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지부 곽수찬 (kitajkt@kita.net) 2019/11/01

신남방 시장보고서
한-인니 경제·통상 관계 및 전망
1. 한-인니 관계 현황
q 한-인니 관계 개요
ㅇ 수교일자 : 1973. 09. 18
ㅇ 교역현황 : 수출 8,833백만불, 수입 11,161백만불 (2018년)
ㅇ 교민현황 : 약 2만 2천명 (2018년)
- 양국은 1973년 외교 관계를 성립한 뒤 무역, 투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연과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무
한한 가능성은 한국의 풍부한 투자 자원과 결합될 수 있어, 양국의 상호 기
여 기회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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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 2006년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IT,
원자력, 산림,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음.
- 이후 2017년, 두 정상은 기존에 수립된‘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시켜 양국의 협력을 구체화하
고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자함.
- 양국은 한층 심화된 관계를 통해 철강과 섬유화학, 자동차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전철과 역
세권 개발, 수력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와 친환경에너지 개발 협력,
방산 분야에서 연구, 개발, 및 공동생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력
을 증진해 2022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목표함.
- 또한,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2017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카르타
경전철, 상수도, 수력발전 등 총 14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8
년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제조업, 수력·화력 발전, 교통,
스타트업 협력,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총 16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음.
q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FTA는 한국과 아세안 10개 국가(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가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2007년 발
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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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되는 물품의 99.2%인 1만 2,9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6년까지 단계
적으로 인하 및 철폐함.
- 발효된 이래로 10년간 수출 경쟁력이 제고 되며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연
평균 8.8%로 확대되었으나,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이
인도네시아의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
되는 등 한-아세안 FTA의 관세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 한국-인도
네시아 양자간 FTA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한-인니 CEPA 협정 현황
q 한-인니 CEPA 개요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서 인니 무
역부와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한국은 인니와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품이
나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촉진한 바 있으나 추가 관세 인하 등
품목 별로 보다 세밀한 교역을 위해 별도의 양자 협정을 진행해 왔
음.
- 2012년 7월 자카르타에서 제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상품·서비스
무역·투자 장벽 철폐 및 완화, 무역원활화,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양자 협정을 추진해왔음.
- 그러나 상품 양허의 폭 및 한국기업의 투자 보장 관련 사항에서 이
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협상을 중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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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나 2019년 2월 협상 재개 공식 선언 이후 이번 제 10차 협
상에서 실질 타결에 합의함.
- 주요 협상 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가지
로 이번 제 10차 협상을 통해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을 완료
함.
q 한-인니 CEPA 주요 내용
ㅇ (상품 시장개방)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
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각각 93.0%, 97.0% 관세를 철폐하
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함.
ㅇ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하였음.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
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철강판 및 합성수지는 대 인니 수출 상위 5개 품목 중 하나로서
2018년 기준 총 수출액 대비 합계 12%의 비중을 차지함.
- 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
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철폐로 시장 개방.
ㅇ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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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다만 경유(3-5%, 즉철),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
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
은 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
폐할 예정임.
ㅇ (서비스 및 투자)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對인니 진출시 보호 수준을 제고함.
-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
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
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기
대됨.
- 양국은 서비스 분류기준 상 총155개 소분야 중 각 100개 이상에 대
한 양허 제공을 합의함.
ㅇ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SW‧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 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
록 하는데 합의함.
ㅇ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
보함.
ㅇ (협력) 양국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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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문화컨텐츠‧인프라‧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투자를 확대
하는 동시에 공동연구, 전문가교류, 개발계획 수립, 제도 마련 등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득이 되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협력공동위 수립,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Impementing Arrangement)의 작성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
q 한-인니 CEPA의 의의
ㅇ (인도네시아 내 신남방 정책 본격화) 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
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
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함.
-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명에 달하는 내수시장과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연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
고 있음.
ㅇ (상품 시장 접근 개선)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플라
스틱제품,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에도 경쟁국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하여 인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함.
ㅇ (협력 강화)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서 한-인니의 상생형 협력을 더
욱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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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
q 향후 전망
ㅇ 한-인니 양국은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함.
ㅇ 이번 CEPA 타결을 통해 철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등 대 인니 국내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해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함으
로써 신남방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의 인니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전망.
-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인니 CEPA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명
하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인니 진출에 대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
겠다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청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인니의 제6위 투자국
이며 이번 CEPA에서 한국인 투자자의 보호 수준을 높임에 따라 전
자, 소매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날 전망.
ㅇ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던 양국의 교역량은 한-인니 CEPA가
발효되면 양국의 주요 교역 품목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되
어 2014년 236억 달러 수준으로 다다를 전망.
ㅇ 게임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재 인니內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니측이 금번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우리 진출 기업에
게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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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역 현황
q 한국의 대 인니 수출입 동향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단위: 백만 달러)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는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2017
년에 교역량이 약 179억 7천5백만 달러로 반등하였음.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 12위 교역 대상국임.
ㅇ 2018년의 수입금액은 약 112억불, 수출금액은 약 88억 불로 수출입
합계 약 200억불에 근접하였음.
ㅇ 대 인니 교역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석탄, 천연가스, 팜유 등의 원
자재를 들 수 있으며, 주 수출 품목은 석유 및 철강 제품이 주를 이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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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대 인니 무역수지 동향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단위: 백만 달러)

ㅇ 한국의 대 인니 무역수지는 1960년대 이후 교역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자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0년에 최대 적자를 기
록한 뒤 2014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상승하여 2019년 9
월 기준 약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의 적자 폭은 전체 수출액의 30%를 상회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액 규모와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가스·석
탄·원유의 수입액 규모에 따라 주로 변동됨.
- 2019년 9월 기준 대 인니 무역 수지는 약 10억 4천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함.

- 9 -

q 한국 대 인니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15~2019.08 누계)
(MTI 3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

수출금액

수입품목

수입금액

1

석유제품

5,750

석탄

9,836

2

철강판

2,974

천연가스

6,310

3

편직물

2,404

의류

2,572

4

합성수지

2,253

동광

2,104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697

원유

1,864

6

합성고무

1,175

목재류

1,726

7

반도체

954

식물성물질

1,603

8

정밀화학원료

710

신변잡화

1,359

9

기타석유화학제품

656

임산부산물

1,307

10

건설광산기계

597

제지원료

1,064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ㅇ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석유제품, 철강, 편직물, 합성수지, 선박해양구
조물 및 부품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5대 품목이
대 인니 총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함.
- 특히, 인도네시아의 조선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선박 및 부품의 수출
이 2017년에 전년대비 149.5%나 증가한 바 있으며, 지난 3년간 가파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ㅇ 한국의 주 수입품은 유연탄, 천연가스, 원유, 석탄, 동광과 팜유 등의
자원으로 총 수입액의 약 5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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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현황
q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투자 현황
구 분
대인니
투자

대한국
투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431

1,011

617

821

846

723

754

745

(521)

(427)

(426)

(377)

(322)

(289)

(354)

(402)

6.24

68.27

9.16

55.63

0.88

3.7

1,051

10.38

(11)

(9)

(6)

(11)

(7)

(8)

(11)

(5)

2019

<2Q>
394
(199)
<3Q>
300
(2)

(자료원: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단위: 백만 달러, ( )는 신고건수)

ㅇ 2018년 한국은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중 6위를 기록하였
으며,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對 한국투자는 2017년에 10억 달러를 넘
긴 바 있으나 2018년에 천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ㅇ 2018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약 7억 5천만 달러, 투자 건수
는 40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 이후 투자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해오다 2018년에 크게 감소하였음.
ㅇ 201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전자,
소매업, 통신, 건설, 자동차, 광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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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기업 對 인니 업종별 투자 현황 (2018)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별대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N/A

신고건수
40
17
182

신규법인수
4
0
38

신고금액
98,657
11,222
232,271

송금횟수
70
40
285

투자금액
99,087
12,418
195,964

11

4

19,259

16

18,442

1

1

73

1

73

23
37
5
5
33
8
12

4
17
0
2
7
3
4

62,890
15,280
6,536
490
10,468
251,621
22,046

33
52
5
22
34
6
17

22,248
12,285
6,512
966
10,905
82,400
22,184

13

3

9,927

26

9,307

6

0

3,222

3

3,125

5

1

268

5

269

1

1

140

1

140

2

1

808

3

902

1

1

199

1

1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ㅇ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요 대 인니 투자 진출은 제조업·금
융보험업·농수산업으로 전체 업종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
- 정보통신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간 1~2천만 달러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투자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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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전반, 섬유·봉제 산업, 자원, 에너지 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
우 높아지는 최저임금이 투자 기피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q 대 인니 10대 투자 기업
순위

기업명

주 사업 내용

1

포스코

철강 생산

2

한국타이어

타이어공장

3

CJ인니

식품·영화

4

코린도그룹

목재·제지

5

SK

윤활유

6

LG상사

석탄·팜오일

7

윈텍스타일

섬유

8

중부발전

발전소 운영

9

삼탄

천연가스

10

대상

조미료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ㅇ 對인니 투자는 7∼80년대 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자원·제조업 투자
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제조·IT·서비스·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ㅇ 최근 포스코 일관제철소(‘10년~), 한국 타이어(‘13년~), 삼성전자 휴대폰(‘13
년~)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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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별 협력 현황
q 금융 분야 협력
ㅇ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 현황
- 인니는 2억 7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인구와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 구
조 및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금융 시장의 발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금융 회사들이 진출
하였음.
- 최근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외
국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금
융 산업 보호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에 외국계 은행의 진입장벽은 다소 높은
상황.
- (은행업) 인니 금융시장은 은행업 중심이며, 한국의 순이자 마진율이 1～2%
대인 반면 인니는 약 4～5%대로 잠재력이 높은 편이나 자국 부실 은행 인수
를 통한 진출만 허용하는 등 외국 금융회사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임.
- (보험업) 2.6억 명의 거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연 약 10%대의 양호한
성장세 기록하고 있으나 전속시장적 구조, 소득 여건 미성숙과 대중의 보험
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의 특성이 있음.
- (증권업) 시가 총액 약 6천조 루피아, 상장기업 수 528개, 외국인 및 기관투
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채권시장도 국채 중심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자
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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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국 금융당국 간 협력 관계
ㅇ 한국은행-인도네시아은행 양 중앙은행간 양자 통화 스왑 체결(14.3.6)
- 10.7조원/115조 루피아 (약 100억 불)이내에서 상호간 자금지원.
- 유효기간 ‘20년 3월까지, 만기 도래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인니 금융서비스위원회(OJK) 간 금융 감독 협력에 관
한 양해각서(MOU) 체결(15.4.16)
- 상호주의에 의한 우리 금융회사의 인니 진출 기반 마련.
- MOU 체결을 계기로 신한은행의 인니 진출 및 인니 BNI 은행의 서울지점 개
소 성사.
ㅇ 한국 금융회사 진출 현황
ㅇ 21개 한국 금융회사 진출 및 해외사무소 등 4개 설치
- 은행: 우리은행(92), 외환은행(90), 하나은행(07), 수출입은행(92), 신한은행(15),
OKE은행(17, OK저축은행), 기업은행(19)
※ 외환은행․하나은행은 KEB하나은행으로 합병
- 증권: 미래에셋대우(08), NH코린도(08), 키움증권(10), 신한금융투자(16), 한국
투자증권(17)
- 보험: 한화생명(12), KB손해보험(97), 메리츠화재(98), 삼성화재(97)
- 여전: 롯데캐피탈(12), 신한카드(15), 하나캐피탈(15), 무역보험공사(93), BC카
드(16), 끌레몽금융(90,한국계)
- 사무소․주재원 등: 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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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 분야 협력
ㅇ 양국은 초기 봉제, 신발 등 경공업을 거쳐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로 제조
업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자동차, 공작기계, 엔진, 화장품 등으로 협력 분야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관련 MOU를 체결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 경제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에서 제조업 협력
분야 확대 및 기존 협력 분야의 강화를 제안.
- (자동차) 2017.11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시 체결한 「산업협력 MOU」에 근
거하여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Automotive Dialogue)' 개최(2018.8.24) 등.
- (공작기계, 엔진, 화장품) 조코위 대통령 방한 계기에 협력 MOU 체결.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한국·인도네시아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
최하여 기술과 부품 소재 장비 수출과 한국·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이에 앞서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자카르타에 한국·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를 열어 국내 중소기업
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
음.
ㅇ 국내 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관련 R&D 투자와 고부가가치 제
품 개발능력 및 한류 등으로 향상된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현
지 업체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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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
-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으므로‘혁신
성장’,‘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추진 중이며 정책 수립과 시행
에 필요한 것을 한국이 자문하고 공동 연구하는 등의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에는 디지털기술, 바이오, 하드웨어 자
동화 등 인도네시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양 정부는 위 내용이 담긴 '산업혁신연구협력 양해각서'(MOU)에 서
명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거나 관련 첨단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또한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행정안전부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가
공동 출자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본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니 정부의 요청으로 올해까지 1
년 연장하여 운영 중.
<전자정부협력센터 연도별 협력 사업 현황>
연도

협력 현황

2016년

- 인니 전자정부기본계획 이행지원 로드맵 수립, 정부업무관리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등 컨설팅

2017년

- 인니 전자정부지수개발, 전자정부 EA도입방안 연구, 전자문서
및 기록물 관리계획 수립 등

2018년

- 인니 전자정부법 제정을 위한 법 제도 참조모델 수립, 범정부 확
대를 위한 행정개혁부 EA 및 국가 EA시범 포털 모델 개발 등
(자료원: 행정안전부)

- 17 -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ICT 분야 공동 기술협력과 민간 참여 역시 활
성화 되고 있음.
- 2025년을 목표로 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대
인도네시아 ICT 부문 지원 전략을 수립해, ODA의 인도적 목표를 달
성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전략
을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ICT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기술과 전
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과 지식수준이 높아 ICT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ICT 지원 정책과 시장 확대 및 수요의 증가로 한국기
업이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ICT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법적
규제 등 시스템 구축과 인적자원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불안정, 현지 대기업의 투자 확대, 중국
계 자본의 유입 등을 고려해, 한국 업체의 분야별 단독 진출 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ㅇ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자카르타 현지에 비자신청센터를
설립하는 데에도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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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10월 24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 14차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 2020
한-아세안 ICT 협력계획을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한-아세안 스마트 연계, ICT 역량,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
한 컨설팅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이 전개될 전망.

6. 전망 및 시사점
ㅇ 양국 경제 협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잠재력에 비해 부
족한 편으로 정부 간,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해 양국 교역과 투자 확
대에 힘써 2022년까지 300억 달러 교역을 목표하고 있음.
ㅇ 개별 단품 간 협력이 아닌 금융·기술 등 연계사업 간 '패키지 협력'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협력 사례로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함.
ㅇ 한-인니 CEPA의 타결에 따라 특히 우리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진
출이 늘어날 전망이며 자동차업계의 경우 인도네시아 차량시장의 약
98%를 점유하는 일본산 차량과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산 차량, 그
리고 독일산 고급 승용차 사이에서 전략적 입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
요.
- 한국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진출 시
도 또한 많을 것으로 보이나 별개로 진출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과의
협력사로 진출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임.
ㅇ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량은 2015-2016년 감소한 이후로 다시 오
름세에 있으며 철강제품, 합성수지, 화장품의 대 인니 수출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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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전망.
ㅇ 인도네시아는 현재 조코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인프라 개발 및 수
도 이전 계획 등에 의한 외국 자본 수요가 큰 상황이며 한국 역시 인
프라 기술과 기존 진출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 투자국으
로서 자리매김할 전망.
- 정부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및 국가개발기획
부 차관보 등 수도이전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행정도시의 개발계획
및 추진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합의한 바 있
음.
ㅇ 조코위 정부의 제조업 및 고차산업 육성에 기반을 둔 국가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한-인니 경제협력 또한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
으로 기대.
- (자원) 석탄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의 무
게 중심이 다소 이동할 전망.
- (제조업) 전기차·의료기기 등이 진출 유망하며 대기업 뿐 아니라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아래 중소기업 진출도 늘어날 전망.
- (서비스업) 물류 시장의 빠른 성장과 인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물류 인프라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
- (ICT 산업) 인니 시장의 핀테크 시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및
핀테크 산업에서의 우리기업들의 투자 진출 시도가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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