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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새 천년을 맞이하여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경과 지역을 초월.
하면서 지리적공간적 개념을 글로벌화하면서 지식기반경제 혹은․

디지털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생성하였다 디지털경.
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동인인 정보통신기술ICT( )1)는 디지털시대 경제

변화의 가속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지식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그리고 디지털격차 해소는 디지털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역사 상

* Yoon-Kook, Choi(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tin American Digital Eco-
nomy and Political Themes”.

1) 정보통신산업 명칭과 관련해서는 IT(Information Technology), ICT(Information and
등이 혼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존의 부문뿐만Communication Technology) , IT

아니라 통신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까지 포함하여 로 표기한다 미국은 현재도, ICT .
용어를 사용하나 유럽과 등은 광의의 개념인 를 사용한다IT OECD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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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년대 초 미국의 네팅 미국 년대 중. 1900 “ ”, 1990
반 이후 가속화 된 유럽의 이라는 정보화 전략 추진“eEurope” , 1990
년 후반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부상한 대한민국의 정보화 전IMF
략 등으로 대표되는 세기 디지털경제 더 나아가 지식기반경제로의21
전환에 중남미 국가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

계 디지털경제 변화에 통합하려는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의

지가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세계적인.
디지털경제 흐름 속에 나타난 중남미의 디지털 경제 추진 배경을 살

펴보고 현재의 디지털경제 동향과 디지털 격차의 수준을 논해 본다.
한편 중남미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전략 그리고 발전을 위

한 과제 및 디지털경제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고려하면서 중남

미의 디지털 경제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경제 추진 배경.Ⅱ

디지털경제와 디지털 격차 정의1.

디지털경제라는 용어는 미국 상무부가 년 연차보고서에서 명1998
명함으로써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과거 산업경제의 핵심적 생

산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등이었던 것에 비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 ,
산 분배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 , ‘
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US

이용만 외Dept. of Commerce, 1999; , 2000: 1).
이 외에도 인터넷경제 지식기반경제(Internet Economy), (Knowledge

정보경제 네트워크경제Economy), (Information Economy), (Network
신경제 등의 용어가 디지털경제와 유사하Economy), (New Economy)

게 사용되어 지고 있으나 변화의 동력으로서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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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한 총체적 변화를 지칭하는 유사한 맥락의 개념들이다.2)

디지털경제는 경제구조면에 있어서 광속의 정보교류에 따른 속도

의 경제 시간거리공간제약의 극복에 따른 세계화의 심화 및 규, ․ ․

모의 경제를 대신하는 네트워크 경제를 구현한다 경제의 디지털화.
에 따른 경제적 변화로는 경제성장의 성장 동력으로 산업의 중ICT
요성 증대 디지털기술의 특징인 수확체증 현상으로 물가 하락 내지,
안정 순고용창출 효과 소비 행태의 변화, , (mass production mass→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전자상거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customization),
(OECD, 1996: 13).
디지털 경제정책은 크게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
장기능의 디지털화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디지털 격차는 협의로는,
전화 인터넷 등 매체 접근에 따른 차이를 지칭하지만 광의로는 정, ,
보와 지식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경제로의 참여에 대한 격차를 포함

한다 또는 정보화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 “
람 사이의 소득 격차가 커져 사회적인 갈등으로 발전하는 현상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디지털격차 문제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별지역별 디지털격차가 심화되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되어 경제,
적 소외감 상승과 사회적 결속의 악화라는 난제가 최대 현안으로 등

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는 디지털격차 수준을 측. OECD(2001: 5-6)

2) 인터넷경제는 주요 경제활동이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좁은

의미의 디지털경제 개념이다 지식기반경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지식이 보다 많이 투.
입물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의 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제 즉 이를 달성하기output ,
위해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한 혁신이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
이다 정보경제는 생산요소로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트워크경제는. ,
네트워크망을 통한 정보의 전달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보경제의 기술적 기반을 강조

한 개념으로 네트워크경제의 확산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는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경쟁의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 인프라의 확충경쟁과 국가간 연대강화 등을 들, ,
수 있다 신경제는 정보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성장 저실업 저물가의. , ,
장기적 경기호황이라는 거시경제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미국의 신경제 달성에 대해.
선 김동욱 참조(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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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통신인프라 컴퓨터 가용능력 및 인터넷 접속 등의 요,
인을 중요시 한다 김문조김종길 은 디지털격차의 양상을 크게. / (2002)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 기회3 . , (
격차 둘째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활용성활용격차 셋) , ( ),
째 휴먼웨어에 해당하는 정보 마인드 문제수용격차 이다 제 유형, ( ) . 1
의 수혜집단을 능숙한 조작자 제 유형의 수혜집단‘ (skillful operator)’, 2
은 능란한 사용자 제 유형의 수혜집단은 성숙한 네‘ (versatile user)’, 3 ‘
티즌 으로 구분한다(mature Netizen)’ .
중남미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유형인 접근성 제고와 이에

따른 활용성 극대화로 정보화 마인드를 지닌 디지털 시민의 양성,
유효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격.
차의 해소는 기회격차와 활용격차 해소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정보

선진국들은 제 유형인 수용격차의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3 .
결국 중남미는 디지털격차의 심화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지 않도록 를 활용한 지식과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ICT
확대 등 디지털격차 해소노력을 통해 사회통합 나아가 디지털 경제

권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남미의 디지털 경제 추진 배경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산업사회로부터 구조적 복잡성

을 지닌 디지털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라는 새(structural complexity)
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기술. ․

정보지식이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바뀌고 있다(Moulton,․

1999: 1).
디지털 경제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 증대라는 수요 요인과 디

지털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라는 공급 요소가 어우러지면

서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있어 변화의 동인이 되는 한편 나아가 정치 사회 및 문화 등에 있어,
총체적인 변화를 유인한다.



중남미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267

여기에서 지식은 부호화된 지식과 암묵적 지식으로 구별되는데 부

호화된 지식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암묵적 지식을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재로 전환시키는 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OECD, 1996: 7; Sti-
따라서 중남미의 경우 많은 문화유산 및 경제적glitz, 1999: 22-23).

잠재 가치 등의 암묵적 지식을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닐 지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기술은 무한한 재생산 정보의 혼합성 용이 조작변형, ,

의 용이성 의 법칙 적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네트워, Moore ,
크는 광속의 정보 전달 쌍방향성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의 외부효,
과 발생을 그리고 정보지식은 경험재 및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의 저자 피터 드럭커는 사회발전의 주동인이‘ ’

지식사용의 양식에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
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저서를 통해 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 “21
디지털 방식으로 개방하라 고 제안하였다 경제학의 대표적 성장이” .
론중의 하나인 내생적 성장이론‘ ’3)에 의하면 지속성장을 위한 조건

으로 자본축적 연구개발 교육 학습 등을 통한 기술진보가 필수적, , ,
임을 역설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나 기술 및 인적자본은

디지털경제하에서 수확체증 법칙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며 긍‘
정적인 외부효과’4)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
서 중남미는 세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술 훈련 및 교육21 ,
분야의 국제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경제성장 패러다임인 디지털경제로의 변혁에 있어 선진

국의 경험은 중남미 국가들로 하여금 디지털 마인드를 인식하게 하

3) 신경제에서 내생적 성장이론 관련 논문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의 홈페Paul Romer
이지 를 참조할 것www.stanford.edu/~promer/ .

4) 국가간 정보화 격차는 국가간 성장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지만 세계적인 정보화 진전
은 개별국가 특히 저개발국가와 정보화가 뒤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

생시킴으로서 이들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촉진한다 보다 자세.
한 내용은 이영수서환주 참조할 것/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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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나아가 디지털 경제 체제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다양한 정,
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년대 초부터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디지털 혁명1990
은 미국 유럽 아시아를 거쳐 중남미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 . 1990
년대 초 미국의 네팅 미국 년대 중반의 유럽 정보화 전략“ ”, 1990
(eEurope)5)에 자극을 받아 중남미 국가들은 년에 들어오면서 미2000
국과 유럽의 정보화 전략에서 벤치마킹하여 독자적인 정보화 전략수

립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처럼 디지털 경제 혹.
은 지식기반경제에의 진입이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경제는 년 월부터 세기 현재까지 두 마리 토끼 즉 물1991 3 21 ,

가와 성장 잡기에 성공하면서 경제호황 최장기 기록을 이어가고 있

다 미국의 새천년 주요 전략도 네팅 아메리카 이다 이는 정부공공. .｢ ｣

기관과 개인을 거대한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사회적 경쟁력과 국가경

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주 목적으로 결국 사회통합성 제고가 목

표다.
역시 네팅 유럽 을 구축하여 경쟁력 향상과 유럽경제가 안고EU ｢ ｣

있는 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는 경제 환경은 비. EU
교적 양호하지만 디지털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인

적자원 확보 경제사회시스템을 디지털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게 혁, ·
신하는 문제 사회구성원의 디지털마인드 부족과 사용자의 심리적,
거부감 벤처자금의 한계 엷은 소비 시장 등이다 이외, , (López, 1998).
에도 경제성장 침체 고실업률 노동시장의 경직성 시장자유화의 지, , ,
연 기업가 정신 결핍 확대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회원국, , EU ,
간 문화 행정 사회경제적 환경의 상이성 등으로 인한 통합 및 확, , ·
대 성과의 불확실성이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

의 정보화 전략은 바로 이러한 유럽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EU ‘ ’
면서 년대 구조조정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성장력을 과시한 미국’90

5) 유럽의 정보화전략에 대해서는 최윤국 미간을 참조할 것(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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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를 상회하는 전략의 구체화 및 실천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
라서 중남미로서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 효과 의 디지털 시대를, EU
준비하기 위한 문제 인식 역내 통합 및 확대를 위한 기대효과 등을,
표본 삼아 개별 국가의 디지털경제 구축과 더불어 중남미 차원의 통

합적 발전전략을 병행해서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총인구 억인 중남미지역은 총 면에서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5 GDP

있는 중국보다 배 규모이며 인당 면에서도 중국의 배 규모1.6 , 1 GNI 4
이다.6) 따라서 중남미 지역에서 인터넷 분야 의 성장 잠재력은 현실

적으로 중국시장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잠재력있.
는 시장을 이제는 역동하는 시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변,
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남미는 과거 세계경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변방의 역할을 한

것과는 달리 인터넷 시대를 맞아 세계 정보화 시대로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즉 중남미 국가들은 세기 새로운 기. 21
회를 맞아 세계화의 흐름에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 도전하고자

하며 인터넷 시장의 확대는 곧 세계로 열린 창, “ (ventana al mundo)”
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남미 제 의 인터넷 기술을 보유한 칠레 세계 선진업체의 각축장1 ,
이 된 브라질 인구 대국이자 미국계 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멕시코, ,
정부의 정보화 의지가 강한 페루 등 거의 모든 국가들은 과거의 수

동적인 발전모델의 답습이 아닌 능동적인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다 따라서 인터넷은 향후 중남미 국가들에 있어 생활에 보다 밀접.
하게 다가갈 것이며 비즈니스의 주요 매개체로 또한 소비의 주요 수, ,
단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의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시장의 확대에는 우선 대도시가 선도할 것이다.

남미공동시장회원국의 경우 년 도시화율은 평균MERCOSUR( ) ’25
를 상회할 것이며 인구의 는 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85% , 30% 400

6) 년 중국의 총 는 조 달러 중남미는 조 달러이며 인당 는 중국이2001 GDP 1.2 , 1.9 , 1 GNI
달러 중남미는 달러이다890 , 3,560 (World Bank, Apri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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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 확대는 먼저 개별국가 내에서 대도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대도시와 지방 지방과 지방을 연, ,
결하는 순으로 순차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며 아울러 국가와 국

가 혹은 국가와 블록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한다.
또한 중남미 각국은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의 유ICT

입을 위해 선진국과 지속적인 를 추진 중인데 멕시코 경우는 북FTA
미자유무역협정 에 이어 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NAFTA) EU
며 는 역내 회원국 확대뿐만 아니라 와의 자유무역, MERCOSUR EU
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ICT .
결국 중남미 국가들의 진흥 정책은 과거 연속성이 결여된 산ICT

업정책과는 달리 지속성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두드러지는 점을 보면 첫째 정부의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 둘째 정보사회 건설과 통합을 위한 다, ,
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셋째 인터넷 접속의 대중화를 위해 정, ,
부단체 대학 및 학교 등이 중추적인 역할과 발전을 선도하도록 적,
극 지원하며 넷째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인터넷 접속 기, ,
회 확대 다섯째 관련 제품의 수입관련 특혜와 자국산업 경쟁력, , ICT
제고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입안과 추진은 부문의 확대가 과거 이 지ICT
역이 지녔던 부의 불균형 실업률 동질성 결여 도시 집중 등의 사, , ,
회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 접근의 기회 불균등이 또 다른 경제사회 문제로 비화되지 않・

도록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및 격차 현황.Ⅲ

디지털 경제 환경과 디지털 지수1. SOC

중남미는 만 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 억명의 풍부한 인구2,05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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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브라질 억명 멕시코 만명 콜롬비아 만명 아르헨티( 1.7 , 9,700 , 4,200 ,
나 만명을 바탕으로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3,700 ) ICT
다 두터운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보급 및 인터. ,
넷 접속층인 세 층이 총인구의 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구15 49 50%˜

매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년 중남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를 기록하고 있으나'01 0.4% ,

브라질 칠레 등은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중남미 최, .
고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며,

년 연평균 성장률은 년에는 에 달했다’90 ’01 5.9%(IMF), ’01 2.9% . ’03˜

년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1.8 3.0%(IMF, 2002; CEPAL,˜

로 전망되어 점차 소득 수준의 향상과 구매2002; World Bank, 2002)
시장의 활성화가 전망된다.
교역조건을 고려한 인당 국민총소득를 보면 아르헨티나 멕1 GNI( ) ,

시코 및 칠레 등이 중남미 평균 을 상회하여 상위권을 형US$ 3,560
성하고 있으며 이하인 쿠바 온두라스 및 볼리비아 등은, US$ 1,000 ,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평균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4 6 (World˜

소득 격차는 국가별지방별도농간 정보격차를Bank, April 2002). ․ ․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디지털 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

털 격차 해소가 우선순위 정책으로 간주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대다수 국가들의 도시화율은, , ,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 도시집중화는 높은 투자 효율을 보장할80% ,

수 있으며 인터넷 수요 및 인프라 확충 전망을 밝게 한다 한편, ICT .
높은 실업률 중남미 평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은( 9.1%, 21%, 17.6%)
고용창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CEPAL, 2002).
중남미 국가들의 시장규모는 년 억불에서 매년 증가ICT ’01 1,952
하여 년 억불로 세계시장의 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며’03 2,600 14% ,
년까지 매년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별 시장’05 20% .

점유비를 보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로 이들48%, 18%, 12% 3
국이 를 차지하고 있다80% .7) 지역별 지출의 비중을 비교해 보ICT

7) 년 시장규모는 억불로 세계시장의 를 점유하였다'99 1,010 3.7% (ID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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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북미 유럽 아태 중남미 중앙아시아39.9%, 31%, 20.8%, 5.5%, /․

아프리카 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통신부문과 서비스 부문2.7% , ICT
의 성장률이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Aberdeen Group, 2002. 3).
중남미 국가들의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ICT
발견할 수 있다 전화보급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접속방식은 전화.
접속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점차 케이블 디지털라인 및 무선전TV,
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은 낮으나 중상류층의 보급률은 브라질의 경우 40%
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보유 가구 당 광. PC
대역 인터넷 연결 비중도 로 선진국 수준이다22% .8) 보급률은 낮PC
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한편 년 인터넷 접속의 경우 이동통신장비를 이용해서 인터넷에’05
접속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9) 중남미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는 년 중남미 총인구의 를 상회할 전망이’05 10%
다.10) 에 의하면 중남미 주요국의 무선통신 보급률은 평균ITU 2002

에 달했으며 국별로는 칠레 및 베네수엘라 로 평균23.3% , 34% 26.4%
치를 상회하였고 성장률에 있어서는 중남미 주요국 모두가 세계 평,
균 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칠레 멕시코 및 콜롬15.1% , ,
비아 등이 로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40% .
오늘날 중남미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인구 국민ICT ,
소득 및 인터넷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브라

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이며 성장 가능성을 지닌 남미 국가, , , ,
로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중미국가로는 코스타리, , , ,

8) 년 분기 경우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 이다2002 2/4 45%, 25%, 22%, 17% (Nielsen//Ne-
tRatings, August 2002).

9) 는 년 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Jupiter Research ’05 5,000 .
10) 중남미의 인터넷 사용자 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사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무선통신 발달의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즉 정. ,
보통신기술이 지닌 기술적 건너뜀 현상으로 그 누구도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 . ’05
년 중남미 인터넷 이용자 수의 전망은 조사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Pyramid

는 억명 는 만명 는 만명으로 추정하Research 1.6 , EIU 8,000 , Jupiter Communications 7,700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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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및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다.

표 중남미 주요 개국의 인프라 비교< 1> 6 ICT

Argentina Brasil Chile Mexico Peru Venezuela L.A.

1 전화보급률(%) 23.1 19.8 24.5 13.8 7.9 15.3 18.0

2 보급률TV (%) 29.3 32.4 23.6 26.1 11.9 18.5 -

3
이동전화보급률(%)
성장률(’99-’00)

12.145.7
13.6
95.0

22.4
123.0

14.2
130.0

4.0
58.3

14.3
71.8

-
-

4 보급대수백만PC ( ) 2.5 8.4 1.0 4.9 0.5 1.0 18.0

5 보급률PC (%) 9.6 5.9 6.1 8.6 2.0 4.2 6.8

6 인터넷사용자백만( ) 2.9 12.7 1.6 4.7 0.6 1.2 29.7

7 인터넷 보급률(%) 3 5 7 2 1.6 1.7 1.8

8
인터넷 성별 사용비율

남여(%, / )
57/43 57/43 65/35 58/42 - - 60/40

9
초고속접속인구천명( );
는 인구대비( ) (%)

38
(0.1)

53
(0.03)

22
(0.15)

20
(0.02)

- - -

10 인터넷호스트 수천 대( ) 142.5 446.4 40.2 404.9 9.2 14.3 1,160

11 도메인 수천( ) 364.0 338.0 51.6 58.1 - 5.5 812.0

12 수ISP 170 600 26 167 15 11 -

자료: 1, Gartner Dataquest 2001; 2, ITU 2000; 3, ITU 2001; 4, ITU 2000; 5, Morgan
Stanley 2000; 6, Pyramid Research 2001; 7, Booz Allen & Hamilton 2000; 8, Media
Metrix 2000, Prince & Cooke 2000; 9, Gartner Dataquest 2001; 10, ITU 2000; 11,
KRNIC 2000; 12, CIA 1999.

국제전기통신연합 은 정보통신 인프라 사용량 그리(ITU, 2002. 9) , ,
고 시장구조 등의 항목을 기반으로 각 국의 정보통신기술 확산 정도

를 조사하고 있는데 상위 위에 랭크된 중남미 국가는 한 곳도 없, 20
지만 페루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각각 위와 위에 랭크되어 정보, 39 41
통신기술 분야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외의 국가들 역시 통신시장 민영화 및 육성정책 등을 통해

정보사회로 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칠레의 디지털 지수를 으로 하여 중남미 국가의 디지털100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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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11)를 산출해 본 결과 국가간 정보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레와 쿠바간 디지털 격차는 배 볼리비아와는 배에. 11 , 5
달하고 있다 칠레의 뒤를 이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 , ,
베네수엘라 순으로 높은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표 중남미 국가의 디지털 지수 격차 현황< 2> SOC : 2002

지역 구분 국가
디지털

지수SOC

전화선

명당(100 )

이동전화

명당(100 )

인터넷사용

자 만명당( )

수PC

명당(100 )

중

남

미

고

소

득

권

칠레 100 100 100 100 100

우루과이 76 49 59 67 127

브라질 54 82 61 18 54

아르헨티나 68 96 74 40 62

멕시코 50 56 64 17 61

중

소

득

권

베네수엘라 57 49 98 24 55

파나마 49 68 65 19 45

페루 40 29 21 59 50

콜롬비아 39 76 24 12 43

엘살바도르 32 45 53 5 23

파라과이 27 23 67 4 15

쿠바 9 20 0 3 13

코스타리카 89 113 23 37 181

에콰도르 24 45 17 9 26

볼리비아 22 27 31 9 20

주 디지털 지수는 우측의 대 항목을 기초 칠레를 으로 기준하여 저자가 산출: SOC 4 , 100
한 수치임.

11) 는 디지털 격차를 이동전화 인터넷 이용 및 호스트 항목을 근거로 지ITU SOC PC, ,
수를 산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호스트는 통계상의 문제로 제외하고 대신 대표적,
인터넷 접속수단인 전화 항목을 추가하여 저자가 산출하였다.



중남미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275

전자상거래 현황2.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네트

워킹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주 동인이다 산업의 발달과 정보. ICT
화 추진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가들의 전자상거APEC
래 시장 활성화 정책은 향후 중남미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들 지역

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년. ’02 EIU
의 e-Readiness12) 평가에 의하면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가 정보통

신 신기술 도입과 관련 비즈니스 평가 순위에서 위를 차지하였IT 1
으며 이외에 멕시코 브라질 순으로 관련 시장 및 투자 여건이 양호, ,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페. , , , , ,
루 및 베네수엘라는 로 에콰도르는 로 구e-Business followers , laggards
분되었다 한편 년 발표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중 브. 2003 e-Readiness
라질이 위 칠레 위 아르헨티나 위 멕시코 위 코스타리카29 , 35 , 45 , 47 ,
위 콜롬비아 위 베네수엘라 위 페루 위 등이다49 , 59 , 66 , 67 (WEF,

년과 비교해 볼 때 브라질의 약진이 두드러진다2003). 2002 .
현재는 시장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B2B 90%

며 중남미 시장의 국별 점유율은 브라질이 약 로 선두를, B2B 68%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아르헨티나 순이며 향후 멕시코16%, 9% ,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eMarketer, 2001).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02
년 최소 억에서 최대 억불로 추정되며 년에는 최대 억불12 137 ’03 328
그리고 년 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05 1,084 (eMarketer,

주 거래 분야는 기존의 서적 음반 여행상품 외에도 의약품2000). , , ,
장난감 및 특산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남미, e-Business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환경에는 신용카드.
확대 이외에도 지적소유권 전자화폐 금융서비스 사이버거래 등과, , ,

12) 정보화 준비 는 온라인 진척도 정보화 리더쉽“ (E-Readiness)" (Connectivity), (E-Leadership),
정보 보안 인적자원 비즈니스 환경 등을 종합(Information Security), (Human Capital), E-
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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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새로운 경제영역 확대에 따른 분쟁의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다

(DGIS, 2000: 1-15).
이는 인터넷 접근 기회의 다양성 물품에 대한 신뢰도 신용카드, ,

사용 택배 시스템 및 전자결제 등 제도의 미비에 기인하고 있다 더, .
나아가 중남미 인들이 온라인 쇼핑 보다는 직접 보고 만져보고 상담

하는 과거의 물품 구매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전자상.
거래의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평균 달러의GDP 3,500
낮은 국민소득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 가격 높은 접속료 및 전화, ,
료 관련 장비의 고율 수입관세 그리고 통관절차의 지연 등이다, .13)

발전과제3.

세기 초 중남미의 정보화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특징은 및21 PC
이동통신기기 수요 증가 유무선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수요,
증가 인터넷 이용자 수의 증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 , Cyber

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 국가별권역별 전자Trade ICT , ·
상거래 시장 활성화 및 관련 부문의 국가간 협력 사업 수요 증ICT
가 등이다.
그러나 중남미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ICT
는 인터넷 접속의 보편화 공공서비스 확대로 인한 정보의 공유 스, ,
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등 현지어로 된 콘텐츠 제공 정보통신 인프,
라 확충 사이버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신용, ,
카드 사용 저변화 확대 및 불법 복제 규제 등의 과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에 있어 기회 확대 및 부의 불균형 해소 노력이 필요

한데 이는 낙후된 인터넷 인프라 환경에서 높은 접속료 및 전화료는

대다수 인구의 인터넷 사용과 저변 확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빈곤한 자들은 개인컴퓨터를 보유할 수 없으며 지역 공공 서비스의,
미비와 교육 기회의 빈곤이 정보화의 빈곤으로 세습되지 않도록 노

13) http://lanic.utexas.edu/la/region/news/arc/lasnet/1999/0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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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정보 이용의 불균형 현상은 계층간 성별. , ,
연령별 도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생되고 있는 바 전국가의 네트, ,
워킹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

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료의 인하로 접속의 대중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현재.

인터넷 접속료는 미국 및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편이며14) 국가별,
로 차이가 있지만 통신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터넷 서비스 신청 후 인

터넷 이용까지 여러 달이 소용되기도 한다 접속료 인하와 신속한.
인터넷 접속 개통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빠르게 보다 저렴하,
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확대.
로 접속 요금의 인하와 인터넷 접속수단의 다양화 컴퓨터 이외에-
이동통신 케이블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 TV, WLL, LMDS, MMDS - .
아울러 스페인어 접속 사이트와 콘텐츠의 부족으로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정보공유가 어려운 점도 인터넷의 대중화를 위한 선결 과제

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를 보면 국별로 개의 포털 사이트의 시. 2 3˜
장점유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은, UOL, Globo,

멕시코는 아르헨티나는 등이Terra, Esmas, MSN, Terra, Clarin, Terra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어와 포.
르투갈어 사용지역이므로 현지어로 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

확산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외계층의 디지털화를 이룩하

여 국가 경제의 디지털화를 도출해야 한다.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컴퓨터 구매 및 서비스 등에 장애ICT
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기회복 정책의 추진 장기적인 경제안,
정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 요구된다 억명의 인구 중 구매층을. 5
로 추정해도 약 억명에 달하는 두터운 소비시장이 존재한다30% 1.7 .

향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구매가 증대되는 경우 인터넷 접속PC
기회의 확대가 야기되며 이어 대용량 자료 저장에 대한 수요 증가,

14) 미국의 평균 가격이 월 시간 시내전화 사용료가 인데 반해 아르ISP $20.00, 4 $18.42
헨티나는 칠레 등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인터넷$41.90, $40.52, $40.27, $32.14
접속요금과 전화요금이 비싸다(eMarket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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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등의 확대로 높은 호스트의 성장률을 지속하도록 하여e-Business
야 한다.15)

정보통신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이 요구된다 유선전화 보급률의.
저조 보급률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 미비 대도시와 주변 도시, PC ,
간 인프라 불균형 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선진업체 국ICT ,
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발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와 전자상거래의 수요를 상회하는 지속적인 초고속인터넷 서

비스의 확대와 통신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16)

디지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질적 교육수준의 고취가 중요하

다 대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영어 사용이 미숙하여 인터넷 접.
속에 한계를 보인다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 함양과 기술인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및 시스템의 도입 그리eLearning․

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한 신용카드 보급률의 제고와 다양한 결제

방식의 도입이다 중남미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저조하며 브라질을. ,
제외하고는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대중화 되지 않아 전자상거래시장

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17) 온라인 지불 및 보안문제에 대한 소비

자의 신뢰가 낮아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나 향후 전자상거e-Business
래 시대의 도래를 대비해 다양한 대금결제 방식의 개발과 도입이 요

구된다 이와 더불어 낙후되어 있는 배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분. .
실 배달 착오 평균 일의 배송기간 등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를, , 5 6˜
회복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한편 불법 복제.

15) 에 따르면 중남미는 년 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북미 아시아ITU(2000) ’99 136% 74%,
유럽 를 크게 상회하였다 국별로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성장세가 두드러지61%, 30% .

고 있다(Internet Software Consortium, 2003).
16) 브라질은 초고속망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년 월부터 전국 개 도시에서2002 3 123 ADSL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며 속도도 등으로 다양화하여 선택, 256kbps, 512kbps, 2mbps
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편 통신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중남미 국가들의 국제인터넷.
의 허브역할을 하는 뉴욕마이애미카리브베네수엘라브라질을 연결하는 광통신망- - - -
프로젝트 외에도 해저케이블 및 광케이블 구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최윤국( , 2002;
20-39).

17) 에 의하면 중남미 주요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은 년 아르헨티나eMarketer(2001) ’00
브라질 멕시코 등이다27%, 1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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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를 강화하여 자생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장려함으로

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중남미 대다수 국가에서 지적재.
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 경우 불법 복제율이 수S/W 62%
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및 정책 과제.Ⅳ

정부 정책1.

중남미 국가들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과 디지

털경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사회경. ․

제면의 제반 여건 등으로 정책의 연속성에 한계를 드러내는 국가도

있으나 대다수 국가들은 관련 정책만큼은 정부 주도로 일관성, ICT
과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 각국 정부의 진흥 정책은 관련 정책기관의 각종 프로ICT

그램 및 업무 분담 등을 통해 추진되는 데 국별로는 칠레 브라질, ,
멕시코 및 페루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보화 마인드가 가장 확고하다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
지원은 크게 인프라 투자와 인터넷에의 보편적 접근 차원으로ICT
구별된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의 대중화로 계층간 연계 발전 도모. ;
정책 수립과 규제 완화 및 개선 정책 및 전략 투자환경 개선(ICT , ,
제도 개혁 등 인적자원 양성교육에 접목 응용 교육 등); ( ICT , ICT );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의 접목시민사회 농촌개발 중소ICT ( , , e-Salud,
기업 미디어 전자정부 등 등의 정책지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
(Hernández, 2003; 44).
중남미 주요국의 정보화 전략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윤국 첫째 멕시코 브라질 및 칠레가 선도하고( , 2002: 49-58). , ,
있는 전자정부 구현으로 중앙과 지방간 통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자조달 결제통합시스템 전자등록 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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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과거의 부패 부정개입 등의 행. ,
정 부조리를 해소하는 것과 신용사회 및 투명한 행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개별국가 혹은 광역 지역통합 발전 프로젝트. , ICT
추진이다 이는 멕시코의 개 주정부와 중미 개국 정부 그리고 국. 9 7
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PPP(Plan Puebla Panama)
데 첨단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터넷 접속에 있어 지역간 디지털 격차

를 해소함으로써 공동 디지털경제권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셋째 국. ,
민 정보화 프로그램의 운용이다 국민들의 정보화를 위해 학교 우체. ,
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보급 및 교PC
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가 인터넷 용 보급정책과 아. PC
울러 접속료 인하 및 서비스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 종국에는

을 도입하고자 한다 넷째 사이버 카페를 확대 운영하여e-Learning . ,
보다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베네수엘.
라의 브라질의 프로그램 및 인터넷 카페Infocentro, Proinfo Padaría,
칠레의 및 페루의 등이다 다섯Telecentro Infocenter, Cabinas Públicas ,
째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와 정보통신,
업체의 총 매출액의 일부를 갹출하여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정보통

신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18) 끝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시범정. IT
보화 단지 운용과 국내외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세제 감.
면 수입 관세 인하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 .
역으로는 멕시코의 칠레의 등을 들 수 있다Jalisco, Iquique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디지털경

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과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국가가 국내 정보사회 건설이라는 과제와.
역내 국가와의 광역통신망 구축이라는 두 과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자본 및 업체와의 협력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회원국들은 크게 부류의 정부간 포럼을 운영하고 있MERCOSUR 3

는데 이는 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로 구별, “ ”, “e-Commerce” RECyT( )

18) 베네수엘라는 국가통신개발계획 재원으로 통신업체 연간수익의 를 브라질은 정‘ ’ 1% ,
보통신기금 으로 모든 통신사업체의 영업이익의 갹출하고 있다(FUS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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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정보화 첫 단계는 정부조직의 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관련. ICT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어 공공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광역 국,
민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다(Alexander, 2002; Austrade,
2000a, 2000b, 2000c; Guillen Mendez, 2002).

정책 과제2.

세기는 디지털 시대이며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은 먼저 국내시21 ,
장의 형성을 이어 중남미시장을 형성하고 나아가 세계화로의 통합,
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의 활용과 파급은 국내경제의 디지털화를. ICT
촉진하고 새로운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중남미 국가와 지역,
간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 시대.
에는 디지털기술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살고 느끼, ,
고 생각하는 방식이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Terceiro and Matías, 2001: 42-44).19)

문제는 디지털 분열로 지식정보 소유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나 사‘ ’
회계층간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어 지식정보가 소득격차 소득격차가,
지식정보 차이를 더욱 벌려 놓아20) 중남미 국가간 혹은 지역간 격차

확대 및 세계 디지털경제로의 통합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남미는 디지털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산업에의 관심 증대와 육성 정책의. , ICT
일관된 시행이다 산업은 디지털경제의 도구로서 생산 부가가치. ICT , ,
고용 및 교역 면에서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의 생산성 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OECD, 2002), ICT
니라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를 유발해

19) 디지털경제의 기대효과로는 정보 부문의 투자 확대로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
지면서 경제내의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경쟁이 확대되는 마찰없는 경제 형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생산과 소비간의 지리적 제한이 소멸되고 정보와 지식의 이동은 공간.
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경제주체들의 범국가적인 활동이 가능해 진다.

20) 세계은행 은 지식격차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1998)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발전을 위한 지식. , '98/99 -□

(Knowledge for Development)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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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점이다.21) 한편 는 격차의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ICT
리를 완화하고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요

소를 미개발 지역 혹은 주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기여함으로서

경제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한다(Terceiro and Matías, 2001: 178-179).․

둘째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운용이다 중남미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
의 준비나 여건은 물리적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여타 지역에 비해,
열위에 있다 전화 이동전화 보급률 인터넷 사용자 수 초고속 인터. , , ,
넷 서비스 보급 등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상당히 낮다 그러.
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술적 건너뜀 현상과 무어와 조이의 법칙‘ ’ ‘ ’
이 구현하는 속도의 경제를 실현하므로 모든 물리적 정보를 100%
디지털화하고 모든 경제 주체를 온라인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운영 능력 경영자 및 근로자들의 태도 기업 구조 인력 등 모든 면, , ,
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디지털 마인드가 보유되고 분출되어야 한

다.
셋째 고용증대 및 창출의 효과이다 정보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

구조적 실업이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훈련 구인, , ·
구직 정보의 교류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으로 마찰적 실업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를 활용한 신산업의 태동은 미. ICT
디어 광고 디지털음악 영화 전자출판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 , , , ,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레저산업 기획 비즈니스 서비스 등eBusiness, , ,
이 될 수 있다.
넷째 기업 및 소비의 디지털화이다 기업의 디지털화는 생산 경, . ,

영 및 산업 활동을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다 기업의.
디지털 생산활동에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입지 역시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기업의 근로문화 역시.
정보 불균형의 극복 지리적 개념의 소멸 거래 비용 감소 및 네트워, ,
크기업 경영 등으로 노동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산되어 국내시장

통합과 도시로의 유입이 재고될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디지털화는.
통신 교육 교양 오락 및 의료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 재화 및 서, , ,

21) 는 경제의 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Dertouzos(1999) 95%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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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대되어 투명한 경제사회 구축과 국민 후생복지에 기여해

야 한다.
다섯째 정보기술은 상호접속성 쌍방향성 신속성 대용량의 정보, , , ,
유통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기술· ,
을 바탕으로 형성된 산업과 시장 즉 디지털경제는 규모의 경제 범,
위의 경제 그리고 속도의 경제22)를 실현한다 이 같은 경제를 실현.
하는 데는 수많은 개체가 참여하는 데 참여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로 구축함으로서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23)를 증대하

여 의 효과를 체증시킨다 또한 정보기술의 확산은 조직의 기본.正

운영원리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구성원 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수,
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경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경제의 공고화이다 공고화를 위해, .
서는 지식정보재의 공급 네트워크 외부효과 증대 정보공유 및 공동, ,
활용 디지털 접근성 확대 및 민주주의 질 제고가 요구된다, (Wolf,

민주주의의 질 제고가 중요한 점1998; Colebatch and Larmour, 1993).
은 디지털경제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성공 요건인 창의

성 유연성 탄력성 자율성 경쟁성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더욱 활, , , , ,
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함으로

서 시장실패의 요인24)과 정부실패요인25)을 치유하고 나아가 중남미

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큰 정부냐 작.
은 정부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개방적 통합네트워크를

22) 매 개월마다 컴퓨터 기술진보가 두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와 조이의 법칙18 (Moore
은 정보기술이 속도가 주도하는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임 속도의 경제and Joy's Law) .

에 대해서는 참조할 것월간조선( , 2000. 3).
23) 지식정보 관련 네트워크 외부효과 정부 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 소비자 사용자의: , , , , , ,
다차원적 참여로 부문간 비용과 기술을 공유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편익을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24) 시장실패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저공급 부의 외부효과공해 정보 부(underprovision), ( ),
족과 비대칭 경제적 불평등 등을 들 수 있음, .

25) 산업사회국가에서의 정부실패요인으로서는 공직자의 사적목표 추구 관료제의 내부,
효과비능률성 및 부정부패 정보통제와 비공개성 정치적 불평등 등을 들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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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송(
희준, 2001).
여덟 번째 시장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비용의 유발 방지이,

다 디지털시대에 시장실패의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정보부족과 비대.
칭에서 오는 시장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다 중남미 역시 회원국간.
혹은 동일 국가내의 지방간 할거주의와 협조부족 등의 요인으로 정

보의 투명성과 정보의 통합성이 발생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유발

되고 있다.26)

중남미는 궁극적으로 디지털기술의 활용이 성장과 고용을 위해 성

장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향후 중남미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통한 디지털경제 구현을 위한 신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의 경제적 가치 인식 제고 시스템 운용 확산을, eLearning , ICT
통한 복지국가 건설 전략 중남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네트,
워크 구축 등이다.

결론.Ⅴ

중남미는 이제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돌입하고 있

다 시작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발전 성과.
그리고 세계 정보화에의 참여 등에서 비롯되었으나 이제는 과거의

실패한 경제를 반복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학연이 발전적 정책 구축과 집행을 위한 선도층을 형․ ․

성하고 이들 기관들에 의해 디지털경제로의 보편적 접근 확대를 위,
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정보화를 통한 국내시장.
통합 사회통합 경제의 디지털화 대외전자무역 활성화 국내행정의, , , ,
전산화와 투명화 차세대 디지털 인력 양성 등 정보화의 긍정적 효,

26) 유럽특허사무소 는 유럽지역의 특허정보가 적기에 공개되지(European Patent Office)
않아 중복 연구에 투자되는 비용이 매년 억 라고 밝히고 있다180 eu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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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화 의지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결국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산업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성. ICT
장에의 기여 증대 교육 및 훈련시스템의 운용으로 모든 경제 주체;
의 디지털 마인드 함양 신산업 창출과 고용 증대 기업 및 소비의; ;
디지털화 정보기술의 확산 및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경제 공고화;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이 경제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ICT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달성 수단의 하나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및,
의 기술과 자본을 유입을 통해 블록간 경제 협력 강화 및 네트워EU

크를 연결하고자 한다 중남미는 광대한 지역에 풍부한 인구 층을.
지녀 향후 정보화 과정에서 인터넷 관련 장비 및 서비스 부문의 시

장 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정보통신 선진국,
과의 발전모델 및 세부 운용 등에 대한 협력 증대가 예상된다.

년을 기점으로 중남미는 역내 경제블록의 통합을 통한 디지털2005
경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미국,
과 와의 개별 및 지역간 추진 등 다양한 협력관계 정립을 통EU FTA
해 보다 개방화통합화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남미는 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서 과거. 21
와 같은 수동적인 발전 모델을 지양하고 보다 능동적인 발전모델을

통한 세계화 정책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Abstract

Latin America is now entering into the threshold of an info-
rmation-oriented society. Concerned governments have shown a strong
will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digitalization,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transparency of public policy and the edu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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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generation ICT experts, through integrating domestic market and
society, digitalizing economy, developing e-Commerce, and digitalizing
public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ack ground for driving
digital economy on Latin America which shows in Global digital
economy flow, describe current trends of digital economy and level of
digital economy variation. On the other hand, We'd like to analyze
political subjects for digital economy status and development for Latin
America considered ICT strategy which is being promoted by
Government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subjects for development and
expectation effects through propelling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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