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전자상거래 활용에 관한 설문지 

 

2월 13일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A. 회사 기초정보 

 

회사명  

성명  

직위  

회사주소 
 

 

모회사 국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E-MAIL  

전화번호  

임직원수 11-50  2 51-100  3 101-250  4 251-500  5 501- 
 

 

A１ 귀사가 속해있는 산업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산업에 걸쳐있는 경우, 순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1 식음료 

5 가구, 건축자재 

9 석유, 석탄 

13 철 

17 전자제품 

21 자동차 

2  섬유 

6  종이, 제지 

10 플라스틱 제품 

14 비철금속 

18 전자통신 장비 

22 자동차 부품 

3  의류 

7  화학제품 

11 고무제품 

15 금속제품 

19 전자부품/장치 

23 기타 교통 장비 

4 목제품 (가구 제외) 

8 의료제품, 화장품 

12 도자기, 시멘트 

16 일반기계 

20 정밀기계 

24 기타 제조업 (          ) 

비제조업 25 무역, 도매 

29 전기, 가스, 수도 

33 의료, 사회복지 

37 외식업 

26 소매 

30교통 

34 부동산 

38 특화 서비스 

27 광업 

31 금융, 보험 

35 교육 

28 건축 

32 전자통신 

36 숙박 

39 기타

（기재요망:               ） 

 

  



B. 현재 귀사의 전자상거래 활용도  

 

B1. 귀사의 사업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a. 현재 활용중 

b. 1-3 년 이내 활용 계획 

c. 3-5 년 이내 활용 계획 

d. 과거에 활용하였으나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음  

e.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계획 없음  C 로 이동 

f. 전자상거래에 대해 잘 모르겠음  C 로 이동 

 

B2. 전자상거래를 어떤 상황에서 활용해 보셨습니까? 아래에서 가장 전형적인 거래유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유형  (2) From/To  (3) 고객/목표 

귀사의 제품/서비스 

판매 

 
국내 

 
소비자(B2C) 

  

부품/서비스 구매 
 국외 

(국가명:           ) 

 
업체(B2B) 

  

 

B3. 향후 1-3 년간 귀사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 

b. 현재 규모 유지 

c. 전자상거래 규모 축소 

 

B4. 귀사의 사업에 활용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선택가능) 

a.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b.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재요망:                                      ) 

c. 동아시아 굴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예. 알리바바) 

d.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예. Amazon Supply) 

 

B5. 활용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선정한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선택가능) 

a.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유명해서 

b. 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비해 폭넓은 고객 기반 

c. 합리적인 이용료 

d. 대금지불에 있어 높은 신뢰도 

e. 업체정보 보호에 있어 높은 신뢰도 

f. 배달의 적시성 



g.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h. 우수한 후속조치 

i. 안전한 대금지불 및 소비자 보호 장치 

j. 특별한 이유 없음 

 

C. 전자상거래 애로사항  

 

C1. 전자상거래 활용에 있어 하기의 애로사항을 1-3 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1: 심각한 문제, 2: 사소한 문제, 3: 전혀 문제되지 않음 

a. 회사 자원 (정보, 지식, 인적 및 금융 자원) 

b. 인터넷 

c. 전자상거래 플랫폼 (언어, 이용료, 독특한 규정 등) 

d. 물류 (교통, 보관 및 배달) 

e. 세관절차 

f. 대금지불/금융서비스 

g. 잠재고객과의 소통 

h. 회사/개인정보 보호 

i.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다음 C2-1 부터 C2-7 까지는 C1 에 언급된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의 

애로사항에 대해 “1: 심각한 문제” 또는 “2: 사소한 문제”로 평가한 경우, 아래의 해당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C1 의 “a. 회사 자원”에 대해 “1” 또는 “2”로 평가한 

경우, C2-1 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수선택이 가능합니다. 

 

C2-1. <a. 회사자원 >  

a.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식 부족  

b.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부족 

c. 부족한 사내 인적자원 

d.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기에 부족한 금융자원 

e.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C2-2. <c. 전자상거래 플랫폼 >  

a. 비싼 이용료 (플랫폼명:                                                   ) 

b. 통합서비스 미제공 (예. 금융, 제품디자인, 마케팅, 재고관리, 대금지불, 

사후관리 등) 



c. 언어 차이 

d.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움 

e. 미흡한 분쟁조정 서비스 (예. 사기 및 분쟁처리) 

f.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C2-3. <d. 물류>  

a. 제품품질을 보증하기에 미흡한 물류 서비스 

b. 배송지연  

c. 비싼 물류비 

d. 미흡한 추적 서비스 

e.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C2-4. <e. 세관 절차 >  

a. 복잡한 세관절차 

b. 비싼 통관비 

c. 화물가치에 비해 비싼 관세 

d.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세관 절차 

e. 각 세관/담당자에 따라 애매하고 다른 대우/해석 

f.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C2-5. <f. 대금지불/금융서비스 >  

a. 금융에 대한 어려운 접근성 

b.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제한적인 대금지불 옵션 

c. 대금수령까지 오랜 시간 소요 

d. 대금지불에 있어 잠재 사기/분쟁에 대한 우려 

e.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C2-6. <g. 잠재고객과의 소통 >  

a. 언어 차이 

b. 온라인 연락의 어려움 (예. 이메일 연락, 온라인 질문양식)  

c. 제품품질 확인의 어려움 

d. 잠재고객과의 사기/분쟁에 대한 우려 

e. 분쟁처리에 대한 지식 부족 

f.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C2-7. <h. 회사/개인정보 보호 >  

a. 회사/개인정보 유출 우려 

b.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낮은 신뢰도 

c. 해당 지역에 공통된 회사/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d.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D. 더 활용하기 편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위해 

 

D1.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가능) 

a. 안전하고 공통된 대금지불 서비스 

b.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세관 절차 

c. 상품가격이 낮은 선적에 대한 신속한 통관 

d. 세관의 관세부과에 대한 규정 명료화/조화 (예. 미소기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면세) 

e.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f.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도입 

g. 신속한 분쟁처리 절차 발전 

h. 전자상거래 상품 보관을 위한 공통 자유지역 지정 

i. 고품질 및 적시의 물류 서비스 

j. 대금지불환경 개선 (예. 대금지불기간 단축,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k.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D2. 귀사의 더 적극적인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용을 위해 희망하는 지원사항 세 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a. 전자상거래 학습 지원 (예. 세미나, 업체매칭 등) 

b. 시장조사 역량 개발 지원  

c. 전자상거래 활용법 학습 지원  

d. 국제무역 전반에 대한 학습 지원  

e. 외국어 역량 개발 지원  

f. 기타 (기재 요망: [영어로]                                                                     ) 

 

--- (설문 종료) --- 

서식 있음: 글꼴: (한글) 맑은
고딕, (한글)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