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자고라위 고속도로,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자카르타 경전철
단계 사업 등 그간 양국이 공동 추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성공을
평가하고, 5G, 에너지안전, 물관리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

- (
1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18년 9월10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0(월) 오전 09: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9. 7.(금)

담당부서

신남방통상과

담당과장

송요한 (044-203-5711)

담 당 자

김준철 사무관(044-203-57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참석
- 제조업 협력 확대, 인프라 협력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시 연설
- 한-인도네시아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조성 등 산업협력 MOU 15건 체결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9. 10.(월)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9.10(월) 09:00~13:00,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목적)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 경제협력 확대방안 모색, 신협력분야 발굴
- (참석)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니) 조코위
대통령, 산업부 장관, 투자조정청 청장 등

ㅇ 백 장관은 동 포럼 환영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국빈방문지(2017년 11월)인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❶제조업 협력 확대,
❷인프라 협력 강화, ❸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협력 강화, ❹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제조업) 양국은 초기 봉제, 신발 등 경공업을 거쳐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로 제조업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자동차, 공작기계,
엔진, 화장품 등으로 협력 분야 확대를 희망
* (자동차) 2017.11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시 체결한 「산업협력 MOU」에 근거
하여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Automotive Dialogue)' 개최(2018.8.24) 등
* (공작기계, 엔진, 화장품) 조코위 대통령 방한 계기에 협력 MOU 체결

* 현대건설참여자카르타-보고르 연결 고속도로, 1973년 착공 1979년 완공
** 중부발전, 660MW 규모 석탄화력발전, ‘12.7월 상업운전 개시(30년 운영계획)
*** 총 110km 구간 중 5.8km, 철도시설공단 등 컨소시엄 시스템 구축·현대로템 차량 공급

미래협력)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으므로
혁신성장’,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추진중인 양국의 협력 필요성 강조
ㅇ (보호무역주의 대응) 책임 있는 중견국가인 양국이 거세지는 보호무역
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연내 타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요청했다.
- (
‘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
(ASEAN) 10개국 + 한, 중, 일, 호, 뉴, 인(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

□ 또한,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이 추진중인 협력사업 양해각서(MOU) 15건이
체결됐다.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Triawan Munaf 인니 창조경제위원장 임석

ㅇ 상기 양해각서(MOU)는 발전사업, 공작기계 공동개발, 엔진공장 건설,
석유화학공장 건설, 화장품 생산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신도
시·역세권·주거시설 개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MOU 개요 별첨)
ㅇ 향후 이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확대
해나가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협력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개요
2. 민간 MOU 체결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김준철 사무관(☎ 044-203-5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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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개요

붙임2

□ 일시/장소 : '18.9.10(월) 09:00~13:00,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 참석자 : 인니 대통령, 양국 정부인사, 양국 기업인 등 약 300여명
□ 개최목적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및 新협력분야 발굴,
인도네시아 경제현황·투자환경·산업발전 소개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09:00
09:05~09:07
09:07~09:10
09:10~09:13
VIP
세션

09:13~09:16
09:13~09:19
09:19~09:39
09:39~09:40

내

2˝
3˝
3˝
3˝
3˝
20˝
1˝

09:40
09:50~09:55
09:55~10:00
10:00~10:20
발표
세션

10:20~10:40
10:40~10:55
10:55~11:10
11:10~11:40
11:50~11:55

오찬
세션

11:55~12:00
12:00~13:00

용

입장 완료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프로젝트 소개 동영상 시청
개회사 (대한상의 회장)
환영사 (인도네시아상의 회장)
환영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축사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념촬영
VIP 이석

5˝
5˝
20˝
20˝
15˝
15˝
30˝
5˝
5˝
60˝

발표세션 개회사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환영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기조발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청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한-인도네시아 철강산업 협력
(Krakatau Steel 대표)
인도네시아 창조적 경제 (Tokopedia 대표)
MOU 체결식
개회사 (산업연구원 원장)
축사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이사장, 前주한인니대사)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

민간 MOU 체결 현황

MOU 명칭 (체결기관)

① 한-인니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LOI
(산업기술진흥원인 산업부)
② Sulfindo VCM&PVC 증설사업MOU
(현대엔지니어링인 PT.Sulfindo Adiusaha)
③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
생산 사업 협력 MOU
(두산인프라코어-인PT.BBI, Equitek)
④ 인도네시아 화장품 생산
사업 협력 MOU
(에스디생명공학-인 PT.OPS)
⑤ 한-인니 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코트라-인 COCOWORK)
⑥ 뽕 께 르 수 력 발 전 사 업 JD A
(공 동 개 발 협 약 )
(중부발전,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인 PT.SPT)
⑦ 사마르낄랑 수력발전사업
공 동 개 발 MOU
(중부발전,롯데건설-인 PT.BMEP)
⑧ 터 놈 수 력 발 전 사 업 협 력 MOU
(현대엔지니어링인 PT.Terregra Asia Energy)
⑨ JAWA 9&10 석탄화력
발전사업 협력 MOU
(두중-인 PT.Indo Raya Tenaga)
⑩ LIDO 신도시 1단계 개발 MOA
(포 스 코 건 설 , KEB하 나 은 행 ,
IB K 증 권 -인 M N C )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조성 지원(①맞춤형 선
반 공동개발, ②설비지원 및 생산, ③교육용 기기 개발 및
인력양성)

인도네시아 Sulfindo 기업의 석유화학공장(VCM, PVC) 증설
사업 협력 MOU
인니의 엔진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엔진 생산 사업 (연 2
만5천대 규모, 선박 등) 협력 MOU
인니의 화장품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화장품 생산 사업(마
스크팩, 스킨케어, 색조 및 헤어 제품 등 생산) 협력 MOU
한-인니 양국 스타트업 Ecosystem 구축(공동사업/워크숍 개발 및 정보
교환, 네트워크 공유 등)을 위한 전략적 협력 구축 MOU
뽕께루 수력발전사업(92MW, 술라웨시 州, 약 2.8억 불) 수주를 위한
참여사간 공동개발협약
사마르낄랑 수력발전사업(77MW, 아체 州, 약 2.8억 불) 수주
를 위한 참여사간 공동개발 MOU
터놈 수력발전사업(375MW, 아체 州, 약 8억 불) 수주를 위한 참여
사간 협력 MOU
Jawa 9&10 석탄화력발전사업(2000MW, 자바섬) EPC 건설 참
여를 위한 협력 MOU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공사비 금융조달과 신도시 개발경험 및 노
하우를 바탕으로 인니측 추진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 참여(금융
조달 및 시공참여)
⑪ 지능형교통체계(ITS) 협력 MOU 지능형교통체계(ITS)분야 지식공유, 네트워킹, 컨설팅 수행 등
(ITS Korea-인 ITS Indo nesia) 양국 실질 협력 기반 구축
⑫ 자카르타 망가라이 TOD
인니 자카르타 역세권개발 선도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개발 노
개발 MOU
(롯 데 건 설 , 롯데자산개발, 한국 하우 전수 및 상호협력
철도시설공단-인PT-PP(인니주택공사))
⑬ 자카르타 City Gate 88
공동개발 JO Agreement 민간업체 간 최초로 체결된 (중급) 주거시설 공동 개발 사업
(G S건 설 -인 PT.Vasanta Indo)
⑭ 푸상한-Ⅳ 수력발전사업
인니 아체州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푸상안4 수력발전 추진 공동
협력 MOU
(현대건설, 남동발전-인 PT. Wijaya 협력
K a ry a P re s id e n t D ire c to r)
⑮ 버카시 바산타 이노파크
버카시 지역 산업단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부동산 개발 분야
1단계 개발사업 MOA
(롯데건설-인 PT. Vasanta Indo 진출 협력
Properti Chief Comm 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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