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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ASEAN
EU Green Deal 그리고 아세안
아세안 인프라를 둘러싼 역외국 경쟁
한반도 內 아세안의 역할

日本의 FOIP

ASEAN FinTech 보고서 (UOB)

ㅇ

아세안 회의 및 소식

장관들은

APT

광물

고위급

회의

(ASOMM+3) 협력 현황을 높이 평가하고,
제7차 아세안 광물 장관회의 공동 언론 성명

광물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 교환 사업

주요 내용 (12.13, 방콕)

을 환영함.
- ‘APT 광물 협력 워크플랜 2016-2020' 이

ㅇ 의장: Suriya Jungrungreangkit 태국 산업부 장관

행 현황을 확인하고, 중국의 對 아세안
ㅇ 아세안 장관들은 글로벌 광물 산업이 직면

광물 분야 역량강화 사업(디지털 지질 매

한 변화와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핑 시스템 개발, 자원 및 환경 탐사, 지질

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서 광물자원의

데이터 프로세싱 통합 등)에 사의 표명

중요성을 감안, 동 분야 역량강화와 무역

- 일본과 한국은 아세안의 녹색 광산, 광산
복원, 광물 자원 평가, 광물 자원의 교역

및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세안

광물

고위급(ASOMM:

및 투자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ASEAN

사의 표명

Senior Officials on Minerals) 및 아세안
사무국에게 디지털 시대와 저탄소 정책
에 부합하는 ‘제2차 아세안 광물 협력
액션플랜(AMCAP:
Cooperation

ASEAN

Action

Plan

ㅇ 제20차 아세안 광물 고위급 회의는 2020년

Minerals
Phase

2:

2021-2025)'을 개발해줄 것을 당부
ㅇ 아세안 광물 분야 제도 및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해 마련된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me)을
환영하고, 역외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임.
- 아세안 광물 신용 기금(ASEAN Mineral
Trust Fund)을 활용하여 아세안 광물 협
력 이니셔티브 이행을 지원하고, 2021년
까지 동 기금을 조성할 계획
- 아세안 광물 고위급 회의에서 승인한 각
종 아세안 광물 분야 사업,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원해나갈 예정
ㅇ 장관들은 역내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개발
에 기여한 아세안 광물 기업에게 수여하는
‘제2차

아세안

광물

시상식(ASEAN

Minerals Awards)' 개최를 평가하고, 올해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 기업을 수상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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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제8차 아세안 광물 장관회의
는 2021년 베트남에서 개최 예정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교역을 둘러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1965 한일 기본협

Satoshi Morimoto 前 일본 국방장관 자카르타

약 및 한-일 청구권 협정을 포함한 국제법을

방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컨셉

기반으로

홍보 (12.16, Jakarta Post)

GSOMIA 종료 보류 결정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 Free and Open Indo-Pacific

▶ 올해 아세안은 중국을 포용하는 인도-태평

▶ 한반도 평화의 미래, 특히 북미간 협상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채택하였
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의견은?

ㅇ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ㅇ 아세안의 방향을 최선(Best)으로 생각하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고 비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AOIP에 동의의사를

핵화 협상을 지속해야하며, 한-미-일 동맹

표명하였는바, 중국의 AOIP 참여 또한 기

을 긴밀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정상

대되는 바임.

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중국이 계속해서 남중국해 분쟁
에 관한 PCA 판결을 무시하고, 인공섬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
한 견해는?

건설과 군사기지화 활동을 지속한다면
이것은 곧 아세안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

ㅇ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위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컨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셉(FOIP)에 위배

중국이 국제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남중국
해 긴장을 유발하고 있음.

▶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 또한, Huawei 및 Tencent 등 중국 기업

서는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가?

을 통해 역내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ㅇ 일본은 미국의 항행자유에 동의하며, 미국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바, 중국이 어떤

과 공동 훈련을 추진 중임. 일본은 아세안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회원국들을 포함한 이웃국가들과 협력하고

지 관찰 필요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군사

- 한편,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내 강

력 강화를 위한 훈련, 자연재해 경감을 위

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

한 협력을 진행 중임.

행할 수 있길 희망

있으며,

▶ 한일 관계가 무역에서 안보 갈등으로 번지

아세안을 위한 녹색 정책(Green Deal) (12.16,

고 있으며, 역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Bangkok Post)

인바, 이에 대해 일본이 적대감을 낮출 수

ㅇ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그린딜 정책* 소개하

있는 방안은?

였으며, 동 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의 연무

ㅇ 일본과 한국은 한국 노동자(일제 강점기 강
제 노역), 독도(타케시마 섬으로 언급), 일본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국기(욱일승천기) 등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난제들을 안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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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및 이탄습지 산불 대응을 위해 약
2,4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약 3
백만 헥타르의 이탄습지 파괴*

2019.12.11 EU 집행위원회, 그린딜 정책
(The European Green Deal) 소개

*

아세안

이탄습지

관리

전략(ASEAN

Peatland

Management Strategy)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전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2년 영국 및 프랑스의

▪ 2050년 까 지 첫 번 째 탄 소 중 립 대 륙 달 성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음.

(no net em issions of greenhouse gases)
을 목표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원을 활용

ㅇ 12.9(월) EU는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하지 않는 경제 성장 달성 목표
▪

2020.

3월

EU

최초의

수입한 팜유 기반의 바이오디젤에 8~18%

"기 후 법 (Clim ate

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Law)" 제 정 계 획
▪ 2020년 여름까지, 집행위는 EU의 온실가스 배출

* 12.16 인도네시아는 EU를 WTO에 제소

감축량은 2030년까지 50~55%까지 낮출 계획

- EU는 그린딜 정책 입안 및 이행을 최우선

▪ 탄 소 국 경 세 (carbon border)개 편

순위로 두고 있는바, EU의 바이오디젤 생

▪ EU 회 원 국 2019년 까 지 각 국 에 너 지 개 혁 계

산 회사들 또한 팜유가 아닌 지속가능한

획 및 기후 계획 발표 의무화
▪ 에너지 빈곤 리스크 해결

원료로 만든 원료를 수입해야하는 상황

▪ 스마트 인프라 도입

- Vincent Piket 주인도네시아 EU 대사는

▪ 에너지 사용 집약도가 높은 직물, 설비, 전자

팜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은 EU의 지속가

기 기 및 플 라 스 틱 산 업 에 '순 환 경 제 액 션 플

능성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식

랜' 도입 의무화

입장 표명
ㅇ 독일 정부가 4백만 유로를 지원하는 ‘아세
안

이탄습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ㅇ 한편, Igor Driesman 주아세안 EU 대사는
SUPA 프로그램을 팜유 논쟁의 일부로 보

사업

(SUPA: Sustainable Use of Peatland and

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Haze Mitigation in ASEAN)'은 향후 5년간

- SUPA는 엄연히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이

추진될 예정임.

탄습지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 지역 공동체 및 농부들과 협업하여 아세안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대한 낮추

이탄습지 리스트를 만들고, 파인애플 등 지

고 산불 위험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역별 이탄습지 환경에 적합한 작물 재배

마련된 사업임을 강조

사업을 지원할 계획
제5차
ㅇ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팜유를 포함한
3,000종 이상의 작물이 동남아의 이탄습지

아세안

식품안전규정

프레임워크

*

(AFSRF ) 테스크포스 회의 개최 (12.10-12, 자
카르타)
* ASEAN Food Safety Regulatory Framework

에서 재배가 가능함.
- 이탄습지는 어종, 잠자리를 비롯하여 다

ㅇ 이번 회의는 EU의 아세안 지역통합 사업

양한 동물의 서식지로 생태계의 보고이

(ARISE Plus)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아

며, 약 680억 톤 규모의 탄소 저장고(전

세안 농업, 경제 및 보건 분야 공무원들이

세계 이탄습지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의

참석하여 아세안 식품안전 협정 초안에 대

14% 차지)

해 협의함.

- 그러나, 거대 산림벌채, 벌목, 화전 등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약
- 4 -

를 개최하였으며,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
ㅇ 2014년부터 아세안 농업, 경제 및 보건 분

워크(26개 도시) 담당자들이 참석함.

야 공무원들은 아세안 식품 안전 정책
(AFSP:

- 공공, 민간 스마트시티 전문가 간 의견

ASEAN Food Safety Policy) 및

교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미국의

AFSRF에 대해 논의하였음.

솔루션 등을 논의하였고, 미국은 아세안

- 2015년 AFSP가 마무리되었고, 2016년

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1천만 미불

AFSRF이 완료되었으며, 아세안 농림장관

을 기여하겠다고 약속

회의, 아세안 경제 장관회의 및 아세안
보건 장관회의에서 각각 채택

▸ 호주

- 2017년 AFSRF 테스크 포스가 설립되었으
며, AFSRF 협정 개발에 착수

ㅇ Malcom Turnbull 전 호주 총리는 2018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세안-호주 특별 정상
회의에서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특히 교량,

호주, 미국, 아세안 인프라를 위한 경주 (12.18,

고가도로, 항구, 철도)을 위해 투자할 것이

The Diplomat)

라고 함.

▸ 미국

- 다수의 호주 기업들은 탄광을 포함한 인
프라 공학(engineering)을 지원 중이며,

ㅇ 미-아세안 인프라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으
네트워크(ITAN:

대표적인 기업으로 CIMIC Group의 자회

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사인 Leighton Asia가 있고, 인도네시아,

Network), 미-아세안 ITAN 기금 및 스마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다

시티 파트너십(USASCP) 등이 있음.

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 진행 중

로

인프라

지원

- ITAN은 USAID가 인태지역에서 주도하는

- 인도네시아에서 브라질 탄광 기업인 Vale

인프라 개발 지원 사업으로, 역내 평화,

과 함께 약 680만 미불 규모의 탄광 인프

안정 및 번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고, 필

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필리핀에서는 2억

리핀과 베트남은 ITAN 사업의 수혜국

1백만 미불 규모의 철도 공사에 참여

- 2012-17년간 필리핀에서 교통 및 물류비

- 또 다른 기업으로는 Aurecon Group이

용을 절약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

있으며, 항구 개발 사업(인도네시아), 수

해 전력 네트워크 현대화 및 에너지 자원

력발전사업(라오스), 항구 시설 (미얀마)

다변화를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 중

돕기

위한

전력

개발

계획

(Power Development Plan)을 이행한 결

- 2018 호주-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발

과, 약 50억 미불 규모의 도로 인프라,

표된바와 같이, 호주는 아세안 스마트 시

전력 및 비즈니스 개발 투자 확보

티 개발을 위해 약 2천만 미불을 기여할
계획

- ITAN 사업 지원을 위해 2018.7월 ITAN 기
금을 조성하고, ITAN 사업 시행국가에서 지
속가능하고, 투명하며, 높은 수준의 인프라

ㅇ 이와 같이 미국과 호주는 아세안내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법적·기술적 지원을 하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 중이며, 양

기 위해 마련 (주로 컨설팅, 역량강화 등)

국 모두 아세안 스마트 시티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삼고 있음

ㅇ 미국과 아세안은 2019년 7월 제1차 미-아
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NASCP)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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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UNASCP를 통해 데이터 기

언론 보도 및 논평

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자원
의 혁신성 제고 및 관리를 목표로 삼고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 아세안

있는 반면,

이 얻을 수 있는 것은? (12.15, Nikkei Asian

- 호주의 목표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건설
을 계획 중

Review)
ㅇ 한국은 11.25-26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 개최 사흘전 북한

ㅇ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BRI) 사업이 다수

의 조선중앙TV(KCNA)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의 아세안 국가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은 특별정상회의 초청장은 받았으나 참석

있는 점을 감안, 호주와 미국이 협력하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중국에 대항할 가능성도 큼.
- 분명한 점은 미국, 호주, 중국을 포함한
역외국가들이 앞 다투어 아세안 스마트

ㅇ 2018.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

시티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할 것

통령이 김정은을 한-아세안 30주년 기념

으로 전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자고 제
안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였으나, 조코위 대통령은 사전에
아세안 10개국과 동 제안에 대해 미협의
- 아세안 내부 외교통에 따르면 싱가포르
(2018년 아세안 의장국)와 태국(2019년
의장국)은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
- 일부 회원국들은 아세안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tool)로 쓰인
다는 점을 불만으로 제기
- 아세안은 북한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에 초청하는 것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
였는바, 결국 한국은 단독으로 북한 초청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을

둘러싼

한국-아세안간

비동의

(disagreement)는 현재 아세안에 일방적으
로 구애하는 한-아세안 관계를 의미함.
- 문재인 대통령은 2017.11월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기간 동안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
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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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면서 ‘중심성'이 퇴색되는 양상
- 문재인 정부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관계

- 아세안의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계획*을

는 특별히 좋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 인구

추진하고 있으나 레버리지를 잃고 있는

6억의 아세안 시장을 중시하고, 지난 9월

상황

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

*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포용성 및

국을 모두 순방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으로

협력을 골자로 만든 이니셔티브, 경제 협력에 중점)

기록
-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ㅇ 아세안의 외교적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려

다양한 MoU 및 협정을 맺었으며, 특히

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보다 중요한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

(prominent) 역할을 해야함.

공장 설립 발표 부각

- 6자회담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북미정
상회담이 뚜렷한 결과 도출에 실패한 상

ㅇ 한국은 아세안 내에서 일본을 라이벌로 생

황에서 아세안의 참여가 유의미할 가능

각하지만 실제 한국이 상대하기 역부족임.

성 다대

- 한국은 교역, 직접투자, 개발원조 면에서

- 1983년 양곤 테러, 2017년 쿠알라룸푸르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베트남만큼

에서 벌어진 김정남 살인사건을 비롯하

은 예외

여 북한의 싱가포르, 태국 및 말레이시아

- 2008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스마트폰 생

국민 납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으

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한-아세안 교역 및

나, 아세안 회원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를 유지하고 있고, 1994년부터 매년 개최

이상이며, 이는 일본 보다 높은 수준

되는 ARF(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북한

-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 역시 한국의 투자

이 가입국으로 참석

와 지원을 환영할 것이나, 아세안이 보는

-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각각 2018년 및

한국은 인구 5천만, 낮은 경제 성장, 보통

2019년에 역사적인 북미회담 개최지로

의 수출 시장에 불과

선정

- 안보이슈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아세안이 한국에 의존하기 어려운

ㅇ 만약 아세안이 상대적인 중립성(relative

구조

neutrality)을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ㅇ ‘중심성(centrality)'은 아세안 외교의 핵심이

- 태국의 쭐라롱콘 대학교 국제연구소 선임

며, 다자협력의 좋은 파트너(good partner)

연구원인 Kavi Chongkittavorn에 따르면,

로서의 입지를 갖출 수 있는 요소임.

아세안

-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역내 소국들도 지

(Everest)'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역문제에 의미있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

의 (경제) 성장을 돕는 최적의‘셰르파'가

고, 가장 좋은 예로 일본, 미국, 중국, 한

될 수 있다'고 분석

국, 인도, 러시아가 매년 참석하는 EAS

국가들은

경제개혁의

‘정상

- 이러한 경우 한국과 아세안은 ‘윈윈'을 기
대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세안 시장에서

운영
-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BRI) 사업을 추진
하고 일본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아세안은 가시밭 같은
한반도 문제의 브로커로서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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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고서

ㅇ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의 핀테크
산업 분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아

아세안 핀테크 보고서 (12월, United Overseas

래 그림 참고).

Bank(UOB) 발간)
* State of FinTech in ASEAN

ㅇ 2025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동 분야 발전을
위해 아래 3가지 장애 요소를 극복해야함.
- 더 많은 국민들과 기업·민간들의 인터넷
(broadband) 접근 및 활용을 가능케하여
도농간 디지털 격차를 줄일 것
- 모바일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된
- 싱가포르의 선진 금융 인프라와 정부의

지불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경간 지불시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으로 세계 핀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을 줄이고, 금융

테크 허브인 홍콩과 런던과 경쟁 가능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증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스마트폰

- 정부 정책을 통합하고 디지털 정체성, 개

사용자 확대, 빠른 인터넷 보급율, 도시

인정보, 교역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제

화, 청년 인구 증가로 빠르게 싱가포르를

화 및 규정 조정(coordination) 필요

따라잡고 있는 상황
ㅇ 아세안 성인 절반 이상은 은행계좌를 보유
하고 있지 않고, 농촌지역 거주민일수록 정

ㅇ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얼라이드마켓리서치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아세안

식 금융 거래가 더욱 어려운 상황임.
- 그 결과, 역내 핀테크 기술은 현재까지

내 P2P 대출*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

일명 모바일 페이(payment & mobile

는 아세안 대출 시장에서 약 51.5%을 차

wallets) 개발에 집중

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와 태국은 이미 ‘공통 국가 지불

* P2P lending: 개인간 채권채무 대출거래 중개, 온라인

인프라 및 QR 코드 표준' 시스템 구축

상에서 불특정 다수로 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

단계에 있으며, QR 코드를 활용한 지불
시스템은 향후 아세안의 표준이 될 전망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업자가 대출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하고 인터넷에 고시하면, 이를 보고

-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역내 노

투자자들이 투자

동자의 보수 지불 방법과 정부 금융 거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는

래(government transfers) 방식이 현금

P2P 대출에 관한 법규가 있어, 지난 2년

지불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디지털 페이

간 약 40여개의 P2P 대출 거래소 운영
- 태국은 아직 협상 단계에 있고, 필리핀과

시스템 개발 등 핀테크 개발이 유망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디지털
지갑을 활용한 보수 지불을 점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46개 이상의 핀테크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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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

ㅇ 경제 성장 엔진과 번영의 아이콘으로 부상
한 아세안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
고 있음.
- 2016년 동남아 핀테크 투자액은 총 2억
5,200만

미불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33% 상승
- 2019년 역내 핀테크 투자는 3억 3800만
미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벤처 캐
피털,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투자 방
식으로 역내 핀테크 분야 투자가 큰 폭
으로 상승
ㅇ 아세안의 핀테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
물러 있으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디지털 플
랫폼은 확산되고 있음.
- 소비자의 지출(consumer wallet)과 소비

주아세안대표부는 아세안 관련 주요 뉴스 및 아

자의 인지도(mindshare) 쟁탈전은 더욱

세안 사무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심화될 것이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태국에서 시작된 거대 인터넷 기업(일명
기업가치가 10억 미불로 추정되는 유니

ㅇ

<WEEKLY ASEAN>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표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주간 아세안 동
향을 비롯하여 월간 아세안 뉴스레터, 아세안

콘 기업의 부상)의 발전으로 역내 투자

각종 현안과 경제 통계 등 아세안 관련 제반 정

유치 상승 기대

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주아세안대표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타 보고서

innovation's sake)’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

또는 기사 등에서 인용하거나 활용하기를 원하

되며, 혁신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

실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
- 아세안 핀테크 기업들은 투자유치에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실제 솔루션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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