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DMCC, 새 조사 보고서 발표

-- 향후 10년간 기술이 1.5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금융 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할 전망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8년 5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상품 거래 및 기업과 관련해
세계의 대표적인 자유 지구이자 두바이 정부 관청인 DMCC가 ‘무역의 미래(The Future of
Trade)’[http://www.futureoftrade.com/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역
부문의 상업화가 무르익은 가운데 기술 발전은 현재 1.5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금융 갭을
해소하고, 무역 부문에 새로운 성장을 주입할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8330751-dmcc-research-bridge-trade-finance-gap/

이 조사는 세계 경제력의 지속적인 이동과 더불어 디지털 변혁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과 세계 탑 10 상품 거래 허브를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 신청 중 50%가 은행에서 거부되며, 핀테크와 블록체인이
지원하는 대안 무역 금융이 증가세에 있다고 한다. 한 예로, 2015~2016년 APAC 지역에서 대안
금융 시장은 두 배 이상 증가해 총 2,45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블록체인이 다음 10년 이내에 무역 부문을 재정의하고, 업무 흐름을 처리하고
국경 간 재화를 운반할 더욱 빠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대규모 진전은 아직 요원하다.

블록체인이 세계 GDP를 거의 5% 늘리고, 무역량을 15%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DMCC 회장 Ahmed Bin Sulayem은 “블록체인과 기타 신규 기술로 인해 무역과 무역 금융에 일대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는 세계 제1의 상품 무역 허브라는 입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들 변화를 활용하고자 미래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신기술의 영향력을 비롯해 현 미국 정부와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전통적인 무역 흐름에 어떤 도전을 제시할지도 자세하게 다뤘다.

10년 전망을 제시하는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점점 국내 소비에
의존하고, 기술 중심의 제조로 이동함에 따라, 1억 개에 달하는 노동 집약적인 일자리가 다른
저비용 국가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그에 따라 베트남,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DMCC CEO Gautam Sashittal은 “세계 무역과 무역 금융은 디지털 혁명의 정점에 있다”며
“1950년대 선적 컨테이너가 무역을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전면적인 기술 발전이 무역과 국경
간 재화의 이동 방식도 바꾸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국제 무역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와 함께 나온 독자적인 Commodity Trade Index[https://futureoftrade.com/commoditiestrade-index ](CTI)는 10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 상품 허브 10개국(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홍콩,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나이지리아)의 역할을
벤치마크하고 평가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CTI에서 1위로
등극했다. 그 뒤를 이은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다.

‘무역의 미래’ 2018 보고서는 네 개 챕터로 구성된다.

- 세계 무역의 변화하는 성격(The Changing Nature of Global Trade)[https://futureoftrade.com/thechanging-nature-of-global-trade ]
- 디지털화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n Digitalisation)[https://futureoftrade.com/the-impact-ofdigitalisation ]
- 무역 금융 갭 해소(Bridging the gap in Trade Finance)[https://futureoftrade.com/bridging-the-gapin-trade-finance ]
- 무역에서 지속가능성의 미래 구축(Shaping the Future of Sustainability in
Trade)[https://futureoftrade.com/shaping-the-future-of-sustainability-in-trade ]

‘무역의 미래’[http://www.futureoftrade.com/ ] 보고서는 Asia House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6곳의 주요 상품 무역 허브(런던, 취리히, 두바이, 싱가포르, 요하네스버그 및 홍콩)에서
250명의 업계 리더, 학자 및 전문가에 제공한 심층적인 통찰을 비롯해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Cebr)와 세계 굴지의 경영컨설팅 업체 Sutherland Global Services가 제공하는
양적 국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futureoftrade.com
트위터: @DMCCAuthority #futureof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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