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지부 김태훈(kitajkt@kita.net) 2019/10/16

신남방 시장보고서 3
인도네시아 철강수요 산업
1. 철강산업시장 구조 및 현황
□ 개요
○ The World Steel Association(세계 철강 협회)에 따르면 세계 철강수요는
2019년에 2018년 보다 1.3%증가한 1,735Mt에 다르고 2020년에는 1%가
더 증가한 1,752 Mt을 기록 할 것이라고 전망

(자료원:WorldSteel Association)

○ 세계 철강교역은 G2 무역분쟁에 따른 中 의 경제성장 둔화와 제조업
수출 타격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나 인도, 이란 등의 수출
물량 확대로 상쇄. 중국 수출 감소는 인도·동남아産 수입대체 등으
로 아시아 역내 교역의 흐름을 변화시킨 동시에 공급과잉 축소로 글
로벌 철강 경기 개선에 기여

○ 동남아, 생산설비 확충 계획에 따른 자급도 향상 기대
- 아세안 수요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내수 고성장
영향에 의해 연평균 5.4% 증가한 반면, 생산은 상공정 설비 부재를 비
롯한 대부분 설비 미흡으로 동기간 1.8% 증가하는데 그치며 수입
은 생산이 철강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71.1Mt 기록

- 아세안 지역의 철강 수요는 2019년 이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
으로 증가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긴장, 통화 변동성 및 불안
정은 우려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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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철강수요제품 및 산업 현황
□ 시장동향 및 규모
○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은 정부 주도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건설분
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로컬 생산업체가 있지만 국내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매년 650만~750만 톤을 수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IISIA)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는 약 1270
만 톤의 철강을 소비했는데, 국내 철강 제조업체는 총 수요의 절반 정도
인 680만 톤 정도만 공급이 가능해 나머지 수요를 수입에 의존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는 인니 철강 수요는 2025년까지 2140만 톤으
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 이러한 수요 증가는 현 정부 주요 추진정책의
일환인 인프라 개발에 기인함.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2030년까지 추진
중인 대규모 에너지 개발도 철강 수요 견인
- 인도네시아 산업부 또한 인도네시아 내 철강 수요는 2021년까지 연
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철강 수입량 기준 4위 국가라고 밝힘.

Source: Indonesian Iron & Steel Industry Association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자체 철강 생산능력을 1200만 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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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 2035년까지는 2500만 톤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 그러나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Masterplan을 통해 설정된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
- 산업 부문별로는 건설 분야가 인도네시아 철강 총소비의
(78%), 운송(8%), 석유 및 가스(7%), 기계(4%) 차지

Source: Indonesian Iron & Steel Industry Association

□ 인도네시아 철강생산 및 제품 시장 현황
○ 철강제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철제 포크, 숟가락, 젓가
락 등 주방용 제품부터 산업용 기계 등 일반 기계, 정밀 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건설 프로젝트까지 사용 범위 및 용도가
무궁무진함.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은 2017년에 들어서 지난 2년간의 성장 속
도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 2년 동안의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철강제품이 과잉생산되는 효과가 나타
나 철강산업의 성장 또한 둔화됐기 때문
○ 2001년 인도네시아 명목 총 GDP가 약 2500조 루피아(약 18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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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15년 후인 2016년에 년에 약 1경
2000조 루피아 안팎(약 9022억5562만 달러)을 기록하며 약 4.8
배 성장
○ 철강제품 생산량 또한 2001년에 약 50조 루피아(약 37억5960만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약 275조 루피아를 기록하며 지난 15
년 동안 연도별로 철강제품 생산량의 증감이 존재했으나 전반
적으로는 철강제품 생산 시장의 규모가 GDP 성장에 따라 증가
추세

□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시장 진출 기회
○ 인니 철강 산업이 발달하는 주요 원인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정
부 투입 예산 증가라고 볼 수 있음
- 인프라 예산은 통신,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에 두루 사
용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제품만
해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4년동안 약 80만 톤이 될

- 5 -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시장의 성장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 철강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수요는 50만 톤의 열연강판 그
리고 50만톤의 냉연강판 등 약 100만 톤의 강철판이 소요되
는 것으로 파악
○ (철강 산업 투자 증가)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은 정부 인프라 구
축 예산 할당 못지 않게 투자의 증가로 규모확장.
□ 인도네시아 철강소비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과의 상관관계
○ 인도네시아 인프라 발전 프로젝트는 국가 도로, 철도, 항공, 공
항 등 핵심 인프라 시설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프라 발
전을 실현 시키기 위해 인니 정부는 국가예산을 대폭 상승 시
킴
○ 인프라에 대한 정부 예산이 증가 할 때 철강 소비가 상승하며
그 결과로 건설부분 GDP 기여도 상승

Source: Indonesian Iron & Steel Industry Association

-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는 건설로 인해 철강을 필요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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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프라 프로젝트는 철강 산업의 Key Driver가 될 것
○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계획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 현황 및 계획

항목
도로
다리
철도
공항
톨게이트
댐
관개시설
공영주택
아파트

단위
km
m
km’sp
개수
개수/km
개수
천헥타르
천개
개수

2015년
5,229
29,176
176.25
2
29
647.3
10,497

2016년
2,528.7
18,352
68.99
2
32
343.7
58.4
7,740

2017년
2,754.2
19,875
269.98
3
43 / 199
36
329.4
23.7
13,251

2018년*
2,271.3
52,449
615.05
4
23 / 405
48
194.7
50
13,405

2019년*
2,007
27,067
415.20
4
16 / 253
48
162
84
7,512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정부)

○ 2019년 국도 포장률을 2014년 94%에서 2019년 100%, 대중교통
분담률 23%에서 32%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이사회는 인도네시아의 관개 서비
스 및 관리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2 억 5,000 만 달러의 대출
을 승인하였음.
○ 2019년 4,278km의 도로 신설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 중
1,000km는 유료도로로 추진될 예정
○ 해양 인프라 부문에서는 5개 대형 항만 및 19개 중소형 항만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4개의 국영 항만 공사가 지역을 분담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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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철강수요 산업 문제점
□ 인니 철강 국내생산 부족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철강 생산능력
의 확장임
- 2013년 인도네시아 철강 수요는 14Mt 인데 비해 자국 철강 생
산은 오직 7Mt에 불과해 철강수입이 불가피 한 상황
- 인도네시아 철강 제조업체의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철강 생산능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 효율
성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정부 주도의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에너지 개발정책 등으로
강관을 포함한 철강제품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인도네시아 제철, 제강 및 압연기 생산능력 사이에 불균형이 있으며, 업
스트림의 용량은 미들 및 다운 스트림에 비해 작아 여전히 더 많은 용
량 필요

Source: Indonesian Iron & Steel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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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철강업계의 또 다른 직면 과제는 인니 내 철강 품질과 상대
적 으로 저렴하면서도 대규모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과의 경쟁
- 늘어나는 철강 수요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고, 정부 차원에서 철강산
업의 내수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철강 관련 규제를 걸고 있으나,
철강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대인도네시아 철강 수출은 전세계
로부터 꾸준히 발생

- 9 -

4.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한국 철강수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수출절벽 내몰린 한국 철강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에 타격이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시한 수입규제방안을 다소 수정하여
수입 국가에 대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對미 수출 감소세 지속될 것이며 특히 강관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15년부터 계속된 對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02년 철강 13개 품목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對미 수출 27%
감소
- 14년 강관,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주요품목 본격적 규제 후
연평균 5% 감소
- 수출중미국의비중은11.2%(전체생산의4.6%)로일본(13.0%),
중국(13.0%)에이어세번째
- 품목별 제재를 취했던 이전 사례들과 달리 對미 철강 수출
전체에 전방위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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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對미 수출 품목 중 비중이 가장 큰 강관은 미국 의존도도
높아 강관 업체의 사업기반 및 수익 악화 가능성이 높으나 타
품목은 미국 의존도가 낮아 제한적 영향 예상

- 17년 對미 수출 355만톤 중 강관이 202만톤으로 57% 차지, 강
관의 경우 동제품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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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3년간의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
2,300억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 3,300억 원, 총 취업자 감소
분은 약 1만4,400명으로 추정

□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 수출 다변화를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성을 배양해야 함
- 특히 인도, ASEAN, 아프리카 등 인프라 개발 수요 및 성장잠재력이 높
은시장에 대한 진출 및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신남방정책과 인도네시아 마스터플랜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신남방정책은 대외여건 변화 대응과 협력 다변화를 아세안 인도
와의 협력관계를 4강(미, 중, 일, 러) 수준의 정치, 외교, 경제관
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임
○ 중국 내 사업여건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에 대응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다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성
장 잠재력 높은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 증가로
인해 추진 인도와 아세안은 각각 인구 세계 2위와 3위
GDP(ppp기준) 세계 3위와 4위 지역으로 향우에도 5~7%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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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기대

- 인도네시아와 협력분야는 전력·물관리·공공주택·교통등 인
프라, 철강·석유화확등 기간산업 협력강화와 자동차·정보통신
등 신규투자로 협력확대 추진
- 포스코-PTKS간 열연공장 추가건설 및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30억달러, 20년 착공)이 추진중이며 현대자동차는
연산 25만대 규모의 완성차공장건을 계획중 또한 2020년 양국
간 교역액 300억달성을 목표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인니간 CEPA(Com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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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네시아내 진출 우리 철강수요 기업 및 상호협력
□ 한국기업 인프라 수주 사례
○ 우리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내 경전철(LRT) 일부 구간, 발전소, 주택 및 아파트와 같
은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2018년 총 수주액은 20억달
러에서 30억달러로 예상되며 전체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약
2~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건설프로젝트 이외에도 인프라 관련 건설자재와 장비의 수요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 수출 품목인 건설자재와
장비 및 철강류의 수출 및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회사인‘위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플랜트 공사 입찰에 참가한 결과 발주처
로부터 낙찰통지서(LOA) 접수받음.
구분
발주기업
시공내용
세부사항

총 계약금
시공지역
시공기간
준공일

내용
뻐르따미나(PT.Pertamina;인도네시아 국영 정유회사)
LPG플랜트 건설
LPG저장탱크 2기/송출설비/제티(Jetty)/그 외 부대시설 신규건설
설계·구매·시공 담당 및
주요 공사 공종인 저온저장탱크 설계·구매·시공·품질관리·시운전 등의 업무
수행 예정
전체: 1억 4,000만달러 (약 1,641억원)
포스코: 약 7,000만달러(한화 약 820억원)
딴중 세꽁(Tanjung Sekong),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약 36개월
2019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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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설핀도 VCM & PVC 증설사업과
떼놈(Teunom) 수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
결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공장의 VCM 연간 생산량은 기존 12
만t 에서 37만t으로, PVC는 기존 11만t에서 36만t으로 늘어남.
- 포스코건설은 인도네시아 리도(LIDO)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에 참여. 포스코건설은 발주처인 MNC(Media Nusantara Citra)
그룹, 대주단인 KEB하나은행·IBK증권과 금융조달을 위한 합
의각서 (MOA)를 체결
- 현대건설도 현재 시공 중인 푸상안 수력발전소의 4억달러
규모 추가 공사 수주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
- 롯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공동개
발 양해각서(MOU)를 맺음
- GS건설은 인도네시아 유력 디벨로퍼인 바산타 그룹과 함께 서
부 자카르타 지역에 1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City Gate 88’사업 진행.
[대한민국 기업 인프라 수주 사례]

업체
철도시설공단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현대ENG
현대건설
한솔이엠이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로템
한화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공사명
자카르타 LRT 프로젝트 1단계
리자왈리플레이스 콘도, 오피스 신축공사
무아라따와르 복합화력발전소 전환사업
그라티 2블록 가스 발전소 복합화 공사
칼셀탱2 석탄화력발전 사업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바탐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하상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코타 카사블랑카 3 건축공사
경전철 16량
공공주택 187만호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하상수력발전소 EPC 계약
(자료원: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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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USD)
2,400만
1억 2,800만
2억 6,200만
8,900만
1억 9,700만
5억 2,600만
4,300만
1억 1,200만
7,100만
3,300만
-

○ 포스코-PT크라카타우스틸 합작
-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업체인 PT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해 연간
6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 인도네시아는 잼재매장량 기준으로 철광석 22억톤과 석탄 934억
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원료조달이 원활.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근의 인도와 동남아 지역의 철강수요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
고 있어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철상시장 전망이 밝다고 예상 하
여 인도와, 베트남, 중국에 앞서 인니에 일관제철소 건설
- 인도나 베트남에서와 같이 투자기업이 인프라와 생산설비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그린필드 (GreenField)투자방식
과 달리 현지 합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만과 부지, 용수, 전력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 Field) 투
자 방식
- 합작사인 크라카타우스틸내 유휴부지에 제철소를 건설하기 때
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합작사의 건설 조업 경험을 활용함
으로써 정상 조업의 즉시 달성 가능
- 양사는 이번 합작사업을 계기로 인니내 철강원료도 공동개발할
예정. 파트너인 크라카타우스틸이 국영기업이고, 인니 정부에서
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
□ 현대車, 인도네시아 내 완성차 공장 설립 최종 결정
○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25일 인니 내 연간생산 최대 25만 대 규
모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2021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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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공식 선언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19.10.16.(수)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
* CEPA: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
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
○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
주 인니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
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타결에 합의
□ 한-인니 CEPA 주요 내용
○ 상품 시장개방 :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
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각각 93.0%, 97.0% 관
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
- 전체 수준: (우리) (기존) 품목수 90.2%, 수입액 93.6% →
(현재) 95.5%, 97.3%
(인니) (기존) 품목수 80.1%, 수입액 88.5% →
(현재) 93.0%, 97.0%
- 인니가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의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

- 17 -

○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
(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
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아울러, 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
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철폐로 시장 개방
○ 이번 한-인니 CEPA 타결은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
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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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인니 상호협력 기대효과
□ 자동차 제품 (HS 86, 87류)
○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 현황
-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은 1%에
도 못 미치는데 반해 일본은 97%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음
- 일본은 2007년 일찍이 인도네시아와 EPA를 채결하여 세제혜택
을 받아 우리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
- 반면에 우리기업은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수출시 약 30%의 비교
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보다 불리한 입지에 있음. (2017
년 기준)
○ 자동차 부문 경쟁력 확대 기대
-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EPA 체결 이전인 2006년 당시 자동차 부
문의 수출액은 약 800만 달러였으나, 다음해 2,000만 달러로 2.5
배 급증하며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한-인니 CEPA 체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부과되고 있던 관세
가 철폐 또는 추가적으로 인하된다면,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
로 한국기업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점유율이 보다 확
대될 것으로 기대
□ 철강제품 (HS 72, 73류)
○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철강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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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양허가 B그룹또는 양허제외에 속해 있어 약 20%의 관세
가 부가 되고 있음
○ 반면에 일본은 일-인니 CEPA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특정용도 면
세 제도를 도입하여 대인니 수출 철강제품 중 80% 이상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
○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약 15억달러,
9억달러를 수입했는데, 만일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로 인
하될 경우 경쟁력이 확보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및 점유율
상승이 기대
□ 인프라부분
○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은 2020년에 9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6~7%의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글로벌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재원조달 역량을 개선하고, 현지에서 건
설수주 경험이 많은 공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을 벤치마킹 또
는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단순도급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기술력과 고부가가치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성 제고 중심모델로 전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함
○ PPP사업에 대한 투자가 현지 통화인 루피아화(IDR)로만 이루어
져 환 헤지가 쉽지 않아 환리스크 헷지 및 시장을 선점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인도네시아 인프라 부문의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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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건설기업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수
집 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외교를 통해
한국기업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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