10개국

협력 목적

∙ 5대 플랫폼 건설 추진

및 분야

- 기본 인프라 건설, 정보 공유, 기술 합작, 경제 및 무역 서비스, 인문교류
∙ 2014년,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공동 제안
∙ 2015년, ‘제12차 중-아세안 박람회’ 개막식에서 공식 선포
∙ 2015년,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내 해당 네트워크 구축 신속 추진 계획 제시

추진 과정

∙ 201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건설 방안」 발표
∙ 2016년, 광시좡족자치구,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건설 추진에 관한 사업 방안」 발표
∙ 2018년, 광시좡족자치구, 「2018년 정보 네트워크 사업 작업 명단」 수립
∙ 2019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보 네트워크 건설 종합 규획」 비준
∙ 2019년, 광시좡족자치구,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건설 시행방안(2019~21년)」 수립 등
∙ 2016년,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추진단 및 회사(中国-东盟信息港股份有限公司) 설립
∙ 2020년 6월 기준, 총 167개의 세부과제 추진 중

주요 활동

- 5대 분야별 세부과제 준공 시작 비율은 기본 인프라 건설(53.3%), 정보 공유
(75.6%), 기술합작(60.0%), 경제 및 무역 서비스(79.2%), 인문교류(54.5%) 기록 중
∙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

자료: 中国-东盟信息港 홈페이지, 「关于信息港: 发展历程」, http://dmxxg.gxzf.gov.cn/gyxxg/fzlc/; 「项目建设」, http://
dmxxg.gxzf.gov.cn/xmj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21);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
规划纲要」, http://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검색일: 2020. 5. 8); 广西壮族
自治区(2019), 「中国-东盟信息港建设实施方案(2019-2021年)的通知」, http://www.gxzf.gov.cn/zfwj/zxwj/t
1509956.shtml(검색일: 2020. 6. 17); 「中国-东盟信息港股份有限公司成立 构筑“信息丝绸之路”」(2016. 6.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7).

439) 中国-东盟信息港 홈페이지, 「关于信息港: 发展历程」, http://dmxxg.gxzf.gov.cn/gyxxg/fzlc/;
「项目建设」, http://dmxxg.gxzf.gov.cn/xmj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21); 「中华人民共
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www.gov.cn/xinwen/2016-03/17/content
_5054992.htm(검색일: 2020. 5. 8); 广西壮族自治区(2019), 「中国—东盟信息港建设实施方案
(2019-2021年)的通知」, http://www.gxzf.gov.cn/zfwj/zxwj/t1509956.shtml(검색일: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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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협력분야 중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관성이 높은 ‘정보 공유’의 경우 중아세안 데이터 서비스 허브 구축을 목표로 45개의 세부 사업들을 이행하고 있
다. 사업별 영역은 정보통신, 환경, 기후, 에너지,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다. 일례로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회사(中国-东盟信息港股份有限公司, 약
칭 ‘中国东信’)의 주도 아래 양측간 정보통신 생활 연계 플랫폼440)이 구축되고
있다. 난닝시와 중국리엔통(中国联通)이 투자한 중-아세안 정보 네트워크 타운
(中国-东盟信息港小镇)의 경우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441)을 구축하고자 추진되
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물론 위 회사(中国东信) 및 민
간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또한, 10억 위안을 투자하여 친저우 화웨이 디지털
타운(钦州华为数字小镇)을 조성하고 내부에 정보교역센터, 지능형 유통센터,
금융서비스센터 등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빅데이터 센
터, 네트워크 안전 교육훈련 센터 등도 추진 중이다.442)
마지막으로 중국과 아세안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대화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
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중-아세안 간 최대 규모의 행사인 중아세안 박람회(中国—东盟博览会, China-ASEAN Expo)의 부대행사로 ‘전자
상거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9년 개최된 제6차 포럼에는 화웨이(华为,
Huawei), 징동(京东, Jingdong), 순펑(顺丰, SF Express) 등 중국의 대표 전
자상거래 연관 기업들과 아세안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총 800여 명의 각국 기
업 대표가 모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농촌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
를 진행하였고, 난닝시 정부와 라자다 그룹 간의 MOU가 체결된 바 있다.443)

440) 슈퍼 문자서비스(SMS) 플랫폼, 모바일 인터넷 생활 플랫폼, 사물인터넷 기반 환경보호 정보 지능형
관리감독 플랫폼 등.
441) 5G+스마트의료 체험센터, 스마트 의료산업 응용 센터,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 저장센터 등.
442) 中国-东盟信息港 홈페이지, 「项目建设: 信息共享」, http://dmxxg.gxzf.gov.cn/xmjs/xxgx/; 「钦州华
为数字小镇」, http://dmxxg.gxzf.gov.cn/xmjs/xxgx/t5234910.shtml; 「中国—东盟信息通信
及生活互联平台」, http://dmxxg.gxzf.gov.cn/xmjs/xxgx/t5248899.shtml; 「中国—东盟信息港小镇」,
http://dmxxg.gxzf.gov.cn/xmjs/xxgx/t5234893.s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22).
443) 「2019中国-东盟电子商务论坛南宁举行 探索电商发展新路径」(2019. 9.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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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Jack Ma)이 2016년 제안한 ‘세계전자무역플랫
폼(eWTP)’을 후방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민간이 주도하여 온라인 플랫
폼을 건설한 후 전자상거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고자 출범한 플랫폼으로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444)
이러한 정책적 노력 아래 중국은 아세안 ICT 분야에 투자하는 대표 국가로
등극하였다. 2017년 기준 역내 ICT 관련 국가간 인수합병(M&A) 규모가
2010년(1억 7,200만 달러)보다 급증한 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성
장세를 이끈 장본인이 바로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었다.445) 대표적으로 알리
바바 그룹과 텐센트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활약 중인 플랫폼
연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남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와 Sea 사의 쇼피도 포함되어 있다. 디디추싱과 메이퇀의 경
우 자사의 주력 분야에서 활약 중인 현지 기업에 투자하였다(표 4-9 참고). 이
와 같이 중국 기업들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고 있
다. 특히 2020년은 ‘중-아세안 디지털경제 협력의 해’이다.446) 지금까지 중국
과 아세안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위주의 협력 관계를 추진해왔다면, 해당 영역
이 첨단기술(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연관 산업들로 확대되
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력 수준을 심화하면서 동시에 대도
시보다 경제발달 수준이 비교적 낮은 접경 지역의 성장과 자국 기업의 현지 진
출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444) eWTP 홈페이지, https://www.ewtp.org/(검색일: 2020. 5. 21).
445) ASEAN Secretariat(2018), “ASEAN Investment Report 2018 –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Digital Economy in ASEAN,” pp. 175-17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
446) 「黄日涵：数字经济促进中国与东盟互联互通」(2020. 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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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중국의 대아세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 투자사례
(단위: 백만 달러)

주요 투자자

대아세안 투자사례
기업명

Ant 그룹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

전자상거래

인도네시아

2,200

2017~18

전자상거래

싱가포르

3,500

2016~18

Singapore Post

물류

싱가포르

456

2014~15

helloPay*

핀테크

싱가포르

비공개

*

Lazada Group

디디추싱
메이퇀

2017

Akulaku

금융, 전자상거래

인도네시아

89

2019

Bukalapak

전자상거래

인도네시아

50

2019

8Trip

여행, 전자상거래

싱가포르

95

2018

M-DAQ

금융

싱가포르

87

2015~19

V-Key

클라우드 컴퓨팅

싱가포르

12

2014

Bluepay

핀테크

태국

비공개

2019

M-Pay

금융

베트남

비공개

2019

Gojek

승차공유, 음식배달

인도네시아

2,420

2018

*

텐센트 홀딩스

투자 연도

소재지

Tokopedia
알리바바 그룹

투자액

주력 분야

iflix

OTT

말레이시아

비공개

2020

Ookbee

전자상거래

태국

19

2017

Sanook*

포털사이트

태국

11

2010

태국

비공개

Voyager Innovations

핀테크

필리핀

295

2016
2018~20

Sea

전자상거래, 게임

싱가포르

1,350

2019

Grab

승차공유

싱가포르

2,000

2017

Neuron Mobility

승차공유

싱가포르

19

2019

Gojek

승차공유, 음식배달

인도네시아

1,500

2018

주: 1) 중국의 대표 IT 기업(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메이퇀) 투자사례 중 대아세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의
투자만 정리한 자료로 이외에도 여러 투자자들이 존재함.
2) 별표(*) 표시 건은 해당 기업 인수 건을 의미함.
자료: Crunchbase Database(검색일: 2020. 9. 23)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중-인도 협력
1950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인도 간 외교 관계는 2020년을 기점으로 70주
년을 맞이하였다. 두 국가 모두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자 빠르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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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신흥국으로서 견제와 협력을 반복해왔다. 비록 국경 지대를 둘러싼 갈
등은 여전히 존재하나, 이와 별도로 경제와 사회문화 측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
어왔다. 그 결과 2018년 중-인도 교역규모는 약 955억 4,000만 달러로 2000
년(약 30억 달러) 대비 30배 이상 확대되었고, 중국의 대인도 투자 누적액도
2017년 말 기준 47억 4,7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양측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
의하는 대표 고위급 채널은 2010년 말에 창설된 ‘중-인도 전략경제대화(中印
战略经济对话, 이하 ‘SED’447))’이다. ICT 분야의 경우 SED의 5대 작업반 중
하나인 첨단기술작업반(高技术工作组)448)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449)
2014년 제3차 SED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인도 정보통
신기술부(MCIT)450)는 ICT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2016년 제4차
SED에서는 IT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에 관한 논의가 전
개되었다. 더불어 양측의 핵심 정책인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와 인도의 「디
지털 인디아」에 관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양국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위
해 각자의 강점인 컴퓨터 하드웨어(중국)와 소프트웨어(인도) 간 협력 등을 추
구함을 밝혔다. 2018년 제5차 SED에 참석한 인도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NASSCOM’)는 스마트시티, 디지털 결제, 스마트 제조업 등의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 기회가 존재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451)
중국과 인도의 ICT 분야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
447) India-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448) Working Group on High-technoligy.
449)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홈페이지, “India-China Bilateral
Relations,” https://mea.gov.in/Portal/ForeignRelation/china_brief_sep_2019.pdf(검색일:
2020. 7. 15).
450) Ministry of Communications & Information Technology.
451)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lanning Commission, Republic of India(2014), “Minutes of the third India-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Republic
of India(2016), “Agreed Minutes of 4th India-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온라
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5); Embassy of India Beijing(2018. 4. 14), “5th
India-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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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았다. 첫 번째 유형은 중국 기업과 인도 지방정부 간 협력이다. 일
례로 2015년 정상회담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한 후 다음 해
에 중국의 정보통신 기업인 중싱통신(中兴通讯, ZTE Corporation)이 인도 구
자라트(Gujarat)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에서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452) 두 번째 유형은 인도의
NASSCOM이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형태로 ‘중-인도 IT 회랑 프로젝트
(中印IT走廊项目, IT Corridor projects)’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중국 내 3개
지역 – 따리엔(大连), 구이양(贵阳), 쉬저우(徐州)에서 출범되었으며, 회랑별로
각자의 테마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4-10 참고).453)
IT 회랑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IT 기술서비스454) 아웃소싱 영역을 성장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공급자(인도 소프트웨어 기업)와 수요자(중
국 기업) 간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중국 따리엔시는 최초의 중인도 IT 회랑 프로젝트 출범에 합의하였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따리엔의 강
점을 토대로 인도의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인공지능(AI)과 사
물인터넷(IoT) 분야에 방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다음 해 구이양에 창설된 두
번째 회랑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연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455) 구이
양시는 인도의 유명 IT 교육기관인 NIIT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매년 2,000명
이상의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 중이다.456)
452)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public of India(2015), “Joint Statement between the
India and China during Prime Minister’s visit to China,”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5240/Joint_Statement_between_the_India_and_China_during_
Prime_Ministers_visit_toChina(검색일: 2020. 6. 19);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Republic of India(2016), “Agreed Minutes of 4th India-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5).
453) NASSCOM China 홈페이지, http://nasscomitcorridor.cn/en/sidcop/(검색일: 2020. 6. 20).
454)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등.
455) SIDCOP Dalian 홈페이지, http://sidcop-dalian.com/Dalian/index-ch.html; SIDCOP Guiyang
홈페이지, http://www.sidcop-guiyang.com/Guiyang/index-ch.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9).
456) “NIIT launches big data training centre in China”(2017. 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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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과 인도는 양국 기업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중-인도 디지털 협
력 플랫폼(中印数字化合作机会平台, SIDCOP)457)’을 출범시켰다. 이는 기술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를 재구상하고 조달기간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산하에 IT 회랑 프로젝트들을 포괄한다. 같은 해 쉬저우에서는 지능형 제조업
을 테마로 세 번째 회랑이 마련되었다. 각 회랑은 중국과 인도 기업을 연결
(match-making)하고, 세금, 금융,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인도기업의 중국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58) 실제 따리엔과 구이양 IT 회랑 프로젝
트가 각각 460만 달러, 890만 달러 상당의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된 바
있다.459)

표 4-10. 중-인도 IT 회랑 프로젝트(中印IT走廊项目)
구분
따리엔 IT 회랑
프로젝트
구이양 IT 회랑
프로젝트
쉬저우 IT 회랑
프로젝트

기간
2017년 ~

2018년 ~

2019년 ~

협력 파트너

대표 분야

∙ 중국 랴오닝성 따리엔시

∙ 인공지능(AI)

∙ 인도 NASSCOM

∙ 사물인터넷(IoT)

∙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 인도 NASSCOM
∙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
∙ 인도 NASSCOM

∙ 소프트웨어
∙ 정보기술 분야
∙ 빅데이터 인력 양성
∙ 지능형 제조업 분야

주: 위 프로젝트들은 중-인도 디지털 협력 플랫폼(中印数字化合作机会平台, SIDCOP)을 통해 추진 중임.
자료: NASSCOM China 홈페이지, http://nasscomitcorridor.cn/en/sidcop/(검색일: 2020. 6. 20).

Gateway Hous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기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벤처투자이다.

457) Sino-Indian Digital Collaboration Plaza.
458) NASSCOM China 홈페이지, http://nasscomitcorridor.cn/en/sidcop/(검색일: 2020. 6. 20);
“SIDCOP – Fostering a Sino-Indian Digital Partnership,” https://community.nasscom.
in/communities/global-trade/sidcop-fostering-a-sino-indian-digital-partnership.html
(검색일: 2020. 7. 17).
459) “India launches 3rd IT corridor in China”(2019. 5.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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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에서 높은 자국산 스마트폰 점유율과 인기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인 틱톡
(Tiktok) 등을 이용하여 현지의 온라인 생태계를 침투하고 있다고 평가된
다.460) Krishnan(2020)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인도 투자 방향이
급변하였다고 설명하며 인도 스타트업에의 투자와 인수를 통해 중국 자본의 현지
진출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461) 실제 2020년 1/4분기 샤오미, 비보
(Vivo), 오포(Oppo) 및 리얼미(Realme)의 스마트폰 점유율 합계가 70%를 초
과하고 있고, 틱톡의 경우 미국의 유튜브를 능가하는 인기몰이 중이다.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도 인도의 유명 플랫폼인 빅바스켓, 바이쥬스, 플
립카트 등에 투자하고 있다(표 4-11 참고).462)

표 4-11. 중국 주요 기업의 대인도 스타트업 투자사례
(단위: 백만 달러)

대상 기업
Innovative Retail
Concepts Pvt. Ltd.
Think and Learn
Pvt. Ltd.
Walmart

브랜드명
BigBasket
Byju’s
Flipkart

중국 투자자
알리바바 그룹,
TR Capital
텐센트

투자액
>250

그 외 투자자
Sands Capital 등

>50 Sequoia Capital 등

텐센트,
Steadview Capital

>300 Microsoft, eBay 등

텐센트,
Steadview Capital,
ANI Technologies
Pvt. Ltd.

Ola

Sailing Capital and China,
Eternal Yield International,

>500 Softbank Group 등

China-Eurasian Economic
Co-operation Fund

460) Bhandari, Fernandes, and Agarwal(2020), “Chinese Investments in India,” p. 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8).
461) Krishnan(2020), “Following The Money: China Inc’s Growing Stake in India-China
Relations,”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462) Counterpoint Research 홈페이지, “India Smartphone Market Share: By Quarter,” https://www.
counterpointresearch.com/india-smartphone-share/; Bhandari, Fernandes, and Agarwal
(2020), “Chinese Investments in India,” p. 14,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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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대상 기업

브랜드명

Oravel Stays Pvt. Ltd.

Oyo

One97
Communications Ltd.

Paytm.com

중국 투자자
디디추싱,
China Lodging Group
알리바바 그룹,
SAIF Partners

투자액

그 외 투자자

>100 Softbank Group 등

>400

Softbank Group

자료: Bhandari, Fernandes, and Agarwal(2020), “Chinese Investments in India,” pp. 9-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8).

인도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가세는 기회이자 위협 요인이다.
본디 중국과의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왔고, ICT 분야에서도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정책으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국 기업이 ‘기회주의적(opportunistic)’으로 인수ㆍ취득되
는 것을 억제하고자 FDI 정책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
고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함을 골자로
한다.463) 중국(또는 홍콩)이라고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인근 국가464) 중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국이 헐값
에 자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465)
같은 해 6월 초, 국경 지대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한 후 인도전자정보기술부
(MeitY)는 29일 자로 인도의 주권, 국방, 안보를 위해 59개의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이용을 금지함을 밝혔다. 주요 사유로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의
463)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2020. 4. 17), “Review of FDI
policy for curbing opportunistic takeovers/acquisitions of Indian companies due to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7. 17).
464)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부탄 등.
465) “Exclusive: India foreign investment rules aimed at China to include Hong Kong –
Sources”(2020. 4. 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india-invest
ments/exclusive-india-foreign-investment-rules-aimed-at-china-to-include-hong-kong
-sources-idUSKBN2221H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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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국외 서버로 유출되었다는 불만들이 접수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466)
여기에는 틱톡, 위챗(Wechat), 웨이보(Weibo) 등 중국산 유명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9월
에는 118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제한하였는데 전자상거래부터
검색엔진, 핀테크, 동영상,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인기 애플리케이션들이 금지
되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타오바오(Mobile Taobao), 바이두, 시나 뉴스
(Sina News), 알리페이(Alipay), 요우쿠(Youku), PUBG 모바일(PUBG
Mobile Nordic Map: Livik, PUBG Mobile Lite)467) 등이 추가되었다.468)

라. 민간과의 협력: eWTP를 중심으로
흔히 eWTP469)로 불리는 세계전자무역플랫폼(世界电子贸易平台)은 알리바
바 그룹의 창립자인 마윈이 2016년 3월 개최된 보아오 포럼(博鳌亚洲论坛,
Boao Forum for Asia)에서 제안한 이니셔티브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
여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제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규획(2016~20년)」
의 ‘온라인 실크로드’와 일맥상통하고 있어 중국정부도 이를 지원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판단된다. eWTP는 같은 해 9월에 개최된 B20

466)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2020. 6. 29),
“Government Bans 59 mobile apps which are prejudicial to sovereignty and integrity of
India, defence of India, security of state and public order,”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7. 10).
467) 한국의 PUBG 사가 개발하고 중국의 텐센트가 인도에 제공(publishing)하는 인기 게임인 배틀 그라
운드(PLAYERUNKNOWN’S BATTLEGROUNDS, 중국어판 명칭은 绝地求生: 刺激战场)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임.
468)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2020. 9. 2),
“Government Blocks 118 Mobile Apps Which are Prejudicial to Sovereignty and
Integrity of India, Defence of India, Security of State and Public Order,”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0. 9. 25).
469) 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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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Business Summit)과 G20 정상회의에서도 건의되어 참가국들의 지지
를 받았다.470)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항저우와 이우(义乌), 국외에서는 말레이시아, 벨기에,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이 해당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2020년 7월 기준).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도 활용 중이다. 2020년 3월 구축된 ‘eWTP 공
공서비스 플랫폼(eWTP公共服务平台)’은 통관, 배송 및 세금환급 절차를 빠르게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 관련 구호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고 있다. 벨기에 리
에주 지역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자국의 디지털 통관 시스템인 BeGate와 연결
하여 세관당국에 손쉽게 온라인 세관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였다.471) 참고로
2018년 알리바바 그룹은 태국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부경제회랑(EE
C)472) 내에 첨단기술 기반 자동화 물류창고를 구축하는 ‘스마트 디지털 허브
프로젝트(Smart Digital Hub project)’를 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는 태국에서 eWTP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된다.473)

470) 阿里研究院(2017a), ｢世界电子贸易平台倡议(eWTP) 2017年度报告｣, pp. 5~6; eWTP 홈페이지,
“News,” https://www.ewtp.org/news.html(검색일: 2020. 6. 26).
471) eWTP 홈페이지, “News,” https://www.ewtp.org/news.html(검색일: 2020. 6. 26); eWTP 홈
페이지, “Public Service Platform,” https://www.ewtp.org/psp.html(검색일: 2020. 6. 26);
eWTP Public Service Platform 벨기에 홈페이지, https://psp.ewtp.com/bel/en(검색일:
2020. 9. 28); 「[한눈 중국경제] 알리바바 eWTP, 벨기에 공공서비스 플랫폼 출범」(2020. 3. 26),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0. 4. 1).
472) Eastern Economic Corridor.
473) “Alibaba expands cross-border e-commerce in Southeast Asia”(2018. 4. 2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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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eWTP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2016년~)
연도

장소/지역
보아오 포럼

2016년 G20 통상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2017년

말레이시아
중국 항저우
르완다

2018년

2019년

2020년

벨기에

주요 내용
∙ 알리바바 그룹 창립자 마윈의 ‘eWTP 이니셔티브’ 최초 제안
∙ 채택 문서(‘G20 Strategy for Global Trade Growth’) 내에 B20의
eWTP 이니셔티브 제안 언급
∙ 공동선언문에 eWTP에 대한 B20의 관심을 환영함을 명시
∙ 말레이시아공항공사와 알리바바(차이냐오)가 공동 투자하며 쿠알라룸
푸르(Kuala Lumpur) 공항에 물류센터 건설 추진
∙ eWTP 시범구역으로 선정
∙ 전자상거래,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결제 등에 대한 협력 추진
∙ 리에주(Liege) 공항과 알리바바(차이냐오)가 공동 물류 인프라 건설
추진

중국 이우

∙ 중국 이우시와 알리바바 간 디지털무역 인프라 협력 추진 합의

에티오피아

∙ 전자상거래, 교육, 스마트 물류 등 협력 추진

중국 항저우

∙ eWTP 사무국 수립 추진

중국 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WTP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자료: 阿里研究院(2017a), 「世界电子贸易平台倡议（eWTP）2017年度报告」, pp. 5~6; eWTP 홈페이지, “News,”
https://www.ewtp.org/news.html(검색일: 2020. 6. 26); G20 Trade Ministers Meeting(2016), “G20 Trade
Ministers Meeting Statement,” Annex I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1).

알리바바 그룹 산하 阿里研究院는 해당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을 3단계로 나
누어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자유무역구(数字自由贸易区)인 ‘디지털 허
브(eHub)’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로 공항 등지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통관 및 배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
고 있다. 두 번째로 위 eHub를 연결한 디지털 로드(eRoad)를 건설하고, 결국
eWTP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74) 알리바바 그룹은 eWTP를 통해 기
업 차원으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한 기회를 평
등하게 제공할 것이며, 개인에게도 전 세계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
함과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475)

474) 阿里研究院(2017b), 「eWTP助力“一带一路”建设-阿里巴巴经济体的实践」.
475) 阿里研究院(2017a), 「世界电子贸易平台倡议(eWTP) 2017年度报告」,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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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TP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부간 협의체가 아닌 중국의 특정 기업이 주
도하여 현지 정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마윈은
각국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기업이 무역
장벽을 해소하며 국가간 거래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476) 사실
알리바바 그룹은 상품 판매 플랫폼부터 결제 시스템, 물류 네트워크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거의 모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첨단기술(인공지능, 클
라우드 등)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477) 자회사인 Ant 그룹과 함께
2018년에 조성한 6억 달러 규모의 ‘eWTP 기술혁신펀드(eWTP科创基金)’를
통해 인도, 동남아, 중동 지역 내 기술 및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478)
특히 차이냐오(Cainiao Network)의 경우 전 세계 224개국에 걸친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24시간, 국외에서는 72시간 내 배송을 추구하고 있
으며, 중국 내 일일 택배 물량의 약 70%를 처리 중이다. 협력사에도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시켜 주문접수 후 15초 안에 어떤 창고와 택배회사를 이용할지
에 대한 최적 경로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배송시간을 단축하고 있다.479) 여기에
eHub가 더해져 알리바바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더욱 탄탄해졌으며, 이를
토대로 동남아 지역에서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보다 앞서갈 수 있었다고 평가
된다. 그러나 알리바바 그룹의 eWTP에 대한 통제권이 막강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말레이시아 내 eWTP가 중국 기업에 유리한
플랫폼이므로 현지 기업의 기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480)
476)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세계 경제의 미래, eWTP를 주목해야」, https://news.kotra.or.kr/user/

477)
478)
479)
480)

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6332(검색일:
2020. 5. 15), 재인용.
Alibaba Group(2020), “FY 2020 Annual Report,” pp. 26-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1) 참고.
eWTP Capital 홈페이지, http://www.ewtpcapital.com/aboutus(검색일: 2020. 9. 25).
Cainiao Network(2016), “Cainiao Network Overview,”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2);
Cainiao Network 홈페이지, https://www.cainiao.com/(검색일: 2020. 7. 21).
“Alibaba’s ‘Digital Free Trade Zone’ has some worried about China links to
malaysia”(2018. 2.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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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가. 정책의 기본 방향
1) 대외정책백서(Foreign Policy White Paper)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호주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2017년 대외정책백서
(Foreign Policy White Pap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주는 디지털경제
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되,481) 세계
화, 무역과 비즈니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 확대, 그리고 자동화의 진전이
경쟁력 측면에서 압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다.482) 또한 호주정부는 더 많
은 일자리가 자동화됨에 따라 일의 속성이 바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디지
털화가 가져오는 변화를 관리하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고 평가한다.483)
「대외정책백서」는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이를 지배하는 새로
운 규칙이 호주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484) 이에
따라 호주정부의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으로서 현
대적인 통상협정 및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호주는 CPTPP, 호주-싱가포
르 디지털 경제협정, 아세안-호주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국제적인 규범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자유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무역의 원활화
등 규범적 동조화에 동조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 협력을 통한 표
준 조화에 역점을 둔다. 특히 후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경
481)
482)
483)
484)

Australian Government(2017a), p. 5.
Ibid.
Ibid., p. 25.
Ibid.,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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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아세안과의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2) 국제 사이버 참여 전략
국제 사이버 참여전략(International Cyber Engagement Strategy)은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호주의 대외적 입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사이버 공간의 진화가 자국의 이해와 가치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포괄
적이고 국제 공동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485)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은 디지털경제의 국제적 이슈를 사이버 참여(Cyber Engagement)라는 최상
단의 전략적 개념하에 포함시킨 것이며, 자국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가치’를 내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경제가 사이버 세계에 대한 국제적인 거버
넌스, 그리고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가치’와 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 전략의 주요 방향은 다음
과 같다.
- 호주의 포괄적인 사이버 문제 어젠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 호주의 국제 사이버 참여 활동 자금 증액
- 호주의 국제 사이버 참여 활동의 조정 및 우선순위화486)

이 가운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무역을 통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
한 기회 극대화는 중요한 과제로서, 무역협정, 표준의 조화, 무역 원활화 조치
의 이행을 포함한 무역환경 형성, 호주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기
회 촉진을 기본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487) 다음에서는 이와 관련된 호주
정부의 주요 세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한다.
485) Australian Government(2017b), p. 10.
486) Ibid., p. 8.
487) Ibid., pp. 12-21.

274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3) 세부 입장
호주는 WTO와 FTA 및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한 자유화 규
범 수립 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OECD의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무역의 국제적인 활성
화를 지지한다.488) 호주정부는 프라이버시와 사이버 보안과 같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호주 기업과 해당 국가의 기회를 저해할 수 있는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인식
한다. 호주는 자국 기업의 주요 무대를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 지역에서의 무역협정에서 ‘균형 잡힌(balanced)’ 규범 형성을 적극
적으로 모색한다.489)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협력
에 있어서 미국과 매우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아세안을 비롯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중재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주요 이슈에 대한 호주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는 아시아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특히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 공유의 경계 및 필요한 소비자 동의 유형
을 중심으로 한 명확성을 강조한다. 그 첫 단계로서 아시아 각국으로 하여금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EC Privacy Framework)를 채택하고
APEC 국경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APEC Cross Border Data
Privacy Rules System)에 가입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제를 명
시한 ISO27018과 같은 ISO 표준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CPTPP와 같
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표방하며,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반대하는 입
장이다. 호주는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외

488)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gital trade & the
digital economy,” https://www.dfat.gov.au/trade/services-and-digital-trade/Pages/
e-commerce-and-digital-trade(검색일: 2020. 7. 22).
489) Hinrich Foundation(201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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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예외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490)
둘째, 호주는 중개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 규정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호주가 이 이슈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소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저작권 및 중개자 책임 범위는 USMCA에서
비로소 통상규범에 반영된 비교적 새로운 통상 이슈로서, 호주의 이에 대한 입
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플랫폼상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호주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을 거론하면서 미국식의
‘notice and takedown’ 방식을 지지한다.491)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
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해당 저작물을 ‘신속하게(expeditiously)’ 제거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
임을 면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은 USMCA Ch.20.J.11에도 명시되어 있다.492)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플랫폼
의 책임과 관련한 명확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온라인 플
랫폼의 책임에 대한 법제가 비용 효율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제기하면서 ‘세이프하버(safe harbor)’ 도입을 지지한다.493)
셋째, 호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무역에 관한 주요 국경 조치의 최
소화 및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주는 현지 설립
요건(local establishment requirement)이 특히 자국의 중견ㆍ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②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
490) 상게서, p. 41.
491) 상게서, p. 42.
492)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오남용됨으
로써 자유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의 흐름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순기능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캐나다의 경우 ‘notice & notice’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기능에 소극적이
라는 단점이 있지만, 저작권자와 사용자 양측을 고려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USMCA 타결로 인해 캐나다의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493) Hinrich Foundation(201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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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저해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서 요구 조건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고 있다. ③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요 이슈인 관세면제 최
소금액 기준(de minimis threshold)의 완화, 즉 상향조정을 주장하는 한편,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한다는 입장을 지지하
고 있다. 그리고 ④ 소프트웨어의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494)

표 4-13. 주요 디지털 규범 이슈별 호주의 대외원칙
항목
투명성
전자무역
전자인증

설명
- 온라인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공개
- 사전 출판물과 의견 제시 기회를 대중에게 최대한 제공
- 수입수출 문서의 온라인 이용과 해당 문서의 전자 제출 허용
- 전자적 형태라는 근거로 서명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인증 기술에 대해 유연
한 접근법을 채택

온라인 소비자 보호 - 다른 소비자와 같이 온라인 소비자에게 동일한 보호를 제공
개인 정보의 온라인 -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보호
원치 않는 상업성
전자 메시지(스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국내 규제 법률
체계/국내 전자적
전송 법률 체계
컴퓨팅 시설의
현지화

채택하거나 유지
- 소비자가 다양한 출처(예: 이메일 및 SMS)에서 원하지 않는 상업적 메시지
수신을 피하는 조치와, 확인된 출처가 있는 메시지를 기업이 소비자의 명시적
또는 추론적 동의만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
-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관행 유지

-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1996년)과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2005년)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
- 자국 영토에서 영업하는 기업에게 국경 내에 컴퓨팅 시설(상업용 정보를 처리
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 포함)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서는 안 됨.

494) 상게서,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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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계속
항목
전자 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경간 전송
소스코드 공개
협력
기술제품 관세 철폐

무역 원활화

설명
-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경간 정보 전송을 허용
- 소프트웨어의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대중 시장 소프트
웨어 소스코드의 전송 또는 접근을 요구해서는 안 됨
- 정부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포함하여 디지털 거래의 상호 이익 분야에서 협력
- 정보기술 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대한 참여를 통해
기술 사업(technology business)과 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
- WTO 무역 원활화 협정에서 한 약속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상품의 효율적인
국경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성능 요건
(performance

- 다른 나라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해서는 안 됨.

requirement)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gital trade & the digital economy,”
https://www.dfat.gov.au/trade/services-and-digital-trade/Pages/e-commerce-and-digital-trade(검색
일: 2020. 7. 22).

나. 동남아시아
호주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호주의 제1위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은 중국으로서, 중국
은 2018~19년 호주의 전체 무역의 32.6%(상품 1,347억 달러, 서비스 185억
달러), 전체 수입의 19.4%(상품 783억 달러, 서비스 35억 달러)를 차지한다.
호주의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동남아시아, 인도 등과의 경제관계 다각화
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이는 최근 미ㆍ중 갈등이 지속되고 호주와 중
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호주는 아세안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호주는 싱가포르(2003년)를 시작으로 태국(2005년), 아세안(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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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2018년)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다. 2018~19년 아세안
은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11.8%(상품 413억 달러, 서비스 141억 달러)
를 차지하여,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다. 수입의 경우, 아
세안은 전체 수입의 16.2%(상품 511억 달러, 서비스 17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495)
호주와 아세안은 상호 투자가 활발한 편으로서, 2018년 말 누적 기준 호주
는 아세안에 약 1,07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제조업과 광업, 금융 서비스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아세안에서는 호주에 약 1,180억 달러를 투자했는
데, 그 대부분(약 854억 달러)을 싱가포르가 차지하고 있다.496) 종합하면, 호
주는 원자재와 광물, 기계 부품류 등 제조업, 그리고 관광, 교육, 정보통신, 금
융, 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에서 아세안에 수출과 투자를 해온 반면,
아세안으로부터는 소비재, 저부가가치 서비스를 수입하는 보완적인 경제관계
를 형성해왔다.
호주의 시각에서 보면 아세안은 상품보다는 서비스 수출 측면에서 잠재력이
더욱 높은 지역으로서, 이는 호주가 디지털경제 및 온라인 플랫폼과 연관된 영
역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 견제를 위해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온라인 플랫폼의 아
세안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인해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 및 사이
버 안보 차원에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호주는 아세안과의 결속에 더
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호주의 주요 협력 국가로서, 아래와 같이
양국은 디지털 경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세안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물적 기
반의 주도권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495)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0b), pp. 16-35.
496)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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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2020년 3월 23일 호주와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협정(DEA)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497) 동 협정은 CPTPP와 싱가포르-호주의 FTA의 디지털 무역협정
을 개정한 결과물로서, 데이터 혁신과 인공지능 등 7개의 MoU도 포함된
다.498) 호주의 시각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비즈니스의 허브이며, 동남아시아
에서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높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호주가
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동 협정의 전략적 목표는 호주와 싱가포르 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무역의 규칙과 표준을 설정하고 확산한다는 것이다.499)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은 기존의 양국간 FTA는 물론, CPTPP를 능가
하거나 확대, 심화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바, 아시아 지역 전반의 온라인 플
랫폼 비즈니스 환경 조성의 주도자로서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을 위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
지의 대상으로 금융 부문까지 포함시킨 것은 CPTPP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화
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대상으로서 주문형
(bespoke/custom)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점 역시 CPTPP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디지털무역 원활화, 온라인 신뢰성 제고, 디지털
표준 등 기존 통상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양국간 정부 데이터 공개는 협력 조항이지만, 규
모가 작은 국가들 간에 데이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는 취
지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평가된다(표 4-14 참고).500)
497) 협정문은 법적 검토 중에 있어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498)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0),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https://www.dfat.gov.au/trade/services-and-digital-trade/
Pages/australia-and-singapore-digital-economy-agreement(검색일: 2020. 7. 22).
499) 상동.
500)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2020), “Singapore Concludes Negotiations for Digital Economy Agreement with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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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과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비교
주요 내용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CPTPP 전자상거래 협정문

- 금융 분야를 포함한 비즈니스 목적의 데이터 - 국경간 데이터 이동 허용 및
이전 허용

데이터 센터 현지화 금지 대

국경간 데이터 이동/ - 사업 조건으로서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컴퓨팅 설비의 위치

내 설치 요구 금지

상에서 금융분야 제외
- 자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

-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88)
의 역외 적용

적용 여부/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의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사용
소스코드 보호

조건으로서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음. - 대량 판매 시장용 소프트웨어
- 대량 판매 시장용(mass-market) 및 주문형

에만 적용

(bespoke/custom) 소프트웨어 모두에 적용
- 전자 인보이싱 및 전자결제에 관한 새로운
협력규정 도입
- 개방형 API(Application Programming
디지털무역 원활화

Interfaces) 촉진
- 국제 표준(예: ISO20022) 도입

- 원칙적인 규정 중심

- 전자결제 시스템의 호환성 촉진
- 전자거래 프레임워크의 상응성(전자인증,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디지털무역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성

-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이행 및
집행 강화

-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 해로운 온라인 경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

위한 협력 규정은 없음.

하기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 협력
- 대중적으로 공개된, 익명화 처리된 정부
데이터의 접근성 개선
- 쉽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API를 활용

정부 데이터 공개

한 정부 데이터 포맷 정리

- 관련 규정 없음.

- 보건, 교육, 복지, 환경 등 데이터의 공유
및 분석
- 교육ㆍ연구기관의 정부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 디지털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표준 개발
협력

- 상동

Joint Press Releas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0a),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 Summary of key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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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계속
주요 내용
FinTech/RegTech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 FinTech/RegTech 산업 및 기업간 협력
- 오픈 뱅킹(Open Banking) 표준 개발

CPTPP 전자상거래 협정문
- 상동

해저 데이터 케이블 - 해저 케이블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한 협력 - 상동
협력

- 공동 역량강화 사업, 온라인 저작권, 중소
기업, 사이버 보안 등

- 상동

자료: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2020), “Singapore
Concludes Negotiations for Digital Economy Agreement with Australia,” Joint Press Releas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0a),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 Summary of key outcomes,” CPTPP E-commerce Chapter.

한편 디지털 표준의 경우 양국이 공동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2020년 3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표준화 협력의 기본 방향을 알 수 있다. 호
주와 싱가포르가 생각하는 표준화의 혜택은 1) 디지털 시스템의 투명성, 단순
성,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호환성 2) 제품, 부속품, 서비스의 호환성 3)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속성 4) 적절한 안전성과 보안을 통
한 제품과 서비스 품질의 지속성이다.501)
이를 위해 양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국경간 결
제를 위한 지역 내 QR 코드 시스템의 연결로서, EMVCo502)의 QR 코드 사양
과 같은 국제표준을 채택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 인보이싱의 표준화를 통한 무
역행정비용 절감 역시 중요한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AI의 경우 싱가포르
가 이미 발표한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와 호주가 개발 중인 AI
Ethics Framework 사이의 표준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경우, 호
주가 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
제 거래를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표준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과 관련한 제도 표준화 역
501) TRPC(2020), “Ausralia-Singapore Digital Trade Standards,” p. 5.
502) 전자결제의 국제표준 수립을 위해 민간 금융기업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관으로서 American
Express, Discover, JCB, Mastercard, UnionPay, Visa가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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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망한 협력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호주는 Consumer Data Right
Rules for Open Banking을 도입하여 금융 분야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확
대하고 이를 다른 영역으로도 넓힐 계획이며, 싱가포르는 Data Portability
Obligation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
즈니스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503)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7개의 MoU 역시 유
의미한 성과이다. 7개 가운데 우선적으로 체결된 데이터 혁신 MoU의 주요 내
용인 국경간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공동 프로젝트 협력이나, 인공지능 MoU의
새로운 AI 기술, 능력 개발, 윤리적 표준 등과 관련한 협력은 향후 디지털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판
단된다(표 4-15 참고).

표 4-15.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7개 MoU의 주요 내용
MOU
데이터 혁신
(Data Innovation)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전자 인보이싱
(e‑invoicing)

주요 내용
- 국경간 데이터세트를 이용한 공동 프로젝트 협력
- 새로운 AI 기술, 능력 개발, 윤리적 표준 등과 관련한 협력
- PEPPOL 국제 표준에 근거한 전자 인보이싱의 호환성 제고

농산물 무역을 위한 전자인증
(e-certification for agricultural - 농산물 수출입의 전자인증에 대한 협력(호주 관심사항)
exports and imports)
무역 원활화
(trade facilitation)
개인정보 보호
(personal data protection)
digital identity

- 전자무역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
- 경험, 전문성, 우수사례 공유 등
- digital identity 시스템 상호인정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0b), pp. 2-3.

503) TRPC(2020), “Ausralia-Singapore Digital Trade Standards,”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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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호주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에서도 포함된 바와 같이, 호주와 동남아시
아는 디지털 표준 관련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아세안과는 2018년부터 아세안
-호주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Cooperation Initiative)를 진행하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2018년 3월 시드니 ASEAN-호주 특별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었으며, 지역 안
보, 번영, 그리고 인재 개발에 기여할 ASEAN-호주 간의 정치적ㆍ경제적 연결
고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ASEAN 표준품질자문위
원회(ACCSQ), ASEAN 전자상거래 조정위원회(ACEC), 호주정부 외교통상부
(DFAT), 호주 산업혁신과학부(DIIS), 호주표준기구 간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
으며, 호주 표준원(Standards Australia)이 ASEAN 사무국의 조정과 감독으
로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다.504)
아세안-호주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는 디지털무역의 기반이 되는
국제 기술의 표준을 수립하는 작업에 아세안 국가들이 원활하게 참여하여 의견
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호주가 협력,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국제 표
준 수립의 두 축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공동기술위원회 1
(ISO/IEC JTC 1)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및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아세안-호주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는
이 특별위원회의 국제 표준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양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을 주요 목표로 한다. 양자의 협력 주체는 아세안의 ACCSQ와 호주의 표준원
(Standards Australia)이다.
호주는 ISO와 IEC의 정회원국인 반면 아세안 국가의 참여 수준은 다양하

504) Standards Australia(2018b),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Cooperation
Initiative,”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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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505)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
자의 협력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작되어 표준 사용자에 대한 온라인 서베이
및 포커스그룹 세션 개최(2018. 2~5)를 통한 이슈 페이퍼 발간(2018. 9), 워크
숍 개최 및 권고 보고서(recommendation report) 발간(2018. 10~11), 그
리고 2019년 세 차례에 걸친 워크숍 개최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506) 권고
보고서에서 제시된 열 가지 권고사항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무역 표준과 관
련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표 4-16 참고), 이에 맞추어 워크숍을
비롯한 양자간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507)

표 4-16. 호주-아세안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10개 권고사항
권고사항

내용
ASEAN 품질&표준 자문위원회(ACCSQ)하에 디지털무역 워킹

디지털무역 워킹그룹(협의단) 설립

그룹을 설립한다. 워킹그룹은 호주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
을 고려할 것이다.
1. 디지털무역을 지원하는 국제 표준 계획 및 개요를 서술한다.

디지털무역을 지원하는 국제 표준 2. ASEAN 및 호주 채택을 위한 국제 표준 우선순위를 식별한다.
계획 및 개요 서술

3. 각 표준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고, 표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시한다.

505) 호주와 아세안 국가의 ISO 및 IEC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ISO

IEC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정회원
교신회원
교신회원

준회원
제휴회원
제휴회원

라오스
미얀마

교신회원
교신회원

제휴회원
제휴회원

자료: Standards Australia(2018a). p. 15.

506) Standards Australia,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https://www.standards.org.au/
engagement-events/international/asean-australia-digital-trade(검색일: 2020. 7. 2).
507) 동 이니셔티브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ISO/IEC JTC 1의 하부 위원회(Sub-Committee)와 관련
표준은 보고서 말미의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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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계속
권고사항
ASEAN 및 호주 전역 이해관계자
교육을 통해 디지털무역 및 디지털
무역 표준에 대한 인식 제고

내용
모든 ASEAN 회원국 및 호주에 대한 디지털무역 및 국제 표준의
주요 이점을 확인하고 수량화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업
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디지털무역 및 국제 표준에 대해 공유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국가 표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NSB(국가표준기구), 규제 기관, 비즈니스, 산업, 정부 및 소비자
사례 연구 네트워킹 및 공유를 위한 를 위한 표준 실행 및 표준 성공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공유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

표준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국가 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국가표준기구에 현장(및 온라인) 인사
표준기구의 강화 및 역량 구축

교육을, 우수 표준화 사례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ICT 전문지식을 갖춘 호주 전문가들이 목표한 ASEAN 이해당사

국제기술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ASEAN 전문가에게 호주 ICT 전문
지식 공유 권장

자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디지털무역 표준을 위한 국제표준 기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권장한다. 자매결연
협정을 통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기술위원회에서 그들의 공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
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ASEAN 회원국 표준 멤버십 모든 ASEAN 회원국 표준 멤버십을 ISO와 IEC의 전체 멤버로
을 ISO와 IEC의 전체 멤버로 늘 늘리는 상세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이 분석에 근거한 적
리는 비용 편익 분석 실시

절한 조치를 합의한다.

디지털무역 관련 국제 표준을 지역 ASEAN 회원국을 위해 현지 언어로 번역되는 디지털무역 관련 국
ASEAN 언어로 번역
ISO/IEC JTC 1/SC 7에서 초소
형 기업표준을 위해 사용되는 모델
이 JTC1 분과위원회를 통해 확장
되는 것을 ISO와 IEC에게 제안

제 표준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국제표준화기구 위원회(DEVCO)와 협력하여, ISO/IEC JTC
1/SC 27이 초소형 기업 표준에서 수행한 작업이 JTC 1하에 더
많은 국제 표준 및 분과위원회로 확장되는 것을 ISO 및 IEC에
제안한다. ASEAN 및 호주 소형, 중소기업에서 단순화된 표준을
활용한다.
ASEAN 회원국의 국가 품질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국가 품질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기 및 지역 구현 파트너와 장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표
위해 시행 파트너와 장기적 협력 준화는 국가 품질 인프라의 한 요소이며, 공인된 기관의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의 테스트 및 인증도 중요하다. 표준화와 준수에 대한 시
장 감시는 표준 개발 및 구현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이다.

자료: Standards Australia(2018a), p. 15.

아세안-호주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는 기존의 규범적 접근을 보
완 또는 뒷받침하는 접근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미국 및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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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개방화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나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디지털 규범 자유화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
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기술표준으
로서, 동 이니셔티브는 아세안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국제 기술표
준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디지털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단 기술표준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데이터가 국경을 이동하는 환경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초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특히
한국과 같은 중간자적인 국가가 수행할 때 의미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된다.

다. 인도
인도는 같은 영연방국가로서 호주와 긴밀한 무역투자 관계를 형성해 왔
으며, 특히 양국은 교육, ICT 등 서비스 분야의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인 의
미를 갖고 있다. 인도는 호주의 제7위 상품 무역 파트너(전체 무역의 3.0%,
2018~19)이며, 특히 제4위 수출 대상국(전체 수출의 4.3%, 2018~19)으로서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무역에서 인도는 호주의 제3위 수출 대
상국(전체 수출의 6.8%, 석탄, 귀금속 등 원자재 수출 중심)으로서 중요성이 높
다. 호주는 교육,508) 관광 분야에서 대인도 수출규모가 크고, 인도로부터는 관
광 및 전문ㆍ기술 서비스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호주는 인도에 투자도 많이 하

508) 교육은 호주의 대인도 최대 서비스 수출 분야로서, 5억 호주달러로 평가되며 전체 수출의 약 85%를
차지한다. 호주의 인도 유학생은 약 11만 명(2019년 9월 현재)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호주의
교육 수출시장으로 인도는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dia country brief,” https://www.dfat.gov.au/geo/india/
Pages/india-country-brief(검색일: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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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155억 호주달러, 2018), 인도로부터의 투자도 많이 받고 있다(151억 호
주달러, 2018).509) 양국의 투자 관계가 상당히 대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최근 ICT, 디지털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인도 투자자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호주정부는 인도에 대해 ICT 분야에서 풍부한 벤처
캐피탈을 바탕으로 호주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크고, 이를 통해 자
국 기업이 미국 및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510)
전체 경제, 그리고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호주와 인도의 교류 및 협력 잠재력
은 기술 및 서비스 영역에서 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호주 무역
투자위원회(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는 인도 디지
털경제의 유망 진출 분야로서 사이버보안, 핀테크, 사물인터넷, 디지털 교육을
꼽고 있다.511) 이러한 시각은 뒤에서 논의할 Varghese(2018)에도 그대로 드
러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호주는 미국과 유사한 시각에서 규범 동조화를 추
구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부각된다. 이러한 호주의 입
장은 일관된 것이지만, 인도와의 경제관계에서는 이를 두드러지게 내세우지 않
고 있다. 다음의 인도 경제전략(An India Economic Strategy To 203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호주는 오히려 유망 분야별로 디지털화와 온라인 플랫폼
을 활용한 진출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반 규범적인 측면을 크게 강조하
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인도의 정책(제3장 참고)과 거대한 시장을 고려할 때 현
실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호주와 인도의 관계 강화는 미-중 갈등이 지
50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dia: Fact Sheet,”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inia-cef.pdf(검색일: 2020. 9. 28).
510)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Digital economy to India,” https://www.
austrade.gov.au/australian/export/export-markets/countries-and-economies/india/
industries/digital-economy-to-india(검색일: 2020. 9. 28).
511)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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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다. 호주는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
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전
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경제 및 플랫폼 영
역에서 호주는 미국이 내세우는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바탕으로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호주 서비
스 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 인도 경제전략(An India Economic Strategy To 2035: IES)
호주와 인도의 경제관계는 2017년 호주정부의 요청으로 피터 바게세(Peter
Varghese) 전 외교부 장관(2012~16년)이 주도한 『인도 경제전략(IES)』 보고
서를 통해 전략적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 전략은 유망한 시장으로서 인도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제기되었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의 갈등 상황에서 호주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512) 2018년 11월, 호주정부는 IES
를 근거로 최초 이행 계획과 주요 조치를 발표하였다.513) 호주정부는 향후 20
년간 인도가 교육, 농업, 에너지, 자원, 관광, 의료, 금융 서비스, 인프라, 과학
및 혁신, 스포츠 등의 측면에서 호주의 주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2035년까지 호주기업의 성장 기회가 인도보다 더 많은 해외시장은 없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514)
IES의 밑그림이 된 Varghese(2018)는 상기 유망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와
관련된 기회요인을 다각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사항
512) Varghese(2018), pp. 5-6.
51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8), “Government
response to An India Economic Strategy to 203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2).
514)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 India Economic
Strategy To 2035,” https://www.dfat.gov.au/geo/india/ies/index.html(검색일: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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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통합 및 표준 통일화515) 특히 데이터 표
준 및 eHealth 기록 보안 협력, 호주 디지털 보건기관과 협력하여 인도의 국가
디지털 보건기구 설립516) ② 핀테크 협력, 특히 호주 핀테크 스타트업의 인도
창업 지원,517) 양국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인큐베이터나 액셀러레이터 접근
기회 제공, 핀테크를 활용한 제3국의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518) 인
턴십 및 멘토링 네트워크를 통한 인도 및 호주 핀테크 기업 양성519) 등 ③ 블록
체인 표준 개발 협력, 특히 Standards Australia 및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사이 교류를 통해 호주 블록체인 표준 로드맵 개발 지식
공유 등520) ④ 무역정책의 개선, 특히 서비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
률과 규제 투명성을 위해 공통 규범 설정,521)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도
와 모범 사례 공유, WTO, G20 등 국제 포럼에서의 디지털무역 지지522) 등이
포함되어 있다.
Varghese(2018)의 정책 제안 가운데 호주정부가 첫 단계로 채택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523) 정부간 협력 측면에서 호주정부는 교육, 농업, 자
원, 관광 등 4대 주요 분야(lead sectors)와 에너지, 보건, 금융 서비스, 인프
라, 스포츠 및 과학과 혁신 등 6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에서의 경제외교
노력을 우선하고, 인도에 전략적 경제 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
를 제안하여 양국 공통의 경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며, 이는
경제통상장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타 부처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업
간 협력 틀로서 호주-인도 CEO 포럼을 구축하여 경제계의 리더들이 양국 경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Varghese(2018), p. 204.

Ibid., p. 205.
Ibid., p. 251.
상동.
상동.
Varghese(2018), p. 252.
Ibid., p. 335.
Ibid., p. 342.
여기에는 디지털경제 또는 온라인 플랫폼과 직결되는 것도 있으나, 보다 넓은 정책 틀을 제공하는 요
소로서 시사점을 제공할 만한 것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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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양국 총리에게 조언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메
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다.524)
교육 분야에서는 인도 시장 액션 플랜(India Market Action Plan to 2035)
을 수립하며, 여기에 디지털 교육 관련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호주-인도 문화원(Australia-India Council)이 자금을 지원해 인
도 농작물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여 호주 생산자들에게 전파하는 시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호주정부는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2006년 설립되어 양국간 300개 이상의 공동 활동을 지원한 AISRF
(Australia-India Strategic Research Fund)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525)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호주가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 디지털헬스케어청(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이 주도한 제1회 글로벌 디지털 헬스 파트너십 정상회의(GDHP: 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 Summit)에 인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한 바
있으며, 2019년 제4회 정상회의를 인도 델리에서 개최하는 등 인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526) 동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에
기초가 되는 헬스 데이터 보호, 개인의 헬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등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527)

2) 호주-인도 사이버 및 사이버 기반 핵심 기술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
2020년 6월 호주와 인도는 양국 정상의 화상회담 시 양국 관계를 전략적

524)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8), “Government
response to An India Economic Strategy to 2035,” p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2).
525) Ibid., pp. 3-6.
526) Ibid., p. 6.
527) Global Digital Forum Partnership 2020, “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 Launches
White Papers,” https://www.gdhp.org/gdhp-whitepapers(검색일: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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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2009년)에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시키고, 그 일환으로서 호주-인도 사이버 및 사이버
기반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Australia-India Framework
Arrangement on Cyber and Cyber‑Enabled Critical Technologies
Cooperation, 이하 ‘사이버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하였다.528)
사이버 프레임워크 협정에 따라 호주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
넷의 보급과 유지, 디지털무역의 확대, 중요 기술(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로보
틱스 등)의 국제 표준에 준한 활용 및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호주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방적
이고, 자유롭고, 규칙에 근거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술 환경을 형성하고
자 한다. 양국은 4년간 1,270만 달러를 투입하여 호주와 인도 기업 및 연구자
를 위한 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529)
사이버 프레임워크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사
이버 기술 개발을 위한 양국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이며, 주요 내
용은 양국 공동의 연구개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주정부가 강조
한 바와 같이, 호주의 시각에서 사이버 프레임워크 협정은 단순한 공동 기술개
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 즉 제도 및 표준 관련 논의와 협력
이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호주가 전략적 유망
분야로 꼽은 디지털 교육, 의료, 금융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비교

528) 양국 정상회담 시 사이버 프레임워크 협정 이외에 국방, 해양 안보, 핵심 광물, 교육, 수자원, 공공행정
등 양국 관심 영역에서 7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0),
“List of the documents announced/signed during India - Australia Virtual Summit,”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2728/List_of_the_documents_
announcedsigned_during_India__Australia_Virtual_Summit(검색일: 2020. 9. 29).
529) Australi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2020), “Australia and India agree new partnership
on cyber and critical technology,” https://www.foreignminister.gov.au/minister/marisepayne/media-release/australia-and-india-agree-new-partnership-cyber-and-critical
-technology(검색일: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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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새롭고 규제 이슈가 많은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미국 기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등의 주요 플랫폼 시장에서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배경으
로 미국은 TPP를 앞세워 디지털 통상규범의 자유화를 시도한 바 있으며,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
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도 역시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인도정부가 취하
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디
지털경제는 3대 축의 하나이며,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주요한 전략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는 중국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과거
에 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바, 미국
의 동남아시아 디지털경제에 대한 관여 수준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은 통상규범 동조화라는 기본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디지털경
제성장과 관련된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규범 동조화만으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
십(DCCP)이나, 미국-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은 최근 미국의 다소간 변화된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법
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일방적 규범적 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동남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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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디지털 경제성장의 파트너로서 미국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이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동남아시
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요약할 수 있
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상이한 제도 여건(제3장 참고), 각국의 정치사회적 특수
성,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중국에 맞서서 동남아
시아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디지
털경제 일반, 그리고 그 주역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
다면, 미국이 내세우는 디지털경제 규범의 자유화는 여전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인도는 미국 플랫폼 기업의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연구개발,
인적 자원의 교류 측면에서도 미국은 인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인도는 거대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규범에 일정 부분
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제4장 참고). 그러나 인도와 중국의 정치ㆍ경제 관
계가 소원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시각에서 인도는 시장으로서나 전략적인 측면
에서나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통상압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높다. 특히 미국 온라인 플
랫폼 기업에 대한 인도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인도에 대해 EU에
대해서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간 데이터 협정을 추진하는 시나리오 역시 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다소 뒤처져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우선 자국 제조업 부문의 디지털 혁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일본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
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상황으로 양자적인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동남
아시아의 다수 국가들과 인도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데이터 자유화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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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주도하는 ‘오사카
트랙’과 관련한 논의의 틀에서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쉽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ICT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지원ㆍ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도와도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등
디지털 산업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
의 대아세안 및 인도 전략의 경우 통상 규범적 논의보다는 인프라 및 민간영역
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프트뱅크와 같이 민간 영역에서 신남방지역의 주요 플랫폼과 보다 밀
접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일본의 정책 또한 이러한 민간 차원의
협력 지속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의 경우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거대 플랫폼을 보
유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국제 통상협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본은 자국이 가지는 장점인 제조업 경쟁력을 강
화하는 측면에서 자국의 디지털 혁신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는 아세안과의 인프라 협력, 인도와의 디지털 산업 분야 협력 등 기존의 협력
틀을 강화 및 확대하는 방식으로 협력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직
접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논의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다양한 산업 및 분
야에서 대외적인 협력의 틀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를 점차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국가이다. 중국 플
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기존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장려하는 성장 위주의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부 영역(구글 검색제한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
역과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왔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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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아래 BAT가 급성장하며 내수시장을 휩쓸 수 있
었고, 이들이 국내외 스타트업으로의 투자와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트
댄스(틱톡) 등 신흥 강자들 또한 국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인터넷 플러스를 추진하며 디지털경제의 이점을 활
용할 것이며, 신(新)인프라(5G, 데이터 센터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발
표하였다.530) 이처럼 플랫폼 경제를 강화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주도하는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및 현지 진출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협력 관계를 심화하며
자국 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해왔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정
책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지역이다. 중국은 플랫폼 연관 정책을 이러한 국가
의 대외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아세안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
구가 이에 동참하며 자국 기업의 현지진출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국 차원은 물론 메콩 지역 및 아세안과의 다자 관계에도 주목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국가간 논의를 주도하고 아세안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
가 협력사업들을 이행하는 방식은 타 국가의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
징이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eWTP라는 독특한 민-관 협력 사례를 통해서도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후방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신남방 국가의 유망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투자
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BAT 등 풍부한 자
본력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은 아세안과 인도의 유명 플랫폼(고젝, 그랩, 플립카
트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자사의 사업 영역에서 활약 중인 스타트업을 직
530) 国务院(2020), 「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premier/2020-05/29/content_5516072.
htm(검색일: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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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인수하는 방식으로도 현지에 진출하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왔다고 평
가된다. 일례로 알리바바 그룹은 차이냐오라는 자사가 보유한 글로벌 물류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라자다와 같은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며 아마존
등 미국 기업과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텐센트 또한 꾸준한 투자
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의 세력을 확장해왔다. 인도의 경우 자국 못지않은 거
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유망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이러한 대규모 중국 자본의 영향력으
로 인해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 또는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협력사업
들을 발굴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중-아세안 데이터 서비스 허브를 구축하는 과
정에서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난닝시가 주도하여 데이터 공유에 관한 다수의
협력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다. 인도와는 IT 회랑 프로젝트 등을 통해 중
국 제조업 기업이 인도기업의 뛰어난 IT 기술력을 활용하고, 인도기업에게는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양측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력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 중이
다. 다만 최근 발생한 인도와의 국경분쟁, 중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도에서의 활동은 당분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사례들은 우리나라 또한 신남방지역과의 디지털경제 관
련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력 방
식과 과제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호주는 「대외정책백서(Foreign Policy White Paper)」, 국제 사이버 참여
전략(International Cyber Engagement Strategy)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 영
역에서 일관성 있는 대외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
올 경쟁 우위를 인식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 질서 형성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 서비스 무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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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호주는 자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유
망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및 인도 등 해외진출에 관심이 높으
며, 이러한 배경하에 통상규범 및 기술표준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CPTPP와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DEA)을 통해 높은 수준의 규범 조화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호주는 중국
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는 입장으로서, 동남아시아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경제 기반
구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특히 통상규범적 동조화는 물론, 기술 및 제
도, 표준, 연구개발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아
세안-호주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는 호주 표준원의 주도하에 아세
안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선진적인 디지털 기술표
준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경제
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자국과 부합하는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호주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규범 일변도의 접근에 비해 아세안의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호주는 인도에 대해서 규범을 앞세우기보다는, 인도경제전략(An India
Economic Strategy To 2035: IES)을 바탕으로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육, 금융, 의료보건 등의 분야와, 인도의 실질적인 기여가 기대되는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경제 전반의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호주는 호주-인도 사이버 및 사이버 기반 핵심 기술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을 통해 개방화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이버
안보 관련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요컨대 호주는 자국의 경
쟁력이 있거나 인도시장의 전망성이 높은 분야를 목표로 하여, 그 바탕이 되는
사이버 여건 구축에 양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

298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략은 기존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의 새로운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밑그림으로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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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
가.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진출 가능성
확대
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온라
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분야의 경우 현재 역내
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OTT를 비롯한 콘텐츠 플랫폼
시장은 현지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시대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 동남아시아 경제의 성장 및 코로나의 영향으로 헬스케
어, 에듀테크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성숙도는 낮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의 경우 이미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
하게 전개되고 있어 플랫폼 차원의 현지 진출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
히 승차공유 분야의 경우 사실상 그랩이 전체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도하는 가
운데 후발주자인 고젝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추격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도 동남아시아 현지 플랫폼인 라자다,
토코피디아 등이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알리바바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또한 현지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출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들의 경우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
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현대자동차가 그랩과
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기차 공급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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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유의미한 선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도
K-pop 등 한국의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한 효과적인 판매 채널로서 현지 플랫폼
과 협력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이에 특화된 플랫폼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OTT 시장의 경우 최근 훅의 파산, 텐센트의 아이플릭스 인수 등
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기존 플랫폼 업체들의 경우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넷플릭
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플
랫폼의 진출 본격화로 향후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동남아시
아 OTT 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단기적으
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진출전략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핀테크, 헬스케어, 에듀테크 등의 분야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은
성장 초기에 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형태로의 현지 진출을 적
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분야의 경우 그랩 등 기존 플랫폼 활용
과 연계된 전자결제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험, 자산운용,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의 분야는 아직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만큼 해당 분야
에서의 선제적인 플랫폼 진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헬스케어의 경우 시장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공공 분야로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스타트업
설립 여건이 잘 갖추어진 싱가포르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에듀테크 분야의 경우도 아세안 지역 내에 다양한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 업체의 경쟁력 및 현지수요 등을 고려할 때 외
국어, 수학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간 교육시장의 진출기회는 충분할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신규 영역의 경우 단독 진출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우선 R&D 협력 및 현지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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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정부의 역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 ODA 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하는 분야별 협력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우리나라의 기업이
현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지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기업과 한국
기업 교류협력, 분야별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양자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 또한 필요하다.

2) 인도
아드하르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
가, 인도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등은 인도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
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장기간의 봉쇄령으로 인도경제가 심각한 타격
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찍이 눈여겨본 주요 글
로벌 기업들의 투자경쟁은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구글이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10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페
이스북, 월마트,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의 대규모 투자 또한 잇따르
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 부문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미 공룡기업들 간
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관계로 새로운 플랫폼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다. 따
라서 이들 부문에서는 인도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에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
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
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발리우드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문화 소비
성향이 강한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의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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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금융서비스나 농업, 교육, 보건 분야는 플랫폼으로서의 진출기
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플랫폼
경쟁은 아직까지 결제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외 대출, 보험, 자산투
자관리 등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성장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에듀테크 부문
에서는 바이주스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플랫폼을 찾기 어려
우며, 인도의 헬스테크 도입은 아직 메트로시티의 다국적 제약회사나 대형 민
간병원에 한정되어 있어 보건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다. 애그테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디지털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부문으로 자
금조달, 디지털 정보 기반 자문 및 모니터링, 농기계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디
지털 플랫폼 진출기회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인도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성공적인 투자 진
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의 시작점에 있어 아직까지 비현금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
은 인도 소비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입지 선정에 있어서 핵심 소비자층
을 빠르게 흡수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플립카트가 시도한 전자
상거래에 대한 이미지 제고 캠페인이나 밸런스히어로의 리퍼럴 마케팅과 같이
인도의 문화적 배경과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인도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요구하
는 니즈나 소비문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세대와 달리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력을 갖추고 있으며 편의주의와 웰빙, 차별화된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는
밀레니얼 세대와 그 뒤를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디지털 원주민 Z
세대의 부상으로 인도 디지털경제는 그 어느 시장보다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31) 「“‘킹덤2’ 공개 동시에 톱10 진입”…K콘텐츠, 넷플릭스 통해 인기 급상승」(2020. 8. 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1734.html(검색일:
2020. 10. 20).

제5장 정책 시사점 • 305

나. 신남방지역의 제도ㆍ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
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 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동남아시아 각국
의 제도는 여전히 제약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는 점 역시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논의하는 주요 쟁점들은 우선 기체결된 동남아시아 주
요국, 그리고 아세안과의 FTA 협정 개선을 통해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별도의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제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
자 지분 제한, 투자심사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동남아시
아 국가들이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
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개
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세부 제도의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동남아시
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싱가
포르, 말레이시아는 EU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국경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플랫폼의 책임 규정의 경
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동 규정은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어 향후 제도 도입 추이에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밖에 콘텐츠 접근,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 역시 국가별로 특기할 사항이 있
어 주의를 요한다. 콘텐츠 규제는 각국의 정치문화적인 배경하에 형성된 경우
가 많아 정부간 논의를 통해 다루어지기는 쉽지 않으며, 기업 차원의 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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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다.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의 경우 온라인 결제, DNS 등록요건, 무관세
한도 규정 등이 국가마다 다르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결
제에 대한 규제는 외국 기업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
지 기업과 적절한 제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 기업
의 자국 도메인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국 내 물리적 기반을
두지 않은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를 식별하여 과세 등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관세 한도액 규정의 국가별 차이는 국경간 전자
상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미 통상쟁점이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디지털경제 및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에 적
극적이며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빠른 성장세에 비해서
이를 규제하는 제도와 정책은 상대적으로 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의 진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아직 정교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규
제 법안을 점차 구체화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동남아 시장에 투자 진출한 후 예
상치 못한 규제 도입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받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높다.

2) 인도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서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 시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양자간 선제적
인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 체결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교역,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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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구 등은 우리 기업에게 제약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와 관련
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인도의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한편 인도는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
버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제도 수립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한 수출과 관련된 온라인 결제 대행서비스 제한,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시 자국 내에서는 자국 통화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한 역시 기업
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제도 여건이 개선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인
도의 제도 및 정책 변화 방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서 인도와 디지
털경제 영역에서 별도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여 협력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대
담한 발상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도는 거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잠
재력이 큰 시장이며, 인도정부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인도의 강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극복하고 양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다. 신남방지역 내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
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신남방지역 내 유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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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투자와 인수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예컨대 알리바바의
경우 eWTP 등을 통해 탄탄한 물류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기반을 건설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텐센트 또
한 자사의 대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기업으로의 투자와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
다. 한편 중국정부는 자국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적극적이다.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해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정보 네트워크 구
축에 관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앞장
서서 아세안 국가들과 데이터 공유 관련 사업들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식은
각기 다른 경제성장 수준과 정책 수요를 보유한 신남방 국가들과 협력함에 있
어 정부 및 기업 간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
력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남방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것으로
서, 동남아시아 경제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자국의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TPP를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아세안에
대한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
기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을 다각화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정부의 자본 투입 측면에서는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제도적 여건과 경제
사회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과 같은 규범 중심의 접근법이 동남아시아
에 단기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 거의 동일한 규범적 입장을 가지면서 이들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
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고려한다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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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경쟁체제하에서 한국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동남아시
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신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진출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과 호주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통상규범적 입장이 미국과 동일하지만, 동남아시아에 대해 규범적
입장을 앞세우기보다는 ICT 인프라 등 기존의 분야별 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분야별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소프트뱅크
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동남아시아의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일본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에 초점
을 맞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 역시 통상규범 차원에서 미국과 유사하지만, 아세안을 중심으로 보다
다각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호주는 신남방지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
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에 동반
하여 아세안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
유화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이러한 전략은 높은 수준의 규범적 자유화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동남아
시아 국가들에게 적합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대해 규범적 관점을 중국과 같이할 유인은 없지만, 규
범적 자유화를 지나치게 앞세울 필요성도 전략적으로 높지 않다. 그리고 한국
은 중국과 같이 자본을 앞세운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자원이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동남아시아의 규범적 자유화를 유도하되, 이에 동반하여 제도, 표준,
인적자원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기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성장 영역인 금융,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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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교육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인도
동남아시아와 비교하여 인도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더욱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인도의 전통적인 반중국 정서, 그리고 미국 ICT 산업
과의 밀접한 연계성, 최근 인도-중국 갈등 상황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우러져 미국 기업의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인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
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의 기
업 차원의 연계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현재 인도가 논의 중인 인도의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데이터 국경간 이전의 경우, 인도가 적정성(adequacy) 인
정에 기초하여 외국에 대한 데이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법체제를 일정 수준
구축하고, 이것이 특정 국가와의 데이터 이전 협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상정
해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 가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도가 국제
적인 데이터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도 상
정하여 한국이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
다. 즉 인도와의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통해 논의의 선제적인 물꼬를 틀 필
요성이 높다.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데,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호
주는 현재 인도가 필요로 하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기반 기술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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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협력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호주는 자국의 경쟁력과 인도시장의 전망성
이 높은 신영역을 진출 유망 분야로 설정하고, 동시에 그 기반 구축에 관련한
양자간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
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
합한 밑그림으로서, 한국이 벤치마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주요 정책과제
본 절에서는 2~4장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진출ㆍ협력의 방향,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방안은 [그림 5-1]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그림 5-1.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진출ㆍ협력 방향과 정책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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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정책과 신남방지역 연계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 경제
(Prosperity), 정치(Peace), 사회문화(People) 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
상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경제관계가 주
로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되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김정곤 외 2019), 코로나19
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면서 온라인 플랫
폼에 기초한 언택트 산업(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교육, 헬스케어, 콘텐츠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분야들에서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역시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영식 외(2020, p. 335)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남방
지역 현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 성장과 경제 도약(take-off)을 위해서 4차 산업
혁명 추진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 측면에서 현지 전문가들은 한류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 교육, 의료 등 분야
에서 한국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영식 외 2020, p. 358).

그림 5-2. 신남방지역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과 추가 도약을 위해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경제 분야
(현지전문가 응답자 89명(복수 응답 포함), 단위: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32.6

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24.7

인프라 업그레이(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13.5

인적자원 개발

5.6

농업 및 농촌 개발

4.5

법과 시스템 구축

3.4

기업환경 업그레이

2.2

역량 강화

2.2

기타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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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영식 외(2020),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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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020. 7). 여기에 포함된 디지털 뉴
딜은 주요국의 디지털 투자 확대, 다양한 분야(유통, 의료 등) 디지털화 등 최근
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한다는 정책 방향하에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추진과제로 제
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여건에
서 디지털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중점 분야별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다.

표 5-1. 디지털 뉴딜의 분야별 세부과제
분야

세부과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1. D.N.A 생태계 강화

∙ 1ㆍ2ㆍ3차 전 산업에 걸친 5GㆍAI 융합 확산
∙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3. 비대면 산업 육성

∙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4대 분야(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4. SOC 디지털화

∙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자료: 기획재정부(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0. 15).

디지털 뉴딜에는 아직 해외진출 또는 협력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세부과제를 대외적인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자연스
러운 정책의 발전과정이 될 것이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 뉴딜의 해외진출 측
면에서 가장 인접한 유망 지역으로 판단되는바, 디지털경제 전반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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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디지털 뉴딜의 4대 분야 대부분이 신남방지역과의 협력과 연계될 수 있
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측면에서 보면,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의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까지 모두 신남방지역과의 협
력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판단해 보면,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은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신
남방정책과 연계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영식 외(2020, p.
333)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남방지역 진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가 가능한 분야로 ICT 및 디지털경제, 문화산업 등을 선정하였으
며, 신남방지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
으로서 K-Pop과 K-Drama 등 한류문화를 압도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남방지역의 유망 분야인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모델을
적용한 비즈니스, 콘텐츠, 금융, 의료, 교육 등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
스 영역으로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정책 추진 시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희망하는 경제ㆍ사회의 질적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유망 분야로 제시한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모두 신남방지역의 경제ㆍ사회적 수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공공재
적 성격이 큰 영역들로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간 협력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
즉 기업 차원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
이 중요하다. 또한 상기 영역은 규제 환경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간 대화 채널과 기업에 대한 정보 공급이 중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연계하여 디지털 통상정책은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통상 로드맵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의 기본 입장을 정립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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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
고 있다. 신남방지역과 관련하여 한국은 RCEP 참여, APEC 논의, 싱가포르와
의 디지털 경제협정 추진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와의 규범 조화 및 협력의 기초
를 닦고 있지만, 신남방지역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통상정책은 여전히 약한 편
이다. RCEP 12장 전자상거래 챕터에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준은 낮
다. 따라서 디지털 통상의 관점에 국한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시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촉진을 위해 CPTPP에 참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서 비교적 규제 조화
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및 인도와의 디지
털경제ㆍ통상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규범 개선과 더불어 상대
국의 역량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소홀했던 인도와의
협력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 디지털경제ㆍ
통상협정 추진’ 참고).

나.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현 상황은 우리나라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된 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이 비교우위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
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유망
분야이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젊고 역동적인 시장을 가진 신남방지역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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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가 높으며, 위의 분야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정부 또한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해당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해 왔으나, 비
대면 산업에 특화된 현지진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상
황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신산업이라는 개념 아래 지원되고 있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보인다(표 5-2 참고).532)
본 연구는 전문가간담회와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5-2.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내 신산업 관련 지원사업
전략 과제
무역ㆍ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관련 주요 사업
∙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 신남방 국가 진출, 현지 기업 보증ㆍ전대금융 확대 지원 등
∙ 스타트업 교류협력 생태계 활성화(VC 펀드 운영, 교류활성화 등)
∙ 유망 분야별 시장 진출 지원(온라인 수출기업화 등)
∙ 4차 산업혁명 대응 공동 R&D 협력 강화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 과학기술 협력기반 마련

통한 혁신 성장역량 제고

∙ 첨단 보건의료 기술협력 확대(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등)
∙ 신남방지역 5G 확산 지원 등
∙ 한-인도 스타트업 협력 강화

한-인도 신산업 협력 추진

∙ 한-인도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강화
∙ 한-인도 ICT(5G 등) 협력 강화 등

주: 다수의 사업 영역 중 신산업으로 구분되는 ICT 및 ICT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정리.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a),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 pp. 29~36.

1) 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해외진
출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

53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a),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 pp.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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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남방지역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쉽지 않으므로, 분야별로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 기업을 매칭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로 하여금 한국의 기업과 기술, 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지 대상 워크숍이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호
주의 경우 아세안 표준 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표준 워크숍을 연례적
으로 개최하고 있다). 예컨대 심혜정, 이혜연(2020)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료
ㆍ헬스케어 기업(36개사)의 해외 진출 애로요인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요 발굴의
어려움(28.1%)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제조기업(49개사)이 코로나19
사태(29.5%)를 1순위로 선택한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533)
급변하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민관 대화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분야별 진출 수요를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이지만 분야
별로 구체적인 지원 수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
우 건강에 직결된 서비스를 다루는 만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의료기기 표준
관련 국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아직 제도적 제약이 많은 국내보다는 외국으로의 진출에 방점을 두고 있
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연구진이 인터뷰한 기업 관계자는 이러한 특
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 과정과 함께 국내에서 획득한
인증으로 현지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
고 답변하였다.534)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이러닝 산업에서 에듀테크 산업으
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이나, 2019년 우리나라 이러닝 공급자 중 6.4%만이
해외에 진출하였고, 응답기업535)의 다수가 자금 부족(41.1%)을 애로사항으로

533) 심혜정, 이혜연(2020),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요인 분석」, p. 14, p. 17,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10. 20).
534) 전문가간담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징과 우리나라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방안」, I사 관계자
인터뷰 내용(2020. 9. 24, 서울).
535)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이러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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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536) 일부 전문가들은 코딩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우리나라 기업의
강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교육 콘텐츠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537) 인도 진출
기업의 경우 인도를 타깃으로 한 금융지원이나 비즈니스 매칭 행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538)
콘텐츠 플랫폼의 경우 현지의 한류 인기에 힘입어 인지도를 키워가고 있다.
웹툰과 같은 특정 분야의 콘텐츠가 영화 등 타 영역에서도 활용되는 OSMU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콘텐츠의 경쟁력이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539)

2) 신남방지역 규제ㆍ정책 여건 대응
본 보고서에서 논한 바와 같이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규제 여건은 향후 빠른 속도로 변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비즈니스
를 둘러싼 핵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투자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현지
화,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 등은 현재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개정 작업
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다. 또한 최근 유망 분야로 부상하는 디지털 금융, 헬스
케어, 교육, 콘텐츠 등 미디어는 분야별 규제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역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현지 제
도에 대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수의 국가들이 외국인

536)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0), 「2019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p. 95, p. 9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0).
537) 이혜연(2020), 「에듀테크(Edutech) 시장 현황 및 시사점」, p.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0);
전문가간담회, 「e-에듀케이션 분야 특징과 우리나라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방안」,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김진숙 본부장(2020. 6. 12, 서울).
538) 전문가간담회,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디지털경제 발전 동향 및 진출방안」, P사 관계자 인터뷰
(2020. 6. 12, 서울).
539) 전문가간담회, 「신남방지역 문화콘텐츠 플랫폼 진출 방향」, K사 관계자 인터뷰(2020. 10. 6,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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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데이터 관련 규제 등을 점차적으로 도입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과정에 있
어 디지털 분야의 규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별도의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한 정
보 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규제적인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플랫폼 분야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국경간 데이터 이전 제한규
제, 온라인 플랫폼 책임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외국인 투자 규제의 경우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ㆍ미디어 분야의 경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인도 등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미디어 등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규
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완화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논의를 전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 법령의 경우 국가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제
도적 인프라 구축 및 국가간 제도적 통일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
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 국가들 대부분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
입하고 있어, 국경간 거래 활성화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
로 국가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단기간 개선이 어
려운 부분이나,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사례와 같은 조건부 데이터 이전 허용
규정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하여 양자 혹은 다자 차원의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책임에 대한 규제 및 세이프하버 규정 도입과
관련한 부분도 규제완화 및 국가간 제도적 조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플랫폼 책임과 관련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가별 정치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이나, 국경간 거래 활성화 혹은 시장통합 가능성의 관점에서 규제의
완화 및 조화를 위한 논의를 우리의 주도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제 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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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분야별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여건에 대한 세밀한
지원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 추이를 고려할 때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도입 진행 중인 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
응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모
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소관 부처 및 기관간 대화 채널을 통한 논의와 정
보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데이터 현지화 규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 의료 정보의 활용에 대한 규제 여건 파악이 중요하
다. 투자 규제, 온라인 판매 규제 등 역시 기업 진출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서 중요한데,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확장에 대한 우려로 인
해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자간 논의와 정
보 교환 채널이 필요하다.
신남방지역이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활성화를 꾀
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는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 노
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선제적 준
비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야의 정보는 규제 장벽 해소가 어려운
수집ㆍ활용 측면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사업(다음 절 참고)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KSP 사업을 통해 상대국과 한국의
규제 노하우를 교류하면서 적정한 현지 제도 환경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해당 대화 채널은 규제협력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상호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채널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아세안+3 정상회
의,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류의 채널이 마련되
어 있는 아세안에 비해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정부간 대화 채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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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미흡한 수준으로, 인도와의 대화 채널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된다.

3) 기업 규모 및 투자기간을 고려한 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신남방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와 투자기간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스
타트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및 연관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나 특정
분야의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에도 진출하는 과정
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례
로 스타트업의 경우 시제품 개발, 금융ㆍ세제 지원,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수
요가 있을 것이나, 이미 해외 진출하여 현지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
에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다. 실제
후자에 속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투자 지원이나 현지 규제에 대한 정부
간 협력을 희망한 바 있다.540)
최근 발표된 비대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부처별 주요 지원사업들을 살펴보
면 [표 5-3]과 같다. 먼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
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고 있
다.541) 콘텐츠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5G,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등

540) 전문가간담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징과 우리나라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방안」, I사 관계자
인터뷰 내용(2020. 9. 24, 서울); 전문가간담회,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디지털경제 발전 동향
및 진출방안」, P사 관계자 인터뷰 내용(2020. 6. 12, 서울).
541) 보건복지부(2019. 12. 16), 「2020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5,278억 원 지원, 투자 방
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 p. 7, 온라인 보도자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2020),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 기업지원 사업 상세 공고문」, pp. 1~3, 온라인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
원(2020), 「2020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pp. 2~3, 온라인 자
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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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542) 교육부는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기존의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사업(ODA 사업)을 아세
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비ODA 사업)로 이관하였다.543) 특허청 등은 신남방
지역 기업의 고충을 받아들여 한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44)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1년
이하의 단기 사업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R&D와 같은 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영역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기술 수준을 고려해 단계별 사
업을 보강함으로써 각자의 역량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판
단된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남방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표 5-3. 최근 주요 부처별 지원사업(보건의료, 교육, 콘텐츠 분야)
사업명

주관 부처

주요 내용
∙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R&D
통합 시행계획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43억 원)
보건복지부

- 의료데이터 보호ㆍ활용 기술개발사업(80억 원)
- 공동데이터모델(CDM) 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54억 원) 등
∙ 기관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총 25억 5,000만 원/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통상

생태계 구축사업

자원부

- 시제품 제작 지원(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 기술지도(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시험분석, 기술서비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기술지도, 시험분석(임상시험 관련, 삼성서울병원) 등

542)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개요」,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0).
543) 교육부(2019),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15, p. 63,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0. 20).
544)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외(2020. 4. 22), 「정부와 신남방 진출기업이 손잡고 코로나19 장벽을 넘는
다」, p. 4,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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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사업명

주관 부처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

지원사업

기업부

콘텐츠 부문 지원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기기 신흥국 시장진출 및 글로벌 협력 지원 등
∙ 상시 지원(시제품 제작, 특허전략/사업화 컨설팅 등)

교육부

∙ 매치업 운영(시스템 개발 및 도입, 과정 개발 및 평가 등/약

교육부

∙ 아세안대학 사이버대학 프로젝트(약 15억 원) 등

16억 원)

및 활용 활성화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강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의료

∙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약 119억 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주요 내용
∙ 보건산업(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 5G,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
∙ IP-Desk 등 지재권 분쟁지원 서비스 확충

특허청

∙ 외국정부와 한류 브랜드 보호 공조체계 강화
∙ 한류 브랜드 확산 및 수출지원 확대 등

주: 2020년을 전후로 발표된 주요 사업들을 정리하였으며, 해당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연관 사업도 존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 12. 16), 「2020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5,2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 p. 7, 온라인 보도자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2020),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 기업지원
사업 상세 공고문」, pp. 2~3, 온라인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2020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pp. 2~3, 온라인 자료; 교육부(2019),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15, p. 63, 온라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개요」, p. 11, 온라인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외(2020. 4. 22), 「정부와 신남방 진출기업이 손잡고 코로나19 장벽을 넘는다」, p. 4, 온라인
보도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0).

4) 신남방지역 스타트업 네트워크 강화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신남방지역에서 스타트업
의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스타트업 육성정
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간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진출 지원을 병
행해야 한다.

324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우선 G2G 차원에서 우리 정부과 신남방지역 정부 간의 스타트업 육성과 교
류를 위한 정책적인 교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등 유관 부처 주도하에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고위급 혹은 장관급 회의를 중
심으로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지속 확대하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서 최근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유치 차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스타트업 정책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들의 투자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차원에서는, 201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ㆍ
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이후 진행 중인 다수의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관련 정
책을 확대 운영하여 국내는 물론 신남방 현지에서 우리 스타트업과 온라인 플
랫폼 기업들의 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 구축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
책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한ㆍ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수립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 간에 채택한 ‘한ㆍ아세안 스
타트업 정책 로드맵’을 들 수 있다. 동 로드맵은 발전수준이 상이한 아세안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한ㆍ아세안 간 체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협력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동 정책 로드맵을 통해서 추진 중인 ‘한ㆍ아세안 스타트업 위크’, ‘대ㆍ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매칭행사’, ‘한ㆍ아세안 벤처캐피털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측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지원하고 양측의 스타트업 생태계
체험을 위한 초청연수 및 포럼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의 P2P 교류의 경우, 우리 스타트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를 위
한 교류로 이미 다수 스타트업과 민간 기관들이 신남방 현지 스타트업들과 교
류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현대자동차와 차량공유 플랫폼과의 협업은
물론 베트남에서 신한금융그룹과 그랩의 스타트업 육성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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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협력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현지 협력
수요 발굴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것을 지원
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기업들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G2P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기업별 성장전략을 통해 성장한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신남방지역 현지에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수요 및 파트너 발굴을 위한 시
장 조사는 물론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기관을 설립, 운용하거나
이미 설립된 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그룹은 신남방 현지의 스타트업 진출 지원기관인 ‘신한 퓨처스 랩
(Future’s Lab)’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해왔다. 동 기관은 스타트업
과 신한금융그룹의 공동사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지 사
무공간을 지원하고 ICT, 법률 등 기술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신한금융그룹사 혹은 외부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지원한다.
이상과 같은 G2G, P2P, G2P 형태의 스타트업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류 채널간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구축ㆍ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신남방지역 현지에서 스타트업간 교류 혹은 스타트업이 현지 정부와의 업무 진
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및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현지 기관을 설립하거나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베트남이나 인
도네시아처럼 스타트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의 경우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델리에 한-인
도 스타트업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바,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으로써 양국 기업
의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인도의 다른 국제적 스타트업 생태계, 예컨대 방
갈로르, 뭄바이 등에 협력 거점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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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규제 점검 및 개선 노력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한 영역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성장
영역으로서 제조업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성장이 뚜
렷하게 가시화되지 않은 분야가 대부분으로서, 국내적인 성장 기반 구축이 여
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분야별로는 한국의 규제 여건을 피해 역으로 해외진출
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성장을 기
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의 성장 경로라고 생각된
다. 또한 규제 개선의 모범 사례 창출은 향후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도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국내 제도의 선진화는 대외적인 레버리지로 활용되는데, 신
남방지역에서 한국이 역할을 강화해야 할 디지털 제도 및 표준 관련 협력은 이
러한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주요국들은 모두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인도와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출현한 유망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현존하는 법규와 제도가 해당 산업에 적합한지를 논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산업에 종사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대개 2개 이
상의 산업이 융ㆍ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거나 규제 공백이 발생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능력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비대면 산
업을 지원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고,54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말에 허가를 신청하였던 삼성 스마트워치에 사용되는 혈압 앱을 2020년
4월에 최초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허가함으로써 막혀 있던 규제를 개선했
다는 점은 고무적이다.546) 다만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전면 도입 여부는 상당한
5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0).
546) 「삼성 ‘혈압 앱’ SW 최초로 의료기기 허가받았다」(2020. 4.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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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겪어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영임, 신혜리(2020)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들은 ‘원격의료’를 언택트 서비스 중점 육성 분야 중 1순위로 지목하였
고, 이를 찬성하는 이유로 ‘취약 계층/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27.5%)’
등을 선택하였다.547) 그러나 장기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져 온 이슈인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 추진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경제 관련 규범 도입에 박차
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규범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싱가포르의 디
지털 경제협정 타결과 같이 보다 진전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의 체결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경제
관련 제도와 산업 기반이 일정 수준에 올라온 국가들과의 협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수준이나 제도 여건에서
국가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 전반의 규범 조화와 역량 강
화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협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규범 측면에서 용이한 파트너는 아니지만, 인도의 거대시장을 고
려한 선제적인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높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협상을 추
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CPTPP 가입국), 태국, 필리핀이라
고 생각된다. 이들은 제2장 1절과 제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플랫폼 및 디지
털경제의 제도 및 물적 기반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국가들로서 양자간
협상이 비교적 용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및 대등한 협력 파트
547) 배영임, 신혜리(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p. 13,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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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국가들과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
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이 국가들과의 협정 추진 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협력, 금융, 의료,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스타트업 교류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
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수준이나 제도적 여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간 디지털경제ㆍ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동남아시아의 규제 조화 및 협력 강
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이미 자체적으
로 ‘아세안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아
세안 전자상거래 협약’ 등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역내 제도 정비를 위한 공동
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모색하되, 별
도의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추진하여 아세안 내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의 논의는 규범적 자유화보다는 협력 이슈 및 투자여건 개선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도와 표준 수립,
인적 역량 강화,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공유, 기술 및 연구개발, 인적 역량 강화
등이 협정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규범보다는 양자간 협력 영
역 발굴, 아세안의 역량 강화가 보다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세
안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향후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
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시장 잠
재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한국의 인도에 대한 관심은 미미
한 편이었다. 주요국들 역시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경제 측면에서 인도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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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
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인도는 미국, 중국을 제외
하면 단일국가로서 데이터 자원의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서, 디지털경제 분
야에서 선진국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인도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를 통해 인도
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
요가 있다.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추진하여 당장 높은 수
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동 협정을 통해 인도의 규범적 입장에 대한 변화를 당장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이슈를 발굴
하기 위한 논의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체제의 상호인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위한 프레
임워크를 만드는 작업은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
도가 추진 중인 데이터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체제 개선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의 사회적 수요가 큰 금융, 교육, 헬스케어 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선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야 한다.

라.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신남방지역의 시장 제도와 인프라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은 제4장
의 주요국의 전략과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수한 기업과 개방화된
규범만으로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며, 이들이 원하는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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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데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무역과 관련한 각종 기술표준 등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각 부문별 부처 차원의 직접적인 협력 채
널 운용은 물론 KSP를 통한 정책 제언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호주의 경우 싱가포르와 디지털 표준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과의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등 기술 표
준에서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무역의 자
유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호주의
경우 아세안이 디지털 무역기반의 국제기술 표준에 아세안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강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장기적
으로 디지털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기술표준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신남방 국가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공통의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신남방지역의 공공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운용 관련 분야
에 대한 지원ㆍ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서는 민간부문의 혁신 또한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ICT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등 공공 영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정책적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인도의 경우 전자정부 실현을 통해 구축되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민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경제, 개발,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도 개방형 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출범한 바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상위(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온라인
참여지수 공동 1위)를 기록하는 등 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바,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및 공공 데이터 개방 경험을 전수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5장 정책 시사점 • 331

셋째,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참
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
2015년 발표한 ‘디지털인디아’를 통해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 보건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 제조업, 농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각 산업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IT 기업의 인도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국의 민간과 정부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한-인도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거나 현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는 등 협력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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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4장 부록 1> 호주-아세안 디지털무역 표준 협력이니셔티브
연관 ISO/IEC JTC 1의 분과 위원회548)
1. 데이터
ISO/IEC JTC 1/SC 38: 클라우드 컴퓨팅 및 유통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의 효과적인 관리는 데이터 주권, 국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필수
적이다. 특히 ASEAN과 호주 전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도입이 지속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기술 분야의 표준이 높아지고 있다. 국경간 데이터 흐름
에 대한 기본 표준은 다음과 같다: ISO / IEC 19944 정보 기술 — 클라우드 컴
퓨팅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장치: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데이터 사용 및
ISO / IEC 17789 참조 아키텍처.

2. 전자거래
ISO/IEC JTC 1/SC 17: 개인 신분증을 위한 카드와 보안 장치,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는 전자 거래를 위한 기본 사항이다. ASEAN 국가 환경에서 보안
장치는 현금 기반 경제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소비자가
전자거래 기관을 신뢰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
심이다.

3. 실행 계획
ISO/IEC JTC 1/SC 25: 정보 기술 장비 표준화 상호 연결은 상업용 및 주거
용 IT 장비의 상호 운용성 분야에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네트워크, 스토리지
548) Standards Australia(2018a),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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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이 표준 개발 분야는 사용자들이 국경을 넘
어 IT의 여러 측면에 걸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에 ASEAN-호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ISO/IEC JTC 1/SC 40: IT 서비스 관리 및 IT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40은
리스크 관리, IT 서비스 운영 등 IT 서비스 관리 및 IT 거버넌스 표준을 개발한다.
해당 위원회는 ASEAN과 호주의 비즈니스 개발 및 신뢰구축에 중요한 IT의
협력 거버넌스를 다루는 ISO/IEC 38500 시리즈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이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기여자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에
대한 표준과 같은 IT 지원 서비스도 다루었다.

4. 신뢰성
ISO/IEC JTC 1/SC 27: IT 보안 기술
이 위원회는 국경을 넘은 거래를 지원하고 디지털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IT
분야에서 신뢰 구축과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이 표
준은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 관리 시스템 요건, 기술 및
가이드라인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위원회는 ISO/IEC 27000 시리즈 정보
기술 – 보안 기술의 유지를 담당한다. 이러한 표준은 지역 전체의 디지털 서비
스에 대한 비즈니스, 소비자 및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5. 4개 테마 모두 지원
ISO/IEC JTC 1/SC 41: 사물인터넷 및 관련 기술
위원회가 개발한 표준은 주로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센터 및 연결이 내장된
장치 네트워크 간의 정보 처리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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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and Policies
in India and ASEAN
Jeong Gon Kim, Seung Kwon Na, Jaeho Lee, ChiHyun Yun, and Eunmi Kim

Recently, there has been prominent growth 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Indi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demands for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centered on digital platforms are expected to rise further. This
report presents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India by studying the development
level and growing areas of the digital platform market in these
countri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policies, and lastly,
strategies of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ustralia toward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India.
While the Southeast Asian platform market is led by growth in
e-commerce, ride-sharing and delivery services, the content
platform market represented by over-the-top (OTT) media services
is also growing rapidly with Covid-19, and there is a high
perspective of growth in digital education and healthcare as well.
India is accelerating its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variou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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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establishment of its Aadhaar-based digital financial
ecosystem, increased demands on untact activities, and improved
income levels. Amid the rapid growth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policies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in Southeast Asia and India are also rapidly chang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basis for digital platforms: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e-commerce, etc.
India is also in the process of overhauling its digital platformrelated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also intensifying, with the
rapidly growing digital platform market in these countries. China’s
influence in the Southeast Asian platform market has been
expanding ov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While the U.S.
maintains its basic strategy of liberalizing global digital trade
norms, it has recently concentrated on strengthening its role as a
cooperative partner for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in Southeast
Asia. As a check on China’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Australia
aims to exercise its influe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nstitutional bases for the digital economy in Southeast Asia.
Meanwhile, U.S. companies hold an overwhelming presence in the
Indian platform market. Amid the estrange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India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the U.S. both as a market and a strategic ally.
Australia is pushing for cooperation with India, focusing on areas
where it enjoys a competitive advantage and where prospec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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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for the Indian market. Australia is also focusing on
cooperation with ASEAN and India in terms of building the
foundation of the digital economy, such as technology, institutions,
standards, and R&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NSP),
Korea is gaining momentum to diversify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and India into the realm of the digital
economy. Open data, convergence of 5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cross all industries, and fostering digital education and medical
care, as presented by the Digital New Deal initiative of Korea, can
all be considered as future cooperation agendas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or India. In particular,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areas such as digital finance, healthcare,
education, and content where NSP region’s demands are surging.
Korea needs to push for digital economy and trade agreements
with countries in the NSP region. In Southeast Asia, besides
Singapore, the promotion of agreements with Malays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can be consider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cooperative projects that reflect common interests, such as
harmoniz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utilizing public
data, developing cooperative projects related to digital standards,
finance, healthcare, and education. In the case of India, Korea
needs to secure cooperative channels by establishing digital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It is important to share trends of
rising businesses, institutions, and policy trend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dentify cooperatio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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