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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도네시아 완구 시장은 높은 출생률과 아동 인구 증가에 힘입어 몸집을 키워
가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7.4% 성장해 2017년에는 4억 7,800만 달러에 달
했다. 앞으로도 가처분소득 증가와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한 가
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많은 장난감을 소비한다. 연령대별
주요 고객층은 7~12세인데, 6세 이하와 20세 이상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종류별로는 레고를 비롯한 만들기·블록 형태의 장난감이 최근 많은 인기를 끌며
판매액 9,100만 달러로 최대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영화나 애니
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은 제품이 인기가 많다. 뽀로로, 타요버스
등 한국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제품도 최근 인지도가 상승하며 한국의 對인도
네시아 완구 수출이 2018년 1~10월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했다.
시장 내 1, 2위 기업은 미국계 마텔과 해즈브로이다. 각각 폭넓은 제품군과 다양한
하위 브랜드를 내세워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지 기업은 주로 제조보다는 수입·
유통에 힘을 쓰고 있으나, SHP 등 몇몇 기업은 저가격·고품질의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마텔이 대규모 생산시설을 인도네시아 찌까랑에 운영하는 등
현지 생산능력은 뛰어난 편으로, 현지 생산품의 점유율이 35%에 달한다.
유통채널별 점유율은 장난감 전문 매장(오프라인)이 48.0%로 1위이다. 아직은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고려해 오프라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장난감을
구매하려는 성향이 있다. 중·저소득층의 경우 시장에서 주로 장난감을 구매하며,
마트에서도 장난감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완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인증인 SNI 획득 및 마크 표시가
필수이다. 장난감 관련 품목의 기본세율(MFN rate)은 세부 품목에 따라 10~20%
이며 FTA 협정세율은 대부분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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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완구 시장은 현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중산층 확대, 도시
화율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시장으로, 앞으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대부분의 장난감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유통채널은 입점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고정비가 낮아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신속히 파악해 20세 이상 성인 등으로 타겟 고객층을 확대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는 인터랙티브 장난감(Interactive Toys)으로 시장을 두드리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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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완구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 완구 시장1)은 높은 출생률과 어린 인구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
● 지난 5년간 연평균 7.4% 성장하며 2017년에는 4억 7,800만 달러 규모에 달함
- 최근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2017년에도 전년
대비 3.5% 성장
● 인도네시아의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인구 1,000명 당 19명으로 우리
나라(9명)의 2배 이상이자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 이은 4위
- 인도네시아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7,2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4%에
달함
● 가처분소득 증가와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 등에 힘입어 더욱 가파른 성장이
전망됨
- 2018년 이후 연간 7~10%대의 성장률을 회복해 2022년 시장규모 7억 4,250만
달러를 형성할 전망
<인도네시아 14세 이하 인구>

자료 : UN

<인도네시아 장난감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Euromonitor
주 : 2017년 환율 기준

1) Traditional toys and games. 비디오게임(PC게임, 모바일게임 등)을 제외한 장난감 및 게임, 퍼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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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장난감을 많이 소비하며, 연령대별로는 7~12세가
주요 고객층
● 대부분의 장난감 매장에서는 남자 어린이를 겨냥한 장난감의 수가 여자 어린이를
겨냥한 장난감의 수보다 많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만들
어진 장난감의 인기가 높음
- 최근 스타워즈나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화 등 남자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영화가 다수 출시된 반면 여자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끈 영화는 미녀와 야수
등 소수
● 남자 어린이로부터 인기를 끄는 주요 품목은 액션 피규어, 만들기·블럭 장난감
(레고 등), 코스튬 및 롤플레잉(영화에 등장하는 의상 및 무기 등), 자동차류2)
장난감, 아웃도어·스포츠, 무선조종 장난감, 탑승형3) 장난감 등임
● 7~12세의 아동이 장난감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 이 연령대의 어린이는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능동적으로 고를 수 있으며, 광고를 접한 후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부모를
설득시킬 수 있음
- 6세 이하와 2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인도네시아 장난감 시장의 고객 연령대별 판매액 비중>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세 이하

13.3

13.3

13.2

13.2

13.5

13.8

7~12세

48.6

49.6

49.4

49.0

48.6

48.2

13~19세

32.1

31.6

31.9

31.8

31.7

31.6

20세 이상

6.0

5.5

5.5

6.0

6.2

6.4

자료 : Euromonitor

2) 손에 쥐고 놀 수 있는, 자동차 모형을 축소시켜놓은 장난감
3) 보행기, 유아전동차 등 어린이가 실제로 탑승할 수 있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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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는 최근 레고를 비롯한 만들기·블록 형태의 장난감이 많은 인기를 끌며
9,100만 달러로 최대 시장규모를 형성
● 만들기·블록 장난감이 전체 장난감 시장의 19.0%를 차지
- 2위와 3위 품목은 무선조종 장난감과 액션피규어로 전체 장난감시장 내
비중은 각각 10.1%, 9.9%
● 만들기·블록 장난감 판매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0.2% 증가하며 가장
빠르게 늘어남
- 슈퍼히어로 영화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의 레고제품이 늘어나며
관련 시장이 확대
- 이밖에 영·유아용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영아용 장난감(5년간 연평균
9.0%)과 유아용 장난감(7.0%) 판매액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자동차·기차·비행기류의 장난감(8.6%)도 최근 5년간 전체 장난감시장 성
장률을 상회
● 2017년 전년 대비 판매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품목은 액션피규어(4.2%)
- 남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자동차·기차·비행기(4.0%), 탑승형 장난감
(4.0%), 아웃도어·스포츠(3.9%), 코스튬·롤플레잉(3.8%) 등과 유아용(4.0%),
영아용(3.9%) 장난감도 선전
<장난감 종류별 판매액 (2017)>

자료 :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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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종류별 판매액 증가율>

자료 : Euromonitor

뽀로로, 타요버스, 로보카 폴리 등 캐릭터가 인기를 끌며 한국 장난감 인지도
상승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완구(MTI 5152) 수출은 2017년 506만 달러로 전년 대
비 30.0% 증가
- 2018년 1~10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545만 달러의 완구
수출액 기록
- 2015년 이후 2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3년 연속 유지하며 선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장난감 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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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상품을 중심으로 한국 완구제품 인기 상승
- 뽀로로 인형 등 관련 캐릭터 상품, 타요버스·로보카 폴리 장난감, 또봇 변신
로보트, 콩순이 소꿉놀이 세트 등에 대한 현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 장난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Toys Kingdom에서는 최근 또봇 프로모션을
메인 화면에 공지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 Lazada에서 ‘장난감(Mainan)’
검색 시 로보카 폴리 제품이 인기도 기준 4번째로 표시됨 (2018년 10월 기준)
- 인도네시아는 인기 캐릭터를 테마로 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한국은
캐릭터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이 강점을 확보
<인도네시아 장난감 온라인 쇼핑몰의 한국 장난감 프로모션>

자료 : Toys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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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경쟁기업
미국계 마텔(Mattel)이 2017년 6,060만 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
점유율 12.7%로 1위를 차지
● 자동차 장난감인 Hot Wheels로 남자 어린이를 공략하고 바비(Barbie)인형을
내세워 여자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전통 의상인 바틱(Batik)을 입은 바비를 출시하는 등 현지화 전략도 활용
● 블록 장난감 MEGA Bloks와 Fisher-Price 등으로 영유아 시장을 공략
- 영국계 ELC 등과 영유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나, 폭넓은 유통채널 활용
으로 Fisher-Price가 0~6세용 장난감 시장에서 1위를 유지
● 이 밖에도 Uno, Cars, Scrabble, Monster High 등 여러 품목군에 걸쳐 다
양한 브랜드를 보유
● 마텔은 인도네시아 찌까랑(Cikarang)에 생산시설을 26년째 운영 중
- 일주일에 약 2백만 개의 장난감을 생산하며 1억 5천만 달러의 장난감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고 밝힘
<마텔(Mattel)의 브랜드별 판매액(2017년)>

자료 :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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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즈브로(Hasbro)는 다양한 제품군과 각종 캐릭터 상품을 내세워 시장 2위 자리를
차지
● 지난해 판매액 5,36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장난감 시장의 11.2%를 점유
● 해즈브로는 Nerf(장난감 총 등), Play-Doh(점토), Playskool(유아·교육),
Monopoly(보드게임), My Little Pony(동물 인형) 등 브랜드를 보유, 폭넓은
제품군으로 여러 고객층을 겨냥
●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등 각종 인기 캐릭터의 판권을 확보해 장난감 시장 내
영향력 강화
- 해즈브로는 2016년부터 겨울왕국(Frozen)과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등
디즈니 공주(Disney Princess)에 대한 판권을 마텔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이 덕에 2016년 판매액이 전년 대비 41.9% 증가
- 브랜드별 판매액 1, 2위는 마블과 디즈니 공주로 캐릭터 제품이 선전
<해즈브로(Hasbro)의 브랜드별 판매액(2017년)>

자료 : Euromonitor

<마텔과 해즈브로의 판매액 변화추이>

자료 :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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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현지 기업은 주로 전기(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장난감과 해외
브랜드 유통 등에 집중
● 시장 점유율 1~15위 중 인도네시아 기업이 4개 포함되는 등 현지 기업도 선
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형 현지 기업은 직접 장난감을 제조하지 않고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체
- Madonna Varia Kreasi의 경우 도라에몽, 디즈니, 스누피, 가필드 등,
Gemilang Bina Utama는 산리오와 앵그리버드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Kanmo Retail Group은 ELC(Early Learning Center)로 영유아 시장을
공략
<인도네시아 장난감 시장 점유율 상위 15개 기업>
기업명
Mattel Indonesia PT
Hasbro Inc

국가(본사)

시장점유율(%)

미국

12.7

미국

11.2

덴마크

8.8

홍콩

2.0

Madonna Varia Kreasi PT

인도네시아

1.8

Kanmo Retail Group

인도네시아

1.7

Gemilang Bina Utama PT

인도네시아

1.6

Takara Tomy Co Ltd

일본

1.4

LeapFrog Enterprises Inc

미국

1.3

VTech Holdings Ltd

홍콩

1.2

인도네시아

1.2

Xinghui Auto Model Co Ltd

중국

1.1

XinYu Art Toys Co Ltd

중국

1.1

LEGO Group
4M Industrial Development Ltd

Sinar Harapan Plastik PT

Guangdong Alpha Animation & Culture Co Ltd

중국

1.1

Silverlit Toys Manufactory Ltd

홍콩

1.1

자료 : Euromonitor

● 현지 기업 중 주목받는 성공사례는 Sinar Harapan Plastik PT(SHP)로,
고품질·저가격 전략을 내세워 탑승형 장난감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음
- 2010년부터 연간 7~16%대의 판매액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몸집을 불려
지난해 전체 장난감시장 점유율 1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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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P 주요 제품 예시>

자료 : SHPToys

● 현재 인도네시아 장난감 제조유통협회(APMI)에는 22개사가 등록되어 있음
- 취급 품목별로는 목제 장난감 7개사, 플라스틱 장난감 6개사, 봉제인형 4개사,
공기 주입식 장난감 2개사, 금속재질 장난감 2개사, 기타 1개사로 구성
-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장난감 제조사는 대부분 단순 기능 장난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마텔의 대규모 인도네시아 생산시설과 해즈브로 제품을 생산하는 PT Lung
Cheong Brothers Industrial, PT Firna Lestari Nusantara 등 현지 생산
능력은 뛰어난 편
- 인도네시아 완구협회(AMI)는 지난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완구 시장에서
현지 생산품의 점유율이 35%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최근 보드게임이 인기를 끌며 보드게임 대회 등의 행사와 보드게임카페, 보드
게임커뮤니티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도 현지 기업들이 선전
- 보드게임 분야의 주요 현지 기업으로는 Kompas Gramedia, Masbro
Studio, Manikmaya Games, Magicbean, Inspira Funlab, Morebius,
Hompimpa Games 등이 꼽힘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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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통채널
주요 유통채널은 장난감 전문 매장, 백화점, 하이퍼마켓 등
● 아직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대부분의 완구 매출이 발생
- 장난감의 주요 구매자인 부모들은 실사용자인 자녀의 안전, 적합성 등을 검증
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를 선호
<완구의 유통채널별 판매액 비중>

자료 : Euromonitor

가장 인기 있는 유통채널은 장난감 전문 매장
● 장난감 전문 매장에서 발생하는 판매액이 전체 장난감 시장의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쇼핑몰 및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전문 매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2012년 45.5%)
- 전문 매장에서 발생한 장난감 매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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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전문 매장은 주로 대도시의 쇼핑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
층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
- 상위 중산층은 장난감의 품질 및 정품 여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장난감 전문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장난감 전문 매장 판매액 및 비중>

자료 : Euromonitor

<인도네시아의 장난감 전문 매장>

자료 : Tribun Pontianak

주요 장난감 전문 매장으로는 Toys City, Kidz Station, Toys Kingdom 등이
꼽힘
● Toys City는 1990년대부터 운영된 장난감 전문 매장 체인으로 판매액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 Toys City는 높은 인기의 일본계 쇼핑센터 체인인 이온 몰(AEON Mall)등
주요 쇼핑몰에 입점, 총 14개 매장 운영
● Kidz Station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96개 매장을 운영, 가장 뛰어난 접
근성과 높은 인지도를 자랑
- 유행을 강조하는 매장 분위기를 형성해 어린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유지
● 2010년에 탄생한 Toys Kingdom은 약 3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Kidz Station의 주요 경쟁자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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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쇼핑몰에서는 Toys Kingdom과 Kidz Station 매장이 동시에 입점해
있으며 향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온라인 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빠르게 성장
● 2017년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발생한 장난감 판매액은 64억 루피아로 전체
장난감시장의 0.1%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6%
- 지난 5년간 연평균 판매액증가율은 28.9%로 전체 유통채널 중 가장 빠른
성장세
● 아직은 장난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많지 않지만 Toys Kingdom에서는
온라인 몰(toyskingdom.co.id)을 운영
- Tokopedia, Blibli, Bukalapak, Lazada 등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수의 장난감을 판매
● 인도네시아는 최근 e-Commerce 강국으로 떠오르는 추세로, 온라인을 통한
장난감 유통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Toys Kingdom 온라인 쇼핑몰>

자료 : Toys Kingdom

12 인도네시아 완구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중·저소득층은 시장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을 선호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장난감 전문 전통 시장으로는 파사르 겜브롱(Pasar
Gembrong)이 꼽힘
- 파사르 겜브롱은 장난감에 특화된 시장으로 자카르타 동부에 위치
- 정품과 모조품이 같이 판매되지만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 매장에 비해서 낮은
가격대를 형성
● 중산층의 꾸준한 증가, 도시화에 따른 쇼핑센터 증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
등으로 인해 전통적 유통채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파사르 겜브롱의 장난감 판매점>

자료 : Tribun Jakarta

최근 하이퍼마켓 등 마트가 신흥 장난감 유통채널로 떠오름
● 하이퍼마켓의 장난감 판매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6% 증가
● 각종 마트 등은 대량 구매를 통해 제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 가격에 민
감한 소비자를 공략하는 전략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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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제품군을 확대하는 추세로, 장난감 등 완구도
이에 포함
- 자녀를 둔 주부가 고객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유통채널로 꼽힘
<한국 상품이 다수 포함된 인도네시아 마트의 완구제품>

자료 : 작성자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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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증 및 관세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중(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 획득 및 마크
표시가 필수
● 법령 55/M-IND/PER/11/2013(개정 번호 24/M-IND/PER/4/2013)에 의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고 판매되는 장난감은 2013년 10월부터 산업부의
SNI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안전성, 인화성, 유해성분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함
<SNI 인증마크>

● SNI 인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LSPro(인증기관)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인증 비용과 함께 제출
- 서류 심사 진행 후, LSPro가 샘플 테스트 검사관과 공장 실사 검사관을
지정해 실사 실시
* 장난감의 경우 공장 심사는 의무가 아님

- 수집한 샘플에 대해 LSPro가 지정한 공공 혹은 민간 시험기관에서 SNI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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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인증 절차 및 필요 서류>

자료 : KOTRA, SAS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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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에 대한 SNI 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① SNI ISO 8124-1:2010: 완구 안전성 - 제1부: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된 안전성
② SNI ISO 8124-2:2010: 완구 안전성 - 제2부: 화염성
③ SNI ISO 8124-3:2010: 완구 안전성 - 제3부: 특성 부품의 유입
④ SNI ISO 8124-4:2010: 완구 안전성 - 제4부: 그네, 미끄럼틀 및 가정용 유사
실내 및 실외 활동용 완구
⑤ SNI IEC 62115:2011: 전자 완구 - 안전
⑥ EN 71-5: Ftalat(프탈레이트) ≤ 0,1%
⑦ SNI 7617:2010: 아조(Azo) 불포함, 포름알데히트 0-22ppm

SNI 인증을 요구하는 세부 품목과 각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① 유아용 보행기: 금속으로 만든 것(9403.20.9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403.70.10.00)
②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인형용 차 등(9503.00.10.00)
③ 인형과 부속품 등(9503.00.21.00, 9503.00.22.00, 9503.00.29.00)
④ 전기식 기차(9503.00.30.00)
⑤ 축소모형(9503.00.40.10, 9503.00.40.90)
⑥ 기타 조립세트 및 조립식 완구(9503.00.50.00)
⑦ 동물 등 사람이 아닌 형태의 인형(9503.00.60.00)
⑧ 퍼즐(9503.00.70.00)
⑨ 학습용 장난감 등(9503.00.91.00)
⑩ 줄넘기(9503.00.92.00)
⑪ 구슬(9503.00.93.00)
⑫ 2~11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장난감(9503.00.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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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관련 품목의 기본세율(MFN rate)은 10~20%이며 FTA 협정세율은
대부분 0%
● HS Code 9503.00에 해당되는 품목은 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
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장난감 관련 품목의 세율>
HS Code

품목

기본관세율
(MFN rate)

FTA
협정세율

9503.00.10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인형용 차 등

20%

0%

9503.00.21

인형

20%

5%

9503.00.22

인형의 의류, 신발, 모자 등

15%

0%

9503.00.29

기타 인형 부품

15%

0%

9503.00.30

전기식 기차

15%

0%

9503.00.40

축소모형

10%

0%

9503.00.50

기타 조립세트 및 조립식 완구

10%

0%

9503.00.60

동물 등 사람이 아닌 형태의 인형

15%

0%

9503.00.70

퍼즐

15%

0%

9503.00.91

학습용 장난감 등

15%

0%

9503.00.92

줄넘기

15%

0%

9503.00.93

구슬

15%

0%

9503.00.94

고무로 만든 기타 장난감

15%

0%

9503.00.99

기타 장난감

15%

0%

자료 : TradeN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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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장 진출 제언
인도네시아 완구 시장은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중산층 확대, 도시화율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전략시장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
●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구매력이 강화되는 추세
-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2012년 8,636 달러에서 2017년 9,013 달러로 늘었으며,
2022년에는 12,000 달러에 육박할 전망
- 특히 도시인구의 2017년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11,073 달러로 비도시인구
(6,491 달러)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비도시인구는 감소(2012년 1억 2,076만 명
→ 2017년 1억 1,835만 명)하고 도시인구는 빠르게 증가(2012년 1억2,812만 명
→ 2017년 1억 4,564만 명)
● 소득이 증가하면서 비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22년까지 전체 가계지출이 연 5% 전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여가·취미에 해당되는 장난감·스포츠·애완동식물 관련 지출 증가
율은 연 10%를 상회
- 특히 자녀를 위한 소비가 늘어 유아용품 시장과 더불어 장난감 시장이 유망
한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자녀를 위해 지갑을 아낌없이 여는 편으로 영·유아용품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0% 성장

<가처분소득 및 도시·비도시 인구>

자료 : Euromonitor

<가계지출 증가율(전망치) 비교>

자료 :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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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 인도네시아의 전체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액은 지난 4년간 연간 30% 이상씩
증가
- 장난감의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액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중으로, 2018년
30.2%, 2019년 26.9% 증가할 전망
● 저가 스마트폰 제품군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져 모바일 쇼핑
이용이 증가한 것이 온라인 유통채널 성장의 주된 원동력
- 인도네시아의 전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은 2017년 전년 대비 68.5% 증가한
23억 달러 기록
● 온라인 유통채널은 규모가 작은 제조·판매업자의 시장진입에 특히 도움이
되고 있음
- 기존 오프라인 장난감 전문점이나 쇼핑몰, 슈퍼마켓·하이퍼마켓에 비해
입점이 용이
- 고정비(Fixed Costs) 또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판매가를 낮게 책정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장난감 전문매장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
다는 점을 감안, 다양한 판로를 모색해야 함
- 특히 낮은 가격에 대량 납품을 희망하는 경우, 떠오르는 유통채널인 하이퍼
마켓 등 마트에 입점을 시도해볼만 함

고객층을 넓혀 20세 이상 성인 시장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아직은 인도네시아 장난감 시장에서 20세 이상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2014년부터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 2022년에는 20세 이상 성인 고객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장난감 매출의
7.4%를 차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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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7년 고객 연령대별 판매액 연평균 증가율도 20세 이상 성인이
8.8%로 가장 높음
<2012~2017년 고객 연령대별 장난감 판매액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연령대
연평균 증가율

6세 이하

7~12세

8.2

7.2

13~19세
7.0

20세 이상
8.8

자료 : Euromonitor

● 희소가치가 높은 한정판 장난감, 레고 등 블록 장난감, 무선조종 장난감,
ICT 기술이 접목된 하이테크 장난감 등이 성인 고객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슈퍼히어로 등 영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주인공을 본뜬 피규어도 어린이
못지 않게 성인 고객 사이에서 인기

어린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장난감(Interactive Toys) 시장도
주목해야
● 인도네시아 부모들은 장난감의 단순 흥미요소를 넘어 자녀의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관심이 많음
● 따라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갖고 노는 것이 아닌, 자녀에게 반응을 하거나
과제를 주는 등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랙티브 장난감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일부 교육용 장난감의 경우 전용 앱을 통해 스마트기기와 연결도 가능하며
교육 내용 또한 도형, 수학, 언어에서부터 코딩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
- AR(증강현실) 등 기술을 접목시킨 장난감이 늘어나며 향후 제품군 다양화에
대한 기대 상승
● 인터랙티브 장난감은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춘 신생기업이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장으로 꼽힘
- 모습을 본뜬 캐릭터의 인기에 따라 판매량이 영향을 받게 되는 피규어 및
인형, 레고 등 글로벌 강자의 입지가 탄탄한 블록 장난감 등에 비해 제품·
기술 외적인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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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시회 정보
The Jakarta Toys & Comics Fair
개최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간

2019. 02. (예정)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2005

참가국가

-

주요 참가국

-

전년도 참가업체

300개

전년도 참관객 수

주최기관명

Sacca Production

홈페이지

http://www.jakartatoysfair.com/

전시분야

장난감 및 게임, 책, 취미용품 등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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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명

CBME(Children-Baby-Maternity Expo)
개최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간

2019. 3. 27. ~ 29.

개최주기

미정

최초개최년도

2019

참가국가

-

주요 참가국

-

전년도 참가업체

-

전년도 참관객 수

-

주최기관명

Pamerindo Indonesia

홈페이지

http://www.cbmeindonesia.com/

전시분야

유아용품, 유아용 장난감, 유아용 의류 등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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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E(Indonesia International Toys & Kids Expo)
개최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간

2019. 7. 18. ~ 20.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2016

참가국가

-

주요 참가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년도 참가업체

116개

전년도 참관객 수

주최기관명

Chao Yu Expo & Peraga Expo

홈페이지

http://www.iite.co.id

전시분야

장난감/게임, 패션, 아동 및 청소년 물품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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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EX(Indonesia Maternity, Baby & Kids Expo)
개최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간

2018. 11. 30. ~ 12. 02.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2009

참가국가

5개 국

주요 참가국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등

전년도 참가업체

229개

전년도 참관객 수

34,021명

주최기관명

Reed Exhibitions Companies

홈페이지

http://www.maternitybaby-expo.co.id

전시분야

유아 및 아동 장난감, 의류, 교육 용품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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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Indonesia Comic Con)
개최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간

2019. 10. (예정)

개최주기

매년

최초개최년도

2014

참가국가

-

주요 참가국

-

전년도 참가업체

1,884개

전년도 참관객 수

28,841명

주최기관명

Reed Exhibitions Companies & REEDPOP

홈페이지

https://www.indonesiacomiccon.com/

전시분야

장난감 및 게임, 책, 취미용품 등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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