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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Corona 시대,
‘New Normal’로 인한 인도네시아 온라인 소비 행동이 증가하였습니다.

34%

33%

29%

26%

온라인 상담 이용

온라인 교육 이용

온라인 재택근무

온라인 문화생활 (영화, 게임) 결제

21%

18%

14%

14%

온라인 방송 시청

이커머스 적극 구매

온라인 뱅킹 본격 이용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 결제
출처: COVID19 Barometer Online study in Indonesia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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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요
BACKGROUND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행동 변화의 배경 원인 분석

RESPOND
▪

Pandemic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이상적인 브랜드 대응 사례

FUTURE
▪

소비 패턴과 인식 변화로 인한 향후 브랜드들의 집중 요소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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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행동 증가,

배경 원인은 무엇일까요?
B AC K

G R O U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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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도네시아 소비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인구가 밀접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콕 생활이 활성화 되며
인도네시아 소비자 행동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집콕’ 생활을 주로 하는 인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대도시 중심의

80%

온라인 소비 행동

라이프스타일 변화

COVID19로 인한 지난 달 대비 소비 및 라이프스타일 행동 변화율 (%)*
79%

31%

집콕생활

TV 시청시간

56%

43%

직접 요리

38%
10%

16%

온라인 쇼핑

온라인 수업

비타민 섭취

재무 계획 수립

26%

지출 절약

출처: Indonesia Urban+Rural | Weekly Mar 8th Indexed to Average 4-weeks Pr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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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도네시아인 심리 현황

변화하는 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 자유로운 사교활동과 외출!
타인과의
사교활동
편리함
30%

육아
15%

47%

자유로운
활동
일상 습관
29%

36%

외출 및
외부활동

심리적
안정감

39%

46%

계획, 약속
29%

출처: KANTAR Survey,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3가지 항목, (n=6428,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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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NS 별 사용 증가율

사교 활동의 제한, 집콕 생활 장기화, 외출 자제, 이동 금지 등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용되는 SNS의 사용량을 단기간에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Whats app
76%
Instagram
61%

Facebook
59%

Line
28%

Messenger
41%
특히 커뮤니케이션 중점으로 두는 WA, FB, IG는

지난 달 대비 50% 이상 급상승
Tiktok
28%

Wechat
18%
출처: KANTAR Survey, (n=6428,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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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이상적인 브랜드 대응 사례는?
R E S P O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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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도네시아 소비자 관점으로 보는 브랜드 광고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지만,
광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97%

브랜드가 사회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
*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광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광고의 내용

52%

56%

53%

사회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

브랜드의 긍정적이고
유쾌한 모습을 어필

변화한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지

브랜드의 지속적인 광고에 대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

출처: Kantar COVID 19 Sentiment Check in Indonesia – FW period last week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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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고객 여정 단계

이는, Pandemic 상황 속 소비자의 행동 변화속에서
각 브랜드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중장기

장기

소비자 행동 변화 1.

소비자 행동 변화 2.

소비자 행동 변화 3.

혼란(Disruption)
(Disruption)
혼란

불확실함 (Uncertainty)
(Uncertainity)
불확실함

‘뉴노멀’수용
수용 (Acceptance
(Acceptance) )
‘뉴노멀’

• 갑작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변화

• 장기간 통제로 인한 정신적 피로

• 기존 행동 습관에 대한 변화

• 개인 자유 행동의 제한

• 활동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적응

• 타인과의 직접 대면 행동에 제약

• 단기적인 생활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

• 개인 및 사회의 ‘뉴노멀’ 라이프 적응

브랜드의 사회적 역할 1.

브랜드의 사회적 역할 2.

브랜드의 사회적 역할 3.

REASSURE & SUPPORT
REASSURE
SUPPORT

OFFER HOPE
OFFER
HOPE

ADAPT & ENABLE
ADAPT
ENABLE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진화,

브랜드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

긍정적인 이미지 전파 및 확산

‘뉴노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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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공적인 소셜 캠페인 사례(1)

Pandemic 사회 속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소셜 캠페인 사례. 01
라이프 스타일 변화 적응 지원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유도

사회적 역량 발휘

유명 의류 브랜드 CottonInk
코로나와 싸움 중인 의료진을 위한
의료복 지원 캠페인을 진행
인도네시아 대형 통신사 TELKOMSEL

한국 체인점 마포갈매기

Semasa

온라인 수업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소셜 캠페인 &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마비된 노상점을 돕기 위한

무료 모바일 데이터 제공

가정에서 바비큐 열풍을 일으킴

무료 배달 서비스 지원의 소셜 프로젝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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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공적인 소셜 캠페인 사례(2)

Pandemic 사회 속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소셜 캠페인 사례. 02
뉴노멀 변화의 흐름 속 브랜드의 사회적 역량 발휘 사례

롯데 이커머스
‘라마단‘ 기간 동안 지역봉쇄로 인해
귀향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특가 세일 진행

미술박물관 ‘Museum Macan’

주문형 멀티 서비스 플랫폼 Gojek

지역 상관 없이 무료 명절선물 배송 서비스

인스타 팔로워들 위한 #집에서박물관 캠페인 진행

펜대믹 기간 동안 배달원을 위한 25% 월급 상승

#온라인귀향 이벤트를 실시

휴관일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팟캐스트 실시

고객과의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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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브랜드 활동을

무작정 많이
PUSH 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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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나친 과다노출은 광고 피로도 유발하며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캠페인 전략의 ‘테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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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REAT/부작용: 광고 피로도

#집콕생활 로 이미 유저들은 미디어에 과다노출 되고 있습니다.
광고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유저들이 선호하는 테마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디어 별 사용량

매체 별 광고 피로도 영향력

(1)

SNS

(2)

광고 피로도를 느끼는 속도

TV

인터넷 서핑
온라인 메신저 앱
온라인 영상
TV
VOD

온라인 영상 광고

SNS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팟캐스트
광고 노출 & 빈도수
증가

같음

감소

사용하지 않음

TV광고에 가장 빠르게 광고 피로도를 느끼며
일상 생활 속 SNS 광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피로도의 영향력이 큼

SNS부터 온라인 영상까지 디지털 미디어들이 평균적으로 70% 정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

출처: MRI Indonesia Digital and Content Marketing Report 2020 Apr (1)
DigiAds Indonesia Biz Insigh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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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유저들이 선호하는
테마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머&코믹

소셜 인터렉션

취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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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광고 테마: 유머 & 코믹

유머&코믹
▪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온라인 광고성 콘텐츠가

힘든 상황의 도피성과 일상 속 긍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머 & 코믹을 제공하는 광고에 대한 선호도

59%

▪

트랜딩 콘텐츠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유머스러운 분위기의
광고 피하기를 원치 않고 선호함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구글 트랜드 검색어 추이

유머, 밈, 코믹,
웃긴 사진, 웃긴 동영상
관련 키워드
코로나 사태 이후 모두 검색량 상승

유머와 개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위생관리 메시지 전달

코로나 격리 위반자를 저격하는
코미디성 인플루언서 바이럴 영상

데톨 #손씻기챌린지
현지 연예인들과 콜라보하여 바이럴 기대

출처: Kantar COVID 19 Sentiment Check in Indonesia – FW period last week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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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광고 테마: 소셜 인터렉션

소셜 인터렉션
▪

집단문화와 타인과 교류를 중요시하는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사회적 상호 작용 방법의 제공은 가장 영향력이 강한 방법입니다.
▪

동남아 국가 중 사회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 비교

47%

35%

34%

온라인 소셜 인터렉션 캠페인 유도 사례

NETFLIX - NETFLIX Party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문화생활을 구현하여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

33%

17%

GUINNESS - 성 패트릭의 날
외출제한으로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다시 행진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

출처: Kantar COVID 19 Sentiment Check in Indonesia – FW period last week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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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광고 테마: 취미 + 쌍방향 콘텐츠

취미 & 활동
▪

성공적인 이커머스 사례

집콕 생활, 이동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

구글 트랜드 검색어 추이

요리 레시피

온라인 강의

신규 자격증

대만 버블티 프렌차이즈 Xing Fu Tang는
집에서 DIY버블티 키트를 판매하여 화재
급격히 감소된 매출을 복귀할 뿐더러,
소비자와 함께 하는 쌍방향 콘텐츠 생성, 바이럴 효과 발생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 및 자기계발 관련 키워드 검색이
코로나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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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인도네시아 온라인 유저 소비 패턴에
주목해야할 요소 및 전략 방안은?
F U T U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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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OST-COVID 19 시대에 적합한 전략 수립

변화된 소비자들의 새로운 가치관에 주목한
POST- COVID 19 시대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변화된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주요 구매 고려 요소

PRE-COVID19

POST-COVID19

브랜드 가치 재고의 필요성
이전까지 사용되던 ‘one size fits all’ 전략과 같은

상품

이벤트

온라인

지역

원산지

프로모션

결제 소비

생산품

생활

단골

품질 대비

브랜드

필수품

브랜드

상품 가격

가치 고려

POST-COVID 19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 요인들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주요 구매 요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PRE-COVID 19 시절의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브랜드의

상세한

관련성

사회적 역할

타겟 공략

새로운 맞춤형 전략 방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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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대 변화에 따른 캠페인 전략변화 사례

Dettol은 빠른 캠페인 전략 진화와 실행을 통해
Post-COVID 19 시대에 맞춘 효과적인 캠페인을 실행하였습니다.
PRE-COVID19

‘One size fits all’ 방식의
단일 캠페인 메시지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합니다’
제품 특성의 문구만을 강조

POST-COVID19

공익 메시지 동영상 광고를 통한
브랜드의 사회적 영향력 실행

상세한 타겟 세분화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상황. 행동, 특징에 적합한 광고 메시지를 노출

학교

펜데믹 속의 대명절

PSA 공익형 광고

아동

가정/주부

집콕 할인 프로모션 + 사은품

코로나 예방 수칙을 담은
제품의 사용법 및 손 씻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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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대 적합한 전략 방안의 효과성

Dettol은 브랜드의 영향력과 강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 상품, 가격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

Dettol과 타 브랜드의 비교 설문 응답 (2020.02 ~ 2020.03)

가격 지수 : 118

프리미엄 지수 : 114

139

40%

136

61%

133

다른 광고와 비교하였을 때 느껴지는
브랜드 / 캠페인의 차별성

Dettol의 캠페인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Dettol
브랜드 가치

브랜드 차별성

(100 = 카테고리 제품 평균)

브랜드 독창성

23

POST-COVID19
KEY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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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OST-COVID19 KEY POINTS

POST-COVID19 시대에 맞춘 브랜드 변화의 KEY POINTS
BACKGROUND

RESPOND

FUTURE

Corona-19로 인한
인도네시아 유저의 온라인 활동 증가와
소비행동의 변화

Pandemic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소비자 관점으로 보는
이상적인 브랜드의 역할

변화하는 인도네시아 온라인 유저의
소비 패턴에서 브랜드가 주목해야 할
요소 및 전략

집콕생활 온라인 소비 생활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형태
‘뉴 노멀‘의 등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중점인 SNS 서비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

시간 흐름에 따른
단계별 브랜딩 역할
및 방향성 수립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POST-COVID 19
시대에 맞는
캠페인 전략

타겟의 성별, 연령,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맞춤 타겟팅 소재 사용

간편하게 온라인에 접속하여

외출 제한, 이동 금지 등

사회적 상황에 따른

언택스 소비가 증가에 따라

기존의 주요 구매 요인 대신

맞춤형 소재를 통해

회사 업무, 정보습득, 쇼핑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와 ‘loss-contact

POST-COVID 19시대의

타겟의 상황을 반영시켜

모든 생활을 해결하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브랜드가 기여 할 수 있는

되지 않도록 온라인 매체를

새로운 구매요인들이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생활방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등장하게 되면서

고객 로열티 유지/상승 및

경험 가능합니다.
대도시에 거주중인

온라인 소비를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일상과

온라인 소비자가 꾸준히

지금까지의 전략을 대신할

유도할 수 있는 소재를
기획 & 실행해야 합니다.

집콕 생활 중인 ‘뉴 노멀‘인구

Facebook, Instagram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새로운 캠페인 전략 방안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Whats app 등의 SNS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에너지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실행할

50% 이상이 성장세를

부여 할 수 있는 전략 방향성의

미디어를 통한 유저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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