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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
ㅇ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는 이미 전체 시장의 약 40%를 차지
- 고젝(차량공유), 토코피디아(전자상거래), 부칼라팍(전자상거래), 트래블로카(티켓팅),
OVO(디지털결제) 등 5개 '유니콘' 기업이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
-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020년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여 2020년 총상품가치(GMV*)가 320억 달러로 크게 증가
* GMV: 전자상거래 업체의 특정 기간 동안 이뤄진 총 매출액(총 상품 판매량)

- 인니 중소벤처기업부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용 중소기업은 팬데믹
기간 동안 1,020만 개로 증가
ㅇ 최근 시장현황
- 최근 고젝과 토코피디아의 합병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이 더욱 가속화
- 특히 락다운 기간 동안 식료품 및 테이크아웃 식품의 온라인 거래가 크게 증가
- 인니 3위 이커머스 기업인 부칼라팍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필수
식품에 대한 수요증가가 타상품 대비 크게 증가
-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세제, 위생용품, 보건 마스크, 비타민, 조리기구, 비디오
게임, 스포츠 장비의 판매가 크게 증가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의 성장세
ㅇ 2020년 인도네시아의 전체 온라인 시장 매출은 4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자
상거래 부문(320억 달러)은 디지털 경제 전체 가치의 72%를 차지
ㅇ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는 락다운이 정점이었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상품가치(GMV)가 5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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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비중 및 규모 >

ㅇ 이에 중소기업은 물론 PT 마타하리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
또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 중
- 디지털 플랫폼 MatahariStore.com 출시 이후, 점점 더 많은 대기업들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 및 활용하는 추세
ㅇ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산업의 급속한 성장 요인
- 스마트폰 및 인터넷 보급률 증가, 젊은 중산층 소비자 증가
- Sequoia Capital, SoftBank, East Venture, Alibaba, Tencent 등 해외 투자자들의
현지 스타트업 투자 및 성장 지원
- 최근에는 Ovo, GoPay, DANA, ShopeePay와 같은 비현금 결제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부문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성장률 전망
ㅇ 전자상거래 이용자 변화(코로나 전후): 7,500만 명 ⇒ 8,500만 명
- 2021년에는 전자상거래 GMV가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Google, Temasek 및 Bain & Company의 2020 e-Conomy SEA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2025년까지 160% 증가, GMV는 8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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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 총 상품 가치>
(US$ Billion)

※

출처: E-Conomy Report South East Asia 2020. Google, Tamasek, Bain & Co.

ㅇ 동남아시아의 경우, 온라인 여행 부문의 부진(2019~20년, YoY -70%)으로 GMV가
감소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다른 ASEAN 국가에서도 유사한 추세 예상
ㅇ 하지만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 유니콘(라자다, EA그룹)과 핀테크 등 인터넷 관련
산업의 지역 허브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경쟁구조
ㅇ 주요 전자상거래기업 경쟁 구도
- Shopee(싱가포르 SEA그룹 산하) Vs Tokopedia(인니 기업) : 웹 트래픽 측면 경쟁
- Bukalapak(인니 기업) Vs Lazada(싱가포르) 경쟁 : 3위권 자리 놓고 경쟁
< 그림 3. 전자상거래별 이용자 현황 >
(단위: 100만 명)

※

출처: E-Conomy Report South East Asia 2020. Google, Tamasek, Bain & Co.

- 3 -

ㅇ Shopee: 캐쉬백, 무료 배송, 할인 등으로 인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 구가
- 2020년 2분기*, 웹사이트의 상품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
* 해당 분기에 Shopee는 2억 6천만 건의 거래, 즉 하루 평균 280만 건의 거래

ㅇ Tokopedia : 팬데믹 기간 동안 Shopee의 약진에 마켓 쉐어를 일부 빼앗김
- Shopee가 탑재한 대규모 프로모션 캠페인은 가격에 예민한 인도네시아
구매자들에게 큰 메리트로 인식되어 시장 지배력을 키우게 됨
- 그러나 2020년 3분기 Google과 테마섹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 2021년 1분기
Tokopedia는 가장 인기 있는 시장 플랫폼으로서의 1위 자리를 되찾음
ㅇ Gojek과 Tokopedia는 2021년 5월 GoTo Group이라는 새로운 회사로 합병
- 인도네시아 차량공유 및 이머커스 시장에서 주요 라이벌인 Grab 및 Shopee와의
경쟁을 위해 합병 진행
- 새로 합병된 GoTo는 현재 약 18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으며 인도네시아
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신생 기업으로 재탄생
- 이번 합병은 기업간 경쟁을 보다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
ㅇ Bukalapak, Lazada, Blibli 등 시장 3~5위 기업
- Bukalapak: Tokopedia 및 Shopee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이며, 현지 언어 및 B2B 온라인 조달 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시작
- Lazada: 중국 알리바바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싱가포르계 전자상거래 회사
- Blibli: 인도네시아 자룸그룹 소유 마켓플레이스로 2020년 6월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한 달 전의 2,110만 회에서 1,660만 회까지 감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발전의 장애 요인
ㅇ 낮은 인터넷 보급률
- 주변 국가(50% 이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36.2% 그침
- 5G 상용 네트워크가 일부 도시에서만 가능하고 많은 섬과 농촌 지역에서는
인터넷 액세스가 아직 열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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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시장 특징, 전자 상거래 활동 및 결제 방법 >

※

출처: ASEAN 전자상거래. 호주 무역 보고서 2019.

-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139개국 중 105위를 차지.
* 모바일 네트워크 범위, 국제 인터넷 대역폭, 보안 인터넷 서버 또는 전력 생산 포함

- 지리적 조건(약 17,000개의 섬과 광대한 바다)으로 인한 물류 인프라 구축이 큰 장애
요인으로 이러한 요인에 의해 물류비용이 높아지며 제품 배송 지연 발생.
문제 개선을 위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주요 도시에 물류센터를 구축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고객에게 높은 재정적 비용을 유발
ㅇ 인니 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수입품 판매 제한 정책
- 정부는 라자다와 함께 AKAR*(Akselerasi Karya Rakyat/Acceleration of People's work)
운동을 통해 수입품 판매를 줄이기 위한 정책 진행 중
* AKAR 운동: Lazada 전자상거래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제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수입 제품에 대한 국경 간 접근을 차단

- Lazada 수입 제한 품목(3종류): 섬유 및 패션, 식품 및 음료, 수공예품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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