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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국제협력팀

담 당 국 장 고위공무원 정광선(02-2079-5900) 담 당 과 장 공군대령 이광영(02-2079-5810)

인니, 케이에프(KF)-21/아이에프-엑스(IF-X)
공동개발 참여 본격 재시동
- 인니 기술진의 경남 사천 개발현장 복귀 m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케이에프(KF)-21/아이
에프-엑스(IF-X) 공동개발 참여를 위해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 8월 중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인니 기술진은 비자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m 케이에프(KF)-21/아이에프-엑스(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8조 8,000여 억 원을 투자(인니 20%)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니 분담금 미납 및 코로나 상황 등의 사유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 인력이 철수된 상황이었다.
m 올해 4월에 열렸던 케이에프(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 한-인니
양국은 인니의 공동개발 지속 참여에 대해 상호 확인하였다. 양국
정부는 제6차 실무협의 개최를 협의 중이었으나, 인니 현지 자연재해와
코로나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개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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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최근 인니 정부는 케이에프(KF)-21/아이에프-엑스(IF-X) 공동개발 지속
참여를 재 표명하면서 인니 기술진의 조속한 한국 복귀를 협조 요청
하였다.
m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니 기술진
복귀가 시급함을 공감하였으며,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 의지가 확고
하다고 판단하여 제6차 실무협의 이전이라도 인니 기술진 복귀를 수용
하기로 하였다.
-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개발현장 복귀는 32명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인니 기술진은 입국 후 약 2주간의 격리기간을 거친 후에 한국항공
우주산업(KAI)의 케이에프(KF)-21 개발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m 방위사업청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인니 기술진 복귀를 계기로
공동개발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번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 재표명과 인니 기술진의 한국 복귀로 인니 정부의
공동개발 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가급적 빠른 실무
협의 개최를 통해 인니 분담금 등 관련 협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m 현재 케이에프(KF)-21 개발은 시제 2호기와 정적 시제기*가 출고되어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끝>.

* 정적 시제기 : 항공기 구조강도 확인(정적 하중시험)을 위한 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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