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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럽, 고민의 배경

유럽은 만성적인 여러 경제적 문제들을 ‘연합된 유
럽’으로서 얻어내는 시너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2016-2017년 유럽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 경제 정책들

엇일까? 지난 2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로는 유럽전략투자펀드(European Fund for

Economic Forum)에서는 유럽이 주목할 5개의 안

Strategic Investment), 유로 개혁(Euro Reform),

1)

건을 선정한 바 있다. 먼저 전통적인 경제 이슈로

에너지 연합(Energy Union), 자본시장연합(Capital

서, 유럽경제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Market Union) 등이 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이션, 노동력의 고령화와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이 문

유럽연합의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

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체

하는데 있다. 이들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

제로의 진입과 이에 대한 유럽의 장애요인들이 두

에, 오늘날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번째 이슈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이

의 전략이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슈로, 이민자 문제, 우크라이나 또는 시리아 등의 지

Market Strategy)이다.

정학적 이슈, 그리고 브렉시트(Brexit) 등의 사안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유럽의 국가들 간의 지리

이 지적되었다. 정치적인 이슈들은 비교적 이례적으

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약화되게 된다.

로 발생하는 외부적 사건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과거에는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반대로 고령화, 저성장, 인

점이 유럽내의 국가간 거래에서 많은 이점으로 작용

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문제는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

아닌 세계적이며 만성화된 증상으로 보인다. 이 시

어지는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는 지리적 인접성은 그

점에 ‘디지털 유럽’이 2016-2017년 유럽연합이 주목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유럽 전체 온라인 거래

해야할 이슈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규모에서, 미국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1) World Economic Forum(2016), “Europe: What to watch out for in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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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지털 유럽’으로 성공적

그림 1 : 유럽의 디지털 양극화(Network Readiness Index)

으로 안착할지, 혹은 디지털
시대 중진국으로 머무르게 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
털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① 유럽 국가별로 상이한 디
지털제도 및 인프라
그간 유럽의 국가 간 디지
털 비즈니스가 자유롭지 않았
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
해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유럽 국가 간의

자료: WE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디지털 비즈니스의 장벽이 철
폐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54%에 육박하지만, 유럽 국가 간 디지털 거래가 4%
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디지털 단일시장

않다. 소비자보호법, 저작권법, 부가세 시스템 등이

전략은 이와 같이 위축된 유럽 국가 간의 디지털 거

국가별로 균등해 질 때,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의

래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유럽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유럽의 국가

연합이 경제적으로 이산될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

간 디지털양극화가 디지털 유럽을 가로막을 장애요

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매년 3,400억 유로(약 448조

인이다. ICT 기반 시설 뿐 아니라 ICT 관련 기술 및

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디지털 단

사업환경의 격차도 큰 편이다. <그림 1>에서 유럽

일시장 전략에 대한 유럽의 기대는 큰 편이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한국의

2)

경우 독일, 덴마크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

디지털 유럽의 분수령: 2016-2017년

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 광대역 네
트워크에 80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2015년 시작된 디지털 단일시장전략은 현재 2016

이다.

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다. 올해와 내년은 유럽 연합

2)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ingle Market(http://ec.europa.eu/digital-agenda/en/digital-singl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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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에 대한 유럽사회의 인식: 활용 vs. 보호

점은 약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럽시장 진출에

디지털 유럽의 미래에는 유럽사회의 데이터에 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럽을 구축하기 위

한 인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 광대역망 등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어

데이터는 디지털경제의 화폐라고 불릴 만큼 그 활용

있는데 반하여,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유럽의 인적

가능성이 크다. 정보의 연결 자체가 사업을 창출하기

자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유럽이 우

도 하며,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강

리에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대목

화하기도 한다. 반면 개인정보의 침해나 보안 문제들

이다. 반면에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전략은 기본적

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된다. 유

으로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 정책으로 자국의

럽의 경우 주된 사회적 관심이 정보 보호에 맞추어져

시장을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인프라 투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기회 창출이나 경쟁력

자에서부터 디지털 단일시장을 규제하는 정책들에

의 제고에 무디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르기까지 보호주의적인 기조가 관철 될 가능성이
높다. 점차 거대한 파이가 되어가는 유럽의 디지털

③ 유럽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유럽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란

단일 시장에 우리의 몫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
인지는 우리의 전략과 대응에 달려있다.

온라인 옥션에서부터 검색엔진, 공유 사이트, 소셜
미디어,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것들을 총칭

디지털 유럽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DESI

하여 정의하고 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플
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디지털 양극

디지털 유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각 국

화와 디지털 인식을 극복하고 거대한 유럽 단일 디

가의 디지털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

지털 시장을 구축하여도, 그 이익이 유럽에서 전유

으며, 대표적인 예로 올해 2월 발표된 ‘EU 디지털

되리라 보장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은 유럽 고유의

경제/사회 지수(Digital Economy and Society

온라인 플랫폼을 창출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Index, DESI)’3)가 있다. 이 지표는 5개 부문에 대하

제도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 30여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은 1)연결
성, 2)인적 자원, 3)인터넷 사용, 4)디지털 기술의

디지털 유럽의 시사점: 강 건너 불구경은
곤란

비즈니스 접목, 5)디지털 공공 서비스로 구성된다.
각 부문별로 살펴본 유럽의 전반적인 디지털 현황
은 어떠할까? 연결성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유럽의 디지털화는 우리에게 상반된 두 가지 시사

는 광대역 망의 보급 및 속도이다. 현재 유럽 전체에

점을 던져주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유럽의 디지털

서 광대역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

시장이 활성화 될수록, 지리적 근접성이 가지는 강

체 가구의 71%가 30Mbps 이상의 광대역 망에 연결

3)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d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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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EU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4)(국가별 종합지수)

는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독
일, 말타, 오스트리아, 포르투
갈이 속한다. 발전이 느려지
는 선도 그룹에는 덴마크, 스
웨덴, 핀란드, 벨기에, 유럽,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리투아
니아가 있다. 추격하는 후발
그룹에는 크로아티아, 루마니
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라트
비아, 이탈리아가 있다. 뒤쳐

자료: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desi

지는 후발 그룹에는 프랑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

되어있다. 인적자원 측면의 대표적 지수로는 인터넷

란드,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그리스가 속한다.

접속률 및 디지털스킬이 있다. 유럽 인구의 34%가
주 1회 인터넷 접속도 하지 않으며, 유럽 인구의
45%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그림 3 : EU 디지털 경제/사회 지수 (국가별 발전속도 고려)

다. 디지털 기술의 비즈니스 접목의 경우, 정보교환
을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
팅 등의 지표들이 있으며 유럽에서도 점차적으로 증
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디지털화 현상을 추적하고
있는 것은 좋은 대응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는 5
가지 요소를 종합한 국가별 순위를 보여준다. 종합
지수 순위에 따르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
란드, 벨기에 순으로 높은 성적을 보였으며, 성적이
낮은 국가들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
아, 크로아티아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는
발전 속도를 고려한 국가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발전 속도를 고려할 경우 더욱 발전하는 선도그룹에

자료: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desi

4) 유럽국가 약어: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Y 사이프러스, CZ 체코, DE 독일, DK 덴마크, EE 에스토니아, EL
그리스, ES 스페인, FI 핀란드, FR 프랑스, HR 크로아티아, HU 헝가리, IE 아일랜드, IT 이태리, LT 리투아니아, LU 룩셈부르
크, LV 라트비아, MT 말타, NL 네덜란드,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E 스웨덴,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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