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KOTRA 무역관 안내

자카르타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자카르타 무역관은 자카르타 남부지역의 잘란 수디르만(JL. Jend.Sudirman) 거리에 위치한 건물인 Wisma GKBI 8층에 위치하고 있다.

- 주소: Wisma GKBI, 8th Fl. Suite 801 JL. Jend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 전화: 62-21-574-1522
- 팩스: 62-21-572-2187, 572-2204
- 문의 : Q&A 게시판 (https://www.kotra.or.kr/KBC/jakarta)

* 특징 : 자카르타 무역관은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무역관으로 사무 공간 무료 대외 개방(최대 1주일) 중이다. 단, 이용 2주까지 반드시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이용 가능하다. 코트라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 상단 무
역투자 상단에 커서를 갖다대면 우측에 있는 "방문 상담" 클릭한 후 좌측 중앙의 방문상담 하위 카테고리인 열린무역관(무역관 내방 상담
)을 클릭한 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공항-무역관 이동
인도네시아는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해 수까르노 하따 자카르타 국제공항(Seo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올 경우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1)택시는 일반택시, 블루버드(BLUE BIRD), 실버버드(SILVER BIRD)의 3종류가 있는데 블루버드나 실버버드 택시 이용을 권하며 공항에
서 나오면 입구에 주차돼 있는 블루버드(파란색), 실버버드(검정색: 한국의 모범택시에 해당) 택시를 발견할 수 있다. 공항에서 무역관까
지 소요시간은 약 40분이며, 택시요금은 블루버드가 15만 루피아(11달러)이고 실버버드는 25만 루피아(18달러) 정도다. 교통체증이 심
할 경우는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택시를 타고 '끼따 뻐르기 끄 위즈마게까베이(Wisma GKBI) 디 잘란 수디르만'라고 하면 되고, 만일 기사가 위치를 잘 모르는 눈치일 경
우에는 '드깟 그둥 베알이'이라고 하면 된다. (드깟은 '근처', '그둥 베알이'는 BRI 은행 건물이라는 인도네시아 말임)

2)스마트폰 로밍 또는 무선 와이파이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라면 Grab, GO-JEK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해당 애
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는 방법도 있다. 요금은 블루버드보다 저렴한 편이다.

3)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는, 2017년 12월 26부터 최초 운행을 시작한 자카르타 시내의 공항철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요금은 편도
70,000루피아이다. 공항 철도는 30분 간격으로 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과 자카르타 중부의 BNI City역 사이로 운행되며 소요시간은 약
46분이다. 첫차와 막차 탑승시각 및 역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역까지 연결된 MRT, Transjakarta 등 대중교통시설을 출장자
가 이용하기는 쉽지, 역에서 내려서 Go-Jek, Grab, 또는 Blue Bird 등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ㅇ BNI City 역(Sudirman Baru 역으로도 불림) : 첫 차는 오전 4시 51분에 출발하고 막차는 오후 9시 51분에 출발한다.
- BNI City 역 주소 : Jalan Tanjung Karang No.1, Kebon Melati, Tanah Abang, Jakarta Pusat

ㅇ Seokarno-Hatta 공항 역: 첫 차는 오전 6시 20분에 출발하고 막차는 오후 11시 20분에 출발한다.

ㅇ 공항철도 스케쥴, 역 정보,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 : https://www.railink.co.id/index.php/train/en

수라바야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수라바야 무역관은 시내 최고의 비즈니스 센터에 자리 잡고 있다.

- 주소 : Plaza BRI, 3F. Suite 301, Jl. Basuki Rachmat 122-138, Surabaya 60271
- 전 화 : 62-31-534-7331/7332
- 팩스 : 62-31-534-7320
- e-mail: kotrasby@gmail.com

공항-무역관 이동
수라바야의 경우 자카르타와 마찬가지로 대중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여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택시는 블루버드(BLUE BIRD), 프리마
(PRIMA) 가 일반적이고 그 외에도 오렌즈(O-Renz), 수라바야 택시(Surabaya Taxi), 메트로 택시(Metro Taxi) 등이 있다. 택시는 공항
에서 나오면 입구에 주차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이나 교통체증을 감안하면 1시간
정도이다. 택시요금은 80,000-100,000루피아(7달러 내외) 정도이며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끼따 뻐르기 끄 쁘
라자 베아리(Plaza BRI) 디 잘란 바수끼 라흐맛'이라고 하면 된다. 무역관 위치가 시내 최고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보통은 베아리(BRI,
현지어 발음)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