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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월 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요노 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7 8 .

-지난 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4 (Democratic Party)

이 전체의석의 를 확보하면서 국회 제 당이 되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유도요노 대통27% 1 ,

령은 다른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함.

▣ 유도요노 대통령은 투자증진과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쳤고 초기,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취임기간 동안 연평균 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대비 재정5.9% , GDP

적자는 전후에 머무름1% .

-수출의 꾸준한 증가로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했고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도, 2001~04

년 연평균 건에서 년 연평균 건으로 대폭 상승하였음503 2005~08 974 .

-연료가격 급등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년을 제외한 전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2007

높았지만 년 후반기 세계 금융위기 직전까지 주가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안정세를 보임, 2008 .

▣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선을 통해 자유주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임.

-이에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무역량과 해외직( )對

접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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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요노 대통령 재선 유력1.

■ 오는 월 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요노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됨7 8 .

- 유도요노 대통령은 년 월 일 차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명의 후보자 중2004 7 5 1 5

의 득표율을 얻었고 같은 해 월 일 차 경선에서 득표율 로 당시 대33.6% , 9 20 2 60.6%

통령인 메가와티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됨.

- 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이 전5 (Democratic Party)

체 국회의석의 를 차지하였으나 지난 월 일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의 의석10% , 4 9 27%

을 확보하여 국회 제 당으로 유도요노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확인함1 .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은 약 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각각 와70% 15%

의 지지율을 보인 경쟁 후보 메가와티와 현 부통령 칼라를 큰 격차로 따돌림2%

(Economist, 2009.5.21).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2.

■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 및 기업환경과 자연자원 관리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임.

- 유도요노 대통령의 민주당이 국회 제 당이 되면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공1 ,

약이 실행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짐.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및 수입 규모가 꾸( )對■

준히 증가함.

- 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액은 년 대비 각각 와 증가2008 2005 57.2% 38.3%

하였고 년 현재 인도네시아는 회원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의, 2008 ASEAN

제 위 교역대상국임2 .

- 유도요노 대통령이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기 때문에 유도요노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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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리나라와 주요 회원국과의 수출입 추이1. ASEAN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인도네시아 5,046 8,184 4,874 8,849 5,771 9,114 7,934 11,320

말레이시아 4,608 6,012 5,227 7,242 5,704 8,442 5,794 9,909

필리핀 3,220 2,316 3,931 2,187 4,420 2,438 5,016 3,099

싱가포르 7,407 5,318 9,489 5,887 11,949 6,860 16,293 8,362

태국 3,381 2,689 4,246 3,328 4,488 3,769 5,779 4,282

베트남 3,432 694 3,927 925 5,760 1,392 7,805 2,037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함.

- 년 대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년 대비 급증하여 년 현2008 2006 261.5% 2008

재 회원국 중 베트남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ASEAN .

-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

되면 대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액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우리나라의 주요 회원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실적2. ASEAN

단위 건 백만 달러( : , )

구분
년1968~2005 년2006 년2007 년200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도네시아 745 2,045 122 148 127 253 138 535 1,132 3,341

말레이시아 335 706 37 51 62 158 40 326 474 1,241

필리핀 721 761 111 61 135 108 104 182 1,071 1,112

싱가포르 203 1,197 35 304 58 515 62 521 358 2,537

태국 360 753 62 74 62 142 50 88 534 1,057

베트남 571 1,643 277 587 408 1,307 292 1,331 1,728 4,86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유도요노 재임 중 인도네시아의 경제성과3.

가 경 성장률.

■ 인도네시아 경제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취임기간 동안 대 내외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년 초반의 성장에서 벗어나 연평균 의 경제성장을 달성함2000 3%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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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차 산업과 단순가공 위주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산, 1

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함.

- 이에 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 및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 수출 증가세 유2007 ,

지에 힘입어 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를 상회함1997~98 6% .

■ 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의 높은 성장률2008 6%

을 이룸.

- 인도네시아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것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다른 아

시아 국가에 비해 경제에서 내수의 비중 년 소비는 전체 의 이 높고(2008 GDP 71.8%) ,

교역의 비중이 낮기 때문임.

- 년 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로 년 분기 보다 하락하2009 1 4.4% 2008 4 5.2%

였으나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주변국과 비교하였을 때,

양호한 수준임.

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3.

단위( : %)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년2008 년2009

분기4 분기1

실질 성장률GDP 1) 5.0 5.7 5.5 6.3 6.1 5.2 4.4

민간 소비 5.0 4.0 3.2 5.0 5.3 4.8 5.8

정부 소비 4.0 6.7 9.6 3.9 10.4 16.4 19.3

총고정자본형성 14.7 10.9 2.9 9.2 11.7 9.1 3.5

수출 13.5 16.6 9.2 8.0 9.5 1.8 -19.1

수입 26.7 17.8 8.6 8.9 10.0 -3.5 -24.1

주 분기별 실질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임: 1) GDP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및: CEIC database.

■ 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실업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함2005 .

- 아시아 금융위기 시작 직후인 년 의 실업률은 년 를 정점으로 하1997 4.7% 2005 11.2%

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노동시장 참여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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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노동인구 및 실업률 그림 노동시장 참여율1. 2.

단위 백만 명 단위( : , ( : %)　 ％）

자료: ADB,“Asian Development Outlook 2009.”

나 재 수지.

■ 유도요노 정권 동안 대비 재정적자는 에서 최대 정도의수준을 유지함GDP 0.5% 1.2% .

- 년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높은 유류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대비 재정적자 규2005 GDP

모가 를 기록함0.5% .

- 년 세수 증가 등으로 재정 수입이 예산보다 정도 더 증가하였고 유류보조금2008 10% ,

지급이 감소하여 정부재정적자가 조 루피아로 대비 수준에 그쳐 재정적4.2 GDP 0.1%

자가 크게 개선됨.

그림 재정수입 및 지출 그림 대비 재정적자3. 4. GDP

단위 조 루피아 단위( : 1 , %) ( : %)

자료: Ministry of Finance.



 Regional E
conom

ic F
ocus

인도네시아 최근 년의 경제성과와 시사점5 6

다 외경.

■ 경상수지는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수입 증가 및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의 적자에도 불,

구하고 지난 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함4 .

- 유도요노 대통령의 자유무역정책 기조에 힘입어 수출은 년에는 전년대비2003 9.4%,

년에는 의 성장에 머물렀으나 년 년 의 성장을 하2004 11.5% , 2005 22.9%, 2006 19.0%

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년도 수출증가율은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에 이름2008 18.0% .

- 서비스수지는 외채 원리금 상환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익 및 배당 송금 등에 의

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전수지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액의 증,

가로 흑자를 기록함.

- 년에는 세계 식료품 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억 달러로2008 283

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함2007 , .

표 주요 대외거래 지표 그림 수출 및 수입 증가율4. 5.

단위 백만 달러 단위( : ) ( : %)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상품수지 +17,532 +29,661 +33,083 +28,309

수출 86,995 103,528 118,014 139,290

수입 -69,463 -73,867 -84,931 -115,981

서비스

수지
-9,123 -9,887 -11,102 -12,206

소득수지 -12,926 -13,800 -15,875 -15,336

이전수지 +4,792 +4,836 +4,903 +5,642

경상수지 +275 +10,837 +11,009 +629

자료: IFS; IMF.

■ 유도요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법을 제정

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지난 년 월 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2007 3 29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법 년 제 호 법률(2007 2 )「 」을 제정함.

- 이에 따라 년 이후 실현된 외국인투자 액수는 년 억 달러을 제외하고2005 2006 (59.9 )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건수 역시 년 건에서 년 건, 2004 548 2008 1,138

으로 상승함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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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현된 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그림 실현된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6. · 7.

단위 백만 달러 단위 건( : ) ( : )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

라 금융시장.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으로 년에는 로 인플레이션2006 13.1%

타게팅의 범위를 벗어났다가 년 안정세를 보였으나 년 유가 및 식료품 가2007 , 2008

격 상승으로 다시 급등 함(10.1%) .

■ 년 이후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제개혁과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2005

평가로 작년의 세계 금융위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

승함.

- 최고점을 기록한 포인트는 년 월 일 년 연초대비 상승한2,830.3 (2008 1 9 ) 2005 182.8%

것임.

■ 년 하반기 이후 세계 금융위기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인도네2008

시아 루피아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까지 낮추는 등 경기부양에 힘써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음7.25% .

- 이에 년 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화 환율 급락에 따른 불안을 안정시키기2008 10

위해 개의 정책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공기업 보유 외환의 국내10 , △

송금 채권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가격 및 수익률 변동성 축소를 위한 재무부의 국채△

매입 한국 일본 중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실행 정부의 무역금융 보증 인, ,△ △ △

도네시아에서 제조되는 일부 소비재의 수입제한 등임.

- 년 월 일 주가지수는 연초대비 상승하였고 저점대비 년 월 일2009 6 12 12.1% , (2009 3 10 )

상승함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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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그림 인도네시아 주가 및 환율 변동8. 9.

단위( : %)

자료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토대로 필자 작성: bloomberg (BI) .

마 한 성공.

■ 유도요노 대통령은 투자유치 확대 부정부패 척결 빈곤 감소를 주요 골자로 한 정책, ,

을 펼쳤으나 원활히 이행되지 못함.

- 년 월 년대의 투자법을 대체하는 새 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국인과2007 3 1960

외국인 투자자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같은 해 월에는 몇몇 분야, 7

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됨.

- 유도요노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하여 입법 행정 사법부의 여러 고위관리가 부패혐, ,

의로 체포되었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장치 마련이 아직 미흡함.

- 유도요노 대통령은 년 월 현재 인도네시아 빈민 수가 만 명전체 인구의2008 3 3,496 (

으로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15.4%) 1998

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