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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지도 ]

Ⅰ. 국가개요
국

명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위

치

인도남동부 인도양 (북위 5.5 ~ 9.5도에 위치한 섬나라)

면

적

65.6천 ㎢ (한반도의 1/3 정도)

기

후

열대몬순기후, 고온다습 (연평균 콜롬보 기온 27°)

수

도

행정 수도는 Sri Jayawardenepura이나 Colombo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도역할을 하고 있음(콜롬보와 행정수
도는 경계선이 붙어있음)

인

구

2,192만 명, 인구 밀도 350명/sq.km(2020년 기준)

주요

도 시

수도권 : Colombo(238만), Gamphaha(235만), Kalutara(125만)
기 타 : Kandy(142만), Kurunegala(169만), Ratnapura(113만),
Galle(109만)

민족(인종)

Sinhalese(74.9%), Sri Lankan Tamils(11.2%), Indian Tamils(4.2%),
Moors(Muslim 9.2%), 기타(0.5%)

언

어

싱할라(국어) 및 타밀어, 영어(상용어)

종

교

불교(70.1%), 힌두교(12.6%), 이슬람교(9.7%), 기독교(7.4%), 기타

건국(독립)일

1948년 2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 태

이원집정부제

국가

원 수

o 대통령 : Nandasena Gotabaya Rajapaksa
o 수상 : Mahinda Rajapaksa

성 향

2019년 11월 대선이후 출범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전
스리랑카 대통령이자 자신의 친형인 마힌다 라자팍사를 수상으
로 임명하며 사실상 형제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음. 중앙집권 방
식을 기반으로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우선시 하며 친화적이면
서도 비동맹 외교 정책으로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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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경제 지표
화폐단위
구

Sri Lanka Rupee (RS)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80억

889억

866억

807억

1인당 명목GDP(US$)

4,104

4,099

3,947

3,682

실질경제성장률(%)

3.11

3.2

2.3

-3.6

물가상승률(%)

6.6

4.3

4.1

4.6

실업률(%)

4.2

4.6

4.8

5.5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7,066

6,131

6,720

5,665

외채(US$)

516억

523억

548억

492억

경상수지(US$)

-23억

-28억

-18억

-11억

수출

114억

119억

118억

100억

수입

210억

222억

195억

161억

명목GDP(US$)

교역규모(US$)
평균 환율(Rs/US$)

199.89 (2021.6.23일 기준)

산업구조(%, GDP)

농수산업 7.0%, 산업 25.5%, 서비스업 58.7% (2020년)

교역품

수출순위
(2020년)

기계류(12.3%), 플라스틱(11.4%), 고무(9.5%),
철강(9.3%)과 알루미늄(2.4%), 화학물질(4.6%),
편직물(5.5%), 합성섬유(4.9%), 합성필라멘트(4.8%)

수입순위
(2020년)

의류(56.2%), 고무 및 관련제품(14.8%),
기타 화학물질(7.9%) 등

(한국→스리랑카)

자료 : Central Bank of Sri Lanka(Annual Report 2020), 스리랑카 관세청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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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리랑카 경제 현황과 전망
1. 최근 스리랑카 경제 현황
가. 경제동향
□ 2020년 : 1인당 명목 GDP 3,682달러
ㅇ 스리랑카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스리랑카의 1인당 GDP는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상위중소득국가로 분류되었지만,
2020년 7월 기준으로 하위중소득국가(lower-middle-income country)로 재
구분 및 신용등급 B-로 하락
ㅇ 2020년도 3월부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농업, 서비스 및 제조 분야에
서 전부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3.6%로 마감 (2021년도 예상
경제 성장률: 5%, 스리랑카 중앙은행)
* 2021년 5월 20일 기준으로 스리랑카는 코로나 3차 웨이브를 겪고 있고,
하루 평균 확진자 2,000명을 기록하면서 주말 및 국가 공휴일마다 전국 통
행금지령을 내리고 있음. 지역 이동제한으로 정부기관 및 사기업도 전원 출
근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중앙은행이 연초에 당초 예상했던 수치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지속적인 환율 하락
년도
LKR/1 USD

2017
152.4

2018
162.5

2019
178.7

2020
185.6

2021
199.9

ㅇ 스리랑카 정부는 더 이상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바(정부 부채가 총 GDP
의 약 60%를 차지함), FTA 체결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며, 스리
랑카 투자청이 주목하는 성장 분야는 제조(제약, 고부가가치 의류, 전자전
기), 정보통신기술, 관광산업, 식품 가공 및 농업, 건설 및 인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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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여건
□ 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추진으로 제조를 위한 중간재(화학, 건설, 철
강 등)수입에 대한 수요 증가, 스리랑카 핵심 산업과 관련된 필수재(섬유원
자재 등)/투자재에 대한 전망은 계속 밝음
□ 현 정부는 인프라시설 확충(건설 경기)/농업 및 의류 공정 환경의 현대화
/직접 제조 공정 설립/관광 연계 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외화유입)/투자와
관련된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중산층 확대로 의류, 장식품, 가전제품, 외식, 유아용품, 화장품 등 소비용품
수요가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음
ㅇ 친환경, 건강용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요개발 필요
□ 제품 구매 시 브랜드 선호경향이 높아지며, 고급 서비스업종도 선호
ㅇ 개도국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제조업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믿고 살 수 있는 유통업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높음
ㅇ 이로 인해 현지기반이 강한 유통업체 브랜드 선호도가 높고,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종의 경우 고급브랜드 매장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
ㅇ 자동차, 의류 등 완제품의 경우 높은 관세로 인해 지나치게 가격이 높게
형성 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개발로 인해 오히려 수요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ㅇ 스리랑카 내 기계류의 경우 가격 탄력도가 높지만 품질에 대한 상대적 가
성비도 중시하게 되어, 가격과 품질에 있어 逆샌드위치적 입장인 우리에
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유통/소매업 틈새시장 진출
ㅇ 현지 제조기반이 취약,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중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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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브랜드를 소싱하여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유통도 유망
□ 호텔, 복합건물, 카지노 등 대형공사에 따른 건축기자재 수요증가
ㅇ SOC 보다는 건출물 대형공사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및 이에 따른 원자재 공급 증가 기대
□ 소비재 유통시장에서의 중저가 제품 선호도 제고
ㅇ 제품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가전에 있어서 아직은
중국 등 저가 제품이 유통되고는 있으며, 가격조건이 좋고 기능이 복잡하지
않은 소비재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
ㅇ 참고로, 가전제품 등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대 60개월)할부판
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판매 기법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재무서비스/ 보험/ 통신/ 수송/
교육/ 건강 및 기타 전문 서비스 분야도 향후 성장할 전망
□ 한국 기업을 위한 조언
ㅇ 정부가 섬유, 재생가능 에너지, 조선, 농업, 제약 산업 투자에 대해 면세
기간을 제공할 수 있으니 스리랑카를 서남아 지역 비즈니스 요충지로 활
용할 수 있기를 바람
ㅇ 의료, 수술, 치과용 기기에 대해 VAT 면세를 제공하고 2020년도에는 스
리랑카 PCR 테스트기 중 30%가 한국산으로 채택되어 있으므로 의료/제
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바람
ㅇ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였고, 현지인
들은 한번 자동차를 사서 오래도록 고쳐 쓰고 정품 부품 수입가격이 비싸
서 중국, 인도에서 만든 브랜드 없는 제품을 구해다 쓰고 있으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자동차부품회사가 진입하기를 바람
ㅇ 스리랑카 중산층 이상은 선진국에서 유학하거나 일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어 제품과 외국인에 대한 안목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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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과 스리랑카의 경제 교류
1. 한-스리랑카 관계
외교수립

1972년 주 스리랑카 통상대표부 개설, 1977년 외교관계 수립

체결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86), 투자보장협정(1980), 무역협정(1984)

진출기업

51개사 (건설 11, 섬유의류 9, 고무피혁 6, 서비스 9개사 등)

교

스리랑카 내 한인 체류자 : 약 1,000명('19년 2월 외교부자료)

* 투자진출기업 및 자영업자 약 200명, 관공서 및 KOICA 봉사단원 약 150명

민

2. 한-스리랑카 무역현황
□ 수출입 총괄(스리랑카→한국)
(단위 : US$백만) (자료: 스리랑카 관세청 2020)

'20년
구분

'18년

'19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64
309
(245)

74
254
(180)

전년대비

금액
71
195
(124)

증감률
-4.3%
-23.3%
(31%)

□ 對한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US$백만)

순위

품목명

‘18년

‘19년

1

의류(편물제이외)

17

2

마류의사와직물

3

‘20년
금액

증가율

19

12

-36%

9.1

9.7

12

25%

의류(편물제)

7.6

11.9

11.8

-0.87%

4

고무와그제품

7.2

9.6

10.5

9.9%

5

각종화학공업생산품

4.6

4.1

5.6

38.2%

6

커피.차.향신료

1.6

1.9

1.9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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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백만)

순위

품목명

‘18년

‘19년

1

보일러.기계류

35.7

2

플라스틱과그제품

3

‘20년
금액

증가율

35.1

24

-31.5%

35.4

22.6

22.2

-1.9%

고무와그제품

28.5

22.9

18.6

-19%

4

철강

25.4

14.1

18

27.5%

5

편물

24.2

23.5

10.8

-54%

6

광물성연료.에너지

23.4

14.8

11

-25.3%

7

인조스테이플섬유

20

18.2

9.5

-47.5%

8
9

유기화합물
전기기기.TV.VTR

14.4
11.5

7.3
13

7.7
8

4.6%
-37.7%

3. 투자진출 현황
가. 사업 여건
□ 외국인투자환경
ㅇ 투자 보장 협정국(28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ㅇ 이중과세 방지 협정국(44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UAE,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프랑스, 독일 등
ㅇ 인도-스리랑카 FTA : 4,233개 품목 무관세, CEPA는 2021년 2월 기준
양국 간 협상 중
ㅇ 파키스탄-스리랑카 FTA : 4,680개 품목 무관세
ㅇ EU GSP + : 7,200개 품목 무관세
ㅇ 스리랑카 투자청(BOI)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투자 유치 분야로는
수출 기반 제조업, 수출 기반 서비스업, 관광업 및 관광업 연계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고학력 및 고도기술 개발, 전략적 부가가치 프로젝트,
농업(농업, 수산업 관련 산업, 낙농업), 산업부동산(Industrial Estate),
특수경제 지역(Special Economic Zones), 지식도시(Knowledg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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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핵심 산업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열려있고, 100% 외국인 지분 보유가 가능하며, 100%
본국(외국으로의) 송금을 허용함
ㅇ 2021년 기준, 5년간 변하지 않는 투자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
개정된 세금 인센티브로는: 농업/어업/목축업(5년), 해상풍력 및 부유식
태양광 발전(7년), 보트 및 선박 제조(7년), 우유 분말 가공(5년),
사교육 기관(5년), 벤처 기업(5년), 건설자재에 대한 재활용부지 (10년),
건설 및 통신타워 설치(5년),

보세 및 오프쇼어생산 창고의 경우 모든

세금 면제 협상이 가능함
□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활발한 투자기대
ㅇ 콜롬보인근 400평방킬로미터 지역을 13개 지역, 10개 메가프로젝트,
160개 세부프로젝트 계획 수립
ㅇ 콜롬보 항 및 함반토타 항을 인도 및 서남아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함반토타 항 배후지에 대단위
EPZ(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 및 보세구역 설정
ㅇ 교통(도로 개발/중앙고속도로), 주거(신규 아파트), 환경 (매립지/
수질개선), 해양 및 항공(공항 및 항구의 현대화), 산업 및 관광, 과학
기술, 생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권역별 프로젝트 발주 예정
□ 한류활용 비즈니스 수요 저변 확대 중
ㅇ 한국 드라마 TV 방영 지속, 한국인지도 상승
ㅇ ‘15년 한류 페스티벌 개척으로 젊은층 중심으로 넓은 한류인지도 확인
□ 세금 완화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ㅇ 전체 법인소득세 24%에 특혜법인세 14%가 포함되어 있음
ㅇ 수출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경우 양여세 14%
ㅇ 연구개발에 쓰인 비용에 대한 과세소득 100% 공제
ㅇ 지불된 배당금에 대한 0% 세율
ㅇ 농업,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 세금 면제
ㅇ 45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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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의 전력구매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개발 활성화 유도
ㅇ 특히 지자체 폐기물을 활용한 전력의 구매단가를 18.5% 인상 (미화 20.5
센트) 함에 따라 동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예상함
나. 투자 환경
□ 긍정적 요인
ㅇ 투자자 권리보장 관련 법

ㅇ 투자인센티브 등 개방적 투자환경

ㅇ 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 ㅇ 주변국 시장 겨냥 제조업 진출가능
ㅇ 영어능력 우수
ㅇ 양호한 교육 및 의료수준
□ 부정적 요인
ㅇ 거시 경제 환경의 결여
ㅇ 내수시장 협소 및 부품산업 부재

ㅇ 인프라 개발 속도의 부진
ㅇ 경직된 노동법 및 근로정신 부재

ㅇ 정부전산화 미비 및 행정처리 지연 ㅇ 지속적인 재정 부채 증가
다. 투자진출기업 현황(‘20년 기준 51개)
□ 투자진출기업 변화
ㅇ 투자기업 축소경향 탈피의 움직임
- 2004년을 기점으로 투자진출기업의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현재는
약 51개사로 파악(개점휴업 및 중복투자건 제외 시 20여개로 축소)
ㅇ 투자업종 변화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IT/금융 분야에 대한 문의, 제조업 진출과 건설
산업(상하수도/건설자재), 에너지 및 화장품/식품분야에 대한 관심
ㅇ 건설수주프로젝트 양상변화
- SOC, 토목공사 위주에서 복합건물, 소규모 주거타운 건립 등으로 변화
- 환경관련 공사(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수주증가로 우리기업 진출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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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우리나라 수출입 전망
□ 전반적인 여건
ㅇ 2009년 내전 종식 이후부터는 건설경기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 및 지속적인 루피화 평가 절하로 전반적인
경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상황
ㅇ 스리랑카는 자국에서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높은
관세율 부과
ㅇ 아직은 가격에 민감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지만 점차 품질에 민감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서서히 변화해나가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임
ㅇ 인프라, 건설, 항만 개발에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이 필요
□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ㅇ 우리의 對스리랑카 수출은 최근 4년간 연속적으로 감소
ㅇ 전통적으로 수입비중이 큰 합성고무나 건설장비 수요는 여전하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여전히 중국, 인도로부터 많이 들여오고 있음
ㅇ 우리기업의 선별적, 집중적 마케팅노력이 필요하며 물량에 집착하지 말고 향후 조립
생산 등 장기적 기술제공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요 품목별 수입전망
ㅇ 한국의 수입은 규모가 작고 증감의 원인도 한 두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산업전체의 흐름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희박하므로 큰 위미를 두기 어려움
ㅇ 여전히 봉재의류 수입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 코코넛 등 식물성제품과 광
물 제품 및 자연 원재료에 관련된 수입이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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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지 체류 시 참고 사항
1. 시차
ㅇ 한국과의 시차는 스리랑카가 한국보다 3시간 30분 늦음
ㅇ 스리랑카는 인도와 표준시가 동일함

2. 근무시간
ㅇ 관공서: 월-금요일 09:00-16:15 근무, 토요일 휴무
ㅇ 일반기업: 월-금요일 08:00-17:00, 토 08:00-13:00 근무
ㅇ 은행: 월-금요일 09:00-15:00 근무

3. 기후 및 복장
ㅇ 매우 덥고 습하며 지역에 따라 기온 차이가 무척 심함. 해안 지방이나 지대가 낮은
지역은 일 년 내내 덥지만 중부내륙인 누와라엘리야 지방은 해발 1,890m로서 연평균
기온이 섭씨 20도 내외 정도로 연중 서늘함
ㅇ 복장은 얇은 옷을 챙겨오는 것이 좋음. 그러나 행사장이나 호텔 안의 온도가 낮을
경우도 있으므로 얇은 겉옷 또한 챙기는 것이 좋음. 상담 시에는 긴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 관례임

4. 전기규격
ㅇ 230-240V, 50Hz임. 그러나 각 가정 및 사무실의 벽에 부착되어 있는 콘센트는
3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맞는 별도의
보조 플러그를 준비해두어야 함

5. 출입국/ 비자
ㅇ 스리랑카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Online Visa Service)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방문 목적에 관계없이(Transit일 경우도 포함) 사전 비자 신청이
의무이며 비자 수수료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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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비자수수료 현황
구

분

비자유형
Double entry
(30일)
Single entry
(90일)
Double entry
(90일)
Multiple entry
(30일)
Single entry
(90일)
Double & Multiple
entry(90일)

비자수수료

Transit 비자

Single entry(2일)

면제

외교 및 공무

-

면제

관광비자

비즈니스비자

US$ 20
US$ 20
US$ 20
US$ 30
US$ 30
US$ 30

비 고
<신청절차>
1단계:
www.eta.gov.lk방문
2단계: form작성
및 재확인
3단계: 신용카드로
비자수수료 결제
4단계: 비자확인증
인쇄
5단계: 스리랑카
입국 시 지참

*단, 12세 이하 및 외교/ 공무비자는 수수료가 없으나 사전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함

6. 화폐단위
ㅇ 화폐단위
스리랑카 루피(Rupee)를 사용하며, 약칭은 Rs. 임
ㅇ 환율
변동환율제로 2021년 6월25일 기준 1달러의 환율은 199.86 루피임

ㅇ 환전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소 환전환율이 낮긴 하지만, 호텔과
시내 환전상에서도 환전 가능. 유명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는 달러가 통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호텔 이외 상점에서는 달러 사용이 어려움.
출국 시 현지화를 달러화로 재 환전할 경우 입국 시 환전한 은행 영수증이 꼭
필요하고 호텔 등지에서 환전한 영수증으로는 재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전한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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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지 숙식시설 안내
1) 고급호텔 (가격 범위 : USD 85 – USD 250)
ㅇ Shangri-La Hotel Colombo (Five Star)
- 주소 : 1 Galle Face, Colombo 2, Sri Lanka
- Tel : +94 11 7888288
ㅇ Hilton Colombo (Five Star)
- 주소 : 2 Sir Chittampalam A. Gardiner Mw, Colombo 2
- Tel : +94 11 2492492, FAX : (011) 2544657
ㅇ Cinnamon Grand (Five Star)
-

주소 : 77, Galle Road, Colombo 3
Tel : +94 11 2437437
E-mail : grand@cinnamonhotels.com
Web site : www.cinnamonhotels.com

ㅇ Cinnamon Lakeside (Five Star)
- 주소 : 115, Sir Chittampalam A. Gardiner Mawatha, Colombo 2
- Tel : +94 11 2544200
- Email : lakeside@cinnamonhotels.com
- Web site : http://www.cinnamonhotels.com
ㅇ Taj Samudra (Five Star)
- 주소 : 25, Galle Face Center Road, Colombo 3
- Tel : +94 11 2446622
- E-mail : samudra.colombo@tajhotels.com
ㅇ GALADARI (Five Star)
- 주소 : 64, Lotus Road, Colombo 1
- Tel : +94 11 2544544
- E-mail : info@galadarihotel.lk
- Web site : www.galadarihotel.lk
ㅇ Galle Face Hotel (Four star)
- 주소 : 2, Kollupitiya, Colomb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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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94 11 2541010-6/2541072,74,
- E-mail : reservation@gallefacehotel.net reservations@gallefacehotel.net
- Web site : www.gallefacehotel.com

2) 한식당
ㅇ 한국관(HANGOOKGWAN)
- 주소 : 25, Havelock Road, Colombo 5
- 전화 : +94 11 2587961
ㅇ 강식당(Kang’s Kitchen)
- 주소 : 28/1 Horton Pl, Colombo 7
- 전화 : +94 11 2697216

3) 중식당
ㅇ Peach Valley
- 주소 : No. 27, Flower Road, Colombo 7
- 전화 : +94 11 2672888, +94 11 2672988
ㅇ 88 Chinese Restaurant
- 주소 : 98/1, Havelock Road, Colombo 5
- 전화 : +94 11 2593017

4) 일식
ㅇ Nihonbashi
- 주소 : No. 11, Galle Face Terrace, Colombo 3
- 전화 : +94 11 2323847
- E-mail : info@nihonbashi.lk
- Web site : http://nihonbashi.lk/index.html

5) 스리랑카 전통식당
ㅇ Raja Bojun
- 주소 : Liberty Arcade, No. 282, R A De Mel Mawatha, Colombo 3
- 전화 : +94 11 4716171
- E-mail : rajaboj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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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ite : http://www.rajabojun.lk/index.html
ㅇ The Curry Leaf (Hilton Hotel)
- 주소 : 2 Sir. C. A. Gardiner Mawatha, Colombo 2
- 전화 : +94 11 2544644 (ext: 2376)
* 스리랑카 전통음식은 인도음식과 유사하나 스리랑카만의 전통 메뉴가 많으며
향료가 발달되어 있어 맵고 짠 음식이 많음. 주식은 쌀과 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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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현지 유관 기관 사이트 안내
No.

조직명

홈페이지

주요업무

1

Central Bank of Sri
Lanka

www.cbsl.gov.lk

2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www.srilankabusiness.com

수출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제 1의 국가
조직

3

Board of Investment

www.investsrilanka.com

외국, 자국 투자자 모두를 위한 중앙
촉진점. ‘14년 8월 리뉴얼되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

4

The Ceylon Chamber
of Commerce

www.chamber.lk

자국, 외국인 사업적 만남을 위한 중앙
정부의 핵심 조직. 전문의원회, 제휴 조직,
비즈니스 상담 등의 업무 담당

5

Sri Lanka Customs

www.customs.gov.lk

국경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핵심 조직.
주요 기능은 수입 촉진, 관세법 또는 그와
관련된 규칙이나 제재를 강화

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ri Lanka

www.mea.gov.lk

외교문제(국제관계)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

7

Department of
Commerce

www.doc.gov.lk

정부 무역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스리랑카의 상호 무역 관계, 지역간 또는
다자간 무역 관계를 개발, 진흥시키는 기관

8

Ministry of Finance

www.treasury.gov.lk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무상의 그리고 경제적인 정책, 계획,
전략을 공식화하고 이행하는 기관

9

Inland Revenue
Department, Sri Lanka

www.ird.gov.lk

자발적 납세를 촉진. 적법하게 세금을
모으고 고결하고 효과적인 세금제도를
통해 공공의 자신감을 향상

10

Department of Labour

www.labourdept.gov.lk

스리랑카 금융분야의 핵심 기관

긍정적인 직업윤리, 보다 나은 노사관계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의 전반적 번영의
향상을 활발하게 공헌하기 위한 조직
정부기관, 개인분야 그리고 국가적인
관심사항과 국제적 표준에 맞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기상학, 항공 기상학, 해양
기상학. hydro 기상학, 농업 기상학, 기후
(풍토)학, 천문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12

Department of
Meteorology

www.meteo.gov.lk

13

Department External
Resources

www.erd.gov.lk

기술적 협력이 포함된 공식적인 발전
지원의 Mobilization을 책임

14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www.immigration.gov.lk

나라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 개인의
적법성을 증명하고 정의 내리는 기관

15

National Physical
Planning Department

www.nppd.gov.lk

16

Sri Lank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www.srilankatourism.org

스리랑카 관광산업 포탈 사이트로서
해외관광객 통계, 유망 관광지는 물론 개발
프로젝트도 소개

17

Department of Import

www.imexport.gov.lk

스리랑카 수출입 품목의 정책 및 허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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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물리적 정책, 계획, 전략을
공식화하고 확실시하며 그러한 국가적
정책, 계획, 전략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관

No.

18

조직명
& Export Control
Road Development
Authority

홈페이지

주요업무

www.rda.gov.lk

발급하는 기관
스리랑카 산업기반 시설인 고속도로 및
다리 건설 프로젝트 입찰 소개

19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20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www.statistics.gov.lk

21

Government of Sri
Lanka

www.gov.lk

스리랑카 정부기관과 유관기관 목록 정리
및 포털 사이트 제공

22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

www.pucsl.gov.lk

전력, 석유, 수질 분야에 필요한 모든 인증
발급, 허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23

Ministry of Health,
Nutrition & Indigenous
Medicine

www.health.gov.lk

스리랑카 보건부, 국영 병원 관리 및 각종
병원 의료기기, 의약품 조달

www.sl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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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표준기술원으로 표준인증과
관련된 업무담당
스리랑카 국민경제계산, 물가, 인구, 교육,
보건, 소득 및 지출, 농경, 노동력, 산업,
무역, 이민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분석 및
발표

Ⅶ. 무역관 오시는 방법 및 연락처
1. 무역관 오시는 길
ㅇ 스리랑카 반다르나이케 국제공항에서 호텔택시, 콜택시 등을 이용, 콜롬보 시
내까지 들어올 수 있음(공항택시요금 약 3,000루피)

2.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ㅇ
ㅇ
ㅇ
ㅇ

주 소 :
전 화 :
팩 스 :
E-mail

KOTRA Colombo, No.59 Edward Lane, Colombo 3
+94 11 2597494
+94 11 2501818
: (이성훈 관장) sunghun@kotra.or.kr
(강보라 과장) bora.kang@kotra.or.kr
ㅇ 근무시간 : 08:30 - 16:30 (점심시간 없음, 토/일, 현지 공휴일 휴무)

3. 주 스리랑카 대사관 연락처
ㅇ
ㅇ
ㅇ
ㅇ

주 소 : 98, Dharmapala Mawatha, Colombo 7, Sri Lanka
전화번호 : +94-11-269-9036~8
긴급연락처 : +94-(0)77-736-4431
홈페이지 : http://lk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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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부록 – 2021 공휴일
공휴일명

휴일날짜

TamilThaiPongalDay

14-Jan

DuruthuFullMoonPoyaDay

28-Jan

Independence Day

04-Feb

NawamFullMoonPoyaDay

26-Feb

MahasivarathriDay

11-Mar

Madin Full

Moon Poya Day

비고

연초출장자제

28-Mar

Good Friday

02-Apr

Day prior to Sinhala & Tamil New Year Day

13-Apr

스리랑카 새해 출장 자제

14-Apr

스리랑카 새해 출장 자제

Sinhala &

Tamil New Year Day

Bak Full Moon Poya Day

26-Apr

May Day

01-May

Id-Ul-Fitr

(Ramazan Festival Day)

14-May

Vesak Full Moon Poya Day

26-May

Day following Vesak Full Moon Poya Day

27-May

Poson Full

Moon Poya Day

24-Jun

Id-Ul-Alha (Hadji Festival Day)

21-Jul

Esala Full

Moon Poya Day

23-Jul

Nikini Full

Moon Poya Day

22-Aug

Binara Full

Moon Poya Day

20-Sep

Milad-Un-Nabi

(Holy Prophet’s Birthday)

Vap Full Moon
Deepavali

19-Oct

Poya Day

20-Oct

Festival Day

Ill Full Moon

04-Nov

Poya Day

18-Nov

Unduvap Full Moon Poya Day

18-Dec

Christmas Day

25-Dec

연말출장자제
연말출장자제

ㅇ(참고) 2021년도는 코로나 사태로, 실질적인 전시회 개최가 자주 미뤄지고
있으며, 상기 언급된 공식 공휴일 이외에도 주재국 정부가 지정하는
갑작스러운 휴일과 통행금지령이 내려지고 있음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