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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주요 내용 (3.17-18)

※ 전체 발표 자료는 2021 디지털협력포럼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https://k-lacdcf.or.kr/program/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 제외)

특집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행사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1.3.17.(수)-18.(목), 서울 롯데호텔

ㅇ 주    제 : 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향한 파트너십  

- (1세션)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 (2세션) 5G 네트워크 협력, (3세션) 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 (4세션) 스마트시티‧스마트팜 협력

ㅇ 주    최 :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형    식 :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

ㅇ 주요 참석자  

- 국내(대면) : 정의용 외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세션별 발제자 8명, 주한중남미외교단 대사 17명 등

- 국외(대면) : 5개국 8명 장‧차관급 인사(△로돌포 솔라노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페드로 브롤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마르꼬스 세자르 폰치스 브라질

과기혁신장관, △ 로돌포 엔리케 세아 콜롬비아 농업장관 등) 

- 국외(비대면) : 7개국 8명 차관급 인사 화상발제

https://k-lacdcf.or.kr/program/


제1세션 :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

1.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 (Rodolfo Solano Quirós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ㅇ 코스타리카는 △UN 전자정부발전지수 56위(미주 대륙 내 7위), △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 62위(미주 대륙 내 7위),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56위

(미주 대륙 내 5위) 등 최근 디지털 분야에서 지속 발전 

ㅇ 코스타리카는 한국과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2017)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서비스(SINCYT*)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2020) 등

한국의 디지털 분야 경험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 중 

* SINCYT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ㅇ 중남미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모델 강화, △효율적인 공공행정으로의 전환,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열린 정부

지향, △시민 참여 강화 등 필요

2. 콜롬비아의 문화 및 디지털 전환 (Adriana Padilla Leal 콜롬비아 문화창조경제부 차관)

ㅇ 콜롬비아는 오렌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용하여 문화·창작 분야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문화경제의 디지털화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관련 부처와 다양한 민간부문이 참여한 오렌지 경제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참여 기업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면제 등

세제해택과 재정지원제도 마련  

ㅇ 콜롬비아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과 콜롬비아간 기술협정 체결 등을 통해 디지털 문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  

- 한국 기업들은 콜롬비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콜롬비아 문화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콜롬비아는 향후 한국의 GFACCT(문화예술 창조 기술 포럼) 참여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 분야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기를 희망

제2세션 : 5G 네트워크 협력

1. 콜롬비아의 디지털 연계성 (Walid David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연결성 담당 차관)

* 콜롬비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및 모바일 연결성을 담당하는 연결성 담당 및 △연결성 제공 이후의 디지털 전환 담당으로 구성 

ㅇ 2019년 기준 콜롬비아 가구의 연결성은 52%이며, 2022년까지 7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ㅇ 4G 구축 사업의 경우 향후 5년 내 기존 2G, 3G를 4G로 교체하면서 3,658개의 지역 내 4G망 구축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78.6%의 4G 커버리지)이며

투자액은 5억 8천억 규모 

ㅇ 5G 구축 사업의 경우 콜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전체 미주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5G 전략 사업 구축 

- 36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진행 중(마지막 시범 사업은 올해 4월 완료 예정)이며, 시범사업 관련 정보를 통해 경매, 규제 설립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 

- 콜롬비아는 700MHz(10MHz), 2,500MHz(30MHz), 3,500MHz(380MHz) 등 충분한 스펙트럼 보유 

- 현재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인 바, 사업비용을 낮추는 한편 정부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구 연결성 개선 및

국가기술력 강화 추진 

ㅇ 정부의 세부 프로젝트로는, 

- 농촌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1,600만불 이상을 투자, 513개 지자체 내 1,550개의 농촌지역을 디지털 구역으로 지정 

- 산간지역에 위치한 14,745개의 콜롬비아 학교의 디지털 연결성 제고를 목표로 10년에 걸쳐 구축 작업 추진 예정, 이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개선

기대 

- 가구의 연결성 제고를 위해 Last Mil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펜데믹으로 학업이 중단됨에 따라 14만 5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지원

프로그램(Last Mile Mobile Program) 운영 예정 

- 특히 농촌 지역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컴퓨터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창조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10월경 Colombia 4.0 행사

(산업 쇼케이스, 기업간 네트워킹) 개최



2. 5G와 공공정책의 디지털 연계성 (Pamela Gidi 칠레 통신부 차관)

ㅇ 칠레는 현 65% 수준의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향후 역내 디지털 허브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연결망, △5G

네트워크, △국가디지털 고속도로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디지털 정책 추진 중  

- 글로벌 연결망 : 2022년까지 총 길이 13,180km, 약 3.8억불 규모의 남미-아태 해저케이블 연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2개 국경을 관통하는 PPP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 기대 

- 5G 네트워크 : 금년 2월, 총 4.5억불 규모의 주파수 경매(700MHz, 3.5GHz 포함)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2년 내 전 국민의 90%가 5G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  

- 국가디지털 고속도로 : 4년간 전국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배가(18,000→36,000km)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기술계획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

제3세션 : 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

1. 디지털 정부의 강화 및 발전 (José Mario Reyes 온두라스 청렴·전자정부·공공혁신부 차관)

ㅇ 온두라스 정부는 코로나19와 허리케인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을 추진 중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정부 플랜 및 로드맵 수립, △컨설팅 제공, △안전한 사이버공간 이용여건 조성 등 추진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디지털 전환이 의무화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전자정부 관련 법안 마련,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부 대응을 위해 노력 중 

ㅇ 디지털 변혁이 향후 정부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청년과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 강조

2. 엘살바도르의 사이버 안보 디지털 아젠다와 진행상황(2020-2030) (Fabrizio Mena 엘살바도르 기술부 혁신 차관)

ㅇ 엘살바도르는 작년 ‘국가 디지털 아젠다 2020-2030(Agenda Digital Nacional 2020-2030)’을 발표, △혁신부의 향후 운영 방향 설정 및 △국가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 구축  

- 특히 관계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이버 안보 취약성 점검, 사이버 보안 법규 마련 등 추진 

ㅇ △국제 표준을 적용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과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정부간 협업을 통해 정보 관리에서 발생하는 위협 최소화 등 디지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 

- 사이버 부문 공무원 능력 개발 교육, 정부 웹사이트 보안 관리 강화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 추진 

- 다만, △국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저조한 인식, △정부간 협력 미미, △엘살바도르의 경험 부족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도전과제

ㅇ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아젠다’는 2024년까지 △인터넷 서비스 통합,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강화 및 △전자서명, 전자청원 추진 -

특히 인터넷 서비스 통합 관련,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

3. 한국의 디지털 정부와 한-중남미 협력 사례 (장수완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

ㅇ 한국은 1만 6천여 개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2017년 기준 3,700만 명이 디지털 정부를 사용 중이며 만족도는 89% 

- 정부전용 클라우드로는 전자문서, 예산·회계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통합된 창구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중임. ‘정부24’는 원스톱 서비스 포털로 정부가

9만개의 행정 서비스를 통합,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

- 한편, 비대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신분증, 통합된 형태의 맞춤형 국가보조금 등 디지털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과 협력 하에 디지털 생태계

조성 예정 

ㅇ 2019년까지 디지털 분야에서 중남미 19개국과 183개의 사업 추진 (약 3억 5천만불)  

- △콜롬비아 : 통합교통시스템(ITS) 및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코스타리카 :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보접근센터, △ 페루 : 광해관리시스템(Mine

Reclamation System) 및 전자상거래(Peru Market Place) 관련 사업 지원 

- 2014년 이후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인 Red Gealc에 매년 참석, 한국 디지털 정부의 경험과 사례 공유  



ㅇ 한국 정부는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초청연수 사업 등을 통해 협력 증진 예정  

- 2021년에는 페루와 파라과이에 협력센터 개설 추진 

-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운영 중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교육 이수 

- 또한, 정부 사절단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 방문 계기 세미나 개최 및 협력방안 논의  

제4세션 : 스마트시티·스마트팜 협력

1.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 : 배경, 도전과 기회 (Marcos Cesar Pontes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ㅇ 현재 전 세계 공통적으로 국가와 산업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인류 사회에서 기술

분야의 혁신과 발전은 항상 위기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오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의 수요, 필요성, 기술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  

- 브라질은 △지식 생산, △기술 기반 기업이 창출하는 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추구 

ㅇ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허브로서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5G 구축, ③ 민간 투자 유치, ④ 사물인터넷(IoT)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개 부문(인프라, R&D, 신뢰성, 교육,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 

-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다양한 사회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시스템 구축과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방식의

협업, 체계화된 업무 처리 등을 바탕으로 추진  

ㅇ 브라질은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IoT를 국가개발계획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전략

발표(2020년)  

- IoT 전략의 수혜 분야는 농촌(농촌 4.0), 도시, 제조 기반 산업(산업 4.0), 관광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약품 유통, 관리 등 보건 서비스

활용에서도 긴히 쓰일 것으로 예상

2. 농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Rodolfo Enrique Zea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ㅇ 콜롬비아는 경제, 보건, 교통 및 운송, 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23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농·축산업 분야에서 아래 3개

프로젝트 진행 중  

- (Mi Registro Rural) 농업인이 경작지, 기후, 경작물 특징 등을 입력·등록함으로써 정보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정부는 등록 정보에

실시간 접근하여 생산 인프라 부문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농민들은 동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책이나 혜택 등 정부 제공 서비스에 접근 가능  

- (SimplifICA) 종자 등록, 업체 등록, 품목 등록, 수출 인증 등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실현 

※ △사업자 등록 315일→1일 소요, △상품 등록 338일→15일 소요, △각종 증명서 발급 90일→3일 소요, 대금 전자결제 가능, 문서 관리 등 프로세스

디지털화 

· ‘Electronic Demand’는 내전으로 강제 수용된 토지의 회수 프로세스를 전산화한 플랫폼(토지보상 청구권 전산화)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동

플랫폼 사용 활성화 

· ‘Contract Agriculture’는 농민이 작물 종류와 판매량을 계획하여 경작 전 계약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작물의 우선순위와 특성에 따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의 농업 수출 증대에 기여  

- (CAMPO a un clic)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판매와 거래를 촉진코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B2B·B2C)토록

지원한 바, 효율적 운영을 통해 비대면 거래량 증가, 콜롬비아 농민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콜롬비아는 브라질, 한국과 같은 디지털 전환 선두주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포용적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여 농업인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 

- 혁신적인 스마트팜을 통한 삶의 질 증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양 관리로 녹색성장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

3. 코로나19에서의 한국의 스마트시티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ㅇ 한국은 88서울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97년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정보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 2002년 초고속

광케이블망을 전국에 설치하면서 스마트시티의 근간이 되었고 현재 108개 도시에 500여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  

-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성장,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 한국은 국토면적이 작으나, 혁신을 위한 도전, 빠른 목표 달성에 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남미와 경험 공유 가능  

ㅇ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전력망, 상하수도망, 교통시스템, 건물 등 물리적인 시설물과 데이터 센터에서의 인공지능,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으로 구조화  

-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과 기존 산업간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스마트톨링(Tolling), 제로에너지 하우징 등 여러 기술을

개발한 바, 브라질, 콜롬비아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서울시는 ‘제로 에너지 하우징’을 도입, 100개 가구 아파트에 적용 중으로, 소규모 적용 성공 모델을 큰 도시로 확산하는 방법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므로

경험 공유 가능  

ㅇ 한국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시행중으로,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허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를 코로나19 환자 역학조사에도 적용, 3주만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경험 공유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  

- 국가의 리더십, 국민의 준법정신, IT 기술을 통해 3차 대유행 상황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관리 

ㅇ 한국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현 수준까지 도달한 바, 여타 국가들과 성공 경험을 공유하길 희망하며, ‘한-중남미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기술 교류, 전문가 현장 방문, 경쟁력 공유 등 희망 

-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의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기대



중남미 디지털 전환의 상황

국립외교원 손혜현 연구교수

동향 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극심한 공포와 불확실성에 빠졌고 특히 중남미 지역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중남미 지역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

분절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극심한 불평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원지가 됐다. 현재 중남미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19%, 사망자의 27%를 차지하며

인구비중(전 세계 인구의 8%)대비 인명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됐다.1)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중남미 주요 수출산업과 관광업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했던 경제침체가 더욱 악화됐다.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2020년 중남미 경제성장률을 -7.7%로 추정했다.2) 그리고 그로 인한

실업률이 13.5%, 빈곤율은 37.3%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닥칠 사회경제적 위기를 우려했다.3) 이에 국제 및 역내 경제기구들은 일제히 중남미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상황 및 ‘발전의 덫(development traps)’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많은

국가들은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구상 및 이행에 분주하다.  

코로나19는 중남미국가들에게 큰 재앙을 몰고 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는 발표한 ‘중남미 경제전망(LEO)2020’4)을

발표하여 △높은 불평등, △비공식 경제, △열악한 공공서비스, △낮은 생산성, △반복되는 통화 및 부채 위기 등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로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중남미 지역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번 팬데믹 위기로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남미가 빠르게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임을 강조했다.  

비록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이 선진 경제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인터넷 접속률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2018년 중남미의 인터넷 접속률은 68%로 2010년과 비교하여 두 배로 증가했으나, OECD 평균

84%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는 역내 국가 간에도 크게 존재한다. 역내 부유한 국가의 경우 인터넷 접속률이 75%이나, 가난한 국가의

경우 37%에 불과하다.5)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을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한다. 디지털 활용에 따라 선두주자와

후발주자 간 격차가 날 수 있기에 후발주자인 중남미 국가들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다. 기술혁신에서 뒤쳐진 국가들의 운명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 및 기술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남미 지역 국가들 간

그리고 국내 행위자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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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3월 15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수는 120,207,822명 그리고 사망자수는 2,661,904명을 기록했다. 중남미의 확진자수는 22,797,997명 그리고 사망자수는 718,476명을

기록했다. 전 세계 20대 감염국에, 브라질(2위), 콜롬비아(11위), 아르헨티나(12위), 멕시코(13위), 페루(19위)가 포함됐고 사망자 발생 상위 20개국에 브라질(2위), 멕시코(3위), 콜롬비아

(12위), 아르헨티나(13위), 페루(915위)가 포함됐다. (출처: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검색: 2021.3.13.)  

2)“América Latina y el Caribe tendrá crecimiento positivo en 2021, pero no alcanzará para recuperar los niveles de actividad económica pre-pandemia,” 

https://www.cepal.org/es/comunicados/america-latina-caribe-tendra-crecimiento-positivo-2021-peroalcanzara-recuperar-niveles(검색일: 2021.3.13).  

3)https://www.cepal.org/es/publicaciones/45782-enfrentar-efectos-cada-vez-mayores-covid-19-reactivacion-igualdad-nuevas(검색일: 2021.3.13.) 

4) https://www.cepal.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files/46030/LEO_2020outlook_en.pdf (검색일: 2021.3.2.) 

5) OECD et al. (2020), Latin American Economic Outlook 2020: Digital Transformation for Building Back Bet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6e864fb-en.

(검색일: 2021.3.13.)

6) https://www.atlantico.vc/latin-america-digital-transformation-report (검색일:2021.3.2.)

<그림 1> GDP에서 기술기업 시가총액 비중 비교

출처: Atlantico

중남미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평균보다 높다. 특히 문자전송과 SNS 사용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하루 6시간 43분이나, 브라질의 경우 9시간 17분, 콜롬비아 9시간 10분, 아르헨티나 8시간 47분, 그리고 멕시코는 8시간 21분으로 조사됐다(그림 2).

그러나 인터넷 속도는 세계평균 보다 낮고 이용 요금은 매우 비싼 편이다(그림 3) (Atlantic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중남미에서 기술기업의 진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2> 전 세계 국가들의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비교 (2020년)

2. 중남미 디지털 환경 및 성장 잠재력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남미에서의 디지털 기술보급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뒤쳐져 있다. 그러나 성장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편으로,

2003년 이래 중남미 GDP에서 기술시장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5%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11% 그리고 중국의 40% 증가율과 비교하여 빠른

증가속도이다(Atlantico)6). 따라서 아직까지 기술시장이 넓진 않지만, 빠른 성장속도를 감안한다면 중남미 기술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처: Atlantico

<그림 3> 전 세계국가들의 인터넷 연결 속도와 데이터 사용 요금 비교

출처: Atlantico

3. 디지털전환의 필요성 및 촉진 요인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요구

중남미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중남미 모든 국가에서 고용과 GDP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중남미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전략의 부재, 낮은 수익률, 투자 부족으로 낮은 생산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기업의 7%가 2년 내에 파산한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품 구매 및 결제를 선호하게 되면서 온라인 거래 추세가 가속화 됐다. 이로 인해 디지털 운영, 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서는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중남미는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세계 다른 지역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2) 평등한 양질의 디지털 교육(Edtech)에 대한 요구

중남미의 극심한 소득불평등은 코로나19 위기와 결합하면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강조돼 왔으나 지속적인 학교 폐쇄로 인해 보편적인 교육권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학교폐쇄는 이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중남미지역은 인구의 1/3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으로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폐쇄로 1억 5,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업을 중단했다(World Economic Forum). 일부 정부와 대도시는 신속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했지만 원격학습 및 기타 교육기술 접근이 어려운 국가와 농촌지역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에 접근할 수 없었다. 국가 및 지역 간 심각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중남미지역에서 연결(인터넷 접속)문제를 극복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기술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전자상거래 및 결제인프라 구축 요구

중남미에서 특히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의 증가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현재 중남미 소비자의 75%이상이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0년 7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면서 디지털비즈니스의 기회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에 따르면 중남미 중소기업 중 10%만이 전자상거래 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온라인 판매는 2%에 불과하다.  

현금사용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결제방식도 큰 도전이다. 중남미인들의 약 60%는 은행계좌가 없고 중소기업의 거래 중 60%는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금 외 수단의 결제는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외국 통화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환전이나 송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외국

통화를 통한 결제를 개선하는 데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결제와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

4) 규제완화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수립 요구

만연한 관료주의와 규제로 악명이 높은 중남미에서도 최근에는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기술기업의 진출과 기술 수용을 촉진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계, 재계 및 사회가 일제히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디지털 기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5G 보급을 촉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5G는 디지털 환경의 핵심이다. 5G가 도입되면 인터넷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진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원격작업 등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에 필요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따라서 5G 보급이

지연된다면 중남미 국가들은 5G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가 아닌 구매자로 전락함은 물론, 모바일 산업의 지체로 혁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디지털 기술과 연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규제변화를 촉진했다. 특히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혁신 및 새로운 방법에 대한 혁신친화적인 규제가 만들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원거리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전화업무법을 제정했고,

브라질에서는 원격수업 및 원격의료진료를 승인했다. 그리고 칠레에서도 노동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부여하면서 원격노동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됐다.

4. 중남미 디지털 혁신의 원동력인 스타트업의 부상

중남미의 디지털 혁신의 추세는 코로나19가 촉발했다고 하기 보다는 가속화한 것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기술관련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특히 중남미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메르카도리브레(Mercado libre),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글로반트(Globant), 핀테크기업인

Sone, Pagoseguro, Nuebank등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중남미 지역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봉쇄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 2020년 중남미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의

성장률은 21%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7)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전자결제서비스의 증가를 촉진했다. Rappi, Ifood, Giabolso와

같은 식품 및 상품 배송 기업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 외에도 NETFLIX, prime video, globoplay와 같은 실시간 영상서비스 기업과 Tik Tok과 같은 소셜

영상앱의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팬데믹으로 중남미 사람들의 디지털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그리고 디지털수단이 중남미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남미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했다. 경제성장과 기술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최근 중남미 대학의 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선진 경제 국가들과 비교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대학전공자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적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최근에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 배경에는 기술기업들의 인재인수(acqui-hire) 증가와 청년들의 스타트업 기업창업 및 기술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7) https://www.emarketer.com/content/latin-america-ecommerce-2020 (검색일 :2021.3.13.)

<그림 4> 2010~2020년 과학과 공학계열 대학졸업생 증가율 비교

출처: Atlantico

<그림 5> 브라질 대학생들의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 선호

출처: Atlantico

휴대전화, 태블릿 및 컴퓨터 주문 시 사용되는 온라인 계산기인 ‘Zongo’는 페루 국립공대의 21세의 젊은 대학생이 22,000달러의 펀딩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곡물저장용기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알려주는 지능센서는 아르헨티나의 스타트업 Less가 개발했다. OECD는 지난 5년 중남미를 뒤흔든 스타트업기업의 성장을

연구하면서 이 지역 정부 관료들의 신생기업가들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인식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El País)8). 

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남미 지역의 기술스타트업들은 4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펀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핀테크 관련 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투자금이 집중됐다. 최고 거래로는 브라질의 디지털은행인 누뱅크(Nubank)가 시리즈G 라운드에서 4억 달러를 조달했다.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은행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디지털은행 사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현재 누뱅크는 남미에서 4번째로 가치가 큰 금융기관이자 고객수, 앱 다운로드 수에서 거대한 세계 디지털은행으로 성장했다.

<그림 6> 중남미 부문별 스타트업 현황



출처: 라틴아메리카 민간자본 투자협회(LVCA)9)
8) https://elpais.com/economia/2016/05/19/actualidad/1463678142_114534.html(검색일: 2021.3.2.)  

9)https://lavca.org/vc/startup-directory/(검색일: 2021: 3.2)

그 외에도 중남미에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는 콜롬비아의 배송업체인 Rappi, 우루과이의 모바일 결제앱 dLocal, 아르헨티나의 모바일금융

Ualá로 등이다.10)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기술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엄청난 성장을 했으며, 유망시장이었다. 중남미 스타트업 기업들은 디지털화, 생산성 및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글로벌한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활기찬 기술허브가 중남미 전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스타트업 덕분에 중남미 지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GDP에서 벤처자본의 투자비중은 0.09%로 선진 경제국들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매우 작다(Atlantico).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거의 부재한 중남미에서 초기 위험부담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자본의 투자는 자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성공할 경우

지역벤처자금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투자자의 역내 유치에도 기여한다. 과거에는 중남미에서 운영되는 벤처투자가 상당히 지역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알리바바와

같은 국제 벤처자금이 중남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벤처투자와 중남미 벤처투자의 공동투자가 모든 중남미 투자의 60%에 육박한다. 국제벤처투자가

중남미에 진출함에 따라 중남미 스타트업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했다.

10)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top-startups-latin-america-map(검색일: 2021.3.3.)

<그림 7> 중남미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현황



출처: C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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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및 한국과 협력 가능성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서종현 교수

* 이베리아 반도와 중남미 22개국이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해 1991년에 창설한 국제기구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전체 고용의 97% 정도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디지털 인프라 확대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공동 연구 또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2019/2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연구(기획재정부/ KDI)가 있다.

< 중남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

동향 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중남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 지역은 1·3차 산업에 근간을 둔 산업 기반으로 외부 환경 변화 대응에 취약하여, 이를 탈피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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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저자 작성

< 표 1. 중남미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현황 >

산업/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평균

에너지/자원 28.91 30.17 73.23 38.65 35.47 36.98

제조업 31.99 19.76 33.81 31.16 20.91 27.46

생명과학 63.11 69.27 74.81 74.81 74.81 70.33

유통 6.77 30.92 42.03 42.03 47.43 39.51

금융 47.37 49.45 52.60 56.04 50.15 50.67

소비재 51.92 50.78 59.89 53.51 51.29 53.36

통신/운송/물류 57.50 78.80 52.37 48.58 50.75 54.98

기타 - - 72.66 - 42.55 57.60

평균 46.41 44.19 54.40 48.57 46.28 47.99

출처:무역투자연구원 (2018), “중남미 4차 산업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향”

중남미의 무선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은 ’15년 이미 세계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16년 6월 기준 인구대비 SNS 사용자 비율은 67% 수준으로 북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정도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인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은 전체 산업 대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나 디지털 전환에서 선두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남미 국가는 칠레로 다수의 기업들이 디지털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9년도 현황조사에서

2. 중남미 디지털 전환 현황

무역투자연구원(2018)의 “중남미 4차 산업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향”에 의하면 중남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평균 27.46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칠레에는 현재 206,773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약 20%의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1/3은 온라인에서 홍보 및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 Digital Business Transformation Index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성숙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 및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디지털 리더들 사이에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정교한 리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그래프 1. 칠레 중소기업의 SW 정보화 시스템 활용수준 >

출처: IBEROAMERICAN GENERAL SECRETARIAT (2020), “Study of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of SMEs.”

즉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디지털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발전된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은 클라우드와 같은

공유 체계 활용을 포함,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환경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증대 등 기업 업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문화된

SW의 도입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편이다.

< 표 2. 칠레 기업규모별 SW 사용 현황 >

유형/기업규모 평균(2017) Micro Small Medium Big

기본 오피스 SW 87.7% 85.6% 88.5% 91.5% 94.9%

ERP 13.3% 3.4% 12.6% 47.4% 75.2%

CRM 10.1% 3.9% 11.6% 24.8% 36.6%

시뮬레이션 10.3% 5.5% 10.4% 22.7% 44.9%

클라우드 컴퓨팅 8.7% 6.6% 7.4% 17.6% 35.1%

컴퓨터 보안 24.3% 15.3% 25.2% 49.2% 73.5%

출처: IBEROAMERICAN GENERAL SECRETARIAT (2020), “Study of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of SMEs.”

’17년 칠레 기업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오피스 SW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 특히 제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화 도구인 ERP의 활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ERP 등 중소 제조업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전문 SW의 활용은 극히 미진한 상황이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Scale-up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남미의 타 국가들 또한 칠레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중남미 지역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ⅰ)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환경의 구축은 상당한 발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도 높음  

ⅱ) 새로운 디지털 활용 기술 채택에 대한 의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도입하는 비율 또한 높음 

ⅲ) 디지털 기술과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비해 산업 부문에 적용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타 산업 대비 디지털 전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음 

ⅳ)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급 기술의 활용에는 빠른 적응력을 보이는 반면 이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기업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는 여전히 낮음 

ⅴ)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의 공통적 개선 과제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도입 이후, 기업이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임

3. 제언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개인의 디지털 활용은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즉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거부감은 현저히 감소된 상황으로 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또한 적절한 방안이 제시될 시 급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들은 중소기업, 특히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기업 SW(ERP, CRM 등)의 구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ERP 구축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거울삼아 국내 기업 SW를 중남미

국가들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를 제시하고 관련 SW와 인력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중남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국내 관련

산업들의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클라우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축이 아닌 특정 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관리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및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 SW

전문 IT 기업들은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근시일 내에 관련 분야에 대한 실현 가능한 진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분석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 그래프 1. 2020년 지역별 전자상거래 성장률(%) >

동향 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교역은 물론 각국의 산업부문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소매업은 펜데믹 상황 속 정부 차원의 봉쇄,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3% 감소하여 23조 839억을 기록했다.1) 그러나 동시에 외출이 제한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4조 2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7.6% 성장하는 호재를 맞았다.2)

* 본 보고서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소매 부문을 기준으로 함.

특히, 중남미의 성장은 눈부셨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는 온라인 구매 및 전자결제에 대한 불신, 배송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래 <그래프 1>에서와 같이

전년대비 36.7% 성장한 849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6개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3)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2조 4000억 달러), 북미

(7500억 달러), 서유럽(5000억 달러)4) 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2010년부터 꾸준히 성장률 1위를 유지했던 아태지역을 제치고 처음으로 중남미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동향보고서 1 동향보고서 2 동향보고서 4동향보고서 3



출처: eMarketer(2020.12).

이러한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한다. 첫째, 중남미 각국 정부의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는 비대면 소비를 증가시켜

전자상거래 주문량과 온라인 구매자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특히 온라인 구매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중남미인들이 코로나19로 선택의 여지없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 지불방식 변화 및 편리한

결제시스템의 발전은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정부의 경우, 디지털 월렛이나 은행 계좌를 통해 보다 신속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비공식 노동시장에 종사하며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채 현금 중심으로 거래하던 많은 중남미인들이 스스로 계좌를 개설하며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현금, 신용카드 이외에 QR코드, 앱을 사용한 디지털 결제시스템의 확산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켰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것은 비단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오프라인 영업 제한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중남미 소매업자들은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며 온라인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문화적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통한 소비자와의 접촉을 선호하던 중남미 소매업자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신규 수요 대응에

돌입하며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했다. 그 결과 2020년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7년(약 428억 달러) 대비 2배에 가까운 약 8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돼 2022년에는 약 109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래프 2. 2017-2022년 중남미 소매 전자상거래 규모(단위: 10억 달러) >

주: 2021년, 2022년 수치는 예상치

출처: eMarketer(2020.12)



2.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

1) 중남미 현지 기업의 약진

Amazon, Alibaba, JD.com이 현재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5) 일부 중미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현지 기업의 마켓플레이스*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중남미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을 제외한 상위

4개 이커머스 사이트는 모두 중남미 현지 마켓플레이스이며, 그 중에서도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는 2020년 2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마켓플레이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상거래 플랫폼 

< 표 1. 2020년 중남미 전자상거래 상위 5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 >

순위 기업명 점유율

1 MercadoLibre SRL (Latin America) 22.4%

2 Lojas Americanas SA (Brazil) 8.3%

3 Magazine Luiza SA (Brazil) 6.3%

4 Casino Guichard-Perrachon SA (Brazil) 4.2%

5 Amazon.com Inc (Global) 3.8%

- 기타 55.0%

- 총 100.0%

주: 1) 소매판매액(Retail Value RSP) 기준, 2) 기타 기업은 Falabella SACI, Walmart Inc, Alibaba Group Holing LTd, Grupo Coppel SA de CV 등 

출처: Euromonitor(검색일: 2021.3.6)

중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는 1999년 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된 후 현재 중남미 18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중남미 기업으로 손꼽힌다. 특히 2020년 메르카도 리브레의 소매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전년대비 46.5% 증가한 20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기업가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거뒀다.6) 또한 단순히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역할을 넘어 현재 물류 서비스(Mercado Envíos), 영업자금 대출 서비스(Mercado

Créditos), 결제 플랫폼(Mercado Pago) 및 광고 대행사(Mercado Libre Publicidad)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명실상부 중남미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메르카도 리브레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메르카도 파고(Mercado Pago)와 같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완비했고, 메르카도 엔비오스(Mercado Envios) 설립을

통해 중남미 물류 인프라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급증한 수요에도 주문건의 50% 이상을 48시간 내에

배송 완료하며 중남미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었다. 다만, 메르카도 리브레의 매출은 내수시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해외직구를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CBT: Cross-Border Trade) 부문의 입지가 공고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 메르카도 리브레가 진출한 중남미 18개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 높은 시장 잠재력

중남미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4.7%로 아직까지 세계 평균(18%) 대비 크게 낮은 편이다.7)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발전한 국가인 멕시코(5.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1%) 조차 세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 중남미 전자상거래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자상거래 침투율: 전체 소매시장에서 온라인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중남미 대다수 국가들의 높은 인터넷 사용률은 주목할 만하다.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온두라스(41%), 니카라과 (47%), 엘살바도르(59%), 파나마(60%)를

제외한 모든 중남미 국가의 인터넷 사용률은 세계 평균(62%)을 상회하며, 아르헨티나(78%), 우루과이(79%), 칠레(82%)의 경우 인터넷 사용률은 80%에 달한다.8)

2015년 대비 2020년 중남미 신규 인터넷 사용자는 1억 35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데,9) 이렇듯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는 전자상거래 부문의

잠재적 신규 고객이라는 점에서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그래프 3. 2020-2021년 중남미 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

< 표 2. 2020년 주요 중남미 국가 인터넷 침투율* >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나마 과테말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멕시코

41% 47% 59% 60% 64% 64% 65% 68% 69%

콜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전 세계

69% 70% 72% 72% 73% 78% 79% 82% 62%

출처: Blackship(2020)

* 인터넷 침투율: 주기적으로 인터넷을 쓰거나 스마트폰을 소유한 성인 비율

또한 중남미는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모바일 가입자 수,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모두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내 데스크톱 기반 거래는 감소하거나 미진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 모바일 기반 거래는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표 3. 2020년 Q1 중남미 모바일 인터넷 현황 >

중남미 전 세계 평균

모바일 가입자 수(총인구 대비) 68% 66%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총 가입자 대비) 81% 75%

스마트폰 보급률(총 모바일 접속망 대비) 70% 66%

출처: GSMA(2020)

< 표 4. 2020년 중남미 주요 4개국의 디바이스별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 변화(YoY) >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모바일 +16% +20% +22% +11%

데스크톱 +3% +4% -1% -4%

출처: EBANX(2020)

3) 국가별로 큰 편차

한편, 중남미 지역의 전자상거래 성장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래프 3>에서와 같이 2020년 기준 브라질은 중남미 전체 상거래의

약 32.5%를 차지하며 선두를 점했고, 이어 멕시코(28.8%), 아르헨티나(8.5%), 콜롬비아(8.3%), 칠레(8.1%)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상위 5개국이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의 약 86.2%를 차지하며,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일부 국가에 편중된 채 큰 편차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출처: Statista(2021.2)

3.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경제적 효과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역 경제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중남미 역내 교역을 확대할 수 있다. 중남미 역내 수출은 2019년 기준 전체 수출의 14.56%를 차지하며, 아시아

(59.55%), 유럽(68.03%)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이다.10)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개선, 운송 등 교역비용 감소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중남미 국가 간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먼저 중남미는 현재 취약한 물류 및 우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 성장은 중남미의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남미의 무역은 극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해 왔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중소기업들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별도의 사이트를 개발하지 않고 메르카도 리브레와 같이 이미 개발된

마켓플레이스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제품의 홍보와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옴니 채널로

소비자에게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중남미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시장다변화를

도모하고 수출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과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남미의 입지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물류 시스템 및 우편 서비스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남미의 미흡한 물류 시스템과 복잡한

세관 절차는 중남미 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5가지 지표( △ 통관, △ 물류인프라, △ 국제수송, △

물류기업역량, △물류추적, △적시성)를 기준으로 총 160개국의 물류 경쟁력을 평가하는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 Performance Index)를 격년으로 발표한다.



* 2020년 지역별 순위: 1위 선진국(86점), 2위 경제전환국(62점), 3위 서아시아(58점), 4위 동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57점), 5위 중남미카리브해(49점), 6위 아프리카(30점)

< 표 5. 2020년 중남미 주요 4개국의 디바이스별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 변화(YoY) >

2020 순위

(총
152개국)

국가
2020지수 

(종합)

세부평가항목

인터넷사용률

15세 이상 
인구신용카드 

보유율

인터넷 
서버 보안

만국우편연합 
(UPU) 

우체국신뢰도

55 코스타리카 70.1 61 80 54 85

59 칠레 68.4 82 74 75 42

62 브라질 63.5 74 70 64 46

67 도미니카공화국 59.3 75 56 40 67

68 콜롬비아 59.3 75 56 40 67

72 우루과이 56.6 87 64 61 15

74 자메이카 55.0 55 78 41 45

75 트리니다드토바고 54.9 77 81 47 14

79 페루 52.5 57 43 49 61

82 아르헨티나 50.9 80 49 65 10

87 파나마 49.5 64 46 61 26

89 벨리즈 48.6 47 48 85 14

90 베네수엘라 48.0 72 73 45 2

95 파라과이 47.1 69 49 48 23

93 멕시코 46.8 70 37 46 34

98 온두라스 44.2 39 45 38 54

102 에콰도르 39.5 59 51 47 0

103 볼리비아 39.2 47 54 43 12

106 엘살바도르 37.0 51 30 38 29

108 과테말라 36.8 65 44 38 0

122 니카라과 29 46 31 37 2

135 아이티 20.2 32 33 16 0

중남미 49 64 53 50 29

중남미는 2018년 기준 통관(2.47점), 물류 인프라(2.47점), 국제수송(2.69점), 물류기업 역량(2.59점), 물류 추적(2.68점), 적시성(3.05점)을 기록하면서 평균

2.66점을 받았으며, 이는 국가별 순위 88위(총 160개 국)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중남미는 통관과 물류 인프라에서 유독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동 분야는

상품의 배송소요시간과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남미의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편 서비스 미비 또한 중남미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4가지 지표(△인터넷 사용률, △15세 이상 인구 신용카드

보유율, △인터넷 서버 보안, △만국우편연합(UPU)의 우체국 신뢰도)를 기준으로 매년 B2C 전자상거래지수를 발표하는데,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중남미는

2020년 기준 평균 49점(100점 만점)을 받으며 전체 6개 지역* 중 5위를 기록했다.



2020 순위

(총
152개국)

국가
2020지수 

(종합)

세부평가항목

인터넷사용률

15세 이상 
인구신용카드 

보유율

인터넷 
서버 보안

만국우편연합 
(UPU) 

우체국신뢰도

전 세계 55 60 60 53 47

출처: UNCTAD(2020)

위 <표 5>에서와 같이 중남미는 세 가지 지표(인터넷 사용률, 신용카드 보유율, 인터넷 서버 보안)에서 모두 50점을 상회하며 세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수준을 보여주는 우체국 신뢰도*에서 29점을 기록하며 세계 평균(47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중남미의 시급한 과제는 국가 차원의 도로 인프라 개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물류센터 설립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도입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상품 추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한 우편 및 배송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우체국 신뢰도: 국내 및 인바운드 우편을 중심으로 우편물 배송의 예측 가능성 등 배송 서비스 품질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운영 효율성을 측정해 산출

더불어, 중남미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은 계좌정보 유출, 신용카드 복제 가능성 등 온라인 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중앙은행이

2019년부터 신속 자금이체플랫폼인 CoDi(Cobros Digitales)를 출시하며 QR코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및 인터넷을 통한 이체 지원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브라질 중앙은행은 은행계좌와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즉시결제서비스 PIX를 출시했다. 그 동안 은행을

통한 모든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PIX의 출시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PIX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남미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소비자가 상품 수령 후 결제할 수 있는 옵션 등을 추가하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불 방식을 제공 중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노력으로 디지털 결제시스템에 대한 중남미인들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남미 결제서비스는 △과도한 수수료, △낮은 효율성, △결제 시스템 간 낮은 호환성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잠재력에 비해 아직 성장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을 통해 △물류 인프라 및 우편 서비스 향상, △결제방식의 호환성 개선

및 수수료 인하 등 관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룬 성장세를 유지하며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 eMarketer(2021.1.14), "Worldwide ecommerce will approach $5 trillion this year" 

2) Ibid. 

3) Oxford Business Group(2021.3.4), “How Covid-19 triggered a Latin American e-commerce boom" 

4) Ibid.  

5) Global Center of Excellence of PROINVEX PANAMA(2019), “E-commerce en Latino America", p.10. 

6) eMarketer. Dec 2. 2020. Mercado Libre Retail Ecommerce Sales in Latin America, 2017-2021 

7) eMarketer. 중남미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2020.4, 세계 평균 침투율은 2020.12 기준 

8) Blakship(2020), "Reporte de Industria: El e-commerce en Mexico 2020",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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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NCTAD(2020), Handbook of Statistic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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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1)과의 비교를 통해 본 중남미 디지털 전환 동향 및
시사점

1)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정식 명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1967년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로 설립.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총 10개 회원국으로 구성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동향 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인 거대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좁게는 기업 운영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개선하는 활동, 넓게는 경제

·사회 전반적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로 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경제가 기존 대면 경제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관련 업종은 최대 유망산업으로 부상 중이다. 향후 디지털 전환은 각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경제와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과

중남미는 신흥시장 중 시장규모, 투자 유치 등에서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젊은 인구, 모바일 보급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 지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떠오른 디지털 전환 동향을 살펴보고, 아세안에 비해 그간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던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에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기회요인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글로벌 신흥투자 유망지역, 중남미와 아세안

먼저 2019년 기준, 중남미(33개국)와 아세안(10개국)은 ▴약 6.5억의 인구 ▴2조불대의 교역규모 ▴1600억불 수준의 FDI 등 거시 지표상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포스트 차이나 제조거점으로서 경쟁력, ▴거대 신흥 소비시장, ▴인프라 개발 잠재력 등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양 지역은 미중갈등,

중국의 임금 상승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하고 있다. 평균 30세의 젊은 인구층과 중산층 확대, FTA 확대로 글로벌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교통, 전력,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 투자개발 잠재력이 크다.  

동향보고서 1 동향보고서 2 동향보고서 3 동향보고서 4



< 표1. 중남미와 아세안의 거시 지표 비교(2019년) >

지 표 중남미 아세안

인구(억명) WB 6.46 6.55

GDP(조불) 5.7 3.2

총교역액(조불) 2.14 2.82

FDI(억불) 1,640 1,606

평균 연령(세) 29 30.2

對한국 교역(억불) 467 1,513

출처: 코트라 2021 권역별 진출전략

아세안은 최근 연평균 5% 대의 개도권 중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2019년 기준 제2의 무역 및 투자파트너로 부상하였다. 같은 해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기도 했다. 한편, 중남미는 2014년 원자재 호황 소강 이래 저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까지 매년

우리에게 꾸준한 흑자를 안겨준 시장이다. 다만, 많은 진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불안, ▴물리적 거리, ▴언어 및 문화적 상이성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가령, 2019년 기준 대중남미 교역량은 아세안 대비 약 1/3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산되면서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제약이 한층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중남미에 -7%대의 큰

경제적 타격을 남겼지만, 동시에 각국이 위기의 돌파구로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 OECD도 중남미가 낮은 생산성, 부패, 불평등 등 근본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한바 있다. 아세안 역시 작년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산업재편과 세계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힘쓰고 있다.

< 표2. 코로나19 발생 후 지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 >

선진경제권 세계 신흥경제권 중남미 아세안2)

2020 -4.9 -3.5 -2.4 -7.4 -3.3

2021 4.3 5.5 6.3 4.1 6.1

출처: IMF(2021.1)

2) 아세안 일부 국가의 성장률이 2021.1월 업데이트되지 않아 아세안 통계는 2020.10월 IMF 전망치임을 참고  

2. 중남미와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동향

양 지역의 디지털 전환 동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이들 지역의 국가별 경제규모, 1인당 소득 등은 상이한 여건에 놓여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지역 간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우리와의 주요 협력국을3)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양 지역의 디지털 전환 과정의 특징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우루과이가,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이에 해당한다. 각국의 디지털 전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2020, 이하 NRI 지수)4) 및

국가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그리고 UN의 전자정부평가(UN e-Government Survey 2020) 보고서를 참고하여 크게 3가지 범주

(디지털 보급률, 전자정부, 기술 활용)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3) 주요 경제협력국은 2017-2019년 대한국 연간 평균 교역량 10억불 이상, 해외직접투자 5천만불 이상을 기준으로 상위 6개국을 선정하되, 중남미에서는 조세회피국 바하마, 편의치적선박

수출국 파나마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역내 디지털 선도국인 우루과이를 포함  

4)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이하 NRI 평가)는 13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이 성장전략에서 ICT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주요

범주(기술, 활용, 거버넌스, 영향) 에서 디지털 준비도를 평가 



< 표3. 중남미와 아세안 주요국 경제 지표(2019년) >

국가 GDP 순위 명목GDP(십억불) 1인당 GDP(불) 인구(백만명)
對한국 교역액

(억불) KITA

브라질 9 1,847 8,797 212 91

멕시코 15 1,274 10,118 129 171

콜롬비아 39 328 6,508 50.4 19

칠레 41 294 15,399 18.7 52

페루 50 229 7,047 32.5 31

우루과이 79 60 17,029 3.5 3

인도네시아 16 1,120 4,164 274 165

태국 25 529 7,792 67.9 131

필리핀 38 357 3,295 110 120

싱가포르 34 363 63,987 5.7 194

말레이시아 36 365 11,137 32.8 181

베트남 46 262 2,740 95.5 693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20

< 표4. 국별 디지털 경쟁력 세계 순위 >

국가 소득군
네트워크준비지수

(NRI) 2000(/134)

WEF 국가경쟁력지수 2019 (/141)
UN 전자정부평가

2020(/193)
국가경쟁력 디지털도입5)

우루과이 고소득국 47 54 14 26

칠레 고소득국 50 33 56 34

브라질 상위중소득국 59 71 67 54

멕시코 상위중소득국 63 48 74 61

콜롬비아 상위중소득국 72 57 87 67

페루 상위중소득국 80 65 98 71

싱가포르 고소득국 3 1 5 11

말레이시아 상위중소득국 34 27 33 47

태국 상위중소득국 40 40 67 57

베트남 하위중소득국 62 67 41 86

인도네시아 상위중소득국 73 50 72 88

필리핀 하위중소득국 74 64 88 77

출처: NRI, WEF, UN



5) 디지털 도입(ICT adoption): 모바일 가입자,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성인 중 인터넷 사용자 수를 합산 평가

위의 표 4에서 각국의 전반적인 디지털 경쟁력을 살펴보면 아세안의 대표적인 디지털 강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남미는 우루과이, 칠레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디지털 전환 수준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중남미와 아세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소득국에 속한 싱가포르,

우루과이, 칠레가 디지털 경쟁력 순위의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WEF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루과이와 브라질, 베트남은 국가 경쟁력 대비 디지털 도입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지역의 디지털 보급률, 전자정부 발전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에 대한 세부적 평가는 아래와 같다.

평가 항목 1: 디지털 보급률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디지털 보급률도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ITU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9년 전체 인구의

51%로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 중 중남미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66%로 세계 평균은 물론, 아세안 평균인 59%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에서는 아세안이 중남미를 크게 앞선다. 개도국에서는 흔히 지상선 인프라의 높은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모바일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기술도약(leapfrog)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아세안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5. 주요국 디지털 보급률 비교 >

중남미 6개국 평균 (100명당)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모바일 브로드밴드: 81.9 70 88.1 91.6 52.3 65.7 123.8

고정 브로드밴드: 16 14.6 14.9 17.4 13.4 7.3 28.3

인터넷 이용인구: 66.5 65.8 67.5 82.3 62.3 52.5 68.3

아세안 6개국 평균 (100명당)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모바일 브로드밴드: 99 145.7 116.7 87.2 68.4 104.7 71

고정 브로드밴드: 9.5 25.9 8.6 3.3 3.2 2.4 13.6

인터넷 이용인구: 66.1 88.2 81.2 39.8 60.1 56.8 70.3

출처: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ICT Adoption Pillar"

평가 항목 2: 전자정부 평가

중남미와 아세안은 ▴경제발전, ▴투명한 행정처리,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전자정부 역량 강화에 큰 힘을 쏟고 있다. UN의

전자정부지수에서 우루과이, 칠레, 싱가포르가 0.8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남미 6개국은 ‘온라인서비스’, ‘인적자본’ 분야에 우위를

보이며 전자정부 종합점수에서 아세안을 앞섰다. 그 중 ‘온라인서비스’는 부처 웹사이트 또는 포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이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중남미에서 멕시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4개국이 0.8점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했다. 같은 맥락에서, 멕시코와 브라질은 NRI

지수에서도 전체 순위 대비(각 55, 48위) 정부의 활용도(각 28, 27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통신’ 항목에서는 아세안이 중남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은 과거 일방적 행정정보 공개에서 실제 행정처리가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코로나 계기 주민등록, 관세, 지적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6. 국별 전자정부지수 비교  6)>

중남미 6개국 평균(/1점)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전자정부발전지수: 0.7662 0.7291 0.7677 0.8259 0.7164 0.7083 0.85

- 온라인서비스: 0.8176 0.8235 0.8706 0.8529 0.7647 0.7529 0.8412

- 정보통신: 0.6752 0.591 0.6522 0.7606 0.6122 0.578 0.8574



중남미 6개국 평균(/1점)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 인적자원: 0.8058 0.7727 0.7803 0.8643 0.7723 0.794 0.8514

아세안 6개국 평균(/1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전자정부발전지수: 0.7463 0.915 0.7892 0.6612 0.6892 0.7565 0.6667

- 온라인서비스: 0.7794 0.9647 0.8529 0.6824 0.7294 0.7941 0.6529

- 정보통신: 0.6956 0.8899 0.7634 0.5669 0.5838 0.7004 0.6694

- 인적자원: 0.7639 0.8904 0.7513 0.7342 0.7544 0.7751 0.6779

출처: UN e-Government Survey 2020

6) 전자정부지수 주요 평가지표:

- 온라인서비스(Online Service Index): 전자정부 법·제도·전략, 웹사이트 방문 평가 등 

- 정보·통신인프라(Telecommunication Infra Index): 인터넷 이용률, 이동전화 사용자 수, 유무선 광대역 가입자 수 등 

- 인적자본(Human Capital Index):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일반적 지적능력(성인문해율, 취학률, 학교교육예상연수 등) 평가  

평가 항목 3: 개인 및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최근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의 주안점은 ‘디지털 기술 접근’에서 ‘기술의 활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남미와 아세안에서는 젊은 층 인구가 많아 개인의

디지털 친밀도가 높고 민원서비스, SNS,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다. 최근 모바일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서비스

환경이 개선된 것도 여기에 일조했다. 일례로, 중남미에서 4G망 커버리지는 2015년 49%에서 2019년 85%로 크게 증가했고, 속도도 5.4Mbps에서

16Mbps로 3배 빨라졌다. 또한 현지 언어로 된 디지털 콘텐츠도 증가 추세다.7)

7) GSMA Mobile Internet Connectivity 2020

< 표 7. 개인 및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비교 >

중남미 6개국 평균(/100점)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개인의 SNS 사용: 72.5 69.07 65.98 79.38 69.07 73.20 78.35

기업의 디지털 도구 활용: 65.8 60.88 72.82 78.94 60.64 50.39 71.02

경제적 효과: 21.9 33.36 24.01 23.07 20.25 12.51 18.46

아세안 6개국 평균(/100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개인의 SNS 사용: 71.5 79.38 81.44 58.76 67.01 75.26 67.01

기업의 디지털 도구 활용: 72.3 83.57 82.30 75.86 59.44 72.13 60.78

경제적 효과: 50.49 84.71 57.53 29.70 46.21 34.29 50.50

출처: WEF Network Readiness Index(NRI) 2020

하지만 중남미에서 기업 및 산업 부문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미진한 편이다. 위의 표 7에서 보듯 개인의 SNS 사용에서는 아세안을 앞섰으나, 기업의 디지털 도구

활용도는 이에 못 미쳤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제적 효과’ 부문에서는 아세안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역내에서 디지털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칠레나 우루과이에서도 동 부문의 점수는 크게 저조했다. 반면 아세안에서는 첨단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주자들도 적극적 해외투자 유치와 기술이전을 통해 타 지역 대비 기업 및 산업 관련 기술 활용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중남미의

경제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기업 및 산업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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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디지털 시장 진출 시 시사점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중남미와 아세안은 인프라 확충 및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들이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면서 다양한 분야

전자정부 수요가 예상되며,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5G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등의 ICT 인프라 투자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Vive Digital),

아르헨티나(Plan Conectar), 칠레(Agenda Digital) 등이 그 예이다.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IDB, IMF 등 다자개발은행들도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금년부터 백신접종 확대, 미국 등 주요시장의 수요회복, 원자재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가 점진적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자상거래 및 기업의 혁신 솔루션 부문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중남미에서 작년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는 2023년까지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이 세계 평균(4.4%)을 뛰어넘는 15.5%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남미 많은 국가들에서 기업 및 산업 부문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모색 중이다. 코로나로 중남미 전체

기업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것도 한 원인이다. 향후 지역공급망의 강화에 따라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및 중미지역이 북미 제조업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향후 생산공정 및 기업혁신 솔루션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 2025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디지털 뉴딜 계획’을 선포하였다.

대외적으로도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 UN 전자정부발전 지수 2위 등의 성과를 거두며 디지털 역량을 인정받았다.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바람을 타고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 등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에서 진출 기회를 타진해볼 수 있다. 때마침 지난 3.17-

18 개최된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에는 코로나 시국에도 8명의 중남미 지역 장차관들이 직접 방한, 5G, 스마트시티 등 한국의 디지털 전환 노하우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코로나 및 미중갈등 심화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빠르게

합류 중인 중남미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 전략을 고민할 때다.



한-브라질 미래 협력, 디지털로 확대하자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 김현진 상무관

공관 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디지털화로 한층 가까워진 한국-브라질 협력

브라질 상무관으로 부임 후 카톡으로 지인들과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 중에 가장 멀리서 날아 온 것이라고 말했던 인사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물리적 거리의 개념을 사라지게 한 디지털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에서 브라질까지는 항공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시간 이상 소요된다. 시차도 12시간으로 양국 기업인들간 비즈니스 활동의 어려움이 짐작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게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협력의 장애요소가 아니다. 디지털은 앞으로 한국과 브라질 간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 재조명과 함께 글로벌경제의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다. 

2. 디지털 협력 시각에서 바라본 브라질과의 전략적 교류

브라질은 세계 인구 5위(2.1억명), 영토 면적 5위(한국의 85배), GDP 12위(1.3조 달러, 2020년 IMF 기준) 등을 자랑하는 경제대국이다. 석유, 가스, 철광석, 니켈 등

약 70여 가지 에너지 광물을 보유할 정도로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한국기업들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브라질의 강점을 활용할 목적으로 일찍이 자동차,

전자, 철강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진출하였다. 지난 2011년에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은 182억불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78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을 통해 교역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 디지털 협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K-콘텐츠 등 문화 영역까지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 



3. 브라질의 주요 디지털 환경 및 정책동향

브라질의 인터넷 보급률은 도시 77%, 농촌 53%, 온라인 구매자는 5,300만 명, 모바일 이용자는 1억 5,300만 명에 이르는 등 디지털화 적응이 빠른 편이다.

무선통신 가입자와 인터넷 사용자 수는 각각 약 2억 2,200만 명과 1억 4,9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중남미 지역에선 최고

수준이다.  

브라질은 2017년 6월 산업통상서비스부(현 경제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작업반(GTI 4.0)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50여개 기관의

참여로 첨단 산업기술 도입, 디지털 통합 정책 마련, ICT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브라질 ICT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2017년 12월에는 디지털 정책의 첫 단추로 낙후지역 브로드밴드 인프라 공급을 위한 ‘Internet for All'을 시행하여 27개 주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근을

높이는 정책도 도입하였다.  

또한, 브라질 과학기술부는 2019년 6월, 국가 사물인터넷 정책(Plano Nacional de Internet das Coisas)을 통해 의료, 농업, 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기술개발 액션 플랜(2018-2022)을 마련하였다. 브라질이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하는 만큼 ICT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4. 한국과 브라질 간 디지털 협력 현황

한국의 정보화진흥원과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INATEL)는 양국 정부의 지원으로 2017년 3월 정보통신기술협력센터를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주에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양측은 IoT와 5G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2019년까지 총 100만불을 투입하여 양국의 정보화 프로젝트, IT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1991년 체결된 한·브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2009년 양국 과학기술담당 부처 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11년(서울)과 2014년

(브라질리아) 등 두 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양국은 ICT, 5G,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였다. 

5. 한국과 브라질 간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① 브라질 5G 도입 협력

5G는 한국과 브라질 간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브라질 정부는 금년 중에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5G 상용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대내외에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5G를 전담하는 통신부도 신설하였다. 브라질 ANATEL(국가통신청)은 주파수 경매, 기지국 건설, 이동통신망 확장

등에 약 350억 헤알(60억 달러)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브라질의 5G 도입은 27개 주간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팜, 스마트

그리드, 원격진료 등에 활용되어 브라질의 디지털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산업측면에서도 제조업, 에너지, 공공 서비스, 공공 안전, 보건, 대중교통,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금융 서비스, 소매 및 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2030년까지 총 860억 헤알(약 15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선도국으로서 브라질 5G 도입에 필요한 기지국 건설, 통신장비, 안테나 등 부품 관련 설비 공급 사업 협력을 타진해 볼

만하다. 한국의 5G 상용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KSP 사업을 통해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브라질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한국형 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 구축

작년 말 한국과 브라질 간 교역은 78억 달러로 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 계약, 통관,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전자무역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브라질에 한국의 전자무역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무역 디지털화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다. 브라질에 우리의

전자무역플랫폼 구축은 우리의 ICT 솔루션 수출과 우리 중소기업의 교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이 타결되면 메르코수르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무역플랫폼을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③ 디지털 헬스케어 및 바이오 협력

Global Insight Market에 따르면, 브라질 디지털헬스 케어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28% 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통해 확인했듯이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브라질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의 편차가 크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화상 상담 및 처방 등 원격 진료의 중요성이

커졌다. 2020년 2월 우리 기술로 브라질 아마존 강에 첨단 의료, IT를 접목한 보건의료선 지원 사업 사례도 있어 협력을 확산하는 것도 용이하다.  

한편, 브라질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식물종의 25%를 보유할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바이오 분야 협력도 유망하다. 브라질

Anvisa(국가위생감시국)는 2021.1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약분야 상호 인정 등 표준 협력을 먼저 제안한 바 있다. 브라질에 5G가 상용화된다면

우리 중소, 중견 IT 기업들이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스마트 팜 등 농축산 분야의 협력

브라질의 농업과 축산업은 GDP의 20% 이상, 수출 비중 43%(2019년)를 차지하는 동시에, 관련 종사자가 3천만 명으로 브라질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영농기법과 위생관리 등이 전통적인 방식이어서 브라질 정부는 농업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브라질 농업에 5G,

IoT 등의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 드론을 활용한 농지관리 등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농축산 분야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이미 한-브라질 IT 협력센터(2017년 3월 개소)를 통해 5G,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실증단지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우리

중소, 중견 IT 기업이 브라질 농축산 분야에 진출하여 스마트 팜을 구축하고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의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한국형 디지털 뉴딜정책의

국제화도 가능할 것이다.

⑤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축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의 수도인 친환경도시 쿠리치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브라질은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심이 크다.

2017년 LG 유플러스, LG CNS 등은 브라질 내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을 브라질에

소개하고 시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우리 국토부가 해외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및 스마트 솔루션 실증 등을 지원하는 ‘2021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브라질정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27개 주를 대상으로 한국형 친환경 스마트시티

수출도 가능해 보인다.

6. 한국과 브라질 간 디지털 협력 전망

우리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금년 3.17~18 기간 ‘2021년 한-중남미 디지털협력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 뉴딜을

소개하는 한편 중남미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브라질 내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은 금번 행사에

참석하여 스마트시티 협력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브라질이 한국과의 디지털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도 양국 간에 개설되어 있는 협력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우리의 협력의지를 전달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브라질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2018.5월 협상개시 선언, 서울)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면 양국 혁신기업들이 디지털

분야 협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한국을 중남미 국가의 성장 롤 모델이자 이상적인 파트너로 소개한 바 있다. 디지털협력 강화로 그간 한국에게 멀게만

느껴진 브라질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한-중남미 사이버보안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도연 소장

1) 글로벌 사이버 보안 및 라틴권의 시장 규모와 연평균성장율(CAGR)은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 존재함. CAGR도 기관에 따라 최소 9.4%에서 최대 12.6%로 차이가 있음. 

2)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남미 정보보호 시장 동향(2019)

*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GCI) : 법, 기술, 조직, 대응역량, 대외협력을 기준하여 국가별 사이버 보안 경쟁력을 평가

기관 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들어가며

AI와 로봇, 자율주행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에서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인프라이다. 사이버 공격으로 통제를 상실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금융 등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 세계 사이버 보안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2019년 1,500억불에서 2027년 3,041억불로 9.4%의 연평균성장율(CAGR)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남미는 2019년

129억불에서 2025년 262억불까지 증가하며, 13.87%의 연평균성장율(CAGR)을 기록, 다른 권역보다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1)  

중남미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각국은 정치체제나 구성원(원주민, 이주민 비율), 문화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은 시장성숙도나 법제도

등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중남미 사이버 보안 협력과 기업 진출 시 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2) 또한 중남미는 우리나라와 역사적 갈등,

국경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없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본고에서는 중남미 사이버 보안 현황, 우리와 협력 확대 및 정보보호 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중남미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 역량

ITU에서 발표한 Global Cybersecurity Index(GCI)* 2018를 보면 중미권과 남미권 내 정보보호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지수에 따르면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가 가장 높으며, 남미권은 50-90위권, 경제력 규모가 작은 중미권은 110-165위에 머무르고 있다. 사이버 보안 역량이 미흡한 중남미는 전 세계

해커들에게 사이버 범죄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 다양한 사이버 범죄의 시도에 노출되며 피해 규모 또한 가중 및 확대되고 있다.  

기관 보고서 2기관 보고서 1



< 표1. 2018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GCI) >

국 가 글로벌 순위 지역 순위 비고

영국 1 1

미국 2 2

한국 15 5 아시아 권역

남미

우루과이 51 3

파라과이 63 4

멕시코 66 5

브라질 67 6

콜롬비아 73 7

칠레 83 9

아르헨티나 94 11

페루 95 12

중미

파나마 97 13

에콰도르 98 14

코스타리카 115 18 자료 불충분

니카라과 140 26

엘살바도르 142 27 자료 불충분

온두라스 165 32

도미니카 172 33

* 자료 불충분은 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함.

중남미 국가들의 사이버 피해 사례들

최근에 일어난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본다.3) 2019년 9월에 에콰도르에서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국민 수 보다 많은

(사망자까지 포함) 수의 개인 학력, 주소 등의 신상정보 및 은행계좌가 정부에게 위탁받아 관리하는 한 민간회사를 통해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유층 및 아동의

납치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콰도르 정부는 한 달 만에 ‘데이터 보안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멕시코에서는 2018년에 Lazarus Group이 북한(North Korea)과 연계하여 위장 계좌로 돈을 탈취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2019년 4월에는 ‘Bandidos

Revolutions Team’이란 해커그룹이 같은 방법으로 위장 계좌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탈취한 후 ATM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멕시코 은행들의

보안 취약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돈을 노린 해커들의 먹이감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은행, 핀테크, 암호화폐 등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112개 금융앱을 타켓으로 하는 금융 트로이 목마(Gihmob)가 2020년 9월에 발견되었다. 해당

트로이 목마에 한번 감염되면 해커가 금융기관이 설치한 기계인증 등을 우회하여 원격에서 부정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최초 발견된 브라질 외에도, 파라과이,

페루 등에서 사용되는 41개의 금융앱도 공격대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최근 중남미 권역에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범죄 또한 급증하였다.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SNS를 공개하는 보복성 공격(과테말라),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용품의 암시장 판매를 위한 의료 장비 보관 정보 탈취(브라질, 콜롬비아) 사례 뿐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 알림 Map, 정부보조금 지급, Test 무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을 가장한 피싱과 랜셈웨어 공격(코스타리카)이 확대되었다. 또한, 백신 탈취 및 인터넷을 통한 가짜 백신 판매, 무료 접종 사칭 등 사이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요 공격 방법은 피싱, 데이터 유출, 소프트웨어 취약점,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이다. 이중 악성코드(53%), 데이터 유출(55%), 랜섬웨어(57%)

가 3대 주요 공격 방법이다.5) 최근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민간 기업만이 아닌 의료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며, 피해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4) The Impossible Puzzle of Cyber Security by Sophos(2020) 조사 결과 

5) A security report on Latin America(ESET)

범죄 확산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통 통제, 격리나 클럽 폐쇄 등으로 마약 매출에 타격을 입은 범죄 조직들이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해커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배달앱 등을 활용한 인터넷 판매 확대와 디지털 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등으로 범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해커들이 중미권(캐리비안 권역)의 오래되고

보안이 부실한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미국쪽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3) 중남미 각 국가들의 피해 사례는 현지 언론 보도에서 발췌 정리

중남미 국가의 사이버 보안 피해 경로와 공격 유형

중남미 권역들의 기업 피해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2/3가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를 경험했으며, 그 중 91%가 업데이트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4) 사이버 보안 피해

경로는 이메일(33%), 악성사이트(30%), 불법소프트웨어(23%), 외부 디바이스(14%) 등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미 국가의 사이버 보안 역량 저하 원인 분석

중남미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조직범죄단체와 연계 양상도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과 법제도 개선, 인력과 전문기관 양성

등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중남미의 사이버 보안 역량이 낮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중남미 정부의 민생 분야 우선

정책에서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이다. 둘째, 사이버 보안과 범죄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이 부족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니

악성코드 분석 등 신속한 침해 대응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셋째, 기업과 국민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투자와 인식개선이 미흡하다. 정부의 의지 부족, 전문기관

및 인력부족, 민간 인식 저하가 맞물려 사이버 역량 개선이 쉽지 않다.

중남미 국가와 한국의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 현황

한국 과학기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남미 국가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국 정보보호기업의 진출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2017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코스타리카 사무소 내에 ‘중남미 정보보호 협력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매년 코스타리카, 페루, 칠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6) 한국인터넷진흥원 페루 정부기관 사이버침해대응 센터 타당성 조사(2018)

등 중남미 권역의 정부와 공공기관 실무자를 연 1회 초청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중남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급을 연 1회 초청하여

한국과의 사이버 보안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중남미 각 국의 정보보호 포럼과 한-중남미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페루 정부기관에

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타당성 조사(F/S)도 지원하였다.6) 2020년에는 주코스타리카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코스타리카 과기통신부, 중미경제통합은행 등과 사이버

보안 및 코로나 대응 ICT 협력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글로벌정보보호센터(Global Cybersecurity Center for Development:GCCD)’를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개도국 정부관계자를 매년 한국으로 초청하고 있으며, 초청 기간에 개최되는 정보보호 전시회를 통해 한국 기업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향후에도 중남미 정부와 주중남미 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 교육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다.

중남미 국가의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 방안 제안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의 사이버 정책 관심도 저하와 투자 부족은 우리와의 협력 확대와 기업 진출에 난관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보안 정책, 수준, 요구사항

등이 상이한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다행히, 최근 중남미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중남미 정부와 민간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정보보호 협력 확대와 기업 진출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ODA 사업에 사이버보안 참여 확대

중남미 국가들이 자체 재원으로 정책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사이버 보안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긴 어렵다. 또한 정보보호 현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ODA형

‘정보보호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렵다. 설혹 힘들게 발굴하더라도 수원국에서 도로나 교통 등 다른 분야에 밀려 수원국 내부 절차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ODA 사업에서 정보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IT)에 대한 가점이나 할당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인 사이버 보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사업 발굴에 한국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중남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정보보호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ODA 사업으로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교육센터를 통해 한국 기업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국 전문가들이 해킹방어나 악성코드 분석 등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훈련받은

중남미 인력들은 정보보호 최일선에서 활약하면서 한국 솔루션 도입에 거부감이 없어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한-중남미 간 서로

Win-Win하면서 사이버보안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정보보호 교육센터 설립 등의 분야에 대한 ODA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협력 필요

중남미에서 사이버 범죄 확산 및 정보보호 시장에 대한 투자 미비는 오히려 여타 권역 대비 동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페인과 미국계 회사가 이미 많은 부분을 선점 중이다. 따라서 레퍼런스도 부족하고 먼 거리에 위치한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부담도 크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또한 역사와 국경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 시장 확대와 다변화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SI 대기업과 정보보호 기업 간 컨소시엄, 혹은 국내 상사와의 연계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면서 도전한다면 승산이 있다.

셋째, 중남미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에 사이버 분야 참여 확대

민간의 자발적 도전도 필요하지만, 초기 진출 리스크를 덜어 줄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남미 정부 간 협력 분야에 미래 먹거리인 사이버 보안을 의제로

올려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 특히 중남미의 열악한 공공 서비스 분야, 즉 교도소, 도로, 국경, 환경, 금융, 부동산 등기전산화 등은 디지털화

협력 요청이 많은 분야이다. 이러한 협력 요청 분야에 사이버 보안을 필수로 추가하고, 타당성 조사(FS) 등에 보안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초기 레퍼런스만 구축한다면, 이후에는 독자적으로도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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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ICT 기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한 협력

방안

본투글로벌센터 장석진 글로벌사업협력팀장

< 한-중남미 스타트업 분야 협력사업 경과 >

기관 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중남미 조인트벤처 사업 개요

본투글로벌센터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국내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2013년에 설립되어 매년 100개사

이상의 글로벌시장 진출희망 멤버사를 선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및 해외시장 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운영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남미 기업을 발굴 ‧ 매칭하고, 합작법인 설계부터 운영 관리까지 전주기적 조인트벤처형 플랫폼 구축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중남미 딥테크 생태계 조사 및 스타트업 글로벌화 육성정책, △

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벤치마크 스터디 등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협력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DNA(Data-Network-AI) 분야 혁신기술 기업과 중남미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 실증,

시장진출을 위한 조인트벤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 혁신기술, 솔루션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하는 IDB Lab의 글로벌 파트너사로, 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관련 분야 혁신기술을 가진 한국 스타트업들과의 기술 매칭을 지원하여 한-중남미 기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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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딥테크 교류 프로그램(LAC-Korea Deep Tech Exchange Program)」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2021년 중 한-중남미 딥테크 기업 간

협력파트너십을 5~7건 정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칭된 후보기업들 간 파트너십 제안서를 제출하고 IDB의 승인을 받으면 실증사업화 및

조인트벤처 육성에 필요한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파트너십 제안은 합작법인 설립뿐만 아니라 세일즈/판매채널/기술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제안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솔루션 또는 제품특성에 따라 협업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국내 DNA 혁신기술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실증, 시장진출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중남미 현지 기업을 통해 현지 활동 제약을 극복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현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중남미 조인트벤처 사업 추진 절차 >

< 조인트벤처 사업 참여 중남미 스타트업 발굴 현황 >

한-중남미 조인트벤처 사업 추진 경과

한-중남미 조인트벤처 사업이 개시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중남미 10여 개국에서 벤처캐피털, 스타트업 협회․단체, 액셀러레이터, 주요 대학․연구소 등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파트너사를 28개 이상 확보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중남미 유망 스타트업 57개사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스타트업들은 모두 현지 투자를

확보하여 성장단계에 있으며 한국 혁신기술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사업 확장을 희망하고 있다. 이중 일부 기업은 한국기업과의 조인트벤처 형성을 통해 중남미 지역

내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북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남미 스타트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의

기업들의 높은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참여 국가들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발전단계를 보면,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총

57개사 중 47%가 시드(seed) 투자단계에 있으며 앤젤투자, 시리즈A 전 투자(Pre-Series A) 단계 기업까지 합치면 대부분의 기업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화 의지는 높으나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또는 시제품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기술과

접목하여 현지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들의 전문분야를 분석해 보면 IT(25%)-교육(18%)-농업(14%)-보건

(12%) 순으로 참여 기업의 수가 높았다. 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현재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에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까지 발굴된 혁신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매칭 및 협력 가능성 모색을 위한 온라인 밋업(Meet-up)이 개최되었으며, △ 국가별 및 중점분야별 기업들

간 상호 기술 발표, △ 협력방안 논의, △ 향후 1:1 기업 간 협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총 7차례 개최된 한-중남미 스타트업 온라인 밋업은 아르헨티나(3회),

콜롬비아,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IDB Lab 및 현지사무소가 참석한 가운데 본투글로벌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금년 중에는 추가적으로

칠레,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과의 온라인 밋업을 개최하여 한-중남미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 형성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 한-중남미 스타트업 온라인 밋업 개최 현황 >

교육명 행사내용

한-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온라인 Meet-up(1차)  

- 교육, 농업

• 일자 : ‘20. 7. 15. 

• 참여기업 

- (한) 더웨이브톡, 그린랩스, 뤼이드 

- (아) Auravant, Kilimo, Blended, Goschool, CASPR

한-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온라인 Meet-up(2차)  

- 데이터, 금융

• 일자 : ‘20. 9. 16. 

• 참여기업 

- (한) 에프에이치엘게임즈, 시어스랩, 크라우드웍스, 체커  

- (아) Increase, Nubi, Robin Tests, AIVO, Stamm



교육명 행사내용

한-콜롬비아 스타트업 온라인 Meet-up  

– 농업, 데이터, 에너지

• 일자 : ‘20. 11. 26. 

• 참여기업 

- (한) 그린랩스, 디토닉, 하이리움산업, 샤플앤컴퍼니  

- (콜) SimpleAgri, Logisto, Lidarit, Advance-Adelanta tu pago

한-아르헨티나 스타트업 온라인 Meet-up(3차)  

- 교통, 건설

• 일자 : ‘20. 12. 15. 

• 참여기업 

- (한) 코코넛사일로, 세이프웨어  

- (아) Avancargo, Drixit

한-멕시코 스타트업 온라인 Meet-up  

– 교육, 농업, 데이터

• 일자 : ‘21. 2. 4. 

• 참여기업 

- (한) 뤼이드, 그린랩스, 디토닉  

- (멕) Klustera, Jetty, Luxelare, Edvolution, Enroll-U, Maestrik

한-볼리비아 스타트업 온라인 Meet-up  

– 친환경, 교육, 교통

• 일자 : ‘21. 2. 19. 

• 참여기업 

- (한) 체커, 디피코, InnoCSR, 뤼이드  

- (볼) tuGerente, Becademia, Mobi, Mamut

한-페루 스타트업 온라인 Meet-up  

– AR, 교육

• 일자 : ‘21. 3. 5. 

• 참여기업 

- (한) 버넥트, 뤼이드  

- (페) Proximity, Trasiente

< 조인트벤처 설립 제안서 제출 기업 >

한국 스타트업 중남미 스타트업 내용

샤플앤컴퍼니 Advance(콜롬비아)

직원의 임금 선불 전자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Advance)과 SaaS

기반 매장 직원 스케줄 및 업무관리 소프트웨어(샤플앤컴퍼니) 통합, 신규

기능 개발

코코넛사일로 Avancargo(아르헨티나) SaaS 기반 물류·유통 플랫폼 솔루션 통합, 중남미 시장 공동 확대

이미 조인트벤처 설립 구상과 협의를 완료한 기업들 외에도 많은 한-중남미 기업들이 협업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교통/데이터 분야에서는 한국의 디토닉과

멕시코의 회사,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의 세이프웨어와 아르헨티나 회사가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외에도 교육분야(한국 뤼이드-멕시코), 친환경 건축(한국

한-중남미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 형성 현황

한-중남미 스타트업 조인트벤처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 증가 또는 성장이 기대되는 ICT 융합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긴급 분야

(HealthTech, EduTech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유도 관련 분야(FinTech, ClimateTech, AgTech, CleanTech, IndustryTech)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경제·사회 관련 기술 중심의 혁신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우리 측 20여개 기업과 중남미 6개국 28개사가

참석한 온라인 밋업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술기업들이 협업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사업 개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7개의 스타트업 페어(pair)간

조인트벤처 설립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직원 스케쥴, 업무 관리 솔루션을 보유한 한국의 샤플앤컴퍼니와 직원의 임금 선불지급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Advance가

협업제안서를 IDB에 제출한 상황이다. 경영자측 입장에서 필수적인 직원관리 플랫폼과 직원들이 희망하는 임금 선불지급 및 재무교육 플랫폼 간의 협력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기반의 노사관계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 사의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경험 공유는 상호 서비스 발전 및

향후 연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조인트벤처 제안서는 SaaS(Software-as-a-Service) 기반의 물류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한국의 코코넛사일로와 물류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Avancargo 간 제출되었다. 두 기업 간의 협업은 코로나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 유통 서비스에 있어서 제공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POC(Proof-of-Concept)가 완성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노씨에스알-볼리비아), 산업안전(한국 버넥트-페루)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통한 조인트벤처 형성 가능성이 협의 되고 있다.

< 조인트벤처 설립 논의 중인 기업(잠정) >

한국 스타트업 중남미 스타트업 내용

디토닉 멕시코 소재 회사
빅데이터 기반 교통 운영정보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처리와 분석 솔루션(디토닉) 적용

세이프웨어 아르헨티나 소재 회사 안전관리 솔루션과 안전관리 IoT 장비(세이프웨어) 통합

뤼이드 멕시코 소재 회사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인공지능 튜터 학습 솔루션(뤼이드) 통합 협의 중

이노씨에스알 볼리비아 소재 회사 친환경 건축자재 기업과 친환경 벽돌 생산기업(이노씨에스알)간 협의 중

버넥트 페루 소재 회사
SaaS 기반의 건설, 산업 현장 등 작업장에 대한 가상현실 안전교육 솔루션

통합

한-중남미 ICT 스타트업 간 협력 향후 전망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4차 산업협력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 ICT 혁신기술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스타트업 대상 공공지원 및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유니콘 기업의 수도 20여 개를 상회하는 등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앞으로 IDB 등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지역 및 글로벌 기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공하는 테크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인트벤처 형성 플랫폼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본투글로벌은 우리 혁신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해외 스타트업도 포용하며 명실공히 글로벌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하에 국내외

기업 간 형성되는 조인트벤처를 본투글로벌의 랩(Lab)에 입주시켜 협력형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협력모델을

통해 우리나라 ICT 스타트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나아가 한-중남미 조인트벤처 기업들이 공동으로 현지 시장 검증을 거쳐

세계 시장으로 해외 기술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남미 해외 언론 리뷰

중남미 해외 언론 리뷰는 FEALAC 사이버사무국과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지난 호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중남미 관계 전망 (2.1)

■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으로 중남미 관련 의제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미주 지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민 문제 해결 등 일부 의제에 대한

관심은 우선될 전망 

■ 바이든 美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 정책 일부를 완화하고 불법이민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중미 지역 지원(40억불 상당)을 약속하여 이민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등한시되었던 기후변화, 반부패, 법치 등의 의제가 재조명될 전망

보고서 바로가기

멕시코의 국가 주도 에너지 정책 논쟁 (2.10)

■ Financial Times는 멕시코 AMLO 대통령의 국영 석유·전력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화석 에너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악화할 뿐 아니라 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바, 이는 향후 바이든 新 행정부와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 멕시코 대법원이 국가전력 시스템의 효율성·품질·신뢰·지속성·안정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반독점

규정 및 자유경쟁 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부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멕시코 전력산업 개정안에

험로 예상. 그러나 동 개정안과 무관하게 AMLO 정부의 국가주도 에너지 정책은 지속될 전망

보고서 바로가기

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라틴아메리카 이슈분석 외부 보고서 소개중남미 해외 언론 리뷰

https://energia.mofa.go.kr/?mOVywLvV7RgxM%2FPVTjsZZCbwJJEHH7hRDmLL8XtHvm4%3D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wkVF1nZg5JM0xAtXhbdFq9EkNV9qw90Pfkd3RBK1M9cVjS62oJn81xZB9CqJ2DUe0%3D
https://url.kr/scvoft


대중남미 백신외교와 쟁점 (3.3)

■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백신 대량 확보로 인해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외교

영향력이 확대된바 이는 향후 중남미 지역의 외교적 지형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  

■코로나 백신확보 과정에서 중남미는 1. 중남미 지역기구들의 소극적 대응 및 통합 체계의 부재, 2.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경쟁, 3. 백신확보 과정의 정치화 및 4. 국가별 백신확보 전략 상이

등의 현상 관측

보고서 바로가기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yspXma0JkHSZS43Vu5u0nMxT7EO%2Bthwn83I8Uw24qjn6b3t0KfOBis9r9pE%2FpYmEc%3D


라틴아메리카 이슈분석

라틴아메리카 이슈분석은 FEALAC 사이버사무국과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지난 호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對중남미 교역·투자 현황 (1.26)

■ ’20년 한국의 對 중남미 총 교역액은 399억불(우리 총 교역액의 4.1%)로, 이중 수출액은

195억불(비중 3.8%), 수입액은 204억불(비중 4.4%)을 기록, 코로나19로 인한 중남미의

경제불황과 봉쇄조치로 인해 지난 30여년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 시현 

■ ’21년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경기 회복(중남미 3.6~4% 성장 전망), △

중남미의 자유무역 기조 강화, △ 한-중미 FTA 완전 발효(3.1 파나마와 FTA 발효), △ 중남미

지역다자통상체제 및 시장통합 움직임, △중남미 내 한류 확산 등 개선된 여건을 바탕으로 對중남미

교역 확대(코로나19 관련 디지털 산업 분야 등) 및 흑자 전환을 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21년 중남미 경제 전망 (3.12)

■ 중남미는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백신 보급 지연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 성장세가 둔화되어

다른 신흥 경제국들에 비해 더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세계은행 3.7% 성장 전망)  

■ 주요국 성장률 전망: 아르헨티나 4.9%, 브라질 3%, 칠레 4.2%, 콜롬비아 4.9%, 멕시코 3.7%,

페루 7.6%, 카리브해 국가 4.5% 예상  

■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가치사슬 재편, △

중소기업 지원, △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면서 세심하고 지속적이며, 중ㆍ단기별 순차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을 권고

보고서 바로가기

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해외 언론 리뷰 외부 보고서 소개라틴아메리카 이슈분석

https://energia.mofa.go.kr/?mOVywLvV7RgxM%2FPVTjsZZCbwJJEHH7hRDmLL8XtHvm4%3D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y6FjqYMC%2BsVWFiKFlbNqVtV%2B2Dcdgb%2B0c8iW8%2Fdnu%2BuYHVjxJ%2B3Z0oomL%2FBWj022E%3D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frsN%2F4aKgBbaRGt7PGniycK5McztLfM1tX0Q6Yw%2Bp3n8J1WGBqHhsLE301GI3IZN6VTT2n98euMIE2bZffAcc%3D


외부 보고서 소개

‘2021 중남미 진출전략’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12)

코트라는 매년 세계 127개 무역관 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권역별·국별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을 조망하고

2021년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중남미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對중남미 진출 전략, △對중남미 수출 유망 품목(상품·서비스)등의 정보를 제공함.

보고서 바로가기

‘2021 세계 건설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해외건설협회 (1월)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21년 중남미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 성장한 4,514억불로,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IHS Markit). 작년 코로나19, 저유가로 해외

건설 수주 불안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멕시코, 파나마 등)에서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여 우리 해외건설 시장 수주 증가에 크게 기여했으며(중남미 69.2억 달러, 전년대비 24배

증가), 올해도 해외 수주의 핵심 지역이 될 전망임. 이와 관련하여 대중남미 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 정치 리스크, △재정 취약으로 인한 MDB의 인프라 사업

차관 확보, △ 환경을 강조하는 미국 행정부의 對중남미 외교·경제 정책 등을 주시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해당사이트에서 로그인 필요)

보고서 바로가기

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해외 언론 리뷰 라틴아메리카 이슈분석 외부 보고서 소개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764&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10005&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2&row=10
http://www.icak.or.kr/res/res_list.php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18)

지난 1월 20일 정식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가치중심적·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의 對중남미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 분야에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의제에서는 역내 리더십 선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본 보고서는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되는 미국과 역내 주요국(중미 3개국,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쿠바) 간 관계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對중남미 활동 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보고서 바로가기

‘한-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3)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과 동시에 체결한 FTA로, 금년 3월 1일 전체발효됨. 이번

한-중미 FTA로 인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의 對중미 수출 증대 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음료 등 중소기업 품목의 교역 다양화도 기대됨.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중미지역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9331&cg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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