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 아시아 국가들, 전자상거래의 세계 팽창에 이바지하며 견실한 성장세를 갖출 예정 

2018 년 7 월 13 일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 개국,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OECD 개발센터가 발간한 2018 년 동남아시아, 중국과 인도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동 지역의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은 대체적으로 견실한 소비와 투자로 인해 

2018 년에 6.6%, 2019 년에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세안 10 개국은 2018 년과 

2019 년에 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 캄보디아, 라오스와 미얀마 

(CLM 국가들), 베트남과 필리핀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 포지션은 안정적이다; 동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경상수지를 개선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데이터 흐름이 견실하다. 통화당국이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준율을 사용했지만, 특히 물가상승의 압박과 현지통화의 

약세로 동 지역의 정책 금리를 상승했다.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하지만 재정 정책의 방향은 제각각이다. 

업데이트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 계획한 인프라 사업의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보호주의가 지역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OECD 개발센터장이자 OECD 사무총장의 개발 부문 특별고문인 마리오 페치니는 파리에 

있는 OECD본부에서 업데이트 보고서를 소개하며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국내와 해외의 

위험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면 단기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 언급했다. 

업데이트 보고서는 별도의 장에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

는 데에 따른 과제와 기회를 다룬다. 동 지역은 이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세계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ICT)의 사용,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송과 물류, 결제시스템, 그리고 법과 규제 체계 모두가 

동 분야의 향후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동 지역의 정부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

가 간 전자상거래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 국가 간에 연결을 개선시키고, 기량과 인적자

원을 발전시키며, 디지털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비고: 2018년 6월 18일에 데이터를 열람했으며 아세안과 신흥 아시아국의 경제성장률은 이에 포함된 개별 

국가들을 가중평균한 것이다. 인도와 미얀마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따른다. 미얀마의 2018년은 2018년 4월

에서 2018년 9월까지의 잠정적인 6개월을 가리키며, 2019년은 2018년 10월에 시작해서 2019년 9월에 끝나

는 회계연도를 뜻한다. 중국,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전망은 OECD 경제전망 103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다.  

출처: OECD개발센터, MPF2018. 

 

기자들은 OECD 개발센터 아시아 담당 부서장 다나카 켄스케 (Kensuke.Tanaka@oecd.org; 

전화: +33 (0)6 27 19 05 19) 또는 미디어 담당관 보크라 크리우(Bochra.Kriout@oecd.org; 

전화: +336 26 74 04 03)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업데이트 보고서와 2018 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전망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

보를 위해서는 http://www.oecd.org/development/economic-outlook-for-southeast-asia-china-and-

india-2018-update-9789264302990-en.htm/을 방문하길 바란다. 

 

---------------------------------------------------------------------------------------------------- 

  표 1. 아세안, 중국과 인도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연 변화율 

 2018 2019 

아세안-5개국 

  

인도네시아 5.3 5.4 

말레이시아 5.3 5.1 

필리핀 6.7 6.7 

태국 4.0 3.9 

베트남 6.9 6.6 

브루나이다루살람과 싱가포르 

  

브루나이다루살람 1.5 2.1 

싱가포르 3.5 3.0 

CLM국 

  

캄보디아 7.0 7.0 

라오스 6.8 6.9 

미얀마 6.9 7.1 

중국과 인도 

  

중국 6.7 6.4 

인도 7.4 7.5 

아세안-10개국 평균 5.3 5.3 

신흥 아시아국 형균 6.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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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보고서에 대한 정보 

2018 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는 OECD 개발센터가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그리고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와 협력하여 작성했다. 

해당 업데이트 보고서는 경제전망 보고서 이후에, 데이터, 전망과 정책 토론이 현황을 

반영하고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된다. 업데이트 보고서와 경제전망 보고서는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에 기여하며, 동 프로그램은 OECD 및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모범 사례 교환 및 상호 학습 촉진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