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mbeo로 알아보는 해외 현지 Pricing

활용 사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신라면



What is Numbeo?

• Numbeo는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전세계 도시 및 나라의 생활여건과 관련된 데이터(예: 생필품 가격, 

주택/주거 비용, 헬스케어, 교통 및 범죄 등)를 기반으로 한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Crowd 

Database Curation’ 서비스를 제공

• 각종 필터링과 연관분석을 웹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위키피디아와 같이 누구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

는 ‘wisdom of the crowd’

• 각종 조사기관 또는 통계청 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제공되는 API를 통해

databas의 활용 또한 가능함

• 웹사이트: www.numbeo.com

http://www.numbeo.com/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중인 신라면 가격은 12,000 RP 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수준과 생활비용을 감안한 “구매력
(Purchasing Power)”에 준하여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얼마나 비싼 (또는 싼) 것 일까요?

12,000 IDR
Numbeo 에서 제공되는 cost of living calculator 를 활용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Seoul, South Korea)1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Jakarta, Indonesia)2

라면가격 12,000 RP 입력 후, 인도네시아
루피아 선택3



12,000 IDR     →    22,388.75 IDR       ▶
(1,021 KRW)

인도네시아 신라면 소매 가격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구매력으로 환산 시

한국 원화로 환전 후

1,904.8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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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12,000 IDR에 판매되는 신라면은

직접환율 적용한 1,021원이 아닌 1,904원에 구입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현지에서 1,904원 상당의 가치를 갖는

제품/서비스를 포기하고 신라면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현지 한국인은 신라면의 향수를 만끽하기 위해 3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지요.12,000 IDR



국내 신라면 가격은 750원 입니다.

(신라면이 한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가격으로 판단)

인도네시아의 소득(Disposable Income)수준과 생활비용을 감안한 “구매력 (Purchasing Power)”에 준하여

신라면은어느정도의 가치 또는가격대가되어야할까요?



750원 →   401.99원 ▶

국내 신라면 소매 가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구매력으로 환산 시

인도네시아 화폐로 환전 후

4,727.39 I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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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O 사용법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도시명1

비교 대상 국가의 도시명2

현재 거주 중인 화폐 단위로 입력 후 화폐 선택3



인도네시아이커머스정보채널 (Intelligence Channel)

정보채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분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네트워킹의 장을
갖고자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이해하기’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통해 향후에도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Intelligence Channel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이해하기 (페이스북 | 페이스북 그룹)

• e-Report 다운로드 및 INA-eCom 뉴스레터 (구독 신청)

• 디지털 스트라테지트 |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페이스북은 링크와 구독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가입 가능하며, 다음
분들에게 적극 추천 드립니다.

◎ SE Asia의 진출 고려 중인 이커머스스타트업/예비스타트업

◎ 모바일 기반의 결제/배송/고객서비스 솔루션보유사업자

◎ 매입대행 서비스 또는 마이크로대출형서비스 진출 고려 사업자

◎ 한류 기반의 사업모델 (상품, 서비스, 라이선스 등) 보유 사업자

문의: 어수중 / john.ue@dsconsulting.kr

https://www.facebook.com/INAecommerce/
https://www.facebook.com/groups/INA.eCom/
http://eepurl.com/bAOzhn
http://dsconsulting.kr/category/%EC%9D%B8%EB%8F%84%EB%84%A4%EC%8B%9C%EC%95%84-%EC%9D%B4%EC%BB%A4%EB%A8%B8%EC%8A%A4/


http://bit.ly/VP_INA_eCom_1
http://bit.ly/VP_INA_eCom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