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iceof
Asia
Second Edition May 2017

한글 번역본

역자ㅣ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Voice of Asia 시리즈는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도전과 기회를 살펴보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다.

또한,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적 협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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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10년 후 아시아는 거의 전 세계 경제 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력을 활용해 차세대 성장의 물결에 진입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0년 전에는 퍼스널 컴퓨터도 상상할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1980년대 옷장 크기만한 슈퍼 컴퓨터의 성능을 갖춘 퍼스널 기기를 손목에 차고 

다닐 수 있게 됐다. 

기술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규모라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이 대량 생산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개인과 기업, 정부는 이전과는 달라진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동력에 힘입어 선진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이뤘고, 

개발도상국은 디지털 기술 적용의 난제들을 피할 수 있었다. 사실 디지털 투자는 비단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경제성장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아시아 경제와 사회는 이 혁명의 선봉에 서 있다. 아시아 지역 다수의 정부는 경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기술 혁신의 선구자였으며, 개발에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글로벌 리더다. 글로벌 리더를 

유지하고자 두 국가의 정부는 계속해서 기술 발전의 최신 동향을 수용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성장의 물결에 동력을 가하기 위한 경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여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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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관여에서 조력자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디지털 관여(Digital Engagement) 

지표*를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타 국가와 비교해 디지털 관여도가 

높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명백한 

글로벌 리더다. 

관여가 이뤄지면 국가들은 디지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전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는 

기술적 변화가 경제 발전의 주요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한 

더 저렴하고 신뢰할만한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목격해왔다. 모든 국가는 디지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비공식 시장(Informal marketplace)이 더 널리 보급된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리뷰나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인구 다수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개인이 휴대전화 계정 상의 신용을 가치로 

저장하거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다. 디지털 덕분에 

개인은 접근할 수 없었던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좀 더 발달한 국가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개인이 언제,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선택권을 넓혀주면서 기존의 유연한 업무 방식을

파괴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이를테면, 타오바오

(Taobao), 라쿠텐(Rakuten), 알리바바(Alibaba)와 같은 

플랫폼은 현지 사업체들에 더 많은 시장을 열어줬고, 이는 

소규모 업체 다수에 혜택이 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이러한 기회 외에도 디지털 정부 

계획 또한 효율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장을 향한 잠재력은 상당하다.

2017년, 약진을 위한 ‘모멘텀’

본 Voice of Asia는 지난 첫 번째 에디션에서 2017년 

아시아 경제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에디션에서도 Voice of Asia는 이러한 관점을 계속 

지지한다. 

앞선 기사 “2017년, 아시아에 대해 알아야 할 네 가지”

에서는 글로벌 성장이 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며 머지않아 아시아의 경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2017년 1/4분기, 미국과 

동남아시아는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긍정의 징후를 

나타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무역, 관세, 그리고  “무역으로 

보호주의를 이겨내고 세계 성장을 견인하다”와 관련한 

이전 논평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무역이 세계 무대에 

출현할 동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미국 

정부의 변화와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아시아의 강한 성장과 친무역정책은 이 지역이 

긍정적인 무역 데이터를 계속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기술과 디지털은 거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은 향후 5년 내에 전 세계 고객에게 

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상업 부문으로 눈을 돌려서 Voice of Asia 첫 번째 

에디션의 세 번째 기사인 “아시아의 ‘무기’: 대량소비” 

기사에서는 소비자 붐이 점점 어떻게 아시아의 거시경제, 

즉 중국과 인도에 동력을 제공하는지 살펴봤다. 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으로 재화보다 무역 집약도는 떨어지지만 

기술과 디지털이 서비스 무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다. 디지털은 이 기회를 다른 차원으로 향상시키며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디지털 관여 지표: 딜로이트의 관여 지표는 1인 GDP 대비 NRI(Networked Readiness Index, 네트워크준비지수) 점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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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 파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아시아는 이 세계의 디지털 기회를 주도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있다. 

디지털이 가능한 모든 것을 주도한다

기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변화는 종종 그 변화가 시작되는 

당시에는 혁명적이고 판도를 뒤바꾸어 놓을 정도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시아의 경제와 사회가 

세계적인 혁명의 선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정부 다수는 계속적인 경제 의제와 번영에 있어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경우 자국을 디지털 글로벌 리더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기술발전의 최신 

물결을 어떻게 수용할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디지털의 파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아시아는 

이 세계의 디지털 기회를 주도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 지역들은 트렌드와 인사이트, 분석의 방법으로 어떻게 

디지털로 수집된 데이터의 힘을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은 사이버 범죄와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훨씬 압도적이다. 

아시아는 디지털 레이스를 펼치면서 서로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명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승선은 없을지도 모른다. 향상과 혁신, 성장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계속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소리’이자 ‘아시아의 목소리(Voice

of Asi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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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관여되어 있는가? 
아시아, 세계를 주도하다

디지털 기술의 수용은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전략에 있어 핵심적이다. 실제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히는 조지프 슘페터는 혁신이 경제 발전의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관여와 함께 시작된다. 

다양한 각도에서 발생한다. 디지털 관여의 여러 측면을 

측정하는 많은 지표가 있지만 관여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을 고려할 때 널리 합의된 정의 또는 글로벌 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가장 포괄적인 지표는 두 가지다. 

• 첫 번째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NRI(Networked Readiness Index, 네트워크준비지수)로

139 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들이 경쟁력과 혁신,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사용했는지 실적을 평가한다. 

• 두 번째는 유엔의 ITU 개발 지수 (ITU Development 

Index)는 접근성을 기반으로 ICT와 관련된 하부 지표

(Use and skills sub-indices in relation to ICT)다. 

두 지표에 따라 국가의 순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실적이 좋다는 점은 분명하다. 

두 지수는 다른 측정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는 일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NRI 지수에서 1위, 한국은 ITU 개발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은 각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NRI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미얀마를 제외하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최상위 접합 라

인 위에 있으며 경제개발 수준에 따른 디지털 관여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1인당 GDP 반영)

경제적 주요 포인트

•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관여 레이스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경쟁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다. 

• 이는 향후 10 년 동안 아시아를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 정부와 기업의 관여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며 개인의 관여는 평균치이다.

우리는 정부, 기업, 소비자를 상대로 디지털 관여 지수를 

살펴봤다. 이러한 지수는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보다 디지털 관여 정도가 더 높음을 

나타낸다.  

관여 지표 

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여는 그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을 

거두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 개인은 적극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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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관여도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Deloitte Access Economics based on World Economic Forum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인당 국민총샌산(2015년 PPP 기준), IM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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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관여와 

관련해서 세계 평균 이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글로벌 리더이며, 일본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한 그룹에 속해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더욱 받아 

들여지기를 기다리는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높은 NRI지수와 낮은 GDP를 가진 국가는 

디지털이 야기할 경제적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 범위에 있는 국가들은 발달을 위한 

조력자로서 디지털을 채택하기에 알맞은 위치에 있다. 

반면에 일본과 같이 1 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디지털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잉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수단을 통한 혁신이 경쟁 우위의 새로운 원천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층 깊은 인사이트와 분석 

딜로이트는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요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국가의 정부, 기업 및 개인과 관련된 관여 

지표를 만들었다.

이러한 지수는 국가들이 어디서 디지털의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고 어디서 더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은 

인사이트와 분석을 제공한다. 

그림 1.2, 1.3, 1.4는 일인당 GDP 대비 정부, 기업, 개인의 

디지털 준비성을 나타낸다. 부록에는 이러한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몇몇 광범위한 추세가 관여 국가 

전체에 걸쳐 관찰됐다. 

경제적 주요 포인트

• 중간 소득 계층에 속하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정부는 

무역, 기반시설, 저축과 같은 분야의 정책에 기반해 

강력한 성장이라는 화두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이러한 국가들은 디지털 무대의 주역을 맡으며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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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호주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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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 딜로이트 정부 관여 지표(DGEI)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Deloitte Access Economics based on World Economic Forum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인당 국민총샌산(2015년 PPP 기준), IMF 자료

정
부

• 최저성장국가는 상대적으로 관여 수준이 낮다. 

공공재원의 제한 때문이다. 

•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부들은 경제 개발의 많은 영역

(무역·기반시설·저축 장려 포함)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디지털에 대한 접근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자와 시장의 힘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여보다는 정책과 규제를 통해 이러한 

힘을 촉진하는 정부가 혁신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을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림 1.2는 저개발국가 중 캄보디아와 라오스 정부가 

글로벌 경쟁자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여가 적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도, 말레이시아 및 한국의 DGEI

(딜로이트 정부관여 지표)의 주요 의제는 각 나라의 평균 

랭킹보다 높다.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 1 인당 GDP가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선진국들 사이의 상황은 미묘하다. 싱가포르는 이 

지수에 대한 정부의 관여 측면에서 특히 아시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이는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촉진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방식은 역동적인 

디지털 경제를 생산성 향상과 생활 수준 향상의 열쇠로 

보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접근 방식에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IT 사용을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온라인을 이용한 행정절차, 정부의 전자 정보 제공, 업무와 

시스템의 최적화,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정부 조달 개선, 

정보보안 조치 등의 추진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1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주로 시장 세력을 벗어나 과잉 규제를 피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들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도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글로벌 대응 기업보다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각국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과는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3에 언급된 비즈니스 관여 

정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경쟁에서 역동성을 

잃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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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 딜로이트 비지니스 디지털 관여 지표(DBEI)

그림 1.4 - 딜로이트 개인 디지털 관여 지표(DIEI)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정부 및 기업과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소비자 순위는 

중간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참조). 그 이유 중 일부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지역의 정부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경제가 전반적으로 

포용적인 방법으로 발달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가?

1인당 국민총샌산(2015년 PPP 기준), IMF 자료

1인당 국민총샌산(2015년 PPP 기준), IMF 자료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Deloitte Access Economics based on World Economic Forum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출처: Deloitte Access Economics based on World Economic Forum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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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는 디지털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아시아가 21세기 글로벌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 있다. 각국은 서로에게 배우고 

있으며, 사실상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과시할 전망이다. 즉 향후 10년간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수십 년간 아시아경제가 성공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무역 재화 부분을 시장에 개방한 것,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첨단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한 것이었다. 

두 요소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낡고 오래된 관행을 

피하면서 발전을 위한 장애물을 극복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다른 형태의 인프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성에 기여한다. 디지털 관여는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상거래 채널을 열어 경제 성장을

향상시킨다.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기술 관여로 모범사례가

많이 양산되고,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진보란 다음을 의미한다. 

• 고정된 구리 기반의 전화통신 시스템은 인도와 

캄보디아의 많은 지역에 설치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실체적 모습을 갖춘 은행 네트워크는 현재 다수가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에는 제공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17년 3월 대만은 ‘미래 지향적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의 디지털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향후 8년간 미화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의 목적 중 

하나는 대만 지역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90%에 가까운 지역에 브로드밴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또한 5G 모바일 서비스 네트워크의 개발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으로 지방과 도시의 격차가 

줄어들며 접근의 평등성이 향상될 것이다.

더 큰 성장 목표를 향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각 국가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딜로이트 

디지털 관여 지표는 각 국가들이 어느 영역에 집중할 지에 

대해 보여준다. 

그림 1.5에서 각 국가가 세 개 분야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저성장 국가의 경우 정부가 더 

큰 역할을 주도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는 전 분야에 걸쳐 순위가 낮은데 순위를 

상승시키려면 정부는 정부 스스로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정부 순위가 소득 대비 

높은 편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은 

영역은 바로 개인이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본적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이미 인도네시아에 널리 

보급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발전해나갈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가격이 개선되면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적 주요 포인트

• 아시아 국가들은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디지털에 

동력을 받아 아시아의 국가들은 성장 장애물을 

뛰어넘어 상당한 발전을 이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 통신과 텍스트 이용은 소비자들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기기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 디지털은 자원 집약적인 국가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중국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집약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Voice of Asia

중간 소득 국가들 중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대조가 

흥미롭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술 

부문을 혁신과 창의성의 동력으로 식별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회사(The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술 부문에 

대한 내부 투자를 진작하고 현지의 기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동시에, 디지털

근로자 및 사업가로서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획들을 함께 도입했다. e-리즈키(eRezeki)와 

e-우사하완(eUsahawan) 프로그램은 2015년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훈련과 직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조적으로 태국 정부는 디지털을 채택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호주 정부는 공유 경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비켜주기”라고 

생각했다. 즉,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적극 개입하기보다 

기업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적 방해물을 축소하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가 디지털 정책을 추진

하면서 복합적인 접근방식이 사용되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인도 정부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모든 거주자에게 

생체 인식 데이터를 기반한 고유 식별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전자 정부의 범위를 현저히 확대하기 위해 이 

광대한 디지털 신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에 설립된 UIDAI (인도의 고유 식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인도에서 거의 1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Aadhar"카드를 발급했다.

이 카드의 사용은 보조금 지급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정부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돕는 등 진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생체 인식 신분증의 

UID(Unique Identifier, 고유식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휴대폰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공개했다.

정부가 "디지털 인도" 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안 

인도에서 2016년 말 현재 최소 10개의 유니콘 (수십억 

달러 가치 창업 기업)을 갖춘 전자 상거래 및 핀테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이 유니콘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에서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경제의 구성이 디지털 기술의 

잠재적 역할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미디어, 전문 서비스, 금융,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농업, 광업, 제조업, 

무역 부문의 가치를 합친 것과 비교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얼마나 

중요해질지 파악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기존의 산업 

구성을 반영한 디지털 집약도 지도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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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아시아 국가들의 NRI(네트워크준비지수) 대비 

디지털 집약도를 보여준다. 산업 구조와 이 산업들에 

미치는 디지털의 영향에 근거해서 작성된 지도다. 

싱가포르, 일본, 호주 그리고 특히 홍콩과 같은 국가의 

경우 GDP의 상당 부분이 금융 및 정보 통신과 같은 

산업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디지털의 잠재적 영향은 

상당하다.

대조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저성장국가는 농업의 의존도가 훨씬 컸으며, 디지털 

파괴력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저개발국가가 발전해나가면서 디지털이 

이들에게 발전에 가속도가 붙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이 디지털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산업으로 이동하면 이들은 다른 국가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입고 가장 최근의 기술로 도약할 수 있다. 

물론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림

1.6은 이 점을 잘 나타낸다. 중국의 경우 경제가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다가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했을 때 변화하는 

경로를 보여준다.2 중국은 현재 제조업,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중국 GDP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3 디지털이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에 미치는 영향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은 중국 경제의 디지털 

집약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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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디지털 관여, 경제 성장의 
방해를 제거

딜로이트 디지털 관여 지표는 아시아가 레이스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은 비슷한 경제 성장 

수준의 글로벌 경쟁국보다 디지털 관여도가 높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분명 글로벌 리더이지만 디지털은 모든 

국가의 경제가 방해물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온라인 시장에서부터 증가하고 있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관여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디지털 관여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가? 또한 정부로서, 기업으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1. E-Gov, “Japan’s e-government initiatives,” https://www.e-gov.go.jp/en/e-government.html

2. 이 차트에서 “미래 중국”은 현재 농업과 제조업, 건설업 부분보다 서비스업이 10% 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3. TD Economics, “Tracking China’s re-balancing to services-based economy,” 2016,

https://www.td.com/document/PDF/economics/special/Tracking_China_Serv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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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발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디지털 

디지털 기술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바르게 

사용된다면 아시아 경제의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다른 인프라와 같이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경로의 무역, 경제적 성장을 강화시켜 준다. 

디지털 도구들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업과 고객, 정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어떻게? 

기업에, 디지털은 기업을 도와 그 지역의 무역을 장려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에게, 디지털은 연결성, 유동성,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에, 디지털은 공공 기반시설의 발전을 주도하고 특히 

스마트 시티 주변의 발전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업과 소비자, 정부의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이 여러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다. 디지털 

기술은 다국적 기업,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해 광범위한 정책상의 아젠다를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로 연결돼 있고, 이는 신흥경제국의 성장 및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될 수 있다. 

사업 관련-중소기업 지원과 무역 촉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기업은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민첩해질 수 있다. 소규모 

기업에서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모두 디지털 기술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본 섹션에서는 아시아 경제의 역동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Small-to-Medium 

sized Enterprises, SMEs)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중소기업은 리스크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신기술을 

개척하고 사용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혁신 가능성이 높다. 

기술은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며, 중소기업이 소비자가 주도하는 변화에 반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역량을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경제적 주요 포인트

• 디지털 기술은 기업, 특히 아시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연결, 

경쟁과 선택의 증가, 양측의 신뢰도 향상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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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아젠다

세계 경제가 더욱 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예. 브렉시트와 미국 정책) 무역 자유화에 대한 

움직임은 아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다. 

Voice of Asia 첫 번째 에디션의 기사 ‘트럼프의 보호무역

주의, 패러다임의 극복 그리고 세계 무역 성장’에서 

살펴보았듯 떠오르는 아시아의 경제 대국들은 더욱 

개방적인 정책으로 세계시장에 관여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이들의 부상은 향후 수십 년간 아시아와 세계가 

무역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지털은 아시아의 무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17년 가장 중요한 무역의 화두는 ASEAN과 ASEAN이 

현재 자유무역협정(FTAs)을 맺고 있는 여섯 국가(인도, 

중국, 호주, 한국, 일본, 뉴질랜드) 사이에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지역 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일 것이다. 

RCEP의 주요 요소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수행할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피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알리페이(AliPay), 애플페이(Apple Pay), 페이팔

(PayPal)과 같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대금지불은 무역 

거래가 국경을 넘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RCEP를 포함해 아시아에서 협상되고 있는 

무역협정의 중요한 특징은 이전 무역 조약을 성립할 때는 

포함되지 않던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디지털은 거리로 인한 무역장벽의 붕괴를 촉진하고 

아시아 각 지역의 무역활동을 지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화는 신흥 디지털 경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려 사항 중 하나다.

장애물 없애기

디지털 기술은 경쟁과 선택요소를 증가시켜 기업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가져다 준다. 이는 더 크고 경쟁적인 시장의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혜택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기초를 중소기업의 성장에 두는 

일에도 과제가 있다. 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편의성, 가성비, 그리고 소비자의 자신감 

증진을 바탕으로 상품의 품질과 쉬운 거래방식을 제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요소들을 다룬다. 이는 국내외에서 

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고객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는 핵심 요소다.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관계를 

개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로 둘러쌓인 구조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타오바오, 이베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기업 규모에서 오는 불이익을 떠나 

경쟁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해준다. 

또한 인터넷 지불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돈이 안전하게 

제 3자를 통해 전송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 온라인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는 사람들이 현금이 

없거나 실제로 만나지 않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멀리서 거래되는 재화나 공유 경제에서의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 등 서비스의 경우, 평가 시스템은 신뢰 자료를 

성문화(글이나 문서로 나타냄)함으로써 거래를 지원한다. 

사람들은 리뷰를 통해 판매자/구매자의 신뢰도를 알 수 

있다. 분쟁해결과정 역시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사람들에게 예비책을 마련해준다. 이로써 디지털은 

구매자에게 온라인 상의 안전함을 제공하며, 국가간의 

무역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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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도구는 제한적인 규제가 있더라도 

무역을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 도구는 플랫폼과 고객관계

관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디지털의 혜택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자의 국내 대형 시장 내에서도 더욱 

광범위하게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의 부양은 

수입을 대체하고 잠재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제전반에 
걸친 혜택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는 데에 따른 

잠재적인 혜택의 특성이 딜로이트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구글(Google)을 위해 준비한 두 개의 광범위한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1

인도네시아는 10%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스스로 온라인 

부문에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73%는 오프라인 

실력을 지니고 있거나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온라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할 경우 잠재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최대 80% 높은 수익 증가 

2. 직원 채용 가능성 1.5배 증가

3. 현재의 17배에 달하는 혁신 잠재력

4. 해외 경쟁력 증가2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도입을 추진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연간 경제 성장은 2%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중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인도의 경우, 정부가 ‘적은 현금’(다음 장의 “화폐통용의 

폐지- 고도의 디지털화 추진?” 참고)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화폐 통화를 약화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디지털 

정책은 최근 많은 지원을 받았다. 최초의 증거 사례는 인도 

경제에서 통화복구가 거의 완성된 후에도 소비자와 기업이 

디지털 방식의 지불 방식을 채택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경쟁과 기회를 증가시켜 
기업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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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인도의 중소기업이 디지털 도입으로 받은 혜택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Deloitte Access Economics

전년 대비 수익이 27% 
포인트 상승했다.

84%가 직원 추가 채용을 
원했다.

65%까지 해외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새 제품 제공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채택율 4.5배까지 증가

직원이 더 만족했다. 최대 
6배까지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직원들간의 협업 횟수가 9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중소기업중 디지털 관여가 높은 기업은

화폐통용의 폐지- 고도의 디지털화 추진?

인도 정부는 고(高) 가치 화폐를 약화시킴으로써 최근 가장 중요한 개혁 조치 중 하나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통화의 86%가 

교환돼야 했고, 통화가 갑자기 부족한 상태가 됐다. 이러한 조치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장점도 

있었다. 지불 방식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러한 현상 중 하나였다. 2016년 말에 유통되는 은행권을 회수하기로 

한 결정은 본국에서 핀테크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였다.

화폐의 부족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전자화폐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그 결과 경제가 완전히 통화복구를 완료한 후에도 

디지털 지불방식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다. 실제로, 통화개혁이 발표된 첫 달과 비교해 3월에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59%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의 일부는 도입 초기에만 일어나는 반응일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봤을 때 인도가 디지털 혁명에 대비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디지털 방식으로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다. 2021년까지 인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555.3 백만 명에 달할 것이고 이는 인구의 44%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지불 관문(게이트웨이), 카드, 모바일 지갑, 온라인 소매 업체, 지불 은행 및 전자상 거래 산업은 순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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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하고 이용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은 연결성과 유동성, 소셜 미디어 접속, 디지털 

뱅킹까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디지털은 아시아 국가에서 지방의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도시의 거주성과 편리성 증진,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도시화로 인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연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의 소비자들은 이미 디지털을 수용하고 있거나 

접근성과 비용 문제가 개선되면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모바일 사용의 큰 증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적 주요 포인트

• 디지털은 아시아 국가의 연결성, 특히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연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기기부터 소셜 미디어, 

디지털 뱅킹이 부여하는 기회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특히 디지털 뱅킹에 의한 기회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두드러진다. 

소비자 디지털 관여

2016년 5월 인도네시아의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전 세계 

4위를 기록했다(7800만). 1위는 인도, 이후는 미국과 

브라질 순이다.4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도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어났다. 

2016년 12월에 4억 32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으며, 추가로 7억 5000만 명의 잠재적인 

이용자가 있다. 또한, 77%의 도시 거주자, 92%의 지방 

거주자들이 휴대폰을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요 기기로 

꼽았다.5

모바일과 인터넷

모바일의 보급률은 인터넷 수용을 주도하고 소비자 행동을 

변모시키며 아시아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모바일 인터넷 

수용이다. 인도네시아는 지형 때문에 고정 라인 통신 

투자가 어렵다. 이 국가에서는 1인당 1.3개 이상의 모바일 

기기가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G 휴대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1년 닐슨

(Nielsen)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사람의 

수가 다른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보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소셜 미디어의 활용도 빠르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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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아시아인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단위: 100만)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휴대폰 보급률(100만)

아시아 휴대폰 보급률(LHS)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RHS)

100명 당 휴대폰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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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격과 접근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다. 

이용자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인터넷 사용료는 여전히 

비싸다.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사용료(10 Mbps로 측정, 무제한 

데이터, 케이블/ADSL, 2016년 기준)는 미화 26달러로, 

전 세계에서 81위로 비쌌다. 필리핀은 42달러, 

말레이시아는 37달러, 싱가포르는 30달러였다.6 일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했을 때 이 수치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경우, 선불 모바일 데이터

500Mb의 비용이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그림 1.3 참고)

모든 형태의 소셜 미디어를 고려할 시, 2016년 

아시아에서 약 10억 명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만 8억 600만 명, 인도에서 

1억 3000만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7600만 명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8 중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플랫폼 웨이보(Weibo)의 2016년 12월 

전년 대비 월별 실질적 사용자가 33% 증가해 3억 

13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중 90%가 

모바일 사용자다.9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의 참여도를 보면, 인도가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 수 1위(1억 9500만 명, 2016년 5월)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사용자 7800만 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7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금지되어 있다. 대신 렌렌(Renren) 

네트워크나 위챗(WeChat)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림 1.3 - 지역에 따른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비용, 일인당 GNI의 %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ITU 2013, https://www.itu.int/en/ITU-

D/Statistics/Documents/facts/ICTFactsFigures2013-e.pdf

유럽
아랍
국가 CIS 아메리카

아시아 
& 

태평양 아프리카

50 100 150

인도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독일

영국

터키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195.16

191.3

90.11

77.58

46.03

39.82

36.82

36.45

33.09

30.39

28.21

28.18

22.37

21.48

0

그림 1.4 - 주요국가들의 페이스북 사용자 수(2016년 5월 기준, 단위: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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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8136/top-15-countries-based-on-number-of-facebook-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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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2016년 5월 세계 주요 시장의 실제 트위터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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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42606/number-of-active-twitter-users-in-selected-countries/

타오바오 시장(2003년 런칭)은 알리바바 그룹의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은 기업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Tmall) 웹사이트

(2008년 런칭)를 운영하고 있다. 타오바오 시장이 개인 

구매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판매자의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반면 티몰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대형기업이다. 

이 두 플랫폼은 2016년 말 4억 4300만 구매자를 

보유하고 있었다.12 이 수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약 

60%를 의미한다. Tmall.com과 Taobao.com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 3위와 5위를,13

전 세계에서는 9위와 10위를 기록하고 있다.14 

2016년 3월 31일, 알리바바 그룹은 연간 수익을 1011억 

위안화로 보고했다. 이 수치는 중국 전자상거래 수익의 

80%를 차지한다.15 2016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총 

거래액(GMV)은 20조 2000억 위안화로 이중 4조 

7000억 위안화, 즉 23.3%가 온라인 쇼핑에서 발생했다

(iResearch China).16 2017년 3월 31일 기준 알리바바의 

연간 GMV는 3조 1000억 위안화였다.17 60% 이상의 

활동이 타오바오 시장에서 거래됐다. 

일본의 경우 라인(LINE)이 가장 인기있는 모바일 메신저 

앱이며, 사용자들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진과 영화 음악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라인은 월별 5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인구의 40%에 달한다.10 그림 

1.5에 나타나듯이 일본은 세계에서 트위터 사용자가 네 

번째로 높으며 트위터가 페이스북보다 더 인기 있는 

유일한 시장이다.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어로는 영어보다 140자 제한 내에서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인을 사로잡았다. 또한 일본은 

지역 텔레비전 방송 시간 동안에 초당 가장 많은 트윗

(143,199)이 등록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11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됐다.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며 세심한 지불시스템과 효과적인 물류 네트워크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부 주요 온라인 시장은 플랫폼 

자체에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지불 처리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불이 지연되지 않고 

제품이 빨리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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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1만 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매출 점포는

30%만큼 증가했고 15만 달러 이상 매출 점포는 33%

만큼 증가했다.19 더욱이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자상거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0만 개 이상의 타오바오 시장 점포가 중국의 지방 IP

계정을 사용해서 등록했다.20 디지털 기술은 시장 접근성의 

장애물을 낮췄고 벽지 농촌지역의 변화를 이끌었다.21

22

이러한 활동내역과 시장 수치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국 전역에 만연하며 지난 10년 간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 소매업이 중국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오바오 시장에서 연간 매출 1만 5000달러 이하인 

점포수가 2011년과 2013년 사이 60% 증가했다.18

중국의 온라인 쇼핑 

타오바오 시장과 티몰의 성공은 알리바바 그룹이 현지 시장의 필요에 맞도록 특징을 맞춤화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알리왕왕(AliWangWang) 인스턴트 챗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는 판매 전 상담부터 판매 후 서비스까지 판매자와 연결될 

수 있었다. 2004년에는 알리페이(Alipay) 에스크로 기반의 온라인 지불 플랫폼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수령하고 

검사한 후에 지불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시에 알리페이는 신용카드가 없는 중국 소비자 다수가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했다. 2014년 알리페이는 페이팔을 앞서며 전 세계 가장 큰 온라인 지불 플랫폼이 

됐다(Bobsguide). 

이러한 디지털 기반시설의 개발에 더해 물류지원서비스 투자 또한 중요하다. 온라인 쇼핑 경험은 궁극적으로 배송 경험에 

달려있다.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차이냐오(Cainiao) 네트워크는 물류 플랫폼과 중앙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중앙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중국 전역과 해외에 있는 3000여 개 개별 물류 회사의 배송을 조율한다

(Alibaba Group). 2015년 차이냐오는 34개 도시에서 알리바바 온라인을 통해 주문한 제품을 익일 배송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2015년 말까지 이러한 도시의 수를 50개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서비스는 도시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차이냐오는 당시 여러 지방의 1200여 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농촌 

지역에 배송된 물품의 약 20%가 당일 혹은 익일 배송되었다(Alizila).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 성공의 또 다른 요소는 정기적인 할인과 ‘싱글의 날’과 같은 할인 이벤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마케팅 등이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의 

성공 요인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인스턴트 챗

신용카드 없이도 
구매 가능한 시스템 구축

에스크로 기반의 
온라인 지불 플랫폼

물류 플랫폼을 
이용한 익일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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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뱅킹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다. 아시아 

선진국의 소비자 80% 이상이 강력한 디지털 사업을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겨갈 의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신흥국가에서 50% 이상의 소비자가 이러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24

디지털 뱅킹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을 포함한다. 

스마트폰 뱅킹은 특히 아시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보급률이 5배 증가했고 

스마트폰 뱅킹 사용자의 인구는 2011년 5%에서

2014년에는 26%로 증가했다.25

이러한 추세가 통합되고 결합될수록 소매와 배송, 마케팅, 

소비자 관여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아시아에서 58%가 모바일 구독을 하고 있고, 

53%가 인터넷 사용자로서 아시아는 소비자 관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사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23

디지털 뱅킹 

소비자 역시 디지털 뱅킹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선진국가에서 인터넷 뱅킹은 거의 

일반적이며 스마트폰 뱅킹은 2011년 이래 3배 증가했다. 

아시아 신흥경제국가에서 소비자의 약 25%가 은행 

이용을 위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홍콩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96% 96%
94% 93% 92%

83%

57%

44%
41%

36%

19% 18%
13%

그림 1.6 - 디지털 뱅킹 보급률, 2014년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McKinsey 2015, Digital Banking in Asia: What do consumers really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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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통해 

발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가격의 

하락은 곧 광범위한 통신 인프라가 없는 국가들도 

디지털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혁신이 늘어나고 있다. 혁신이야말로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인 만큼, 

기업과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정부의 우선과제다.

모바일 뱅킹은 또한 그 지역 금융의 포용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바일 폰으로 돈을 전송할 때 ‘은행과 금융기관

법 2000’에서 예외가 돼왔다.26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 추가지불로 휴대전화 사용시간에 송신 및 수신이 

가능했다. 이는 모바일 머니와 비슷한 전송 기능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모바일 뱅킹은 실질적인 은행 지점의 수가 

제한된 지역에 접근성을 제공해 금융 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디지털 뱅킹을 통한 금융포용력은 많은 인구가 비공식적인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인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2014년 JAM (Jan Dhan, 

Aadhar and Mobile)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모드로 

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시민들의 등록번호와 은행계좌, 모바일 번호를 잇는 

것이다. 기본적인 전화로 인터넷이 없어도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USSD(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 Data, 비정형 부가서비스 데이터)와 같은 다른 

인도의 사례들은 하나의 모바일 앱과 비정형 부가서비스 

데이터 마이크로 ATM, BC 등으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모바일 지불방식은 성장하고 있다. 9억 명의 중국 

위쳇 사용자 중 8억 명이 모바일 지불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리페이의 QR(Quick Response) 코드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모바일 지불 5조 5000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한다.27 모바일 지불은 점점 현금 대신 

사용되고 있으며 장보기나 택시요금 지불, 임대료 

지급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편리함을 증진시키며 특히 아시아에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7 참고)

경제적 주요 포인트

• 아시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정부가 디지털 산업을 더 

강하게 주도해 왔고, 이는 아시아 국가가 발전 장벽을 

뛰어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기술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정부 

또한 이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림1.7 - 금융기관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15세 이상)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World Bank Global Findex http://databank.worldbank.org/

data/reports.aspx?source=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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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역할과 기회가 있다. 촉진자로서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정부 자체 운영의 디지털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장은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의 역할을 통해 아시아의 디지털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사이버 범죄, 검열, 

로봇공학 등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 의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는 그림 1.8과 같이 정부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016년 UN 전자정부 설문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4위 안에 들었고, 일본이 11위로 그 뒤를 따랐다. 아시아 

전체의 지역 평균은 세계 전자정부 개발지수 평균보다 

높았다.30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에서는 디지털 혁명에 대한 정부

의 주도가 강한 편이었다.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NRI(Networked 

Readiness Index, 네트워크준비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다. 정부의 디지털 활용률 또한 1위였다.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

• ‘2016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이 온라인 서비스 지수(Online Service Index, 

OSI)의 최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은 공유, 

개방성, 소통, 협업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정부 운영체제 

‘정부 3.0’을 시행 중에 있다. 시민들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포털에서 볼 수 있다.28

• ‘2014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최상위 3개 국가에 포함됐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6위로 그 뒤를 따랐다.29

딜로이트 지수에서 언급했듯이 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1인당 GDP가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디지털 

관여 수준이 높다. 

그림 1.8 - 정부의 역할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deloitte.com

출처: Deloitte Access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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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ICT 기반 토지 등록과 관리 시스템인 부미

(Bhoomi)를 카르나타카에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토지 

수용 부서와 등록 부서를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통합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으로 토지 거래 및 기록 행정이 

매우 간소화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한 인터넷 기반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경제는 강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생산성은 기존 인구의 재편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디지털 혁신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다양한 ICT 섹터의 강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또한 국가와 지역 정부기관의 통합을 통해 

정보의 제공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부를 

계획하고 있다.

2014년 일본 ICT 전략의 두 가지 요소가 발표됐다. 

첫 째는 ICT 성장 전략이고, 둘 째는 국제경쟁력 향상과 

세계적인 ICT 역량 강화다. 이 계획의 비전은 ICT를 통해 

다양한 것들을 연결해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시민들이 정책 안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리치

(REACH, 적극적 시민 활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를 

구축했다. 1985년 처음 구상된 이 시스템은 온라인 전용 

관여 플랫폼으로 보수를 거쳐, 시민들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핵심 정책안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정부 프로세스에 시민들의 관여를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33

정부 기관의 연결성(Connectivity)이 커지면서 다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창출되고, 이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형성해 기존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개선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기관들은 

G-클라우드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제공 주도와 자금조달

모든 국민이 고품질의 안정되고 저렴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는 긍정적 경제 효과를 불러온다. 중국은 1999년에서 

2007년 사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인터넷 

도메인과 1인당 사용자의 수도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ICT 

집약 분야에서 기업의 제조품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 덕분에 수출 기업의 수, 기업의 총 매출 

중 수출 비중, 기업 수출의 실질 가치 등이 모두 증가했다. 

인터넷 도메인 비중과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실질 생산량 및 노동 생산성도 증대됐다.31

세계은행의 2009년 보고서 ‘개발을 위한 정보와 소통’의 

연구에 따르면 광대역이 확산되면 GDP가 10 퍼센트 

포인트 당 1.38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다.32

정부의 총체적 서비스 제공 

디지털의 확산은 공공 서비스의 총체적 온라인화를 촉진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쉽게 공공 행정기관과 소통해 정보와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도는 모든 서비스의 접근성과 입찰의 투명성을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이 계획들은 인도의 국가 재정 

여력에 GST 시스템 프로젝트와 함께 실행됐다. 이 계획은 

납세자들과 공공 IT 기반시설들의 단일화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인도의 세금개혁의 중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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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이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사회, 경제적 이익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기민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사회가 신기술의 영향을 

예견하고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디지털 경제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37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정부는 기업이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수평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즉 창업 절차와 상품의 시장 

출시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이고, 혁신적 지원 체계를 

제공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선점현상에 

대응하는 경쟁 체제를 시행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프라 구축과 명료한 ICT 전략을 통해 ICT 도입을 

촉진한다.” – 2016 글로벌 정보기술 리포트 중(中) 38

싱가포르는 2016년 글로벌 정보기술 보고서의 사회적 

영향력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ICT 도입으로 인한 혜택이 

정부 디지털 기술과 함께 널리 공유돼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에도 연결성을 

구축하고 있다.39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란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도심 공간을 의미한다. 디지털 툴을 

도시 자체의 인프라에 구축해 더 효율적, 혁신적이고 

활기찬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툴의 지원을 통해 정부 및 도시가 인프라 관련 

개발장벽을 극복하고 더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다.

스마트 시티에는 교통혼잡과 범죄 관리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감지기, 카메라, GPS 기기 등을 

택시에 장착해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상황을 추적하고 

앞으로의 정체상황을 예측해 운전자들이 다른 경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 데이터 개방

여러 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며, 공공 기관의 포용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생기게 한다.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여러 중국 도시 행정부는 정부 

데이터를 개방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해 시민들이 정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 관광, 교육, 교통, 

토지 구획, 의료 데이터 등이 공개된다. 이 웹사이트들은 

공개 데이터에 기반한 앱 개발을 장려하고, 앱이 공유되는 

플랫폼의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34

정부는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대응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이는 재난관리 등의 영역에서 특히 

유용하다. 

한국은 국가재난관리정보체계(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해 각 재난

관리단계(예방, 준비, 대응, 복구)에 맞춰 임박한 재난

상황에 대한 세부정부를 즉각 제공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각 지방정부가 재난상황정보를 

공유하는데 약 35분이 소요되었지만, 지금은 1분 안에 

가능하다. 재난 관리를 위해 3,800대의 CCTV가 공개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업데이트된 

재난 정보를 SMS로 받아볼 수 있다.35

일본은 재난이 임박한 경우 이를 경고하기 위해 

나우캐스트(Nowcast) 지진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진파 도달 시간이나 지진강도예측 등의 정보가 

생성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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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 스마트 시티 구상을 위해 스마트 

네이션 비전(Smart Nation Vision)을 발표했다. 수 많은 

정부 정책이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서비스의 

98%가 스마트 네이션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정부의 역할’ 부분 마지막 인포그래픽 참조). 인도 정부 

또한 100개의 발전 대상 도시를 선정해 도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시티 미션이 있다.

다음은 무엇인가?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유행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디지털 기술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은 공공 기반시설의 발전을 견인해 전통적인 

개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됨과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성장을 지원한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발전 또한 우리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대비해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적용한 

국가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시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다.

정부는 자체 투자와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 및 사회가 디지털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 재정 통합 및 사회적 응집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혁신에 대한 국가의 접근 자세 등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중요하다.

국가가 디지털에 정통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

아시아 경제는 디지털 도입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이 각기 나름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만 서로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다.

인도에서 아홉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푸네에서는 주 

정부가 세이프 시티 첨단전자감시 시스템과 물리적 보안

정보관리(PSIM) 프로젝트를 도입해 범죄퇴치, 도심치안, 

테러위협 대응 등에 사용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200대의 카메라 및 첨단 지휘통제센터(C3)가 설치됐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경찰앱을 

개발했다.40

일본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특히 전기공급망 기능과 

배기가스 감축에 주안점을 둔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요코하마 전역에서는 수 천 가구가 가정용 에너지관리

시스템과 전기차를 갖췄으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스마트 시티 관련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3조 3천억 엔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41

스마트 시티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일례로 싱가포르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데이터 센터의 사용을 홍보해왔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는 적극적으로 업계와 협업하여 

데이터 관리의 선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데이터 이송 

관행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덕분에 싱가포르는 

디지털 정보 이송에 매우 뛰어난 국가가 될 수 있었고, 

이는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서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스마트 시티의 경우 방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 식별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므로, 정부의 주도가 필수적이다. 

데이터는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며, 잠재적 사이버 공격에 

안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경제 전문 저널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살고 있는 

도시의 행정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의 33%가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과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도시 행정이 

미비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해당 비율은 16%였다.42

다수의 정부는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화를 지역 재구성 

계획으로 삼아 환경, 인구과다, 에너지, 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완화 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위해 보조금 지원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일본 

기업들의 발전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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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딜로이트 지수 구성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관여도는 기업의 디지털 사용 데이터로 

구성됐으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측정치, 예를 들어 혁신 수준 

및 창업 문화 등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한다.

개인의 관여도는 사용 측정치(휴대폰 가입, 인터넷 연결 가구 등) 

및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의 인구 통계학적 프로필(인구의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 등을 종합하여 결정했다.

디지털 집중 지수

디지털 집중 지수는 디지털의 진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조사하여 측정했다. 각 산업은 앞으로 미칠 디지털의 

영향에 가중치를 두어 측정됐다(금융 및 통신산업에 대한 

디지털의 영향은 농업 및 제조업에서보다 크다). 이러한 산업 

가중치 데이터는 Deloitte Access 경제 보고서, ‘디지털 파괴: 

빅뱅 직전?’에서 차용했다.

그 후, 아시아 국가들에 GDP의 산업 구조에 비례하여 이 

가중치를 할당했다(UN 데이터). 그 결과로 각 국가의 '집중도' 

점수가 산출됐다. 즉 디지털로 인해 와해될 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점수가 더 높다.

미래 중국은 현재의 GDP 대비 산업 구조를 서비스 중심 경제로 

재조정한 다음, 그 비중을 전제로 디지털 집중도를 재계산하여 

결과를 산출했다.

관여 지수

관여 지수는 다양한 기존 지수와 다른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소스는 다음과 같다.

• 세계 은행 - 사업 수행 용이성 (2016), 2016 년 납세 현황, 

글로벌 픽처 (2016 년 – PwC 공동작업), 세계 개발 지표 

(2016)

• 세계 경제 포럼 (WEF) - 네트워크준비 지수 (2016), 

2014/15 임원진 의견 설문 조사

• UN 경제사회이사국 - 전자 정부 개발 지수 (2016)

• 소프트웨어 연합 - 규정준수 갭 :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2014)

• 국제금융공사 – 2015년 사업 운영: 효율성을 넘어 

(2015 – 세계은행 공동작업)

• 국제전기통신연합 - ITU 세계전기통신 / ICT 지표 

데이터베이스 (2015)

• 유네스코 - 고등 교육 입학률

• OECD - 특허 데이터베이스

• IMF - 금융 접근성 조사 (2016)

• 플레처 스쿨 - 디지털 진화 지수 (2013)

각 지수는 위 지수의 조합에서 가져온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플레처 스쿨의 디지털 진화 

지수, 세계 은행의 사업 수행 용이성 등의 지수가 포함됐다.

정부의 관여도는 정부의 디지털 기술 사용, 디지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정도,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프라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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