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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문 개요

1. 방문목적
q 인도네시아 의회 및 정부기관 면담을 통한 보건‧의료‧교육 분
야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감염병 대응 경험 공유
q 현지 진출 기업 현지 방문과 기업인 면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안 모색

2. 방 문 국
q 인도네시아(자카르타)

3. 방문기간
q 2022. 6. 29.(수) ~ 2022. 7. 3.(일), [3박 5일]

4. 방 문 단
q 단

장 :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q 단

원 :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초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양정숙 의원(무소속, 초선)

q 수 행 : 유한솔 국제협력관(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방문개요 ▸ 3

5. 방문단 인적사항
(직위, 선수, 나이순)

김민석
위원장
(1964)

최연숙 의원
(1960)

강득구 의원
(1963)

양정숙 의원
(1965)

4 ◂ 방문개요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소속위원회

前 보건복지위원회

당선횟수

3선(제15,16,21대)

정당/선거구

국민의힘 /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前 보건복지위원회

당선횟수

초선(제21대)

정당/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前 교육위원회

당선횟수

초선(제21대)

정당/선거구

무소속 /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당선횟수

초선(제21대)

6. 주요일정
주요일 정

도시 일자 시 간
6.29 15:05
(수) ∼20:05
10:00
6.30
14:00
(목)
18:00
10:00
자카
르타 7.1
(3박) (금) 14:00
18:00
09:30
7.2
18:00
(토)
21:45
∼07:05
(+1)

주 요 일 정
인천→자카르타 이동(KE627)
제3부의장(국민복지 분야) 예방
보건부장관 면담
주인니대사 주최 환영만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방문
종근당 방문
바이오·의료기기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
야르시(Yarsi) 병원 방문
대사관 직원격려 만찬
자카르타→인천 이동(KE628)

비 고
비행 7시간
소요
인도네시아 하원
대사관저
JIKS
청담
※

감사패 전달식

토박
비행 7시간
20분 소요

주요일 ▸ 5

7. 소요 예산
(단위: 원)

구분

금액
(천원)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계

항공임

14,376

행사비

1,121

숙박비

4,661

선물비

1,716

일비,식비

2,829

행사 관련 이용료

525

국외준비금

263

부대경비 등

419

소 계

22,129

소 계

3,781

* 최종 정산에 따라 다소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 방문개요

25,910

8. 주요 방문 성과 및 향후 과제
주요 방문 성과

q 한-인니 CEPA 및 RCEP 비준을 위한 성원·지지 요청
m 한-인니 CEPA 및 RCEP 관련 인니측 비준 요청 및 양 협정의 비
준 필요성에 대한 공감 도출
- 대표단은 의회 및 정부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인니 하원에
계류 중인 한-인니 CEPA 및 RCEP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인니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함
- 인니 측은 양국 차원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포괄적 경제협
력 증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함
※ 7.5(화), 인니 하원 제6위원회(통상·산업·투자·중소기업 분야 소관)는 인도네시
아-한국 CEPA 및 RCEP 비준안을 상정 및 심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하원 비준 절차: (1단계) 소관위 의결, (2단계) 본회의 의결

q 양국 보건의료협력 강화 합의
m 한-인니 보건의료협력 MOU 연장 필요성 합의
- 인니 측은 2017년 한국과 인니 정부 간 체결된 한-인니 보건의료
협력 MOU를 갱신하여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현재 갱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추후 조속한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단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함
- 김민석 위원장은 양국간 보건의료협력 MOU 연장이 원활하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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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당국에도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언급함

m WHO의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 목적 허브 지정 계기 양국 보건
의료협력 강화 공감 도출
- 김민석 위원장은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유일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인니를 mRNA 백신 제조기술 이
전 수혜국으로 지정했음을 들며, 해당 계기를 통한 양국 보건의
료협력의 심화발전 필요성 언급
※ WHO는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를 위해 ‘mRNA 기술이전 허브’와 ‘인력양성
허브’ 2가지 허브 추진
- mRNA 기술이전 허브: 백신 생산 인프라 구축 및 mRNA 백신 생산기술 전수
· 수혜국: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아프리카 6, 남미 2, 아시아 4, 유럽 1)
-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
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
· 지정국: 한국 단독 지정

- 인니 측은 보건의료 강국인 한국과의 보건의료협력 강화에 적극
찬성한다며 동 협력 강화에 공감의사 표시

q 한국 의료기관의 인니 의료시장 진출 시 협조 확보
m 한국 의료기관의 인니 의료시장 진출 시 협조·지원 및 양국 의료기
관 간 협력 강화 합의
- 인니 측은 한국의 의료기관이 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웰빙 등의
분야에서 발리*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동 기관의 발리
진출 시 및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 시 협조·지원하겠다고 밝힘
※ 인니 정부는 현재 발리를 의료관광 특구로 개발 중

- 김민석 위원장은 우리 병원의 인니 진출 논의가 관계자들 사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함

8 ◂ 방문개요

q 현지 진출 기업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m 현지 진출 한국기업 기업활동 시찰·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대표단은 종근당 인도네시아 합작법인(PT CKD OTTO Pharma)을
방문하여 동 사의 주요 생산품인 항암제 생산현장을 시찰, 법인
장, 총괄책임자 등에게 더욱 활발한 기업활동을 당부하는 등 현장
직원들 격려
- 이외에도 김민석 위원장은 바이오·의료기기 진출 기업인들과의 간
담회를 통해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고
충사항을 접수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거나 해당 부처 등
에 건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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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q 한-인니 CEPA 및 RCEP 최종 비준을 위한 성원·지지 요청
m 한-인니 CEPA 및 RCEP의 최종 의결 및 비준을 위해 인니 고위
급 인사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 요청 필요
- 한-인니 CEPA 및 RCEP는 현재로서는 제6위원회 의결(1단계)만
완료된 상태로, 향후 본회의 의결(2단계) 절차가 남아 있으며, 하
원으로부터 송부된 최종안에 대해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져야 함
- 양 협정의 최종 비준을 위해서는 인니 의회 및 정부의 협조가 필
요한바, 인니 의회 및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보다 많은 대화의 장
을 마련함으로써 양 협정이 최종 의결 및 비준될 수 있도록 성원·
지지 약속 유도 필요

q 한-인도네시아 보건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 모색
필요
m 한국 의료기관의 인니 의료시장 진출 등 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 필요
- 인니 측은 발리 의료관광 특구개발 사업에 우리 의료업계가 참여
해주기를 기대하며, 성형·피부미용 등 선진 의료기술의 이전을 희
망하는 등 한국과의 보건의료협력의 심화발전을 바라고 있음
- 양국 보건의료협력의 심화발전이라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건설적인
한편,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특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이
며,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관련 협력을 진행할 것인지 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이에,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동 고려사항들을 상정

10 ◂ 방문개요

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m 현지 진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한국기업 관련 현안 해결 필요
- ’19년 이래 SK플라즈마에서 인니 현지 혈액제제프로젝트* 추진
중. 현재 SK플라즈마는 민간업체와의 협력방식을 추진 중이며,
인니 보건부는 당초 혈액제제 생산을 국영기업만 할 수 있도록
했던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음. 이에, 동 법령의 개정작업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니 보건부와의 원만한 관계 유
지 및 인니 보건부 측의 지속적인 관심·지지 유도 필요
※ (1단계/임가공) 인니에서 헌혈로 얻어진 혈장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혈장제재 생산
(2단계/인니 현지생산) 분획공장 설립 및 기술이전을 통해 인니에서 직접 생산

- 그밖에 해당 분야 인니 진출 한국기업과의 간담회 결과, 초기 시
장진입 시 높은 장벽 등 외국인으로서 현지 진출기업이 겪는 어려
움들이 있었음. 이는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산
업 분야 등과도 관계된 문제로, 소통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우
리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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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활동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2. 6. 29. ∼ 7. 3.

1.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하원 제3부의장
제3부의장 면담

q 일 시 : 2022. 6. 30.(목) 10:00 ~ 11:00
q 장 소 : 인도네시아 하원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김민석 위원장(단장, 더불어민주당) 무하이민 이스깐다르(Muhaimin Iskandar) 하원 제3부의장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무하마드 카다피(Muhammad Kadafi)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위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추춘 아흐마드 샴수리잘(Cucun Ahmad Syamsurijal) 법무인권안보위 위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
윤성민 주인니대사관 입법관
유한솔 국제협력관

q 통 역 : 한↔인니, 민선희 선임연구원
q 주요 면담 내용
m 한-인도네시아 경제 등 분야 협력관계 증진
o (한국측)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아시아 공동
체’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는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 ‘아
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함. 양국은 민주주
의와 시장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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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문화적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함.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한-인니 CEPA 및 RCEP이 조속히
비준된다면 양국이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함
o (한국측) 금번 인니 방문 전, 바이오 종근당 회장님을 비롯 현대차, 신
원그룹(섬유) 등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성장과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 앞으로도 부의
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관
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림
o (인니측)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는 경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분야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m 인도네시아 G20 개최 성원
o (한국측) 올해 G20 의장국이 된 것을 축하함. 최근 국제사회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외교 강국으로 성공
적인 G20 개최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o (인니측)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 개최 전, 여
러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오고 있음. 최근에는 청년들
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있었고,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G20 행사도 준비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께서는 각국 정상들이 G20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
의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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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인니 보건협력 증진
o (한국측) 보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WHO에서 지정한 유일한 바이오
교육 허브 국가가 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WHO가 지정한 mRNA 백신
생산 허브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은 세계보건위기 시기에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긴밀한 보건협력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o (인니측) 보건 분야 협력 기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흥미로운 부분
이라고 생각함. 팬데믹 방역 등 여러 보건 분야와 관련된 도전 과제들
이 산적해 있고, 의료기기라든지 방역 장비와 같은 기술이전도 필요하
다고 생각함. 한국은 보건 분야에서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한국이 PCR 진단기 등 많은 의
료기기를 지원해 준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o (인니측) 한국은 선진화된 보건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
로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과 질병 등에 대응하고 위해 한국
과 필요한 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더욱 강
화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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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하원 제3부의장

름

ｏ 무하이민 이스깐다르(Muhaimin Iskandar)

생년월일

ｏ 1966. 9. 14.

출 생 지

ｏ 좀방(Jombang)

종

교

ｏ 이슬람교

정

당

ｏ 국민계몽당(PKB)

지 역 구

학

력

ｏ 동부 자바 제7선거구
ｏ 2018

애를랑가 대표학교 명예박사

ｏ 1998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커뮤니케이션 관리학 석사

ｏ 1992

가자마다(Gajah Mada) 대학교 사회정치학 학사

ｏ 2019-현재

하원 부의장(국민복지 분야 조정)
※ 4선(1999년, 2004년, 2014년, 2019년)

경

력

ｏ 2018-2019

국민평의회(MPR) 부의장

ｏ 2014-2019

하원 의원(3선)

ｏ 2009-2014

고용노동부 장관

ｏ 2004-2009

하원 부의장(재선)

ｏ 1999-2004

하원 부의장(초선)

ｏ 2005-현재

국민계몽당(PKB) 당대표

ｏ 2000-2005

국민계몽당(PKB) 사무총장

ｏ 1994-1997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생운동회(PMII) 총회장

ｏ 1991-1992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생운동회(PMII) 족자
카르타 지부장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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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딸3

2.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장관 면담

q 일 시 : 2022. 6. 30.(목) 14:00 ~ 15:00
q 장 소 : 인도네시아 보건부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김민석 위원장(단장, 더불어민주당)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장관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꾼따 위바와 다사 누그라하(Kunta Wibawa Dasa Nugraha) 사무차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로날드 무주르(Ronald Mujur) 특별보좌관

양정숙 의원(무소속)

디따 노비안띠(Dita Novianti) 제약의료기기 총국장 비서실장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

리따 라뜨나 뿌리(Rita Ratna Puri) 국제협력센터 팀장 등

윤성민 주인니대사관 입법관
유한솔 국제협력관

q 통 역 : 한↔인니, 민선희 선임연구원
q 주요 면담 내용
m 한-인니 보건협력 증진
o (한국측) 최근 인도네시아는 WHO로부터 mRNA 백신제조기술 이전 수혜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함께 한국은 WHO로부터 세계 유일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국가로 지정되었음. 이 같은 계기로 인해 양국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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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함

o (한국측) 아울러 한국은 차세대 육성 산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및 바이오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 계기에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와 협력
할 기회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o (인니측) 지난 2017년 체결한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MOU를 갱신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싶음. 현재 갱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이에 대해 국회대표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림

o (인니측)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를 의료관광 특구로 개발 중으로, 한
국의 의료기관이 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웰빙 등의 분야에서 발리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특히 최근 논의 중인 한국 차움의원과 발리 상라
(Sangla) 국립병원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지원을 요청
드림

m 인니 진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한국기업 지원 요청
o (인니측) 인도네시아 내 보건의료시장은 앞으로 싱가폴 및 말레이시아와 비
슷한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유망한 분야임. 한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를 보유한 만큼, 한국이 이 같은 비즈니스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보건의료 부문에 대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
주기를 희망함

o (한국측) 종근당 등 인니의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특히 최근 혈액제제 현지생산 프로젝트
를 추진 중인 SK플라즈마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장관님의 관심과 지원
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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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이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장관
름

부디 구나디 사디킨 (Budi Gunadi Sadikin)

생년월일

1964.5.6 (57세)

출 생 지

보고르

종

교

미상

학

력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반둥공대(ITB) 핵물리학 전공(1988)
o
o
o
o

경

력

2020.12.23.-現
2019.10-2020.12
2017-2019
2016-2017

o 2013-2016

보건부 장관
국영기업부 차관(조코위 2기정부)
PT Inalum (Indonesia Asahan Aluminium) CEO
국영기업부장관 특별보좌관(staf khusus)
만디리 은행(Bank Mandiri) 사장
※ 2006 Micro & Retail Banking Director로 시작

o
o
o
o

2004-2006
1999-2004
(시기미상)
1994-1999

o 1988-1994

Bank Danamon Executive Vice President
네덜란드은행(ABN AMRO) 인니·말련 Senior Vice President
GM Jakarta 전자은행부문총괄
Bank Bali(Bank Pertama전신) 자카르타 지역총괄
IBM 아태지부 정보기술담당 (일본 도쿄 근무)

· 2021년 People of the Year 수상(11월 Metro TV방송사주최)
-Innovative Governmental Organization
-Scientific Breakthrough against Pandemi (Peduli Lindungi Application)

특기사항

·최초의 비의료부문 출신 보건부장관
·국영기업부 차관 재직 시 ‘코로나19 대응·경제회복위원회’경제회
복 TF 팀장을 맡아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
·PT Inalum 사장 재직 중에 Freeport Indonesia 주식 51% 보유 성과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ChFC) 및 공인생명보험사(CLU)
(Singapore Insurance Institute 2004)
o 2021.5 방한 (▲우리 보건차관 면담 ▲제넥신,SD바이오센서,성운파마코리아,셀

한국관련

트리온,셀리드,대웅제약,SK플라즈마,차병원그룹 등 면담

o 좋아하는 음식 : 한우 (2021.5 방한이후 자주 언급)

가족관계

아내(Ida Rachmawati) 및 자녀(아들1, 딸2)
※ 장관과 아내는‘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드라마를 함께 즐겨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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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코로나19 관련 한-인니 협력

q 개요
o 한국과 인도네시아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17.11월) 이래 양국은
△보건의료 정책 △병원 운영·서비스 △보건인력 양성 △제약·의료기기 진
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으며,
-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에
서의 상호간 관심 및 협력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q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 분야 협력
o (백신) 제넥신 GX-19N 2b/3상 임상승인 인니 정부에서 획득(’21.7월),
큐라티스 QTP104 임상 2상 추진

o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긴급사용승인 획득(’21.7월), 대웅제약
DWRX2003 임상 2상 추진

o (진단분야) SD바이오센서 Purwakarta 현지공장 완공 및 생산개시(’21.3
월), LX인터내셔널 PCR 진단검사실 도입·운영

q 제약분야 협력
o 종근당, 성운파마코피아, 동아ST, 대웅제약 등 현지 진출 및 생산 중

q 대인니 지원
o 우리 정부는 △방역물품 지원, △백신 협력 등을 통해 인니의 코로나19 극
복 노력을 지원
- 인니에 진단키트(20.4월 43만불), 마스크(20.7월 및 20.12월 51만불), 분
무형소독기(20.4월, 7만불), 산소발생기(21.7월, 100만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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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도 지원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COVAX AMC)(개도국 백신 지원 메커니즘)에 금년까지 2억불 공여 예정
-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니에 20년에는 약
2,000만불, 21년에는 약 900만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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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를 위한 WHO 허브

◇ WHO는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를 위해 ‘mRNA 기술이전 허
브’와 ‘인력양성 허브’ 2가지 허브 추진
q mRNA 기술이전 허브
○ (기능) 백신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및 mRNA 백신 생산기술을 전수하는
역할
○ (수혜국 지정) 총 13개국(아프리카 6, 남미 2, 아시아 4, 유럽 1)* 지정
*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21.9.21) /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
네갈, 남아공, 튀니지(’22.2.18) / (아시아·유럽)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
스탄, 베트남, 세르비아(’22.2.23)

q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 (개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training hub)
○ (지정) 한국 단독 지정(’22.2.23)
* 세계보건기구(WHO)는 2.23. 대한민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이하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였다고 발표
* 「WHO 인력양성 허브」 공고(’21.11.12), 참여의향서 제출(’21.12.10)

○ (기능)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 ‘mRNA 기술이전 허브’와 그 수혜국만이 아니라 중·저소득국 전체국
가를 대상으로 기능
○ (추진경과)
- WHO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에
대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 이들 국가의 백신 자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을
교육․훈련하는 ‘WHO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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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인니대사 주최 환영만찬

q 일 시 : 2022. 6. 30.(목) 19:30 ~ 21:00
q 장 소 : 주인니대사 관저
q 주요 참석인사
m 대표단 전원
m 박태성 주인니대사, 조성관 공사참사관, 김동현 행안관, 이준호 노무
관, 윤성민 입법관 등

q 주요 내용
m 박태성 주인니대사는 대표단의 자카르타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인도
네시아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언급
m 대표단은 한-인니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대사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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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방문

q 일 시 : 2022. 7. 1.(금) 10:00 ~ 11:30
q 장 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q 주요 참석인사
m (국회) 최연숙 의원, 강득구 의원, 양정숙 의원, 유한솔 협력관
m (대사관) 박태성 대사, 이준호 노무관, 윤성민 입법관
m (학교) 김윤기 교장, 박재한 한인회장 등

q 주요 내용
m 대표단은 학교관계자 측으로부터 학교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
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학교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
m 대표단은 수업을 참관, 학생·교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기타 학교 시설
을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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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현황
주요 연혁

○ 개교일: 1976년 1월 5일
○ 공식 학교명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JAKARTA

INDONESIA

KOREA

○ 대한민국정부 학교설립인가

※ 중·고과정
(

)

년

월

1977

04

: (

․중․고

초

)

년

1990

2021.01.21

제42회 초등졸업(42명, 총

2,714

2021.01.21

제25회 중등졸업(73명, 총

2,226

2021.01.21

제22회 고등졸업(83명, 총

2,374

○ 주소

:

JL.

BINA

TIMUR

○

초)

現 교장

/

-

교장

:

-

교감

: (

일

25

1994.01.17

○ 주재국 정부 설립인가
○

: (

SCHOOL

MARGA

NO.24

INDONESIA

월

일

01

30

명 졸업)
명 졸업)

KEL

명 졸업)

CEGER

JAKARTA

(13820)

교감

김윤기
초등) 문덕주

○ 학생 현황

:

총

/ (

중등) 한 민

명(22.4월 기준)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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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

혁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

(기준일: 2022년 4월 1일)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구분 교장
행정실 합계
교감 교사 강사 소계 교감 교사 강사 소계
인원 1
1 28 4 33 1 38 2 41 6 81
○ 학생 현황
(기준일: 2022년 4월 1일)

구분
재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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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08

중학교
217

고등학교
276

합계
801

○ 학급 현황

구분
학급수

(기준일: 2022년 4월 1일)

초등학교
14

○ 시설 현황 : 교지

중학교
7
23,851

고등학교
11

㎡ (운동장

17,605

합계
32

㎡, 건축면적

4,944

㎡)

건물
교실(1)
관리실(2)
부대시설(3)
구분 보통실 특별실 교무실 행정실 기타 체육관 강당 회의실 식당 기타 연면적
(1+2+3
)

실수

30

㎡

면적(

과학실3
음악실4
민들레1
소나무2
미술실1
상담실1
컴퓨터3
PBL1
다목적1
태권도1
인니실2
도서실1
반딧불1
보건실1
교과실10
영어분반
12

3

1

교장실1
복사실1
전기실1
기자재1
문서고2
방송실1

1

1

1

3 주차장
경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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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근당 방문

q 일 시 : 2022. 7. 1.(금) 14:30 ~ 15:30
q 장 소 : 종근당 인도네시아 합작법인(PT. CKD OTTO Pharma)
q 주요 참석인사
m (국회) 대표단 전원
m (대사관) 김동현 행안관, 윤성민 입법관
m (종근당) 백인현 법인장, 이선호 총괄관리자 등

q 주요 내용
m 대표단은 종근당이 주종품으로 현지 생산하는 항암제의 생산 및 공정 절
차 등에 대해 청취

m 대표단은 관련 생산시설을 시찰하면서 생산 및 공정 관련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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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KD OTTO Pharma 공장 현황

q 종근당(PT CKD OTTO Pharma) 일반 현황
(위치) 서부자바주 브까시(Bekasi)
(규모) 대지면적 12,588㎡, 건축면적 2,968㎡
(생산량) 연 160만 바이알
(공사기간) 2015~2017년 공사 및 2019년 정식 준공

q 공장 설립 및 가동 연혁
2015년 종근당과 인니 제약사인 OTTO사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
2016년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등 한국으로부터 수입판매 개시
2018년 인니 식약처로부터 GMP 승인 획득
2019년 항암제 공장 공식 준공 및 할랄인증 취득*
※ 인니 이슬람 최고의결기구인 물레마협의회(MUI)로부터 항암주사제 최초 할랄인증

2021년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항암주사제 수출 개시
q 주요 생산품
주사용 항암제 : Belloxa, Gemtan, Belotaxel 등 10종
경구용 항암제 : Calutami, Leukivec 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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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의료기기 진출 기업인 만찬 간담회
간담회

q 일 시 : 2022. 7. 1.(금) 18:00 ~ 20:00
q 장 소 : 청담
q 주요 참석인사
m (국회) 대표단 전원
m (대사관) 박태성 대사, 김동현 행안관, 윤성민 입법관
m (기업인)
<제약> 백인현 법인장(종근당), 이진석 책임(동아ST)
<의료기기> 이승준 대표(PT Medison Jaya Raya), 이주한 대표(Royal Sumatra),
김후남 대표(PT Diamesco), 신성호 센터장(의료기기협동조합
자카르타센터)
<유관기관> 이종윤 관장(KOTRA 자카르타무역관)

q 주요 내용
m 대표단은 인니 진출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인 등과의 간담회에서 현지
정착, 기업 설립·성장 과정 및 기업 현황 등에 대해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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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편, 인니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

기업 소개
① 종근당 합작법인 CKD-OTTO
- 종근당과 인니 제약사인 OTTO사가 합작하여 ’15년 법인 설립, ’19년 1만2,588
㎡ 규모 항암제 공장 준공하여 인니 정부의 GMP 승인 획득
- ’19년 2월 항암주사제로는 최초로 할랄 인증 취득, ’21년 10월부터 현지공장에
서 생산한 항암주사제 수출 개시
② 동아ST – PT. Combiphar 합작
- 동아ST와 인니 컴비파사 간 전략적 제휴를 체결(2014), 브카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빈혈제재 생산 및 각종 의약품 생산
③ 성운파마코피아 원료의약품 생산공장
- 원료의약품(API) 제조 전문기업인 성운과 인니 국영제약사 Kimia Farma가 합작
하여 인니 최초의 원료의약품 공장 설립(2019년)
- 성운이 30%(기술투자), 키미아가 70%를 투자하여 브카시 지역에 건립
④ 대웅제약 – PT. Infion 합작
- 2015년 수라바야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2017년부터 바이어시
밀러 Epodion(빈혈환자용 혈청주사제)을 생산, 판매 중
⑤ SD Biosensor – PT Standard Biosensor 생산공장
- 인니 보건부의 진단키트 국산화 요청(2019년)에 따라 SD Biosensor 측에서 푸
르와카르타 지역에 2021년 1월 공장 완공 및 3월 가동 개시
- ’22년 진단키트 1억개 생산 목표, 추후 생산량 확대 및 신제품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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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르시 병원 방문

q 일 시 : 2022. 7. 2.(토) 09:30 ~ 11:00
q 장 소 : 자카르타 야르시(Yarsi) 병원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김민석 위원장(단장, 더불어민주당)

우딘(Prof, Dr. Jurnalis Udin) 재단이사장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물랴디(Dr. Mulyadi) 병원장 등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
유완수 주인니대사관 부영사
윤성민 주인니대사관 입법관
유한솔 국제협력관

q 통 역 : 한↔인니, 민선희 선임연구원
q 주요 내용
m 코로나19 정점기 한국 교민 병상 협조 관련 감사패 전달
o (한국 측) 지난해 인니 내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시기 병상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 별도 병상을 확보해준 야르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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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함(감사패 전달)

o (인니 측) 우리 병원 역시 한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함. 전 직원에게 맛있
는 한식 도시락을 지원해주고, 고급 공기청정기와 음압 시스템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림. 또한 우리 병원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된바,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인니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교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한국과 의료서비스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함

m 한-인도네시아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o (인니 측)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기에 병원들이 서로 더욱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니의 의료 인력을 선진 의료국인 한국에 더욱 많이 파
견하여 이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고 올 수 있게 된다면 인니
의료 발전에도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임
o (한국 측) 올해 초 WHO는 세계에서 유일한 글로벌 바이오 관련 교육 허
브로 한국을 지정하였음. 그런데 운명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mRNA 백신 생산과 관련된 허브로 지정됨. 이처럼 한국과 인니는 세계
보건위기의 시기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함께하고 있으며, 동 협력
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임

m 야르시 병원측 한국의 선진특수클리닉(성형, 피부, 산후조리, 건강검진
등) 도입 관련 협조 희망
o (인니 측) 인니 국민의 경우 성별을 가리지 않고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바, 우리 병원은 성형, 피부 미용 등 분야에서도 한국 병원과의 적극
적인 교류를 희망함
o (한국 측) 우리도 인니와의 의료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바
람. 많은 인니 의료 인력이 방한하여 한국의 발전된 의료를 배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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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니로부터 배울 점은 배우는 등 서로 배우면서 상생 발전하는 양국
관계가 이룩되기를 희망함

병원 참고사항
ㅇ Yarsi 병원 : 사립의대 병원으로 2019년 개원(450 병상 보유)
- 21년 코로나 델타 창궐시 병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동포
20여명 입원 협조하여 심리적 안정에 기여
* 의료기 사(이철진, 김후남; 인공췌장기, 의료폐기물 소각로)의 네트워크
* 감사표시로 도시락 전달(외식업협회), 공기청정기(웅진코웨이), 공조기 공기필터 설치
등 지원

ㅇ 병원 희망 협조 방향: 한국병원과 협조하여 한국의 선진특수 클리닉
(성형, 피부, 산후조리, 건강검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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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자료

1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하원 부의장 면담록

1. 日

時 : 2022년 6월 30일(목) 10:00

2. 場

所 : 인도네시아 하원

3. 參席者
(우리측)

김민석 위원장
최연숙 의원
강득구 의원
양정숙 의원
윤성민 주인니대사관 입법관
유한솔 국제협력관

(상대측)

무하이민 이스깐다르(Muhaimin Iskandar) 하원 제3부의장
무하마드 카다피(Muhammad Kadafi)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위원
추춘 아흐마드 샴수리잘(Cucun Ahmad Syamsurijal) 법무인권안보위 위원

(통

역)

민선희 선임연구원 (한↔인니)

4. 面談要旨
[무하이민 부의장]
○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 반갑습니다.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부의장님과 두 의원님을 이렇게 만나뵙
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
에 최근에 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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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함께 오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이시고요. 의료계 출신이시고, 이번에 룰링 파티가 된 국민
의힘 소속이십니다.
강득구 의원님이신데, 최근까지 여당이었다가, 이번에 야당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 부지사를 지내신 분이십니다.
양정숙 의원님은 법조계 출신이시고, 현재는 무소속으로 계십니다.
○ 저는 지금 한국-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기도 한데, 7월 달에
회장님께서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 인도네시아가 아주 전통적인 외교 강국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진영 간 갈
등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이번 G20 성공적으로 이
루어져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한국도 최선을 다해 함께 돕고 싶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드리기 전에 G20 성공적인 개최에 대
한 인도네시아 현지 내부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에 대
한 부의장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저희도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하이민 부의장]
○ 양국관계가 굉장히 가까운데요. 아주 활발하게 교류활동이 일어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함께 발전해나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
니다. 또 최근에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
국 정상뿐만이 아니라 정계, 정치인들의 교류, 비즈니스 교류들이 아주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양국관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업인
들이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정부와도 아주 적
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리고 문화, 교육 분야
의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 그동안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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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활동, 내용이 가득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개최했
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G20 행사도 있고,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G20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네시아는 의장국으로서, 조코위 대통령님께서도 모든 정상들이 G20에 참석하
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정상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외교
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요.
[김민석 위원장]
○ 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CEPA와 RCEP 관련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한
국과 인도네시아는 2019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타결했고, 2020
년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아세안 10개국 등등 15개국이 역내 포
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한-인도네시아 CEPA와 RCEP를 모두 비준을 한 상태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도 조속하게 비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
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문화원이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원 중 가장 크
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잘 만든 문화원입니다.
○ 또 제가 오기 전에 바이오 관련 종근당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현대자동차
나, 종근당이라든가, 또는 섬유 관련 기업들이 속속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만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지난주에 제네바 WHO를 갔다 왔는데,
한국이 WHO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유일한 글로벌 바이오와 관련한 교육 허
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mRNA 백신 생산과
관련된 허브로 지정이 되어서 이것 또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딱 이 세계보
건위기의 시기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
어서, 그 대목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
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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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민 부의장]
○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보건 분야 협력은 굉장히 흥미로
운 분야의 협력입니다. 팬데믹 방역 등 기타 보건 도전과제들이 산적해있고,
의료기기라든지 방역 장비 같은 기술이전도 필요합니다.
○ 그리고 한국이 보건 분야에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
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PCR 진단기기를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과 질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과 필요한 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협력을 하는 등
한국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보건의료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자리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언제든지 한국에 오시면 제가 한국인도네시아 친선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차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친선
협회 차원에서의 초청, 방문과 같은 의회 간의 교류도 다시 활발해졌으면 하
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간 교류협력이 다시 활
기를 띨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하이민 부의장]
○ 당연히 많은 관심 가지고, 앞으로도 양국 의회 및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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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장관 면담록

1. 日

時 : 2022년 6월 30일(목) 14:00

2. 場

所 : 인도네시아 보건부

3. 參席者
(우리측)

김민석 위원장
최연숙 의원
강득구 의원
양정숙 의원
박태성 주인니대사
김동현 주인니대사관 행안관
윤성민 주인니대사관 입법관
유한솔 국제협력관

(상대측)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장관
꾼따 위바와 다사 누그라하(Kunta Wibawa Dasa Nugraha) 사무차관
로날드 무주르(Ronald Mujur) 특별보좌관
디따 노비안띠(Dita Novianti) 제약의료기기 총국장 비서실장
리따 라뜨나 뿌리(Rita Ratna Puri) 국제협력센터 팀장 등

(통

역)

민선희 선임연구원(한↔인니)

4. 面談要旨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 먼저 팬데믹 시기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제공해주신 많은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건 분야와 관련한 전반적인 양국 협
력에 관해 논의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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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
○ 장관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도네시
아에 와서 장관님을 뵙는다고 장관님 프로필을 주변에 보여주었더니, 장관님
이 아주 좋은 시기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맞
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님과 제가 같이 60세를 기념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우리 최연숙 의원님은 의료계 출신, 또 강득구 의원님은 대한민국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부지사 출신, 양정숙 의원님은 법조계 출신, 의원
님들이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 제가 현재 한국-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국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을 두 번 하고 20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인도네시아 친선협회를 꼭 하겠다고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예
정되어있는 G20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기를,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전
통적인 외교 강국답게 성공하시기를 한국도 돕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아주 좋은 해에 태어나신 우리 장관님 덕담부터 먼저 좀 청해 듣겠습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 의원님께서 1964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저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1964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동창이라는 것 역시 방금 알
게 되었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 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
공해 준 모든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팬데믹이 가라앉은 후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 간
보건의료협력 MOU 연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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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께서 양국 보건의료협력 MOU 연장에 협조해주신다면, 무척 감사할 것입
니다.
○ 두 번째로는, 한국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를 보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한국의 對인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
고자 합니다. 현재 인니 정부는 발리를 의료관광 특구로 개발 중입니다. 이와
관련, 특히 한국의 차움 병원 같이 미용, 안티에이징, 웰빙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 병원들이 발리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좀 전에 말씀드린 한-인니 보건의료협력 MOU 연장을 통해 바이오기술,
뷰티 등 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간 공동연구·협력 확대 또한 구상 중입니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한국의 차움 병원과 발리 상라(Sangla) 국립병원 간 협
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인니 내 보건 의료시장은 향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유망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인니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주기를 희망합니
다.
○ 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기업부 차관직을 역임할 당시, 크라카타우
스틸과 포스코 간 사업 현안을 해결한 바 있었고, 현대차 배터리 산업에도 관
심을 갖고 관여했던 이유로 한국의 활발한 對인니 투자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 역시 일반산업 분야 못지않게 발전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간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위원장]
○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둘 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라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결국 경제인데, 제가 아까 장관님 뵈면서, 좋은 해에 태어나셨다는 말씀도 드
렸지만은 보건부장관으로서는 드물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경재계의 백
그라운드가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께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박 대사님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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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
서 한국에서 뛰어난 경제 전문가를 대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양국의 지도자들이 탁월하게 좋은 리더를 선택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19 과정에서 비교적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잘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국은 차세대 산업
으로 반도체, 미래자동차와 함께 바이오를 3대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장관님을 이렇게 귀중한 중요한 자리
에 임명하신 것은 보건을 안전하게 하고 방역을 잘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산업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가 보건 부분, 두 번
째가 경제·기업·산업·투자 부분입니다. 첫째, 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양국의 보건 관련 MOU 연장은 제가 적극적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보건당국
에 이야기할 것이고 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제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WHO에서 mRNA 백신 관련하여 아시
아에서 생산 허브의 하나로 지정됐고, 한국은 WHO의 인력 양성, 교육 트레
이닝 허브로 지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서로 도
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제가 한국 국회의원 가운데 아마 한국의 바이오산업에 제일 관심 있는 국
회의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과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양국의 바이오 관련
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응원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발
리의 병원 협력, 병원 투자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도 돌아가
서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필요하면 산업 미팅 어레인지도 하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 두 번째로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여기 투자하고 있는 종근당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을 만났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더 진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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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 번째로는 아마 여기에 진출하고 있는 sk플라즈마 등등 회사들이 현안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들
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 제가 보기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국민이 다 상당히 잘 생기고 상당히 건강한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잘 생겨
지고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라는 점
에서, 우리는 기본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원
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 제 아내가 K-드라마, K-영화에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국 음식, 한우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한식 요리사도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이기 때문에, 그녀의 음식은 한국대사관 요리사의 음식
과만 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한국문화와 긴
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 한국의 화장품인 설화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용해보
았는데요. 제 아내가 ‘왜 당신이 더 잘 생겨 보일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카르타에서 (설화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
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전문적인 기술을 인도네시아와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더 잘생기고, 예뻐 보이고도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의 對인니 기술투자는 한국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
니다.
○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고위층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커뮤니티 수준에
서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는 양국
간 전략적인 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협력 수준을 고양시키는 데 매우 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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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
○ 장관님께서 저의 학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듯이, 저는 미국 하버드대
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중국 칭화대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외동인
아들은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아들의 꿈이 인도네시아인 여성과 결혼해서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꿈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경제적으로뿐만 아
니라 물리적으로도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 아들이 몇 살입니까?
[김민석 위원장]
○ 200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7살입니다. 어쨌든 그 아이의 꿈은 인도네시
아인 여성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부의장님
과 면담을 했는데, 세 분의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 아들의
장인어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 아들의 장인어른은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웃
음)
○ 제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지금과는 다소 다른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
대, 또는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서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의 새로운 젊은 세대는 서로 잘 알고 있다고 느끼고,
문화적으로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로 친구가 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 제 아들은 지금 하버드 경영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곳 이야기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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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 그렇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제 정치적 삶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친인도네시아 한국 정치인이라고 생각
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한국에 오시면 편하게 제게 연락하세요.
○ 아까 말씀하셨던 차움 병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접
촉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 저는 일전에 차움 병원 설립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목표 지향
적인 분처럼, 그리고 건강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분을 여기 인도네시아
에 모시고 웰빙에 관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 아무래도 한국의 좋은 화장품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웃음) 그런데
이 근처에 정부청사가 모두 모여 있습니까?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 이 길은 주인니 해외 공관들이 모여 있는 길입니다. 호주 대사관, 말레이
시아 대사관, 인도,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사관도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정부 건물입니다.
[김민석 위원장]
○ 그렇군요.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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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
○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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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르시 병원 방문 면담록

1. 日

時 : 2022년 7월 2일(토) 09:30

2. 場

所 : 야르시 병원

3. 參席者
(우리측)

김민석 위원장
최연숙 의원
강득구 의원
양정숙 의원
윤성민 주인니대사관 입법관
유한솔 국제협력관

(상대측)

Prof, Dr. Jurnalis Udin 재단이사장
Dr. Mulyadi 병원장 등

(통

역)

민선희 통역관(한↔인니)

4. 面談要旨
(1) 국회 대표단 환영 행사
[사회자]
○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의 야르시 병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
분, 우리는 본 행사에 들어가면서 Dr.Mulyadi 병원장님의 스피치를 먼저 듣
도록 하겠습니다. Mulyadi 병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랴디 야르시 병원장]
○ 전지전능한 신의 지혜와 인도로 한국대사관과 저희 야르시 병원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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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병원 임직원들은 여러분들의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대사관과 코트라(KOTRA), 그리고 한국정부가 저희 병원을 평가
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3년
전 공식 개원을 했는데요. 당시 부통령이셨던 유숩 칼라 부통령의 주재로 개
원을 했었습니다.
○ 현재 우리 보건 분야의 당면 과제는 빠른 회복과 회복탄력성이 있는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
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당시 의료체계가 거의 붕괴되던 시점에 저희 의료 서비스가 거의 마비상
태에 이르렀었는데, 병상 수가 환자 수보다 더 많았고, 집중치료 수요도 굉장
히 높았는데, 전체 환자 수 평균의 4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의료기기와 의
료품뿐만 아니라 산소 장비도 부족했고 환자 수와 의료진의 수가 불균형했습
니다. 의료진의 일부가 감염으로 자가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받았어야 했기 때
문입니다.
○ 저희 야르시 병원에서는 팬데믹 확산 가운데서도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
자들,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
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 병원을 신뢰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당시 저희 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한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1차 대유행과 2차 대유행, 그리고
올해 오미크론 확산까지 팬데믹 정점을 지내오면서 우리 모두는 아주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도 제한된 인적자원으로 특별한 상황을 관
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 저희 병원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병원 전 직원들
이 맛있는 한국 메뉴를 맛볼 수 있도록 도시락을 지원해주시고, 또 고급 공기
청정기와 음압 시스템을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희 병원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 야르시 병원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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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교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의료서비스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 저희 병원의 목표가 국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한국 교민
들을 위한 코리안 클리닉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은 한국과 보건 의
료분야, 지식 공유 및 기술 이전협력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야르시 병
원이 앞으로도 한국과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감으로써 더 많은 인도네시
아 국민과 한국 교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인도
네시아 의료 과학과 기술 분야에 발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제 김민석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장]
○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할 줄 알고 또 인도
네시아 말도 할 줄 알고 또 한복을 입은 사회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코리안
-야르시 행사에 이렇게 와주신 것을 제가 환영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
니다.
○ 야르시 병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자카르타에서 병상을 구하기 어
려울 때에, 23명의 한국인 코로나 확진자에게 병실을 별도로 확보해주고, 또
치료해준 고마운 병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한국과 여기 계신
교민들과 한국 국회에서 온 저희들은 야르시 병원의 그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간 가운데 가장 특
별한 친구 관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특별한 전략적 관계라고 규정이 되어 있
고, 경제적으로도 인도네시아가 가장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서로 협력할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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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고 나서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보건의료 협력, 그리고 야르시 병원과
의 특별한 협력에 대해서 반드시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에 큰 정당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당의 색깔이 파란색이고, 또 하나
는 당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당, 빨간 색깔 당과 파란
색깔 당에서 다 왔는데, 원장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하셔서 한국에 가서 당을
초월하여 꼭 협력해가라는 뜻에서 마이크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준비해주셔서
꼭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자리
를 마련해주신 야르시 병원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자]
○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감사패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Dr.Jurnalis Udin 야르시
병원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교환)
[김민석 위원장]
○ 저희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길게 쓰여 있는데,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
면 엄청나게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써져 있는데, 야르시
최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자]
○ 이제 포토세션을 갖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게스트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세션) 다시 한 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
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다.

56 ◂ 주요일정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2) 자유 면담
[김민석 위원장]
○ 오늘 여러 가지가 감사한데, 그중에서 제일 잘하신 일은 저한테만 패를 주
셨으면 제가 대사님 뵙기가 민망했을 텐데 대사님한테까지 이 패를 주신 것
은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 섬세함과 애정으로 어려운 때에 한국 교민들
을 챙겨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랴디 야르시 병원장]
○ 저희 야르시 병원은 특히 한국과의 보건 의료협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르시 병원은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
병원들과 더욱 협력을 증진하고, 의료 및 보건 노하우를 한층 더 널리 공유하
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김민석 위원장]
○ 제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에 관한 이야기를 아직 안 했네요. 올해 초에, 한
국이 WHO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유일한 글로벌 바이오와 관련한 교육 허브
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mRNA 백
신 생산과 관련된 허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이 세계
보건위기의 시기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때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
다. WHO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보건 의료 협력 발전을 위해 도와주듯이, 우
리의 보건 의료 협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물랴디 야르시 병원장]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WHO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과의 보건의료 기술 교류는 저희 병원 입장에서
도 너무나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의 경우 성별을 가리지
않고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성형,
피부 미용과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 병원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싶다는 의지

주요일 ▸ 57

가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 우리 최연숙 의원님, 보건 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는데 한 말
씀해주시면 어떨까요?
[최연숙 의원]
○ 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계에 종사했었습니다. 대구라는 도시의
동산병원 간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분들이 4만 명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배려
조치들이 많이 시행되었는데요.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인 분들도 백신 접
종이라든지, PCR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했었고 이는 외국
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민들을 야르시 병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료를 해주셨다고 들었
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은 통하는 것이거든요.
○ 야르시 병원에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외과라든지 피부 관리
라든지, 이런 분야 협력을 원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인니와의 의료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우리 병원에 방
문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인니의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서로 배우고, 저
희도 인니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이고, 인니 의사선생님들도 한국의 발전된
의료에서 배우는 등 서로가 배우면서 상생 발전하는 두 나라 관계가 되었으
면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전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물
론 병원 방문객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 생
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울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 저희들은 병원과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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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환의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와 공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야르시 병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랴디 야르시 병원장]
○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처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아시는 분께
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신다니, 보건 의료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아주 긍정적
인 역할을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 (옆의 동료 가리키며) 저의 동료가 인도네시아 의회에는 아직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예비 정치인입니다.(웃음)
[야르시 병원 의료진]
○ 이러한 팬데믹의 시기에 병원들이 서로 더욱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의료 인력을 선진 의료국인 한국에 더욱 많이 파견하여
이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고 올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의료 발전
에도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기술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기에는 우리 의료 인력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
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민석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한 문제는 대사님과도 상
의를 해보고, 한국에 돌아가서 정부와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그리고 혹시 출마하실 일이 있게 되면, 원장님께서 정부에 잘 말씀하셔서
한국 교민들에게 투표권만 주신다면 저희가 23명의 백배를 곱해서 2천3백 표
이상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웃음)
○ 아까 저희에게 야르시 병원을 멋지게 새긴 패를 주셨는데, 혹시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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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원 진출·협력을 드실 거라면 급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병원 패를 만들
어서 원장님께 먼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웃음)
○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실까요?
[야르시 병원장]
○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병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의원
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보건 의료 협력이 계속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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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언론 보도

q 인도네시아 하원 홈페이지

https://www.dpr.go.id/berita/detail/id/39588/t/Tangkis+Pandemi%2C+Indonesia%E2%80%
93Korsel+Dukung+Kerja+Sama+Percepatan+Pemanfaatan+Teknologi+Terbaru

주요일 ▸ 61

q 자카르타뉴스

https://jakartanews.id/2022/06/30/kejar-ketertinggalan-gus-muhaimin-dorong-ri-korsel-pe
rkuat-kerjasama-keseh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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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네시아 언론 Jurnas

https://www.jurnas.com/artikel/119797/Gus-Muhaimin-Dorong-Indonesia-dan-Korsel-Perk
uat-Kerjasama-Kesehatan/

주요일 ▸ 63

5

인도네시아 약황

q 일반사항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자카르타(인구 1,046만 명)
2억 7,485만 명(2022, IMF)
1,916,820만㎢(한반도의 약 9배)
자바족(40%), 순다족(16%) 등 1,300여 종족
이슬람교(87%), 개신교(7%), 천주교(3%),
힌두교(2%), 불교(1%)
Ÿ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Ÿ 언어: 인도네시아어(공용어), 자바어 등 650여 지방어
Ÿ 시차: 한국시간 –2시간(자카르타 등 서부)
한국시간 –1시간(발리 등 중부)
한국시간 동일(파푸아 등 동부)
Ÿ
Ÿ
Ÿ
Ÿ
Ÿ
Ÿ

국명:
수도:
인구:
면적:
민족:
종교:

q 정치현황
Ÿ 정체: 공화제
Ÿ 정치형태: 대통령중심제
Ÿ 주요인사
-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
- 부통령: 마루프 아민(Maruf Amin)
- 국민평의회 의장: 밤방 수사티요(Bambang Soesatyo)
- 하원의장: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 상원의장: 라 냘라 마딸리티(La Nyalla Mattalitti)
- 외교장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Ÿ 의회:
- 하원 575석(임기 5년), 상원 136석(임기 5년)
- 국민평의회(MPR)는 상하 양원 협의체 성격

q 경제현황(2021, IMF 추정)
GDP: 11,861억 달러
1인당 GDP: 4,357달러
GDP성장률: 3.7%
물가상승률: 1.6%
실업률: 6.5%
교역액: 4,187억 불
- 수출: 2,320억 불
- 수입: 1,867억 불
Ÿ 환율: 1달러=14,269루피아(2021년 평균, WB)
Ÿ
Ÿ
Ÿ
Ÿ
Ÿ
Ÿ

q 우리나라와의 관계
Ÿ 수교: 1966.12.1. 영사급 수교
1973.9.18. 대사급 수교
Ÿ 공관
- 1966.12.1.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1973.9.18.
대사관 승격
- 박태성 대사(2020.7. 부임)
- 1968.6.1.
주서울 인도네시아총영사관 개설
1973.9.18.
대사관 승격
- Gandi Sulistiyanto Soeherman 대사(2022.1.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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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역: 193억 달러(2021, 한국무역협회)
- 수출: 86억 불
- 수입: 107억 불
Ÿ 투자(신고기준, 2021년)
- 대 인도네시아: 24억 불(수출입은행)
- 대 한국: 861만 불(산업통상자원부)
Ÿ ODA:

7.6억 불(1987~2020 누계, 총지출기준,
OECD)

- 무상원조: 3.4억 불(2020년 2,910만 불)
- 유상원조: 4.2억 불(2020년 2,200만 불)

q 주요인사 교류현황
Ÿ 방한
- 14.12.

조코위 대통령(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15.7.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

- 15.10.

줄키플리 하산 국민평의회 의장
공식방한

- 16.5.

조코위 대통령 국빈방한

- 18.9.
- 19.11.

조코위 대통령 국빈방한
조코위 대통령(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Ÿ 방문
- 14.10.

김태환 대통령특사(대통령 취임식)

- 17.1
- 17.5.

정세균 국회의장 공식방문
박원순 대통령특사

- 17.11.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 18.9.
- 19.10.

문희상 국회의장
노영민 대통령특사(대통령 취임식)

q 재외국민 현황(2020년 기준)
Ÿ 인도네시아 내 한국인: 16,494명(외교부)
Ÿ 한국 내 인도네시아인: 36,858명(법무부)

q 인적교류 현황(2019년 기준)
Ÿ 한→인니: 388,316명(인도네시아 관광국)
Ÿ 인니→한: 280,146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q 북한과의 관계
Ÿ 1964.4.16. 수교
Ÿ 공관 현황
- 1964.4.16.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관 개설
안광일 대사(15.9.25. 부임)
- 1964.4.18. 주북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개설
Berlian Napitupulu 대사(19.4.7. 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