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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서비스 글로벌 시장 규모
▶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 43억 명 돌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음. 2019년 7월 기준 활성 인터넷 이용자 수
는 전 세계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약 43억 명으로 집계됨. 아시아 지역 이용자가 약 2
3억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이용자 수가 7억 3,000만 명, 북미지역 이용자가 3억
2,700만 명으로 집계되었음. 한편,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57%에 달하며, 북미지역과
북유럽 및 서유럽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래프 1]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

(단위: 억 명)

자료 : Statista

▶

2018년 기준 일인 당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61분
일인 당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도 증가하고 있음. 2011년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75분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161분을 기록하였음. 기기 별 사용 시간
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데스크톱 이용 시간이 43분, 모바일 단말기 이용 시간이 32분
이었음. 이후 데스크톱 이용 시간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모바일 단말기 이용시간은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데스크톱 이용 시간이 39분, 모바일 단말기 이용 시간이 122분
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2021년에는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192분까지 증가할 전망임

●

트래픽(traffic)
인터넷 연결선으로 전송되는 데
이터의 양

▶

트래픽 사용량이 가장 많은 서비스는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임. 스태티스타의 조
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동영상 서비스 트래픽 사용량이 전체의 57.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소비하는 서비스로 나타났음. 웹서비스가 17%, 게임이 7.8%. SNS가
5.1%로 그 뒤를 이었음. 한편,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는 넷플릭스(Netflix)에서 소비되는
트래픽이 전체의 26.6%를 차지했으며, 유튜브(Youtube)에서 소비되는 트래픽도 21.3%를
치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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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서비스 세부 시장 규모
▶

2018년 검색광고 시장 매출 약 978억 달러 기록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검색 포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되었음. 이에 따라 검색 광고 시장의 매출도 급증함. 스태티스타(Statista)의 조사에 따르
면, 2018년 검색광고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872억 달러를 기록함. 향후
검색광고 시장은 연평균 8.1%로 꾸준히 성장해 2021년에는 1,23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
로 추산됨
[그래프 2] 검색광고 시장 매출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 : Statista

●

SNS(Social Network Service)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

▶

SNS 이용자 지속적으로 증가 중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9억 7,000만 명에 불과했던 SNS 이용자 수는 201

들 사이의 교호적 관계망이나 교

8년 약 27억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약 31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호적 관계를 구축해 주고 보여

한편, 2019년 기준 전 세계 SNS 보급률은 45%에 이르렀는데, 향후 모바일 시장의 성장

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

과 개발 국가에서의 사용량 증가로 보급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임
[그래프 3] SNS 이용자 수 변화 추이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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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O2O 서비스 시장 2025년에 3,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온디맨드 O2O 서비스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가장 기회가 많은 사업 중 하나로 성장하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
스 주문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해

였음. 홍보전문회사 버슨마스텔러(Burson-Marstell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700만

결해주는 서비스. 배달음식 주문

명 이상이 온디맨드 서비스를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글로벌 온디맨드 시장 매

앱과 택시앱 등 음식 배달과 교

출은 2017년 7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3,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임

통수단부터 배송·물류, 가사, 숙
박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

[그래프 4] 전 세계 온디맨드 O2O 서비스 시장 매출

고 있음

(단위: 억 달러)

자료 : Statista

▶

전자상거래 시장, 2023년에 6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스태티스타는 2019년 전자상거래 시장이 3조 3,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2022년에는
6조 5,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8년
18억 명에서 2021년 21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임. 한편,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발한 지역
은 중국으로, 2017년 기준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익은 전체 유통 수익의 23%를 차지했음
[그래프 5] 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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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서비스
▶

음성 검색 시장의 비약적 성장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음성인식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
에 따르면, 음성인식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42%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32%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했으며, PC와 태블릿PC
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14%와 6%로 나타남. 연령별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16~24세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은 감소했음

▶
●

핀터레스트(Pinterest)
이미지나 사진을 공유, 검색, 스

이미지 검색 기술의 발달
이미지 검색 기술은 검색 서비스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음. 핀터레스트(Pinterest)는 201
8년, ‘렌즈(Lens)’ 기능을 출시하고, 사용자가 사진을 찍으면 그 피사체와 비슷한 이미지

크랩하는 이미지 중심의 소셜 네

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광고전문지 애드위크(AdWeek)에 따르면, 해당 서

트워크 서비스로 2010년 서비스

비스 출시 후 핀터레스트는 월간 약 6억 건의 이미지 검색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를 시작함

짐. 구글(Google) 역시 ‘구글렌즈(Google Lens)’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이용자가 찍
은 사진의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 핀터레스트 렌즈 구동 화면

자료 :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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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

일일 평균 SNS 이용 시간은 136분
SNS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잡아왔음. 특히, 2006년 페이스북이
출시된 이후 SNS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왔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SNS에 소비하는 시간은 일일 136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2년 기록한 90분에 비해 51% 증가하였음. 한편, 일일 SNS 이용시간이 가장 긴 나라
는 필리핀으로, 평균 4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래프 6] 일일 평균 SNS 이용 시간

(단위: 분)

자료 : Statista

▶

동영상 스트리밍 시간 폭발적 증가
동영상 공유는 SNS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임. 유튜브와 같이 동영상 공유 중심의 SNS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5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지칭하는 ‘쇼트클립(Short
Clip)’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 시장조사 기관 이마케터(eMarketer)의 조사에 따르면, 스
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의 52%가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2018년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건수는 35억 건에 달하며, 이용자 수는 20억 명으로 증가했음
[표 1] 주요 SNS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주요 내용

페이스북 라이브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페이스북 앱 상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 가능
· 스토리(Story): 24시간 동안 동영상 및 사진 게시 가능

인스타그램

· 라이브방송: 팔로워들과 실시간 의사소통 가능한 동영상 서비스
· IGTV(Instagram TV): 최대 1분길이의 동영상 업로드 및 재생 가능

트위터 라이브

· 양방향 대화 기능 추가하여 게스트 초대 기능 지원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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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콘텐츠 활용한 마케팅 증가
SNS는 기업들의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특히, 최근 5G의 보급과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함께 VR·AR 등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와 마케팅 고도화 움직임이 활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해지고 있음

기술

① 페이스북, AR 기능 활용해 제품 작용해볼 수 있는 광고기능 추가
●

페이스북은 2018년,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능을 활용해 직접 제품을 착용

증강현실

해볼 수 있는 ‘AR 광고 기능’을 출시함. 이용자는 제품 사진 위의 ‘착용’ 문구를 클릭하

(AR, Augmented Reality)
사용자의 현실 세계에 3차원 가

고,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카메라 화면 위로 제품이 착용된 모습을 볼 수 있음. 해당 광

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고는 의류브랜드 마이클코어스(Michale Kors) 광고에 최초로 적용되었음

포켓몬고(Pokemon GO)는 증
강현실을 활용한 대표적인 게임

[그림 2] 마이클코어스 AR 광고

자료 : Facebook
●

② 페이스북 360 기술 활용한 영화 ‘미션임파서블 – 폴아웃’ 광고 진행

360도 카메라

2018년 개봉한 영화 ‘미션임파서블 – 폴아웃(Mission Impossible – Fallout)’은 영화 홍

수평 및 상하 360도를 전방향
촬영해 구면 사진 및 영상을 만

보를 위해 360도 카메라인 ‘페이스북 360’ 기술을 활용하여 촬영한 비하인드 영상을 공

드는 카메라. 360도의 구면 이

개하였음. 이용자들은 영화의 주요 장면을 360도 서라운드 기술로 시청할 수 있으며, 해

미지와 영상이 가상현실(VR) 감

당 영상은 조회 수 300만 건을 기록하였음. 아울러 2018년 클리오 광고제(Clio Awards)

상 콘텐츠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에서 금상을 수상함

'VR 카메라'로 불리기도 함

▶

SNS 플랫폼 활용한 쇼핑 경험 증가
최근 SNS는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음.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커머스
(BigCommerce)의 조사에 따르면, 판매업체의 40%가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아울러 소비자의 약 30%가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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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디맨드 O2O 서비스
▶

다양한 종류의 온디맨드 O2O 서비스 출시
온디맨드 O2O 서비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이용의 증대와 함께
인터넷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승차공유 서비스부터 식료품 배송, 음식 배
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디맨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① 교통 및 여행

승차 공유 서비스는 가장 대표적인 온디맨드 서비스로, 2009년 우버(Uber)가 최초로 서
비스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음. 승차 공유 서비스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싱가포르의 그랩(Grab)과 인도네시아의 고젝(Go-Jek) 등
대형 스타트업이 탄생했음. 아울러 전자 스쿠터와 자전거 공유 서비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숙소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는 숙소를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과 숙
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2018년 3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했음
② 음식

음식배달 서비스는 일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시장 중 하나
임. 시장조사 회사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Sullivan)은 2025년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은
2,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특히 중국의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은 급성장하
고 있는데, 2017년 중국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3억 명을 돌파하였음
③ 식료품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그 동안 배송 서비스가 힘들었든 신선식품의 배송 서
비스도 활성화되고 있음. 이 분야의 대표 기업인 인스타카트(Instacart)는 이용자가 원하
는 물품을 원하는 매장에서 대신 구매하여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아마존
(Amazon)과 월마트(Walmart) 등의 유통 전문 기업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온디
맨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

온디맨드 O2O 서비스, 전문 영역으로 확대
온디맨드 O2O 서비스는 전문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미국에서는 영상통
화를 통해 질병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원격진료 서비스의 일종인 ‘닥터온디맨드(Doctor
on Demand)’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사람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퀵리걸(Quicklegal)’의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음. 향후 온디맨드 서비스 시장 확대와 함께
적용되는 사업 영역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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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서비스
▶

전자상거래 시장, 신기술과의 결합으로 진화 중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도 진화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음성인식 기
술과 빅데이터, 가상현실 기술 등이 결합되면서 이용자들은 보다 쉽고 편하게 온라인 쇼
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음

●

① 음성인식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스마트스피커의 보급은 음성 주문 시장을 확대시킴. 아마존 이용자들은 스마트스피커 알

출생한 세대로, IT기술의 급격한

렉사(Alexa)를 활용해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음. 클라우드 컴퓨팅 전

변화와 함께 성장한 세대

문업체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밀레니얼 세대의 40%가
음성 쇼핑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빅데이터

●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타깃 마케팅이 더욱

타깃 마케팅

용이해지고 있음. 정보 추적 기술의 발달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 있

(Target marketing)
표적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마케

게 되었으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개개인에 맞춘 쇼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시

팅을 행하는 일

장조사 기관 KPMG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년 20%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가상현실

가상현실 기술은 고객들이 실제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함. 알리
바바(Alibaba)는 VR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집에서 VR 헤드셋을 착
용하고 실제 쇼핑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음
▶

모바일 메신저 사용 증가
모바일 단말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모바일 메신저 이용은 증가하는 추세임. 2010년 처
음 출시된 이후 서비스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그룹채팅과 음성통화, 화상통화, 사진 공유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하였음. 현재 기업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분당 전송되는 모바일 메시지 건 수는
4,1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표 2] 주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주요 내용

왓츠앱(WhatsApp)

· 이용자 수 16억 명의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메신저
· 2014년 페이스북이 인수

위챗(WeChat)
스냅챗(Snapchat)
라인(Line)

· 텐센트(Tencent)가 출시한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 사진과 동영상 공유에 특화된 모바일 메신저
·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사용되는 메신저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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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서비스 선도 기업
▶

인터넷 트렌드, 세계 30대 기술 기업 선정
인터넷 산업 투자 전문가 매리미커(Mary Meeker)는 매년 ‘인터넷 트렌드(Internet
Trend)’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 인터넷 시장 현황과 선도 기업들을 발표함. 2019년
보고서에서는 1위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정되었으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4
위, 페이스북이 5위에 올랐음. 30위권 안에 미국 기업은 18곳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기업
은 7곳이 포함되었음
[표 3] 세계 30대 기술 기업(1-20위)
순위

국적

회사명

시가총액(단위: 달러)

1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1조

2

미국

아마존(Amazon)

8,880억

3

미국

애플(Apple)

8,750억

4

미국

알파벳(Alphabet)

7,410억

5

미국

페이스북(Facebook)

4,950억

6

중국

알리바바 (Alibaba)

4,020억

7

중국

텐센트(Tencent)

3,980억

8

미국

넷플릭스(Netflix)

1,580억

9

미국

아도비(Adobe)

1,360억

10

미국

페이팔(Paypal)

1,340억

11

미국

세일즈포스(Salesforce)

1,250억

12

미국

부킹닷컴(Booking.com)

770억

13

미국

우버(Uber)

750억

14

일본

리쿠르트홀딩스(Recruit Holdings)

520억

15

미국

서비스나우(ServiceNow)

510억

16

미국

워크데이(Workday)

480억

17

중국

메이투안디앤핑(Meituan Dianping)

440억

18

중국

제이디닷컴(JD.com)

390억

19

중국

바이두(Baidu)

380억

20

미국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350억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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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서비스] 구글(Google)
▶

기본 정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은 전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검색서비스부터 웹포탈 서비스, 동영상

∘ 설립년도 : 1998년

서비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제조,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 국적 : 미국

인터넷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18년 기준 활성이용자 수 15억

∘ 직원수 : 9만 8,000명

명을 돌파하였으며 1,36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 매출
: (‘18) 약 1,362억 달러

▶

구글, 검색 서비스 점유율 1위

검색서비스 관련 활동
∘ 1998년 검색 서비스
시작
∘ 검색광고 도입한 최초의
인터넷 서비스
∘ 2016년 음성 검색
서비스 출시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인만큼 전 세계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전 세계검
색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88.6%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내 점유율은 9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이
95%로 나타나면서 데스크톱보다는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2018년 이미지 검색
서비스 ‘구글렌즈’ 출시

[그래프 7] 검색 엔진 이용 점유율

●

타깃 마케팅
(Target marketing)
표적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마케
팅을 행하는 일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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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페이스북(Facebook)
●
▶

연 매출 약 558억 달러의 대표 SNS 기업

Facebook

페이스북은 2006년 출시된 전 세계 대표 SNS 서비스로, 2019년 2사분기 기준 24억
기본 정보

1,4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2013년 78억 달러이었던 연간 매출은 2018년

∘ 설립년도 : 2004년

559억 달러까지 약 7배 증가함.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인수하면서

∘ 국적 : 미국

SNS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한편, 대부분의 매출은 광고 수익에서 얻

∘ 직원수 : 3만 5,000명

은 것이며,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기타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매출
: (‘18) 약 559억 달러

▶

오큘러스 단말기 활용하는 소셜 기능 발표

SNS 관련 활동

페이스북은 VR 등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셜 기능을 확장해나가고 있음. 페이스북

∘ 2006년 SNS 서비스 전

2019년 9월, 가상현실 관련 행사를 갖고, 자사 VR 단말기 오큘러스(Oculus)를 활용해

세계로 확대
∘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

소셜 기능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페이스북 호라이즌(Facebook Horizon)’을 출시할

∘ 2014년 왓츠앱 인수

계획이라고 발표함. 오큘러스 이용자들은 해당 단말기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친구
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의 소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2014년 VR 제조업체
‘오큘러스리프트’ 인수

[그림 3] 페이스북 호라이즌 서비스 이미지

∘ 2019년 SNS 가상현실
세계 ‘페이스북호라이즌
(Facebook Horizon)‘
발표

자료 : Facebook

▶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가장 적합한 SNS
2012년에 인수한 인스타그램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NS 플랫폼 중 하나로, 마케
팅 수단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 13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 2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약 78%의 마케터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꼽았으며, 73%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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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디맨드] 우버(Uber)
●
▶

전 세계 최대의 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음식배달과 채용 등 서비스 확대

Uber

우버(Uber)는 2009년 서비스를 시장한 스마트폰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로, 전 세계 700
기본 정보

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성공을 바탕으

∘ 설립년도 : 2009년

로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Uber Eats)와 공유 자전거 서비스 ‘점프바이크(Jump

∘ 국적 : 미국

Bikes)’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우버는 위치를 기반으로 단기 고용 인력과 기업을 연결

∘ 직원수 : 2만 2,000명

해주는 서비스 ‘우버웍스(Uber Works)’를 시카고에서 출시하였음

∘ 매출

[표 4] 우버 주요 서비스

: (‘18) 112억 달러

서비스명

온디맨드 서비스 관련 활동
∘ 2009년 차량 공유

주요 내용

우버(Uber)

서비스 ’우버‘ 개시

스마트폰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이츠(Uber Eats)

∘ 2014년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개시
∘ 2015년 자율주행차 연구
개시
∘ 2018년 자전거 공유

점프바이크(Jump Bike)

2018년 인수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우버헬스(Uber Health)

환자를 병원까지 운송해주는 서비스

우버웍스(Uber Works)

단기 인력 고용 플랫폼

우버프레이트(Uber Freight)

서비스 ’점프바이크‘ 인수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

화물 운송 서비스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 2017년 화물 운성
서비스 ’우버프레이트‘
출시

▶

∘ 2018년 환자운송 서비스

우버, 드론 기술 활용방안 모색 중
우버는 드론 기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19(CES 2019)

’우버헬스‘ 개시

행사에서 2023년까지 드론택시 서비스를 개발하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주요 도심의 건물 옥상에 위치한 헬리포트를 이용해
주문형 항공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임. 아울러 우버이츠는 맥도날드를 비롯한 일
부 식당과 협력하여 드론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임. 우버이츠
는 2019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 운행 지역으로 달라스 선정
우버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을 갖고 피츠버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
음. 하지만 2018년 자율주행차와 충돌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발이 잠
시 주춤하였지만,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을 발행하고 볼보(Volvo)와 함께 개발한 신형 자
율주행차를 선보였음. 이후 같은 해 12월, 시범운행 재허가를 받고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왔음. 2019년에는 달라스를 새로운 서비스 시범 운행 지역으로 선정하고, 11월부터 자율
주행차량의 운행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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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상거래] 알리바바(Alibaba)
▶

기본 정보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시작한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알리바바는 중국의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9조 7,000억 위안 규모의 중국 전자상

∘ 설립년도 : 1999년

거래 시장에서 독자적인 쇼핑몰 타오바오(Taobao)와 티몰(Tmall)을 운영 중임. 2014년에

∘ 국적 : 중국

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이외의 다양한 IT 기술을 개발하며 서비

∘ 직원수

스를 확장해 나갔음. 이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 3사분기 기

: 약 10만 명

준 브랜드가치가 구글에 이어 2위를 기록함. 2018년 기준 중국 내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 매출(전자상거래 부문)

부문 연간 매출은 2,476억 위안, 전 세계 매출은 227억 위안을 기록하였음

: (‘18)
약 2,703억 위안
(약 383억 달러)

▶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혁신 및 신유통 구조 구축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시작한 알리바바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등 전반적인 IT

∘ 1999년 알리바바 창업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알리바바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전자상거

∘ 2003년 ‘타오바오’ 개설

래 서비스를 혁신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통합하는 ‘신유통(新零售)’ 구조를

∘ 2008년 ‘티몰‘ 개설

구축하였음.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핀테크

∘ 2010년 글로벌사이트

를 도입하여 빠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 아울러 드론과 자율주행차 기술을 활용하여 배

’알리익스프레스‘ 개설
∘ 2016년 오프라인
슈퍼마켓 ’허마‘ 개설
∘ 2018년 ’알리페이‘ 전
세계 이용자 수 9억 명
돌파

송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① 인공지능

알리바바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가 티몰 내 카
메라 기능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의 사진을 찍으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
매자 리스트가 제시됨. 아울러 알리바바는 스마트 스피커 ‘티몰지니(Tmall Genie)’를 출
시하고, 음성으로 알리바바 쇼핑몰 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음
②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가장 핵심의 기술임. 알리바바는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시기 및 지역별 인기 있는 상품을 사전에 예측하여 오프라인 매장 내 효과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군 구성 및 배치에도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③ 드론

2015년 드론을 활용한 시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알리바바는 꾸준히 기술 개발을 진행
해왔으며, 2021년 경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④ 핀테크

알리바바의 결제시스템 알리페이(Alipay)는 알리바바 서비스의 핵심임. 알리페이는 티몰
결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현재 중국 내 알리페이 이
용자 수는 7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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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서비스 유망 기업
●

ByteDance

1) 바이트댄스(ByteDance) - 쇼트 동영상 공유 서비스
▶

기본 정보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기업, 세계 1위 스타트업 등극
바이트댄스는 2012년 중국에서 설립된 인터넷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넷 뉴스

∘ 설립년도 : 2012년

서비스 ‘진르터우탸오(今日头条)’와 쇼트클립(Short Clip) 서비스 ‘틱톡(TikTok)’을 주력으

∘ 국적 : 중국

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바이트댄스의 진러터우탸오 서비스 가입자

∘ 직원수 : 11,150명

수는 7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틱톡 서비스 이용자 수는 5억 명을 넘어섰음. 2018년에는

∘ 매출

소프트뱅크(Softbank)로부터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받으면서 기업가치가 750억 달러로

: 약 25억 달러(추정)

치솟으면서 우버를 제치고 세계 유니콘 기업 순위 1위에 올랐음

주요 활동
∘ 2012년 인터넷 뉴스

▶

서비스 ‘터우탸오’ 출시

쇼트클립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세계적 인기
틱톡은 최대 15초 길이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재 150개 국

∘ 2018년 뮤지컬리 인수

가에서 75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음. 2019년 7월 기준 전 세계 활성 이용자 수가 3억

후 틱톡 서비스에 통합

명,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0억 건을 돌파하였음. 틱톡의 가장 큰 특징은 15초

∘ 2018년 유니콘기업 1위

이하의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콘텐츠 집중력이 짧은 10대들로부터 큰 인기몰이

등극

를 하는 중임. 한편, 바이트댄스는 2018년 경쟁 애플리케이션 뮤지컬리(musical.ly)를 인
수하면서 쇼트 클립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그림 4] 틱톡 애플리케이션

자료 : Google Play

▶

인도서 교육 프로그램 ‘에듀톡’ 출시
틱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인도 시장에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교
육 프로그램 ‘에듀톡(EduTok)’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현재 틱톡에는 수학문제
풀이와 언어 학습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동영상이 존재함. 이에 틱톡은 교육 분야 스타
트업 Vedantu와 협력을 맺고, 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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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스타카트(Instacart) – 장보기 대행 서비스
▶

기본 정보

기업가치 20억 달러의 장보기 대행 서비스
인스타카트(Instacart)는 2012년에 설립된 장보기 대행 서비스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전

∘ 설립년도 : 2012년

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고객이 인스타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품을 주문하

∘ 국적 : 미국

면, 개인 구매 도우미가 고객이 원하는 매장에 방문하여 대신 물품을 구입해 1~24시간

∘ 직원수 : 501-1,000명

내에 구입해서 배송해주는 서비스임. 인스타카트의 매출은 전년대비 79% 성장하였으며,

∘ 기업가치

현재 미국 식료품 배달 대행 서비스 점유율 68.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인스타카트는

: 약 76억 달러

총 11번의 투자를 받았으며, 현재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됨

주요 활동
∘ 2012년 샌프란시스코를

[그림 5] 인스타카트 애플리케이션

시작으로 장보기 대행
서비스 출시
∘ 2017년 미국 전역 및
캐나다 일부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
∘ 2018년 토론토 식료품
업체 ‘Unata‘ 인수

자료 : Google Play

▶

월마트 캐나다와 협력하여 캐나다 전역에 식료품 배송 서비스 개시
인스타카트는 월마트캐나다(Walmart Canada)와 협력하여 캐나다 전역에 식료품 배송 서
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이용자들은 인스타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한
뒤 1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게 됨. 월마트캐나다는 향후 서비스 지원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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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정책 현황
[표 5] 주요 선진국 인터넷서비스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기관

기술(정책)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된 망중립성 원칙 폐지

연방
미국

통신

(‘18) 망중립성 폐지

위원회

발전
개혁위원회
외
8개 부처

주요 내용

⦁광대역 통신 기업들이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사이트나 플랫폼에 대해 네트워크 이용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허가

(‘17)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전통산업과 융합시키려는 전략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기초인프라 및
환경조성 등 4가지 분야에서의 혁신 추구

중국
(‘19) 플랫폼 경제
국무원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플랫폼 경제 발전 특징에 맞는 새로운 감독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시장 진입 여건을 최적화해 기업의 합법적인
비용 낮추는 방안 제시
⦁신흥 분야의 서비스 진입 지원
⦁디지털 강국을 목표로 인력 양성, 기반 확충,
기술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략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고
전 국민에게 기술 보급

(‘17) 디지털 전략

⦁디지털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 추진
⦁사이버 보안 강화

문화
영국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행정 서비스 제공

미디어

⦁데이터 활용 혁신

스포츠부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과 경제활성화, 미래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인터넷 규제 정책 시행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

(‘17) 디지털 경제법 ⦁통신 인프라 투자 촉진
⦁성인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디지털 정부 전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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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트럼프 정부, 망중립성 폐지에 합의
2017년 12월 14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광대역 기업들에게 잠재적으로 미국인의 온라
인 경험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소비자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폐기하는 투표결과가 나오며, 결과적으로 망중립성 원칙 폐지됨. 이후 2018년 4
월, 연방통신위원회는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고품질의 서비스나 특
정 콘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정을 정식으로 폐지하였음.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FCC의장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공공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로 변경
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망중립성>

2011년 FCC가 발표한 개방인터넷 규칙의 목적은 인터넷이 소비자의 선택, 표현의 자유,
경쟁 및 혁신의 자유 등을 가능케 하는 개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임. 투명성, 차
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미국은 망중립성 정책을 입법을 통
하여 제도화하고 있으며, ISP를 통신법 Title II의 커먼캐리어(Common Carrier) 규제 대
상으로 재분류하고, ISP에게 망중립성 규제를 부과하여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왔음

2) 중국
▶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 발표
2017년 7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8개 부
처는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을 발표하고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
는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제거하고 우호적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음. 공유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편하여 자원제공자의 시장 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공유경제 발전에 적합지 않은 법률과 정책을 조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또한 공유경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원 훼손, 안전위험 등 문제에 대해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와 자원제공자, 소비자간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 신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무원, ‘플랫폼 경제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플랫폼 경제 규범화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해당 의견은 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고, 플랫폼 경제 발전에 직면한 문제에 집중하여 적합
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중국 정부는 플랫폼 경제 관련 시장
주체 등록의 편리화를 추구하고, 플랫폼 기업 지사 설립 수속을 간소화하는 등 업종의 진
입 규정과 허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임. 아울러 중국은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 육성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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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디지털전략’ 발표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2017년 3월 글로벌 디지털 강국을 목표로 인력 양성, 기반 확충
및 기술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전략(Digital Strategy)을 발표함. 해당 전략은
2012년 영국 보수ㆍ자민 연립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전략의 롤링 플랜 성격을 가지고 있
으며, 지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발표한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과 녹서
(Green Paper)의 디지털 부문들을 구체화함. 한편, 해당 전략은 기반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산업 육성, 全 산업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전자 정부, 데이터 활용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표 6] 디지털전략 주요 내용
전략

주요 내용

세계 최고 수준의

· 2017년 말까지 영국 전 세대 95%에 초고속 광통신망 보급

디지털 기반 확충

· 2020년까지 60만 세대에 추가로 보급
· 학교에서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통합 지원

디지털 기술 보급

· 은행 및 정보통신 업체 등과 디지털 기술(Digital Skills)
동반 관계를 신규로 체결
· 디지털 인력 양성과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

디지털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디지털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확대
1)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1,730만 파운드
2) 자율주행차: 1억 파운드
3) 사물인터넷: 3,00만 파운드

전 산업의 디지털화

· 산업 디지털화 위한 ‘생산성연구회’ 설립
· 정보통신 업체들과 함께 기존 기업들의 디지털 적용을 지원
· 국가 사이버보안 센터설립

사이버 보안 강화

·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 촉진
· 영국 정부의 정부 혁신 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행정 서비스

Strategy)에 따라 범정부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 2020년까지 GOV.UK Verify(인증) 사용자를 2,500만
명까지 확대하며, 신규 전자 행정 서비스를 추가 제공
· APIs의 활용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데이터 활용 혁신

· 2018년 5월 EU 일반 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
ection Regulation) 시행으로 소비자와 그들의 데이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 및 공유가 가능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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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 활성화 위한 ‘디지털경제법’ 입법
영국 정부는 2017년, 인터넷 경제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디지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하ㅣ여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을 제정하였음. 해당 법안은 7개의 장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1) 디지털서비스 접근, 2) 디지털 인프라, 3) 온라인 음란물, 4) 지식재산
권, 5) 디지털 정부, 6) 기타 사항, 7) 일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7] 디지털경제법 주요 내용
분류
디지털서비스 접근

디지털 인프라

주요 내용
·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여 모든 이용자가
적절한 요금과 일정한 속도로 인터넷 연결할 권리 부여
·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통신규칙 제정
·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SNS 플랫폼 지원 규칙 제정

온라인 음란물

· 음란물에 대해 18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도록 연령확인
조치 의무화
· 온라인 상의 저작권 위반 최대 형량을 2년에서 10년 연장

지식재산권

· 등록디자인법 개정으로 디자인번호 대신 등록디자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웹사이트주소를 상품에 표시 가능
·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공공 대출권 확대
· 2012년 이후 디지털 및 데이터 기술 전문가를 정부가 직접

디지털 정부

고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서비스 제공 창구 일원화
· 공공기관 상호간 데이터 공유 확대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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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방 정책 현황
[표 8] 신남방 인터넷서비스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기관

기술(정책)

주요 내용
⦁전기전자, 정보통신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구현 정책

인도

(‘15)

전자정보기술부

디지털인디아

⦁3대 비전 및 9개의 액션플랜으로 구성
⦁도시부터 농촌까지 인도 전역에 인터넷망 및
Wi-Fi 구축 목표
⦁디지털 인디아 추진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자, 전자정부 이용 건수 등 급증

· 공공부문에서 ICT 활용률 증가시키기 위한
(‘16) 공공 ICT
전략플랜
말레이

행정현대화

시아

관리계획위원회

전략

·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목표
· 공공부문 기술 개발 및 구조화된 설계를
통해 정부 부문의 실행계획 추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구 조성 계획

(‘17) 디지털
자유무역지대
조성

·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및 물류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

· 2025년까지 약 6만 개의 직업 창출 및
재화 거래 규모 650억 달러 달성 목표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1) 인도
▶
●

디지털리터러시

인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구현 위한 ‘디지털인디아’ 정책 시행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정책은 인도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으로,

(Digital Literacy)

인도 전역에 디지털 네트워크를 보급하고,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제고하고자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

함. 디지털인디아는 3대 비전과 9개의 액션플랜으로 구성되어있음. 디지털 인디아의 3대

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비전은 1) 모든 시민의 공공서비스로서의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 as a Utili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ty to Every Citizen), 2) 수요기반의 거버넌스와 서비스(Governance and Service on D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emand), 3) 시민의 디지털 권리강화(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임. 9개의 액션
플랜의 핵심 내용은 인도 전역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도 전 국민이 인터넷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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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디지털인디아 액션플랜
서비스명

주요 내용

브로드밴드 하이웨이

· 광섬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25만여개의 마을 연결
· 신도시 개발 및 건축 시 통신 인프라 구축 의무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 소외된 마을 4만 2,300여 곳에 무선 기지국을 설치하여
네트워크 확대 및 보급 추진

공공인터넷 접근

· 마을마다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여 정부 서비스 제공
· 우체국을 다목적 센터로 전환

E-Governance

· Kranti는 전자 매체를 통해 인도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의 전자정부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
1) e-Education: 모든 학교를 브로드밴드로 연결, 무료 Wi-Fi
설치,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및 개방형온라인강좌의
시범서비스 개발
2) e-Health care: 온라인 의료상담, 온라인진료 기록, 온라인
약품공급, 전국적 환자정보 교환
3) e-Agriculture: 실시간 가격정보, 온라인 주문,
모바일뱅킹을 통한 현금, 대출, 보조금 지불 등이 포함
4) 사법 기술: e-Courts, e-Polics, e-Jails, e-Prosecution
5) 보안 기술: 국가 사이버 보안조정센터

eKranti

·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센터설립
·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 촉진

모두를 위한 정보

·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 플랫폼 구축
· SNS나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실현

전자제품 제조업

· 전자제품 완전수입대체(NET ZERO Imports)
· 2020년까지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200개 조성
· 세금관련 지원 및 우대를 통해 인도 전자제조업 육성

고용을 위한 IT

· 소도시에서 IT 분야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계획 수립
· 인도 북동부 7개 주에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설립하여 IT 기반 성장 촉진

조기성과 프로그램

·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우선 추진
1) 공무원 메시징 플랫폼, 2) e-Greeting, 3) 중앙 공무원
생체인식 출근부, 4) 대학 내 무료 Wi-Fi, 5) 정부 내 보안
메일, 6) 공공 Wi-Fi 구축, 7) 전자교과서, 8) 날씨 및
재난경보 문자 서비스, 9) 미아관련 국가 포털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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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

공공부문에서 ICT 기술 활용 증대 위해 ’공공부문 ICT 전략플랜‘ 발표
말레이시아 행정현대화·관리계획위원회(MAMPU)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공공 부문에
서의 ICT활용률을 증가시키는 ‘공공부문 ICT 전략플랜(PSISP, Public Sector ICT Strateg
ic Plan)’을 발표했음. 즉,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공공부문에서의 ICT 활용에 대한 전략
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전자정부(e-Government)
에서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아울러 ‘비전20
20(Vision 2020)’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방향에 맞추어 기술 활용을 조정
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전략플랜을 토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구조화된 설계를 통해 정부
부문의 실행계획을 추진함

▶

디지털 자유무역지역(Digital Free Trade Zone) 조성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는 2017년 3월 세계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Digi
tal Free Trade Zone, DFTZ) 조성에 관한 계획을 발표함. 해당 계획은 말레이시아 전자
상거래 및 물류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임. 이번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및 물류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2025년까지 약 6
만개의 관련 직업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DFTZ를 통한 재화 거래 규모 또한 650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많은 해외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표 10] 디지털 자유무역지대 추진 계획
계획

주요 내용

전략적 입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

제공 서비스

규제 프로세스

·
·
·
·

지역 관문, 해상 및 항공 근접성
고효율 모듈 식 e-Fulfillment 보관창고
전자상거래 생태계 지원 위성서비스
인력 중심의 인프라

· 정부 통합 서비스 플랫폼
· 글로벌 서비스 접속 가능한 통합 디지털 e서비스 플랫폼
· 글로벌 물류 서비스 제공
· 빠른 세관 및 화물 통관을 위한 규제적 프로세스 향상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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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ester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경제 성장 이끌 전망’
▶

●

미국 성인의 27%,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 있어
공유서비스는 아직 발전 초기 상태이지만,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포레스터

소속

Forrester

직위/

Data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밀레니얼의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은 베이비부머 시대의 4

부서

Researcher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차량승차 서비스였으며 에어비앤

전문가

(Forrester)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성인의 27%가 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적

비(Airbnb) 등의 숙소 공유 서비스의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Jonathan
Winkle

[그래프 8] 세대별 공유경제 사용 비율
●

X세대(X generation)
1965년∼197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신세대의 특징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음
●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
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
은 후 사회적ㆍ경제적 안정 속에
서 태어난 세대로,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
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
대를 지칭함

자료 : Forrester

▶

밀레니얼 세대, 물건 구입보다는 경험에 비용 지출
포레스터는 밀레니얼 세대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 보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기성세대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공유 서비스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점차 밀레니얼 세대가 산업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세대에 따른 가치관의 차
이를 이해하고 이를 사업 모델에 적용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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