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지부 곽수찬 (kitajkt@kita.net) 2019/11/01

신남방 시장보고서
인도네시아 산업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 전략

1. 산업 현황
q 인도네시아 산업 구조
ㅇ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국민 소득의 향상에 따라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
- 2016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GDP 비중을 볼 때 2·3차 산업으로 경
제 전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
※ 1차산업(14%), 2차산업(41%), 3차산업(45%)
ㅇ 인도네시아의 산업은 제조업이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농수산업(14%), 도소매무역(13%), 건설(10%), 광업(7%) 순으로 국
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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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기여 현황 (단위: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ㅇ 근래 3년간 농수산업의 국가경제기여도가 낮아지고 광업의 기여도가
올라간 바 있음.
- 제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연 4%의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8년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주요 산업

성장률

농업,임업,수산업

3.91

광업

2.16

제조업

4.27

전기 및 가스

5.47

건설

6.09

교역, 차량 및 오토바이 애프터마켓

4.97

교통 및 물류창고

7.01

숙박 및 식품업

5.66

정보통신

7.04

부동산

3.58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17

교육 서비스

5.36

기타 서비스

8.99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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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주요 산업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7.04%), 교통
및 물류창고(7.01%)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지며 광업(2.16%), 농수산업
(3.91%)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ㅇ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식음료 분야며, 그 다
음으로 석유 가스 분야, 철강, 컴퓨터의 순임.
q 주요국 진출 현황
ㅇ (일본) 자유무역을 기조로 경제협정 체결을 추진. 가장 큰 對인니 외
국인직접투자 규모를 보유하여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인프라
산업으로 투자 및 진출 확산.
ㅇ (중국) 일대일로 정책 기반 핵심산업 진출 지원책을 수립. 對인니 외
국인직접투자는 2016년부터 급증하였으며 인프라 및 IT 산업에의 투
자 진출 활발.
ㅇ (미국)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적극적 진출 정책 부족. 對인니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는 가장 저조하며 IT, 신재생에너지 산업 내
기업간 협력 투자 활발.
ㅇ (EU(독일)) 자유무역주의 기조 아래 FTA를 추진 중에 있으나 구체적
정책 부족. 對인니 외국인직접투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서비스업
및 에너지 산업 중심의 투자 진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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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산업 동향
q 제조업
<인도네시아 연간 제조업 성장률 (단위: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ㅇ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섬유와 봉제, 자동차와 전자 등 2차 산
업이 발달하였으나 비슷한 환경을 가진 태국, 베트남에 비해 제조 산업의 경
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2018년 제조업의 GDP 비중은 약 20%였으며, 2030년까지 GDP 대비
21~26%를 목표하고 있음.
ㅇ 섬유산업의 경우 Making Indonesia 4.0의 5대 제조업 핵심 산업분야에 포함되
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 하고 있음.
- 중국의 대체생산지로서 주목을 받으며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최저임금
상승, 설비 노후화와 물류 인프라 미비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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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니 국내 조립 일본차가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
으며 최근 인니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철강 산업의 경우 300개의 회사가 밸류 체인을 구성해 총 2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 인프라 개발과 각종 자원개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로 철강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철강 수요는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내수 공급만으로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급부족분을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q 농수산업
<인도네시아 연간 농수산업 성장률 (단위: %)>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ㅇ 농수산업은 인도네시아 GDP에 14% 이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32%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임.
ㅇ 연간 3%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산업 중 국내총생
산(GDP) 기여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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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상반기의 농수산업 GDP는 1000조 루피아(약 783억 달러)를
상회하며 그 중 농업의 비중이 75%를 차지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경제성
장 7% 육성을 위한 3대 산업에 농업과 플랜테이션을 포함함.
- 농업 및 관련 부문의 투자 금액은 2009-2013년 96조 루피아에서
2014-2018년 240조 루피아로 150% 이상 증가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계에 라이센스 및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으로
써 민간 투자를 늘려 다양한 농산품의 가공 수출을 이끌어 내려 노
력할 전망.
<인도네시아 주요 농산물 생산량>

팜유
고무
커피
차
쌀

2010
21.8
2.73
0.67
0.16
66.4

2011
23.5
3.09
0.63
0.15
65.4

2012
26.5
3.04
0.75
0.15
69.1

2013
30.0
3.20
0.74
0.15
71.3

2014
31.5
3.18
0.71
0.14
70.9

2015
32.5
3.11
0.55
0.14
75.4

2016
32.0
3.16
0.65
79.2

(자료원: Indonesia Invest, 단위: 백만 톤)

ㅇ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 생산 1위, 고무 및 카카오 생산량 2위, 커피
생산량 4위를 차지하는 등 농업 부문에 있어 세계적인 생산량을 보유
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 농업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ㅇ 특히 팜오일 산업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외화 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국가총생산(GDP)의 1.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4100만 톤의 팜유(CPO) 생산량 중 3400만 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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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세계 최대 팜오일 수입처 중 하나인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로
인해 장기적인 팜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이에 대응하여 팜오일 외 농업 분야의 투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표.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최근 잠재 가치가 313조 루피아(약 220억 달러)인 플
랜테이션 시장의 514개 투자 공약 중 약 3/4 이상이 팜오일 시장에 편중되
어 있다며 팜 원유가 아닌 다운스트림 산업 혹은 타 농산품으로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을 기업에 요청하였음.
q 화학 및 에너지산업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제품 수요>

※ 2020, 2024년은 전망치
(자료원: HIS, J.P. Morgan)

ㅇ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2개 종
류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약 2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음.
- 그러나 자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물량보다 수요가 높아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어 화학제품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음.
ㅇ 약 44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이 확인되었으나 국내 석유 및 가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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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은 향후 10년 내 생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
고 있음.
- 수요 대비 생산력이 낮아 원유 산유국에서 오히려 수입국으로 전환
되었으며,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수입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ㅇ 한 때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저유
가 추세와 정부의 규제 및 다른 국가와의 경쟁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
고 있음.
- 국내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외국개발사가 대부분의 석유 생산량을 담당하
고 있으며 2009년 OPEC에서 탈퇴 후 6년만인 2015년 말에 재가입을 하였
지만 2016년 말 OPEC의 원유감산부담을 거부하여 자격을 박탈당함.
q ICT 산업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조 루피아)

(자료원: HIS, 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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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시장은 국민소득 증가, 스마트폰 보급률 증
가, 인구 증가 등의 변화에 힘입어 매년 평균 8~9% 대의 높은 성장률
을 기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 중 64.8%인 1억71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져 2017년 54.86%에서 약 10% 가까이 상승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7000만에 달하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젊은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닌 잠재적 IT 유저가 많아 성장 가능
성이 매우 큼.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 속에
서 무선통신망의 발달을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에너지·자원 분야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스타트업 투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ICT 산업이 인도네시아 산업의 중
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ㅇ 1만 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 되어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어려운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바일과 핀테크의 활용이 금융 인
프라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핀테크 결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
아 관련 스타트업 진출의 전망이 밝음.

- 9 -

3. 한국기업 진출 현황
q 산업별 진출 현황

<산업별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최다 진출 산업은 섬유·봉제 산업으로 전체
기 진출 산업 중 23.5%를 차지함.
※ 1차 산업 기반의 섬유·봉제업과 2차 산업의 의복·잡화 제조업을 섬유·봉제 산업으로 통칭

- 인도네시아의 섬유/봉제 산업은 2016년 기준 세계 섬유 수출시장에
서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71억 7,000만 달러를 수출.
ㅇ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기진출 산업 중 6.9%를 차지하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
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면서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이 현지 생산 시장에 동반 진출함.
ㅇ 도·소매 산업은 인도네시아 기진출 산업 중 8.0%를 차지하며, 인도
네시아 도·소매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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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도 늘어나고 있음.
- 롯데마트 등 대기업 주도의 하이퍼마켓 진출이 활발하며 한국식품
소매 유통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중인 무궁화유통 등 현지 기업
의 활약이 돋보임. 온라인 판매를 활용하여 종합 도·소매업을 운
영하는 Feelbuy, Orange Needles 등의 중소기업도 활약.

q 주요 기업 진출 현황
※ 진출기업 괄호 안은 진출 연도
진출기업
Korindo
(1969)
미원
(1973)
삼성물산
(1975)

포스코
인터내셔널(1976)

KODECO
(1981)

KIDECO
(1982)

진출 현황
- 산림자원(합판, 조림, 팜오일, 고무), 제지, 중공업(상용차, 풍력, 특장차,
소재), 화학, 물류, 부동산, 금융 등 40여개 계열사
- 한국인 약 300명, 현지인 약 20,000명
- 자바, 칼리만탄, 파푸아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사업장 보유
- 조미료 생산, 인니 시장점유율 1위(30%)
- 1975년 지사 설치, 주재원 6명(2009년 1.5억 달러, 2010년 1.2억 달러
실적, 팜농장 포함)
- 수마트라 지역 팜 농장 사업(2008년 2만 4천 헥타르, 5천만 달러 투자)
- 칼리만탄 지역 카사바 농장 및 전분가공 공장 사업(2011년)
- 석탄 광구,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사업 진출 검토 중
- 포스코 등 한국산 철강제품(탄소강, 특수강) 인니 내수 판매
- 한국산 방위산업 제품 인도네시아 판매(국방부 경찰)
- CPO, 유연탄, 발전소 등 투자사업
- 1981년 서마두라광구 유전개발사업 Kodeco/Pertamina 20:80 지분으로
계약 최근 광구 계약 연장 :
2011년 5월∼2031년 5월(20년) 광구면적 : 최초 6,460km²⤑현재 1,666km²
- 2002년 Kodeco/CNOOC/Pertamina 25:25:50 지분으로 계약
- 2011년 Kodeco/시너르진도/Pertamina 10:10:80 지분으로 계약 연장
- 2018년 7월 기존 사업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1993년부터 유연탄 생산 시작(30년간 조광계약: 2043년)
- 칼리만탄 동부 파시르 지역(노천광산)
- 매장량: 11억 톤(세계 5대 광산, 50,400ha, 인도네시아 3위 광산)
- 2012 년 생산량: 3,400만 톤
- 1982년 국내업체 컨소시엄(삼탄, 범양상선, 용산화물, 한일시멘트,
태웅)으로 진출, 수송비 문제, 유연탄 국제시세의 하락(1982년
60달러/톤→1988년 35달러/톤)으로 다른 기업은 철수하고, 현재 삼탄(지분
49%)과 인도네시아 기업 2곳이 지분 보유
- 2017년 12월 삼탄은 KIDECO의 지분 49% 중 40%를 매각하여 지분이
많이 축소된 상태이며 2023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이 만료되나 연장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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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

LG전자
(1990)

삼성전자
(1991)

CJ
(1998)
SK 에너지
(2005)
KEB하나은행
(1990, 2007)

롯데마트
(2008)

롯데케미컬
(2010)

포스코
(2010)

한국타이어
(2011)

우리은행
(1992, 2013)

한화생명
(2013)

진출 현황
-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
- 1995년 글로벌 생산기지 공장 추가 건설-전 세계 78개국, 150여 바이어에
수출
- 2016년 기준 판매실적 약 12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핵심 가전제품기업에
선정
- 2018년 5월 LG전자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가동 시작
- 종업원 약 5,000명(협력사 약 3만 5,000명)
- TV, STB, DVD, Blueray, HTS 등 디지털제품 생산
-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2017년 기준 매출 약 2억 8,100만 달러 기록
- 종업원 약 3,500명, 세계 50여개국에 수출
- 삼성전자는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플라자 센트럴 건물을 비롯해
9개국 랜드마크 14곳에 LED 사이니지를 수주
- 식료품, 핵산, MSG, 사료 등 생산, 제과점 뚜레주르, 영화관(CGV) 진출
- 핵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라이신 세계 2위
- 석유공사(Pertamina)사와 함께 윤활유 공장 설립
- 1일 7억 5천만 배럴 생산
- 1990년 최초 진출(외환은행)
- 2007년 PT Bank Bintang Manunggal 지분인수 후 PT Bank Hana로
진출
- 2014년 외환은행과 합병을 완료하고 PT Bank KEB Hana로 변경
- 인도네시아 대형 체인 Makro 19개 매장을 인수하며 국내업체 최초
유통업계 진출, 현재 37개 매장 보유
- 총 14개의 연관법인이 현재 인니에 진출 중
- 2010년 6월 Titan사 인수
- 2016년 연산 1백만 톤(인니 최대규모) 에틸렌 생산 예정
- 총 투자액 : 50억 달러
- 2018년 나프타분해공장 완공
- 인니 Krakatau Steel과 JV 형태로 일관제철소 준공(2013. 12. 24)
- 2018년까지 총 60억 달러 투자(1단계: 27억 달러, 2단계 33억 달러)
- 2013년 300만 톤 생산에 이어 2018년까지 600만 톤 생산
- 2013년 9월 17일 준공
- 2018년까지 총 12.1억 달러 투자(1단계: 3억 달러)
- 2014년에는 1,400명, 2018년에는 4,200명의 신규 고용창출 기대
- 연간 600만 개(1단계)-2,000만 개(4단계)의 타이어 생산 예정
- 1992년에 진출한 우리은행 BWI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 소매금융 강화를 위해 현지은행 소다라 회사 지분 33% 인수
- 2013년 말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 인수를 통해 2014년에 우리소다라은행
출범
- 2017년 6월 1일 1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결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동남아 거점으로서 기반 마련
- 2017년 순이익은 384억 8,800만 원 기록, 2018년 7월 기준 점포수 153개
달성
- 2013년 10월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에 진출한 한화생명은
2017년 5월 말 기준 746억 루피아(약 65억 원)의 수입 보험료 수익 발생
- 2017년 전체 순손실은 43억 원으로 추산되나 이는 전년에 비해
적자규모(113억 원)를 큰 폭으로 줄인 실적임
(자료원: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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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 전략
q 진출 전략 개요
ㅇ 인도네시아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뚜렷한 양극화, 글로벌 브랜드 현
지 진출, 현지 생산 적극 선호 등을 들 수 있음.
- (뚜렷한 양극화) 약 4%의 화교가 시장 자본을 독점하고 있으며 주
요 재벌로서 현지 시장 지배력을 갖춤. 그에 비해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평균 임금이 약 30만원 안팎일 정도로 구매력이 낮음.
- (글로벌 브랜드 현지 진출)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이 시장에 침투한
상황이며 중국 일본산의 점유가 두드러짐.
- (현지 생산 적극 선호) 인도네시아는 규제가 까다롭고 자국 기업 보
호 경향이 강한 국가 중에 하나로서 현지 법인 설립 시 현지 회사나
개인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소유해야 함.
ㅇ 글로벌 기업 및 중국·일본산 제품 사이에서의 우리 제품 포지셔닝
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현지에서 한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를 고려할 때에 구매력이 높은 하이엔드(High-End)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 하는 것을 제안.
ㅇ 인도네시아로의 단순 수출 이외에 내수 생산을 통한 현지 판매 및
수출 활동으로 사업 모델이 점차 다각화 될 것으로 예상함.
ㅇ 조코위 2기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인프라 시장의 수요가 기
대되며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중·일·독의 주요 경쟁
국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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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저연령의
인구구조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시장 및 ICT 산업에 대한 성장이 기대
되고 있음.
q 인도네시아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ㅇ 까다로운 규제와 부정부패

ㅇ 거대 내수 시장과 청년층 위주의

ㅇ 열악한 수준의 물류 유통을 비롯한

인구구조

제반 인프라

ㅇ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 시장

ㅇ 낮은 평균 구매력으로 품질보다 가격

ㅇ 높은 경제성장률과 잠재발전가능성

경쟁력이 우선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ㅇ 한류 열풍에서 기인한 한국제품의

ㅇ 미-중무역전쟁·글로벌경제침체 등

높은 인기

대외 경제 불안 요소

ㅇ 조코위 2기 정부의 인프라 및 4차

ㅇ 자원민족주의 경향 증가

산업 육성

ㅇ 다국적 기업 및 국영기업의 시장

ㅇ 한-인니 CEPA 타결로 인한 교역 협력

지배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활성화

ㅇ (장점)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
가로서, 2018년 기준 팜오일(세계 1위), 고무(세계 2위), 카카오(세계 3
위)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서 생산가능인구
가 약 1억 7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7.1%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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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약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까다로운 규제와 자국기업 우선 정
책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이러한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투자 기
피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
ㅇ (기회) 조코위 정부는 광물·농업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의 경제 구조
에서 탈피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음.
ㅇ (위협) 인니 정부는 석탄·니켈 등의 광물 자원에 대해 내수수요 충
족 우선 정책을 펴거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음. 또한 미·중
수출의존도가 큰 경제 구조로서 미-중무역전쟁의 경과에 따라 국가경
제가 흔들릴 여지가 있음.
q SWOT 분석에 따른 진출 전략

전략 방향

세부 대응 전략

주요 적용 분야 및
유망 산업

SO 전략
(강점-기회)

- 소비재 시장 중심으로 한류 연계 제품 수출 확대
- 정보 통신 산업 및 스타트업 시장 적극 진출

화장품 시장, 생활용품,
문화콘텐츠 산업,
IT·통신 및 핀테크 산업

ST 전략
(강점-위협)

-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진출 기회 모색
- 생산기지가 아닌 내수생산용 투자 진출의 확대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WO 전략
(약점-기회)

- 하이엔드와 중저가 시장의 투트랙 전략
- 기술 경쟁력 기반으로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

인프라 시장,
생활용품(소비재)

WT 전략
(약점-위협)

- 현지 인증 강화 추세에 대비한 할랄 인증 취득 및
규제 변화 대응
- 시장 이해도 제고 및 사업 리스크 관리로 변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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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시장, 광업

ㅇ (SO 전략)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시장의 유통·판매 경로의 다각화
추진.
- 디지털마케팅으로 한류의 주 소비층인 10~20대를 중점 공략하여 현
지 기업과의 제휴 및 현지 생산 등의 다양한 유통·판매 전략이 가
능.
ㅇ 조코위 정부의 ICT 산업 육성 정책과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고려
하여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산업 기술력을 통해 핀테크 산업, 전자
상거래 시장 등에 적극 진출.
- 인도네시아는 세계 6위의 스타트업 시장으로서, 이번 OVO가 유니
콘에 등재됨에 따라 아세안의 9개 유니콘 기업 중 5개를 보유하고
있음.
ㅇ (ST 전략) 기 진출 분야 외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시장 위험
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인도네시아 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대기 오염에 대비한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의 제품 수요가 장기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네시아의 거대 내수시장과 수입 규제가 까다로운 것을 고려할
때 내수생산용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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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WO 전략) 유망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수출 기회의 창출.
- 플랜트 및 건설 시공 프로젝트와 철강, 건설자재, 중장비 등의 수요
가 기대되며

한-인니 CEPA 공식 타결 후 양국의 인프라 분야에서

의 협력이 더욱 늘어날 전망.
ㅇ 부의 양극화로 인해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 또는 중저가의 생활 소비
재 시장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
ㅇ (WT 전략) 현지 인증 강화 추세에 대비한 할랄 인증 취득 및 규제
변화 대응.
-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것과 정치 구조에 있어 무슬림 보수 세
력들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규제 변화의 가능성이 상존함.
식음료 및 도소매 시장에서 특히 규제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
ㅇ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
여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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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기업 진출 유망 분야
q 스타트업 시장
ㅇ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7000만에 달하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이며 젊은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닌 잠재적 IT 유저가 많
은 親스타트업 환경의 국가.
- 인도네시아는 미국, 인도, 영국 등과 함께 스타트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스타트업 랭킹(Startup
Ranking)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신생 기업 수는 올해 8월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음.
- 이 중 설립된지 10년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
는 유니콘 기업은 총 5개사(고젝, 토코페디아, 트래블로카, 부깔라
빡, OVO)로 아세안 유니콘 기업 9개중 과반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서 탄생.
ㅇ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스타트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지정하고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대
폭 강화할 예정.
-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에너지·자원 분야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
나 최근 스타트업 투자가 급증하여 ICT 산업이 인도네시아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 프로그램(1,000 Digital Startup Movement)의 일환
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대한 연설과, 현지 스타트

- 18 -

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매칭 및 홍보를 위한 회의를 주최하기도
하였음.
ㅇ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아래 우리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시도도 늘
어나고 있으며 한-인니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 협력도 늘어날 전망.
ㅇ 1인당 평균 GDP가 약 4천 달러인 소비자들의 낮은 구매력 수준과
외국인 노동허가 절차 및 사업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점은 국내 스타
트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출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우리 스타트업 인도네시아 주요 진출 사례>
스타트업명

진출연도

사업 분야

마미코스(MamiKos)

2015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캐시트리(CashTree)

2015

모바일
광고
플랫폼

크레온(PT.kreon)

2007

게임
퍼블리싱

오케이홈(OKHOME)

2016

O2O
홈클리닝
서비스

세부 사업 내용 및 진출 현황
- 월간 방문자수가 100만 명 이상이며 하루 15,000건의
원룸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부동산플랫폼
- 인도네시아의 젊은 1인 가구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빠르고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함
- 인도네시아 내 시장점유율 1위 서비스로서 하루
3만건 이상의 매물 연결과 월 사용자 수 200만
여명을 기록하고 있음
- 출시 이후 3년만에 가입자가 1,600만명을
넘어섰으며, 100억건 이상의 광고 노출이 이뤄지고
있고 연간 매출 성장률은 2,800%에 달함
- 광고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P2P 금융, 비디오
커머스, 소셜미디어 마케팅 제공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음
- 2007년 IT의 불모지와 같았던 인도네시아에서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운영 중
- 한때 인니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많이 점유하는
회사로 유명했으며 10년 가까이 인니 게임시장 내
FPS, RPG 등의 게임 장르를 석권한 바 있음
-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소 주문을 받으면 직원을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기반 청소대행업체
- 2016년 2월 영업을 시작한 후 현재 매달 20%
안팎의 매출 성장을 기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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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핀테크 시장)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진출 유망 분야로 핀테크 시장을
들 수 있음.
- 1만 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 되어 있어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이 어려운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바일과 핀테크의 활용이 금융 인프
라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핀테크 결제에 대한 수
요가 굉장히 높아 관련 스타트업 진출의 전망이 밝음.
- 인니 핀테크 시장은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며 최근 BCA, Mandiri,
BRI, BTN 등 대형 금융 업계 또한 금융 플랫폼을 개설하여 전자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진출 사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월 9일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신한퓨쳐스랩’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였음.
-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 4개사를 1기로
최종 선발했으며 현지 스타트업 3개사도 선발해 육성 및 투자를 진
행할 예정.
- 인도네시아 공유 오피스 1위 업체인 COHIVE와 업무 협약을 체결,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발굴, 육성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벤처캐피탈(VC) 투자 연계 등 다양한 방면의 협업을 진행할 예
정.
-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의 신남방 핀테크로드 정책에 맞추어 핀테크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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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프라 산업
ㅇ WEF 국가경쟁력지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수준은 141개
국가 중 72위로 경제규모와 성장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ㅇ 이에 인도네시아는 예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최우
선의 국정과제로 삼아 중(2015-2019) 장기(2005-2025)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투자 와 PPP(민간협력사업)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전체비용의 60%는 정부와 국영기업의 조달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
지 40%는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 유치.
ㅇ 인도네시아 인프라/건설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종합적으로 보통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비교국 기업 대비 기술 경쟁력에서 우수하나
국가간 기술격차의 감소 추세와 경제외교 부족으로 높은 기술력 대비
대규모 사업 수주가 미흡.
- 인프라 건설 및 기자재에 대해서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 미국기업들과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나 조코위 1기 정부 이후
일부 국가 독식에서 다자 경쟁 구도로 변화하여 진출 기회가 확대
되어 왔으나 일본, 중국 대비 현지 대응이 부족하였음.
- 생산에 있어서 정책지원 등을 통한 자금 확보가 부족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종합 수주 경험이 부족하여 단순도급 중심의 사업 수주
가 대부분. 저렴한 가격과 기간 단축을 경쟁력으로 하는 중국에 비
해 낮은 수준의 생산 경쟁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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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에 있어서는, 미국, EU(독일)기업에 비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현지의 다양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일본, 중국
에 비해 국가 주도적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가 다소 부족함.
- 미국, EU(독일) 등 주요국 기업 대비 관련 M&A 투자가 현저히 낮
아 밸류 체인의 다변화 부족. 일본에 비해 직접투자 규모가 작으며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수주 공세에 대응하는 협상력 부족.
- 하지만 최근 플랜트 시장 중심으로 한-인니 정부 기관의 협력과 대
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달성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경쟁 우위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q 신재생에너지 산업
ㅇ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적합한 지리 기후적 조건을 보유
하고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추진으로 외국인 투
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 수준의 약 29%까지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석탄, 석유, 가
스 등의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자
미래 지향 산업으로 설정하였음.
-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 비율을 2025년까지 23%, 2050년까지
3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의 다양한분야의 에너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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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7년 인도네시아 에너지 개발 계획표>
(단위: TWh)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력
17.6
18
19.8
20
23.7
28
43.1
44.4
46.7

지열
16.6
17.5
19.3
22.4
23.6
26.2
50.8
50
49.2

신재생(기타)
2.5
2.9
3.2
3.2
3.3
3.6
6.3
6.6
6.6

가스(LNG포함)
68.1
76.1
73.5
80
83.7
85.7
96.6
98.1
103.5

석유
11.4
7.1
3.6
1.7
1.7
1.8
1.8
1.9
2

석탄
176.5
194.2
220.1
234.5
248.6
264.6
236.8
264.4
293.9

(자료원: 2018 RUPTL, PwC Indonesia)

ㅇ 그러나 인도네시아 內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프라와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R&D, 생산, 판매 등 사업의 전반을 해외전문기업에
의존하고 있기에 밸류체인의 전 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이
유망함.
ㅇ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 위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 엔지니어
링, 한국 중부발전, POSCO E&C, Lotte E&C 등이 현지 전력발전사
업을 영위하고 있음.
ㅇ 진출 경쟁국 비교
- (R&D) 높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독일·미국의 에너지기업
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나 비용 관련 경쟁력이 부족.
- (생산) 규모의 경제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한 Anwell, Gold Wind 등
의 중국 기업의 강세가 돋보이나 기술력 부문에서 발전 설비
시스템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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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현지 에너지 개발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미국
의 Bay Area, VM ware 등이 활약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부족
하며, 가격이 저렴한 중국 기업은 판매 시스템 구축이 미흡.
ㅇ 우리 기업 진출 방안
- (R&D)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공동개발
추진 등 현지 기업과의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진출 가능.
-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발전용 연
료전지 관련 기술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생산) 열악한 제반 인프라와 높은 내륙 운송비로 인해 시장 진입
에 큰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 방안으로서, 한국 중견 및 대기업의 물류망 및 생산 기술을 기반으
로 현지 국영기업과 설계 및 생산 기술을 제휴하는 방법을 제안.
- (판매) 현지 태양광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관련 전자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인니 CEPA 타결 내용에 의거 태양광하지구조물로 사용되는 도
금강판에 대해서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포
스코 등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
- 그 외에 한국 중소기업은 발전용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
련있는 전문 부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판매 시장 진출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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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시장
ㅇ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및 소비자 구매력 상승에 따라 웰빙, 헬스, 뷰
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뷰티 제품, 화장품에 대한 수요 및 구매량도
증가하고 있음.
ㅇ 화장품 시장은 2016년 기준 약 2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4.6%
성장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간 14.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6년까
지 7년간 화장품 산업으로 유입되는 총투자금액은 총 3억 1570만
달러였으며 2020년까지 6억 2250만 달러가 유입 될 것으로 기대.
ㅇ 화장품 수입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다 2016년을 기점으로
지난 3년간 큰 증가율을 보임.
<2013~2018년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액 추이>
(HS CODE 3304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수입도 최근 크
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 시장
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산(20.2%), 프랑스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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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12.0%), 일본산(10.3%)에 이어 8.5%를 차지.
ㅇ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 12위 화장품 수출 국가로, 약
4,900만 달러를 수출한 바 있음.
<한국 對 인니 화장품 수출액 추이>
(HS CODE 3304 기준,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ㅇ 한국의 대 인니 화장품 수출은 2017년을 기점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역시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약 3900
만 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 보면 기초화장품(HSCODE: 3304991000)의 성장이 가장 두
드러지며 2019년 2270만 달러 수출로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
- 그 이외에도 립스틱, 메이크업용 제품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
음.
ㅇ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은 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
되고 있으며, 한국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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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화장품의 경쟁 요소로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유럽 제품
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에 있음.
ㅇ 유통에 있어서는 아직 오프라인의 구매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은 대도시 중심의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을 제안함.
ㅇ 올해 10월부터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
라 할랄 및 식약청(BPOM) 인증을 시장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함.
ㅇ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서 현지 K-뷰티 행사 기획을 통한 홍보 및 중
소기업 대상으로 전시회 개최 및 현지의 바이어 매칭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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