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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즈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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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 구 GDP 세계 순위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한국 · 인도네시아  교역량 인터넷 쇼핑 인구 이커머스 시장 규모 이커머스 성장 순위 인터넷 보급률 이커머스 채널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인기 있는 한국 상품

2억 7,000만 명 15위 4.3% 3,922달러 3,130억 달러 1억 5,860만 명 320억 달러 공동 3위 68% 토코피디아, 쇼피, 부칼라팍,
라자다 인도네시아, 블리블리

패션, 뷰티, 가전,
장난감 및 취미용품

패션, 뷰티, 식료품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인도네시아 · 태국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 구 GDP 세계 순위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한국 · 말레이시아 교역량 이커머스 시장 규모 이커머스 매출 성장 순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인터넷 보급률 이커머스 채널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인기 있는 한국 상품

3,257만 명 39위 -5.6% 1만 1,414.21달러 4,235억 달러  55억  달러 공동 3위 1,440만 명 84.2% 쇼피, 라자다, 피지몰 등 의류, 신발, 패션 액세서리 뷰티 제품
(동남아)

인 구 GDP 세계 순위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한국 · 태국 교역량 이커머스 시장 규모 이커머스 성장 순위

6,995만 844명 23위 2.37% 7,808.19달러 120억 5,000만 달러 82억 달러 4위

인터넷 보급률

59.4%

이커머스 채널

쇼피, 라자다,
JD 센트럴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전자제품,
개인 생활용품, 화장품

인기 있는 한국 상품

뷰티 제품

태국

인 구 GDP 세계 순위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한국 · 싱가포르 교역량 이커머스 시장 규모 이커머스 성장 순위 온라인 쇼핑 인구 인터넷 보급률 이커머스 채널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인기 있는 한국 상품

589만 6,684명 34위 0.73% 6만 5,233.28달러 182억6,008 달러 32.4억 달러 5위 330만 명 95% 쇼피, 라자다, 큐텐
헬스ㆍ뷰티, 식료품, 

홈ㆍ리빙
K-뷰티 제품, 식재료 소스,

한국 캐릭터 컴퓨터 액세서리

싱가포르

5,480만 6,014명 67위 -18% 1,300달러 10억7,500만 달러 600만 달러 92위

미얀마

인 구 GDP 세계 순위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한국 · 미얀마 교역량 이커머스 시장 규모 이커머스 매출 순위

43.3%

인터넷 보급률

숍, 알지오47, 원짯

이커머스 채널

뷰티 생활 용품, 
위생 및 방역용품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뷰티용품, 방역 마스크

인기 있는 한국 상품

9,816만 8,829명 45위 7.02% 2,715.28달러 690억 9,000만 달러 37억 달러 2위

베트남

인 구 GDP 세계 순위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한국 · 베트남 교역량 이커머스 시장 규모 이커머스 성장 순위

59.4%

인터넷 보급률

쇼피, 테저이지동, 
라자다, 티키, 센도 등

이커머스 채널

식료품,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뷰티 제품

인기 있는 한국 상품

(동남아)(2020년)

(동남아)(2020년)

(2019년) (전 세계)

(동남아)

(동남아)

(2020년)

(2020년)

(2021년)



Indonesia 인도네시아 Malaysia 말레이시아

홈페이지 www.pgmall.my

설립 연도 2017년

설명

• 말레이시아 자국 내 로컬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월 접속자 수 783만 명

• 5,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70%는 주로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가 점유

PGMall

홈페이지 www.shopee.com.my

설립 연도 2015년

설명

•C2C & B2C, 월 접속자 수 1,088만 명

• 라자다에 비해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더 

집중하는 측면이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공

Shopee

홈페이지 www.lazada.com.my

설립 연도 2012년

설명

•  C2C & B2C, 월 접속자 수 3,129만 명

•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에서도 

인기 있는 인터넷 쇼핑몰

Lazada

홈페이지 www.tokopedia.com

설립 연도 2009년

특징

 • 일본 소프트뱅크와 미국의 유명 테크 

벤처캐피털인 세쿼이아 캐피털로부터 1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

• 인도네시아 오픈마켓 1위로 1억명이상의 

월간 사용자 보유 

•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다수의 브랜드 입점

Tokopedia

홈페이지 www.shopee.co.id

설립 연도 2015년

특징

 • 싱가포르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에서 

운영

• 중국 텐센트가 39.7% 지분을 소유

• 실시간 채팅과 가격 흥정 기능 보유

Shopee

홈페이지 www.bukalapak.com

설립 연도 2010년

특징

 • 인도네시아 반둥대 출신의 대학생 2명이 

설립

• 중소기업 400만 개, 개인 사업자 200만 

명 이상과 제휴

Bukalapak

홈페이지 www.bukalapak.com

설립 연도 2012년

특징

 • 독일 로켓인터넷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커머스기업으로 2016년 알리바바가 

10억 달러에 인수

• 필리핀,태국,베트남,싱가포르등 동남아 

6개국에서 운영

Lazada Indonesia

홈페이지 www.blibli.com

설립 연도 2011년

특징

 • 인도네시아 전역 무료배송과 24시간 

고객관리 센터운영, 방문객과 고객에게 

특별 프로모션, 티켓 및 바우처를 제공

Blibli

VietNam 베트남

홈페이지 www.shopee.vn

주요 특징

• SEA Group에 의해 2015년에 설립되어 

2016년 중반에 베트남 진출

• 거대한 고객 기반을 갖추고 가장 많은 

방문자수 보유

•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 베트남어만 지원

• 판매자가 많아서 경쟁이 심함

Shopee VN

홈페이지 www.thegioididong.com

주요 특징

•전자제품을 주력으로 판매

•매월 약 2,930만 건의 방문을 기록

• 베트남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Mobile 

World Investment Corp. 의 온라인 쇼핑몰

• 베트남 내 약 1천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하여 온라인 구매 시 집 근처 매장에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음

• 최근 식료품 유통사업 시작

The Gioi Di Dong

홈페이지 www.tiki.vn

주요 특징

• 2010년 개설되었으며 베트남의 VNG와 

중국의 JD.com이 주요 투자자임

• 베트남의 쿠팡으로 불림

• Tikinow 서비스를 통해 2시간 이내 배송 

지원

• 베트남어만 지원

• 제품 원산지 및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인해 고객의 신뢰도가 높음

Tiki Vn

홈페이지 www.lazada.vn

주요 특징

• 알리바바 그룹의 동남아시아 기반에 속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2012년 베트남 

진출

• 쇼퍼테인먼트 - 전략을 유지하며 SNS를 

활용한 마케팅 활발

• 픽업, 배송 등 비싼 물류비용

• 복잡한 등록 절차

Lazada Vn

홈페이지 www.sendo.vn

주요 특징

• 2012년 베트남 IT 전문 기업인 FPT그룹이 

설립

• 안전보장거래 패키지 제공

•주로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인기가 있음

Sendo

홈페이지 www.reebonz.com/sg

주요 내용

•  2009년 3월에 설립된 럭셔리 제품 및 중고 

제품을 직접 사고 판매 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호주 등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Reebonz

홈페이지 www.fortytwo.sg

주요 내용

•  2007년 설립된 Fortytwo는 쇼룸을 

운영하지 않고 100% 온라인 

전자상거래로만 운영되고 있음

• 소파 세트,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러그 등 

가구와 액세서리에 걸쳐 2만 개 이상의 

제품을 취급

Fortytwo

태국Thailand Singapore 싱가포르

홈페이지 www.shopee.sg

주요 내용

 •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최대 B2C, B2C 

이커머스 플랫폼

• 20년 2분기부터 21년 1분까지 싱가포르 내 

월별 방문자 수 1위 유지

• 한국 지사가 있어 원스톱 통합 물류 

서비스인 쇼피 로지스틱스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한국 셀러 전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Shopee

홈페이지 www.lazada.sg

주요 내용

 • 2012년 설립된 B2C,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이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음

• 2016년에 알리바바그룹이 Lazada를 

10억 달러에 인수함

• 종합 플랫폼 외에도 크로스보더 부문 

LazGlobal과 정품 브랜드 제품 전문 

플랫폼 Lazmall을 운영하고 있음

Lazada

홈페이지 www.courts.com.sg

주요 내용

• 영국 출신의 가구 소매업체로 1974년에 

싱가포르에 설립

• 원스톱 홈쇼핑 경험을 위한 보완 홈 

솔루션뿐만 아니라 전기, IT, 가구 제품까지 

그 범위를 넓혀옴 

• 대표적인 옴니채널 소매업체로서 

2012년에 7,000여 개의 상품을 제공 하는 

온라인 상점을 개설했는데, 오늘날에는 1만 

7,000여 개로 성장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큰 상점이 되었음

Courts

홈페이지 www.qoo10.sg

주요 내용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큐텐은 동남아시아 전체의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 시장에서 24위에 올랐음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상하이, 홍콩의 

5곳에 지사를 두고 있음

• 큐익스프레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 가능

Q0010

홈페이지 www.zalora.sg

주요 내용

• 2012년에 설립된 온라인 패션 상거래로 

아시아 최고의 온라인 패션 여행지라는 

모토로 시장을 확대해 나감

•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대만, 브루나이 

등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 내 소비자들을 위해 맞춤화된 국내외 

브랜드의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Zalora

홈페이지 www.prestomall.com

설립 연도 2019년

설명

•C2C & B2C, 월 접속자 수 840만 명

• 한국의 11번가가 리브랜딩을 통해 새롭게 

출시한 인터넷 쇼핑몰

PrestoMall

Myanmar 미얀마

홈페이지 www.shop.com.mm

주요 특징

• 미얀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미얀마 전자상거래 업체 

중 가장 빠른 진보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 의류, 건강 및 미용, 전자제품, 식료품 등 

B2C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특수 품목도 판매하고 있음

Shop

홈페이지 www.rgo47.com

주요 특징

• 주로 의류 및 잡화, 건강용품 등을 주로 

판매하며,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음

• 주문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직접 

주문하거나 라이브 채팅, 페이스북 채팅 

등을 통해서도 가능함

rgo47

홈페이지 www.onekyat.com 

주요 특징

• 본인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C2C 플랫폼으로, 

어떤 상품이든 판매가 가능하나, 미얀마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 불법 품목은 판매가 

불가능함

Onekyat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나라별 이커머스 플랫폼

홈페이지 www.shopee.co.th

특징

• 2015년 오픈

• 중국 텐센트 자본의 SEA Group 운영

• 20년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 (취급 품목) 전 품목

Shopee

홈페이지 www.lazada.co.th

특징

•2012년 오픈

•2016년 알리바바 그룹 최대주주 

•(취급 품목) 전 품목

• 중국 등 해외 크로스보더 상품 판매 다수

Lazada

홈페이지 www.jd.co.th

특징

•2018년 오픈

• 중국 JD사와 태국 Central 그룹 합작

• (취급 품목) 전 품목

•20년 전체 매출 19년도 대비 165% 증가 

• 이용자수 43% 증가, 1회 평균 구매 금액 

25%증가 등 빠른 성장 중

JD Central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지금 이커머스 시장은

	 	디지털	전용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	중국보다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	중	평균	다운로드	속도	3위의	말레이시아,	

베트남·태국·미얀마는	모두	소셜	미디어	및	전자상거래	사용자	꾸준히	증가

 -  (인도네시아) 현재 인터넷 사용자 수는 중국과 인도 이어 3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68%, 2025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2억 2,100만 명으로 중국보다 높은 증가율 예상

 -  (태국)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5,500만 명으로 전체 태국 

인구의 78.7%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을 통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용 무역 협정 체결

 -  (말레이시아) 인터넷 보급률은 84.2%,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0.88Mbps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3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96.7%

 -  (베트남) 2021년 현재 인구의 60.8%가 인터넷, 57.5%가 스마트폰 사용,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61%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  (미얀마)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는 2,894만 명, 미얀마 

전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99.8% 

총괄 요약

한눈에 쏙! 글로벌 이커머스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국가별 이커머스 플랫폼

  국가별	대표	플랫폼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	쇼피,	인도네시아	

토코피디아,	미얀마	Shop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는 2021년 1억 5,860만 명에서 2025년 2억 2,100만 

명에 이를 전망, 2021년 1분기 기준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는 ‘토코피디아’ 그 뒤를 이어 

‘쇼피’, ‘부칼라팍’, ‘라자다 인도네시아’ 순

 -  (태국) 2017년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를 목표로 ‘태국 4.0’ 경제 모델 시작, 2020년 

4분기 전자상거래 사이트 Top 3는 월 방문자 수 기준 1위 쇼피 5,124만 명, 2위 라자다 

3,853만 명, 3위는 제이디센트럴

 -  (싱가포르) 쇼피의 2020년 2분기 평균 방문자 수는 500만 명으로 1분기보다 82% 증가, 

라자다는 2020년 1분기 대비 10% 증가한 평균 850만 명의 방문객으로 2020년 2분기 2위

 -  (말레이시아) 2004년 전자상거래 시작해 2021년 55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 월간 방문자 

수 조사 결과 쇼피 약 4,694만 명으로 1위, 라자다가 1,418만 명으로 2위, 피지몰이 783만 

명으로 3위

 -  (베트남) B2C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이 높은 비중을 차지, 쇼피·티키·라자다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 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강세

 -  (미얀마)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는 2,894만 명, 미얀마 

전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99.8%,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인기

2021년은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더욱 

증가하였다. 재래시장 등에서 오프라인 구매, 현금 결제를 선호하던 쇼핑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UPI 및 신용카드 결제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기업은 

진출하려는 나라의 인기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분석한 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총괄 요약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비대면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하며	온라인	구매	증가,	현금보다	UPI와	신용카드	

결제	선호

 -  (인도네시아) 코로나19로 인해 식료품, 홈웨어 및 케어 제품, 비디오 게임과 같은 실내 

생활 품목들에 대한 수요 증가, 여행 관련 카테고리 수요는 2019년 대비 –45.8%로 급락

 -  (태국) 관광, 소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출 하락과 고객 손실 심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식품 및 개인관리 용품 74.3% 성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반경이 급속도로 제한되고, 정부의 록다운 조치로 재택근무가 일반화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  (싱가포르)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 제한,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되면서 주간 온라인 쇼핑 

시간이 전년 대비 40% 증가, 의류나 소비자 가전보다 일상 소비재에 대한 지출 증가

 -  (말레이시아) 코로라19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폐쇄, 거리 두기 조처로 온라인 쇼핑 증가, 

건조식품 및 보존 식품 구매 증가, 2019년 배송 완료까지의 평균 운송 시간은 2.1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평균 운송 시간이 4.6일로 증가

 -  (베트남)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 더욱 증가, 현금을 지급하는 COD 

방식에서 전자 결제 방식으로 변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 식료품, 

개인위생용품(화장지, 손소독제 및 마스크 포함), 화장품 및 기타 미용 제품 등을 많이 구입

 -  (미얀마)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사용자 증가, 소비자와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자 결제 사용률도 점차 증가 



유망 시장 진출 전략

 	나라별로	인기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판매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	추진

 -  (인도네시아) 식료품 및 소비재 진출을 위해선 할랄 인증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인한 현지 진출 온라인 유통망 모색 필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추진

 -  (태국) 높은 당도와 품질, 안정성이 뛰어난 한국산 프리미엄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김치도 지속 성장 중, 위생 목욕 제품, 한국식 가벼운 

메이크업 제품 등 저렴한 소포장 제품 위주로 판매를 권장

 -  (싱가포르) 쇼피·라자다·큐텐 등 동남아 플랫폼에 입점, 다양한 세일 시즌을 활용한 

프로모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 마케팅, 무료 배송 제공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3,257만 명 중 절반이 온라인 쇼핑을 하므로 

라자다와 쇼피 등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공략, 디지털 마케팅 수단으로 

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

 -  (베트남) 쇼피의 원스톱 동남아 4개국 진출 패키지 및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용, 

페이스북을 활용한 SNS 마케팅 추진, FTA 관세율 인하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뷰티 시장 공략

 -  (미얀마)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심각화, 군부 쿠데타로 정세가 불안정한 데다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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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 동향

2021년 상반기 거래액은 전년 대비 23.5% 증가, 전월 대비 소폭 감소

<온라인 쇼핑 거래액 동향>

(단위: 억 원, %, %p)

2020년 2021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연간 6월 5월p 6월p 증감액 증감률(차) 증감액 증감률(차)

총	거래액(A) 1,594,384 126,784 160,962 156,558 -4,403 -2.7 29,775 23.5 

모바일
거래액(B)

1,082,659 84,506 114,966 109,951 -5,015 -4.4 25,445 30.1 

비중(B/A) 67.9 66.7 71.4 70.2 - -1.2 - 3.5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 6,558억 원으로 전년인 2020년 

6월 대비 23.5% 증가하였고,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 9,951억 원으로 30.1% 증가하였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70.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6월 

기준 전월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4.4%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KOREA



7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서비스와 식품 부문 거래액은 전년 대비 증가, 가전과 패션 부문은 전월 대비 감소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상품 부문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2020년 6월 대비 기타 부문에서 

10.9% 감소했으나, 서비스와 식품에서 각각 52.4%, 35.5% 증가하였다. 전월 대비로는 생활 부문에서 

5% 증가했으나, 가전과 패션 부문에서는 각각 4.7%, 4.2% 감소하였다.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전년 대비) 증감>

출처 : 통계청

(단위 : %)(단위 : 억 원)

음식 서비스

음료·식료품

가전·전자·통신 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여행 및 교통 서비스

이쿠폰 서비스

농축수산물

생활용품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의복

기타 서비스

화장품

아동·유아용품

문화 및 레저 서비스

가구

스포츠·레저용품

가방

애완용품

신발

서적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사무·문구

기타

7,188 57.3
35.7

17.6

99.0

35.7

53.8

35.2

11.9

16.1

5.8

69.8

5.7

14.0

74.0

11.0

8.6

7.2

19.5

5.1

7.8

5.7

9.4

-10.9

5,150
2,676

2,588

2,167

1,690

1,526

1,422

848

774

771

556

533

526

443

427

173

173

144

134

110

77

-322

  증감액 증감률  

출처 : 통계청

2020년 6월

84,506 87,527

93,291 94,722 95,038
101,910

110,737

106,015 99,240

110,917
108,125

114,966126,784 129,668
134,964

138,576 138,842

150,314

158,912

150,693

139,158

159,546

151,365

160,962
156,558

109,95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온라인      모바일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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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상품군으로 살펴보면 2020년 6월 대비 음식 서비스 57.3%, 음료·식료품 35.7%, 가전·전자· 

통신기기 17.6% 증가하였다. 전월 5월에 대비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등에서 29.0% 증가했으나, 

화장품과 음식 서비스에서 각각 10.3%, 음식 서비스 7.9% 감소하였다.

종합몰, 전문몰 판매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온·오프라인 병행몰도 증가 추세

<취급 상품 범위 및 운영 형태별 거래액 동향>

(단위: 억 원, %)

2020년 2021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연간 6월 5월p 6월p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거래액 1,594,384 126,784 160,962 156,558 -4,403 -2.7 29,775 23.5 

취급

상품

범위별

종합몰1) 1,083,106 85,843 105,261 100,169 -5,091 -4.8 14,326 16.7 

비중 67.9 67.7 65.4 64.0 - - - -

전문몰2) 511,278 40,940 55,701 56,389 688 1.2 15,449 37.7 

비중 32.1 32.3 34.6 36.0 - - - -

운영

형태별

온라인몰3) 1,159,116 91,558 119,176 114,392 -4,784 -4.0 22,834 24.9 

비중 72.7 72.2 74.0 73.1 - - - -

온·오프라인

병행몰4) 435,268 35,225 41,786 42,166 380 0.9 6,941 19.7 

비중 27.3 27.8 26.0 26.9 - - - -

 1) 인터넷상에서 취급하는 상품군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2)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상품군 또는 주된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3)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반(온라인)을 통해서만 상품 및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4) 온라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거래 방식(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쇼핑몰

출처 : 통계청

쇼핑몰 형태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종합몰, 전문몰 각각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7%, 37.7% 증가하였다. 반면 전월 대비 종합몰은 4.8% 감소, 전문몰은 1.2% 증가하였다. 운영 

형태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6월 대비 온라인몰은 24.9%, 온·오프라인 병행몰은 19.7%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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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온라인몰은 4.0% 감소, 온·오프라인 병행몰은 0.9% 증가하였다. 유통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몰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2021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전년 대비 22.6% 증가, 판매액은 6.3% 감소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및 구매액> 

 (단위 :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연간 2/4분기 연간 2/4분기 1/4분기 2/4분기p 전분기	대비
전년

동분기	대비

해외	직접	판매액1) 60,046 13,457 59,824 12,849 11,886 12,038 1.3 -6.3 

면세점 52,199 11,572 50,079 10,520 9,724 9,744 0.2 -7.4 

해외	직접	구매액2) 36,360 8,899 40,677 9,144 14,125 11,212 -20.6 22.6 

1) 본선 인도 조건(FOB)으로 작성

2) 일반 및 간이 신고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CIF), 목록 통관은 본선 인도 조건(FOB)으로 작성

13,457

8,899

15,261

8,420

18,816

9,986

15,300

9,794

12,849

9,144

16,500

9,581

15,176

12,158
11,886

14,125 12,038

11,212

2/4분기2021년 1/4분기4/4분기3/4분기2/4분기2020년 1/4분기4/4분기3/4분기2019년 2/4분기

출처 : 통계청

 해외 직접 판매액      해외 직접 구매액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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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해외 직접 판매 1조	2,038억	원 (811억 원 감소, -6.3%)

음반·비디오·
악기

중국 화장품미국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일본

593억 원

682억 원

1조 194억 원 9,856억 원

904억 원

473억 원

774억 원 감소 

-7.1%
920억 원 감소 

-8.5%
22억 원 증가

3.3%
6억 원 감소

-0.7%
25억 원 증가

4.3%
15억 원 증가

3.3%

국가(대륙)별 상품군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2,038억 원으로 전년 2020년 

2/4분기 대비 6.3% 감소했으나,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1,212억 원으로 22.6% 증가하였다. 이전 2020년 

1/4분기 대비 해외 직접 판매액은 1.3% 증가했으나,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6% 감소하였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중 면세점 판매액은 9,744억 원으로 7.4% 감소하였다.

국가별 해외 직접 판매액은 중국, 미국, 일본 순, 상품군은 화장품이 1위

2021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을 국가(대륙)별로 살펴보면 중국 1조 194억 원, 미국 682억 

원, 일본 593억 원 순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 9,856억 원,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904억 

원, 음반·비디오·악기 473억 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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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군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단위: 억 원, %)

2020년 2021년 증감률

2/4분기 1/4분기 2/4분기p 전분기	대비 전년	동분기	대비
면세점

합계 12,849 11,886 12,038 9,744 1.3 -6.3 

컴퓨터	및	주변	기기 38 42 44 0 4.9 16.5 

가전·전자·통신	기기 141 108 171 107 59.2 21.8 

소프트웨어 2 2 2 0 -3.4 -12.6 

서적 68 59 52 0 -12.0 -22.7 

사무·문구 15 32 13 0 -58.3 -9.8 

음반·비디오·악기 458 457 473 0 3.6 3.3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910 799 904 49 13.2 -0.7 

스포츠·레저용품 53 42 37 0 -11.0 -29.4 

화장품 10,776 9,864 9,856 9,570 -0.1 -8.5 

아동·유아용품 43 52 51 0 -1.8 18.8 

음료·식료품 35 61 62 19 2.6 75.7 

농축수산물 0 0 0 0 -19.4 -37.5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97 80 92 0 14.9 -5.2 

기타 214 289 280 0 -3.1 31.1 

출처 : 통계청 

2020년 2/4분기 대비 가전·전자·통신 기기는 21.8%, 음료·식료품은 75.7% 증가했으나, 화장품은 

8.5% 감소하였고, 스포츠·레저용품과 서적은 각각 29.4%, 22.7% 감소하였다. 전분기 대비 사무·문구는 

58.3%나 감소하였으며, 화장품과 서적은 각각 0.1%, 12.0%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은 13.2%, 가전·전자·통신 기기는 59.2% 증가하였다. 온라인 면세점 판매액은 화장품 9,570억 원, 

가전·전자·통신 기기 107억 원,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49억 원 순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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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해외 직접 구매 1조	1,212억	원 (4,331억 원 증가, 44.2%)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미국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유럽연합 음료·식료품중국

2,440억 원

2,622억 원

4,817억 원 4,275억 원

3,179억 원

672억 원

985억 원 증가 

25.7%
997억 원 증가

30.4%
520억 원 증가

24.8%
601억 원 증가

23.3%
112억 원 증가

4.8%
75억 원 증가

12.5%

국가(대륙)별 상품군별

출처 : 통계청

국가별 해외 직접 구매액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순, 상품군은 의류가 1위

2021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국가(대륙)별로 살펴보면 미국 4,817억 원, 유럽연합 

2,622억 원, 중국 2,440억 원 순으로 비중이 크다. 

<상품군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단위 : 억 원, %)

2020년 2021년 증감률

2/4분기 1/4분기 2/4분기 전분기	대비 전년	동분기	대비

합계 9,144 14,125 11,212 -20.6 22.6 

컴퓨터	및	주변	기기 112 190 121 -36.1 8.6 

가전·전자·통신	기기 738 1,328 650 -51.0 -11.9 

소프트웨어 36 69 42 -39.3 16.7 

서적 59 133 100 -24.8 71.2 

사무·문구 42 97 51 -47.5 21.1 

음반·비디오·악기 22 38 33 -12.7 53.3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3,279 5,042 4,275 -15.2 30.4 

스포츠·레저용품 233 388 321 -17.2 37.9 

화장품 455 684 553 -19.2 21.5 

아동·유아용품 180 364 200 -45.1 11.1 

음료·식료품 2,579 3,296 3,179 -3.5 23.3 

농축수산물 21 53 63 18.8 194.5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598 1,116 672 -39.8 12.5 

기타 792 1,326 951 -28.3 20.0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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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4분기 상품군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4,275억 원, 음료·식료품 3,179억 

원,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672억 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 2020년 2/4분기 대비 가전·전자·통신 

기기는 11.9% 감소했으나,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은 30.4% 증가하였고, 음료·식료품과 화장품 품목에서도 

각각 23.3%, 21.5% 증가하였다.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에서 18.8% 증가했으나,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에서 

15.2%, 가전·전자·통신 기기와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에서 각각 51.0%, 39.8% 감소하였다.

 

 6개국과 한국 간 전자상거래 판매액

2021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판매액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

<6개국 2021년 상반기, 2020년 전자상거래 판매액>

(단위 : 달러, %)

구분

전자상거래
전체	판매	금액		

	금액	

2020년 2021년	상반기 2020년 2021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3,442,478 3,484,364 6,312,901,246 3,929,575,274

말레이시아 3,417,951 3,326,798 9,078,150,446 4,696,342,528

싱가포르 17,315,026 8,892,430 9,828,387,673 5,887,114,007

베트남 3,502,407 770,255 48,510,572,444 25,847,319,575

태국 747,955 1,241,434 6,852,684,357 4,312,983,999

미얀마 37,929 5,587 608,927,451 168,171,126

* 해당 통계는 세관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간이 통관 목록 제출건은 미포함)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미얀마 6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정식 수출 신고된 전체 수출 금액에 비추어보았을 때 2020년 

기준 싱가포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된 금액이 1,731만 5,026달러로 가장 크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 

350만 2,407달러, 인도네시아 344만 2,478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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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1월~6월)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가별 판매액에서는 싱가포르가 889만 2,430달러로 

가장 크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348만 4,364달러, 332만 6,798달러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2021년 상반기 판매액이 2020년 전체 판매액과 비슷한 금액임을 고려해 

볼 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대상 전자상거래 판매액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국은 2021년 상반기 판매 금액이 124만 1,434달러로 2020년 전체 판매 금액을 넘어섰는데, 이는 

태국의 2020년 전체 판매액 74만 7,955달러의 40% 증가한 금액으로 태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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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섬나라, 한반도의 9배 면적   

-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1만 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

-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9배 수준,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에 인구의 약 80% 거주

  인구 수 세계 4위, 인구의 87%가 무슬림  

- 인구 2억 7,000만 명으로 세계 4위,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약 3.51% 차지

-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만 공식 종교로 인정, 그중 인구의 87%가 무슬림

  GDP 세계 15위, G20 경제국으로 빠르게 성장  

-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신흥 시장

- GDP 1만 596억 달러, 1인당 GDP 3,922 달러(2020년 기준, IMF)로 전 세계 순위 15위

  2025년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50% 차지   

-  증가하는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시장 규모의 증가,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 전자상거래 

성장을 주도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9년 210억 달러, 2020년 320억 달러에 이어 

2025년 830억 달러로 증가,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25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2억 2,100만 명, 중국보다 높은 증가율  

-  2020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는 1억 3,800만 명, 2024년까지 2억 900만 명으로 

51% 증가 예상, 2025년까지 2억 2,100만 명에 이를 전망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위인 중국의 25%, 미국 9%, 독일 9%, 영국 7%보다도 높은 

증가율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

Ⅰ.
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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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자 수는 중국, 인도 이어 3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68%  

-  2억 7,000만 명 이상의 전체 인구 중 2억 260만 명(73.7%)이 인터넷 사용,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인도 뒤를 이어 3번째

- 2021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68%, 2025년까지 79%로 증가할 전망

-  인도네시아인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약 8시간 52분, 소셜 미디어와 

스트리밍에 많이 사용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와 비례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예상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는 2021년 1억 5,860만 명에서 2025년 2억 

2,100만 명에 이를 전망

-  2021년 디지털 구매자는 인구 대비 57.4%에서 2025년 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 구매자 비율은 평균 85.8%  

-  2021년 16세부터 64세까지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의 93%는 단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품을 구매

-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 구매자 비율은 평균 85.8%로 전 연령대에 걸쳐 

인터넷 구매를 즐김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주로 34세 이하 젊은 소비자  

-  2020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이용객 성별 비율은 남성 51%, 여성 49%

-  연령층은 18~24세 25%, 25~34세 31%, 35~44세 27%로 조사되어 34세 이하 

젊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

Ⅱ.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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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패션 카테고리가 1위, 2025년에는 소비자 전자제품이 1위 예상   

-  가장 큰 전자상거래 제품 카테고리는 패션 부문으로 2021년 매출액은 132억 

2,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

  디지털/모바일 지갑의 인기 증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결제의 30%  

-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핀테크 기술 발전 등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결제 수단 중 

디지털 지갑 사용률 29% 기록

-  ATM 송금은 23%, 기존 COD(Cash on Deliverly) 방식은 15%로 점차 감소 추세

  전자 결제 서비스 1위는 OVO, 2위는 고페이  

-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를 늘리려면 OVO 및 고페이(GoPay)와 같은 현지 전자 결제 

수단이 필수

-   디지털 결제 플랫폼 중 1위는 OVO(77.85%), 고페이(71.84%)와 DANA(52.82%)가 

그 뒤를 점유

  섬나라의 특성상 모바일 커머스가 강세  

-   1만 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라는 특성상 유선 

인터넷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스마트폰에 의존

-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2019년 110억 달러에서 2023년 229억 달러로 총 20.3%의 

복합 연간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

-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웹사이트 외에 모바일 앱 서비스도 같이 제공

  토코피디아, 쇼피가 압도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시장 점유  

-  2021년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방문한 

플랫폼은 ‘토코피디아’ 그 뒤를 이어 ‘쇼피’ ‘부칼라팍’, ‘라자다 인도네시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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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하는 토코피디아  

-   2021년 1억 3,508만 명의 방문 트래픽에 도달하며 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기록 

-   온라인 소매, 디지털 결제, 기차 및 비행기 티켓 판매 포털, 호텔 예약, 영화 및 

이벤트 티켓,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플랜 및 투자 상품까지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  전자 지갑 회사인 OVO의 지분을 40% 인수하여 결제 서비스 향상

  라마단, 하볼나스 기간은 최대 판매 기회  

-  1억 3,800만 명의 전자상거래 이용자와 57.4%의 디지털 구매자가 해마다 

기다리는 인도네시아 최대 쇼핑 문화 축제

-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스페셜 세일과 캐시백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 진행

  한국 콘텐츠 및 문화, 제품에 우호적  

-  1억 7,000만 명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와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한류 콘텐츠 

및 문화, 한국 제품에 쉽게 접근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미디어 또는 한류 스타들이 홍보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 높음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은 패션, 뷰티   

-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비중은 ‘드라마'가 가장 높으며, 콘텐츠 소비를 위한 월평균 

지출액은 패션 제품이 17.1달러, 뷰티 제품 13.1달러, 음식 10.5달러 순

  한류 열풍에 힘입어 MZ세대를 공략한 ‘K-할랄’  

-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사회 전반에 무슬림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잠재적 

할랄 제품 시장

-  MZ세대가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 평균 연령은 30.5세로 젊은 세대가 주 소비자

-   인도네시아의 할랄 식품 소비는 2019년 1,865억 달러, 2024년에는 매출 연간 

성장률(CAGR)이 2.7% 증가하여 2,093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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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은 유튜브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 93.8%, 왓츠앱 87.7%, 

인스타그램 86.6%, 페이스북 85.5%, 트위터 63.6% 순

  소셜 미디어 광고 지출도 큰 성장세  

-   2020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광고 지출은 총 14억 5,000만 달러, 그중 소셜 

미디어 광고 지출은 4억 3,920만 달러로 큰 성장세

  인도네시아의 핵심 마케팅 전략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  스마트폰과 3G 및 4G 네트워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로 소비자들이 이동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

-  StyleKorean 등의 한국 기업들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소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급증, 백신 접종률은 7.7%에 불과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1년 7월 31일 구글 데이터 기준 337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음

-    최근 6~7월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며 누적 사망자 9만 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제치고 누적 사망자 수 1위

-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전 국민의 7.7%인 약 2,000만 명이 완료

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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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제한 조처의 영향으로 식료품/개인용품, 장난감/취미용품 구매 증가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중산층 이상의 수요 비중이 크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식료품, 홈웨어 및 케어 제품, 비디오 게임과 같은 실내 생활 

품목들에 대한 수요 증가

-  여행 관련 카테고리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45.8%로 급락

  식료품 및 소비재 진출을 위해선 할랄 인증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무슬림 문화가 높은 국가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선 할랄 인증이 필수

-    2024년부터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할랄 제품 

보장법’ 시행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인한 현지 진출 온라인 유통망 모색 필요  

-   현지 바이어 선정 시 쇼핑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유통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여부와 마케팅 진행 사항 체크

-   현지에 이미 진출한 국내 유통업체를 활용하여 특정 카테고리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제품 판매 루트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추진  

-  소셜 미디어의 사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  마케팅 캠페인에 적합한 인플루언서 식별, 가격 협상, 결과를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를 통한 전략도 효과적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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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현주소

 세계 최대의 섬나라, 한반도의 9배 면적

 인구 수 세계 4위, 인구의 87%가 무슬림

 GDP 세계 15위, G20 경제국으로 빠르게 성장

 2025년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50% 차지

 2025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2억 2,100만 명, 중국보다 높은 증가율

 인터넷 사용자 수가 중국, 인도 이어 3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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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섬나라, 한반도의 9배 면적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1만 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이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9배 

수준으로 그중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에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는 자바 섬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는 적도를 따라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섬이 열대성 기후에 해양성 기후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일 최고 기온 32~34℃로 고온다습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수 세계 4위, 
인구의 87%가 무슬림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7,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약 3.5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루피아(IDR)이라는 독립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최소  통용  단위는 

100루피아(약 7.95원)이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며 

공식적으로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만 공식 종교로 인정하고 

있다. 그중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생활, 문화, 가치관 등 사회 전반에 

이슬람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GDP 세계 15위, 
G20 경제국으로 빠르게 성장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신흥 시장으로 

분리되며 GDP 1만 596억 달러, 1인당 GDP 3,922 달러(2020년 기준, IMF)로 

전 세계 순위 15위로 빠르게 성장하는 G20 경제국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0년 

GDP는 전년 대비 –2.1% 하락했지만 2021년 4.3%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전년 GDP 하락 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보다 작았으며 이는 

규제 조치가 덜 엄격하고 관광과 같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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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2

수도 자카르타 전경

2025년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50% 차지

<2019-2025년 동남아시아 국가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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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     2025년

출처 : 스태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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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망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여러 

현지 및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증가하는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시장 

규모의 증가 및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전자상거래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하였다. 

스태티스타(Statista)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210억 달러에서 2020년 320억 달러, 2025년에는 830억 달러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2억 2,100만 명, 
중국보다 높은 증가율시장 잠재력

3

<2020년, 2024년 전자상거래 주요 국가 중 사용자 수 증가율>
(단위 : 백만 명)

출처 : ecommerceDB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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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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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증가에 대한 ecommerceDB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는 1억 3,800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4년까지 2억 900만 명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까지 

2억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위인 중국의 25%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미국 9%, 독일 9%, 영국 

7%보다도 높은 증가율로 신흥 전자상거래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가 중국, 인도 이어 3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68%

<2021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및 디바이스 사용률>

구분 수치

총 인터넷 사용자 수 2억 260만 명

총 인구당 평균 인터넷 사용자 비율 73.7%

연간 인터넷 사용자 증감률 +15.5%

16세에서 64세까지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8시간 52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68%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 비율 96.4%

출처 : 훗스위트

세계에서 4번째로 전체 인구가 큰 규모의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훗스위트(Hootsuite)의 

2021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억 7,000만 명 이상의 국가 전체 인구 중 2억 

260만 명(73.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인도 뒤를 

이어 3번째로 인터넷 사용자 수가 많은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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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도네시아의 추정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68%이며 2025년까지 

79%의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증가는 인구 증가 및 저렴한 데이터 가격에 대한 수요의 증가,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 인도네시아인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특히 정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활동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약 8시간 52분으로 

조사되었고 그중 많은 부분이 소셜 미디어와 스트리밍에 사용되고 있다.



Ⅱ.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와 비례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예상 

 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 구매자 비율은 평균 85.8%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주로 34세 이하 젊은 소비자

 현재는 패션 카테고리가 1위, 2025년에는 소비자 전자제품이 1위 예상 

 디지털/모바일 지갑의 인기 증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결제의 29%

 전자 결제 서비스 1위는 OVO, 2위는 고페이

 섬나라의 특성상 모바일 커머스가 강세

 지역별로 배송비와 배송 기간 상이, 1위 배송 제공 업체는 JNE Express

 토코피디아, 쇼피가 압도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시장 점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하는 토코피디아

 인도네시아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토코피디아(Tokopedia)

 라마단, 하볼나스 기간은 최대 판매 기회

 전 세계 최대 무슬림 행사, 라마단(Ramadan)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하볼나스(Harbolnas)

 한류 콘텐츠 및 문화, 한국 제품에 우호적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은 패션, 뷰티 

 전자상거래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구매로 전환

 한류 열풍에 힘입어 MZ세대를 공략한 ‘K-할랄’

 2억 명에 가까운 인터넷 사용자, 중국과 인도를 이어 3번째

 전체 인구의 61.8%가 소셜 미디어 사용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은 유튜브

 소셜 미디어 광고 지출도 큰 성장세

 인도네시아의 핵심 마케팅 전략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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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플랫폼 현황

1

<2017-2025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증가>
(단위 : 백만 명)

70.1
93.4

118.8
138.1

158.6
178.9

196.5
208.5

22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처 : 스태티스타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와 비례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예상 

인터넷의 사용 증가는 제품이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는 2021년 1억 5,860만 명에서 2025년 2억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 디지털 구매자는 인구 대비 57.4%에서 

2025년 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 및 디지털 

구매자 사용자 수의 증가로 소매 전자상거래 수익은 2024년에 5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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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 구매자 비율은 평균 85.8%

<16세부터 64세까지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구매 경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상품 구매

(모든 디바이스)

온라인 쇼핑몰 방문
(모든 디바이스)

모바일 폰 또는 
태블릿에서의
쇼핑 앱 사용

온라인에서의
상품 구매

(모든 디바이스)

모바일 폰에서의
상품 구매

93% 87.3% 78.2% 87.1% 79.1%

출처 : 훗스위트

<인터넷 사용자 중 연령대별 온라인 구매자 비율>

84.8%

88.5%

89%

89.4%

77.3%

25세~34세

45세~54세

55세~64세

16세~24세

35세~44세

출처 : 훗스위트

총 인구 중 약 2억 26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을까. 훗스위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6세부터 

64세까지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의 93%는 단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며, 87.3%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한다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 구매자 비율은 평균 

85.8%로 전 연령대에 인터넷 사용자들은 높은 비율로 인터넷 구매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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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이용객 성비, 연령대 및 수익별 분포>

Low Middle High

31% 34% 35%

32% 33% 36%

  인도네시아      중국
[Income]

출처 : 스태티스타

25%

31%31%

27%
25%

15%

20%

2%
7%

17%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인도네시아      중국
[Age]

[Gender]

  인도네시아      중국

남성
53%

남성
51%

여성
49%

여성
47%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주로 34세 이하 젊은 소비자

2020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이용객 성별 비율은 남성 51%, 여성 49%로 

비슷한 온라인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중위 소득 34%와 고소득 35%의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층은 18~24세 25%, 25~34세 

31%, 35~44세 27%로 조사되어 34세 이하 젊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패션 카테고리가 1위, 
2025년에는 소비자 전자제품이 1위 예상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중산층 증가 및 빈곤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제품 선호도와 시장 규모를 알면 온라인 판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스태티스타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주요 카테고리 품목에 대한 2021년 시장 

예상 규모, 연간 성장률 및 향후 2025년까지의 예상 시장 규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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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상위 카테고리 예상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출처 : 스태티스타

13.22 8.17 6.78 6.26 4.15

패션 소비자 전자제품 장난감 및 취미 가구 및 가전제품 화장품 및 개인용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제품 카테고리인 패션 부문의 매출은 

2021년 132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연간 성장률(CAGR 

2021-2025)은 10.07%이고,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194억 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패션 다음으로 큰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가전제품 카테고리는 

2021년에 81억 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연간 성장률(CAGR 

2021-2025)은 9.86%이고, 향후 2025년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119억56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난감, 취미 및 DIY 부문의 매출은 2021년에 67억 8,000만 달러에 달하며, 

매출 연간 성장률(CAGR 2021-2025)은 10.01%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예상 

시장 규모는 99억 3,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가구 및 가전제품 부문의 매출은 2021년에 62억 6,000만 달러에 달하며, 매출 

연간 성장률(CAGR 2021-2025)은 11.59%로 2025년까지 97억 1,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용 및 개인 관리 부문의 경우, 2021년에는 전자상거래 매출이 41억 5,000만 

달러로 성장하여 매출 연간 성장률(CAGR 2021-2025)은 11.20%, 2025년까지 

시장 규모는 63억 5,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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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모바일 지갑의 인기 증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결제의 29%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디지털 또는 모바일 지갑의 인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핀테크 기술 발전 등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결제 수단에서 29%의 사용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 분포>
(단위 : 백분율 %)

디지털/
모바일 결제

ATM 송금

현금(COD)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구매 후 결제

후불 직불카드

자동 이체

선불카드

Prepay

15

14

10

3

2

2

1

1

출처 : 스태티스타

29

23

전자 결제에 이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은 현금 기반 

지불 방법인 현금을 이체하는 ATM 송금이다. 2020년 총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객은 온라인 주문 시 바우처 코드를 받은 다음 

ATM에 코드를 입력하여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ATM에서 거래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기존 COD(Cash on Deliverly) 방식은 15%로 점차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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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결제 서비스 1위는 OVO, 
2위는 고페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를 늘리려면 OVO 및 고페이(GoPay)와 같은 현지 전자 

결제 수단이 필수적으로 자리 잡았다.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16세 이상 

전자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를 조사한 결과 OVO는 77.85%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고페이(71.84%)와 DANA(52.82%)가 그 뒤를 점유하고 있다. 

<2020년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 결제 서비스>
(단위 : %)

출처 : 스태티스타

77.85

71.84

52.82

35.92

28.24

12.32

11.79

7.17

7.03

1.85

1.36

1.2

1.18

4.11

 E-payment services
/e-wallets from banks

Others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지불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현지, 지역 

및 해외 업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 지갑 및 간편 결제 시스템 성장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자 결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과 

실용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전자 지불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1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인도네시아              Indonesia

섬나라의 특성상 
모바일 커머스가 강세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2억 7,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지만 1만 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라는 특성상 유선 인터넷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다.

출처 : J.P.Morgan 2020 E-commerce Payment Trends report

<인도네시아 모바일 커머스 예상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2019년

11
13.2

15.9
19

22.9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예상
성장률

20.3%

 

J. P. Morgan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은 2019년 

110억 달러에서 2023년 229억 달러로 총 20.3%의 복합 연간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런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웹사이트 외에도 소비자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는 앱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스마트폰은 인도네시아 시장 

마케팅의 필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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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배송비와 배송 기간 상이, 
1위 배송 제공 업체는 JNE Express

ecommerceDB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배송 제공 업체는 JNE Express(68%), 

TIKI(18%), Sicepat(18%), J&T Express(18%) 순으로 JNE Express 배송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ecommerceDB

<2020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배송 제공 업체 점유율>
(단위 : %)

JNE 
Express

TIKI Sicepat J&T 
Express

Click
&Click

Pos
Indonesia

Ninja 
Van

RPX Grab

69 18 18 18 18 12 12 10 10

인도네시아는 1만 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별로 배송비와 

배송 기간이 다르다. 이러한 국토 특징으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테고리 필터에는 ‘선호 지역 위치’와 ‘배송 유형’이 분류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지역  위치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들은 해당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배송 제공 업체들 

중 원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배송 지역과 제품 

무게 및 물류 비용을 합하여 판매자들은 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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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코피디아, 
쇼피가 압도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시장 점유

2021년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방문한 플랫폼은 월평균 1억 3,508만 명이 방문한 ‘토코피디아(Tokopedia)’이다. 

그 뒤를 이어 ‘쇼피(Shopee)’ 1억 2,704만 명, ‘부칼라팍(Bukalapak)’ 3,417만 명, 

‘라자다 인도네시아(Lazada Indonesia)’ 3,052만 명이 방문하였다. 토코피디아와 

쇼피가 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2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채널 및 특징

<2021년 1분기 기준 트래픽 상위 TOP 10 이커머스 플랫폼>
(단위 : 백만 클릭)

Tokopedia

Shopee

Bukalapak

Blibli

Bhinneka

Orami

Ralali

JD.id

Zalora

Lazada
Indonesia

135.08

127.4

34.17

30.52

19.59

6.73

5.34

4.48

4.06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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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징 

<인도네시아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고 플랫폼 설립 연도 주요 내용

Tokopedia 2009년

• 웹 주소 : www.tokopedia.com

• 월간 방문자 수 : 1억 5,418만 명

•  일본 소프트뱅크와 미국의 유명 테크 벤처캐피털인 

세쿼이아 캐피털로부터 1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

•  인도네시아 오픈마켓 1위로 1억 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 보유

•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다수의 브랜드 입점

Shopee 2015년

• 웹 주소 : www.shopee.co.id

• 월간 방문자 수 : 1억 2,543만 명

•   싱가포르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에서 운영

• 중국 텐센트가 39.7% 지분을 소유

• 실시간 채팅과 가격 흥정 기능 보유

Bukalapak 2010년

• 웹 주소 : www.bukalapak.com

• 월간 방문자 수 : 2,824만 명

• 인도네시아 반둥대 출신의 대학생 2명이 설립

•  중소기업 400만 개, 개인 사업자 200만 명 이상과 

제휴

Lazada

Indonesia
2012년

• 웹 주소 : www.lazada.co.id

• 월간 방문자 수 : 2,719만 명

•  독일 로켓인터넷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커머스 

기업으로 2016년 알리바바가 10억 달러에 인수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등 동남아 6개국에서 

운영

Blibli 2011년

• 웹 주소 : www.blibli.com

• 월간 방문자 수 : 1,678만 명

•  인도네시아 전역 무료 배송과 24시간 고객관리 

센터 운영, 방문객과 고객에게 특별 프로모션, 
티켓 및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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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하는 토코피디아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토코피디아는 2018년 4분기 1억 6,800만 명이 쇼핑몰을 방문하였다. 

2019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53%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2021년 1억 3,508만 명의 

방문 트래픽에 도달하며 1억 2,740만 명의 트래픽을 기록한 쇼피를 제치고 

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시장을 차지했다.

<2018년 1분기-2021년 1분기 토코피디아 방문자 수 현황>
(단위 : 백만 명)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1분기

70

50

90

110

130

150

170

190

65.95

135.08

117.3

111.48

153.64

168

137.2 140.41

67.9 69.8

86.1

85

114.66

토코피디아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 

범위를 넓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나 

앱을 열면 온라인 소매, 디지털 결제, 기차 및 비행기 티켓 판매 포털, 호텔 

예약, 영화 및 이벤트 티켓,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플랜 및 투자 상품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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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코피디아는 인도네시아 IT 기업인 고젝(GO-JEK, 차량 공유 및 

결제 제공 회사)과 18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통해 고토그룹(GoTo Group)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토코피디아의 배송 및 주문 처리와 물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판매자는 토코피디아의 창고 및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쉽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되었다. 

토코피디아의 성공에는 핀테크 사업도 큰 영향을 줬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설득하려면 결제 서비스가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토코피디아는 전자 지갑 회사인 OVO의 

지분을 40% 인수하여 결제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또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여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Waktu Indonesia 

Belanja’라는 쇼핑 축제를 개최하여 토코피디아의 브랜드 홍보대사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출연시켰다.

인도네시아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토코피디아(Tokopedia)

토코피디아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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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코피디아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한 대표적인 B2C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3억 5,000만 개 이상의 제품 목록과 공식 브랜드 스토어 입점 및 42개의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토코피디아 메인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이 넘고 플랫폼에 1,100만 명이 넘는 판매자가 있으며 그중 

86.5%가 신규 사업자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 중 99%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쿠팡과 비슷하게 주문량의 25%를 당일 

배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카테고리별 상품 목록

토코피디아의 상품 페이지는 이미지에 화려한 색감을 사용하고 한눈에 

많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상세 페이지는 제품명, 제품 이미지, 

리뷰, 가격, 배송 옵션, 판매업체 정보 및 간단한 상품 설명이 나와 있는 이미지 

기반이며, 간단한 상세 설명 뒤에 실제 구매자들의 제품 리뷰를 이미지와 글로 

보기 쉽게 노출시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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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 페이지 화면 제품 리뷰 화면

New User Flash Sale 프로모션

쇼핑 플랫폼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토코피디아 역시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며 온라인 고객을 유치하고 주문을 늘리고 있는데, 토코피디아가 

제공하는 주요 프로모션은 다음과 같다.

‘New User Flash Sale’은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토코피디아 앱에서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제품을 0루피아의 가격, 즉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신규 가입자는 프로모션 제품들 중 1개의 제품과 1개의 수량만 구매할 수 

있으며, 색상 및 유형은 선택할 수 없다. 또한 무료 배송 프로모션은 적용 

가능하되 이외의 다른 프로모션과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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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Sale 프로모션

‘Flash Sale’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1,000개 이상의 

제품을 최대 9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1~2시간 지속되며, 

인기가 높은 품목은 몇 분 만에 매진되기도 한다.

캐시백 배너 광고 화면 캐시백 쿠폰 제공 상품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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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코피디아 x BTS 앰버서더 광고 토코피디아 유튜브 채널 K-팝 스타 광고

최근 많은 구매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캐시백’ 프로모션은 타 플랫폼의 

일반적인 캐시백 프로모션과 비슷하나 할인을 백분율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음료 1병을 추가로 구매할 때마다 최대 IDR 50,000까지 

10%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판매자는 ToKo 바우처를 사용하여 캐시백 

프로모션을 쉽게 설정할 수 있고, TopAds에 가입만 하면 이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캐시백 효과를 통해 많은 구매자를 유치할 수 있다.

토코피디아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및 유튜브를 통한 소셜 

미디어 프로모션 활성화에 중점을 둔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 K-팝과 한류가 인기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음에 

따라 K-팝 스타들과 협업하여 소셜 미디어에 K-팝 아이돌과 진행한 댄스 

영상 및 홍보 영상을 올림으로써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2021년에는 BTS(방탄소년단)와 블랙핑크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용해 

싱가포르 대기업 Sea Group의 쇼피를 제치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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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커머스 트렌드

출처 : Janio

<2021년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쇼핑 축제 일정>

Feb 12
Lunar

New Year

Apr 12-May 13
Ramadan
(Depends on

Islamic Calender)

Oct 10
Mobile

Shopping Day

Dec 12
Harbolnas

Mar 20-27
Lazada

Birthday

Aug 17
Tokopedia

Anniversary

Nov 11
Singles Day

Dec 22
Mother's Day

라마단, 하볼나스 기간은 
최대 판매 기회

인도네시아 인구 중 1억 3,800만 명의 전자상거래 이용자와 57.4%의 디지털 

구매자가 해마다 기다리는 인도네시아 최대 쇼핑 문화 축제가 있다. 국가 

기념일 또는 할인 행사 기간 전후로 다양한 쇼핑 이벤트가 진행되고 소비자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된다. 따라서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스페셜 

세일과 캐시백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공략해야 하며 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유도시켜 판매를 늘릴 수 있다. 

전 세계 최대 무슬림 행사, 
라마단(Ramadan)

라마단은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이란 뜻으로 약 30일간 진행되는 전 세계 

최대 무슬림 행사이다.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외국의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은 라마단 때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사교 모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홈 인테리어, 축제 음식 및 패션 제품의 구매가 증가하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 수요가 높았던 상위 카테고리를 포함해 손 소독제, 

마스크와 같은 건강 및 웰빙 제품의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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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코피디아, 쇼피, 라자다 같은 큰 규모의 플랫폼에서는 이 기간 동안 

배송비 무료, Rp 100 현금 지급 이벤트, 캐시백 및 최대 90% 할인과 같은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쇼피의 라마단 할인 이벤트 광고 토코피디아의 라마단 행사 홍보(BTS 출연)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하볼나스(Harbolnas)

하볼나스(인도네시아어‘Hari Belanja Online Nasional’의 약어)는 ‘전국 

온라인 쇼핑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이다. 

이는 미국의 추수 감사절 또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에서 영감을 받아 

개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매해 12월 12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인 알리바바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250개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참가하여 1:1 프로모션, 럭키 추첨, 무료 

배송, 서프라이즈 타임 딜, 최대 90% 할인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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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mall 하볼나스 이벤트 홍보 이미지

한류 콘텐츠 및 문화, 
한국 제품에 우호적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1년 202억 1,000만 달러로 동남아시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이다. 1억 7,000만 명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와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 콘텐츠 및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한국 제품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2021년 1월 28일에 발간한 <2021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류 문화에 상당이 우호적이며, 한국 콘텐츠에 열광적이고 한국 

미디어 또는 한류 스타들이 홍보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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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 한국 문화 콘텐츠별 이용 구매자층 조사>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구분 드라마 음악 게임 패션 뷰티 음식

남녀
성비

남성:

50.4%

여성:

50.6%

여성:

51.4%

여성:

55.3%

여성:

67.9%

남성:

51.2%

콘텐츠
소비 비중

42.5% 36.3% 35.2% 31.3% 35.2% 21.8%

접촉
경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90.9%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91.4%

온라인에서 

직접 

플레이: 

69.7%

자국

온라인/

모바일사이트/

앱: 84.1%

자국 온라

인/모바일

사이트/앱: 

85.0%

자국 온라

인/모바일

사이트/앱: 

74.9%

지출 금액
월평균 

USD 6.5

월평균 

USD 6.7

월평균

USD 8.3

월평균

USD 17.5

월평균 

USD 13.1

월평균 

USD 10.5

한국제품
구매 의향

53.6% 48.1% 68.6% 58.9% 59.2% 43.7%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근 1년 기준(저관여 제품) 최근 4년 기준(고관여 제품)

(BASE : 인도네시아 전체, n=(500), 단위 : %)

<2021년 인도네시아 한국 제품 구매 경험률>

가전
제품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한국
관광

자동차 병원
의료

서비스

식품 음식점
식사

액세
서리

화장품 의류 도서/
만화

주류
(술)

89.8 89.2 85.6 85.2 83.8
72.6

49.8

79.6 74.6

55.2

43.6
29.0

24.2

인도네시아 내 한국 문화 콘텐츠별 고객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비중은 ‘드라마'가 가장 높으며, 콘텐츠 소비를 위한 월평균 지출액은 

패션 제품이 17.1달러, 뷰티 제품 13.1달러, 음식 10.5달러 순으로 집계되었다.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은 패션,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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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제품 구매 경험률 자료를 보면 저관여 제품은 ‘식품’(89.8%), 

고관여 제품은 ‘가전제품’(79.6%)이 가장 지출이 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79.4%로 저관여 제품의 소비 지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문화 콘텐츠 및 미디어가 한국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 구매 

이용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높은 품질이 가장 컸으며, 브랜드 인지도/유행, 가격 순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 패션/뷰티/음식 구매 경로>

(BASE : 인도네시아 내 패션 제품 이용 경험자, n=(251)/뷰티 제품 이용 경험자, n=(244)/음식 이용 경험자, n=(301), 단위 : %, 중복응답)

패션 제품/동영상 뷰티 제품/동영상 음식/동영상

사례 수 (251) (244) (301)

자국 온라인/모바일 사이트/앱

글로벌 온라인/모바일 사이트/앱

자국 소재 오프라인 매장

한국 온라인/모바일 사이트/앱

한국 소재 오프라인 매장

84.5 84.4 75.1

46.2 52.9 66.1

25.244.740.6

17.5 17.6 12.0

56.2 54.9 27.6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구매 빈도가 높은 한국 

패션, 뷰티, 음식을 구매할 때 ‘자국 온라인(전자상거래)/모바일 사이트/앱’을 

통한 구매가 각각 84.5%, 84.4% 75.4%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스태티스타가 조사한 2020년 전 세계 한국 패션의 국가별 인지도 통계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62.2% 응답자가 한국 패션이 자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응답자의 50% 이상이 자국에서 한국 패션이 매우 인기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한국 콘텐츠의 인기, 우수한 품질, 다양한 제품 

디자인과 스타일 등의 이유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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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 세계 한국 패션의 국가별 인기도>

출처 : 스태티스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

중국

태국

대만

인도

아랍에미리트

터키

58.6%

52%

52%

52%

50.8%

44.8%

41%

40.3%

62.2%

59.8%

<2020년 전 세계 한국 뷰티 제품의 국가별 인기도>

출처 : 스태티스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

중국

대만

태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터키

브라질

62.8%

57.4%

57.4%

56.2%

54.8%

46.8%

46.3%

45.3%

42.3%

36%

65%

63.6%

한국 패션의 인기를 이어서 한국 뷰티 제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스태티스타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63.6%가 

한국 뷰티 제품이 현지에서 인기가 높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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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구매로 전환

우수한 효과와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의 뷰티 제품은 국내는 물론이고 

‘K-뷰티’라는 이름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K-팝 아이돌의 미디어 노출로 인해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뷰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K-팝 아이돌과 한류 스타들이 

선보이는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트렌디한 옷과 메이크업 제품을 선호하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쇼피, 토코피디아)와 소셜 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소비 유형이 전환되고 있다.

토코피디아 한국 뷰티 브랜드 할인 프로모션 광고 쇼피의 뷰티 카테고리 중 한국 상품 노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 플랫폼인 쇼피와 토코피디아 등 많은 

전자상거래에서도 한국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뷰티 브랜드 제품의 

할인 프로모션을 만들어 배너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를 상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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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어 가격 비교 및 구매자 리뷰를 

참고하여 쉽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사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셜 미디어 마켓 또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활용한 한국 상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1억 7,000만 명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서 한국 미디어와 제품을 검색 및 구매하고 있고, 판매자들은 자사 

제품 광고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 뷰티 제품 판매(페이스북) 한국 뷰티 및 패션 제품 판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마켓 판매인 경우 일반 판매자보다는 공식 기업 계정으로 많이 

사용하며 피드에 자사 브랜드 제품 홍보 및 뉴스를 노출시키고 왼쪽 하단의 

SHOP에서 제품을 클릭하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링크로 안내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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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마켓 판매인 경우 다이렉트 메시지로 판매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계정 사이트로 넘어가 쉽게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하면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SNS를 통해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판매자와 인플루언서들은 K-제품의 수요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MZ세대를 공략한 ‘K-할랄’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사회 전반에 무슬림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잠재적 할랄 제품 시장이다. 또 MZ세대가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0.5세로 추정되어 젊은 세대가 주 소비자이다. 

2020년 세계 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할랄 식품 소비는 

2019년 1,865억 달러이며 2024년에는 매출 연간 성장률(CAGR)이 2.7% 

증가하여 2,093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고 한국 미디어 열풍이 지속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SNS에서 삼양의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젊은 층의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한류 문화 트렌드의 높은 

인기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의 ‘K-할랄’ 관련 제품 판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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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케팅

2억 명에 가까운 인터넷 사용자, 
중국과 인도를 이어 3번째

인도네시아는 높은 인구수를 반영하듯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인도를 

이어 3번째로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국가이다. 최근 간편 전자 결제(e-

wallet) 서비스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이커머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훗스위트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1억 9,5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인터넷 사용자들 중 96.4%의 비율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96%이며, 피처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평균 이용 시간은 5시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1년 인도네시아 모바일 인터넷 사용>

모바일 인터넷
총 사용자 수

총 인터넷 사용자 중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비율

총 인터넷 사용자 중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자 비율

총 인터넷 사용자 중 
피쳐폰  인터넷

사용자 비율

16세 부터 64세 까지
일 평균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

1억 9,530만 명 96.4% 96.0% 2.5% 5시간

출처 : 훗스위트

이마케터(eMarketer)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모바일 광고 지출은 

2021년  5억  270만에서  2025년  8억  5 ,770만으로  증가하여  모바일 

구매자들에게 노출되며, 구매율도 2021년 31.1%에서 2025년 39.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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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61.8%가 소셜 미디어 사용

2021년 인도네시아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1억 7,000만 명으로 집계되며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1,000만 명(+6.3%)으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61.8%에 

해당되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 중 1억 6,850명(99.1%)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훗스위트

<2021년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 사용자 현황>

인구 대비
사용자 수

연간 소셜 미디어 
사용자 증감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 비율 (%)

61.8% +6.3%
(+1천만 명)

1억 6,850명 99.1%

총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

1억 7,000만 명

또한 인도네시아 여성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14.8%와 남성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약 19.3%가 25~34세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 연령대 

중 13세에서 44세 사이가 소셜 미디어 활동이 가장 높았다. 16세부터 64세까지 

평균 활동 시간은 3시간 14분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은 유튜브

인도네시아 16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하루 5시간 4분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Youtube) 93.8%, 왓츠앱(Whatsapp) 87.7%, 인스타그램(Instagram) 

86.6%, 페이스북(Facebook) 85.5%, 트위터(Twitter) 63.6% 순이다. 또한 한 

달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은 유튜브 25.9시간, 왓츠앱 30.8시간, 인스타그램 

17시간, 페이스북 1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Ⅱ

62

<인도네시아 주요 소셜 미디어 사용률>

출처 : 훗스위트

Youtube

Whatsapp

Instagram

Facebook

Twitter

Facebook
Messenger

Line

Linkedin 

TikTok

Pinterest

Telegram

Wechat

Snapchat

Skype

Tumblr

Reddit

93.8%

87.7%

86.6%

85.5%

63.6%

52.4%

44.3%

39.4%

38.7%

35.6%

28.5%

26.2%

25.4%

24.3%

18.4%

17.1%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인 유튜브는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기반의 소셜 플랫폼이며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1.8%에 해당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로 인해 유튜브 시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마케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730만 시청자에서 2024년 9,610만 명으로 인구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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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유튜브 시청자 수>

 사용자 수(단위 : 백만 명)     인구 비례

출처 : 이마케터

2020

77.3 83.0 88.2 92.5
96.1

2021 2022 2023 2024

29.0%
30.9%

32.5%
33.9%

35.0%

<2021년 인도네시아의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순위>

Atta Halilintar

콘텐츠

구독자 수

게임, 엔터테인먼트

2,770만 명

콘텐츠

구독자 수

Ria Ricis

코미디, 엔터테인먼트

2,770만 명

The Shiny Peanut

콘텐츠

구독자 수

사회, 엔터테인먼트

1,280만 명

콘텐츠

구독자 수

Baim Paula

뉴스, 일상

1,910만 명

콘텐츠

구독자 수

Rans Entertainment

가족, 엔터테인먼트

2,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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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광고 지출도 
큰 성장세

인구 2억 7,000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디지털 시장 중 하나이며, 현재 1억 

7,000만 명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더 이상 소셜 

커뮤니티에서만 사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라인, 왓츠앱, 스냅챗은 소규모 전자상거래 전략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광고 지출은 총 14억 5,000만 달러에서 소셜 

미디어 광고 지출은 4억 3,920만 달러로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만큼 소셜 

인플루언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연령대별 남녀 소셜 미디어 사용자 분포>

65세 이상
0.9%

13-17세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5.7%

5.7%

3.2%
2.4%

0.7%

1.5%

1%

7.4%

6.8%

15.9%
14.8%

14.8%
19.3%

 남성    여성

출처 : 스태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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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셜 미디어 사용자 중 25~34세가 

여성 14.8%, 남성 19.3%로 사용률이 높으며, 13~4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시장에 있는 브랜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엇을 구매할지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인플루언서나 유명 셀럽의 추천과 리뷰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핵심 마케팅 전략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스마트폰과 3G 및 4G 네트워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로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도네시아의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은 소비자와의 소통이 핵심이 주된 장점인 블로거 

및 크리에디터와 같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직접 고객에게 도달하고 고객과 

브랜드 간의 강력한 유대감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 있다.

K-뷰티 브랜드 쇼피 입점 인플루언서 활용 K-뷰티 제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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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StyleKorean는 국내 약 200여 개의 뷰티 브랜드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역직구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와 소시오라(Sociolla)에도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자사 제품의 홍보 글, 리뷰 

글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코즈메틱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영향력 있는 주요 인플루언서>

 riaricis1795

구독자 수 2,580만 명

주요 콘텐츠 라이프 스타일

 iqbaal.e

구독자 수 1,280만 명

주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hztttao

구독자 수 1,110만 명

주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anyageraldine

구독자 수 890만 명

주요 콘텐츠 패션, 라이프스타일



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급증, 백신 접종률은 7.7%에 불과

 외출 제한 조처의 영향으로 식료품/개인용품, 장난감/취미용품 구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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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과 대처

1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급증, 
백신 접종률은 7.7%에 불과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1년 7월 31일 구글 데이터 기준 

337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다. 또한 최근 6~7월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면서 인도와 이란에 이어 아시아에서 일일 최다 

확진자가 5만 명대로 늘었고 하루 사망자 수는 1,000명 안팎을 오가면서 급증 

사태를 겪었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인도네시아의 

누적 사망자는 9만 명으로 집계되어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제치고 누적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총 누적 회복자 수는 264만 명을 넘어섰으며,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전국의 7.7%인 약 2,000만 명이 완료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바 섬에 대한 외부 유입을 폐쇄하고 자바 지역 

외 ‘레벨 4’ 지역이나 감염률 및 병상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한을 실시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일부 쇼핑몰 폐쇄 및 

커뮤니티 활동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2020-2021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출처 : 구글데이터

(단위 : 명)

2020년
3월15일

2020년
7월3일

2020년
10월5일

2021년
1월7일

2021년
4월11일

2021년
7월14일

54,517

4,127

9,321

3,622

1,3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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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향

2 외출 제한 조처의 영향으로 식료품/개인용품, 
장난감/취미용품 구매 증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210억 달러에서 2020년 320억 

달러로 절반 이상 성장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중산층 이상의 수요 비중이 크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 변화되고 

있다. 온라인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카테고리 제품을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구매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019년 대비 2020년 카테고리별 전자상거래 구매 증감률>

출처 : 훗스위트

-45.8%

여행/숙박

47.8%

가구/가전

50.7%

패션/뷰티

51.5%

장난감/미용품

38.9%

전자기기

35.1%

미디어/음악

61.3%

식료품/개인용품

31.1%

비디오 게임

전자상거래의 엄청난 성장을 보인 제품 카테고리 중 하나는 식료품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율은 식료품/개인용품 61.3%, 장난감/취미용품 

51.5%, 패션/뷰티 50.7%, 가구/가전 47.8% 순으로 소비자 구매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적응함에 

따라 식료품, 홈웨어 및 케어 제품, 비디오 게임과 같은 실내 생활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이고 있다. 반면 여행 관련 카테고리 수요는 다른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문화가 

제한됨에 따라 2019년 대비 -45.8%로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식료품 및 소비재 진출을 위해선 할랄 인증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인한 현지 진출 온라인 유통망 모색 필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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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분석

Market
ㆍ 인구는 2억 7,000만 명 추정,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약 3.51% 차지

ㆍ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생활, 문화, 가치관 등 사회 전반에 

이슬람 문화 형성

ㆍ 1인당 GDP 3,922달러(2020년 기준, IMF)로 전 세계 순위 15위, 

빠르게 성장하는 G20 경제국으로 각광받는 추세

ㆍ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액이 2025년에는 830억 달러,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의 50% 이상 점유율 예상

ㆍ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는 2025년까지 미국, 독일, 영국보다도 높은 

증가율로 2억 2,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ㆍ 2021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68%이며 2025년까지 79%의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을 전망

ㆍ 2021년 주요 카테고리 패션 132억 2,000만 달러, 소비자 

가전제품 81억 7,500만 달러, 장난감, 취미 및 DIY 67억 8,000만 

달러, 가구 및 가전 62억 6,000만 달러, 미용 41억 5,000만 

달러로 추정

Customer
ㆍ 2021년 디지털 구매자는 인구 대비 57.4%에서 2025년 77%로 

증가 예상

ㆍ 전자상거래 이용객 성별 비율은 남성 51%, 여성 49%로 비슷한 

온라인 소비 성향

ㆍ 온라인 플랫폼 결제 수단에서 디지털 또는 모바일 지갑은 29%의 

사용률 기록

ㆍ OVO(전자 결제 서비스)는 77.85%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 중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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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활용 진출 전략

Marketing
ㆍ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2019년 110억 달러에서 2023년 229억 

달러로 총 20.3%의 복합 연간 성장률로 꾸준한 성장 전망

ㆍ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는 ‘토코피디아’, ‘쇼피’, ‘부칼라팍’, ‘라자다 

인도네시아’ 순으로 소비자 시장 점유

ㆍ 구매 빈도 높은 한국 상품은 한국 패션, 뷰티, 음식 순

ㆍ 전 세계에서 한국 패션의 선호도가 가장 큰 국가

ㆍ 2021년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1억 7,000만 명, 소셜 미디어 

사용자 중 1억 6,850명(99.1%)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하여 사용

ㆍ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순

COVID-19
ㆍ 6~7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인도와 이란에 이어 

아시아에서 일일 최다 확진자 수 5만 명대, 하루 사망자 수는 1,000명 

안팎으로 급증 

ㆍ 바이러스 확산 통제를 위해 자바 지역 포함 '레벨 4' 지역이나 감염률 

및 병상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한 실시

ㆍ 여행 관련 카테고리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45.8%로 

급락

식료품 및 소비재 진출을 위해선 
할랄 인증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류 열풍으로 K-팝, K-드라마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판매자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제품들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전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문화가 높은 국가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선 

할랄 인증이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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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4년부터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할랄 제품 보장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입과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관련 제품의 

수출 기업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인한 
현지 진출 온라인 유통망 모색 필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5년 8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사용자는 2억2,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시장 중 하나이다. 

이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국내 판매자들은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한 진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를 선정할 때 쇼핑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유통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 여부와 마케팅 진행 사항도 살펴보아야 한다. 진입 장벽이 

낮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판매는 오프라인 매장과 다르게 임대료와 재고 

부담이 적으며 현지 수요와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채널로 

유용하다. 또한 국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역직구로 전자상거래 진출도 

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현지에 이미 진출한 국내 유통업체를 

활용하여 특정 카테고리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제품 판매 루트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추진

소셜  미디어의  사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중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다. 기업이 인플루언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방식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를 통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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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과 손쉬운 접근 방식으로 인플루언서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활동하고 있어 각각 특정 관심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개인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수행하고 연락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는 마케팅 캠페인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식별하고 가격을 협상하며 결과를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대행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다. 효과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하려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와 미디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조사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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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도 근방에 위치, 수도 방콕과 77개 주로 구성, 국토 면적은 남한의 5배  

- 적도 근방에 위치하며 은행나무 잎처럼 위는 넓고 아래는 매우 좁고 긴 형태

- 면적은 남한 영토의 5배에 이르고 프랑스와 비슷, 77개의 주와 수도 방콕으로 구성 

  인구수 세계 20위로 7,000만 명 육박, 95%가 불교 신자   

-  인구는 2021년 1월 기준 6,988만 명으로 세계 20위

-  성별 비율은 여성 51.4%, 남성 48.6%이며, 전체 인구의 51.8%가 도시에 거주

-  국교는 따로 없으나 상좌부 불교가 압도적이며, 전체 인구의 95%가 불자

  1960년대부터 공업화 추진, 수출이 70% 차지, 외국계 기업의 진출 활발  

-  전통적으로 쌀을 비롯한 식량 생산이 세계적인 수준이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적극적인 공업화 추진

-  경제 구조는 수출이 70%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지향성 국가

-   안정된 정치 상황 덕분에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나 동북아시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인구 대국에 비하면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편

  인터넷 사용자 수 69.5%,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 78.7%  

-  2021년 1월 인터넷 사용자는 4,8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9.5%,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340만 명 증가

-  모바일 연결 수는 9,066만 건으로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129.7% 수준

-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5,500만 명으로 전체 태국 인구의 78.7%

  인터넷 사용자 중 98.9%가 스마트폰 보유  

- 2021년 휴대폰 보유 비율은 99.0%, 이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98.9%

-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보유 비율은 48.5%, 태블릿 등의 기타 디바이스 보유 비율은 34.7%

  2025년 태국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는 218억 달러 예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 급증하면서 2020년 기준 2,653억 바트(82억 

달러) 매출 달성, 전체 유통 시장 내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까지 증가

-   2025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는 7,177억 바트(약 2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은 여러 경제적 요인과 태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소비자 행동에 맞춰 진행한 ‘태국 4.0' 추진의 결과

Ⅰ.
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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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이용률  

-   웹사이트에 발생하는 트래픽의 60.2%는 휴대폰, 37.4%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 단 

2.3%만이 태블릿에서 발생

-  기기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83.6%, 이 중 모바일 사용 

비율은 89%

  모바일 인터넷 사용 시간 세계 3위, 모바일 플랫폼이 시장 선도  

-  인터넷 접속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이며, 

2021년도 기준 모바일 기기 가입자 수는 9,066만 명(인구 대비 129.7%)

-  스마트폰을 이용한 태국인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약 5시간 7분으로 

2021년 기준 세계 3위

  알리바바, JD.com 등 외국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  

-   태국의 전자상거래는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은 선도 분야로, 2017년 한 해에만 총 

29번의 펀딩 라운드 진행

-   알리바바는 2018년 라자다에 53억 달러, 동부경제코리더(EEC) 1단계에 4억 

4,300만 달러, JD.com은 센트럴그룹과 합작해 6억 6,200만 달러 투자

  쇼핑‧ 간편 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하며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 중  

-  미디어, 광고, 전자상거래, 결제, 운송 등 별개의 영역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들이 

통합되면서 태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도 변화

  2017년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를 목표로 ‘태국 4.0’ 경제 모델 시작  

-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2016년 ‘디지털 타일랜드 이니셔티브(Digital Thailand 

Initiative)’ 시작

-  2017년에는 생산 기반에서 지식과 서비스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재배치하고 

강화하기 위해 ‘태국 4.0’ 경제 모델 시작, 10년 이내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디지털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

Ⅱ.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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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78.7%가 소셜 미디어 이용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78.7%, 5,500만 명의 활성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있으며, 

전체 이용자 중 99.3%가 모바일을 통해 소셜 미디어 이용

  온라인 쇼핑‧객의 89%가 모바일 기기 사용  

-   온라인 쇼핑객의 89%가 모바일 기기로 상품을 구매하므로 태국 기업들에게는 

모바일 친화적인 사이트나 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온라인 쇼핑‧객의 주요 결제 수단은 은행 송금 및 COD  

-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아 온라인 쇼핑객의 주요 결제 

수단은 은행 송금 및 COD(Cash/Collection on Delivery) 방식

  현금 선호로 신용카드 보급률 6% 불과   

-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6%만이 신용카드 보유, 현금은 여전히 태국의 

주요 결제 수단

-  디지털 결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낮은 금융 이해력은 디지털 결제 및 현금 없는 사회 

구성에 주요 걸림돌

  Y-이코노미(LGBT+) | 태국만의 새로운 시장  

-   태국의 새로운 세대는 ‘젠더리스 세대'로 이전 세대보다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수용도가 높음

-   2020년 전 세계적으로 4억 8,300만 명의 LGBT+가 있으며, 태국은 400만 

명으로 4위

-  LGBT+ 그룹은 브랜드 인지도가 빠른 데다 광범위하게 전달하므로 효율적인 

판매 대상

  1. 쇼피, 라자다, 제이디센트럴  

-  2020년 4분기 전자상거래 사이트 Top 3는 월 방문자 수 기준 1위 쇼피 5,124만 명, 

2위 라자다 3,853만 명, 3위는 제이디센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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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페이스북  

-  2019년부터 지난 2년 동안 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SNS는 페이스북, 특히 

태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쇼핑은 세계 1위

-  태국의 페이스북 라이브 소셜 판매는 2020년 2월 이후 216% 이상 급증

 

  3. 라인/라인 공식 계정  

-  라인은 태국에 최초로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이며, 현재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팅 앱

-   페이스북과 비교하여 라인 애플리케이션은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적합

  4.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은 태국에서 구매력이 매우 큰 집단인 10대에게 인기 있는 플랫폼

-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은 패션 아이템으로 트렌드를 선도 

  모바일 커머스와 소셜 커머스를 통한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 모바일 커머스와 소셜 커머스 트렌드를 통해 태국의 모든 비즈니스는 디지털화 진행 중

-  2020년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라인, 인스타그램 등) 점유율은 40%,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피, 라자다 등)의 

점유율은 35%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쟁 심화  

-  2019년 이후 태국의 전자상거래는 쇼피, 라자다, 제이디센트럴을 통해 이뤄지며, 3개 

업체는 대규모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치열한 경쟁 중

-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치열한 싸움이 몇 년 더 계속되어 개의 주요 

업체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측

  소셜 네트워크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발  

-  태국인 16~64세 인터넷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유튜브 

(94.2%), 페이스북(93.3%), 라인(86.2%), 인스타그램(64.2%) 순

-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은 페이스북으로 전체 소셜 네트워크 중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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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배송  

-  태국의 전자상거래 증가와 함께 온라인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빠른 배송을 

약속하는 익일 배송 서비스 제공

-   태국 내 타이 포스트(Thai Post), 스쿠타(Skootar), 케리 로직티스(Kerry Logistics), 

라라무브(Lalamove), 라인 맨(Line Man)과 같은 라스트마일 배송 회사에 대한 

수요 증가

-  열악한 도로 환경, 극심한 교통량 등 사회 기반 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도외 

지역으로의 1~2일 내 물품 배송은 불가능, 긴 배송 시간은 태국 온라인 쇼핑객이 

가지는 주요 불만 사항

  태국의 인플루언서 동향  

-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콘텐츠, 광고,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통합될 것

-  태국 브랜드는 융합 마케팅 전략 또는 ‘통합 캠페인’으로 전환하여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활성화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ROI를 극대화

- 2020년 초에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

-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언택트 소비의 일상화로 온라인 쇼핑 및 딜리버리 서비스 활성화, 

전자상거래 전체 사용 인구 크게 증가

  코로나19 이후 태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동향  

- 관광, 소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출 하락과 고객 손실 심화

  고객 구매 행동의 변화  

-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 

시간 증가

-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식품 및 개인관리 용품 74.3% 성장

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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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트렌드: 무현금화  

-   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및 상품 결제 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대신 신용카드의 사용 권장

-  빠른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전자지갑 결제도 증가, 현재 태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시 전자지갑 결제는 은행 송금 방식을 넘어선 25% 비중

-  태국 경제 일간지 탄타낏(Thansettakij)은 2026년까지 태국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

  CAGR(연평균 성장률) 20%로 전자상거래 급등  

-  2020년 온라인 쇼핑객 수는 4,800만 명으로 2017년 2,800만 명에서 2,000만 명 

증가, CAGR(연평균 성장률) 20%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여파로 ‘라이브 커머스’급성장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반경이 급속도로 제한되고, 정부의 록다운 조치로 재택 

근무가 일반화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실제 상품 판매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음 

  진출 유망 품목 및 한류 동향  

- 2019~2020년 동안 생활 소비재의 온라인 판매량이 약 5배 증가

-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컸던 식품도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선식품, 즉석식품 등의 판매도 꾸준히 증가

-  실내 생활 트렌드 확대로 높은 당도와 품질, 안정성이 뛰어난 한국산 프리미엄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김치도 지속 성장 중

-  위생 목욕 제품, 한국식 가벼운 메이크업 제품 등 저렴한 소포장 제품 위주로 

판매를 권장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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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적도 근방에 위치, 수도 방콕과 77개 주로 구성, 국토 면적은 남한의 5배

 인구수 세계 20위로 7,000만 명 육박, 95%가 불교 신자

 1960년대부터 공업화 추진, 수출이 70% 차지, 외국계 기업의 진출 활발

 인터넷 사용자 수 69.5%,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 78.7%

 인터넷 사용자 중 98.9%가 스마트폰 보유

 2025년 태국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는 218억 달러 예상

 높은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이용률

 모바일 인터넷 사용 시간 세계 3위, 모바일 플랫폼이 시장 선도

 알리바바, JD.COM 등 외국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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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근방에 위치, 수도 방콕과 77개 주로 구성, 
국토 면적은 남한의 5배

태국은 적도 근방에 위치한 데다 모양도 은행나무 잎처럼 위는 넓고 아래는 

매우 좁고 긴 형태이기 때문에 지도상으로는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지만, 그 

크기는 남한 영토의 5배에 이르고 프랑스와 면적이 비슷하다. 77개의 주와 

수도 방콕으로 행정 구역을 이루고 있다. 태국어로 주는 ‘짱왓’이라고 하며, 

다시 877개의 암프(시·군)로 나눌 수 있다. 방콕을 제외한 유명한 주로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촌부리, 푸껫, 아유타야 등이 있다.

국가 개요

1

인구수 세계 20위로 7,000만 명 육박, 
95%가 불교 신자 

2021년 1월 기준 태국의 인구는 6,988만 명으로(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 

사이에 전체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16만 3,000명이 증가) 세계 20위이다.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이 51.4%, 남성이 48.6%이며, 전체 인구의 51.8%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태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지만 불교, 그중에서도 상좌부 불교가 압도적이라 

전체 인구의 95%가 불자이다. 국왕도 반드시 불자여야만 한다. 태국 내에서 

불교의 영향력이란 정말 어마어마해서 드라마에서 스님이 등장하거나 왕실이 

불교계 행사를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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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공업화 추진, 수출이 70% 차지, 
외국계 기업의 진출 활발

태국은 전통적으로 쌀을 비롯한 식량 생산이 세계적인 수준이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적극적인 공업화를 추진했다. 태국 산업은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가벼운 생필품은 물론이고 제약/유통/

식품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근 국가들(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이 

태국 제품에 의존하는 양상이 굳어져 있다. 태국의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완전한 수출 지향성 국가라고 봐도 무방한 경제 구조로 일본 등의 

국가들이 하드디스크 등의 주요 생산지로 지정하여 다수의 공장을 건설하였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상대적인 다양성이 있는 편이나 시장 규모 자체의 한계 때문에 동북아시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인구 대국에 비하면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도 이웃 나라인 라오스나 미얀마, 캄보디아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이들 나라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69.5%,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 78.7%시장 규모

2

<태국 인구 대비 모바일, 소셜 미디어 이용>

출처 : 훗스위트

전체 인구

6,988만 명

51.8%
도시화

모바일 연결

9,066만 건

129.7%
인구 대비

인터넷 유저

4,859만 명

69.5%
인구 대비

활성 소셜 미디어
이용자

5,500만 명

78.7%
인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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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인터넷 이용자의 기기 보유율>

휴대전화
(타입 무관)

스마트폰 스마트폰 외
휴대전화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99.0% 98.9% 6.7% 48.5% 34.7%

출처 : 훗스위트

2021년 1월 태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4,8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9.5%가 

이용 중이며,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340만 명이 증가했다. 태국의 모바일 

연결 수는 9,066만 건으로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129.7%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5,500만 명으로 전체 태국 인구의 78.7%에 달한다.

인터넷 사용자 중 98.9%가 
스마트폰 보유

2021년 태국의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들을 살펴보면, 종류와 상관없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99.0%로 

나타났으며, 이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98.9%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8.5%로 나타났으며, 태블릿 등의 기타 디바이스의 보유 비율 

34.7%보다 높다.



88

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Ⅰ

2025년 태국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는 
218억 달러 예상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

인도네시아

2015 2019 2020 2025

11%

23%

8

40
44

124

말레이시아

2015 2019 2020 2025

6%

21%

5
10.7 11.4

30

필리핀

2015 2019 2020 2025

11%

21%

2 7.1 7.5

28

출처 : Google e-Comomy SEA 2020 Report

2015 2019 2020 2025

-2.4%

19%

7
12 9

22

싱가포르

2015 2019 2020 2025

6%

25%

6
16 18

53

태국

베트남

2015 2019 2020 2025

11%

29%

3
12 14

52

(단위 : 십억 달러)

태국의 전자상거래는 현재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구글에서는 

2025년까지 태국의 인터넷 경제가 2020년 보다 25% 성장한 5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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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2020년 기준 2,655억 

바트(약 8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체 유통 시장 내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까지 증가하였다. 점점 더 많은 태국의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을 선택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과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태국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2021년에도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 태국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는 

7,177억 바트(약 2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태국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여러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태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소비자 행동에 맞춰 진행한 ‘태국 4.0’ 

추진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단위 : 억 THB, %)

 이커머스(모바일)     이커머스(전체)

2018 2019 2020 2021 2025

435 745
967 1,553 1,380

2,655
1.936

3.584 4.690

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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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기기별 웹 트래픽 발생률>

출처 : 훗스위트

휴대전화

60.2%

+35%
+1,562 BPS

DEC 2020 VS. DEC 2019

데스크톱&
노트북

37.4%

-30%
-1,612 BPS

DEC 2020 VS. DEC 2019

태블릿

2.3%

+27%
+49 BPS

DEC 2020 VS. DEC 2019

높은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이용률

태국 사람들은 신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디지털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 

2021년 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전체 인구 대비 69.5%이며,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는 일평균 5시간 7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다.

태국의 웹사이트에 발생하는 트래픽의 60.2%는 휴대폰을 통해 발생하며, 

37.4%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에서 발생하였으나, 단 2.3%만이 태블릿을 통해 

트래픽이 발생했다.

시장 잠재력

3

<태국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현황>

인터넷 
이용자

전체 
인구 대비 

성장률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전체 인터넷
이용자 대비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48.59백만 69.5% 7.4% 47.48백만 97.7% 5시간 7분

출처 : 훗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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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기기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동률>

휴대전화
(타입 무관)

스마트폰 스마트폰 외
휴대전화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88.1% 84.9% 83.4% 83.6% 74.2%

출처 : 훗스위트

태국의 소비자가 모바일을 우선 사용하는 특성은 상품의 구매 방식에서도 

볼 수 있는데, 기기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83.6%로, 

이 중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7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및 태블릿에 쇼핑 앱을 설치한 비율은 83.4%로 매우 높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으로 인해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모바일 

앱 출시 또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 시간 세계 3위, 
모바일 플랫폼이 시장 선도

글로벌 소셜 미디어 사용자 통계 분석 기관인 위아소셜(We are social)이 

발표한 ‘DIGITAL 2021: THAILAND’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69.5%로 전체 인구 6,988만 명 중 4,859만 명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한 

2020~2021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자가 7.4%가량 증가하는 등 태국 내 

인터넷 사용률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접속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이며, 2021년도 기준 태국 모바일 기기 가입자 수는 9,066만 명으로(인구 

대비 129.7%) 2개 이상의 모바일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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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태국인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약 

5시간 7분으로 2021년 기준 세계 3위에 랭크되는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모바일 성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상)

시장 규모 15,645.5 22,129.5 43,532 74,548.2 138,069.2 193,562.8

성장률(%) 69.8 41.4 96.7 71.2 85.2 40.2

출처 : 유로모니터

(단위 : 억 THB)

이뿐만 아니라 태국의 16~64세 인터넷 사용자들의 약 68.1%가 은행 등 

금융 업무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45.3% 이상이 온라인 

쇼핑 등 모바일 전자 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등 모바일 기기 활용이 크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국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1,380억 바트(약 44억 달러) 규모로 매년 두 자릿수의 고공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체 시장 규모는 3배가량 성장한 

4,090억 바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는 모바일 온라인 

쇼핑 등 이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알리바바, JD.com 등 
외국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

태국의 시장 규모와 전자상거래 잠재력이 외국인 투자에 어필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알리바바는 2018년 라자다에 53억 달러를 투자했고, 

동부경제코리더(EEC) 1단계에 4억 4,3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JD.com은 태국 

굴지의 소매 대기업인 센트럴그룹과 합작해 6억 6,2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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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전자상거래는 결제, 물류, 핀테크, 식음료 분야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은 선도 분야로, 2017년 한 해에만 총 29번의 

펀딩  라운드가  있었다 .  결과적으로  태국  전자상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태국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커머스, 핀테크, 인공 지능(AI) 분야 혁신을 

독려했으며, 오프라인 도매업체와 온라인 업체 간 합작 기업도 늘어났다.

<태국 투자 펀딩 관련 상위 5개 카테고리>

출처 : techsauc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9

12

11

9

 Ecommerce. Marketplace    Fintech    E-logistics    Payment    Food & Restaurant

(단위 : 건)



Ⅱ.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쇼핑·간편 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하며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 중

 2017년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를 목표로 ‘태국 4.0’ 경제 모델 시작

 인구의 78.7%가 소셜 미디어 이용

 온라인 쇼핑객의 89%가 모바일 기기 사용

 온라인 쇼핑객의 주요 결제 수단은 은행 송금 및 COD

 현금 선호로 신용카드 보급률 6% 불과 

 현금 결제 방식으로 COD(Cash on Delivery)를 제공하지만 판매자에게는 부담

 Y-이코노미(LGBT+) | 태국만의 새로운 시장

 모바일 커머스와 소셜 커머스를 통한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쟁 심화

 소셜 네트워크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발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배송

 태국 온라인 쇼핑 축제 11.11

 태국의 인플루언서 동향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등장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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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간편 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하며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 중

태국 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통합되고 있다. 

단일 서비스에만 집중하던 기업들이 점차 다른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형성해 가고 있다. 미디어, 광고, 

전자상거래, 결제, 운송 등 기존에 별개의 영역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들이 

통합되면서 태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 현황

1

<태국 내 서비스 중인 통합형 플랫폼 예시>

미디어 광고 전자상거래 전자 결제 배송

구글

페이스북 없음

라인

라자다          Ads

쇼피 My Ads

K뱅크 없음 없음 없음

SCB 없음 없음

그랩 없음  

고젝 없음 없음

출처 : Priceza E-commerce Summi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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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태국 음식 배달업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그랩(Grab)은 처음에는 차량 

공유 및 탑승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그랩 푸드(Grab Food), 그랩 페이(Grab 

Pay)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One-stop)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태국의 주요 모바일 메신저 기업 

라인(Line)은 메신저 서비스 이외에 자사 운송 플랫폼인 라인맨(Line man)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태국의 가격 비교 웹사이트인 프라이스자(Priceza)는 “온라인 플랫폼은 향후 

더 많은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가치 있는 상품과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분석하였다.

2017년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를 목표로 
‘태국 4.0’ 경제 모델 시작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B2C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결제 시스템과 

통신 인프라가 성숙기에 도달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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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시작된 광군제와 같은 온라인 쇼핑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셜 및 모바일을 핵심으로 한 대화형 전자상거래가 성장을 

주도한다.

또 다른 핵심 사항은 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다. 2016년 ‘디지털 

타일랜드 이니셔티브(Digital Thailand Initiative)’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결제 서비스인 프롬페이(PromptPay)가 개발 및 

보급되었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발생하였다.

2017년 태국 정부는 생산 기반에서 지식과 서비스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재배치하고 강화하기 위해 ‘태국 4.0’ 경제 모델을 시작했으며, 10년 이내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디지털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일정 속도 이상의 인터넷을 보급하는 ‘프라차랏 인터넷(Pracharat Internet)’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시민들이 인터넷 경제 및 

전자상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태국 4.0’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산업 

부문을 활성화하며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국 상무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커머스 개발 계획 2021-22’를 발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연간 성장률 10% 

유지를 목표로 각종 지원제도를 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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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78.7%가 소셜 미디어 이용

2021년 기준 태국에는 전체 인구의 78.7%에 해당하는 5,500만 명의 활성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있으며, 전체 이용자 중 99.3%가 모바일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인기는 소셜 커머스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태국의 온라인 구매자들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미용, 의류에서 여행 가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있다.

<태국 소셜 이용자 및 모바일을 통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

소셜 이용자 전체 인구 대비 모바일 소셜 이용자 전체 소셜 이용자 대비

55백만 78.7% 54.62백만 99.3%

출처 : 훗스위트

소셜 미디어는 소규모 판매자가 웹 스토어를 구축하는 것과 비교하여 

낮은 초기 비용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또한 태국 온라인 쇼핑객들은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온라인 쇼핑객의 89%가 
모바일 기기 사용

<태국인의 온라인 상품 구매시 사용 기기>

출처 : ecommerceIQ

11%

PC 모바일

67%

둘 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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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태국의 전자상거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객의 89%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므로 태국 

기업들에게는 모바일 친화적인 사이트 또는 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commerceIQ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태국의 온라인 구매자 중 11%만이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을 사용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PC와 모바일 모두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용자는 22%로, 모바일 

이용자의 6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다만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PC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해, 모바일로 구매하는 상품은 

가격이 낮으며,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이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쇼핑객의 주요 결제 수단은 
은행 송금 및 COD

태국의 경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태국 

온라인 쇼핑객의 주요 결제 수단은 은행 송금 및 COD(Cash/Collection on Delivery) 

방식이다. 방콕에 거주하는 온라인 구매자의 경우 신용/직불 카드의 선호도가 

높으나, 방콕 외부 거주자의 경우에는 COD 방식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태국 온라인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결제 방식 및 방콕 : 비방콕 결제 방식 비교>

출처 : 훗스위트

25%

전자지갑

11%

기타

32%

신용카드

12% 20%

현금 은행 송금
  방콕 메트로폴리탄      비방콕

61.95%38.04%

33.16% 66.83%

은행 송금

대금 상환

신용/직불카드

기타

40.51%59.49%

43.33%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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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선호로 신용카드 보급률 6% 불과 

프롬페이(PromptPay)와 표준화된 QR 코드 등 태국을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여전히 태국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태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태국인의 78%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6%만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결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낮은 금융 이해력은 디지털 결제 

및 현금 없는 사회 구성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SCB easy pay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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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방식으로 COD(Cash on Delivery)를 제공하지만 
판매자에게는 부담

태국의 전자상거래 부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에 적응해야 했다. 

라자다, 쇼피와 같은 태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 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COD를 결제 형태로 제공하지만, COD에 따르는 문제점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COD는 운송 기사들이 많은 양의 현금을 회수 및 소지하지 않도록 배송지를 

지정해야 하는 재무적·물류적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며, 회수된 현금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디지털 결제보다 더 늦게 

판매자에게 대금이 정산된다.

또한 COD는 고객이 배송 시 제품을 더 쉽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손실에 더 취약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드레스 두 벌을 주문하고 

COD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고 상품을 수령 후 단순 변심에 의해 물건 중 하나에 

대한 지불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객이 두 개를 주문했는데도 한 

개만 구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판매자가 원치 않게 부담하는 배송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COD를 제공하려면 판매자는 고객에게 제품 배송 비용을 선지불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COD 결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금 정산까지 37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판매자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COD는 여전히 태국 온라인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Ⅱ

102

Y-이코노미(LGBT+) | 태국만의 새로운 시장

태국이 LGBT+*에게 비교적 개방적인 국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몇 

해년 전부터는 성별 다양성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 캠페인뿐만 아니라 TV 

미디어, 버라이어티, 드라마, 영화 등에 LGBT+가 주인공인 성 다양성 캐릭터들도 

등장하며, LGBT+가 출연하는 대중 매체는 태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태국의 새로운 세대는 ‘젠더리스 세대'라 할 수 있고, 과거와 사고방식이 달라 

성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전 세대보다 LGBT+ 수용도가 높다. 또한 태국은 LGBT 

Expo, PRIDE CRUISE, G-Circuit 등 세계 주요 LGBT+ 이벤트를 주최하여 전 

세계의 LGBT+ 인구를 태국으로 불러들임으로써 LGBT+의 허브로 간주된다.

<LGBT+ (LGBTQI)>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L

T

G B

Q I

LGBT+ (LGBTQI)

L

B

Q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퀴어

T

G

I

게이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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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단순함 브랜드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워야 함

비공개
사적인 느낌을 주고 취향이 같은 집단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개설이 필요

평등 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정 기회 포함하여, 모든 활동에서 평등하게 대해야 함

고급 제품과 서비스는 좋은 경험을 줘야하며, 세련되게 느껴져야 함

진실 정직하게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함

존중 모든 성별과 연령의 소비자에게 동등하게 존중해야함

<LGBT + 그룹을 위한 마케팅 방법>

LGBT-Capital.com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4억 8,300만 명의 LGBT+가 

있으며, 태국은 LGBT+ 인구가 400만 명으로 4위에 해당된다. 다만 태국의 LGBT+ 

인구는 노출된 사람의 숫자일 뿐 드러나지 않은 존재는 훨씬 더 많다. 또한 태국의 

LGBT+ 인구는 2016년에 최대 500억 달러 소득 비율에 도달했는데, 일반적인 

태국인의 소득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많은 브랜드가 LGBT+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개방성과 

성별 다양성의 수용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LGBT+ 

그룹은 브랜드 인지도를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 

정확한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태국에서는 누구보다 효율적인 판매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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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채널 및 특징

<태국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QR 플랫폼 월 방문자 수 특징

쇼피
www.shopee.co.th

5,124만 명

• 2015년 오픈

•  중 국  텐 센 트  자 본 의  S E A 

Group 운영

• 2020년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 취급 품목 : 전 품목

라자다
www.lazada.co.th

3,853만 명

• 2012년 오픈

•  2016년 알리바바 그룹 최대 주주

• 취급 품목 : 전 품목

•  중국 등 해외 크로스 보더 상품 

판매 다수

제이디 센트럴
www.jd.co.th

221만 명

• 2018년 오픈

•   중국 JD사와 태국 Central 

그룹 합작

•  취급 품목 : 전 품목

•  20년 전체 매출 2019년도 

대비 165% 증가 

•  이용자 수 43% 증가, 1회 평균 

구매 금액 25% 증가 등 빠르게 

성장 중

출처 : ipricethailand.com, 2020년 4분기 전자상거래 플랫폼 순위

1. 쇼피, 라자다, 제이디센트럴

쇼피, 라자다, 제이디센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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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와 라자다는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쉽게 물건을 팔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태국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두  플랫폼을 주로 이용한다.

아이프라이스(iprice)가 발표한 2021년 태국 이커머스 동향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전자상거래 사이트 Top 3는 월 방문자 수 기준, 1위 쇼피(Shopee) 

5,124만 명, 2위 라자다(Lazada) 3,853만 명으로 태국 e-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 오픈한 제이디센트럴(JD Central)이 

뒤따르고 있다.

태국의 경우,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주요 마케팅 채널로 이용되고 

있으나 상품 검색·유지 및 관리 등에서 효율적인 e-마켓플레이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월 태국 소셜 미디어 사용자 요약>

전체
사용자 수

주요
연령대

여성/남성
비율 %

50M
Gen
Y / X

44 / 56

전체
사용자 수

주요
연령대

여성/남성
비율 %

14M
Gen

Y
51 / 49

전체
사용자 수

주요
연령대

여성/남성
비율 %

14M
Gen

Y
51 / 49

전체
사용자 수

주요
연령대

여성/남성
비율 %

45M
Gen
X / Y

35 / 65

전체
사용자 수

주요
연령대

여성/남성
비율 %

18M
Gen

Z
75 / 35

전체
사용자 수

주요
연령대

여성/남성
비율 %

18M
Gen

Z
75 / 35

출처 : 훗스위트, 라인 타일랜드, the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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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스북(Facebook)

태국인은 온라인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브랜드와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2019년부터 지난 2년 동안 페이스북(Facebook)은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이며, 태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쇼핑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를 출시하고, 

판매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태국 페이스북 라이브 판매

대만의 인공 지능(AI) 소셜 판매 제공업체인 쇼플러스(Shoplus)에 따르면 

태국의 페이스북 라이브 소셜 판매는 2020년 2월 이후 216% 이상 급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쇼플러스는 태국이 페이스북 라이브 소셜 판매로 전환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국가이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 또한 트렌드에 익숙해지면서 음식 

및 건강 필수품을 넘어 금, 의류 판매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한 

실시간 판매가 소매업체를 위한 장기 판매 채널이 될 것이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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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인/라인 공식 계정

태국인은 구매하기 전에 상점에 더 많은 제품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태국에서 인기 있는 매신저인 라인은 가족, 친구, 지인과의 대화 기능뿐 

아니라 태국의 모든 브랜드가 온라인 구매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라인을 태국에 최초로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이며, 지금까지도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팅 앱이다. 라인은 페이스북의 공식 페이지처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자의 공식 계정 생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인스타그램

태국에서 인스타그램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10대들에게 인기가 많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은 패션 아이템으로, 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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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매장 운영자를 위한 플랫폼에서 원활한 판매를 제공하기 

위해 태국에서 인스타그램 쇼핑 기능을 추가했다. 소비자 및 제작자 제품 

태그(쇼핑 태그) 제품 태그가 있는 광고(쇼핑 광고)를 포함한 이러한 새로운 

기능의 출시로 Tab Instagram Shop 한 곳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

태국의 온라인 구매자들은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다면 제품을 더욱 

높게 신뢰하며,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통해 리뷰 및 브랜드 활동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태국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라인 등의 전자상거래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으로 유입된 소비자를 구매로까지 연결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 커머스와 소셜 커머스를 통한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최근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트렌드는 모바일을 이용한 m-커머스와 소셜 

커머스다. 태국의 전자상거래는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상거래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잠재 고객을 연결하기 위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의 소셜 커머스와 e-마켓플레이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

이커머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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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유통망을 통한 주요 구입 품목>
(단위 : 억 THB)

구분 2018 2019 2020
19-20

증감률(%)
비중(%)

의류/신발 175.4 175.4 175.4 45 13.9

전자제품 125.5 125.5 125.5 13 5.7

식품/음료 77.5 77.5 77.5 37 4.3

미디어 제품 47.8 47.8 47.8 191 5.5

가전제품 42.7 42.7 42.7 -27 1.2

건강식품 33.1 33.1 33.1 41 2.0

액세서리/안경 24.7 24.7 24.7 17 1.2

가구 19.4 19.4 19.4 17 0.9

반려동물 제품 16.2 16.2 16.2 30 0.9

인테리어 19.1 19.1 19.1 6 0.8

홈케어 14.7 14.7 14.7 159 1.6

뷰티 제품 8.3 8.3 8.3 414 2.3

완구 2.1 2.1 2.1 24 0.1

비디오 게임 0.9 0.9 0.9 18 0.0

기타 360.2 360.2 360.2 89 59.9

합계 967.3 1,553.0 2,655.1 70 100

출처 : 유로모니터  

B2C 및 C2C를 통한 태국의 전자상거래는 2019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은 1,630억 바트로 태국 전체 소매 판매액의 3%에서 2020년에 

2,655억 바트로 급증하여 태국 전체 소매 판매액의 4-5%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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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모니터(Euromonitor)가 발표한 ‘2021 E-Commerce Thailand’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거의 

모든 제품군의 판매가 증가했으나 특히 뷰티 제품 매출액이 62억 바트(약 

1억 9,8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4%, 미디어 제품(약 14억 바트)이 191%, 홈 

케어(약 4억 2,000만 바트) 제품이 159% 이상 성장하는 등 위생 관리와 언택트 

환경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의류/신발로  2019년 

15.7%에서 소폭 하락한 13.3%에 그쳤으며 전자제품 5.7%, 식품/음료 4.3%, 

미디어제품 5.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태국의 소매업체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제품 카탈로그를 업로드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어 소셜 미디어가 e-마켓 플레이스와 직접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섰다.

<2020 태국 판매채널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출처 : Priceza

Social Media

40%

E-Marketplace

35%

E-Tailers/
Brands.co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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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인기 있는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인 라인(Line)도 MyShop 기능을 

출시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했다. 페이스북과 라인은 모두 

사용자를 위한 엔드 투 엔드 쇼핑 경험을 만드는 데 중심을 두고 있으며, 

2020년에 태국의 전자 마켓플레이스는 전자상거래의 35%를 차지했으며 소셜 

미디어가 40%, 브랜드 자체 웹사이트가 25%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0년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쇼피, 

라자다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점유율은 35%로 페이스북, 라인,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보다 5% 적다. 

이는 태국의 온라인 구매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상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판매자가 제공하는 이미지, 상품 정보만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아닌, 판매자와 직접적인 대화와 문의를 통해 구매자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태국 소비자는 판매자와 채팅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으며, 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만 소셜 미디어 채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비해 통합 물류 지원이 

없다. 때문에 소셜 미디어 판매자는 물류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다른  

물류업체에 아웃소싱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쟁 심화

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부상 따라 더 많은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9년 이후로 태국의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는 

쇼피, 라자다, 제이디센트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쇼피와 라자다는 각각 중국 

거대 기업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이디센트럴은 중국의 

JD.com과 태국의 센트럴 그룹(Central Group)의 합작 투자 회사로, 3개 플랫폼  

모두 중국의 거대 자본으로부터 전폭적인 투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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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몇 년 더 계속되어 결국 두 개의 주요 업체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재 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유 경제 창출 및 각 지역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판매자 및 소비자 유치를 

위해 할인 쿠폰, 무료 배송 및 낮은 수수료 등의 프로모션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태국 대다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자상거래 및 전자 지불 

서비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자 

행동을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발

<2021년 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
(복수응답)

출처 : 훗스위트

Youtube

Facebook

Line

Instagram

Facebook
Messenger

TikTok

Pinterest

Twitter

Wechat

Twitch

Linkedin

Whatsapp

Skype

Snapchat

Badoo

Viadeo

94.2%

93.3%

86.2%

77.1%

64.2%

57.8%

54.8%

31.7%

24.9%

24.5%

24.4%

24.4%

22.6%

19.8%

18.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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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2021 Thailand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인 16~64세 인터넷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유튜브(94.2%), 페이스북(93.3%), 

라인(86.2%), 페이스북 메신저(77.1%), 인스타그램(6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상품의 특징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태그 기능을 걸어두어 소비자들이 빠르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020년에  HKTDC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은 페이스북으로, 

전체 소셜 네트워크 중 54%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인스타그램이 

22% 2위, 라인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국 내 소비자의 27%는 소셜 

네트워크 인플루언서가 물건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배송

오늘날 태국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원하는 많은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으며, 대부분의 온라인 상점은 매장 

임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제품 가격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 

태국의 온라인 소비자는 배송까지 1~3일을 기다려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브랜드의 신뢰성과 전문적인 물류 시스템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태국에는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제이디센트럴(JD Central) 등 널리 알려진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다. 일반적인 상품 배송은 해당 플랫폼의 자체 물류 시스템 또는 계약된 

택배회사를 통해 이뤄지며 고객은 주문 후에 배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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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빠른 

배송을 약속하는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 내 

타이 포스트(Thai Post), 스쿠타(Skootar), 케리 로직티스(Kerry Logistics), 

라라무브(Lalamove), 라인 맨(Line Man)과 같은 라스트마일 배송 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열악한 도로 환경, 극심한 교통량 등 사회 기반 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도외 지역으로의 1~2일 내 물품 배송은 불가능하며, 긴 

배송 시간은 태국 온라인 쇼핑객이 가지는 주요 불만 사항이다.

태국 온라인 쇼핑 축제 11.11

2020년 태국에서 진행된 11.11 세일 페스티벌이 온라인 쇼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많은 브랜드가 참여해 기록할 만한 판매 성과를 거두었으며, 

종전의 많은 기록이 깨졌다.

1. 2020 최고의 선수, 라자다(Lazada)

라자다는 2020년 11.11 이벤트 프로모션에 많은 투자를 통해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판매 시작 2시간도 안 되어 10억 바트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단 

3분 만에 1억 1,100만 바트 이상을 판매했다. 게다가 다음 날 오전 8시 1분에 

수취인에게 첫 소포가 배송되었다는 아주 빠른 배송 기록까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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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다에서는 11.11 세일 페스티벌 당일에 450개 이상의 판매자가 100만 

개 이상의 판매를 달성했으며, 일본 제품 매출이 종전 대비 13배 이상 

상승하였지만 일본 제품보다 더 많이 판매된 해외 상품은 25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한국 제품이었다.

2. 게임 프로모션의 신, 쇼피(Shopee)

쇼피에서 각 상점에 배포하는 할인 코드 외에도 2020 11.11 세일 페스티벌 

기간 내 할인을 받기 위한 게임 이벤트를 만들었다.

쇼피는 2020 11.11 세일 페스티벌 기간 시작 한 시간 만에 2,000만 회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남겼다. 해당 기간의 베스트셀러 상품 카테고리는 가전, 

뷰티&퍼스널 케어, 모바일&액세서리 카테고리도 47만 개 이상의 스킨케어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가장 높은 주문액은 43만 바트(1,543만 원)였다.

쇼피는 2020 11.11 세일 페스티벌 기간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처음 판매를 시작한 상점에 더 많은 매출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모션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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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는 2020 11.11 세일 페스티벌 기간 판매량은 라자다만큼 좋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요구를 크게 충족시켜 영국 시장 조사 기관인 YouGov에서 2020년 

태국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3. 최고의 공식 브랜드 마켓 플레이스, 제이디센트럴(JD Central) 

제이디센트럴은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회사지만, 

2020 11.11 세일 페스티벌에서 90% 할인과 슈퍼 플래시데이 등의 과감한 

프로모션으로 제품 가격을 단 1바트에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라자다, 

쇼피에 대적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 별도의 대대적인 광고 등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0 11.11 세일 페스티벌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태국의 인플루언서 동향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콘텐츠, 광고,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통합되고 있다. 태국의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말을 듣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태국의 89% 이상의 브랜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가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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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브랜드는 융합 마케팅 전략 또는 ‘통합 캠페인’으로 전환하여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ROI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태국 브랜드는 2021년에 

마케팅 캠페인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등장

자신만의 틈새시장을 보유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2021년 태국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대상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며, 정확한 타깃 고객에게 다가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 증가

태국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은 가상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의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가상 컴퓨터 생성 이미지 또는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가상의 인플루언서는 

브랜드에 캠페인에 대한 강력한 창의적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태국 버추얼 인플루언서 Lil Miq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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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어 인플루언서의 사용은 기술과 혁신에 관심이 있는 태국의 Z세대와 

청중에게 강력하게 어필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Lil Miquela와 같은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 인간 인플루언서보다 3배 더 높은 참여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관객들이 현실과 환상의 혼합에 매료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 주요 인플루언서>

계정명 팔로워 브랜드 관여도 좋아요 1000개당 댓글 수

5.8M 14.5% 22.5

주요
해시태그

#lazada, #brightwinxcathydollnudematte,

#lomo800, #contaxt3

24.5K 27.9% 64.8

주요
해시태그

#blackouttuesday

5.7K 15% 100.4

주요
해시태그

#instatraveling, #nomadlife, #beautiful, 

#quotestagram

4.2M 13.3% 26.5

주요
해시태그

#lazada1111th, #brightwinxoxecure,

#lazada1111supershow2020, #lipstick

@bbrightvc

@gabe.fernandezz

@lekkie_wvw

@winmeta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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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과 대처

1 태국에서는 2020년 초에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으며,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집에 머물도록 권장되었다. 

태국은 2021년 8월 13일 23,418명의 새로운 일일 확진자와 16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방콕의 자가 격리 환자 수는 8월 5일 기준 거의 10만 

명에 이르렀다.

태국 정부는 일반 국민이 자가 테스트를 위해 항원 테스트 키트(ATK)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으며, 태국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0억 

바트의 예산 할당을 승인했다.

7월 20일 이후로 코로나19 자가 테스터기를 사용하여 검사한 태국 사람 중 

20%가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2021년 8월 13일 태국은 누적 백신 접종량이 23,192,491회에 이르렀으며, 

방콕에 64개의 격리 시설과 태국의 또 다른 지역에 100개의 격리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다만 태국의 봉쇄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 태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2021년 8월 13일 기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12일 기준 태국의 총 사망자 수는 8,285명에 

도달했다. 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태국에서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백신 불평등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1년 8월 13일 기준 태국 인구의 30% 미만이 코로나19를 

1회 이상 투여 받았다. 이는 태국 정부의 ‛10월까지 70%’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패의 원인은 코로나19 백신 부족과 태국의 초기 단계에서 

AstraZeneca 및 Sinovac 이외의 백신 공급 다변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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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어 가족 구성원 간의 감염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저소득 가정에서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전염되고 있다. 

태국의 저소득층은 직업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와 양립할 

수 없다. 가난한 가정의 임금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태국의 저소득층 가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집에서 생활함에 따라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에 대한 정부의 자택 격리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내고 있다. 

태국의 저소득층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 병원 

치료도 불가능하며 공립 또는 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나 그마저도 여유 공간 없이 환자로 가득 차 있다.

코로나19는 노인과 기존 건강 문제가 있는 성인의 사망률이 가장 높아 

태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는 고아가 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부모의 부재로 

장기적으로 마약 사용, 십대 임신, 아동 인신매매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어,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고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교육 지원 및 위탁 양육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다.

태국인은 일반적으로 현지 재래시장 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음식과 재료를 

구매하는데, 이러한 고밀도의 재래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 이기에 재래시장이 폐쇄되고 있다. 따라서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여유가 있는 태국의 부유층과는 달리, 태국 저소득층의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Ⅲ

122

코로나19 이후 태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동향

2019년 초,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태국은 관광, 소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출과 고객의 큰 손실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의 전자상거래 트렌드는 현재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고객 구매 행동의 변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 및 딜리버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전체 사용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등 태국 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시장 영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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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태국 카테고리별 성장률>

출처 : 훗스위트

-43.4%

여행/숙박

+37.0%

가구/가전

+35.1%

패션/뷰티

+42.4%

장난감/미용품

+24.2%

전자기기

+28.2%

미디어/음악

+74.3%

식료품/개인용품

+25.0%

비디오 게임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숫자는 크게 증가했다. 2020년 4월 태국 인터넷 사용자의 74%가 웹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방콕포스트(Bangkok Post)에 따르면 라자다는 태국에서 2020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간 100% 매출을 기록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태국인에게 온라인 쇼핑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경함한 후에는 새로운 쇼핑 방식이 되었다. 팬데믹 

이후에도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은 여전히   태국 쇼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유지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식품 및 개인관리 용품은 74.3% 성장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이다. 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건강, 위생 문제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태국의 전자상거래 트렌드는 여전히 변동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구매 선택이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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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트렌드: 무현금화

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및 상품 결제 시 바이러스의 전송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대신 신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

3

<2020년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

신용카드 현금 은행 송금 전자 지갑 기타

32% 12% 20% 25% 11%

출처 : 훗스위트

이와 함께 태국의 빠른 스마트폰 보급은 전자 지갑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자 지갑은 현재 태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시 결제 방식에서 

은행 송금 방식을 넘어선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 지갑 지불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많은 프로모션, 할인 바우처 제공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디지털 결제 급증에는 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새로운 결제 방식의 적응은 

디지털 결제가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깨트리는 편의성에 의한 것이다. 태국 

온라인 구매자들의 디지털 지불 사용의 증가, 이를 위해 태국 정부 및 민간 

금융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태국 소비자, 기업 및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도 태국의 온라인 쇼핑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식료품에서 의류,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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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오프라인 직접 쇼핑에 대한 우려와 높은 인터넷 사용비율은 태국의  

온라인 소매업체에 상당한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

태국 경제 일간지 탄셋타낏(Thansettakij)은 2026년까지 태국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예상치보다 4년 앞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국 전자 결제(E-payment)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인 약 23.6%보다 높은 약 32% 

수준을 유지하여 2025년까지 태국 내 전자 결제 이용 건수가 210억 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태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QR코드 결제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2% 이상이 은행 또는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불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45% 이상이 체크카드를 통한 현금 결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편화된 지불 수단 중 하나로 조사되었다.

수리퐁(Suriphong) 태국 비자(VISA)카드 지점장은 올해 내 태국 전체 금융 

거래 중 20% 이상을 비대면 결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태국 내 전자 결제 

대 현금 결제 비중이 72% 대 28%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태국인 1인당 실시간 결제(Real-time payment) 이용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국의 실시간 결제 이용 건수는 총 

52억 건으로 인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도 총 25억 건과 비교하였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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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결제 등 전자 결제(E-Payment) 사용 예시

코로나19로 인해 태국의 전자상거래는 2020년 신규 고객 확보 측면에서 

전년 대비 50%의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었다. 

구글의 ‘eConomy SEA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태국의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였을때 사용량이 40% 증가했다. 또한 태국의 2025년 

전자상거래 매출 전망을 18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수정했는데, 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Trend    Growth

JA
N

 2
0

19

F
E
B

 2
0

19

M
A

R
 2

0
19

A
P
R

 2
0

19

M
A

Y
 2

0
19

JU
N

 2
0

19

JU
L
 2

0
19

A
U

C
 2

0
19

S
E
P
 2

0
19

O
C

T
 2

0
19

N
O

V
 2

0
19

D
E
C

 2
0

19

JA
N

 2
0

2
0

F
E
B

 2
0

2
0

M
A

R
 2

0
2
0

A
P
R

 2
0

2
0

M
A

Y
 2

0
2
0

JU
N

 2
0

2
0

JU
L
 2

0
2
0

A
U

C
 2

0
2
0

S
E
P
 2

0
2
0

O
C

T
 2

0
2
0

N
O

V
 2

0
2
0

D
E
C

 2
0

2
0

JA
N

 2
0

2
1

F
E
B

 2
0

2
1

M
A

R
 2

0
2
1

50

100

150

200

119,302,840

151,575,968
141,467,092

167,028,395

189,312,757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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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Growth

<태국 브랜드.com(자사몰) 시장 규모>

출처 : eCommerce

(단위 : 백만 달러)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10

20

30

40

50

60

31.86
34.17

40.51

46.46
49.58

브랜드에 적합

태국 소비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전의 구매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고 

가까운 장래에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국의 기업들은 온라인 채널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태국의 많은 브랜드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인으로의 판매 전환이 

오프라인 매출을 잠식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온라인 판매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계정 등 직접적인 소비자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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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중국 전자상거래 침투율 비교>

출처 : 유로모니터

2017 2018 2019 2020

27.3%

22.5%

19.7%

2.8%

16.3%

1.9%
4.4%

8%

 태국    중국

CAGR(연평균 성장률) 20%로 전자상거래 급등

2020년 태국의 온라인 쇼핑객 수는 4,800만 명으로 2017년 온라인 쇼핑객 

2,800만 명에서 증가했으며, 이는 CAGR(연평균 성장률) 20%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과거의 주요 금융 위기와 유사한 규모로 태국의 GDP와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쳤지만 역으로 전자상거래는 번창할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이디센트럴의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169% 급증했고, 1인당 구매액은 

25% 증가한, 2,198바트를 지출했으며 사용자의 재구매율은 67% 달했다. 태국 

소비자들이 일상용품과 필수품을 온라인으로 더 많이 자주 구매하고 있으며 

주문당 크기는 작지만 구매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국경 없는 소매로 이동할 것이며 이는 

이미 중국에서 보여진 모습이다. 보더리스 소매 및 온라인-오프라인 모드를 

통해 고객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엇이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Priceza는 태국의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3개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80%가 해외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상품으로, 해외 상품이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경 간 무역은 가볍고 

저렴한 제품에서 그치지 않고 고품질의 부피가 큰 품목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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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여파로 ‘라이브 커머스’ 급성장

최근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반경이 급속도로 크게 제한되었고, 정부의 록다운 조치로 재택근무가 

일반화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쇼핑 방식은 누구나 진행·시청할 수 있는 높은 개방성 

및 다양한 기능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에 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 상품 판매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다.

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기업인 쇼피(Shopee)는 올해 4월 자사 상반기 

최대 할인 행사인 ‘4.4 메가 쇼핑 데이(Mega Shopping Day)’에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활용한 ‘쇼피 라이브(Shopee Live)’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판매량이 평소보다 약 10배 증가하였고, 라이브 커머스에 

접속된 시간은 평균 3,200만 분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 내 온라인 쇼핑 경험자 1,000명 중 65%가 지난 1년 동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하여 물건 구입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8%는 라이브 커머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답하였다.

태국 주요 전자상거래 회사들의 라이브 커머스 시연 장면

출처 : 태국 라자다 공식 트위터, 태국 쇼피 공식 페이스북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진출 유망 품목 및 한류 동향



131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태국              Thailand

Market ·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태국 경제의 

70%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  태국 상무부는 전자상거래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커머스 개발 

계획 2021-22’를 발의,  연간 성장률 10% 유지를 목표 지원제도 마련

·  안정적인 국가 정세로 알리바바, JD.com 등 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쇼피, 라자다, 제이디 센트럴 등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함 

Customer ·   인구수 6,988만 명의 세계 20위 국가로 전 국민 중 95%가 불교신자로 

구성됨

· 태국의 젠더리스 세대는 LGBT+에 개방적이며,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함

·  전 국민의 69.5% 인터넷 이용, 98.9%가 스마트폰 보유, 78.7%가 

소셜 미디어 이용 중으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간 전 세계 3위

·  태국의 온라인 쇼핑객의 주요 결제 수단은 은행 송금 및 COD로 

신용카드 보급률은 6%에 불과함

·  태국의 온라인 쇼핑객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및 신발, 전자제품, 

식음료품 등을 구매하고 있음

Marketing ·   소셜 네트워크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쇼핑률은 세계 1위임

·   태국의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   태국의 Z세대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Li l  Miquela와 같은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 인간 

인플루언서보다 3배 더 높은 참여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됨

COVID-19 ·   태국은 2021년 8월 13일 23,418명의 새로운 일일 확진자와 16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백신 접종률은 39% 이하임

·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식품 및 개인관리 용품은 74.3% 성장하며, 

지금까지도 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태국 전자 결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인 약 23.6%보다 높은 약 32% 수준임

·   태국의 온라인 쇼핑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치와 비교하여 

사용량이 40% 증가함

1

태국
전자상거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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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유망 품목 및 
한류 동향

태국 소비자 동향 조사 기관인 닐슨 컴퍼니가 발표한 ‘이커머스 사업 심층 

분석’에 따르면 생활 소비재의 온라인 판매량이 2019~2020년 동안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의 경우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의 비중이 컸으나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선식품, 즉석식품 등의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의 경우 드라마·영화 등 한류 

콘텐츠와의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인기 상품을 조리가 간편한 소포장 

제품으로 출시한다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생활 트렌드 확대로 높은 당도와 품질, 안정성이 뛰어난 한국산 

프리미엄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김치도 

지속 성장 중이다. 신선 과일인 딸기와 배, 샤인 머스캣과 같은 프리미엄 

과일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체결로 

한국산 수출 유망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태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2

태국
전자상거래
활용 진출 전략

프리미엄 과일·김치 등 코로나19 기간 중 인기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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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경우 2020년 9월 기준 대 태국 누적 수출액 1억 850만 달러를 달성, 

이전 최고 수출액이었던 2012년 1억 661만 달러를 3분기 만에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태국 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먹방, SNS 등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도도 매출 상승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생·목욕 제품, 한국식 가벼운 메이크업 제품 등 저렴한 

소포장 제품 위주로 판매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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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만 6,684명 34위

인 구

182억 6,008만 달러

한국 · 싱가포르 교역량

K-뷰티, 식재료 소스, 한국 
캐릭터 컴퓨터 액세서리

인기 있는 한국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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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매출 순위(동남아)

0.73%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쇼피, 라자다, 큐텐

이커머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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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급률

GDP 세계 순위

헬스ㆍ뷰티, 식료품, 
홈ㆍ리빙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330만 명

온라인 쇼핑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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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5,23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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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 반도의 항구 도시,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  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항구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

 -  면적은 692.7㎢로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보다 조금 더 넓고, 부산광역시와 비슷

  GDP 세계 34위, 1인당 GDP 세계 7위, 외환 시장 세계 4위  

 -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3,720억 달러로 세계 34위, 1인당 GDP 6만 

5,233달러, 세계 7위의 부유한 국가

 -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인구 약 590만 명 중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  다인종ㆍ다문화 국가로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0%), 기타 

(3.2%)로 구성, 전체 인구는 589만 6,684명 세계 113위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 모어 교육도 중시하는 이중 언어 정책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사용

 - 공통어로 영어 사용이 널리 보급된 만큼 싱가포르 온라인 플랫폼 언어는 영어

  2019년 대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 무려 73.6% 증가  

 -  2020년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324만 달러로 2019년 대비 무려 

73.6% 증가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자상거래 성장률을 보인 국가 3위

  선진화된 국제 물류 네트워크와 IT 인프라  

 -  싱가포르의 물류 산업은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 축으로 2019년 싱가포르 국내 

총생산(GDP)에 1.4%인 68억 달러 기여

 -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물류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콜드체인 관리, 유통, 제약 물류 등의 분야에 부가 가치를 부여할 계획

Ⅰ.
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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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용 무역 협정 체결  

 -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을 통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용 무역 협정 체결

  인구의 95%가 인터넷 이용, 78%가 스마트폰 사용  

 -  싱가포르 전체 인구 대비 95%가 인터넷 이용, 인터넷 속도는 252.68Mbps로 세계 2위

 -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78%인 452만 9,000명

 -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약 81.5%가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 쇼핑 앱 사용

  2022년 1인당 평균 전자상거래 지출액 1,000달러 예상  

 -  1인당 GDP 6만 5,233.28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 보유

 -  2020년 1인당 전자상거래 평균 지출액은 853.14달러, 2022년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견고한 성장 궤도 진입  

 -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 후에 견고한 성장 

궤도에 진입

 -  2020년 73.6%의 성장세,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4~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25년까지 전체 소매액에 차지하는 비율도 11~12%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

  2019년 대비 온라인 구매액 51% 증가  

 -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 평균 구매액은 83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

 -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총 웹 방문은 2020년 상반기 동안 23% 증가

  가장 방문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쇼피, 라자다는 2위  

 -  쇼피의 2020년 2분기 평균 방문자 수는 500만 명으로 1분기보다 82% 증가

 -  라자다는 2020년 1분기 대비 10% 증가한 평균 850만 명의 방문객으로 2020년 

2분기 2위

Ⅱ.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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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은 2020년 2분기에 월평균 740만 명이 

방문, 전 분기 대비 12% 증가하며 3위 차지

 -  아마존 싱가포르 4위, 이지바이 5위, 코트 싱가포르 6위, Zlora 7위, 이베이 8위, 

포티투 9위, 리본즈 10위

  글로벌 쇼핑 플랫폼, 이지바이  

 -  2010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최초의 해외 구매, 물류, 국제 선박 전문 기업

 -  2016년에 해외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에서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 변모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에서 

플랫폼을 운영

  온라인 상위 판매 카테고리 및 구매 동기  

 -  의류와 가정용 식품 및 음료가 39, 가정용 청소용품과 세탁용품 30%, 개인 

관리용품(헤어, 얼굴 및 스킨케어 제품 등) 25%

 -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홈 딜리버리 서비스 제공’이 63%,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구매 용이’가 46%, ‘온라인으로 제품 비교 용이’가 42% 라고 응답 

  크로스 보더를 통한 전자상거래 주문이 60%  

 -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국경 간 쇼핑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  2019년 싱가포르인의 26%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쇼핑, 그중 60%가 크로스 

보더로 주문

  신용카드 비율 줄고 전자 지갑 사용 증가  

 -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가 65%를 차지

 - 신용카드 사용은 2023년에는 57%로 감소할 추세인 반면 전자 지갑 사용은 증가

 -  현재 전자상거래 결제의 18%를 전자 지갑이 차지, 2023년까지 26%의 시장 

점유율 예상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  싱가포르 이커머스에서는 헬스ㆍ뷰티, 식료품, 홈ㆍ리빙 관련 제품의 수요가 높음

 -  아시아 전체 뷰티 산업 규모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뷰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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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을 비롯해 기초 면역력 강화 및 헬스 케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인구의 84.4%가 소셜 미디어 사용, 유튜브가 1위  

 -  20201년 1월 기준 전체 인구의 84.4%가 소셜 미디어 사용, 아태 지역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이용률

 -  유튜브의 이용률이 88.7%로 가장 많고, 메신저 기반의 소셜 미디어인 왓츠앱이 

87.1%,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82%, 65.1%

  소셜 미디어 광고와 인플루언서 라이브 셀링 마케팅이 인기  

 -  싱가포르 내 소매업자가 선호하는 마케팅 수단은 소셜 미디어 광고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은 주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라이브 셀링

  소셜 커머스 평균 주문 증가율은 155%, 댓글 작성률은  86.5%   

 -  2020년 1, 2분기 동남아시아 국가별 소셜 커머스 평균 주문 증가율 중 싱가포르는 

155% 증가

 -  2020년 1, 2분기별 소셜 커머스 댓글 작성률은 1분기 13.5%에서 86.5%로 증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 수출 확대  

 -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과 활발한 해외 교류로 인해 한류도 활성화

 -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면서 한국 영화 · 드라마  

· 음악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

 -  한국의 싱가포르 수출 품목은 화장품류 및 헤어 제품이 1위, 식료품 2위, 

의류 · 신발 및 액세서리가 3위

  블랙 프라이데이 & 사이버 먼데이는 매출 증대의 큰 기회  

 -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6일)와 사이버 먼데이(11월 29일)는 연말 쇼핑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소매업계에 큰 영향

 -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판매 기간에 전월 대비 197%의 판매 증가율

 -  2020년 싱가포르 크로스 보더 부문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 43%, 미국 20%, 한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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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일상 공존 시작  

 -  완화된 방역 조치로 확진자 수는 9월 4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평균 185명이 

감염되었으며 억제조치를 할 당시보다 늘어난 수치

 -   백신 접종률이 높은 싱가포르는 코로나19와 공존하기로 하였고 더 이상의 억제 

조치를 강화하지 않기로

  온라인 쇼핑 시간 40% 증가  

 -  소매 판매는 2020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020년 1월 6개월 동안 전체 웹 방문에서 23%로 두 자릿수 성장률

 -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 제한,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되면서 주간 온라인 쇼핑 

시간이 전년 대비 40%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변화  

 -  66.1%가 식료품, 의류, 오락과 관련한 인터넷 쇼핑, 49.2%가 온라인 음식 배달 이용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정과 면역력 강화 및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 및 금융 상품, 건강 ·보조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지출 증가

  일상 소비재 수요 증가  

 -  실내 위주 생활과 재택근무 기간이 늘면서 의류나 소비자 가전보다 일상 소비재에 

대한 지출 증가

 -  2020년 2~4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주문 건수는 Health & Wellness 품목 

12.2배, Food & Beverages 6.9배, Hobbies & Books 4.6배 증가

  식품 제품의 다양화  

 -  온라인 식품 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플랫폼 내 식품 제품의 종류도 다양화

 -  쇼피의 식품 및 식료품 카테고리는 코로나19 이후 기존 판매 제품 종류보다 8배 증가

 -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 및 한식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한 한국 소스가 인기

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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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피, 라자다, 큐텐 등 동남아 플랫폼에 입점  

 -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에 따른 한국 패션과 화장품, 식료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인 글로벌 셀러들이 왕성하게 활동

 -  한국 사업자등록증과 페이오니아와 같은 연동이 가능한 결제, 송금 대행업체 

계정이 있으면 각 플랫폼 내 스토어 계정 만들기 가능 

 -  각 플랫폼에서도 한국 셀러의 유치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

 

  다양한 세일 시즌을 활용한 프로모션  

 -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9.9 쇼핑 데이, 11.11 싱글스 데이, GSS(Great 

Singapore Sale), 중국의 설날(음력 1월 1일), 이슬람의 하리라야 푸아사하 등 

다양한 세일 시즌을 활용해 판촉 활동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 마케팅  

 -  유명 매크로 인플루언서와 마케팅을 펼치기는 쉽지 않으니 단기적으로 여러 

명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전략을 추천

  무료 배송 제공  

 -  소비자는 무료 배송이 있을 경우 상품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무료 배송 서비스는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144

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Ⅰ

Ⅰ.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말레이 반도의 항구 도시,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GDP 세계 34위, 1인당 GDP 세계 7위, 외환 시장 세계 4위

 인구 약 590만 명 중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 모어 교육도 중시하는 이중 언어 정책

 2019년 대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 무려 73.6% 증가

 선진화된 국제 물류 네트워크와 IT 인프라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용 무역 협정 체결

 인구의 95%가 인터넷 이용, 78%가 스마트폰 사용

 2022년 1인당 평균 전자상거래 지출액 1,000달러 예상

 견고한 성장 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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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반도의 항구 도시,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항구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이다. 181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현 싱가포르 

남부에 개발한 항구가 시초이다.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와의 다툼 끝에 

결국 연방을 탈퇴하여 독립 국가가 되었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692.7㎢로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보다 조금 더 넓고, 부산광역시와 비슷하다. 북쪽의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약간 분리되어 있다. 

GDP 세계 34위, 1인당 GDP 세계 7위, 
외환 시장 세계 4위

20세기 후반에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싱가포르의 경제 

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 자본주의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은 3,720억 달러로 세계 34위의 해당하는 경제 규모이며, 1인당 

GDP는 6만 5,233달러, 세계 7위로 부유한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 약 590만 명 중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0%), 기타(3.2%)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구는 589만 6,684명 세계 

113위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에서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한 해에 태어나는 싱가포르의 아기보다 이민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시민의 

국가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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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더 많다. 특히 향후 싱가포르의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 
모어 교육도 중시하는 이중 언어 정책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영어가 

기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중 언어 정책으로 인종 집단 간 공통어인 

영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종의 모어 교육을 동시에 중요시하였다. 

공통어로 영어 사용이 널리 보급된 만큼 싱가포르 온라인 플랫폼 언어는 

영어이다. 할랄 제품, 인도 제품 등 특정 민족이 많이 소비하는 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쇼핑몰 사이트 언어도 영어인 것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중국계 

민족이 현저히 많아 일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는 중국어로만 구성된 상세 

페이지 업로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사이트 내 자동 번역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이미지 형태로 된 상세 페이지에서는 번역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워 중국계 소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인종·다문화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 상세를 영어로 표기하거나 특정 언어와 

영어로 동시에 상품 상세를 기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sg.fromindia.com islamicbazaar.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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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바이에 업로드된 중국어 상세 페이지

시장 규모

2 2019년 대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 
무려 73.6% 증가

(단위 : 십억 달러, %)

<2016-2020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2019 2020201820172016

3.24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성장률

12.8 14.0
17.0 15.5

73.6

1.871.62
1.21 1.38

출처 : 이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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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국제 물류 네트워크와 
IT 인프라

싱가포르의 물류 산업은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 축으로 2019년 싱가포르 

국내 총생산(GDP)에 1.4%인 68억 달러를 기여했다. 통상산업부 장관 찬춘싱은 

2021년 싱가포르의 물류 산업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물류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콜드체인 관리, 유통, 제약 물류 등의 

분야에 부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이커머스 

물류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시장 잠재력

3

(단위 : %)

<2020년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 성장률 상위 10개국>

출처 : 이마케터

25.7

전체 평균

50.1

브라질

46.5

영국

40.0

태국

39.3

스페인

100.6

아르헨티나

75.0

캐나다

73.6

싱가포르

65.2

멕시코

54.0

러시아

53.0

오스트레일
리아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는데, 그중 하나가 싱가포르다. 
2020년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324만 달러로 2019년 대비 

무려 73.6%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자상거래 성장률을 

보인 국가 3위에 해당한다. 세계 평균 전자상거래 소매 시장 성장률이 

25.7%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이다. 또한 2020년 전체 소매 판매 중 

11.4%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9년 대비 전체 소매 판매 중 

전자상거래의 점유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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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싱가포르의 디지털 인프라, 특히 디지털 연결, 데이터 분석, 결제 시스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분야에서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의 중추인 5G 인프라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대규모 

전자상거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용 
무역 협정 체결

싱가포르는 기업을 보호하고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의 흐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을 통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용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싱가포르는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이커머스 

발전 전략을 통하여 이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인구의 95%가 인터넷 이용, 
78%가 스마트폰 사용

<2020년 9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인터넷 사용자 보급률>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중국

96% 95% 91% 82% 81%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81% 77% 72% 61% 43%

출처 : 이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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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터넷 기술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 사용에 친숙한 젊은 

인구로 인해 전자상거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 대비 95%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속도 또한 스피드테스트(speedtest)에 

의하면 252.68Mbps(초당 메가비트 수)로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르다. 

(단위 : Mbps)

<광대역 속도>

260.74

252.68

248.94

220.67

217.18

215.57

214.47

212.12

203.61

모나코

싱가포르

홍콩

루마니아

덴마크

스위스

태국

대한민국

프랑스

출처 : 스피드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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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단위 : 백만 명, %)

<싱가포르 연도별 스마트폰 이용자 수>

출처 : 이마케터

2022 2023202120202019

4.7

 이용자 수    전체 인구 대비 점유율

4.74.6
4.4 4.5

77.2

78.0
78.5 78.9

79.2

<2020년 3분기 기준 싱가포르  인터넷 사용자 모바일 앱 점유율>

(복수응답, 16-64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단위 : %)

출처 : 스태티스타

95.3

93.3

81.5

80.4

70

55.8

48.2

47.918

32.9

데이트 및 친구 사귀기 앱  9.6

쇼핑 앱

소셜 네트워킹 앱

채팅 앱(메신저)

엔터테인먼트 또는 비디오 앱

지도 앱

뱅킹 앱

게임 앱

음악 앱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스마트폰은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78%인 452만 9,000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점차 증가할 추세이다. 2020년 3분기 현재 

싱가포르의 모바일 폰 사용 범주를 살펴보았을 때,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약 

81.5%가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 쇼핑 앱을 사용했다. 이는 싱가포르의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이커머스 사용자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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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당 평균 전자상거래 지출액 
1,000달러 예상

예측

(단위 : 달러)

<전자상거래 사용자 평균 소비액>

출처 : 스태티스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487.59
585.20 605.57

853.14
966.60

1,051.74 1,097.00 1,120.26 1,141.32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6만 5,233.28달러로 세계 7위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 보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2020년 싱가포르인 

1인당 평균 지출액은 853.14달러이다. 2022년에는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가처분 소득을 가진 나라로 싱가포르의 

인구 규모를 감안해 봐도 전자상거래 성장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진화된 물류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디지털에 능숙하고 높은 구매력을 

가진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길을 더욱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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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성장 궤도 진입
향후 시장 전망

4

(단위 : 십억 달러, %)

<2021-2025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출처 : 이마케터

2024 2025202320222021

4.20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성장률

7.0

4.0

6.0
5.0 4.5

4.02
3.83

3.47 3.61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 후에 견고한 

성장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73.6%의 성장세를 보인 후 

안정세에 접어들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4~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25년까지 전체 소매액에 차지하는 비율도 

11~12%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산업은 이처럼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와 근접해 있으므로 동남아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삼아 싱가포르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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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2019년 대비 온라인 구매액 51% 증가

 가장 방문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쇼피, 라자다는 2위

 글로벌 쇼핑 플랫폼, 이지바이(ezbuy)

 온라인 상위 판매 카테고리 및 구매 동기

 크로스 보더를 통한 전자상거래 주문이 60%

 신용카드 비율 줄고 디지털 지갑 사용 증가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인구의 84.4%가 소셜 미디어 사용, 유튜브가 1위

 소셜 미디어 광고와 인플루언서 라이브 셀링 마케팅이 인기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과 파급효과

 소셜 커머스 평균 주문 증가율은 155%, 댓글 작성률은  86.5%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 수출 확대

 블랙 프라이데이 & 사이버 먼데이는 매출 증대의 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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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온라인 구매액 51% 증가

시장 조사 전문 온라인 통계 사업자 아이프라이스 그룹(iPrice Group)에 

따르면 쇼핑객들은 싱가포르에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83달러를 

온라인에서 소비했으며, 평균 구매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했다. 또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총 웹 방문은 2020년 

상반기 동안 2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전자상거래 업계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가장 방문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쇼피, 
라자다는 2위

이커머스 
플랫폼 현황

1

출처 : iprice.sg

(단위 : 건, 위)

<2020년 2분기 기준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사이트 월별 방문자 상위 10위 플랫폼>

사이트 월별 방문자
앱 스토어 

순위
플레이 스토어 

순위

Shopee 10,879,900 1 1

Lazada 8,570,000 2 2

Qoo10 7,447,400 3 3

Amazon 3,653,300 4 4

EZBuy   1,681,800 5 5

Court 

Singapore
  1,174,600 8 8

Zalora   935,100 6 6

eBay   866,700 7 7

Forty Two   332,500 n/a n/a

Reebonz   331,00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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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프라이스 그룹과 웹사이트 분석 회사 시밀러웹(SimilarWeb)의 자료에 

따르면 쇼피(Shopee)는 라자다(Lazada)를 제치고 2020년 2분기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올라섰다. 이 플랫폼은 1분기보다 방문 

수가 82% 증가했으며 2분기에는 평균 500만 명에 가까운 방문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판매를 늘리기 위한 ‘4.4 반짝 세일’, ‘슈퍼 

마트 먼스(Super Mart Month) 세일’ 등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라자다는 2020년 1분기 대비 10% 증가한 평균 850만 명의 방문객으로 

2020년 2분기 2위를 차지했다. 라자다는 싱가포르 시장 점유율이 23%에 

달한다. 라자다의 온라인 식료품 판매도 싱가포르가 4월 초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4배 증가했다.

한편 싱가포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Qoo10)은 2020년 2분기에 

월평균 740만 명이 방문, 전 분기 대비 12% 증가한 3위에 올랐다. 아마존 

싱가포르는 280만 명에서 평균 360만 명으로 급증한 반면 4위를 유지했다. 
아마존 싱가포르는 식료품과 일용품을 배달하는 회원제 서비스인 프라임 

나우만 제공했지만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몰로서 가동을 시작하면서 방문자가 

증가하였다. 5위는 국내외 쇼핑 전문 플랫폼 이지바이(EZBuy)이다. 이처럼 

상품구색이 풍부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B2C, C2C 플랫폼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도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6위는 전자제품 및 가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코트 싱가포르(Courts 
Singapore)이다. 7위는 패션·의류에 특화된 쇼핑몰인 잘로라(Zalora), 8위는 

C2C 플랫폼 이베이(eBay), 9위는 가구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 사이트인 

포티투(Forty Two)이다. 10위는 명품 전문 취급 사이트인 리본즈(Reebon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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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개>

플랫폼 쇼피  Shopee

특징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최대 B2C, B2C 이커머스 플랫폼

  20년 2분기부터 21년 1분까지 싱가포르 내 월별 방문자 수 1위 유지

  한국 지사가 있어 원스톱 통합 물류 서비스인 쇼피 로지스틱스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한국 셀러 전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플랫폼 라자다  Lazada

특징

  2012년 설립된 B2C,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이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음

  2016년에 알리바바그룹이 Lazada를 10억 달러에 인수함

  종합 플랫폼 외에도 크로스보더 부문 LazGlobal과 정품 브랜드 제품 

전문 플랫폼 Lazmall을 운영하고 있음

플랫폼 큐텐  Qoo10

특징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큐텐은 동남아시아 전체의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 시장에서 24위에 올랐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상하이, 홍콩의 

5곳에 지사를 두고 있음

  큐익스프레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 가능

플랫폼 잘로라  ZALORA

특징

  2012년에 설립된 온라인 패션 상거래로 아시아 최고의 온라인 패션 

여행지라는 모토로 시장을 확대해 나감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대만, 

브루나이 등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 내 소비자들을 위해 맞춤화된 국내외 브랜드의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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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코트  COURTS

특징

  영국 출신의 가구 소매업체로 1974년에 싱가포르에 설립

  원스톱 홈쇼핑 경험을 위한 보완 홈 솔루션뿐만 아니라 전기, IT, 가구 

제품까지 그 범위를 넓혀옴 

  대표적인 옴니채널 소매업체로서 2012년에 7,000여 개의 상품을 제공 

하는 온라인 상점을 개설했는데, 오늘날에는 1만 7,000여 개로 성장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큰 상점이 되었음

플랫폼 포티투  fortytwo

특징

  2007년 설립된 Fortytwo는 쇼룸을 운영하지 않고 100% 온라인 

전자상거래로만 운영되고 있음

  소파 세트,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러그 등 가구와 액세서리에 걸쳐 

2만 개 이상의 제품을 취급

플랫폼 리본즈  REEBONZ

특징

  2009년 3월에 설립된 럭셔리 제품 및 중고 제품을 직접 사고 판매 

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호주 등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앞서 상위에 있는 쇼피, 라자다나 큐텐 같은 오픈 마켓 형태의 플랫폼들은 

이미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확장해 점유율이 크거나 글로벌 플랫폼으로 

한국에서도 접근이 쉬운 플랫폼이며 한국 셀러들의 입점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원스톱 국내외 쇼핑 전문이라는 색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오픈 마켓 형태의 플랫폼인 이지바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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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쇼핑 플랫폼, 
이지바이(ezbuy)

이지바이(ezbuy) 웹사이트 메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채널 및 특징

2

2010년에 설립된 이지바이는 싱가포르 최초의 해외 구매, 물류, 국제 

선박 전문 기업이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로 인해, 

창업자들은 구매 대행 및 배송 대행이 시장에서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2016년에 이지바이는 해외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에서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 변모하였다. 싱가포르 내에서의 쇼핑 과정과 해외 

쇼핑을 구매에서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직구에 대한 빈도가 잦은 덕에 이지바이는 쇼핑 플랫폼으로 변모 후 싱가포르 

내 입지를 높여가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Ⅱ

160

ezbuy Prime

Prime 적용 가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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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카테고리는 Prime, Million & Markdown, Best seller, New arriaval, 
ezMall, Groceries, ezShip으로 구성되어 있다. ezbuy Prime은 연 회비 99달러를 

내면 무게, 크기 또는 수량에 관계없이 2.99달러의 국제 배송비로 무제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료 보험 커버와 함께 걱정 없는 배송을 하고 매달 

제공되는 바우처, 프로모션 코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십이다. 

Prime 카테고리 내 Prime 라벨이 부착된 모든 품목을 체크아웃당 SGD 

2.99의 정액 요금으로 국제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수백만 개의 상품에 

적용이 가능하고 가능한 제품 페이지에 ‘Prime’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구부터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 중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제품들도 추가되고 

있다. 프라임 적용 품목의 90% 이상이 항공편으로 배송된다. 가구 등 부피가 

크거나 대량으로 구매한 품목이나 항공 운송 규제가 제한된 품목은 해상으로 

배송된다. 예상 도착 시간을 산출하여 각 제품 페이지에 표시한다.

Million & Mar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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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보장 제품

이지바이 배송 대행

Millions & Markdown은 이지바이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서 최저 온라인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식료품, 생필품, 

가정용품, 생활용품 등 필수품 등 다양한 범위에 할인을 제공한다. ezMall은 

전자제품 테마 카테고리이고 Groceries는 식료품을 주제로 하여 구성하고 

있다. 제품 품목별로 상품 탐색을 하고 싶으면 좌측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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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바이는 또한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시 싱가포르 국내까지 배송되지 

않는 물품을 배송 대행지를 통해 싱가포르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배송 대행지 

사업도 하고 있다. 즉, 이지바이가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서 싱가포르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해외 구매 물품이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최저가로 구입 상품을 발송한다(가장 낮은 배송비: 500g에 

SGD 0.6). 또한 4%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리패킹 서비스와 

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중국의 

타오바오나 1688, 징둥닷컴 등에서 직구를 할 때 ezShip을 활용한다. ezShip은 

국제 배송 서비스 카테고리이다.

이지바이 앱

이지바이는 사이트 외에도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앱 전용 딜 & 바우처를 제공하고 리뷰를 작성하거나 일일 

체크인 및 게임의 보상으로 ezCoins을 제공한다. 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일 

반짝 딜을 앱에서만 진행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여타 쇼핑 앱과 같이 전용 

라이브 채팅 서비스, 상품 추천, 카테고리별, 브랜드별, 가격별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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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목록에는 업체의 국가, 색상, 재질, 사이즈 등으로 필터 검색이 

가능하며, 최신 순, 인기 순, 가격 순, 프라임 멤버십 적용 가능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상품 목록 섬네일에 세일, Million & Markdown(최저가 보장), 무료 배송 

등 다양한 아이콘이 삽입되어 있고 상품명, 팔린 수량, 리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섬네일 이미지에 대한 별도의 업로드 조건은 없다. 

상품 목록

상세 페이지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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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페이지 상단에는 상품 이미지, 상품명, 가격, 리뷰 수, 평점, 판매 수량 

등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품 스펙에 따라 사이즈, 컬러 등이 나타나 

있다. 또한 배송 형태, 배송 도착 예정 시일, 최저가 보장 등 프로모션 정보를 

나타낸다. 상품 상세에는 이미지 형태의 상세 페이지가 업로드되어 있으며 

판매자의 스토어, 추천 상품이 디스플레이된다. 하단에는 리뷰와 평점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이 본 제품을 추천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소비자의 새로운 

구매로 연결되기도 한다.

상세 페이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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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다른 소비자가 본 연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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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위 판매 
카테고리 및 구매 동기

2021년 2월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품목별 온라인 구매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류와 가정용 식료품 및 음료가 각각 39%로 가장 많은 구매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용 청소용품과 세탁용품이 30%, 개인 관리 용품(헤어, 

얼굴 및 스킨케어 제품 등)이 25%로 2, 3번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류 39 모바일폰 10

가정용 식료품 39 엔터테인먼트 제품 10

개인용품 및 스킨케어 제품 25 가구 및 홈데코 11

청소 및 세탁용품 30 가정용 소비자 가전 11

신발 19 보석 및 시계 10

화장품 13 비디오 게임 8

서적 11 가정용 기기 10

의료용품 11 PC 및 액세서리 8

위생용품 13 이리더기 및 태블릿 2

응답자 수 1,013

(복수응답, 만 16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단위 : %)

<싱가포르의 디지털 구매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디지털로 구매한 상품 카테고리>

출처 : YouGov

홈 딜리버리 서비스 63 다양한 상품 구색 39

구매의 용이함 46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24

제품 비교 용이 42 사생활 보호 13

프로모션 34 응답자 수 1,013

출처 : YouGov

(복수응답, 만 16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단위 : %)

<온라인 구매에 대한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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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46%가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는 42%가 온라인으로 제품 비교가 쉽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크로스 보더를 통한
전자상거래 주문이 60%

(단위 : %)

출처 : 아세안 투데이

<국경 간 주문에서 전자상거래 매출 비율>

일본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60

40

25

18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국경 간 쇼핑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아세안 투데이(ASEAN Today)에 따르면 2019년 싱가포르인의 26%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데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주문의 60%가 크로스 보더(cross border)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국경 간 주문에서 전자상거래 매출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큰 비율로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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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2020년 싱가포르 크로스 보더 부문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43%, 미국이 20%, 그 뒤를 이어 한국이 8%로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 

에서의 한국 상품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 

문화적 특성상 동남아 한류 전파의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한류의 영향력이 

일찍이 시작된 국가로 한국 제품의 인기도 남다르다.

<2020년 1월 기준 싱가포르 국가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단위 : %)

출처 : 스태티스타

기타미국중국

43

20

8

21

대한민국

신용카드 비율 줄고 
디지털 지갑 사용 증가

<결제 수단 점유율>

(단위 : %)

2019
(단위 : %)

2023
(단위 : %)

신용카드

65

신용카드

57

기타

3

기타

3

전자 지갑

18

현금

4

현금

3

은행 송금

10

은행 송금

11

출처 : J.P. Mogan

전자 지갑

26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Ⅱ

170

이커머스 트렌드

3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쇼피코리아에 따르면 싱가포르 이커머스에서는 헬스·뷰티, 식료품, 홈·리빙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전체 뷰티 산업 규모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인 뷰티 시장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남녀 3명 중 1명이 K-뷰티 

상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큼 K-뷰티의 인기가 많다. 피지 조절과 피부 

트러블 관리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이 주로 인기 있고,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 

보는 것에 적극적이어서 중소기업 뷰티 제품에게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2020년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급증하였다. 전 세계 트렌드가 그렇듯 기초 면역력 강화 및 헬스 케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종합 비타민, 

유산균의 수요가 높고, 인삼, 크랜베리 등 천연 재료를 함유한 보조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기 있는 K-푸드로는 인스턴트커피, 

불닭볶음 소스 등의 식재료 소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싱가포르에서도 홈&리빙 카테고리의 

수요가 급부상했다. 냄비, 프라이팬, 에어 프라이어 등의 홈 쿠킹 제품의 

수요가 크고, 향초와 같은 인테리어 소품, 침구, 토퍼류의 인기도 높다고 한다.
출처: 쇼피코리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hopeekr)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1인당 1.73장, 1.61장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유되고 있다. 카드 사용은 2023년에는 57%로 감소할 추세이다. 반면 디지털 

지갑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거래의 18%를 차지하며 높은 스마트폰 

사용이 디지털 지갑 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2023년까지 디지털 지갑이 

2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5~1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페이팔이 가장 인지도가 높다. 그 외 애플 페이(Apple Pay), 삼성 페이(Samsung 
Pay), 비자 체크아웃(Visa Checkout) 및 마스터패스(Masterpass)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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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84.4%가 소셜 미디어 사용, 
유튜브가 1위

(복수응답, 단위 : %)

출처 : 스태티스타

<2020년 3분기 싱가포르 소셜미디어 채널별 이용률>

유튜브   88.7

왓츠앱   87.1

페이스북   82

인스타그램   65.1

페이스북 메신저   53.2

링크드인   37.9

트위터   35

위챗   32.5

텔레그램   30.1

틱톡   27.4

스카이프   26.7

핀터레스트   23.2

라인   21.2

(복수응답, 단위 : %)

<2021년 1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소셜 미디어 사용자 비율>

  대한민국   89.3

  말레이시아   86

  홍콩   85.6

  싱가포르   84.4

  대만   82.6

  뉴질랜드   82

  필리핀   80.7

  오스트레일리아   79.9

  몽골   78.7

  태국   78.7

  일본   74.3

  베트남   73.7

  캄보디아   71.3 출처 : 스태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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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광고에서 타깃이 되어 노출되는 연령과 성별은 다음과 같다. 
남성 17.6%, 여성 16.3%의 비율로 25~34세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노출이 

이루어지며, 그다음으로는 남성 11.5%, 여성 11.3%의 비슷한 비율로 35~44세 

이용자들에게 노출 빈도가 높다. 18~24세, 45~54세 그룹은 6%대 비율로 소셜 

미디어 광고 시청자를 구성하고 있다.

(단위 : %)

<성별, 연령에 따른 2021년 1월 현재 싱가포르의 소셜 네트워크 광고 시청자 분포>

출처 : 스태티스타

13-17세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남성   여성

16.3

17.6

6.7

6.5

11.3

11.5

1

0.8

6.9

4.3

2.8

3

20201년 1월을 기준으로 아태 지역의 국가별 소셜 미디어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84.4%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홍콩을 이어 아태 지역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유튜브의 이용률이 

88.7%로 가장 많고, 메신저 기반의 소셜 미디어인 왓츠앱이 87.1%, 그 뒤를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82%, 65.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는 현재 400만 명 후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의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브랜드 마케팅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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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광고와 
인플루언서 라이브 셀링 마케팅이 인기

싱가포르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이 널리 보급된 만큼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한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다.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접근이 

쉬우며 인플루언서로부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들과 인플루언서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내 소매업자가 선호하는 마케팅 수단을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 

광고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주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라이브 셀링이 선호되었다. 인플루언서 고용에 대한 비율은 17%인데 

이는 인플루언서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비용을 주고 여러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는 특정 분야(예: 미용, 패션, 여행, 음식)에 

대한 지식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관심사나 시각이 비슷한 팔로워를 

유기적으로 얻기 위해 선호하는 소셜 미디어 채널(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관심 주제에 대한 글을 정기적으로 올린다. 싱가포르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주로 엔터테인먼트와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분야 상품 및 서비스에 

자주 활용되었으나 최근 요식업, 뷰티, 운동 및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활발히 

등장하고 있다.

(복수응답, 단위 : %)

<2020년 2분기 싱가포르 소매업체가 온라인 판매 트래픽을 증가시키기는 방법>

출처 : AnyMind Group

소셜 미디어 
광고

구글 
광고

라이브 셀링 고객과의 
상호 작용
(예: 경품 및 
쿠폰 제공)

인플루언서 
고용

신뢰 쌓기 
(예: 바이어 상위 

랭킹에 들기, 
고객 피드백 수용)

Messenger 
broadcasts

이메일 
홍보

71

46
42

38

17

2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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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요 인플루언서 소개>

 yoyokulala

팔로워 수 368만 명 분야 패션

-  싱가포르의  트렌드 세터로 영향력은 
싱가포르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음

-   독특한 스타일 감각으로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음

 ladyironchef

팔로워 수 605만 명 분야 식품

-  유명 음식 블로거로서 음식이나 
싱가포르의 요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음

-  음식, 여행,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하는 
웹사이트 Ladyironchef를 운영

 xiaxue

팔로워 수 607만 명 분야 뷰티, 육아

-  싱가포르 인플루언서들의 왕비로 널리 
알려진 재치 있고 재미있는 블로거

- 하루 4만 건 이상의 조회 수 기록

-  렌트, 주택 개조까지 라이프스타일 관련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음

 thejianhaotan

팔로워 수 589만 명 분야 엔터테인먼트

-  싱가포르 최초의 유튜버 중 한 명으로 
351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 확보

-   재미있고 친근한 콘텐츠, 지혜와 토론 
주제들로 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는 한 편의 비디오로 거의 3,000만 
뷰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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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과 파급 효과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품 

사진 및 사용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데, 그 

비용은 소셜 미디어 채널, 팔로워 수와 영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싱가포르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

출처 : Brandhero

1.  싱가포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

2,000 ~ 10,000 10,000 ~ 50,000 50,000 ~ 100,000 100,000 ~ 500,000 500,000 이상

S$3,000 
이상

S$ 1,000~
   S$ 3,000

S$ 500~
      S$ 1,000

S$ 250~
   S$ 500

S$ 75~
S$ 250

출처 : get Kobe

3.  싱가포르 블로거 마케팅 비용

10,000 ~ 50,000 50,000 ~ 100,000 100,000 ~ 500,000 500,000 이상

S$ 1,000~
     S$ 5,000+

S$ 500~
     S$ 1,000

S$ 250~
   S$ 500

S$ 175~
 S$ 250

출처 : get Kobe

2.  싱가포르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

비용(동영상당)

 50,000~100,000  >> S$250~500

 100,000~500,000  >> S$500~1,000

 500,000 이상  >> S$1,000~ 5,000+

유튜브 팔로워 수

[*1 SGD=846원, 단위 : 명(팔로워 수), SGD(싱가포르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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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chin Yeoh(@mongabong)는 인스타그램의 뷰티 채널에 27만 7,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매크로 인플루언서다. 전형적인 포스트의 경우, 

그녀는 3,000개의 ‘좋아요’를 얻을 수 있고, 홍보 게시물당 736달러를 청구한다. 

유명 인플루언서 외에도 특정 틈새에 대한 전문성으로 유명한 팔로워가 

1,000~4만 명에 이르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도 있다. 전문적 팔로잉을 

구축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수익보다는 방향성을 중시하기도 한다. 
그들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경향이 있고,  좋은 취지의 

사업을 펼치는 브랜드를 무료로 홍보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매크로 인플루언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Grace 

Chan(@ghlchan)을 예로 들면, 게시물당 예상 수수료는 188달러로 Mongchin 
Yeoh의 약 25%이다. 팔로워 수에 따라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급 효과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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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평균 주문 증가율은 155%, 
댓글 작성률은  86.5%

<2020년 1분기~2분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셜 커머스 주문 평균 증가율>

(단위 : %)

출처 : 스태티스타

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태국

173

36

155

101

<2020년 1, 2분기별 소셜 커머스 댓글 작성>

(단위 : %)

출처 : 스태티스타

2분기1분기

13.5

86.5

2020년 1, 2분기 동남아시아 국가별 소셜 커머스 평균 주문 증가율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에서는 155% 증가하였다. 또한 소셜 커머스 댓글 작성률을 

보면 1분기 13.5%에서 2분기 86.5%로 증가하였다. 이는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시청자, 즉 소비자의 참여가 활발해졌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소통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셜 

커머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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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스트리밍은 싱가포르 이커머스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는 더욱더 사교적이고 재미있는 온라인 쇼핑 경험을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영상 콘텐츠를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인플루언서들은 유명 인사들보다 더 친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셜 미디어와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만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쇼피 라이브에 

스트리밍된 총 시간이 200% 가까이 증가했다. 쇼피 라이브 스트리밍은 쇼피 

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쇼피 라이브에서는 주문을 유도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되는 동안 한정된 수량의 쿠폰을 증정할 수 

있으며, 예산 내에서 적립금 형태인 쇼피 코인도 증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규 

팔로워 모집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경매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싱가포르 내에서  쇼피는 2020년 12월 12일에 열린 ‘12.12 쇼핑 

축제’ 동안 쇼피 라이브에서 3주 동안 4억 5,000만 번의 뷰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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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 수출 확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장 강력한 문화적 파급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과 활발한 해외 교류로 인해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TV 

시리즈 10편 중 한국 드라마가 6편을 차지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 부문에서도 2018년에는 <신과 함께-죄와 벌>, 2019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수상 이후 싱가포르에서 개봉하여 찬사를 

받았고, 2020년에는 <반도>가 싱가포르에 개봉하면서 한국 영화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2019년 결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뮤직비디오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2위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8위는 트와이스의 ‘Fancy’가 차지했다. 이처럼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상위 10위권에 3곡이 올라 싱가포르 내에서 한국 

가수들의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의 온라인 수출은 앨범 음반, 문구용품 등 K-뷰티와 

K-팝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소매 절차가 

간소화되며 오프라인 매장과 통합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어 

한류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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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 액수의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되었다. 
한국의 싱가포르 수출 품목을 보면 화장품류 및 헤어 제품이 1억 1,860만 

9,000달러가 수출되었고 그다음으로는 식료품이 6,312만 2,000달러, 이어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가 4,115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화장품류 및 헤어 제품            118,609

화장품 85,587

기타 화장품류 22,457

헤어 제품 10,565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41,150

의류 13,442

가방류 21,883

신발류 2,608

시계 2,428

장신구 789

식료품                                       63,122

기타 조제 식료품 47,721

기타 음료 4,601

김치 4,030

베이커리류 4,849

빙과류 1,274

과실주스 413

설탕과자류 234

취미 및 문구류                             7,141

운동용구 2,023

문구류 2,016

완구류 2,808

서적 294

가전제품                                   28,541

기타 가전제품 17,814

TV 6,250

음향기기 2,120

냉장고 1,221

청소기, 세척기 810

세탁기 326

가구 및 홈데코                            9,978

가구 5,267

장식용 세공품 4,711

가정용품                                   35,561

기타 비내구성 생활용품 1,986

의료위생용품 5,407

종이제 생활용품
(가정용  화장지, 패드, 냅킨)

478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27,690

<2019, 2020년 한국의 싱가포르 수출 품목별 금액>

(단위 :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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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프라이데이 & 사이버 먼데이는 
매출 증대의 큰 기회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6일)와 사이버 먼데이(11월 29일)는 연말 쇼핑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소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세일 기간에 대대적인 할인을 제공하기에 기록적인 매출이 일어난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주로 가전제품에 큰 할인 폭을 제공하였고 사이버 먼데이 

때는 의류나 액세서리를 주로 할인하였다. 하지만 11월 26일, 29일이 되기 

전부터 세일 시즌이 시작되면서 두 행사일 모두 전후 주간으로 통합되었다. 

싱가포르 미디어 기업인 크리테오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판매 기간에 전월 대비 197%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아마존 싱가포르의 2019년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84% 증가했다. 또 큐텐은 여전히 11.11 
프로모션만큼 높지는 않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평소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이처럼 이 세일 시즌이 매출 증대에 큰 기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프로모션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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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일상 공존 시작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이후 엄격한 봉쇄정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억제 조치를 완화하면서 확진자 수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확진자 ‘0명’을 포기하는 대신 중환자수, 

치사율을 관리하며 감염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공개하고, 접촉자 추적 

규모도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 하에 방역 조치가 풀린 영향으로 

확진자 수는 9월 4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평균 185명이 감염되었으며 

억제조치를 할 당시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은 싱가포르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추가백신인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싱가포르는 코로나19와 공존하기로 하였고 더 이상의 억제조치를 

강화하지 않기로 하였다.

온라인 쇼핑 시간 
40% 증가

싱가포르 소매 판매는 2020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그러나  

아이프라이스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020년 1월 

6개월 동안 전체 웹 방문에서 23%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 

상반기 한 번의 온라인 거래에서 싱가포르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113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쇼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이 제한되고,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되면서 주간 온라인 쇼핑 시간이 전년 대비 4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현황과 대처

1

시장 영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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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변화

(복수응답, 단위 : %)

<2020년 6월 기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싱가포르의 항목별 지출>

출처 : 이마케터

49.2온라인 음식 배달 주문

35.6재무 안정성 강화(보험, 금융 상품 등에 대한 검토 및 투자)

29.2건강 제품, 보조 제품 및 기기

16.8식당과 카페에서의 식사

10.4근거리 휴가

5.0기타

온라인 쇼핑(식료품, 의류, 엔터테인먼트) 66.1

싱가포르인 20~54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라쿠텐 설문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66.1%가 식료품, 의류, 오락과 관련한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49.2%가 온라인 음식 배달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자 응답자 중 35.6%가 보험, 금융 상품에 

대한 검토 및 투자에 대한 지출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29.2%가 면역력 강화 및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 제품, 보조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지출을 

한다고 하였다. 반면 외식 문화가 발달한 국가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의 외식에 대한 지출은 16.8%로 점유율이 다소 

작다. 또한 응답자의 10%만이 자국 내 당일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여가 

활동을 하는 근거리 휴가에 10.4%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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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비재 수요 증가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이 제한되고 실내 위주의 생활과 재택근무 기간이 

늘면서 의류나 소비자 가전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주 그리고 빠르게 소비되는 

일상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쇼피코리아에 의하면 2020년 

2~4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Food & Beverages의 주문 건수가 6.9배 

증가하였다. 또한 Habbies & Books 품목의 주문 건수는 4.6배 증가하였다. 
이는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면역력 강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Health & Wellness 
품목의 주문 건수가 12.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쇼피에 입점한 한국 판매자들의 제품 판매에도 반영이 

되었다. Food & Health 부문에서는 건강식품과 가공식품 및 과자류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 또한 Sports 부문에서는 홈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요가복 등 요가 관련 용품과 기타 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Hobbies 부문에서는 퍼즐, 팽이 그리고 BTS DIY 키트가 많이 

팔렸고, 전자제품 부문에서는 라인, BT21, 카카오프렌즈 등 한국의 캐릭터 

블루투스 키보드의 매출이 높았다.
출처: 쇼피코리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hopeekr)

식품 제품의 다양화

쇼피코리아에 따르면 온라인 식품 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플랫폼 내 식품 

제품의 종류 또한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쇼피 내부 자료에 의하면 쇼피 내 

식품 및 식료품 카테고리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기존 판매 제품 종류보다 8배 확장된 다양한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디저트 및 음료 판매점이 문을 닫으면서 버블티, 차, 커피 등 

인스턴트 음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강경한 봉쇄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 중이다. 싱가포르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미 다양한 한식 레스토랑이 진출해 있다. 이에 한식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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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한 한국 소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쇼피코리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hope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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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전자상거래 
분석

1
Market

ㆍGDP 세계 3위, 1인당 GDP 세계 7위, 외환 시장 세계 4위

ㆍ2020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 2019년 대비 무려 73.6% 증가

ㆍ 선진화된 국제 물류 네트워크와 IT 인프라로 이커머스 사업자들 

에게 친화적인 환경 구축

ㆍ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 후에 

견고한 성장 궤도에 진입

ㆍ 2020년 73.6%의 성장세,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4~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ㆍ가장 방문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쇼피, 라자다는 2위

ㆍ신용카드 결제 비율 줄고 디지털 지갑 사용 증가

Customer
ㆍ인구 약 590만 명 중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ㆍ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 모어 사용도 중시하여 이중 언어를 사용 

하지만 공통어로 영어 사용이 널리 보급된 만큼 온라인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함

ㆍ인구의 95%가 인터넷 이용, 78%가 스마트폰 사용

ㆍ2022년 1인당 평균 전자상거래 지출액 1,000달러 예상

ㆍ 크로스 보더를 통한 전자상거래 주문이 전체 전자상거래 주문 중 

60% 차지

ㆍ 국경 간 주문 부문 전자상거래 매출 비율 1위, 국경 거래 대상 국가 

중 한국이 3위를 차지

Marketing
ㆍ인구의 84.4%가 소셜 미디어 사용, 유튜브가 1위

ㆍ 2020년 1, 2분기 소셜 커머스 평균 주문량 증가율 155% 증가, 

소셜 커머스 댓글 작성률 1분기 13.5%에서 2분기 86.5%로 증가

ㆍ 블랙 프라이데이 & 사이버 먼데이 등 온라인 프로모션이 매출 

증대에 큰 기여

ㆍ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 수출 확대

ㆍ 화장품류 및 헤어 제품, 식료품,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순으로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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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ㆍ코로나19와 일상 공존 시작

ㆍ 매장 운영 시간 출소, 재택근무 기간 연장 등으로 온라인 쇼핑 시간 

40% 증가

ㆍ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정과 면연력 강화 및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 및 금융 상품, 건강ㆍ보조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지출 증가

ㆍ 실내 생활 위주의 일상 소비재 수요 증가하였고 온라인 주문 식품 

제품의 다양화 

쇼피, 라자다, 큐텐 등 
동남아 플랫폼에 입점

쇼피, 라자다, 큐텐 등은 모두 B2C 및 C2C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플랫폼 

모두 한국 셀러들에게 오픈되어 있다. 쇼피와 큐텐은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에 

따른 한국 패션과 화장품, 식료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인 글로벌 셀러들이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라자다의 경우 2015년 한국 셀러 유치를 목표로 한국 

사무소를 열었으나 지원 프로세스 미비를 이유로 한때 철수했다가 2019년 

2월부터 다시 한국 셀러의 가입을 허용하고 싱가포르 소속 한국인 직원이 

한국 판매자의 동남아시아 로컬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사업자등록증과 

페이오니아와 같은 연동이 가능한 결제, 송금 대행업체 계정이 있으면 각 

플랫폼 내 스토어를 계정할 수 있다. 큐텐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 셀러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셀러 센터에서 사이트 언어를 한국어로 지원하니 

더욱더 편리하게 판매자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 
 

한국 셀러의 유치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쇼피는 인큐베이션을 통해 셀러 교육 및 마켓 확장을 지원하고 있고, 라자다는 

‘라자다 대학’을 통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Ding Talk’를 통해 한국 셀러 전문 

매니지먼트팀과 각종 교육과 운영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Shopee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활용 진출 전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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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Service(SLS), Lazada Global Shipping(LGS), 큐익스프레스 배송을 

통해 국내 판매자가 주문건별로 상품 포장, 판매자 출고 기한에 맞춰 국내 

물류 집하지까지 배송하면 동남아 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올 인 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세일 시즌을 활용한 프로모션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외에도 

여러 세일 시즌이 있다. 이커머스 매출액 상당 부분이 주요 세일 시즌에 

발생하므로 세일 시즌을 활용한 판촉 활동을 권한다.

매년 11월 11일에 열리는 싱글스 데이 세일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글스 데이 때 라자다는 1분 동안 1만 6,000여 개의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쇼피는 이날 동남아 전역에서 자사 플랫폼에서 2억 개 

품목이 팔렸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12월 12일에 열리는 세일 시즌이 있는데 

2020년에는 쇼피는 세일 시작 24분 만에 1,200만 개라는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가정용 장식과 가전제품, 

모바일과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액세서리, 알코올 음료, 유아용품 등이 

인기가 있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주요 쇼핑 이벤트>

출처 : janio

설날

1월/2월

라마단
(이슬람 달력에 따라)

4월 12일 ~ 
5월 13일

9.9 세일

9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11월

크리스마스

12월

라자다 
생일 이벤트

3월/4월

12.12 세일

12월 12일

11.11 세일

11월 11일

Great 
Singapore 세일

6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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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에 열리는 9.9는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의미한다. 전날 밤 자정 

라자다의 라자몰 빅 브랜드 세일에서는 첫 2시간 만에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쇼피의 끝자락에는 9.9 쇼핑 데이 첫 시간에 1,200만 개의 상품이 

팔렸다. 라자다 생일 세일은 3월 27일에 열려 3일 동안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최대 90%의 할인을 제공한다.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생일 세일 기간 동안 

총 1,500개의 반짝 세일을 연다. 이 외에도 6월부터 7월까지 7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GSS(Great Singapore Sale)와 문화를 반영한 중국의 설날(음력 1월 

1일), 이슬람의 하리라야 푸아사하(이슬람 달력에 따라 시기가 달라짐)를 

기념하는 세일 시즌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세일 시즌에 쿠폰과 프로모션 코드 

등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 마케팅

출처 : Markerly

<팔로워 수에 따른 인스타그램 좋아요 비율>

follower
range

1K~10K 100K~1M 1M~10M1K 10K~100K 10M+

10

8

6

4

2

출처 : 마컬리

<팔로우 수에 따른 댓글 비율>

follower
range

1K~10K 100K~1M 1M~10M1K 10K~100K 10M+

0.6

0.5

0.4

0.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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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이 유명 매크로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여러 명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추천한다. 광고 플랫폼 기업인 마컬리(Markerly)는 

1,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80만 개 이상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조사한 

결과, 팔로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좋아요’ 수와 댓글 참여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여러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좋아요 수와 

잠재 고객의 참여 수단인 댓글 참여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팔로워 수가 적지만 전문적인 팔로워십을 구축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은 

수익성보다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즉, 자신의 계정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누구와 협업을 

하여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품의 질이 높고 인플루언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고 사업의 

좋은 취지가 있다면 브랜드를 무료로 홍보하기도 하니 인플루언서에 접근할 

때 콘셉트를 구체화하여 협업을 제안해 보도록 하자.

팔로워 수가 9,000명인싱가포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조회 수 1,941회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싱가포르	 			Singapore 193

무료 배송 제공

마켓 리서치사인 클러치(Clutch)의 2019년 보고서에서 500명의 고객 중 

77%가 무료 배송이 있을 경우 상품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았고, 배송비가 

2.99달러일 경우 43%만이 구매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운송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면 구매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무료 배송을 제공하면 매출과 수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 편수가 줄면서 배송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품 페이지에서는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료 배송 최소 주문 값을 설정하면 고객이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무료 배송을 제공할 때 손해를 

볼 정도로 낮지 않은 가치를 찾아봐야 한다. 또한 위시(Wish), 라자다 또는 

SHEIN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연관 있는 상품끼리 묶여 판매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대개 그것들이 별도로 구매되었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이 고객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고, 고객들이 세탁 세제를 구입한다면, 

패키지 옵션으로 무료 배송과 연화제와 건조기 시트를 포함한 묶음을 고객이 

묶음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배송비가 

저렴하고 제품 마진이 높은 제품에만 무료 배송을 제공한다거나 시간과 

소비자에 차별을 두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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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Malaysia.

데이터로 
보는 
말레이시아 이커머스

3,257만 명 39위

인 구

4,235억 달러

한국 · 말레이시아 교역량

뷰티 제품

인기 있는 한국 상품

공동 3위 

이커머스 매출 성장 순위(동남아)

-5.6%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쇼피, 라자다, 피지몰 등

이커머스 채널

84.2%

인터넷 보급률 

GDP 세계 순위

의류, 신발, 
패션 액세서리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1,440만 명

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55억 달러(2021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

1만1,414.21달러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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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 국교는 이슬람교   

 -  남중국해로 나뉜 말레이 반도 지역과 보르네오 섬 지역으로 구성

 - 통화는 링깃이며, 1링깃당 한화로 270원 정도

  50년 동안 GDP 성장률 평균 6.5% 유지   

 -  2019년 기준 1인당 GDP는 1만 1,414.21달러

 -  경제는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과학, 관광, 무역, 의료 관광 등의 

산업이 성장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슬람회의기구의 창립 멤버이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영국연방, 비동맹 운동의 회원국

  인구의 44%가 24세 미만, 평균 연령 28.5세의 젊은 국가   

 -  2021년 1월 기준 인구는 3,257만 명이며, 48.6%가 여성이고 51.4%가 남성

 -  인구의 약 44%가 24세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약 28.5세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으며, 잠재 고객 또한 풍부

  인터넷 보급률 84.2%,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96.7%   

 -  2021년 1월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2,743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2.8% 증가

 -  인터넷 보급률은 84.2%,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0.88Mbps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3위,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96.7%

  기기별 인터넷 사용 시간은 모바일이 압도적   

 - 기기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모바일이 17만 7,000명, 데스크톱 및 PC가 13만 7,000명

 -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은 모바일 기기가 77%, 데스크톱은 23%로 무려 3배 이상 

차이

  일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5~8시간이 다수   

 -  2020년 5월 기준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약 28.6%가 5~8시간, 약 25%는 

1~4시간 사용

Ⅰ.
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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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활동은 문자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온라인 쇼핑 순   

 -  문자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98.1%로 1위

 -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방문을 위해 인터넷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93.1%로 2위

 -  온라인 쇼핑 및 예약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64.2%

  2024년 전자상거래 판매액 87억 달러 예측   

 -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22%의 성장률, 

2024년에 87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판매액 발생 예측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87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이커머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2021년 모바일 전자상거래 성장률 16.3%, 판매액 40억 달러   

 -  모바일을 통해 쇼핑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비율은 88.3%로 모바일 커머스 시장 

활성화

 -  2021년 16.3%의 성장률을 보이며 판매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전자상거래 구매 시 결제 방법은 은행 송금, 신용카드 순   

 -  2020년 1월 기준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구매의 46%가 은행 송금을 통해 결제, 

32%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자 및 모바일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6월 5일 ‘Short-Term 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단기 국가 경제 회복 계획) 추진

  인기 카테고리는 패션 1위, 소비 가전 및 미디어 2위   

 -  2019년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카테고리는 패션이며, 

판매액은 9억 8,700만 달러

 -  다음으로는 소비 가전 및 미디어 카테고리이며, 판매액은 8억 6,900만 달러

 -  2025년까지 패션 카테고리 시장 규모는 37억 2,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Ⅱ.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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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판매 기간은 광군제와 하리라야   

 -  광군제(11월 11일)와 12월 12일이 포함된 주요 할인 기간인 4분기에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소매업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

 -  2020년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 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광군제가 22%로 

1위 하리라야가 20%로 2위

  2004년 전자상거래 시작, 2021년 55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   

 -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는 2004년 이베이 말레이시아의 출시와 함께 시작

 -  라자다, 쇼피, 르렁 등 쇼핑 플랫폼의 다양화와 함께 2021년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55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향후 더 큰 성장이 예상

  인기 플랫폼 Top 3 : 쇼피, 라자다, 피지몰  

 -  월간 방문자 수 조사 결과 쇼피 약 4,694만 명으로 1위, 라자다가 1,418만 명으로 

2위, 피지몰이 783만 명으로 3위

  말레이시아 로컬 플랫폼, 피지몰(PGMall)  

 -  말레이시아 로컬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017년에 설립

 -  말레이시아 내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은 피지몰의 

트레이드마크인 ‘ConsuMerchant' 모델 덕분

  인기 SNS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  

 -  말레이시아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86.0%, 2021년 1월 말 

사용자는 2,800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200만 명이 증가해 7.7%의 증가율

 -  2020년 5월 기준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약 91.7%가 페이스북, 80.6%가 유튜브, 

63.1%가 인스타그램 사용

  말레이시아인 절반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매 결정  

 -  말레이시아 온라인 소비자의 58%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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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인플루언서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모방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을 기꺼이 구매

  페이스북 사용자 2,849만 명,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사용  

 -  2021년 6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2,849만 명, 연령대는 25~ 

34세가 33.7%로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성별은 남성 52.7%, 여성 47.3%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1,491만 명,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  

 -  2021년 6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1,491만 명, 연령대는 25~ 

34세가 34.9%로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성별은 남성 44.4%, 여성 55.6%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편의점, K-식품, K-뷰티 및 K-패션 성장 가속화  

 -  쿠알라룸푸르에 개점한 CU 1호점에 열흘간 현지 소비자 1만 1,000명 이상 방문

 -  편의점 매출 1위와 2위는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떡볶이와 닭강정

  먹방, 메이크업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한류 열풍  

  2월 이후 진정세, 1년여 만에 하루 확진자 1,000명 이하  

 - 2021년 7월 2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약 98만 500명으로 증가

 - 이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매일 40만 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말레이시아인 대다수가 공공장소 방문 기피  

 -  2021년 6월 6일 현재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84%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장소 

방문 기피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폐쇄, 거리 두기 조처로 온라인 쇼핑 증가  

 - 2020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 24.7%, 2024년 판매액 126억 달러 예상 

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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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구매 시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선호   

 -  말레이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선호, 2020년 가치 

기준 점유율 40.3%

 -  로컬 카드 외에도 구글 페이, 마스터패스 및 비자 체크아웃 등의 국제 결제 

솔루션도 인기

  코로나19 기간 중  평균 운송 시간은 2.4일  

 -  2019년 배송 완료까지의 평균 운송 시간은 2.1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평균 운송 

시간이 4.6일로 증가

 -  2020년 하반기의 평균 운송 시간은 2.4일로 봉쇄 전 운송 시간으로 회복

  코로나19 후 건조식품 및 보존 식품 구매 증가  

 -  응답자의 88%가 쌀, 국수, 파스타, 밀가루와 같은 건조식품 구매, 71%가 통조림 및 

보존 식품을 구매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3,257만 명 중 절반이 온라인 쇼핑을 하므로 라자다와 

쇼피 등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공략

 -  쇼피코리아는 2021년 5월 24일 이후 등록된 신규 셀러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 진출 패키지 서비스’ 지원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판매 전략  

 -  말레이시아에서는 주요 디지털 마케팅 수단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

 -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소셜 미디어 채널은 페이스북으로 2020년에 91.7%의 

사용률

 -  말레이시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은 

2020년 98.7%의 사용률, 이어 페이스북 메신저가 53.9%로 2위, 텔레그램이 

40.1%로 3위의 사용률을 기록

 -  최근 틱톡이 사용자 400만 명을 확보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마케팅 수단으로 부상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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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 국교는 이슬람교

 50년 동안 GDP 성장률 평균 6.5% 유지

 인구의 44%가 24세 미만, 평균 연령 28.5세의 젊은 국가

 인터넷 보급률 84.2%,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96.7%

 기기별 인터넷 사용 시간은 모바일이 압도적 

 일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5~8시간이 다수

 인터넷 활동은 문자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온라인 쇼핑 순 

 2024년 전자상거래 판매액 87억 달러 예측

 2021년 모바일 전자상거래 성장률 16.3%, 판매액 4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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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 
국교는 이슬람교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고, 남중국해로 

나뉜 말레이 반도 지역과 보르네오 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해상 국경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과 맞대고 있다. 통화는 링깃이며, 1링깃당 한화로 270원 정도이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지만, 연방 정부는 푸트라자야에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이다.

50년 동안 GDP 성장률 
평균 6.5% 유지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후 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제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50년 동안의 GDP 성장률이 평균 6.5%라는 점이다. 2019년 기준 1인당 GDP는 

1만 1,414.21달러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과학, 관광, 무역, 의료 관광 등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국가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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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열대 기후의 국가이며, 다양한 동식물군이 있어 

생물 다양성이 큰 국가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슬람회의기구의 

창립 멤버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영국연방, 비동맹 운동의 

회원국이다.

인구의 44%가 24세 미만, 
평균 연령 28.5세의 젊은 국가

2021년 1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3,257만 명이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413,000명이 늘어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의 48.6%가 여성이고 51.4%가 

남성이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77.4%는 도시 중심에 살고 있고 22.6%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인구의 약 44%가 24세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약 28.5세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으며, 잠재 고객 또한 풍부하다.

인터넷 보급률 84.2%,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96.7%시장 규모

2

<말레이시아 인터넷 사용자>

출처 : 홋스위트(2021. 1.)

총 인터넷 사용자 수 2,743 만 명

총 인구당 평균 인터넷 사용자 비율 84.2 %

연간 인터넷 사용자 증감률 + 2.8 %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96.7 %

평균 다운로드 속도 90.88 Mbps

2021년 1월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2,743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2.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84.2%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0.88Mbps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3위를 차지했으며,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9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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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인터넷 사용자 수 및 인터넷 사용 시간>

출처 : 이마케터(2021. 2.)

(단위 : 천 명)

모바일(스마트폰 및 태블릿) 17.7

스마트폰

- 안드로이드 13.5

- 애플 4.3

테블릿

- 안드로이드 1.4

- 애플 1.4

데스크톱 및 PC 13.7

Total 19.9

모바일

77

데스크톱

23

단위 : %

기기별 인터넷 사용 시간은 
모바일이 압도적 

마케팅 컨설팅사 컴스코어(Comscore)가 복수 응답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기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모바일이 17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데스크톱 및 PC가 13만 7,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기기별 인터넷 사용 시간 또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이 77%, 데스크톱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이 23%로 무려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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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보내는 평균 시간>

출처 : 스태티스타(2021. 4.)

5~8시간

28.6

1~4시간

24.9
9~12시간

21.5

18시간 이상

11.5

13~18시간

9

1시간 이내

1.3

일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5~8시간이 다수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28.6%가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5~8시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약 25%는 하루에 1~4시간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자.

(단위 : %)



말레이시아	 			Malaysia 209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2020년 말레이시아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비율>

(복수응답, 단위 : %)

출처 : 스태티스타(2020. 12.)

98.10문자 메신저 사용

93.30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방문

64.20온라인 쇼핑 및 예약

87.30비디오, 온라인 TV 시청 또는 다운로드

54.20온라인 뱅킹

81.10음성, 영상으로 소통

45업무 관련

32.30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

74.30정보 검색

42.80온라인 게임

29.70학습

68.30온라인 간행물 읽기

41.40정부 서비스

25.70온라인 입사 지원

65.40음악, 온라인 라디오 듣기 또는 다운로드

37.10클라우드 스토리지

12상품 및 서비스 판매

인터넷 활동은 문자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온라인 쇼핑 순 

2020년 온라인 활동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인 1월에서 

5월 동안 문자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방문을 위해 인터넷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93.3%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64.2%가 온라인 쇼핑 및 예약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12%가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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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잠재력

3

예측

6.6

5.5

4.5

3.2

7.7

8.7

<전자상거래 판매 성장률 및 판매액>

2019 2020 2021 2022 20242023

출처 : 스태티스타(2020)

(단위 : 십억 달러)

22%

2024년 전자상거래 판매액 
87억 달러 예측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22%의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4년에 87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판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총리는 MyDIGITAL 계획을 도입해 2030년까지 

87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이커머스(e-commerce)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00억 링깃을 디지털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평균 22%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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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모바일 전자상거래 성장률 16.3%, 
판매액 40억 달러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빠르게 적응했으며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2021년 16.3%의 성장률을 보이며 판매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쇼핑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비율은 

88.3%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수응답, 단위 : 십억 달러, %)

<모바일 소매 전자상거래 판매 성장률, 판매액 및 모바일 앱 사용 비율>

출처 : 이마케터(2021. 5.) 출처 : 스태티스타(2021. 2.)

2023 2024202220212020

6.58

 판매액    성장률

31.9

16.3
19.2 18.0 15.0

5.724.85

3.50

4.07
97.5

58.5

97.3

55.7

89.7

55.2

88.3

31

80

11

소셜네트워크

채팅 (메신져)

엔터테인트먼트 / 비디오

쇼핑

지도

게임

은행

음악

건강 / 피트니스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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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플랫폼

 전자상거래 구매 시 결제 방법은 은행 송금, 신용카드 순

 인기 카테고리는 패션 1위, 소비 가전 및 미디어 2위

 최대 판매 기간은 광군제와 하리라야

 2004년 전자상거래 시작, 2021년 55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

 인기 플랫폼 TOP 3 : 쇼피, 라자다, 피지몰

 말레이시아 로컬 플랫폼, 피지몰(PGMall)

 인기 SNS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

 말레이시아인 절반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매 결정

 페이스북 사용자 2,849만 명,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사용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1,491만 명,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편의점, K-식품, K-뷰티 및 K-패션 성장 가속화

 먹방, 메이크업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한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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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구매 시 결제 방법은 
은행 송금, 신용카드 순

PPRO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구매의  46%가  은행  송금을  통해  결제되었으며 ,  32%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되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자 및 모바일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6월 5일 ‘Short-Term 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단기 국가 경제 회복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하나인 ‘e-Penjana’는 정부가 1억 7,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지갑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11.76달러의 

eWallet 크레딧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20년 7월과 9월 사이에 연간 

소득이 2만 3,500달러 미만인 18세 이상의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구매 시 7달러를 제공하는 ‘eTunai Rakyat’ 
크레딧 제도가 도입되었다. eTunai Rakyat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현금 없는 거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억 1,500만 달러를 

할당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인 1,5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커머스
플랫폼 현황

1

(단위 : %)

<유형별 온라인 거래 결제 수단 분포>

기타전자지갑현금카드계좌이체

출처 : PPRO(2020. 3.)

46

32

1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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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태티스타 디지털 마켓 아웃룩

<말레이시아 인기 제품 카테고리>

신발류

19

가방 및 액세서리

21

책, 영화, 음악 및 게임

24

아기 장난감  19
기타  1

식음료  17

취미 및 문구류  21

스포츠 및 아웃도어

25

986.7

869.0

641.8

427.9

324.5

의복

60
가전

76

DIY, 정원 및 애완용품

34

가구 및 가정용품 34

개인 관리  83
가전  42

식품 및 개인 관리패션 전자 및 미디어 장난감 취미 및 DIY 가구 및 가전제품

인기 카테고리는 패션 1위, 
소비 가전 및 미디어 2위

출처 : 스태티스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옷 597 886 1,216 1,216 1,816 2,110 2,429

가방 및 액세서리 203 252 327 327 460 523 588

신발 187 279 381 381 549 628 712

합계 987 1,417 1,924 2,380 2,826 3,260 3,728

(단위 : 백만 달러)

<패션 카테고리 판매액>

스태티스타 디지털 마켓 아웃룩(Digital Market Outlook)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카테고리는 패션 

카테고리로 약 9억 8,700만 달러의 판매액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소비 가전 

및 미디어 카테고리에서 8억 6,900만 달러의 판매액을 보였다. 2025년까지 옷 

카테고리 시장 규모는 37억 2,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위 : 백만 달러, %)

기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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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판매 기간은 
광군제와 하리라야

(단위 : %)

<2020년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기대되는 판매 기간>

출처 : 스태티스타(2020.02)

16

12.12
sales

20

Hari raya 
sale

20

year-End 
sales

22

11.11 
sale

8

chinese 
new year 

sales 

4

black 
friday sales

3

9.9
 sales

2

christmas 
sales

2

10.10
sales

1

Boxing Day 
sales

1

cyber 
Monday 

sales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광군제(11월 11일) 또는 12월 12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할인 기간인 4분기에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소매업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들에게 캐시백, 

바우처, 서프라이즈 박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하리라야(Hari Raya)는 무슬림 최대 명절 중 하나로, 라마단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금식과 금욕을 한 이후 맞이하는 명절이니만큼 더욱 기쁜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하리라야 기간은 말레이시아인이 구매를 선호하는 

기간으로 2020년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 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광군제가 22%의 비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하리라야가 20%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하리라야 기간에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하리라야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쇼피(Shopee)는 프로모션 슬로건인 ‘Raya Ini Shopee Di Sisimu'를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은 데일리 세일 상품에 대해 10링깃의 할인을 제공하며, 

19링깃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프로모션은 특별 세일 

기간인 ‘Jualan Hebat Raya(Great Raya Sale)’와 ‘Pesta Jualan Raya(Raya Sale 
Party)’ 각각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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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의 하리라야 할인 이벤트 광고

2019년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 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하리라야 

세일 기간에 온라인 구매를 한 말레이시아 응답자 중 의류를 구매한 응답자가 

70%로 1위를 차지했으며, 패션 카테고리인 신발 및 패션 액세서리가 각각 

41%, 40%의 비율로 2위, 3위를 차지했다.

출처 : 스태티스타(2020. 2.)

의류 70

신발 41

패션 액세서리(타이 등) 40

미용 및 위생 제품 32

식품/식료품 22   

장신구(귀고리, 반지 등) 19   

가전제품 14   

스마트폰   10

여행(호텔, 휴가 등)   9

컴퓨터 하드웨어   8

컴퓨터/노트북   7

(단위 : %)

<말레이시아에서 하리라야 세일기간 온라인 구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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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채널 및 특징

2004년 전자상거래 시작, 
2021년 55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시도는 2004년 이베이 말레이시아의 출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재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르렁(Lelong) 등 다양한 

쇼핑 플랫폼이 존재한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해 2021년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55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향후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 

출처 : JANIO

<이커머스 플랫폼 역사>

2004 2010

2012

2007

20112015

C2C eCommerce 
platform eBay 

Malaysia

B2C website 
FashionValet.com

B2C eCommerce 
marketplaces Lazada 

and Zalora

Lelong.my, Malaysia's 
pioneer C2C 

eCommerce platform

Mobile friendly B2C& 
C2C eCommerce 

marketplaces 
Shopee&Goshop

B2C & C2C 
eCommerce 

marketplaces 
11Street

B2C website 
Hermo.my

C2C eCommerce 
platform Carousell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Ⅱ

218

인기 플랫폼 Top 3 : 
쇼피, 라자다, 피지몰

출처 : 아이프라이스(2021. 1.)

구분 월간 방문자 수
앱스토어 

링크
플레이스토어 

링크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hopee 46,943,300 1 1 29,500 909,600 21,091,490

Lazada 14,186,700 2 2 42,700 725,280 31,041,310

PG Mall 7,830,000 9 순위 외 40 34,040 14,430

Zalora 1,166,700 3 5 67,400 421,000 7,976,350

eBay 517,500 8 6 160 2,050 424,130

GoShop 415,100 4 3 12,300 147,360 646,720

Lelong 409,000 13 9 820 8,500 405,200

Wowshop 309,100 6 4 820 51,000 151,380

Applecrumby 283,200 순위 외 순위 외 430 44,300 192,250

Qoo10 281,900 16 12 190 없음 272,880

(단위 : 명)

<월간 웹사이트 방문자 수 기준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이프라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쇼피로 약 4,694만 명의 월간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라자다가 1,418만 명의 방문자 수를 보유하며 2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 국내 로컬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피지몰(PGMall)이 783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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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플랫폼 피지몰  PGMall

설립 연도 2017년

홈페이지 pgmall.my/home

특징

  말레이시아 자국 내 로컬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월 접속자 수 783만 명

  5,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70%는 주로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가 점유

플랫폼 쇼피  Shopee

설립 연도 2015년

홈페이지 shopee.com.my

특징

  C2C & B2C, 월 접속자 수 1,088만 명

  라자다에 비해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더 집중하는 측면이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공

플랫폼 라자다 말레이시아  Lazada Malaysia

설립 연도 2012년

홈페이지 www.lazada.com.my

특징

  C2C & B2C, 월 접속자 수 3,129만 명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에서도 인기 있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프레스토몰  PrestoMall

설립 연도 2019년

홈페이지 www.prestomall.com

특징
  C2C & B2C, 월 접속자 수 840만 명

  한국의 11번가가 리브랜딩을 통해 새롭게 출시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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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로컬 플랫폼, 
피지몰(PGMall)

피지몰은 말레이시아 로컬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다. 
전자상거래 업계의 새로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방문자를 보유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다.

출처 : 아이프라이스(2021. 1.)

구분 월간 방문자 수
앱스토어 

링크
플레이스토어 

링크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PG Mall 7,830,000 9 순위 외 40 34,040 14,430

GoShop 415,100 4 3 12,300 147,360 646,720

Lelong 409,000 13 9 820 8,500 405,200

Wowshop 309,100 6 4 820 51,000 151,380

Applecrumby 283,200 순위 외 순위 외 430 44,300 192,250

Hermo 203,400 10 13 120 182,130 276,490

YouBeli 193,900 17 15 350 2,530 69,040

Doublewoot 150,400 순위 외 순위 외 350 186,590 375,510

Printcious 129,900 순위 외 순위 외 60 29,710 101,200

FashionValet 112,300 7 8 11,900 741,410 266,700

(단위 : 명)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는 현지 전자상거래 사이트>

피지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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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지몰

<피지몰의 ConsuMerchant>

추천 링크 공유

0.5% 캐시백 0.5% 캐시백

추천 링크 공유
A B C

0.5% 캐시백

아이프라이스 자료에 따르면 피지몰은 2021년 1분기 방문자 수 기준 가장 

인기 있는 말레이시아 로컬 기반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선정되었다. 피지몰 

쇼핑객은 전자제품, 패션, 서적, 가정 및 생활, 식음료, 스포츠 및 레저, 어린이 

및 유아, 건강 및 미용, 자동차에서 이쿠폰(e-coup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피지몰은 약 7만 개 이상의 SKU와 5,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70%는 주로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다. 현재 일일 

거래량은 RM30,000~RM40,000이다.
피지몰이 말레이시아 내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은 

피지몰의 트레이드마크인 ‘ConsuMerchant’ 모델 덕분이다. ‘ConsuMerchant’는 

‘Consumer’와 ‘Merchant’의 합성어로 모두가 판매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이익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피지몰에 등록된 모든 쇼핑객은 쇼핑, 

상품 구매 및 판매 정보 공유 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추천 링크를 친구, 가족 또는 낯선 사람과 공유할 경우에 성사된 거래당 

총 구매액에서 0.5%의 캐시백을 받는다. 이러한 포인트 공유 모델로 인해 

피지몰은 단기간 내에 사용자를 모을 수 있었으며, 사이트 내에서의 거래량 

역시 대폭 증가할 수 있었다.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Ⅱ

222

피지몰 홈페이지 메인 화면

대·중·소 분류 카테고리

피지몰은 말레이시아 로컬 전자상거래 채널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영어 또는 말레이어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지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캠페인이 진행 중인 상품들을 팝업 형태로 올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 수 있게끔 설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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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 상품 목록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상품의 대·중·소 분류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어 쇼핑에 용이하게끔 설정해 두었으며, 좌측 상단 카테고리 

말고도 우측 상단 검색 창의 검색을 통해 검색한 상품들과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이 사진과 함께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선택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다.

중·소 분류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상품 목록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격자 형식으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을 돋보이게 흰색 배경의 이미지를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흰색 배경이 아닌 일반 상품 사진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좌측 상단에는 비무슬림 친화적 제품 포함 

체크 바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다. 또 

정렬 기준으로 기본, 낮은 가격 순,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게 설정해 

두었다.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금액과 할인된 금액 

및 할인율을 같이 보여주어 할인된 금액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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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페이지 상단

상세 페이지

리뷰 페이지

상세 페이지 상단에는 상품명, 상품 이미지, 가격, 상품 선택 사항 등의 

메뉴를 배치했다. 또 상품 이미지 아래로 해당 판매자의 매장을 보여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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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매장을 클릭하면 판매자의 판매 상품 리스트와 가격, 상품명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품명 아래에는 몇 명이 리뷰를 작성했고 평점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세 페이지는 텍스트 기반으로 상품에 따라 상품 사양만 있는 경우도 

있고, 상세 설명이 한 줄만 있는 경우도 있다. 제품 사양에는 범주, 상표, 모델 

, 치수(길이×너비×높이), 무게, 제조 국가, 보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뷰 페이지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평점을 주고 

텍스트 및 이미지와 함께 리뷰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피지몰은 이 지역의 주요 물류 파트너로서 전략적 파트너십 아래 

Pos Malaysia Bhd의 택배 회사인 Pos Laju와 협력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은 

Pos Malaysia의 전국 700개 매장을 통해 도시 지역 1,000만 명의 온라인 

쇼핑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피지몰은 Pos Malaysia와의 파트너십 

외에도 DHL, GDEX, Skynet, Pgeon 및 The Lorry와 같은 다른 택배 서비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피지몰은 시장 확대를 위해 맥시스(Maxis), 
셀콤(Celcom), 레드원(redOne) 등 주요 통신사와 제휴를 맺었다.

다른 파트너십에는 Boost, GrabPay, Touch'n Go eWallet 및 iPay88이 

포함되어 있어 쇼핑객이 때때로 엄청난 특별 거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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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SNS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

이커머스 트렌드

3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말레이시아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

활성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총 수 2,800만 명

전체 인구 중 소셜 
미디어 사용자 비율 86%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의 연간 변화율 7.7%

휴대전화를 통해 
액세스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

2,780만 명

모바일을 통해 
액세스하는 총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비율

99.4%
출처 : 훗스위트(2021. 1.)

(단위 : %)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준 인터넷 사용자 비율>

출처 : 스태티스타(2021. 4.)

0.2
10.8

24.1
37.1

63.1

80.6
91.7

기타링크드인구글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튜브

2021년 1월 말레이시아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2,800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200만 명이 증가해 7.7%의 증가율을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86.0%에 해당된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약 91.7%가 페이스북을 사용했으며, 80.6%가 

유튜브를, 63.1%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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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절반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매 결정

PwC의 Global Consumer Insights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58%가 구매를 결정할 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사용 

소감 및 제품 정보 등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고 공유하며, 다른 예비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인플루언서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모방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을 기꺼이 구매한다.

페이스북 사용자 2,849만 명,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사용

출처 : 나폴레온캣(2021. 6.)

(단위 : 명, %)

<페이스북 사용자 수>

 여성   남성   비율

1.3

1.7

65세 이상

2.9%

2.9 3

55~64세

6%

5.35.3

45~54세

10.5%

8.8

9.8

35~44세

18.6%

15.1

18.6

25~34세

33.7%

10.9

11.2

18~24세

22.1%

3.1 3

13~17세

6.1%

  여성 47.3%

 남성 52.7%

28,490,000

SNS 관리 툴인 나폴레온캣(NapoleonCat)의 정보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2,849만 명이며, 연령대는 25~34세가 

33.7%의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 52.7%, 여성 

47.3%로 남성의 페이스북 사용량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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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

출처 : 나폴레온캣(2021. 6.)

 여성   남성   비율

0.5

0.6

65세 이상

1.1%

1.7 1.1

55~64세

2.8%

4.3
2.7

45~54세

7%

9.4

6.5

35~44세

15.9%

18.8

16.1

25~34세

34.9%

16.1

13.4

18~24세

29.5%

4.9 4

13~17세

8.9%

2020년 6월 페이스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업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분야가 페이스북의 주요 산업으로 약 3,23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페이스북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팬 수를 합산해 본 결과,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팬 수가 3,23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1,491만 명,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

(단위 : 백만 명)

출처 : 스태티스타(2020. 7.)

<페이스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업>

이커머스

32.3

서비스

28.96

소매

21.49

패션

18.83

FMCG 식품

15.27

  여성 55.6%

 남성 44.4%

14,9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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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팔로워 수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포>

출처 : hypeauditor.com(2021. 3.)

9.8

52.7

31.4

5.7

0.36

나노 인플루언서
(1k-10k  followers)

미드 티어 인플루언서 
(20k-100k  followers)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5k-20k  followers)

매크로 인플루언서 
(100k-1M  followers)

메가 인플루언서&셀럽
(1M+ followers)

나폴레온캣의 정보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1,491만 명이며, 연령대는 25~34세가 34.9%의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 44.4%, 여성 55.6%로 페이스북과 달리 여성 

사용량이 더 많다.

hypeauditor.com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팔로워 수가 5,000~2만 명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정확한 타깃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1~2개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말레이시아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제품을 구매한 이유>

33

17

3

출처 : 스태티스타(2021. 1.)

인플루언서의 소개, 추천 등으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겨 구매

누가 홍보했든 상관없이 사고싶어 구매

단순히 해당 인플루언서가 좋고 신뢰가 있어서 구매

기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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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인플루언서>

이미지 인플루언서 팔로워 수 주요 카테고리

 mfmirafilzah 720만 명 패션 및 뷰티

 haniszalikha 600만 명 라이프스타일 및 뷰티

 emma_

     maembongofficial
510만 명 뷰티 및 패션

 jepsepahtu 420만 명 라이프스타일

 theyusufiskandar 270만 명 육아 및 라이프스타일

2020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실시된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제품을 구매한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인플루언서의 소개, 추천 등으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겨 구매하였다고 답했으며, 단순히 해당 인플루언서가 

좋고 신뢰가 있어서 구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낮았다. 이는 단순히 많은 

팬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정확한 타깃을 대상으로 자사의 상품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도달률을 높이는 

채널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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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편의점, K-식품, 
K-뷰티 및 K-패션 성장 가속화

말레이시아 CU 편의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편의점 CU 1호점 매장에 말레이시아인들이 몰리면서 

긴 줄이 이어졌다. 쿠알라룸푸르에 개점한 1호점 매장에 열흘간 현지 소비자 

1만 1,000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는 하루 평균 1,000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한국 편의점 하루 평균 방문객 대비 3.3배 높은 수치다. 개점 당일에는 100m가 

넘는 대기 줄이 생겼고, 현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했으며, 

현지 언론에도 기사가 실렸다. 말레이시아 CU 매출 상위 상품은 대부분 한국 

문화를 담은 제품이며, 매출 1위와 2위는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떡볶이와 

닭강정이 차지했다.

말레이시아 파트너는 이익 배분 등 재무적인 사항 외에 딱 한 가지 조건을 

요청했다. “상품, 서비스, 공간 구성까지 한국에 있는 CU와 최대한 똑같이 

구현해 달라.” TV 속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편의점 풍경을 그대로 이식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처럼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K-식품, K-뷰티 및 K-패션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Ⅱ

232

먹방, 메이크업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한류 열풍

혼자 밥을 먹는 한국 식문화에서 비롯된 먹방은 말레이시아에서 오랜 

시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먹방 유튜버인 아이작 

오스만(Isaac Osman)은 유튜브 구독자 수 128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가 올린 

먹방 영상 중 조회 수 3위인 인기 영상은 불닭볶음면 소스를 묻힌 치킨이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자그마치 321만 회나 된다. 

먹방뿐 아니라 한국 화장품에 대한 리뷰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인기다. 
구독자 33만 명을 가진 뷰티 유튜버 아이샤 리야나(Aisha Liyana)가 올린 한국 

브이로그는 8만 3,000회, 한국 메이크업 튜토리얼은 5만 1,000회로 인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조사 결과 많은 말레이시아 뷰티 유튜버들은 꼭 하나 

이상의 한국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다양한 SNS 플랫폼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 제품들을 리뷰하는 말레시아인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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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2월 이후 진정세, 1년여 만에 하루 확진자 1,000명 이하

 말레이시아인 대다수가 공공장소 방문 기피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폐쇄, 거리 두기 조처로 온라인 쇼핑 증가

 2020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 24.7%, 2024년 판매액 126억 달러 예상

 전자상거래 구매 시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선호 

 코로나19 기간 중 평균 운송 시간은 2.4일

 코로나19 후 건조식품 및 보존 식품 구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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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후 진정세,
1년여 만에 하루 확진자 1,000명 이하코로나19

현황과 대처

1

(단위 : 명)

<2021년 7월 20일까지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 수>

출처 : 스태티스타(20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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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는 지역 감염이 며칠 동안 0에 도달하며 

외국 전문가, 학계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조직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면 봉쇄를 시행하고, 검사 및 의료 시설에 투자하고, 

대중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보다 사례가 적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2021년 7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98만명에 이른다. 이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매일 40만 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시민들에게 투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 대다수가 
공공장소 방문 기피

2021년 6월 6일 현재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84%가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공공장소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20년 2월 24일의 40%에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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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폐쇄, 
거리 두기 조처로 온라인 쇼핑 증가시장 현황

2

(단위 : %)

<2021년 6월까지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붐비는 공공장소를 피한 사람들의 비율>

출처 : 스태티스타(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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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의 3차 물결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단위 : 십억 MYR, %)

<전자상거래 가치액>

출처 : 글로벌데이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자상거래 가치액    성장률

9.6
14.2

19.7

24.2

30.2

36.1

41.7
46.7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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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소비자들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구매로 전환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소비자 결제 공간이 혼란에 빠졌다. 주요 

데이터 및 분석 회사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은행 및 결제 분석가인 닉힐 

레디(Nikhil Reddy)는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현금 취급 및 실제 매장 방문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폐쇄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폐쇄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늘리게 되었고, 이는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을 가속화했다.

2020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 24.7%, 
2024년 판매액 126억 달러 예상 

글로벌데이터의 전자상거래 분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0년에 24.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까지 

MYR516억(126억 달러)에 도달하여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14.3%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6월에 MYR140m(3,420만 달러)의 예산으로 3개월 캠페인을 

시작하여 소규모 상인들 사이에서 전자상거래 채택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그들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자상거래 구매 시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선호 

글로벌데이터의 2020년 은행 및 결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에 가장 선호되는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채택했으며, 

2020년 가치 기준 점유율 40.3%를 차지했다. 주로 국내 카드사가 주도하지만 

구글 페이(Google Pay), 마스터패스(Masterpass) 및 비자 체크아웃(Visa 

Checkout)과 같은 국제 결제 솔루션이 인기를 얻고 있다.
닉힐 레디는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성장을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말레이시아	 			Malaysia 237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맞춤형 온라인 결제 옵션 및 정부 지원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더욱 주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 중 
평균 운송 시간은 2.4일

<말레이시아 물류 현황>

출처 : parcelmonitor

첫 운송 시간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2.4일

택배가 첫 배송에 
성공적으로 배달 되는 확률

96%

택배가 물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픽업되는 확률

99%

물류센터로 배달된 택배가 
24시간 후에 픽업되는 확률

45%

국내 배송이 1영업일 뒤에 
성공적으로 배달되는 확률

58%

2019년 말레이시아의 배송 완료까지의 평균 운송 시간은 2.1일이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평균 운송 시간이 4.6일로 증가했다. 이는 압도적으로 

많은 온라인 주문으로 인해 용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말레이시아의 배송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폐쇄 기간 동안 배송 시간은 1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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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말레이시아 비수도권 배송도 수도권보다 11.9% 빠르게 성장했다. 파슬 

모니터(Parcel Monitor)의 최근 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말레이시아의 평균 운송 시간이 2.4일의 봉쇄 전 기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 
건조식품 및 보존 식품 구매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구매한 주요 상품>

 (단위 : %)

출처 : 스태티스타(2020. 5.)

71통조림 및 보존 식품(채소 통조림, 수프 통조림 등)

57의료용품(소독제, 소독제, 수술용 마스크, 가정용 의약품 등)

69냉동식품(냉동 채소, 냉동 피자 등)

54개인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59신선한 고기와 채소

43위생 종이 제품 (화장지, 종이 타월 등)

4기타

건조 식품(쌀, 국수, 파스타, 밀가루 등) 88

라쿠텐 인사이트(Rakuten Insight)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구매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88%가 쌀, 국수, 파스타, 밀가루와 

같은 건조식품을 비축했다고 말했으며, 응답자의 71%가 통조림 및 보존 

식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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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ocus
유망시장 진출 전략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판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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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분석

1
Market

ㆍ 인터넷 보급률은 84.2%이며, 인터넷 접속 시 사용 기기는 주로 

모바일임

ㆍ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4년까지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ㆍ 말레이시아의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2021년까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ㆍ 전자상거래 사이트 피지몰의 일일 거래량은 RM30,000~RM 

40,000일 정도로 말레이시아 내 독보적인 로컬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음

Customer
ㆍ 의류·소비 가전 순으로 구매율이 높았으며. 25~34세 젊은 연령층의 

구매율이 높음

ㆍ 말레이시아 구매자는 온라인 구매를 할 때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하거나 제품 기능을 조사하는 특징을 보임

ㆍ 인구의 약 44%가 24세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약 28.5세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음

ㆍ 결제 방법은 은행 송금이 44%로 가장 높으나, 2023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률이 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Marketing
ㆍ말레이시아인 절반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매 결정

ㆍ 인기 SNS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이며, 페이스북 
사용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

ㆍ 먹방, 메이크업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한류 열풍

ㆍ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편의점, K-식품, K-뷰티 및 K-패션 성장 가속화

COVID-19
ㆍ코로나19 확진자 급증, 2021년 7월 기준 약 98만 500명

ㆍ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폐쇄, 거리 두기 조치로 온라인 

쇼핑 증가

ㆍ코로나19 기간 중 평균 운송 시간은 2.4일

ㆍ코로나19 후 건조식품 및 보존 식품 구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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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활용 진출 전략

2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3,257만 명 중 절반이 온라인 쇼핑을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퍼들은 해외 온라인 상점 또는 현지 플랫폼을 통해 

해외 상품을 많이 구매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72%로 가장 높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이유가 49%로 2위를 차지했다.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은 2019년에 49%로 증가하여 112억 링깃을 기록했다. 또한 스탠다드 

차타드의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의 73%가 온라인 쇼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MCMC에서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사용자 비율이 2018년 53.3%에서 2020년 64.2%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라자다와 쇼피이며, 

두 회사 모두 자사 플랫폼에 기반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원스톱 동남아 4개국 진출 패키지

쇼피코리아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신규 한국 셀러들의 원활한 동남아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진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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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동남아 4개국 패키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판매 전략

말레이시아에서는 주요 디지털 마케팅 수단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가 많이 사용된다. 말레이시아 내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소셜 미디어 채널은 페이스북으로 2020년에 91.7%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에 비해 5.6% 감소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2020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사용률은 각 80.6%와 63.1%로 2018년 사용률 48.3%, 57%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는 2018년 대비 2020년 사용률이 

32.3% 늘어나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은 2020년 98.7%의 사용률을 보였으며, 이어 페이스북 메신저가 

53.9%로 2위, 텔레그램이 40.1%로 3위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틱톡이 새롭게 떠오르는 마케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틱톡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자국 내 사용자가 40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을 

잘 살펴 상품에 맞는 SNS 채널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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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commerce.
Vietnam.

데이터로 
보는 
베트남 이커머스

9,816만 8,829명 45위

인 구

690억 9,000만 달러

한국 · 베트남 교역량

뷰티 제품

인기 있는 한국 상품

7.02%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쇼피, 테저이지동, 
라자다, 티키, 센도 등

이커머스 채널

59.4%

인터넷 보급률 

GDP 세계 순위

식료품,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2위 

이커머스 성장 순위(동남아)

2,715.28달러

37억 달러(2020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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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 한반도의 1.5배, 호찌민과 하노이가 대표 도시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수도는 하노이(Hanoi)

-  총 국토 면적은 3,312만 3,000㏊로 세계 65위, 한반도의 1.5배

  GDP 세계 45위, 화폐 단위는 동, 한국어가 제1외국어 중 하나   

-  GDP는 2,619억 2,124만 4,843.2달러로 세계 45위

-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제2외국어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한국어

  56개 민족으로 구성, 전체 인구의 85.3%가 비엣족  

- 55개 소수 민족 중 가장 많은 타이족조차 1.9%에 불과

- 2021년 기준 천체 인구는 9,816만 8,000여 명으로 세계 15위

-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 인구의 6.1%, 0~14세 유년층은 24%, 중위 연령은 30.5세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  B2C 판매 현황은 여전히 오프라인이 우세

-  도심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가 크게 성장

-  2021년 현재 인구의 60.8%가 인터넷, 57.5%가 스마트폰을 사용

-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61%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

  스마트폰을 사용한 온라인 쇼핑 선호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응답자의 79%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

-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전용 쇼핑 앱을 출시하고 할인 이벤트, 프로모션, 개인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

Ⅰ.
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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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자 중 92%가 온라인 구매 경험, 하루 평균 6시간 42분 인터넷 사용  

-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한 대도시의 젊은 

층에서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이용

  농촌 및 교외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  

- 농촌 및 교외 인터넷 사용자의 46%가 온라인 쇼핑 활동에 참여

-  대도시의 신규 사용자가 줄어들고 브랜드 간 경쟁이 포화되면서 2급, 3급 위성 

도시와 농촌 지역의 사용자 유치가 중요해짐

  2025년 전체 소매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2.66%, 그중 모바일 판매액은 54% 예상   

-  2020년 전자상거래 매출은 37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소매 매출의 2.16%

-  2020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중 모바일 기기를 통한 판매액은 48.9%

-  2025년에는 베트남 전체 소매 매출의 2.66%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

  낙후한 물류 인프라 구축이 전자상거래 성장의 관건  

-  인구의 70%가 도시 외곽에 거주하지만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여 

배송 시간과 비용이 높음

-   베트남 정부는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남북 종단 고속도로 구축 등 적극적으로 투자 

  동남아 주요 국가 중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  

- 2021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베트남은 필리핀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

-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

  온라인 구매자 70%가 인터넷 리뷰 참조   

-  온라인 구매자의 70%는 인터넷 또는 앱에 등록된 리뷰 및 평가가 좋을 경우 상품을 구매

 전자상거래 재구매 이유는 이전 구매에 대한 만족도, 빠른 배송 속도, 거래의 편리함  

-  응답자의 19%가 이전 구매에 대한 만족도, 17%는 빠른 배송 속도, 15%는 거래의 

편리함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베트남 이커머스

요약 | Summary

248

  B2C 온라인 쇼핑몰의 비중 높고, 오픈 마켓 플랫폼이 강세  

-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B2C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쇼피, 티키, 라자다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 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강세

  베트남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  

-  SEA 그룹에 의해 2015년에 설립되어 2016년 중반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

-  2020년도 전체 2만 2,694만 건의 방문자 수를 기록, 베트남에서 온라인 구매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B2C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선도, 라자다(Lazada)  

-  2012년에 처음 설립된 이후 동남아 6개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

-  2016년 알리바바에 인수된 이후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영어를 지원

  높은 고객 신뢰도, 티키(Tiki)  

-  ‘베트남의 쿠팡’으로 불리며, 베트남의 VNG와 중국의 JD.com.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

-   세심한 제품 검사 과정과 전문 물류 시스템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 사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음

  SNS 활성화에 따른 인플루언서 판매 증가  

-   온라인 쇼핑 경로는 쇼피, 라자다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가장 높은 

점유율 차지

-   2020년 베트남 인구의 54.5%에 달하는 5,500만 명 이상이 소셜 네트워크 이용, 그중 

75%가 휴대폰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

Ⅱ.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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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기업도 SNS를 활용한 마케팅 선호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를 늘리는 것이 소매업체의 온라인 판매 매출을 늘리는 

데 가장 선호되는 방법

-  페이스북 메신저를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 고객센터의 개념으로 운영

  주로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잘로   

-  전 세대에 걸쳐 이용률이 높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이 95.3%, 잘로가 85%, 

유튜브 83%, 인스타그램 45.7% 순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판매 비율 성장  

-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84%가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77%가 

인플루언서가 보증한 제품을 구입

-  1만~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46%,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톱스타는 3%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  

-  유튜브가 60%로 1위, 페이스북은 31%로 2위, 인스타그램이 9%로 3위

  소셜 커머스 실시간 판매율도 성장세  

-  2020년 2사분기에 소셜 커머스 실시간 판매율은 66.7%로 동년 1사분기 대비 약 

2배 성장

  가장 인기 있는 결제 방법은 현금, 구매 제품은 화장품과 의류  

-  베트남 소비자들은 쇼핑 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도 이용하지만 아직까지는 현금 

결제를 가장 선호

-  라이브 방송을 통해 쉽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화장품과 의류의 구매율이 

각각 50% 이상

  베트남 인구의 한류 제품 구입 증가  

-   베트남 내 한류는 1990년대 후반 K-드라마 방영으로 시작

-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77.0%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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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콘텐츠 중 K-뷰티 제품이 1위  

-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류 콘텐츠로 뷰티(40.0%)가 드라마(39.7%), 음악(34.9%)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

-  K-뷰티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수한 효과와 품질(54.6%), 다양한 제품 

종류(20.8%)

  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는 수출 기업에게 큰 기회  

-   2021년부터 적용되는 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혜택은 수출 기업에게 큰 

기회

-  입술 화장용, 눈 화장용 제품은 베트남 수입 관세율이 2020년 20%에서 2021년 

5%로 크게 낮아져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 

  누적 확진자 10만 명 돌파,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  4차 대유행이 계속 확산하면서 2021년 7월 28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1만 

4,260명으로 집계

-   7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을 포함해 다낭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최고 강도 조치인 총리령 16호 적용 결정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 선호도 증가  

  현금을 지급하는 COD 방식에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전환  

-   베트남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상품을 수령하고 제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원함

-   베트남 정부는 세금 징수가 어려운 현금 거래 방식을 줄이고 전자 결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

-   아직은 현금을 통한 결제 방식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현금 결제에서 계좌 이체, 신용카드, 전자 결제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 

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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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한 품목  

-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 식료품, 개인위생용품(화장지, 손소독제 및 마스크 포함), 

화장품 및 기타 미용 제품 등을 많이 구입

  쇼피의 원스톱 동남아 4개국 진출 패키지 및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용  

-  쇼피코리아는 2021년 5월 24일 이후 등록된 신규 셀러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 진출 패키지 서비스’ 지원

 

  페이스북을 활용한 SNS 마케팅 추진  

-   베트남의 젊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SNS 사용률 꾸준히 증가, 주요 온라인 쇼핑 경로 

또한 이커머스 사이트에 이어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

  한-베트남FTA 관세율 인하에 따른 화장품 가격 경쟁력 강화  

-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류 콘텐츠인 뷰티 해당 시장을 꾸준히 공략할 필요 있음

-   소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제품,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들이 사용한 제품들이 

특히 인기가 있으므로 인플루언서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에게 꾸준히 제품을 노출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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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 한반도의 1.5배, 호찌민과 하노이가 대표 도시

 GDP 세계 45위, 화폐 단위는 동, 한국어가 제1외국어 중 하나

 56개 민족으로 구성, 전체 인구의 85.3%가 비엣족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스마트폰을 사용한 온라인 쇼핑 선호

 인터넷 사용자 중 92%가 온라인 구매 경험, 하루 평균 6시간 42분 인터넷 사용

 농촌 및 교외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

 2025년 전체 소매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2.66%, 그중 모바일 판매액은 54% 예상 

 낙후한 물류 인프라 구축이 전자상거래 성장의 관건

 동남아 주요 국가 중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

 온라인 구매자 70%가 인터넷 리뷰 참조

 전자상거래 재구매 이유는 이전 구매에 대한 

  만족도, 빠른 배송 속도, 거래의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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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4분의 3이 산지, 한반도의 1.5배, 
호찌민과 하노이가 대표 도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수도는 하노이(Hanoi)이다.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이며, 북서부의 중국,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이  가장  고도가  높고  이곳으로부터  히말라야 

조산대(造山帶)의 남동부에 해당하는 라오스 국경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있어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다. 

총 국토 면적은 3,312만 3,000㏊로 세계 65위, 한반도의 1.5배에 이른다. 

남북으로 긴 지형으로 인해 남북 간에 기후 차이(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뿐 아니라 지역감정도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베트남의 대표 도시인 

호찌민과 하노이가 각각 남과 북에 존재하는 탓에 도시 문화마저 다르다.

GDP 세계 45위, 화폐 단위는 동, 
한국어가 제1외국어 중 하나 

베트남의 GDP는 2,619억 2,124만 4,843.2달러로 세계 45위이며, 화폐는 

동(VND)을 사용한다.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제1외국어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한국어를 지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는 2021년 2월에 

추가로 지정되었다. 

56개 민족으로 구성, 
전체 인구의 85.3%가 비엣족

베트남의 민족 수는 56개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85.3% 정도를 

베트남인(비엣족)이 차지하며, 나머지 55개 민족은 소수 민족이고 그중 가장 

비중이 높은 타이족조차 1.9%에 지나지 않는다. 2021년 기준 천체 인구는 9,816만 

8,000여 명으로 세계 15위이다. 현재 베트남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 인구의 

6.1%로,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있다.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7%를 차지할 

국가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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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경우 베트남은 불과 17년 걸린 한국보다 더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0~14세 유년층의 인구는 전체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 연령은 30.5세로 인도보다는 높고 중국보다는 낮은 상태다.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도심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 소셜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전자상거래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B2C 판매 현황은 여전히 오프라인이 우세하지만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규모

2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터넷 사용자 수 57,784 60,437 62,496 64,361 65,814 67,051 68,174

변화율 5.51 4.59 3.41 2.98 2.26 1.88 1.67

전체 인구 중 비중 57.40 59.40 60.80 62.00 62.80 63.40 63.90

(단위 : 천 명, %)

출처 : 이마케터

<인터넷 사용자 및 비중>

예상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스마트폰 사용자 수 51,946 55,858 59,104 61,039 62,565 63,878 65,080

변화율 8.68 7.53 5.81 3.27 2.50 2.10 1.88

인터넷 사용자 중 

스마트폰 

사용자 수 비중

89.90 92.42 94.57 94.84 95.06 95.27 95.46

전체 인구 중 비중 51.60 54.90 57.50 58.80 59.70 60.40 61.00

(단위 : 천 명, %)

출처 : 이마케터

<스마트폰 사용자 및 비중>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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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케터(E-marketer)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인구의 60.8%가 인터넷, 57.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61%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온라인 쇼핑 선호

(복수 응답, 단위 : %)

<2016-2019년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기기>

출처 : Q&Me

스마트폰(앱) 스마트폰(브라우저) 가정용 PC 업무용 PC

40

52

72
79

47
53 55

51 52 52
59

42

21

41 39 40

 2016   2017   2018   2019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쇼핑도 활발하다. 

인터넷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SNS 셀럽, 인플루언서 등의 추천을 

따라 하고, 지인 등의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문화, 상품, 유행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바로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응답자의 79%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온라인 

쇼핑객들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각자의 장점과 개성을 담은 

전용 쇼핑 앱을 출시하였고, 해당 앱을 통해 할인 이벤트, 프로모션, 개인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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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 중 92%가 온라인 구매 경험, 

하루 평균 6시간 42분 인터넷 사용

베트남 컨설팅사인 액션츄어(Accenture)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 중 92%가 온라인 구매자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영국의 다국적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Deloitte)는 베트남 사람들은 하루 평균 6시간 42분을 인터넷에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한 베트남 대도시의 젊은 층에서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이용한다고 밝혔다.

농촌 및 교외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

페이스북과 그룹 엠 베트남(GroupM Viet Nam)은 베트남 농촌 및 교외 

지역의 소비자 행동, 미디어 소비, 브랜드 사용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주요 도시뿐 아니라 농촌 및 교외에 거주하는 온라인 

구매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및 교외 인터넷 사용자의 46%가 온라인 쇼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및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못지않게 디지털 제품을 사용하는데 매우 익숙한데, 

농촌 지역의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쇼핑 수단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도시의 신규 사용자가 

줄어들고 브랜드 간 경쟁이 포화되면서 2급, 3급 위성 도시와 농촌 지역의 

사용자 유치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021-2025 국가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전자상거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베트남 인구의 55%가 온라인 쇼핑에 참여하여, 온라인 구매자 

1인당 평균 600달러를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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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금액
2,466 2,881 3,716 4,385 5,043 5,698 6,268 6,895

성장률 18.5 16.8 29.0 18.0 15.0 13.0 10.0 10.0

전체 소매 판매 중 

전자상거래 비중
1.73 1.79 2.16 2.34 2.44 2.55 2.60 2.66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금액
1,136 1,368 1,819 2,192 2,572 2,963 3,322 3,723

성장률 24.3 20.5 32.9 20.6 17.3 15.2 12.1 12.1

전체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중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비중

46.1 47.5 48.9 50.0 51.0 52.0 53.0 54.0

전체 소매 판매 중 

전자상거래 비중
0.80 0.85 1.06 1.17 1.25 1.33 1.38 1.43

(단위 : 백만 달러,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이마케터

출처 : 이마케터

<2018-2025년 전자상거래 시장 가치>

<2018-2025년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가치>

예상치

예상치

2025년 전체 소매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2.66%, 
그중 모바일 판매액은 54% 예상 

2020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37억 달러였으며, 같은 해 베트남 전체 

소매 매출의 2.16%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베트남 전체 소매 매출의 2.66%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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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도 성장하고 있는데, 2020년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중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판매액은 48.9%이며 2025년에는 5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낙후한 물류 인프라 구축이 
전자상거래 성장의 관건

베트남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은 아직까지 물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인구의 약 70%가 도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여 배송 시간과 

비용이 미국, 중국, 한국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물류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남북 

종단 고속도로 구축 등이 있다.

베트남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를 극복하고자 쇼피(Shopee)나 라자다(Lazada)와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쇼피의 경우 

2020년 호찌민시 탄 푸 쭝(Tan Phu Trung) 공업단지에 추가로 3번째 대형 물류 

창고를 건립하였으며, 라자다는 라자다 익스프레스(Lazada Express)를 직접 

운영하여 배송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티키(Tiki) 플랫폼은 신규 물류센터 건설, 

배송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 국가 중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

이마케터에 따르면 2021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베트남은 

필리핀 다음으로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였다. 

시장 잠재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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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2021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성장률>

출처 : 이마케터

14.3

7

12

1515

18
20

전체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베트남

(복수 응답, 단위 : %)

<2020년 베트남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출처 : iDea

70인터넷 리뷰

41프로모션

40배송 서비스

39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

34제품의 다양성

34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26간편한 주문 추적 시스템

21웹사이트 디자인/사용자 경험

20친절한 고객 서비스 대응

8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구매자 70%가 

인터넷 리뷰 참조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소비자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를 반복하는지 살펴보자. 

베트남 온라인 구매자의 70%는 인터넷 또는 앱에 등록된 리뷰 및 평가가 좋을 

경우 상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도 프로모션이나 배송 서비스, 

가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온라인 구매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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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년 베트남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를 반복하는 이유>

출처 : 딜로이트

(단위 : %)

이전 구매에 
대한 만족도

19

빠른 
배송 속도

17

거래의 편리함

15
고객 서비스

15

로열티 
프로그램

10

기타

13

확실한 반품 및 
환불 정책 프로세스

11

전자상거래 재구매 이유는 이전 구매에 대한 만족도, 
빠른 배송 속도, 거래의 편리함

2020년 딜로이트의 온라인 구매 반복 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이전 구매에 대한 만족도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17%는 빠른 배송 속도, 15%는 거래의 

편리함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를 반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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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B2C 온라인 쇼핑몰의 비중 높고, 오픈 마켓 플랫폼이 강세

 베트남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선도, 라자다(LAZADA)

 높은 고객 신뢰도, 티키(TIKI)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식료품 구매 증가, 신발·의류 및 화장품은 2위

 SNS 활성화에 따른 인플루언서 판매 증가

 베트남 기업도 SNS를 활용한 마케팅 선호

 주로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잘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판매 비율 성장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

 소셜 커머스 실시간 판매율도 성장세

 가장 인기 있는 결제 방법은 현금, 구매 제품은 화장품과 의류

 베트남 인구의 한류 제품 구입 증가

 한류 콘텐츠 중 K-뷰티 제품이 1위

 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는 수출 기업에게 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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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온라인 쇼핑몰의 비중 높고, 
오픈 마켓 플랫폼이 강세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B2C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테저이지동(The Gioi Di 

Dong)을 제외하면 쇼피, 티키, 라자다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 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오픈 마켓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커머스
플랫폼 현황

1

<베트남 인기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플랫폼 쇼피 베트남 Shopee VN 

방문자 수
(2021년 1분기)

63.7백만 명

웹 주소 shopee.vn

특징

  SEA Group에 의해 2015년에 설립되어 2016년 중반에 베트남 진출

 거대한 고객 기반을 갖추고 가장 많은 방문자 수 보유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베트남어만 지원

 판매자가 많아서 경쟁이 심함

플랫폼 테저이지동 The Gioi Di Dong

방문자 수
(2021년 1분기)

19.02백만 명

웹 주소 www.thegioididong.com

특징

  전자제품을 주력으로 판매

  매월 약 2,930만 건의 방문을 기록 

  베트남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Mobile World Investment Corp.의 

온라인 쇼핑몰

  베트남 내 약 1,0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하여 온라인 구매 시 집 

근처 매장에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음

 최근 식료품 유통사업 시작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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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플랫폼 티키 베트남 Tiki Vn

방문자 수
(2021년 1분기)

17.95백만 명

웹 주소 tiki.vn

특징

  2010년 개설되었으며 베트남의 VNG와 중국의 JD.com이 주요 투자자임

  베트남의 쿠팡으로 불림

  Tikinow 서비스를 통해 2시간 이내 배송 지원

  베트남어만 지원

  제품 원산지 및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인해 고객의 신뢰도가 높음

플랫폼 라자다 베트남 Lazada Vn

방문자 수
(2021년 1분기)

8.14백만 명

웹 주소 www.lazada.vn

특징

  알리바바 그룹의 동남아시아 기반에 속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2012년 베트남 진출

  쇼퍼테인먼트 전략을 유지하며 SNS를 활용한 마케팅 활발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던 기존 홈쇼핑 구성에 더해 생활 팁까지 전수하거나 각종 생활 정보와 

함께 어울리는 상품을 소개하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말.)

  픽업, 배송 등 비싼 물류 비용

  복잡한 등록 절차

플랫폼 센도 Sendo

방문자 수
(2021년 1분기)

29.32백만 명

웹 주소 www.sendo.vn

특징

  2012년 베트남 IT 전문 기업인 FPT그룹이 설립

  안전보장거래 패키지 제공

  주로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인기가 있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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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채널 및 특징

① 베트남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도 1분기

(단위 : 백만 명)

<쇼피 방문자 수>

출처 : SimilarWeb; iPrice Group

63.7
68.59

62.7

52.49

43.16

쇼피 베트남(Shopee VN)은 대표적인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2020년도 전체 2만 2,694만 건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베트남에서 온라인 

구매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B2C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이다. SEA 그룹에 의해 

2015년에 설립되어 2016년 중반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마케팅 및 프로모션 캠페인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쇼피로 유치하여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완전한 선두에 올라섰다. 

장점

   거대한 고객 수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트렌디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하여 젊은 고객이 많음

   신규 바이어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캠페인

   AI, 방송, 게임 등 엔터테이먼트 요소 강화

   플랫폼 내 마케팅 비용이 타 플랫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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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너무 많은 판매자로 인해 높은 경쟁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지 않으며 베트남어만 지원

  가격 경쟁이 심함

  광고비를 넣지 않으면 페이지 홍보가 어려움

   가격 덤핑, 위조 및 저품질 제품의 문제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함

Shopee.vn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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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선도, 
 라자다(Lazada)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도 1분기

(단위 : 백만 명)

<라자다 방문자 수>

출처 : SimilarWeb; iPrice Group

8.14

20.83
20.16

18.52
19.76

2012년에 처음 설립된 라자다는 동남아 6개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6년 알리바바에 인수된 이후 알리바바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결제, 물류 등)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1년에 8,00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한 라자다는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영어를 지원한다. 

라자다에서는 국가별 허가를 취득한 신규 상품, 판매 국가에 라이선스가 

등록된 것, 오리지널 제품만 판매 가능하다. 판매 수수료는 카테고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8~10% 정도이며 페이오니아로 이체 시는 

추가로 2%의 PG 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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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지원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지원하여 접근성이 높음

   쇼퍼테인먼트 전략을 유지하며 SNS를 활용한 마케팅 활발

   신규 바이어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캠페인

   사이트의 고객 보호 정책 및 탁월한 고객 서비스로 인해 고객 신뢰도 높음

   비싼 물류 비용(픽업, 배송 등)

   판매자가 온라인 과정을 완료하고 개인 정보 및 기업 등록 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는 등 복잡한 등록 절차

Lazada.vn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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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높은 고객 신뢰도, 
 티키(Tiki)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도 1분기

(단위 : 백만 명)

<티키 방문자 수>

출처 : SimilarWeb; iPrice Group

17.95

22.2622.56
21.15

23.99

책과 문구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로 시작한 티키는 베트남의 

쿠팡으로 불리고 있으며, 베트남의 VNG와 중국의 JD.com.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세심한 제품 검사 

과정과 전문 물류 시스템을 통해 티키는 베트남 소비자 사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호찌민에 위치하고 있는 티키는 2010년 개설 

되었으며, 영어가 지원되지 않고 베트남어만 사용 가능하다.

장점

단점

   제품 원산지 및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인해 고객의 신뢰도가 높음

   물류 창고 확대를 통한 빠른 배송 시스템

   판매자의 개인 정보 및 기업 등록 인증서 제공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등록 절차

   지불 수수료, 픽업 수수료 등과 같은 여러 관리 수수료 부과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지 않으며, 오직 베트남어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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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i.vn 사이트

티키 사이트 둘러보기

전자제품부터 기타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티키 사이트에서는 영어나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공용어인 베트남어로만 

운영된다. 이 때문에 베트남어가 미흡하다면 크롬을 통한 자동 번역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상단 좌측에 카테고리가 

배치돼 있어 품목 기준으로 상품을 찾을 수 있으며, 메인 배너에는 곧 진행될 

기획전과 쿠폰 등을 보여준다. 또한 메인 사이트 중하단부에 방금 출시된 

제품, 정품 브랜드관, 주요 검색 제품, 오늘의 추천 상품 등을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Ⅱ

270

카테고리별 상품 목록

상품 목록 페이지에서는 흰색 배경의 정면 이미지를 섬네일 이미지를 

주로 사용한다. 상세 페이지 도입부에서 베스트셀러, 최저 가격/최고 가격, 

신제품 순으로 열거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명, 제품 이미지, 

제품 가격, 리뷰 평점과 판매 개수 등이 함께 노출되어 있으며 상품 목록 

좌측에는 Tikinow(2시간 이내 배송), 무료 배송, 저렴한 환불이 가능한 제품만 

선택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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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페이지 상단

상품 사양 및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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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페이지

상세 페이지 상단부에는 제품명, 제품 이미지, 가격, 배송 옵션, 할인 코드, 

판매업체 정보가 있다. 썸네일 이미지의 배경 화면은 흰색 바탕이며 글자, 

그림, 일러스트, 색이 있는 바탕을 삽입하지 말도록 권고한다. 해당 제품에 

커서를 가져다놓으면 자동으로 커서가 놓인 지점의 확대 샷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품 이미지 아래로 현재 보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브랜드명, 제품명, 

가격 등의 리스트를 보여주어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제품명 아래에서는 몇 명이 리뷰를 작성했고 평점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으며, 제품명 위에는 브랜드와 순위를 보여준다.

상세한 상품 사양은 위쪽,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쪽에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한눈에 제품에 대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를 혼용하여 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베트남어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리뷰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별점을 주고 제품에 대한 평가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작성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가 리뷰를 기반으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점이나 리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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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SNS

티키는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팔로워 및 구독자 수는 각각 310만 명, 38만 6,000명이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베트남에서 인플루언서 그리고 온라인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플랫폼이며, 특히 페이스북을 통한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티키 

또한 이를 놓치지 않고 SNS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게시글은 주로 

온라인 쇼핑 이벤트, 쿠폰, 자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홍보로 

이루어져 있고 메시지에 대한 답변 또한 즉각적으로 하여 소비자와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0만 팔로워 보유

페이스북 유튜브

38.6만 구독자 보유

배달 서비스(Tikinow 등)

Tikinow 홈페이지 / Tikinow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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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키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배송 시스템이다. 티키의 배송 서비스는 

Tikinow(가능한 상품에 한해, 2시간 이내), Tikifast(빠른 배송, 2일 이내), 특급 

배송 서비스(랜덤, 1주 이상도 걸릴 수 있음)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티키의 

가장 큰 장점인 Tikinow 서비스는 각 대도시에 물품 창고가 있기 때문에 티키 

앱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85%는 주문을 하면 2시간 이내로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물류 창고를 확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이다.

로그인 계정 생성 및 결제 방식

티키의 계정은 페이스북, 구글(Google), 잘로(Zalo) 플랫폼을 통해 생성할 수 

있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번호가 필요하다. 또한 결제는 현금, 

비자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인터넷 뱅킹, 전자 결제(Zalo Pay 또는 momo) 등 

다양한 지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계정 생성 및 결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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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봉쇄령으로 식료품 구매 증가, 
신발·의류 및 화장품은 2위

이렇게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온라인 구매자들은 어떤 품목들을 구매하는지 알아보자.

(복수 응답)

출처 : iDea;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Vietnam)

<2020년 베트남 온라인 구매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카테고리 비중>

52%

26%

식료품

책, 문구류, 꽃, 선물

의류, 신발·화장품 등 가전 제품

전자기기 기타

43%

23%

33%

8%

2020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청(iDea)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52%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했다. 43%는 신발·의류 및 화장품을 구매했으며, 

33%는 가전제품을 구매했다. 식료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치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으로 식료품을 밖에서 사기 힘들어진 베트남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시선을 돌린 영향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신선 식품 프로모션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적어지면서 가전제품, 

전자제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생활필수품인 식료품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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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트렌드

3 SNS 활성화에 따른 인플루언서 판매 증가

(단위 : %)

<2020년 1-3분기 가장 많이 사용된 온라인 쇼핑 경로 비중>

출처 : Decision Lab

47

6

25

44

24 23

10

50

9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Ecommerce sites   Facebook   Brand’s official sites

베트남에서의 주요 온라인 쇼핑 경로를 볼 때 쇼피, 라자다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 커머스가 25%의 비중으로 브랜드 사이트보다 월등히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베트남 온라인 구매자들은 SNS를 

통한 제품 구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모바일 SNS 사용자 수 51,607 55,410 57,969 59,972 61,847 63,550 65,171

성장률 7.50 7.37 4.62 3.46 3.13 2.75 2.55

전체 모바일폰 사용자 수 중 

모바일 SNS 사용자 비중
72.30 75.85 77.89 79.36 80.84 82.09 83.34

전체 SNS 사용자 수 중 

모바일 SNS 사용자 비중
94.82 95.14 95.58 95.92 96.37 96.79 97.35

전체 인구 중

모바일 SNS 사용자 비중
51.26 54.4% 56.40 57.77 59.01 60.09 61.09

(단위 : 천 명, %)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및 비중>

출처 : 이마케터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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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베트남 인구의 54.5%에 달하는 5,500만 명 이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고, 그중 75%의 이용자가 휴대폰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가 전체 인구의 6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기업도 SNS를 활용한 
마케팅 선호 

(복수 응답, 단위 : %)

<베트남 기업이 온라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출처 : iKala

84

67

61

45

41

39

29

18

소비자에 대한 신용 구축

소비자와 상호 작용

SNS 광고

라이브 판매

구글 광고

메신저 발송

이메일 홍보

콜센터 운영

선물이나 쿠폰을 제공하여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하는 소비자와 상호 작용

고객 피드백을 실제로 구현

베트남의 SNS 사용자가 높은 만큼 기업에 따른 수요도 높다. 2020년 

베트남의 소셜 커머스 사용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를 늘리는 것이 소매업체의 온라인 판매 매출을 늘리는 데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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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응답, 단위 : %)

<2020년 11월 베트남 기업이 사용하는 SNS 사이트>

유튜브

63%

인스타그램

39%

잘로

37%

페이스북

96%

출처 : Q&Me

2020년 11월에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거의 모든 기업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4위에 랭크된 잘로는 상위권 사이트 

중 유일하게 베트남 브랜드로 응답자의 37%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베트남 기업의 대다수가 페이스북의 계정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다. 한국의 경우 페이스북을 일방적인 정보 전달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 페이스북 메신저를 활용해 고객센터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B2B 거래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거래 

협상을 한 뒤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잘로 

베트남 주요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를 세대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표를 보면 페이스북의 경우 전 세대에 걸쳐 높은 이용률은 보였으며, 

뒤를 이어 잘로가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사용률이 인스타그램부터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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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마케터, Decision Lab “The Connected Consumer Q3 2020”

구분
세대별

평균 이용률
Gen X

(40-60세)
Millennials
(24-39세)

Gen Z
(15-23세)

 페이스북 95.3 92 97 97

 잘로 85.0 91 90 74

 유튜브 83.0 81 83 85

 인스타그램 45.7 27 40 70

 틱톡 32.7 17 32 49

 트위터 16.7 15 16 19

 핀터레스트 18.3 13 13 29

(단위 : %)

<2020년 3분기 베트남 세대별 SNS 플랫폼 이용률>

베트남의 SNS 플랫폼 중 한국인에게 가장 생소한 플랫폼은 잘로일 것이다. 

잘로는 베트남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대표 채팅 앱이며 그룹 채팅, 

사진·영상·문서·녹음 보내기, QR 코드 친구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최근에는 전자지갑인 잘로 페이(Zalo Pay)가 나왔으며 잘로 앱을 통해 쇼핑, 

핸드폰 요금 납부, 호텔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판매 비율 성장

<2020년 10월 베트남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설문 조사>

아니오

21%

인플루언서를 알지 못한다.

2%

인플루언서가
보증한 제품 
구입 여부

인플루언서 
팔로워 여부

아니오

14%

예

84%

예

77%

출처 : Rakuten Insight

인플루언서를 알지 못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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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이 베트남에서도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다. 2020년 10월 라쿠텐 인사이트(Rakuten Insight)가 실시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응답자의 약 84%가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약 77%가 인플루언서가 

보증한 제품을 구입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22%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구매하지 않았고, 2%는 인플루언서의 존재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는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비슷한 파급 효과를 지니기도 하는데 우리 기업에 맞는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구매 전환율이 높은 크리에이터를 찾아 해당 상품을 홍보한다면 광고 

제작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것과 비슷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위 : %)

<2020년 베트남 인플루언서 분포>

출처 : AnyMind Group

End users 
(100-1K followers)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0k-100K followers)

나노 인플루언서
(1k-10K followers)

매크로 인플루언서 
(100K-1M  followers)

Top stars 
(1M+ followers)

6.2

27.3

45.9

17.4

3.2

▶ 메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자체에 대한 팬덤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가장 큰 도달 범위를 
가지지만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임

▶ 매크로 인플루언서
  지역사회 또는 특정 집단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콘텐츠의 품질이 높고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경향을 보임

▶ 미들 인플루언서

▶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건강, 음식, 경영, 패션과 미용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콘텐츠를 
통해 자신들의 팔로워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경향을 보임 

▶ 나노 인플루언서
  열정적인 활동을 보이나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팔로워 수에 따라 구분해 보면 약 46%가 1만 명에서 

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조사되었다. 톱스타는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져 인플루언서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구분되었고, 비중은 약 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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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유명 인플루언서와 컬래버레이션 하는 비용의 경우 2,500만 

VND(원화 124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경우 게시물당 300만~1,000만 VND(원화 15만~50만 원)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게시물당 1,000만~2000만 VND(원화 50만~1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베트남 고객에게 타깃팅 할 인플루언서를 선택할 때 제품의 

이미지, 세대별 브랜드 활용 영역, 인플루언서가 직접 브랜드와 고객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

<2020 베트남 인플루언서가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페이스북

30.77%

인스타그램

8.48%

트위터

1.33%

유튜브

[이용률]

59.42%

출처 : 애니마인드그룹

2020년 9월 발간된 애니마인드그룹(AnyMind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약 60%의 

비중을 차지했다. 페이스북은 그 뒤를 이어 약 31%로 2위를 차지했고, 

인스타그램이 약 9%를 차지했다. 트위터는 약 1%가 이용하여 가장 인기가 

낮은 플랫폼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인플루언서 대다수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영향력을 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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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해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식품, 전자 기기 등 다양하다. 영상 

콘텐츠는 제품을 소개하고 사용해 보며 직접 체험한 뒤 느낀 점을 말해 

주는데, 베트남의 온라인 구매자들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동경이 

강하고 이들이 직접 홍보하거나 사용한 제품을 구매한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 이미지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선택해 제품을 홍보한다면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다.

베트남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판매  비율  또한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 또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베트남 소매업체가 온라인 판매 

매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서 라이브 판매는 4위로 45%를 차지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

소셜 커머스 실시간 판매율도 
성장세

<2020년 1사분기-2사분기 베트남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율>

출처 : iKala

33.3% 66.7%

2020.1사분기

2사분기

2020년 1-2분기 1만 3,000명의 베트남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분기에 소셜 커머스 실시간 판매율은 66.7%였으며 1분기 대비 

약 2배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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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패션 매장을 방문하여 옷을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시청자에게 옷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라이브 영상을 찍고 심지어 할인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 페이스북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의류, 신발, 선글라스, 스킨케어 등과 같이 

다양한 제품을 재미있는 진행자가 소개하는데 실제 구매자는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 담당자, 재미있게 진행하는 진행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라이브 스트리밍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단위 : %)

<2020년 1-2분기 연령 및 성별 소셜 커머스 구매자 분포>

출처 : iKala

13-17세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남성   여성

32

20

14

4

10
12

1

1 0

4
1 0

주 이용자는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1-2분기 사이의 성장 동력을 보면 

모바일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소셜 미디어와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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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결제 방법은 현금, 
구매 제품은 화장품과 의류

62

14

6

8

기타

신용카드

전자 지갑

계좌 이체

현금

10

(단위 : %)

<2020년 소셜 커머스 소비자 결제 방법>

출처 : iKala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가장 인기 있는 결제 방법은 현금이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쇼핑 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도 이용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결제 방법인 현금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

(복수 응답, 단위 : %)

<2020년 베트남 소비자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찾은 카테고리>

출처 : 라쿠텐 인사이트

구분 비중

주얼리 및 패션 액세서리 22

피트니스 관련 제품 20

가정용품 및 액세서리 18

애완동물 제품 및 액세서리 8

기타 26

구분 비중

화장품 55

의류 52

신발 및 가방 31

영양 보충제 및 다이어트 제품 27

서적 27

가전 및 기계 장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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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홍보한 제품들 중 베트남 소비자들은 어떠한 제품을 가장 

즐겨 찾을까. 2020년 10월 라쿠텐 인사이트에서 조사한 소비자 구매 제품을 

살펴보면 신발과 가방, 다이어트 제품, 서적이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상대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쉽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인 

화장품과 의류가 각각 50% 이상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베트남 인구의 
한류 제품 구입 증가

베트남 내 한류는 1990년대 후반 K-드라마 방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77.0%로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로 

매우 낮았다. 또한 한류 실태 조사에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접촉 시 

이용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속되는 한국 콘텐츠 소비 호황에 따라 베트남 사람들이 참고하는 

패션이나  뷰티  그리고  리빙  제품  등의  소스는  바로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공연장, TV, SNS에 나오는 스타일이다. 그중 한국 아이돌의 

패션은 베트남 사람, 특히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시장 성장 원인은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이며 베트남의 중위 연령은 32.5세에 불과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 MZ세대 여성 비율이 높아 한류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도 화장품을 포함한 일상 소비재는 젊은 여성의 구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한류로 인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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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중 K-뷰티 제품이 1위

<한국 뷰티 고객 특성 분석>

출처 :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 ‘해외 한류 실태 조사 보고서’

성별 여성(60,7%)

이용 평균 연령 30.9세

월평균 지출 금액 USD 13.0

접촉 경로 SNS상의 영상 및 사진(80.7%)

인기 요인 효과 및 품질 우수(36.1%)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류 콘텐츠로 뷰티(40.0%)가 

드라마(39.7%), 음악(34.9%)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K-뷰티 제품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효과와 품질(54.6%), 다양한 

제품 종류(20.8%)인데, 소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제품,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들이 사용한 제품들이 특히 인기 있다.

(HS CODE 3304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2020년 한국 對 세계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044.5 24.8 49.8

2 홍콩 614.0 -22.2 10.0

3 일본 547.8 59.8 9.0

4 미국 483.1 12.2 7.9

5 베트남 227.3 17.6 3.7

6 러시아 196.1 8.5 3.2

7 대만 125.6 5.2 2.1

8 태국 106.7 -9.2 1.7

9 싱가포르 99.4 -7.4 1.6

10 말레이시아 62.6 -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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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업계의 베트남 수출 실적도 좋다. 2020년 국내 뷰티업계의 베트남 

화장품 수출액은 2억 2,7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 중국,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한국 화장품을 많이 수입한 나라이며 

베트남 화장품 수입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약 50%에 달한다.

국민 대다수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베트남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선크림 등이 꾸준하게 소비되고 있고, 2020년에는 색조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눈 화장용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눈 화장용 제품은 2019년 200만 4,000달러(약 23억 원)에서 2020년 

300만 8,000달러(약 34억 원)로 증가했다.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2020 베트남 화장품 수입 시장 내 상위 3개국>

순위 국가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한국 227.4 17.6 48.1

2 일본 76.2 51.1 16.1

3 프랑스 51.2 30.6 10.8

(HS CODE 3304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베트남 화장품 시장 중 한국 화장품 수출액 및 점유율>

출처 : 한국무역협회 TradeMap

2020201920182017

227.4

193.4

146.0
123.3

 수출액    점유율

21.8% 24.0%
43.7%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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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는 
수출 기업에게 큰 기회

(단위 : %)

<한-베트남 FTA에 따른 화장품 관세율>

품목 기준 관세율
한-베트남 FTA 특혜 관세율

2020년 2021년

입술화장용 제품 22.0 20.0 5.0

눈화장용 제품 25.0 20.0 5.0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22.0 8.8 6.6

파우더 25.0 10.0 7.5

여드름 방지 크림 10.0 4.0 3.0

기타 크림 및 로션 20.0 8.0 6.0

특히 2021년부터 적용되는 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혜택은 수출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입술 화장용, 눈 화장용 제품의 경우 베트남 

수입 관세율이 2020년 20%에서 2021년 5%로 크게 낮아져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페이스북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한 뷰티 콘텐츠 제공 등 자사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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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누적 확진자 10만 명 돌파,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 선호도 증가

 현금을 지급하는 COD 방식에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전환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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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확진자 10만 명 돌파,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베트남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 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4차 대유행이 계속 확산하면서 2021년 7월 28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1만 4,260명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을 포함해 다낭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최고 강도 조치인 총리령 16호 

적용을 결정했고, 하노이와 호찌민이 동시에 강력한 거리 두기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현황과 대처

1

<베트남 총리령 16호>

출처 : tuoitre.vn

모임 활동

ㆍ 사회적 거리 두기 

   - 모든 국민은 자가에서 머물러야 하며, 필요시에만 외출

ㆍ기관, 병원 및 학교 외의 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 금지

안전 거리 ㆍ2m 거리 준수

영업점
ㆍ서비스업 운영 임시 중단

ㆍ 생필품 판매 관련 업종은 정상 운영하되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도로 운송
ㆍ승객을 운송하는 공공 이동 수단 임시 중단(단, 위급 상황 제외)

ㆍ개인 이동 수단 이용 자제

또한,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백신 1억 7,500만 도스를 확보하여 내년 봄까지 

인구의 3분의 2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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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2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 선호도 증가

정부가 코로나19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에 빠르게 복귀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환인 봉쇄령급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베트남 소비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온라인에서 더 많은 구매를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구매 행동 변화>

출처 : 라쿠텐 인사이트

(단위 : %)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구매

58.49

변화 없음

17

더 적게 구매

15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하지 않음

7.32

(복수 응답, 단위 : %)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 동안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주된 이유>

43.9

42.41

38.31

18.06

10.18

1.81

출처 : 라쿠텐 인사이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

불필요한 사업 임시 중단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가게의 줄을 피하고 싶음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구매하려는 품목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음

자가 격리됨

기타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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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라쿠텐 인사이트의 설문 조사에서 알 수 있는데, 응답자의 58.49%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더 많이 구매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9.4%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집 밖에서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온라인 구매 횟수를 늘렸다고 답했으며, 한 달에 여러 번 

온라인 구매를 한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앞으로도 베트남은 총리령 16호 적용, 

낮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인해 온라인 구매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

3 현금을 지급하는 COD 방식에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전환

코로나19는 소비자에게 현금 없는 거래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 결제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결제 방식은 다양하지만 제품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 방식이 한국과 다르게 보편적이다. COD 방식이란 소비자가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면 배달하는 사람이 주문자에게 배달을 하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해 오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물건의 배송을 직접 

확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수 있어 주문 시에는 결제를 할 필요가 없고 판매자는 

COD 서비스 기업을 통해 제품을 배달하고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COD 

서비스 기업은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수금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한 

신뢰도가 낮아서 직접 상품을 수령하고 제품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상품 반송(수령 거절) 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본인만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과 기타 전자 

기기까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현금을 주고받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존재한다.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베트남    Vietnam 293

또한 현금 거래 방식은 세금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고 베트남 정부는 전자 결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온라인 결제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비현금 결제 수단의 이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6월 16일을 현금 없는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지갑 부문에서 

모모(Momo)나 파요(Payo), 잘로 페이(Zalo pay) 등의 전자 결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직은 현금을 통한 결제 방식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현금 결제에서 계좌 이체, 신용카드, 전자 결제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현금 결제보다는 전자 결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자 결제 보급률이 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수요층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명 모모 momo

시장 점유율 53.0%

  모회사는 M-Service이며, M-Service는 2014년 베트남에서 
전자지갑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

  2013년 4월 M-Service를 설립한 Ðu′c Pha＿m Tha‵nh 대표가 
이듬해인 2014년에 모모 출시

  2020년 말 기준 25개의 제휴 은행과 더불어 약 2,300만 명의 
최대 가입자를 보유함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40억 달러의 거래 규모를 기록

<베트남 전자 결제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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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쇼피 페이 Shopee Pay(AirPay)

시장 점유율 10.6%

  쇼피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갑 서비스로 2021년 에어페이(Air 
Pay)에서 쇼피 페이로 이름을 변경

  쇼피 페이를 사용하는 베트남의 오프라인 가맹점 수 또한 세븐 
일레븐, 마이킹덤을 포함하여 2020년에 2배로 증가

기업명 비엣텔 페이 Viettel Pay

시장 점유율 25.2%

  모회사는 베트남 최대 통신사이자 국방부 소유의 국영 기업인 
비엣텔이며 2018년 기준 비엣텔의 베트남 통신 시장 점유율은 
50.8%에 달함

  비엣텔은 2018년 비엣텔 페이를 설립하고 전자지갑 서비스를 출시

  베트남에서는 동일 은행에 송금하더라도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 
뱅킹 송금에 수수료가 드는데 비엣텔 페이는 제휴 은행 40여 
곳에 송금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

기업명 잘로 페이 Zalo Pay

시장 점유율 5.3%

  베트남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메신저 앱

  최대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잘로 페이 전자지갑 앱을 론칭

* 기타 비중 5.9%는 그랩 페이(Grab Pay) 등 다양한 전자 결제 기업이 점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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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한 품목

(단위 : %)
<2021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제품 카테고리>

출처 : 라쿠텐 인사이트

구분 비중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 47.48

식료품 42.23

개인위생용품
(화장지, 손소독제 및 마스크 포함)

40.18

화장품 및 기타 미용 제품 33.73

가정용 청소 용품 32.78

책 및 문구류 31.67

전자제품 24.18

장난감 (퍼즐 등) 17.28

구분 비중

가구 및 가정용품 17.18

스포츠 장비 및 의류 16.68

약물 치료 13.95

반려동물 관련 용품 13.01

영화, 음악 및 

텔레비전 엔터테인먼트
12

취미·예술·공예용품 7.77

주류 7.53

기타 5.58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에 대한 라쿠텐 인사이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48%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의류 및 액세서리를 

구매했다고 답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적 고립 속에서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함께 모이는 공간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NS의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SNS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판매가 되는 카테고리는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이며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콘텐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구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위생용품과 식료품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개인위생용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식료품은 봉쇄령으로 인해 

식료품을 밖에서 사기 힘들어진 베트남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시선을 

돌린 영향이 크다고 예측되는데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신선 식품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전제품, 전자제품의 비중은 줄었으나 생활필수품인 

식료품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쇼피의 원스톱 동남아 4개국 진출 패키지 및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용

 페이스북을 활용한 SNS 마케팅 추진

 한-베트남FTA 관세율 인하에 따른 화장품 가격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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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석

1
Market

·  2020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

·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2위, 전 세계에서도 

10위권 내로 두드러지는 성장률을 보임

·  쇼피는 베트남에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며, 

전자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테저이지동이 그 뒤를 이음

·  베트남의 쿠팡인 ‘티키’의 경우 ‘Tikinow’ 서비스를 통해 2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

·  베트남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세무서를 연결하여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판매자에게 

세금을 더 정확하게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입술 화장용 제품과 눈 화장용 제품은 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정부는 2021-2025 국가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베트남 인구의 55%가 

온라인 쇼핑에 참여하여, 온라인 구매자 1인당 평균 600달러를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Customer
·  도시 이용자뿐만 아니라 농촌 및 교외 지역의 온라인 구매자 또한 증가

·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 온라인 구매자들은 PC보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매를 선호함

·  결제 방식은 제품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 

방식이 한국과 다르게 보편적임

·  온라인 구매자 중 53%가 식품을 구매했고 43%는 신발, 의류 및 

화장품, 33%는 가전제품을 구매함

Marketing

·  SNS 이용률의 경우 페이스북은 전 세대에 걸쳐 높은 이용률은 

보였으며, 뒤를 이어 잘로, 유튜브가 높은 이용률을 보임

·  대다수의 기업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활용해 고객센터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다수 기업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 소유

·  유튜브는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약 

60%가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페이스북은 약 31%로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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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활용 진출 전략

2

·  2020년 1-2분기 1만 3,000명의 베트남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분기에 소셜 커머스 실시간 판매 비율은 

66.7%였으며 1분기 대비 약 2배가 성장함

·  베트남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화장품, 의류 등의 품목을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77.0%가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로 매우 낮았음

·  지속되는 한국 콘텐츠 소비 호황에 따라 베트남 사람들이 참고하는 

패션이나 뷰티, 리빙 제품 등의 소스는 바로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공연장, TV, SNS에 나오는 스타일로 조사됨

COVID-19
·  2021년 4월 말부터 4차 대유행이 지속되어 7월 말 기준 확진자 

10만 명을 넘음

·  주요 도시에서 총리령 16호를 적용하여 정부는 사실상 봉쇄령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내수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단시간에 

코로나 방역에 힘쓸 것으로 보임

·  백신 2차 접종자는 인구 대비 4.7%에 불과하여 타 국가에 비해 

낮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2년 1분기까지 인구 3분의 

2에게 예방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국민의 온라인 구매가 매우 증가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음 

·  코로나19 기간 동안 설문 조사 응답자의 47.48%가 온라인에서 더 

많이 의류와 액세서리를 구매했다고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식료품과 

개인위생용품의 비중도 증가함

쇼피의 원스톱 동남아 4개국 진출 패키지 및 
로지스틱스 서비스 이용

베트남에서 압도적인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쇼피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신규 셀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희망하는 각 국가마다 6단계로 이루어진 까다로운 입점 

절차를 거쳐야 해 접근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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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쇼피코리아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이후 등록된 신규 셀러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 진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베트남을 비롯해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의 판매 및 진출이 용이해졌다.

원스톱 동남아 4개국 진출 패키지

출처 : 쇼피코리아

<원스톱 동남아 4개국 진출 패키지 입점 절차>

STEP 3.

싱가포르 마켓

상품 등록 완료

STEP 4.

인큐베이션팀 입장

싱가포르숍 판매 시작

STEP 5.

[인큐베이션팀]

2~4번째 숍 생성숍 완료 안내, 4개 마켓 판매 시작

STEP 2.

싱가포르 마켓

인비테이션 발송

STEP 1.

입점신청

첫 번째 마켓 계정 생성 상품 등록 완료 기준

브랜드 : 상품 1개

일반 : 상품 10개

쇼피코리아 

2~4번째 마켓 숍 생성 및

상품 등록 소요일 : 10일

2~4번째 마켓 숍 계정 정보(ID/PW) 전달

상품 등록 시 싱가포르 
상품가 기준으로 50% 
상향 등록 후 재고 0으로 
처리되므로 추후 셀러가 
재고 수정.
- 베트남 : 100만 VND 이상 
시 / 필리핀 : 5000PHP 이상 
시 재고 ‛0’ 처리

상품 등록은 첫 번째 마켓인 
싱가포르 숍과 동일한 
상품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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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송 : 셀러 전담 해외 배송 : 쇼피 전담

출처 : 쇼피코리아

<쇼피코리아 SLS 절차>

판매자가 주문 건별로 상품 
포장 후, 판매자 출고 기간(Days 

to ship)에 맞춰 국내 물류 
집하지까지 배송

쇼피가 김포에서 
동남아 고객에게까지

 해외배송

또한 쇼피코리아는 한국 셀러들의 베트남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로지스틱스 서비스(Shopee Logistics Service, SLS)를 2021년부터 베트남까지 

확장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 방식이 

보편적인 베트남에서 SLS를 사용하면 현금 결제 배송 건에 대한 추적이 

쉬워져 한국 셀러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배송할 수 있다.

쇼피에서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무료 샘플 증정, 할인 

쿠폰, 1+1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리뷰 수와 팔로워를 확보하여 베트남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SNS인 페이스북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생성하여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경로를 만들고, 

게시글을 꾸준히 업로드하여 ‘우리 제품은 쇼피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을 추천한다.

페이스북을 활용한 SNS 마케팅 추진

베트남의 젊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SNS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상호 작용은 점점 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 주요 

온라인 쇼핑 경로 또한 이커머스 사이트에 이어 페이스북 많이 이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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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대에 걸쳐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은 단순 마케팅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한 뒤 

직접 구매를 많이 한다. B2B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를 한 뒤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대다수의  인플루언서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영향력을 알리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같은 가격의 

제품이라면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성향을 

활용해야 한다.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베트남어로 제작된 자사 홈페이지를 만들기보다는 

기업이나 상품에 특화된 페이스북 페이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것이 

비용 ,  사용  방법  숙지  등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으로 자사 제품을 짧은 영상 클립으로 올리는 등 

제품을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주거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통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판매하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베트남FTA 관세율 인하에 따른 
화장품 가격 경쟁력 강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류 콘텐츠로 뷰티가 1위를 한 만큼 

해당 시장을 꾸준히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은 수출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입술 

화장용, 눈 화장용 제품의 경우 베트남 수입 관세율이 2020년 20%에서 2021년 

5%로 크게 낮아져 입술 화장용과 눈 화장용 제품을 주력하는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베트남 사람들이 K-뷰티 제품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효과와 

품질(54.6%), 다양한 제품 종류(20.8%)인데, 소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제품,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들이 사용한 제품들이 특히 인기가 있으므로 

인플루언서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에게 꾸준히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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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미얀마 이커머스

5,480만 6,014명 67위

인 구

10억 7,500만 달러

한국 · 미얀마 교역량

뷰티용품, 방역 마스크

인기 있는 한국 상품

-18%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숍, 알지오47, 원짯

이커머스 채널

43.3%

인터넷 보급률

GDP 세계 순위

뷰티 생활용품, 
위생 및 방역용품

주요 온라인 구매 품목

92위

이커머스 시장 순위

1,300달러

Myanmar

600만 달러(2019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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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면적은 남한의 6.7배, 인구 5,480만 명으로 세계 27위   

 -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도양의 연안국

 - 국토 면적은 약 67만 6,578㎢로 세계 38위, 남한의 약 6.7배

 - 인구도 남한보다 약간 더 많은 약 5,480만여 명(2021년 기준)으로 세계 27위

  버마족, 샨족, 카렌족 외에도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구성  

 - 버마족 68%, 샨족 9%, 카렌족 7% 기타 소수 민족 16%로 구성

 - 행정구역은 버마족이 거주하는 7개 구획과 소수 종족이 거주하는 7개 주로 구성

  천연가스,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  

 - 천연가스가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 농산물이 그다음

 - 건설 재료와 의류 산업, 어업 등도 존재

  1988년 경제 개혁 이후 10~7% 경제 성장률 기록  

 - 1988년부터 경제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0~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  급격한 성장률의 주요 원인은 천연가스 개발, 천연가스는 지금도 미얀마 경제의 

핵심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휴대전화 보급률 105%, 스마트폰 보급률 80%  

 -  2013년 미얀마의 모바일 보급률은 12%였으나 2018년 휴대전화 보급률 105%, 

스마트폰 보급률 80%에 도달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인구 39%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기능  

 -  인구의 39% 이상이 페이스북 사용,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판매 트래픽도 

대부분 페이스북에서 발생

  다양한 기업이 미얀마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 적극적 투자  

 -  2018년 알라바바는 파키스탄 기업 다라즈가 운영하고 있던 Shop(shop. 

com.mm)을 인수

 - 2019년 Daiwa PI는 rgo47에 비공개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

Ⅰ.
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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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AD B2C 전자상거래 참여 준비 지수 126위  

 - 2019년 UNCTAD의 B2C 전자상거래 참여 준비 지수에서 152개 국가 중 126위

 -  말레이시아 34위, 태국 48위, 베트남 64위, 인도네시아 84위, 필리핀 89위, 

라오스 113위, 캄보디아 122위

  소비자 100명 중 91명이 온라인 쇼핑 경험  

 -  2020년 8월 미얀마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91명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

 -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유는 ‘시간 소모가 적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한곳에서 살 

수 있다’, ‘택배 이용이 편하다’ 순

  현금 결제 방식, 낮은 신용카드 보유율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  

 -  부족한 인프라 및 소비자의 인식으로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CDC 

(착불 결제 시스템)를 사용

 -  2020년 15세 이상의 성인 중 3.6%만이 온라인으로 결제, 전체 인구의 74% 

이상은 은행 계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율은 5% 미만

  온라인 결제 수단 신규 사용자의 증가는 청신호  

 -  2021년 온라인 전자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신규 사용자 수가 20%나 증가

 -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허가한 5개 서비스 외에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KBZ Pay, CB Pay, OnePay, Ongo 등을 이용

  배송에서는 낮은 물류 네트워크 및 교통 인프라가 걸림돌  

 -  미얀마 전역의 낮은 물류 네트워크 및 교통 인프라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방해

 -  현재는 고속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배송 방법

  모바일 접속 건수는 인구 대비 127%, 인터넷 보급률은 43.3%   

 -  2021년 1월 인터넷 사용자는 2,365만 명으로 2020년 1월 대비 250만 명이 

증가했으나, 인터넷 보급률은 43.3%로 낮은 수준

 - 같은 기간 모바일 연결은 6,93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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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접속 시 사용하는 기기는 휴대폰이 1위  

 -  2020년 웹사이트에 발생하는 트래픽의 73.4%는 휴대폰, 24.7%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 단 1.9%만이 태블릿에서 발생

  소셜 미디어 사용자 2,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  

 -  2021년 1월 기준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2,900만 명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간 700만 명(31.8%) 증가, 전체 인구의 53.1%

 -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는 2,894만 명, 미얀마 

전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99.8%

  코로나19와 쿠데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변화  

 -  2020년 3월 시작된 코로나19와 2021년 2월 1일 일어난 쿠데타는 미얀마의 

전자상거래 및 미디어 시장에 상당한 영향

  미얀마인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쇼룸보다 저렴한 가격,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더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출처 Top 6  

 -  친구 및 친척, TV, 빌보드, 매장 내 프로모션, 소셜 미디어, 이벤트

  전통 미디어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  

 -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역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 및 변모 중

 -  기업의 입장에서 소셜 미디어는 고객의 행동과 관심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효율적인 방법 

  미얀마 모바일 앱 Top 10  

 -  미얀마 상위 10개의 모바일 앱은 대부분 소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Ⅱ.
Market

이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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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2,900만 명, 2021년 1월에는 3,600만 

명으로 700만 명 이상이 빠르게 증가

 -  Facebook, Facebook Messenger, Google App, Viber, Youtube, Tiktok, 

Instagram, joox, VIU, Netflix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Shop  

 -  알리바바가 2018년 인수한 뒤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시장 1위로 부상

 -  미얀마어 외에도 영어를 지원, 카테고리를 대·중·소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세부 품목으로까지의 이동이 매우 수월 

  모바일 앱에 초점을 맞춘 원짯(Onekyat)  

 -  휴대전화, 전자제품, 자동차 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모바일 앱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론칭한 이후 100만 건의 설치 기록

 

  식료품, 살균제, 소독제로 코로나19 특수 누린 rgo47  

 -  의류, 유아동품, 식료품, 휴대폰 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

 -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페이스 쉴드, 손 소독제 등의 살균제 제품을 더욱 

집중하여 판매

  소셜 커머스 판매 방식이 전자상거래 트렌드  

 -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방법은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쇼핑

 -  페이스북 라이브와 같은 라이브 커머스는 흥미, 편리함 및 재미를 이끌어내며 

미얀마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음

 -  다만 결제 및 배송과 같은 판매 후 프로세스는 소비자의 인식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태

  온라인 시장 규모에 비해 전자 결제 시스템 난립   

 -  온라인 시장 규모 비해 너무 많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 등장, 디지털 결제 시장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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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전자 결제 시장의 선두 주자는 웨이브머니, 2위는 KBZ Pay, 그 외에도 

최소 10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

  자전거를 이용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인기  

 -  대다수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양곤과 만달레이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

 -  자전거를 통해 더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서비스를 보장

  대도시 외 지역은 버스 급행이나 배송팀 이용  

 -  버스 급행 방법은 온라인 구매 상품을 버스를 통해 배송하면 구매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물건을 픽업 

 -  배송팀 이용 방법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배송 품목, 배송 지역 등을 게시하여 

물건을 배송해 줄 사람을 찾아 의뢰

 -  배송료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며, 쇼핑 및 물류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거리 및 품목, 크기에 따라 달라짐

  점점 커지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며, 

기업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짐

 -  자신의 일상생활 공유를 넘어 하나의 광고 매체, 홍보 매체로 작용

  전자상거래 기업, 개인 판매자 모두에게 페이스북은 필수  

 -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85%가 페이스북에서 발생

 -  따라서 미얀마의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개인 판매자에게 페이스북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요소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발병국  

 -  2020년 3월 23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020년 말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발병국

 -  2021년 2월 쿠데타까지 발발하며 국가의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및 예방 접종, 

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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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이후 3차 대유행에서 하루 확진자 수는 약 2,000명 수준, 누적 확진자는 

2021년 8월 27일 기준 38만 879명, 사망자는 1만 4,449명을 기록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사용자 증가  

 -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으로 물품 구매

  전자 결제 사용률도 점차 증가 중  

 -  소비자와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자 결제 사용률도 점차 증가

  군부의 인터넷 검열 계속되면 외국 자본 투자 감소  

 -  군부 쿠데타로 인해 라카인 주와 친 주에서 인터넷 사용 제한 지속, 민주화 

활동가 및 언론 매체의 웹사이트도 차단됨

 -  미얀마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상공회의소는 군부의 인터넷 검열이 계속된다면 

외국 자본이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디지털 경제 로드맵 2018-2025’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 도모  

 -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에 30만 명의 일자리를 생성, 1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목표

 -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심각화, 여기에 군부 쿠데타까지 겹치면서 정세가 

불안정한 데다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미얀마의 

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 가능

Ⅳ.
Focus

유망 시장
진출 전략

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Ⅰ.Status
이커머스 현주소

 국토 면적은 남한의 6.7배, 인구 5,480만 명으로 세계 27위

 버마족, 샨족, 카렌족 외에도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구성

 천연가스,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 

 1988년 경제 개혁 이후 10~7% 경제 성장률 기록

 휴대전화 보급률 105%, 스마트폰 보급률 80%

 인구 39%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기능

 다양한 기업이 미얀마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 적극적 투자

 UNCTAD B2C 전자상거래 참여 준비 지수 126위

 소비자 100명 중 91명이 온라인 쇼핑 경험

 현금 결제 방식, 낮은 신용카드 보유율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

 온라인 결제 수단 신규 사용자의 증가는 청신호

 배송에서는 낮은 물류 네트워크 및 교통 인프라가 걸림돌

 모바일 접속 건수는 인구 대비 127%, 인터넷 보급률은 43.3%

 웹사이트 접속 시 사용하는 기기는 휴대폰이 1위

 소셜 미디어 사용자 2,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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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은 남한의 6.7배, 
인구 5,480만 명으로 세계 27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명칭은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이다.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도양의 연안국이기도 하다. 2006년 수도를 양곤(Yangon)에서 

밀림 지대인 핀마나(Pyinmana)로 옮기고 이름을 네피도(Naypyidaw)로 바꿨다. 
국토 면적은 약 676,578 ㎢로 세계 38위, 남한의 약 6.7배이고, 인구도 남한보다 

약간 더 많은 약 5,480만여 명(2021년 기준)으로 세계 27위이다. 

버마족, 샨족, 카렌족 외에도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구성

나라 크기에 비해 민족 구성이 대단히 다양해서 버마족이 약 68%, 샨족이 

9%, 카렌족이 7%이며 기타 소수 민족도 16%에 이른다. 행정구역은 버마족이 

거주하는 7개 구획과 소수 종족이 거주하는 7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공용어는 

미얀마어지만 소수 민족들의 언어도 많이 쓰이는데, 그 수가 242개나 된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영어도 주요 외국어로 지정되었다.

천연가스,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래 60여 년간 이어진 독재와 쇄국정책 등으로 

인해 유엔 공인 최빈국으로 악명을 떨쳤으나, 민주화로 진입하면서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미얀마는 천연자원에 상당히 의지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량의 천연가스가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산물이 그다음을 차지한다. 이 밖에 건설 재료와 의류 산업, 어업 등도 

존재하며, 의외로 2016년 기준 최대의 대두 생산국이다.

국가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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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경제 개혁 이후 
10~7% 경제 성장률 기록

미얀마는 1988년부터 경제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0~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천연가스 개발이 

주요 원인이다. 천연가스는 지금도 미얀마 경제의 핵심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미얀마의 천연자원을 자국이 독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휴대전화 보급률 105%, 
스마트폰 보급률 80%

2002년경 미얀마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 500~1500K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마저도 일부 주요 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연결이 느리고 자주 중단되던 시절은 지나갔고 초고속 인터넷을 더 

저렴한 요금으로 PC 및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얀마 디지털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얀마의 모바일 보급률은 

12%였으나 2018년 휴대전화 보급률 105%, 스마트폰 보급률 80%에 도달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미얀마에서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가 최소 투자로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 39%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기능

미얀마에서는 인구의 39% 이상이 페이스북(Facebook)을 사용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판매 페이지를 만들고,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덕분에 빠르게 가장 높은 잠재 소비자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얀마의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에도 판매 트래픽의 

대부분은 페이스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장 규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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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업이 미얀마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 적극적 투자

<미얀마 전자상거래 투자>

출처 : MMTimes.com

2018 2019 2020

ALIBABA Group

DAIWA PI PARTNERS
EMERGING MARKET
ENTREPRENEURS

‘페이스북  쇼핑 '의  부상과  함께  미얀마  국내외  기업들이  프론티어 

시장인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알라바바(Alibaba)는 파키스탄 기업 다라즈(Daraz)가 운영하고 있던 

Shop(shop.com.mm)을 인수했으며, 2019년 Daiwa PI는 rgo47에 비공개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같은 해에 양곤에 기반을 둔 투자 회사는 농촌 

소매업체를 목표로 하는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Ezay에 투자했고, 2020년에는 

유아용품 전문 kyarlay.com이 초기 벤처 캐피탈 기업인 Emerging Markets 
Entrepreneurs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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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얀마 주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일일 방문자 수>

(단위 : 명)

출처 : AnyMind Group

ZEGOBIRD 
.COM

21,583

BARLOLO
.COM

27,163

ICT
.COM.MM

27,682

SPREE
.COM.MM

28,833

CITYMALL
.COM.MM

87,947

KYARLAY
.COM

79,495

BAGAN
MART.COM

61,303

RGO47
.COM

52,555

ONEKYAT
.COM

41,974

SHOP
.COM.MM

296,315

미얀마에는 많은 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으며, Shop의 경우 태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업체 중 하나인 라자다(lazada.co.th)의 일일 고유 방문자 

수에 비해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규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전자상거래 시장은 초기 단계이다.

32.16
83

54.23

41

69.71

75

95.9

70

<2020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인구 및 인터넷 보급률 비교>

 인구 단위   인터넷 보급률  (단위 : 백만 명, %) 

출처 : 훗스위트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3.6 +4.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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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B2C 전자상거래 
참여 준비 지수 126위

2019년 미얀마는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UNCTAD의 B2C 
전자상거래 참여 준비 지수에서 152개 국가 중 126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말레이시아 34위, 태국 48위, 베트남 64위, 인도네시아 84위, 필리핀 89위, 

라오스 113위, 캄보디아 122위로 나타났다.

소비자 100명 중 91명이 
온라인 쇼핑 경험

2020년 8월 미얀마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91명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 봤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9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0명이 시간 소모가 적어 온라인 쇼핑을 즐겨 한다고 답했으며, 22명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한곳에서 살 수 있어서라고 답했고, 나머지 39명은 택배 이용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에 매달 1만짯에서 2만짯을 사용하는 

사람은 52명, 1만짯 미만은 13명, 2만~5만짯을 사용하는 사람은 20명이다. 
나머지 6명은 6만짯 이상을 소비한다.

현금 결제 방식, 낮은 신용카드 보유율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미얀마 전자상거래의 주요 장벽으로 남아 있다. 
미얀마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제공 업체는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인프라  및  소비자의  인식으로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CDC(착불 결제 시스템)를 사용하고 있다. Digital 2020 Myanma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15세 이상의 성인 중 3.6%만이 온라인으로 

1만짯 = 7,043.46원
(2021. 08. 31 기준)

미얀마의 화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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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고 있는 데 비해 이웃 국가인 태국에서는 성인의 19%가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처럼 미얀마 사람들은 현금 지불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얀마 전체 인구의 74% 이상은 은행 계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2021년 606만 명의 사용자가 

모바일 POS 결제를 통해 1억 5,100만 달러를 지불하였으며, 1,336만 명의 

사용자가 온라인 전자 결제로 1,152만 달러를 결제했다.

온라인 결제 수단 
신규 사용자의 증가는 청신호

2021년 미얀마에서는 온라인 전자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신규 사용자 수가 

20%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미얀마에서는 중앙은행에서 허가한 Wave 

Money, M-Pitesan, OK$, My Money, MPT Money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5개 외에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KBZ Pay, CB Pay, 

OnePay, Ongo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배송에서는 낮은 물류 
네트워크 및 교통 인프라가 걸림돌

미얀마 전역의 낮은 물류 네트워크 및 교통 인프라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는 미얀마의 고속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배송 방법이지만 비용이 비싸 1만짯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배송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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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디지털 경제 로드맵>

디지털 변환 디지털 사회

Digital Economy

전자 무역전자 정부

미얀마의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판매자를 추적하기가 어렵다. 미얀마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 등록 및 

운영법(전자상거래)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렵고 정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2018년 미얀마 상무부는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상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개발 

소위원회(DTECD)’를 만들었다. DTECD의 목적은 민간 및 공공 부문이 

협력하여 중소기업과 기업의 디지털화를 장려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피드백과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및 법제화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미얀마의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발표한 이후로 더 

이상의 활동은 없으며, 2020년 이내에 전자상거래 지침이 게시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로의 변화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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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잠재력

3

2021년 1월 기준 미얀마 인구는 5,461만 명으로, 2020년 1월과 비교하여 

38만 명이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51.8%, 남성 48.2%로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 미얀마 인구의 31.3%는 양곤 등 미얀마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68.7%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모바일 접속 건수는 인구 대비 127%, 
인터넷 보급률은 43.3% 

2021년 1월 미얀마의 인터넷 사용자는 2,365만 명으로 2020년 1월 대비 

250만 명이 증가했으나, 아직 인터넷 보급률은 43.3%로 낮은 수준이다. 
2021년 1월 미얀마의 모바일 연결은 6,934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다.

<미얀마 인구 대비 모바일, 소셜 미디어 이용>

출처 : 훗스위트

전체 인구

5,461만 명

31.3%
도시화

모바일 연결

6,934만 건

127.2%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2,365만 명

43.3%
인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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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접속 시 사용하는 기기는 
휴대폰이 1위

출처 : 훗스위트

<미얀마의 기기별 웹 트래픽 발생률>

휴대전화

발생률

73.4%

+33% 증가

DEC 2020 VS. DEC 2019

데스트탑
노트북

발생률

24.7%

-44% 감소

DEC 2020 VS. DEC 2019

태블릿

+57% 증가

DEC 2020 VS. DEC 2019

2020년 미얀마의 웹사이트에 발생하는 트래픽의 73.4%는 휴대폰을 통해 

발생했으며, 24.7%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에서 발생했으며, 단 1.9%만이 

태블릿을 통해 트래픽이 발생했다. 

2020년 미얀마의 휴대폰을 통한 웹 트래픽 양은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나, 

데스크톱 및 노트북에서 발생한 웹 트래픽은 44% 감소하였다. 미얀마에서는 

모바일 특화 앱 및 웹사이트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발생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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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사용자 2,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

<미얀마 소셜 미디어 사용>

총 활성 소셜 
미디어 이용자 수

2,900만 명

연간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 변화율

31.8%

전체 인구 대비 
소셜 미디어 
이용자 비율

53.1%

휴대전화를 
사용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

2,894만 명

전체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접속한 비율

99.8%

2021년 1월 미얀마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2,900만 명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간 700만 명(31.8%) 증가하였으며, 2021년 1월 미얀마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53.1%에 달한다. 또 미얀마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는 2,894만 명으로, 미얀마 

전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99.8% 해당 하는 수치이다.

출처 : 훗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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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플랫폼

 코로나19와 쿠데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변화

 미얀마인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출처 Top 6

 전통 미디어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

 미얀마 모바일 앱 Top 10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Shop

 모바일 앱에 초점을 맞춘 원짯(Onekyat)

 식료품, 살균제, 소독제로 코로나19 특수 누린 Rgo47

 소셜 커머스 판매 방식이 전자상거래 트렌드

 온라인 시장 규모에 비해 전자 결제 시스템 난립

 자전거를 이용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인기

 대도시 외 지역은 버스 급행이나 배송팀 이용

 미얀마 전자상거래 동향 결론

 점점 커지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전자상거래 기업, 개인 판매자 모두에게 페이스북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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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쿠데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변화

2020년 3월 시작된 코로나19와 2021년 2월 1일 일어난 쿠데타는 미얀마의 

미디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쇄로 

중단되었으며, 일부는 미얀마 군대의 통제에 의해 중단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는 2021년 내내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미디어 시장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원격으로 콘텐츠를 출시함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혜택을 받기도 했다. 미얀마의 Shop, 원짯(OneKyat), rgo47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용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얀마인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

미얀마의 온라인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

1.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미얀마에서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컴퓨터, 패션용품, 화장품 등의 유명 

브랜드 및 대다수 품목을 양곤, 만달레이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오프라인에서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얀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미얀마의 소비자를 주요 대도시와 전 세계로 연결시켜주고, 온라인 

구매자는 클릭 몇 번으로 상품을 구매 후 집으로 받아볼 수 있다.

2. 쇼룸보다 저렴한 가격

  많은 온라인 상점이 수시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제공함에 따라 

미얀마의 온라인 구매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및 쇼룸보다 온라인이 

저렴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온라인 상점은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인건비, 상점 임대료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커머스
플랫폼 현황

1



3. 더 편리하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 물건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을뿐더러, 

앉은 자리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을 

무겁게 운반할 필요도 없는 등,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더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출처 Top 6

Deloitte의 Myanmar Consumer Survey 2020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6개의 정보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전통 미디어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

미얀마의 소셜 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신문,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역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 및 변모하고 있다. 여전히 미얀마의 

농촌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매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얀마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미얀마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행동과 관심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었다.

친구 및 친척1 매장 내 프로모션4

TV2 소셜 미디어5

빌보드3 이벤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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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상위 10개 웹사이트>

웹사이트 구글 Google

사용량 
일평균 15분 41초

17.02페이지뷰

   미얀마 사람들은 Google.com에서 주로 코로나19 백신, 새로운 정부(선거, 군사 

등)에 대해서 검색함.

웹사이트 유튜브 Youtube

사용량 
일평균 17분 23초

9.86페이지뷰

   미얀마에서 가장 시청자가 많은 채널은 ‘Mahar’로 16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로드된 동영상의 총 조회 수는 1억 8,300만 건임

   다음으로는 5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DVB TV News이며, 5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konThi Media News임

웹사이트 미얀마로드 MMLoad

사용량 
일평균 3분 35초

1.50 페이지뷰

   정치, 비즈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국제 뉴스를 다루는 미얀마의 뉴스 전문 플랫폼

웹사이트 페이스북 Facebook

사용량 
일평균 18분47초

8.82페이지뷰

    가장 많은 시청자층을 보유한 미얀마 Facebook 팬 페이지는 7days News 

Journal로 총 2,560만 340명의 팬을 보유. 다음으로는 Eleven Media Group과 

BBC Myanmar로 모두 뉴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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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채널 미얀마 Channel mynmar

사용량 
일평균 5분 32초

6.52 페이지뷰

    최신 영화와 TV 시리즈를 미얀마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주로 18~40세 

사이의 미얀마 사람들이 이용

웹사이트 줌 Zoom.us

사용량 
일평균 8분 14초

3.93 페이지뷰

   온라인 화상 회의 서비스

웹사이트 구글 Google.com.mm

사용량 
일평균 5분 15초

5.90페이지뷰

   미얀마 내 제공되는 Google 검색엔지 웹사이트 양식

웹사이트 위키피디아 Wikipedia

사용량 
일평균 3분 48초

3.10페이지뷰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웹사이트 래빗-컨버터 Rabbit-converter.org

사용량 
일평균 3분 16초

1.00페이지뷰

    웹사이트에 미얀마어를 등록하기 위해 미얀마어 전용 폰트와 유니코드(Unicode) 

간에 버마어 글꼴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웹 사이트

웹사이트 넷플릭스 Netflix

사용량 
일평균 4분 26초

3.23페이지뷰

    영화, TV 시리즈 및 리얼리티 쇼 시청을 위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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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온라인 미디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에서 

시장을 개척하려는 많은 기업에게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미얀마는 

공용어로 미얀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소수 민족의 언어가 

함께 쓰인다. 미얀마의 독특한 언어는 해외 기업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Rabbit-converter.org와 같은 언어 CODE 변환 사이트의 

이용량이 많다.

gs.statcounter.com의 2021년 미얀마 모바일 운영 체제 시장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의 89.35%가 안드로이드 시스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10.47%가 iOS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APKPure.apk 또는 iOS 
앱 스토어를 통해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앱을 선택해 이용한다.

<미얀마 상위 10개 모바일 앱>

순위 사이트 내용

1   Facebook

  2021년도 미얀마 전체 인구의 52.%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28.8% 증가

  미얀마의 인터넷 사용자는 모두 하나 이상의 페이스북의 

계정을 가지고 있음

2
  Facebook                  

      Massenger

  대다수의 미얀마 사람들 및 스마트폰 이용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서로 소통함

3   Google App
  미얀마에서는 구글을 통해 검색하고,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구글 앱 역시 많은 사용량을 보임

4   Viber
  미얀마에 1,8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무료 통화 앱으로, 

미얀마의 전체 스마트폰 2대 중 1대에는 설치되어 있음

5   Youtube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은 뉴스와 재미있는 동영상 시청을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음

6   Tiktok

  쇼트클립 형태의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로 

미얀마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틱톡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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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stagram

  미얀마 청년층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패션 등을 보여주고, 인플루언서 

등을 동경하고 모방하기 위해 많이 사용

8   joox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9   VIU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등을 FHD 영상으로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으로 미얀마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음

10   Netflix

  전 세계 수천 편의 콘텐츠를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스트리밍,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어 미얀마 사람들의 

호응이 좋음

미얀마 상위 10개의 모바일 앱은 대부분 소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이며, 

2020년 1월 미얀마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2,900만 명이었으나 2021년 

1월에는 3,600만 명으로 7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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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채널 및 특징

<미얀마 인기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플랫폼 숍  Shop

홈페이지 www.shop.com.mm/

특징

  미얀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미얀마 

전자상거래 업체 중 가장 빠른 진보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의류, 건강 및 미용, 전자제품, 식료품 등 B2C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특수 품목도 판매하고 있음

플랫폼 알지오47  rgo47

홈페이지 www.rgo47.com/

특징

  주로 의류 및 잡화, 건강용품 등을 주로 판매하며,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음

  주문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직접 주문하거나 라이브 채팅, 

페이스북 채팅 등을 통해서도 가능함

플랫폼 원짯  Onekyat

홈페이지 www.onekyat.com/

특징

  본인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C2C 플랫폼으로, 어떤 상품이든 판매가 

가능하나, 미얀마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 불법 품목은 판매가 불가능함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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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Shop

코로나19로 미얀마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으며, 현재 Shop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다.

Shop은 알리바바가 2018년 인수한 뒤 미얀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며 시장 

1위로 올라섰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 인수된 첫해인 2018년 11월 11일 

쇼핑 데이 첫날 판매 개시 1시간 만에 1,500건의 주문이 체결되었으며, 9만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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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페이지 상단

Shop은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 옵션과 대금 상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자가 가장 편리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가 상품의 배송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service@shop.com.mm에서 언제든 

상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Shop은 미얀마어 외에도 영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카테고리 분류 역시 

대·중·소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세부 품목으로까지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다.

품목별 상품 리스트 상단에는 품목을 세부적 또는 브랜드로 분류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좌측 영역에서는 브랜드, 무료 배송 등의 

서비스 혜택, 지역 등 구매자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 볼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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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페이지

상품 페이지는 상품 이미지, 배송 및 교환·환불 정보, 셀러 정보 및 상품 

스펙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배송 받는 지역에 따라 배송 기간과 금액이 

자동 설정되며, 결제 방법은 COD(수령 후 현금 결제) 또는 신용카드 및 전자 

결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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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페이지 하단

Shop 모바일 쇼핑 앱

상품 페이지 하단으로는 이전 구매자의 리뷰 및 평점, Q&A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사이트의 구성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과 다르지 않으나 

인터넷 트래픽, 속도 등의 문제로 이미지나 영상보다는 텍스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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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인 ‘Shop Online 
Shopping App’을 출시했으며, 2020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가 이루어졌다.

모바일 앱에 초점을 맞춘 
원짯(Onekyat)

미얀마의 또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휴대전화,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원짯(Onekyat)이다. 원짯은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모바일 앱에 주로 초점을 맞춰 서비스하고 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처음 

앱을 론칭한 이후 100만 건의 설치가 이뤄졌다.

Onekyat 모바일 쇼핑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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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짯은 C2C 마켓 플레이스로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는 앱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중고 또는 새 상품을 

거래할 수 있으며, 직통 전화를 걸어 거래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다. 
원짯 앱에는 오토바이, 휴대폰 또는 패션 아이템과 같은 품목의 중고 및 새 

상품이 수시로 등록되고 활발히 판매되며, 자동차까지도 거래되고 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의 전용 앱 외에 페이스북 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용자 간의 연락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짯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14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식료품, 살균제, 소독제로 코로나19 특수 누린 
rgo47

rgo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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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o47은 코로나19 상황에 매우 잘 적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의류, 

유아동품, 식료품, 휴대폰 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하여 미얀마 최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자칭하며 홍보하고 있다.

rgo47의 코로나19 기획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rgo47은 마스크, 페이스 쉴드, 손 소독제 등의 

살균제 제품을 더욱 집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외출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다.

rgo47에서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는 웹사이트 또는 핫라인, 전용 앱으로 직접 

상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KBZ Pay와 같은 온라인 결제를 통해 선불 결제를 

할 것인지, 상품을 수령 후 착불로 결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은 미얀마의 모든 도시에서 배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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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o47의 모바일 쇼핑 앱

rgo47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출시 이후 10만 건의 설치가 이뤄지며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rgo47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현재 303만 

명 이상이 팔로워하고 있다.

소셜 커머스 판매 방식이 
전자상거래 트렌드

미얀마에는 다양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 많지만,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SNS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가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이후 미얀마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뉴스, 커뮤니케이션 또는 정보 검색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미얀마 소매 판매자들 중 대부분은 온라인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접점을 늘리기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셜 커머스 판매 

방식은 미얀마에서 매우 중요한 전자상거래 트렌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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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쇼핑은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방법이다. 미얀마의 온라인 구매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쇼핑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편리함, 안전한 시간 및 삶을 느끼고 있으며, 판매자와  

온라인으로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에 만족해한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소매 판매업체 Nang San NWTSS Os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2021년 8월 기준 1만 8,369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휴대폰 액세서리 상점으로, 

페이스북 피드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메시지 또는 전화 주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베트맨, 바비, 페페, 하트가 베트맨과 함께 외치고 있습
니다. 신상품이 나왔어요.

선물상자에 넣어도 되고~ 선물상자도 따로 주문받고 
있어요.

모든 상품의 재고가 있습니다.

1개에 3500ks(헤드폰 없이 커버만 가능)
2개 구매시 : 6000ks(1000ks 할인)

i9 / i10 / i11 / i12 / i14 / i200 / R10 / KD10 / inpods 
12 / Airplus / Airpods 1 / Airpods 2 모든 모델 사용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09976833337
09763925465
09699972520

Nang San NWTSS Os 피드 Nang San NWTSS Os 피드 번역

Nang San NWTSS Os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페이스북의 

메시지 또는 댓글 등으로 문의가 가능하고, 해당 판매자는 빠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미얀마의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매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양곤 지역에 한해서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상품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까지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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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미얀마 페이스북 페이지

Nang San NWTSS Os와 같은 소규모의 소매상이 아닌 큰 브랜드의 대표적인 

사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 해당 브랜드는 미얀마 진출 이후 적극적인 

페이스북 활용 및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3년 만에 미얀마 전체 화장품 브랜드 

중 3대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였다.

2021년 8월 기준 네이처리퍼블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49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메시지, 전화 주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특별 할인 행사 등 프로모션 및 무료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미얀마 전역의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활용해 O2O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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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및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제안하고,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구매한 상품을 직접 찾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미얀마 여성들 

사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8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Hearty Heart의 경우 온라인 

고객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Hearty Heart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프로필 프레임을 사용해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이는 프로필 사진을 변경 후 가장 많은 ‘좋아요’와 반응을 얻은 

이용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였는데 낮은 연령대의 여성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Hearty Heart 온라인 캠페인

이처럼 Hearty Heart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효과적으로 

구매자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shop 기능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인 사진 업로드,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기능 외에 

판매자가 보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구매자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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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는 미얀마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페이스북의 채팅이나 전화 

주문을 통한 구매 외에도 페이스북 라이브는 새로운 형태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Myanmar Snaker 42의 페이스북 라이브

2021년 8월 기준 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Myanmar Snaker 42의 경우 중고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소매점이다. 해당 판매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판매 게시물과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게시하여 중고 브랜드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 약 1~3시간의 라이브 영상을 통해 다양한 신발을 

보여주는데, 중고 신발에서 특히나 중요한 디테일(청결, 손상 정도 등)을 

이야기한다. 

해당 상품에 관심이 있는 구매자는 채팅 기능 및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문의할 수 있으며,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댓글에 신발 번호와 상품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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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구매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페이스북 라이브에는 평균 

1만~2만 명 정도의 구매자가 참여하고 있다.

페이스북 라이브와 같은 라이브 커머스는 흥미, 편리함 및 재미를 

이끌어내며 미얀마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종류의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흥미로운 캠페인 및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소매점 및 브랜드에 적합하다. 다만 미얀마에서의 

결제 및 배송과 같은 판매 후 프로세스는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소비자의 

인식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온라인 시장 규모에 비해 
전자 결제 시스템 난립

미얀마 내무부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 규모 비해 너무 많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으며, 아직 디지털 결제 시장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미얀마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웨이브머니는 미얀마 전자 결제 시장의 선두 주자이며, KBZ Pay가 뒤를 

잇고 있으며, 그 외에도 최소 10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현재에도 새로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WeChat 
Pay와 같이 완전하고 명확하거나, Alipay와 같은 대규모 사용자를 보유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전자 결제, 전자지갑, 인터넷 뱅킹은 여전히 대도시 사람들, 

젊은 세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소지자 및 일부 비즈니스맨 그룹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소셜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상품 수령 후 현금을 

지불하는 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결제 및 배송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 

이커머스
트렌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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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이용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인기

미얀마의 대다수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양곤과 만달레이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Yangon Door2Door’와 ‘Mandalay 
Door2Door’와 같은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Door2 
Door’의 배달은 주로 자전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더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서비스를 보장한다.

양곤에 위치한 많은 식당과 브랜드는 Yangon Door2Door를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통한 배송 시스템이므로 도시를 벗어나는 

장거리 배송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미얀마의 자전거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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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외 지역은 
버스 급행이나 배송팀 이용

미얀마에는 Door2Door와 같은 대도시 내의 배송 시스템 외에 타 지역으로 

물건을 배송할 때 버스 급행 또는 배송팀을 이용하는 흥미로운 시스템이 있다. 
고객이 양곤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는 경우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 

상품은 버스를 통해 배송되며, 구매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물건을 픽업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송팀을 이용하는 것으로 각 지역에 위치한 배송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배송 품목, 배송 지역 등을 게시하여 물건을 배송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해당 배송 건에 관심을 보이는 배달원과 운송 비용 및 

수수료를 흥정하고, 마음에 드는 배달원을 선택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배송 

물품을 도난 및 분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배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달레이 배송팀의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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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는 다양한 사유로 정확한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매자가 

많은 편인데, 이럴 경우에 Shop은 온라인 구매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O2O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나, 특정 주소지가 없는 온라인 

구매자의 대부분은 주소에 도로명, 마을 및 대표 전화번호 등을 남겨 배달원이 

배송 수령지 근처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면 상세하게 수령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송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며, 쇼핑 및 물류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거리 및 품목,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양곤 시내 

배송료는 일반적으로 1,000~2,000짯(2021년 8월 환율 기준 1,000짯=696.46원) 
정도이며, 버스 급행으로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의 요금은 물품의 크기에 

따라 고려되나 일반적으로 2,500~4,500짯이다. 배송 기간에 따라서는 주로 

판매자의 위치와 구매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르며, Shop의 표준 배송 기간은 

아래와 같다.

City
FBS

(미얀마 온라인 
물류 전문 업체)

Regular
Shipping from 

overseas

Mandalay 2-5 days 3-6 days

25-30 days

Taunggyl 2-5 days 3-6 days

Naypyitaw 2-5 days 3-6 days

Yangon 2-5 days 3-6 days

Mawlamyine 2-5 days 3-6 days

Bago 3-6 days 4-7 days

Pathein 3-6 days 4-7 days

Other cities 3-6 days 4-7 days

<Shop.com.mm 물류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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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전자상거래 
동향 결론

오늘날 미얀마의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및 국가 내정 사태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을 활용한 소셜 커머스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미얀마의 온라인 구매자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온라인 쇼핑에 만족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한 판매 및 구매는 미얀마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으나, 결제 및 배송 등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이 

모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미얀마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의 광고 매체, 홍보 매체로 작용하고 있고, 이들은 

미얀마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며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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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기업, 
개인 판매자 모두에게 페이스북은 필수

미얀마에서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85%가 페이스북에서 발생한다. 이는 

미얀마의 온라인 쇼핑이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미얀마의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개인 판매자에게는 페이스북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미얀마의 많은 오프라인 상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는 페이스북 앱을 사용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주문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하여 판매자 등은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리며, 

전반적으로 미얀마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도 효율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미얀마 주요 뷰티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내용

Nay Chi Oo

미얀마 최고 수준의 뷰티 인플루언서로 Beautybynachi의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서 메이크업 튜토리얼로 

유명해졌으며, 20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음

Win Min Than

Win Min Than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Yangon In My 

Heart로, 페이셜 트리트먼트, 향수, 립스틱 등 젊은 여성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인만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음

2021년 기준으로 약 5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음 

Teddy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과 셀프 케어 루틴을 실시간으로 

만드는 뷰티 블로거로, 페이스북 페이지 Beauty by 

Teddy에는 24만 명의 팔로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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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페이스북의 지배력은 미얀마의 신생 전자상거래 기업에 의해 

도전을 받았지만 많은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가 페이스북에 의존하고 있고, 

플랫폼 전환을 꺼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지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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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ost COVID-19
코로나19 후 변화와 트렌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발병국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사용자 증가 

 전자 결제 사용률도 점차 증가 중

 군부의 인터넷 검열 계속되면 외국 자본 투자 감소

 ‘디지털 경제 로드맵 2018-2025’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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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발병국

미얀마에서는 2020년 3월 23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2020년 3월 31일 제1부통령의 지휘 아래 다양한 노동조합 

부처의 구성원이 모인 코로나19위원회를 통해 봉쇄 조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신속하게 시행했지만 2020년 말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발병국이 되었다. 유엔 역시 60년 동안의 군부 통치에 따른 의료 인프라 부족과 

지속적인 내부 갈등으로 인해 미얀마가 전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팬데믹은 국가 경제를 크게 혼란에 빠뜨렸고 미얀마의 GDP는 2020년에 

5% 감소했다. 또한 2021년 쿠데타와 뒤이은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일부는 

의료 종사자가 주도)은 국가의 공중 보건 대응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다. 2021년 2월에는 국가의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및 

예방 접종, 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었으며, 2021년 8월 현재 전체 인구의 

6.1%에 달하는 18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3차 대유행으로 

출처 : 로이터통신

코로나19 
현황과 대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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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의약품 가격이 50% 상승했으며, 일부 필수 의약품은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산소 공급이 필요한 환자 가족들은 의료용 산소를 자급자족해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까지 스스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보통 한 통에 

미화 40~50달러 정도 하던 산소통은 현재 400~500달러로 가격이 치솟았다.

미얀마는 코로나19 1, 2차 대유행을 무난히 견뎌내었지만, 쿠데타 이후 3차 

대유행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겪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수는 약 2,000명 

수준에 이르러, 누적 확진자는 8월 27일 기준 38만 879명, 사망자는 1만 

4,449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장 영향

2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사용자 증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집에서 막대한 시간을 보내게 된 

사람들은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미얀마도 예외는 아니다. 미얀마의 전자상거래도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 

전자 결제 사용률도 
점차 증가 중

미얀마의 기업은 여전히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치루고 있지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자 

결제에 대한 사용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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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인터넷 검열 계속되면 
외국 자본 투자 감소

그러나 코로나19 외에도 미얀마에는 중요한 위험이 남아 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해 라카인 주와 친 주에서 인터넷 사용 제한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주화 활동가 및 언론 매체의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상공회의소는 군부의 인터넷 검열이 계속된다면 외국 

자본이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미얀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했고, 

식료품의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하며 배달 트럭과 자전거가 도시의 도로를 

장악하고 있다. 배달 회사 중 일부는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자전거와 

택시 차량 소유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경제 로드맵 2018-2025’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 도모

미얀마 정부는 지금이 미얀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적기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모든 부문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경제 로드맵 2018-2025’를 진행 중이다. 
해당 로드맵은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에 30만 명의 일자리를 생성하고, 미화 

1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신흥 중산층의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미얀마 전자상거래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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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Myanmar 355

미얀마  
전자상거래 
분석

1
Market

ㆍ 민주화로 국가로 진입하며, 많은 성장가능성을 가진 국가로 주목 

받았으나, 최근 군부 쿠데타 등으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함

ㆍ 천연자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제체계로 천연가스 및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음

ㆍ 2021년 1월 미얀마의 인터넷 사용자는 2,365만 명으로 2020년 

1월 대비 250만 명이 증가했으나, 아직 인터넷 보급률은 43.3%로 

낮은 수준임

ㆍ 2018년 5월 알라바바는 파키스탄 기업 다라즈가 운영하고 있던 

shop.com.mm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기업이 미얀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뭄

ㆍ 미얀마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는 Shop, rgo47, 원짯이 있음

Customer

ㆍ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인구수 기준 5,480만 명 보유로, 세계 27위

ㆍ 2018년 휴대전화 보급률 105%, 스마트폰 보급률 80%에 도달 

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

ㆍ2020년 8월 미얀마 소비자 100명 중 91명은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음

ㆍ 2020년 미얀마의 15세 이상 성인 중 3.6%만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해 

보았으며, 미얀마 전체 인구의 74% 이상은 은행 계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Marketing

ㆍ 2021년 1월 미얀마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2,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에 달함

ㆍ 미얀마에서는 인구의 39% 이상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 트래픽의 대부분은 페이스북에서 발생하고 있음

ㆍ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한 판매 및 구매는 미얀마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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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ㆍ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는 2021년 내내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ㆍ 2021년 8월 전체 인구의 6.1%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쿠데타 이후 3차 대유행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겪고 있으며, 8 

월 27일 기준 누적 확진자 38만 879명, 사망자는 1만 4,449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ㆍ 미얀마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자 결제에 대한 사용률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함

미얀마  
전자상거래 
활용 진출 전략

2 현재 미얀마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심각화, 여기에 군부 쿠데타까지 

겹치면서 정세가 불안정한 데다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 셀러가 미얀마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는 절차가 

쉽지 않고, 설혹 입점하더라도 전자 결제 방식이나 배송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많다. 따라서 미얀마 전자상거래 활용 진출 전략은 

향후 미얀마의 상황을 지켜본 후 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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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대만, 브라질의 8개국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앱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쇼피는 GMV 기준 2017년 41억 달러에서 2020년 354억 달러로, 4년간 10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브랜드 8위로 셀러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쇼핑 카테고리 앱 다운로드 수, 방문 수, 월간 활성 사용자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GMV 기준 연간 40조 원을 달성했다.

동남아시아 1위 모바일 쇼핑,

쇼피 Shopee

인도네시아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2천 4백만 7천만 9천 5백만 3천 1백만2억 6천만

<2020년 국가별 쇼피 앱 다운로드 수>
(단위: 건)

출처 : App Annie & i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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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 크로스 보더 셀러들은 쇼피코리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큐베이션 

프로그램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품 설명을 영어로 등록하면 대만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무료 번역을 제공하고, 한국 셀러를 위한 전담 다국어 고객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언어로의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

ONE - STOP
솔루션

결제
안전하고 간편한 결제 시스템

마케팅 & 데이터
상품 분석을 통한 매출 증대

셀러 센터
쉽고 편리한 샵 운영

쇼피 물류 서비스(SLS)
빠르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

ERP/API 지원
효율적인 업무 처리

현지 CS 지원
언어 장벽의 문제 해결

 쇼피 입점 시 주의 사항

쇼피는 국내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만이 입점할 수 있으며, 국내 물류 집하지를 통해 

배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쇼피 지정 물류 채널과 입점 시 물류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구매자에게 

주문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계약한 지정 물류 채널에 물품을 포장하여 입고시켜야 한다.

또한 쇼피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에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점한 각 국가의 

현지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판매, 배송해야 한다. 특히 쇼피는 식료품, 의약품, 의료 보충제, 

성인용품 등의 각 국가별 판매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판매 가능 여부를 쇼피코리아에 확인해야 한다.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는 수입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쇼피코리아에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를 빠르게 공지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국 크로스 보더 셀러를 위한 쇼피코리아의 원스톱 솔루션>

출처 : 쇼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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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쇼피코리아로부터 입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금을 수취하기 위해 페이오니아(https://www.payoneer.com/ko/)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스캔 파일과 페이오니아 가입을 완료한 후, 쇼피코리아(https://www.shopee.kr/)에서 

입점 신청을 하며, 쇼피코리아에서 이를 검토한 후에 정보 요청 메일을 발송하며, 셀러가 필요 정보를 

제출하면 입점이 승인된다.

입점 승인 후 쇼피 셀러센터에 로그인하여 숍 세팅, 페이오니아 연동, 배송 설정과 함께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하고,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1. 숍 세팅

  로고, 커버 포토, 숍 이름, 숍 소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숍 설명으로 구성되며, Shop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셀러는 로고와 커버 포토에서 숍 로고와 숍 소개 이미지를 등록한다.

 - 숍 이름은 고객이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쇼피의 정책에 맞게 설정한다.

 -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최대 5개까지 등록한다.

 - 숍 설명에는 고객에게 숍을 소개하고 숍의 정책을 알리는 글을 등록한다.

 - 숍 카테고리는 Shop Categories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다.

2. 페이오니아 연동

  쇼피의 입점 승인이 완료되면 셀러의 이메일로 핀코드가 발송된다. 핀코드가 발급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페이오니아에 연동해야 하며, 페이오니아 연동은 Bank Accounts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쇼피 입점 절차>

입점 준비 입점 신청  판매자 정보 제출 계정 생성 계정 설정

사업자등록증 
페이오니아 가입

쇼피코리아에서 
입점 신청

쇼피코리아 담당자 검토 
후 발송된 메일 양식에 

필요정보 작성하여 제출

쇼피코리아의 숍 
생성 메일을 통해 

셀러숍 오픈

쇼피셀러센터에 
로그인하여 
계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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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송 설정

 배송 설정은 Shipping Setting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물류 채널, 출고일(Day To Ship)을 설정한다. 

 쇼피 판매 수수료

쇼피에서는 상품 등록 시 수수료가 없으며, 판매되었을 때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지 PG사 수수료

판매 가격의 2%

쇼피 판매 수수료

3%

추가로 쇼피 지정 물류 채널에서 고객까지의 해외 배송 비용이 부과되며, 페이오니아 인출 수수료가 

부과된다.

 쇼피 상품 등록

쇼피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현지 법규와 쇼피의 약관 및 정책을 따라야 하며, 상품 정보가 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쇼피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아래 사항은 등록을 금지하며, 위반 시 페널티가 부여된다.

- 연락처 기재

- 다른 웹사이트에서 구매 유도

- 기존 상품 정보를 신규 상품 정보로 변경

- 프로모션 전 가격 인상

- 동일 상품의 중복 등록(옵션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하나의 상품에 옵션으로 등록)

- 부적합한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

- 부적절한 키워드의 사용

- 부적절한 사전 판매(Pre-order) 상품의 등록

- 가품, 브랜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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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등록할 때 아래의 내용을 쇼피의 준수 사항에 맞게 입력하여 등록해야 한다.

상품명

배송정보

상품이미지

카테고리

상품 속성

상품 설명

1.  상품 이미지 : 최소 3장 이상의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 첫 이미지는 단색 배경에 상품 이미지가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워터 마크, 글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상품명 : 브랜드+모델명+규격+크기의 순으로 작성해야 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 카테고리별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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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테고리 : 상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한다.

4.  상품 설명 : 상품의 세부 정보, 용도, 품질 보증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상품 설명은 텍스트만 

입력하고,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다.

5. 상품 속성 :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상품의 속성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6.  상품 선택 사항(옵션) : 색상, 사이즈 등의 선택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쇼피의 규정대로 입력해야 한다.

 쇼피 마케팅

쇼피의 마케팅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쇼피에서 진행하는 Campaign이나 Shopee Flash 

Deal에 참여하는 것, 가격 할인/무료 배송 등의 프로모션 그리고 광고이며, 모두 Marketing Centre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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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Shopee Flash Deal은 쇼피가 진행하는 마케팅으로 셀러의 퍼포먼스 등 참여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쇼피코리아와 협의해야 한다.

셀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은 다음과 같다.

1. Discount Promotion : 설정한 기간 동안 지정한 상품에 대해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

2.  Vouchers :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숍/제품에 표시하고, 바우처 코드를 SNS를 통해 공유하여 제품을 

홍보한다.

3. Bundle Deal : 여러 개의 상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제공한다.

4. Add-on Deal :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상품을 함께 구매하면 할인 또는 사은품을 제공한다.

5. Follow Prize :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 숍을 팔로우하도록 한다.

6. Live Streaming :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와 상품을 홍보한다.

7. Ads : 키워드 광고, Discovery Ads 등으로 제품을 광고한다.

8. Coin Cashback : 고객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9. Free Shipping Program : 고객에게 무료 배송을 제공한다.

 쇼피 주문 처리

쇼피는 지정 물류 채널을 이용하기에 주문이 들어오면 셀러는 상품을 포장해서 지정 물류 채널의 

집하지에 기한 내 입고시키는 것으로 주문 처리가 완료된다. 이후 배송은 쇼피의 지정 물류 채널에서 

처리한다. 다만 주문일로부터 2일(DTS, 대만은 3일) 이내에 집하지로 발송해야 한다. 또한 발송 후 2일 

이내에 지정 물류 채널의 집하지에 물품이 입고되어 스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셀러 담당

포장 집하지 입고

쇼피 담당

해외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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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의 주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자 지불 완료 확인

  Unpaid 주문은 발송하지 않고, 지불이 완료된 To ship 주문만 발송한다.

 2. 출고 처리

  2일 이내에 출고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운송장 출력

   운송장을 부착한 상품을 지정 물류 채널 집하지로 보낸다.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는 

운송장과 국내 택배 송장을 나란히 부착하여 발송한다.

 4. 지정 물류 채널 입고

  DTS+2일 이내에 지정 물류 채널의 집하지에 입고하여 운송장이 스캔되도록 한다.

 쇼피 판매 대금 정산

쇼피의 판매 대금은 각 마켓별로 다르다. 싱가포르 마켓은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매주 정산되어 

셀러의 페이오니아 계좌에 입금되며, 그 외 국가의 마켓은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월 2회 정산되어 

셀러의 페이오니아 계좌에 입금된다.

페이오니아로 지급받은 정산 금액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내 은행 계좌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인출 

시 인출 수수료와 중계 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

쇼피 싱가포르 마켓

구매 확정일 기준 매주 정산

쇼피 싱가포르 외 국가

구매 확정일 기준 월 2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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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다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6개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동남아시아 매출 1위,

라자다 Lazada

2012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동남아시아 최대의 오픈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인수하여 알리바바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현재 동남아시아 내에 15개 

대형 물류센터와 400여 개의 물류 거점 지역, 3,000개 이상의 현재 배송처를 구축하는 등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며 현지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 분기 
100% 이상 증가

15개 대형 물류센터 
400개 물류 거점 운영

한국 셀러 전용
 물류 서비스 운영

연간 1억 명 이상의 
바이어

6개국 플랫폼 
동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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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다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라자다 말레이시아에 가입하면 한 번에 라자다 6개 국가 플랫폼에 

동시 가입을 할 수 있고, 상품도 6개국 플랫폼에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 셀러 전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자다코리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자다 입점 시 주의 사항

개인으로는 라자다에 셀러로 가입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만이 입점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셀러 전용 물류 서비스인 LGS(Lazada Global Shipping)에 주문받은 물품을 포장하여 

입고시켜야 한다.

라자다는 동남아시아 6개국의 현지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판매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최근 들어 수입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자다 입점 절차>

계정 생성

① 주소 등록

② 사업자등록증 제출 

③ 페이오니아 연동

스토어 신청 스토어 심사

라자다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자금을 수취하기 위해 페이오니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스캔 파일과 페이오니아 가입을 완료한 후, 라자다코리아(https://

lazada.kr/)에서 입점 신청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스토어 신청을 하면 라자다코리아에서 스토어 오픈 

심사를 진행하여 1~2주 이내에 입점을 승인한다.

스토어 신청 단계 중 주소 등록 단계에서는 사무실, 창고, 반품 주소지를 영문으로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제출 단계에서는 사업자 정보와 메인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통화를 USD로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페이오니아 연동 단계에서는 실제 판매하고자 하는 국가와 관계없이 6개국 계좌를 

모두 연동해야 한다. 따라서 페이오니아에 회원 가입 시 6개국의 가상 계좌를 모두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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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승인 후에는 라자다 셀러센터에 로그인하여 스토어를 개설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Store 

Settings에서 스토어의 기본 정보인 스토어 로고, 스토어명, 스토어 URL, 스토어 팔로워 바우처, 상품 

상세 페이지 배너를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스토어 로고는 600×600픽셀의 JPG 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

스토어를 운영하는 Store Decoration에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

1. 스토어 홈페이지(Store Homepage)

  셀러의 스토어 홈페이지로, 여러 템플릿을 생성하여 용도에 따라 적절한 디자인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스토어 홈페이지는 스토어의 기본 정보와 스토어 카테고리, 노출 상품 선정 등을 

설정하여 셀러 자신만의 스토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2. 스토어 서치(Store Search)

  스토어의 주요 키워드를 등록하여 고객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신의 스토어가 

노출되도록 한다.

3. 고객 갤러리(Customer Gallery)

 고객의 주문 후기를 노출하는 기능이다.

4. 스토어 프로모션(Store Promotion)

 자신의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모션을 공지할 수 있다.

5. 신상품(New Arrival)

 노출할 상품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자다 판매 수수료

라자다는 상품 등록 시 수수료가 없으며, 판매되었을 때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라자다 한국 물류센터에서 고객까지의 해외 배송 비용이 부과되며, 페이오니아 인출 

수수료가 부과된다.

결제 수수료

판매 가격의 2%

라자다 판매 수수료

카테고리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전자 기기는 1%, 그 외 카테고리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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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다 상품 등록

라자다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현지 법규와 라자다의 약관 및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가 부여된다. 라자다에서 화장품, 보건식품, 식품, 전자제품을 판매하려면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카테고리 운영 승인 절차인 화이트리스트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라자다에 판매 이력이 없는 브랜드의 

경우에도 화이트리스트 신청을 해야 한다.

라자다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은 GSP와 ASC 2가지가 있다. GSP는 한 번에 라자다의 6개 국가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며, ASC는 국가별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상품 등록 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명

카테고리

배송정보

상품 설명

상품 속성

상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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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이미지 : 최대 8장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500×500픽셀 이상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다.  

이미지는 상품을 알아볼 수 있게 상품 전체가 나오면서 또렷해야 하며, 상세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

2. 상품명 : 255자 이하로 상세한 브랜드명과 상품명을 입력한다.

3. 카테고리 : 상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한다.

4. 비디오 URL : 상품에 대한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 URL을 입력할 수 있다.

5.  상품 속성 :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상품의 속성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상품 속성 중 브랜드는 

라자다 브랜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로 등록하려면 화이트리스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KEY는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당 마크가 있는 속성은 

입력한다.

6.  상품 선택 사항(옵션) : 색상, 사이즈 등의 선택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자다의 규정대로 입력해야 한다.

7.  상품 설명 : Long Description에는 상품의 세부 정보, 용도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Short 

Description에는 주요 포인트를 기록한다.

8.  배송 정보 : 보증 정보와 배송 정보를 기록한다. 참고로, 크로스 보더는 No Warranty만 선택할 수 

있다.

상품을 등록하면 상품 판매 전 심사가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등록 상품이 라자다의 운송 및 

판매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여 승인하며, 2단계에서는 상품 이미지, 상품 설명 등이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2단계 승인의 경우 1~2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상품이 

라자다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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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다 마케팅

라자다의 마케팅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셀러 

등급이나 할인 조건을 만족해야 진행할 수 있는 Campaign, 그리고 셀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Flexi 

Combo, Seller Voucher, Free Shipping, Bundles가 있다. 모두 Marketing Center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다.

Campaign에는 특정 시간에 한정하여 할인 판매하는 Flash Sale, Caazy Flash Sale과 Lazmall 셀러만이 

진행할 수 있는 Brand Mega Offer 등이 있다.

셀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은 다음과 같다.

1.  Flexi Combo: 설정한 기간 동안 지정한 상품에 대해 구매 금액 또는 구매 수량에 따라 가격 할인, 

사은품, 선물을 제공한다.

2. Seller Voucher: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3. Free Shipping: 고객에게 무료 배송을 제공한다.

4. Bundle: 여러 개의 상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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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다 주문 처리

라자다는 LGS를 이용하기에 주문이 들어오면 셀러는 상품을 포장해서 라자다 물류센터에 기한 

내에 입고시키는 것으로 주문 처리가 완료된다. 이후 배송은 라자다 물류센터에서 처리한다. 다만 

주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라자다 물류센터에 물품이 입고되어 스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셀러 담당

포장 라자다 물류센터 입고

라자다 담당

해외 배송

라자다의 주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문 확인

  주문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주문 상태를 Ready to Ship(RTS)으로 주문 상태를 변경해야 

한다(브랜드 셀러는 24시간 이내). 

2. 운송장 출력

  운송장을 부착한 상품을 라자다 물류센터로 보낸다.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운송장과 국내 택배 송장을 나란히 부착하여 발송한다.

3. 라자다 물류센터 입고

  주문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라자다 물류센터에 입고하여 운송장이 스캔되도록 한다(브랜드 

셀러는 3일 이내).

 라자다 판매 대금 정산

라자다의 판매 대금은 매주 정산된다. 매주 월요일에 전주에 배송이 완료된 주문건에 대해 수수료와 

배송비를 차감하고, 금요일에 정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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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고의 오픈 마켓,

큐텐 Qoo10

큐텐은 2010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등 5개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동남아시아 전체의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 시장에서 

24위를 차지하였다. 큐익스프레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375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오픈 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는 큐텐은 2018년에 큐텐 일본 플랫폼을 이베이에 

매각하여 현재 큐텐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큐텐 플랫폼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서로 연동되지 

않는다. 2010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동남아시아 최대의 오픈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인수하여 알리바바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큐텐은 지마켓, 옥션과 같은 우리나라의 오픈 마켓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어를 

지원한다. 또한 별도의 결제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판매 대금을 셀러의 은행 계좌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한국 셀러 입장에서는 다른 플랫폼보다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큐텐 입점 시 주의 사항

큐텐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과 달리 개인도 셀러로 가입할 수 있으나, 수출에 따른 

부가 가치세 환급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로 입점하는 것이 좋다. 큐텐에서는 진출한 각 국가의 현지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셀러가 해외 배송 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는 운송사의 운송 제한 품목, 운송 금지 품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큐텐 입점 절차>

셀러 가입

 

Q-cash 구매 정보 입력 셀럽숍 개설

큐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국내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개인의 경우 신분증과 

은행 계좌). 그리고 가입 중에 광고 진행을 위한 Q-cash를 구매해야 한다. Q-cash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가 필요하다.

큐텐의 입점 절차는 매우 쉽고 간편한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점하려는 큐텐 웹사이트 하단의 Sell on Qoo10 → Seller Register를 통해서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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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정보에 입력한 이메일에 접속하여 인증을 진행한다.

3. 큐텐에 로그인하여 셀러 정보를 입력한다.

4.  QSM에 로그인하여 기본 정보 메뉴에서 판매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스캔 

파일을 등록한다.

5.  셀러 숍 관리 메뉴에서 숍 이름, 소개 글, 로고, 검색 태그, 정보 페이지를 작성하고 디자인하여 

셀러 숍을 개설한다.

 큐텐 판매 수수료

큐텐은 상품 등록 시 수수료가 없으며, 판매되었을 때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셀러의 등급에 따라, 

상품의 가격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며, 판매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다. 다만 

공동 구매 방식의 판매 수수료는 6~8%, 경매 방식의 판매 수수료는 6%로 셀러의 등급과 무관하게 일괄 

부과된다.

<큐텐 판매 수수료>

구분 셀러 등급
상품 가격(SGD 기준)

200 미만 200~500 500~1000 1000이상

수수료율

일반 셀러 12% 11% 10% 9%

우수 셀러 10% 9% 8% 7%

파워 셀러 9% 8% 7% 6%

해외 배송 시 큐익스프레스(Qxpress)를 이용할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와 별도로 큐익스프렉스의 

배송료가 부과되며, 셀러가 직접 해외로 발송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큐텐 상품 등록

큐텐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현지 법규와 큐텐의 약관 및 정책을 따라야 한다. 큐텐의 상품 등록 

방법은 우리나라의 상품 등록 방식과 비슷하여 셀러들에게 매우 친숙하며, 등록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큐텐은 상품을 등록할 때 즉시 구매, 공동 구매, 경매 등의 여러 가지 거래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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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록 시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테고리

상품명

배송정보

상품 설명

상품 속성

상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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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마케팅>

큐텐 셀러

매일 매거진 Qoo10 발행 할인 쿠폰 

한국관 페이지

큐텐 자체 진행 마케팅 

셀러 신청 불가 / 큐텐 선정

할인 쿠폰 타임 세일, 

 데일리 딜 공동 구매 플러스 전시(광고)

셀러 직접 진행 마케팅 

Q-cash 사용

1. 거래 시장: 즉시 구매, 공동 구매, 경매 등 원하는 거래 방식을 선택한다.

2. 카테고리: 상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3.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를 선택한다. 신규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를 등록하면 해당 브랜드의 브랜드 

숍에 상품이 전시된다.

4. 상품명: 100자 이내의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한다.

5.  상품 이미지: 800×800픽셀의 정사각형 이미지나 616×800픽셀의 직사각형 이미지로 등록한다. 

이미지는 상품을 알아볼 수 있게 상품 전체가 나오면서 또렷해야 하며, 텍스트 등이 없고 단색 

배경을 권장한다.

6.  가격 수량: 판매 가격과 재고 수량을 입력한다.

7. 기본 스펙: 원산지, 제조사, 모델명, 소재, AS 정보, 제조일자 등을 입력한다.

8. 배송 정보: 무게와 배송 서비스, 반품 주소를 설정한다.

9.  상품 상세: 상품의 세부 정보, 용도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텍스트, 이미지, 외부 URL 및 HTML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800픽셀 이하로 등록한다.

  10.  상품 옵션: 색상, 사이즈 등의 선택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형과 조합형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옵션별 추가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옵션명은 

50자 이내로 입력해야 하며, 옵션별 추가 금액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50%~+100%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

 큐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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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의 마케팅 수단은 크게 세 가지이다. 큐텐에서 직접 진행하는 메일 매거진, 할인 쿠폰 등과 셀러가 

직접 진행하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과 타임 세일, 데일리 딜, 공동 구매, 플러스(전시) 등이 

있다. 셀러가 진행하는 프로모션과 광고는 AD & 프로모션(또는 프로모션)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메일 매거진, 할인 쿠폰, 한국관 페이지는 큐텐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사전에 큐텐 MD와 셀러의 

퍼포먼스, 상품의 판매 데이터 등과 관련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셀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로 용어가 다를 수 있다.)

1. 할인 쿠폰

  단골 또는 특정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발행해 고객의 구매를 이끈다. 쿠폰을 발행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2. 타임 세일, 데일리 딜

  특정 시간대 또는 하루 동안 판매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여 해당 세일 전용 페이지에 노출한다. 단, 

타임 세일과 데일리 딜은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한다.

3. 공동 구매

  특정 기간 동안 공동 구매 방식으로 가격 할인을 진행해 공동 구매 목표 주문 수가 달성되면 

자동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되며, 목표 주문 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문이 취소된다. 

공동 구매를 진행하면 공동 구매 전용 페이지에 노출되며, 공동 구매 기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4. 플러스(전시)

  입찰 방식의 광고이다. 키워드 광고는 낙찰 시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카테고리의 상단에 노출된다.

할인 쿠폰을 제외한 마케팅 진행 시 모두 비용이 발생하며, 사전에 Q-cash를 구매/충전한 후에 

Q-cash로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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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텐 주문 처리

주문 물품을 발송하거나 큐텐 지정 운송사인 큐익스프레스를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다. 큐익스프레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송 처리/정산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큐텐의 주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문 확인

 신규 주문을 확인한다. 

2. 상품의 포장, 운송장 출력, 발송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운송장을 출력하여 부착한다. 이후 운송사를 

통해 상품을 발송한다. 큐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코드 라벨을 출력해 부착하여 

큐익스프레스로 발송한다. 국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코드 라벨과 국내 택배 송장을 

나란히 부착하여 발송한다.

셀러 담당(Qxpress 이용)

포장 Qxpress  물류센터 입고

셀러 담당(셀러 직접 발송)

포장 해외 배송

Qxpress 담당

해외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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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장 번호 등록 

  상품을 발송한 후에 운송사와 운송장 번호를 등록한다. 큐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4. 배송 상황 확인

 발송이 완료된 주문은 배송 관리 → 배송 중/배송 완료 메뉴에서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큐텐 판매 대금 정산

큐텐의 판매 대금은 각 주문건의 배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셀러의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수요일 오전에, 셀러의 Q통장으로 지급된다.

- 일반 셀러: 배송 완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의 수요일

- 우수 셀러: 배송 완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의 수요일

- 파워 셀러: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의 수요일

셀러는 직접 QSM을 통해 출금 신청을 해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원화 출금 신청 

시 수요일 오후 3시 이전 출금 신청건은 익일, 이후 출금 신청건은 다음 주 목요일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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