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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출장자료

자카르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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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도네시아 일반 현황
□ 개황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면적

190만 ㎢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약 18,000개 섬으로 구성
- 주요 5개 섬 : 자바, 수마트라, 깔리만딴, 술라웨시, 파푸아

주요도시
(‘10년/명)
인구
GDP
(‘12년/US$억)
교역
(‘12년/US$억)
한-인니 교역
(‘12년/US$억)

자카르타 (수도, 968만), 반둥 (318만), 수라바야 (276만),
2억 5천만명 (세계 4위)
9,282 (1인당 GDP : US$ 3,562.6)

3,816 (수출 : 1,900, 수입 : 1,916)

297 (수출 : 140, 수입 : 157)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다습
- 연평균기온 : 25-28℃(자카르타 : 32-33℃), 습도 : 73-87%
- 우기(11-2월), 건기(3-10월)

인종

자바족(35%), 순다족(13.6%), 아체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언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람교(86%), 기독교(6%), 카톨릭(3%), 불교(2%), 힌두교(2%)

정부형태

표준시

대통령 중심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서부(자카르타) GMT + 7 (한국과 시차 : -2시간)
중부(발리) GMT + 8 (한국과 시차 : -1시간)
동부(파푸아) GMT + 9 (한국과 시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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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징
ㅇ (국기)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 (홍백
기)라고 불리며 붉은색은 용기와 자유를 뜻하며
흰색은 고귀함과 정의를 뜻함. 네덜란드 식민통
치 시절 독립투쟁의 깃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
며,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국기로 사용

ㅇ (국장)
인도네시아는 가루다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설 속의 새를 국장으로 사용하
고 있으며, 새 몸속에 그려져 있는 다섯 개의 그림이 Panca Sila(고대어: five
basic princples)라고 불리는 5개의 건국이념을 나타냄
<5개 건국이념>
중앙에 있는 별 – 신앙의 존엄성
오른쪽 아래의 체인 – 인간의 존엄성
오른쪽 위의 나무 (브링인) – 통일 인도네시아
왼쪽 위의 물소 (반) – 민주주의 대의정치
왼쪽 아래의 벼이삭 – 사회정의 구현

□ 통치 구조
ㅇ (행정부)
대통령(임기 5년, 중임 가능) 중심제로 직접 투표로 선출
- 유도요노 현 대통령은 ‘09년 재선에 성공, 제2기 인도네시아 단합 내각 운영
- 각료는 총 34명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 필요)
- 지방행정기관은 5개 섬(자바, 수마트라, 깔리만딴, 술라웨시, 파푸아)을 중심으로
3개 특별자치주(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아체)를 포함한 34개 주(Provinsi), 98
개시 (Kota), 410개 군(Kabupaten), 6,694개 읍(Kecamatan)으로 구성 (시,
군 단위까지 직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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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법부)
국민협의회(MPR)는 국회(DPR)와 지역대표회의(DPD)로 구성
구분

인원

권한

국민협의회
(MPR)

692명
(임기 5년)

헌법제정 및 개정, 주요 국가정책 방행
결정, 정·부통령 탄핵 등

국회 (DPR)

560명

입법권, 예산결정, 및 집행감독, 행정부
견제 등

지역대표회의
(DPD)

132명
(각 주별로 4명)

지방행정, 지자체 관련 사업 및 예산, 입
법권

ㅇ (사법부)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26개), 지방법원 및 분원(326개)으로 구성되고 민
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 법원, 회교법에 따라 결혼·이혼·상속을 다
루는 종교 법원, 군사 법원, 행정 법원이 있음.
- 군사재판소는 국방부, 종교 재판소는 종교부가 관할
- ‘03년 12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 신설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종족>

- 자바족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45%를 구성하는 최다 종족이다. 70%가 자바섬
에 거주하며 자바어를 사용한다. 자바족은 예의가 바르고 언제나 얼굴에 미소
를 띠고 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바어는 지위, 나이, 친밀한 정도에 따
라 쓰는 어휘가 달라진다.
- 순다족은 주로 자바섬 서부에 거주하고, 자바족 다음으로 큰 민족이다. 순다
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순다족도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다
고 알려져 있고, 성격이 온순하고 수다스러운 편이다.
- 바딱족은 가장 엄격한 부계 중심의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부족으로 대부분
아체와 북부 수마트라에 거주하고 있다. 바딱족은 성격이 급하고 거친 행동과
말투로 한국인과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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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의 행정구역
○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주(州)
에 해당되며 아체 및 족자카르타주와 함께 특별자치주 (Daerah Khusus
Ibukota : Special Capital District)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카르타에는 시장이
아니라 주지사가 통치하고 있다.
○ 자카르타 행정구역상으로는 다섯 개의 시와 1개 군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자카르타 외곽의로 네 개의 위성도시 (Bekasi, Depok, Tangerang, Bogor)가
위치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주와 위성도시를 합쳐 Jabodetabek 이라고 부른다.
- Central Jakarta (Jakarta Pusat) 독립기념탑
- Central Jakarta (Jakarta Pusat)
독립기념탑 (Monas)을 중심으로
행정지구가 중부 자카르타에 위치.
대통령궁, 정부 주요 기관 및 고급
호텔 및 백화점 등이 있음
- West Jakarta (Jakarta Barat) 영세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자카르타의 차이나타운에 있음
- South Jakarta (Jakarta Selatan)
경제 중심지인 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구역 및 고급 주택,
쇼핑몰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
- East Jakarta (Jakarta Timur) 동부 자카르타는 5개 도시 중 가장 인구밀도
가 높은 지역으로 여러 분야의 산업 공장들이 위치
- North Jakarta (Jakarta Utara) 북부 자카르타에는 자카르타의 항구 딴중쁘
리옥 (Tanjung Priok)이 위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식민지시대 경제 및 정
치적 중심이었던 만큼 당시 건물들이 일부 남아 있음.
- Pulau Seribu 군 : 북자카르타에서 배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2백여 개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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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성장률(%)

6.1

6.5

6.5

상품교역(US$억)

2,855

3,723

3,809

수출

1,581

2,034

1,980

수입

1,274

1,689

1,829

경상수지(US$억)

56

30

-20

물가상승률(%)

5.1

5.3

5.3

환율(Rp/US$)

8,991

9,068

9,638

최저임금(Rp, 증가율)

1,118,009
(4.5)

1,290,000
(15.4)

1,529,150
(18.5)

* 자료원 : EIU Counry Risk Service, 인도네시아 통계청, 최저임금은 자카르타 기준

ㅇ (경제성장)
최근 5년간(‘07~’11년) 연평균 5.9%의 높은 경제 성장 지속, Fitch, Moody's
등 인니의 국가 신용도 투자등급으로 상향 조정

ㅇ (교역)
'12년 교역액은 3,809억불로 무역수지 20억불 적자 기록, 팜오일 등 수출 원자
재 가격 하락과 수입 수요 확대로 무역수지 적자 전환

ㅇ (물가)
견조한 경제성장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증대하고 있고 '13년
2월 20개월내 최고치인 5.3%를 기록

ㅇ (환율)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주변 아시아 국가 통화에 비해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정
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평가절하 추세임

ㅇ (최저임금)
자카르타 기준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지 진출 우리 섬유·봉제기
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최저임금 상승률 추이: 10%(’09) → 4.5%(’10) → 15.4%(’11) → 18.5%(’12) → 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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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인니 교역 및 투자
□ 교역 현황
ㅇ ’12년 한국의 대 인니수출은 140억불(2.2%↑), 수입은 157억불(9.3%↓), 무역
수지는 17억불 적자를 기록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제 7위 무역상대국임.
* ① 중국:506 ② 일본:410 ③ 미국:272 ④ 싱가포르:218 ⑤ 인도:173 ⑥ 태국:165 ⑦ 한국: 159
(단위:US$억, 12년, *오일·가스 제외)

ㅇ ‘12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8위 무역대상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제 1위 교역국
* ① 중국:2,151 ② 일본:1,032 ③미국: 1,019 ④ 사우디아라비아: 488 ⑤ 홍콩:347 ⑥ 싱가포르:326
⑦ 호주: 322 ⑧ 인니:297 (단위:US$억, 12년)

ㅇ 우리나라는 석유제품,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등 자원을 수입

□ 투자현황
ㅇ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 3위 직접투자국으로 ‘12년 19.5억 (59.8%↑)
* 주요 투자국: ① 싱가포르:49 ② 일본:25 ③ 한국 19.5 ④ 미국:12 ⑤ 모리셔스: 11(단위:US$억, 12년)

ㅇ 투자 진출 한국기업의 수는 약 2,100개, ‘90년대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
ㅇ 최근에는 포스코(일관제철소 건설, 60억불) 등 대기업의 진출로 투자 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 금융 분야 M&A, 유통 분야 투자도 활발
- 롯데마트는 인니 전역에 30개 매장을 확보하여 ‘12년 매출 1조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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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알아두면 힘이 되는 비즈니스 정보
□ 인도네시아 시장특성
☞ 가격이 우선시 되는 시장
ㅇ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5천만 명의 거대시장이다. 인구 규모로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인 엄청난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US$ 3,700 추정되는 저소득 국가이다. 통상 인도네시아 인구는
빈곤층(80%), 중류층(15%), 상류층(5%)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약 2억1천만 명의 인구는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시 하는 저소득 소비계
층이라고 할 수 있다.
ㅇ 그러나 1천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인은 연간 소득이 US$ 1만을 넘는 고소
득층이며, 또 중산층도 3천만 명 이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화교 자본의 지배가 절대적
ㅇ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화교 인구는 정부 통계상 전체 인구의 3% 정도(약 600
만 명)이나 실제로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교들
은 1967년 수하르토 집권 이후 공직진출에 제한을 받아 대부분 경제계에서
활동하였고 또 타고난 상술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계를 주도하고 있다.
ㅇ 인도네시아에서 비교적 큰 바이어들은 대부분 중국계이다. 중국계의 구세대는
부동산, 금융, 제조업, 대규모 농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으나, 신세대는
IT 분야 등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카르타 중심의 상권
ㅇ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는 다섯 섬 중 가장 작은 자바섬에 인구의 절반인 1억
2천만 명이 살고 있다. 소비시장도 자바섬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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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관행
☞ 인간관계 중시
ㅇ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은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즈니
스맨 사이의 신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계의 실력자들과의 친분관계를 매
우 중요시하여 이러한 친분 관계를 비즈니스맨의 실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 르바란이 최대의 구매 시즌
ㅇ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은 라마단 금식기간이 끝나는 ‘르바란’이다. 한국의 설날
처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며 일가친척을 방문하고 선물을 한다. 기업들도 르
바란에 선물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소비재인 경우 이때가 가장 큰
구매 시즌이다. 근래 들어 서구화의 진전으로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기간
과 화교계를 중심으로 한 설날 전후도 특별 구매 시즌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순한 유통구조
ㅇ 옛날과 달리 운송·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중간 유통단계
를 줄이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어 유통구조도 많이 단순해졌다. 백화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은 직접 수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전문 수입상이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자 또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ㅇ 유통마진인 경우 에이전트, 등록 무역상 등을 통해 수입할 경우 이들에게
2~10%정도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10~30%의 마진을 붙여 소매상
또는 중간 규모의 유통업체에 넘긴다.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는 여
기에 다시 약 30%의 마진을 붙인다. 따라서 수입 가격(CIF)에 수입세, 부가
세, 특소세, 통관수수료, 운송비, 기타 비용, 마진 등을 합하면 최종 소비자 가
격은 수입가격의 200~2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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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결제 방식
ㅇ 인도네시아는 원칙적으로 외환에 대한 통제가 없어 수입대금 지급도 자유롭
다. 결제방법은 국제관례상 인정되는 한 수입자와 수출자와의 계약에 의해 신
용장, D/P, D/A, 선금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 결제통화로 미 달러
및 유로화, 일본 엔화 등 20여 개국의 통화가 지정되어 있다. 큰 거래에는
L/C를 주로 사용하지만 소액의 거래에는 T/T가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대금
지급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일부는 계약할 때, 잔금은 선적할 때 지급하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거래가 진행되다 보면 신용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 주의
를 요한다.
· T/T (Telegraphic Transfer) :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인데 대금을 먼저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을 뜻한다. 원활한 대금결제를 위해 수입업체가 은행에 요청한다.
·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은행의 보증 없이 수출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

□ 인도네시아 문화, 이것만 주의하자
☞ 민족에 대한 언급 자제
ㅇ 인도네시아는 300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민족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종족에 대해 잘 알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화 시 민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되기 쉬우니 조심
하는 것이 좋다.

☞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ㅇ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슬람교가 대다수이다 보니 이슬람문화가 지
배적이다. 이슬람교도들에게 돼지고기와 술은 금기 식품이며 도박도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
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
을 사용해야 한다.
ㅇ 또한 머리는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회씩 기도를 하는데 대
부분의 공공장소에는 기도실(Musollah)이 있다. 기도는 법으로도 보장된 종
교생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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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인도네시아어 배워보기
☞ 인사말
ㅇ Selamat pagi (슬라맛 빠기) 아침인사
ㅇ
ㅇ
ㅇ
ㅇ
ㅇ

Selamat siang (슬라맛 씨앙) 오전에서 오후 넘어갈 때쯤 인사
Selamat sore (슬라맛 소레) 오후 인사
Selamat malam (슬라맛 말람)저녁인사
Terima kasih (뜨리마 까쉬) 감사합니다.
Sampai bertemu lagi (삼빠이 버르뜨무 라기) 다음에 또 만나요

☞ 자기 소개
ㅇ Apa kabar (아빠 까바르) 안녕하세요?
ㅇ Nama saya Doni (나마 사야 도니) 제 이름은 도니입니다.
ㅇ Saya orang Korea (사야 오랑 꼬레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ㅇ Senang bertemu dengan Anda (스낭 버르뜨무 등안 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쇼핑
ㅇ Harganya berapa? (하르가냐 브라빠?) 얼마에요?
ㅇ Mahal! (마할) 비싸네요. / Murah (무라) 싸네요.
ㅇ Bisa Kurang? (비사 꾸랑?) 할인해줄 수 있나요?
ㅇ Uang Kembali (우앙 끔발리) 거스름돈

☞ 교통수단
ㅇ Pesawat (쁘사왓) 비행기, Taksi (딱시) 택시, Bandara (반다라) 공항,
Sepeda Motor (스빼다 모또르) 오토바이, Kereta api (끄레따 아삐) 기차

☞ 숫자
1 Satu (사뚜)

2 Dua (두아)

3 Tiga (띠가)

4 Empat (음빳)

5 Lima (리마)

6 Enam (으남)

7 Tuju (뚜주)

8 Delapan (들라빤)

9 Sembilan (슴빌란)

10 Sepuluh (스뿔루)

100 Seratus (스라뚜스)

1,000 Seribu (스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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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카르타 관련 주요 정보
□ 자카르타의 역사
ㅇ 4세기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순다 왕국의 주요
항구 도시로 당시 순다 끌라빠(Sunda Kelap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
다. 1513년 항신료 무역을 위해 포르투갈인들은 순다 끌라빠에 도착한
이후 이 항구도시는 본격적으로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1527년 중부자바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Banten 왕국)
이 힌두 순다 왕국과 동맹을 맺었던 포르투갈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
면서 순다 끌라빠는 ‘자야까르타(Jayakarta) 승리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
게 된다.
ㅇ 1619년 네덜란드는 당시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반뗀 왕국과의 전
쟁에서 승리하면서 자야카르타를 거점으로 삼고 도시의 명칭을 바타비아
(Batavia)로 변경한다. 네덜란드는 바타비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향
료 등 특산품의 독점무역을 시작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현재의 메단,
마나도, 암본 등의 주요항구를 점령해 나갔다.
ㅇ 세계 2차 대전 중 1942년 일본군의 도움으로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인
도네시아인들은 수도의 이름을 자카르타로 변경한다. 1945년 일본이 항
복하고 네덜란드의 식민정권이 무너지고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언한다. 하지만 그 직후 1945년 9월말 영국군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하
여 수도는 1946년 1월 족자카르타로 이전된다. 그 해 11월 영국군은 철
수하지만, 1947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가 조약을 위배했다는 구실로
또다시 침공하고 족자카르타를 점령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 및 게
릴라 투쟁으로 네덜란드는 1949년 12월 27일 마침내 물러난다. 인도네
시아는 340년 만에 독립된 주권을 갖게 되고 자카르타도 1950년 다시
수도의 지위를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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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인근 볼거리
ㅇ 인도네시아 민속촌(Taman Mini Indonesia Indah)
일반적으로 ‘따만 미니(‘작은 공원’이란 뜻)’라고 불리는 곳으로 1970년대 수하
르토 대통령의 부인 틴 수하르토 여사의 제안으로 건설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주
요 지역(27개주)의 주거공간과 문화, 의상 등 생활양식을 재현해 놓고 있다. 관
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ㅇ 수하르토 박물관(Musium Purna Bhakti Pertiwi)
인도네시아 민속촌 바로 옆에 있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재직시절 국내외 인사
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역사박물관보다 전시품이 더 많고,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선물한 귀중품들을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의 대통령이 선
물한 도자기와 한국 교민이 기증한 한복도 있다. 보통 민속촌과 수하르토 박물
관이 반나절 관광 코스이다.

ㅇ 독립기념탑(Monumen Nasional)
1945년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탑으로

모나스

(MONAS)라고 부른다. 독립광장 중앙에 위치하여 자카르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이 137m의 대형 탑으로, 탑의 정상은 불꽃 모양으로 조각하고 35kg의
순금으로 도금하였는데, 1995년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도금된 금 무게를
50kg으로 늘렸다.

ㅇ 국립 박물관(Musium Nasional)
인도네시아 최고의 박물관으로 1871년 태국의 ‘츄라롱코른 왕’이 선물로 보낸
청동 코끼리상이 박물관 앞뜰로 옮겨진 이후 코끼리 박물관(Musium Gaja)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ㅇ 대통령궁

(I stana

Presi dent)

1812년 영국인 Raffles 경이 건축하였으며 1942년까지 화란총독 관저로 사용되
다가 독립 후 대통령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몇 안 되
는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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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슬람 사원(Mesjid Istiqlal)
모나스 근처의 구 시가지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크며 세
계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이슬람 사원이다. ‘Istiqlal’은 아랍어로 독립이란 뜻으
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재임당시 공사를 시작하여 17년 후인 수하르토 대통
령 때 완공됐다.

ㅇ 가톨릭성당(Gereja Katedral)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타종교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회교사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ㅇ 잘란 수라바야(Jalan Surabaya)
각종 골동품을 흥정해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500m에 이른다. 이국적인 물건
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극인 와양 꿀릿(Wayang Kulit)에
쓰이는 가죽 인형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다.

ㅇ 안쫄 유원지(Taman Impian Jaya Ancol)
한국의 서울랜드에 견줄 만한 오락 유원지로 총면적 552헥타르의 내부에 골프
장, 볼링장, 요트장,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자카르타 유일
의 수족관인 씨월드(Sea World)가 있다.

Taman Mini 민속촌

대통령궁 (Istana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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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탑(Monumen Nasional)

Ⅵ. 출입국 및 체류시 유의사항
□ 출입국 관련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입국시
ㅇ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

ㅇ 관용여권의 경우 14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14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출국
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최장 3개월 부여)
ㅇ 세관 검사는 까다로운 편이며, 한국인은 식품 등 많은 짐을 갖고 오는 사례가
많아 일부 부정 세관원들의 타겟이 되기도 함
- 1인당 주류 1리터, 담배 200개피, 시가 50개, 엽연초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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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출국시
ㅇ 출국장에는 비행기 표를 소지한 승객만 들어갈 수 있으며, 모든 수하물은
엑스레이 투시 검사를 받음.
ㅇ 또한 출국 시 항공사 창구에서 공항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관계로 1당 15만
루피아 준비 필요

□ 호텔에서 외부로 이동시 및 호텔 복귀시 유의 사항
ㅇ 개별 이동시 신변안전을 위해 개인 승용차 혹은 Silver Bird (한국의 모범택시
에 해당) 이용이 안전
ㅇ 호텔 출입구에는 거의 항상 Silver Bird가 대기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호텔로
돌아올 때에는 주로 건물 입구 내외부에 있는 CAR CALL 데스크에 부탁
- Silver Bird 요금 : 기본 Rp 15,000, 1km당 Rp 6,000 가산
- Blue Bird 요금 : 기본 Rp 6,000, 1km당 Rp 3,0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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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체류시 생수를 식수로 사용
ㅇ 수돗물은 식수로 적절치 않으므로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생수를 활용
(양치 시에도 가급적 생수 사용)

□ 룸 서비스 및 포터 팁
ㅇ 룸 서비스 혹은 포터의 경우 5,000~10,000 루피아 정도가 적합
ㅇ 식당은 음식요금에 봉사료 포함, 별도의 팁 불요

□ 환전은 가급적 공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ㅇ 은행, 공항, 호텔, 주요 쇼핑센터에 환전소가 있으니 공항이 편리하고 환율도 양호
- 인도네시아 소매점은 달러를 취급하지 않고 있기 현지화 사전에 준비 필요
ㅇ ‘14년 1월 기준 환율 : US$1 = 12,100 Rp 내외 (환전소 마다 환율 상이)
- 신권, 훼손되지 않는 미화 100불을 소지하는 것이 유리
(훼손된 화폐나 미화 소액권은 환전이 불가하거나 적용환율이 불리)
ㅇ 화폐 단위는 루피아 (Rupiah)
- 지폐 1,000루피아, 2,000루피아, 5,000루피아, 10,000루피아, 20,000루피아,
50,000루피아, 100,000루피아 7종류가 있음

□ 건강 및 위생 관리
ㅇ 실내는 24시간 에어컨 가동 중이며 냉방에 약하신 분의 경우 긴팔 소매 옷
준비 필요 (특히 취침 시 에어컨을 끄거나 최소로 조정)
ㅇ 인도네시아는 조류독감 발생국가 및 감염자 사망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로
특별히 위생에 주의할 필요 (손 자주 씻기 등)

□ 신변 안전 주의
ㅇ 인도네시아는 테러 발생 국가이며, 매년 1-2건의 대형 테러 발생. 신변 안전에
유의하고 야간 출입을 삼가 (09년 7월 리츠칼튼, 메리엇 호텔 폭탄 테러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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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기관 및 긴급 연락처
□ 주요 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인니 한국대사관

62-21-2992-2555
62-811-852-446 (당직전화)
62-21-2967-2580(영사과)

www.idn.mofat.go.kr

KOTRA

62-21-574-1522

www.kotra.or.kr/KBC/jakarta

인도네시아 한인회

62-21-521-2515

www.innekorean.or.id

대한항공

62-21-2992-1900,2100

www.koreanair.co.kr

무역보험공사

62-21-570-5565

www.ksure.or.kr

KOICA

62-21-522-7771

www.koica.or.kr

* 참고사항 : 62번은 인도네시아 전화 국가번호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화를 걸 경우 62번을 제외하
고 0을 앞에 추가한 후 현지 번호로 전화

□ 긴급 연락처
기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경찰 (Polisi)

병원

전화번호
0018-0182-0-교환
112

엠블란스

118,119

화재신고

113

Pondok Indah (현지)

62-21-765-7525

Medistra (현지)

62-21-521-0200

뉴월드 메디컬
(한인, 내과전문의)

62-21-7279-3809,724-4943

서울 메디컬 (한인)

62-21-799-1333

- 17 -

Ⅷ. 주요 쇼핑몰 및 한식당 연락처
☞ 자카르타 시내 주요 쇼핑몰
▶ Plaza Senayan
· 주소 : Jl. Asia Afrika 8, Jakarta 10270
· 연락처 : 62-21-572-3333
· 웹사이트 : www.plaza-senayan.com

▶ Senayan City
· 주소 : Jl. Asia Afrika Lot. 19, Jakarta 10270
· 연락처 : 62-21-723-7979
· 웹사이트 : www.senayancity.com

▶ Plaza Indonesia
· 주소 :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 연락처 : 62-21-2992-0000
· 웹사이트 : www.plazaindonesia.com

▶ Pacific Place
· 주소 :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 연락처 : 62-21-5140-2828
· 웹사이트 : www.pacificplace.co.id

▶ Gandaria City
· 주소 : Jl. Sultan Iskandar Muda, Kebayoran Lama, Jakarta 12240
· 연락처 : 62-21-2905-2888
· 웹사이트 : www.gandariacity.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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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당
▶ 토박 (한식 전문)
· 위치 : Wolter Monginsidi
· 연락처 62-21-720-3642

▶ 한 솔 (한일식전문 (고급스런 방으로 구성))
· 위치 : Pacific Place 근처
· 연락처 62-21-5290-3417

▶ 한 양 (한일식전문)
· 위치 : Senopati
· 연락처 62-21-521-2522

☞ 현지식당
▶ Harum Manis (현지 꼬치구이 전문)
· 위치 : Pavilion Apartment Retail Arcade
· 연락처 : 62-21-5794-1727

▶ Seribu Rasa (현지 퓨전 음식)
· 위치 : Mentang
· 연락처 : 62-21-392-8892

☞ 기타 식당
▶ Goemon (일식당)
· 위치 : Wisma Kyoei Prince 3층
· 연락처 : 62-21-572-3343

▶ Shang Palace (고급 중식당)
· 위치 : Shangri-la 호텔 지하 1층
· 연락처 : 62-21-2939-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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