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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분석]
[ERIA Policy Brief] To Enhance E-Commerce Enabling Connectivity in
ASIA 발간
ㅇ ICT 기술을 기반으로 B2B, B2C, C2C 등 모든 거래 형태를 주도할 것
으로 예상되는 E-Commerce 시장은 2018년 약 6천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되며, 아태지역의 경우 2015년 3천2백억 달러에서 2021년 9
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아태 지역 국가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성장률이
20%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태국 등도 두자릿 수의 성장률이
예상됨.
그림 1. 주요 국가별 연평균 E-Commerce 성장률 예상치(2015-2021)

자료: ERIA 2017. p.2; Statista(2016) 재인용.
ㅇ 아세안 역내 Digital Economy 및 E-Commerce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연계성(Connectivity) 증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 이동) E-Commerce 발전은 ICT 인프라의 질적·양적 성장을 필수
적으로 필요로 하는 바 인터넷 속도, 브로드밴드, 광케이블망 구축 등의
노력을 필요로 함.
- (물류) E-Commerce 특성상 상품 배송을 위한 효율적이며 안전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나, 아세안국가들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
면 물류 인프라가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현금 이동) E-Commerce의 가상-물리적 부분을 연계하는 핵심 분야가
E-Payment이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구매자의 연결을 위한 효율적이
며 안전한 솔루션 개발 및 채택을 필요로 하나 아세안 국가들의 은행 금
융 부문의 규제 및 발전 격차로 인한 한계가 있음.
ㅇ E-Commerce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물리적·사이버 연계성 공공
재(Public goods) 공급 확대, △온라인 마켓 관련 법률·규제 수립, △고
부가가치 연계성 관련 서비스 증진, △스마트폰 기반 경제 및 인터넷 금
융 혁신 추구, △역내 E-Commerce 환경 증진 협력 등을 제안함.

[주요 기관 동향]
1. [부산시] 한-아세안 교류증진, 아세안 언론인 부산 방문! : ‘한-아세안 언론
인 교류사업’, 아세안(10개국) 언론인 30여명 방문
- 10.12~20 부산시. 외교부 주최. 시정 현장 및 관광명소 방문 통해 한-아세안 교류 증
대 및 글로벌 해양도시 브랜드 홍보

2. [한아세안센터] 제18회 열린강좌 시리즈 “제4차 산업혁명과 아세안시장”
- 10.12~11.23. 서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아세안의 변화와 시장 기대요인 및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강좌(총 7회 매주 목요일)

3. [주아세안대표부] 아세안연계성조정위원회-대화상대국-외부협력기관 협의
회 개최
- 10.05. 마닐라. 아세안연계성조정위원회(ACCC: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on
Committe) 주최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참여 방안 논의. 우리측은 주아세안대표부 참석

4. [기획재정부]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역외탈세 방지
- 10.14. 기재부. 2018년부터 상대국 거주자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
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및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 금융정
보 교환, 금융자산 거래내역은 2019년부터 교환

5. [아세안사무국] ASEAN considers setting-up a research centre for
competition
- 10.05. 마닐라. 아세안 각국 2020년까지 아세안 역내 경쟁법 및 관련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ASEAN Research Centre for Competition (ARCC) 설립 합의

[주요 언론 동향]
1. [Business Times] Asean to grow 5% in 2017: S&P Global
- 10.04. 아세안 국가 내수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경제호조로 경제성장률 2017년 5% 달
성 전망.

2. [Nikei Asian Review] Vietnam and Japan would be among hardest hit by
a Korean conflict
- 10.04. 한반도 긴장으로 베트남 및 일본 공급망 피해 가능성 존재.

3. [파이낸셜뉴스] 수출 다변화위해 아세안 시장 노려야
- 10.05. 아세안은 최근 대중 수출애로로 인한 시장다변화를 위한 최적의 시장으로 부상.
2017년 상반기 부품소재 수출 전년대비 24.3% 증가.

4. [매일경제] 유통업계, 베트남·인도네시아 속속 진출
- 10.09. CJ 베트남 최대 물류社 인수, 롯데 인니에 쇼핑몰 합작사 출범 등 동남아서 신성
장 돌파구 마련 중.

5. [파이낸셜뉴스] 한-아세안 경제협력 넓히려면
- 10.12.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장·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칼럼. 한아세안 경제협력 , 소비재
수출 확대, 중국·일본 등 경쟁국과의 수출제품 차별화 등의 노력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