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인도네시아

면적

1,904,569 ㎢ (자료원 : World atlas, 2018 기준)

수도

자카르타

인구

270,630,000 명 (자료원 : IHS Markit, 2020년 기준)

민족(인종)

자바족 (40.1%), 순다족 (15.5%), 멀라유족(3.7%), 바탁족 (3.6%), 마두라족(3%), 베따위족(2.9%),
반떤족(2.9%), 미낭까바우족(2.7%), 부기스족(2.7%), 발리족(1.7%), 중국족(1.2%), 기타 1,340 부족
(통계청 인구조사 통계)

언어

인도네시아 어(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람 (87.2%), 기독교 (6.9%), 카톨릭 (2.9%), 힌두 (1.7%), 불교 (0.7%), 유교 (0.05%)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2014. 10.~2019. 10.
대통령 :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부통령 : 유숩 깔라 (Jusuf Kalla)

국가원수

2019. 6. 27. 최종 당선 결정
2019. 10. 20. 대통령 취임식
2019. 10.~2024. 10. 임기
대통령 :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부통령 : 마루프 아민(Maruf Amin)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73-09-17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1971-08-2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
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
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
진에 관한 협정(조약 제
398호)

-

1987-06-05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
시아 공화국 정부 간 임
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
한 협정 체결(제26회)

-

이중 과세 방지 협정

1989-05-03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소
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
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
한 협정

-

항공 협정

1989-09-27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각
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
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1994-03-10

국가 간 투자를 촉진 · 보
호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
에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
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
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
정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68개국과 투자보장협
정을 체결했으며 인도네
시아와도 이를 체결함

1996-12-01

한국-인도네시아 법무자
료교환협정으로 해당 정
보는 1996년 12월로만
표기되어있음

-

1997-11-17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
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
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
여에 관한 협정(제484호
)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임업 협정

투자 보장 협정

법무자료교환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정

비고

1999-04-01

한국-인도네시아 건설협
력약정이며 해당 정보는
1999년 4월로만 표기되
어있음

-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00-09-01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
환각서이며 해당 정보는
2000년 9월로 표기되어
있음

-

범죄인 인도 협정 및 문화 협정

2000-11-28

한국·인도네시아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 사법
공조 조약 체결

-

사법 공조 협정

2002-03-30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
조 조약

-

자원 협력 협정

2002-03-30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
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에
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에
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

도로협력약정

2003-01-02

도로협력약정

-

한국-아세안 FTA 상품협정

2006-08-24

한국-아세안 FTA 상품협
정

관광협력 양해각서

2006-12-04

관광협력 양해각서

-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2006-12-04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
한 협정

-

문화협력협정

2007-09-01

한국-인도네시아 문화협
력협정

-

범죄인 인도조약

2007-11-16

범죄인 인도조약

-

한국-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2007-11-18

한국-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정
으로 인도네시아도 해당

EDCF 기본약정(2007-2009)

2007-11-19

EDCF 기본약정(20072009)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09-06-02

한국-아세안 FTA 투자협
정

한국-인도네시아 경협 태스크포스 구축

2010-03-25

Indonesia-Korea Joint
Task Force on
Economic
Cooperation (JTF-EC)
(2차)

EDCF 기본약정(2010-2013)

2010-12-27

건설협력약정

EDCF 기본약정(20102013)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정
으로 인도네시아도 해당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정
으로 인도네시아도 해당

-

-

원자력협력협정

2011-10-21

원자력협력협정

-

국방협력협정

2013-10-12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방협력 협정

-

창조산업 협력약정

2013-10-13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창조산업 협력약정

-

임업 협력 약정

2013-10-13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입업 협력약정

-

건설 협력 약정

2013-10-13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건설 협력약정

-

경제구역개발 협력약정

2013-10-13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구역개발 협력약
정

-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2013-11-18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
약정

-

EDCF 기본약정(2010-2013)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2014-02-01

EDCF 기본약정(20102013) 연장을 위한 교환
각서

-

형사사법공조조약

2014-04-04

형사사법공조조약

-

무상원조 기본약정(2014)

2014-12-17

무상원조 기본약정
(2014)

-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

2016-12-30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2016-2020년 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기본약정

-

한국-인도네시아 공동비전성명 발표, 특별전략적동
반자 관계 격상

2017-11-10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격상, 기관 간 MOU 체
결

-

경제·출입국·산업혁신연구·해양안보 등 협력 강화 협
력 체결

2018-09-10

기관 간 MOU 체결

-

2019-02-19

한국-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 협상 재개와 관
련한 공동선언 서명식이
있었으며, 2019년 내 협
상 타결 목표

-

한국-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
상 재개와 관련한 공동선언

주요 협력 내용 :
(1)표준화, 적합성 평가
및 측정 관련 공동연구
(2)건설자재, 생활용품,
환경, 의료기기, 식품, 화
장품 등의 영역에서 적합
성 평가 기관들의 발전을
위한 협조
(3)적합성평가 및 인증
제도 운영에 대한 기술
·정보교류
(4)상호 관심 분야 표준
화, 적합성 평가 및 측정
관련 역량 강화 등

한국-인도네시아 시험·인증 분야 확대 및 국제공동
연구 협의

2019-03-2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KCL)이 자카르타
에서 인도네시아 국가 표
준화 기관 BSN과 국제표
준 제·개정 공동연구 및
적합성 분야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양
해각서 체결

2019-04-02

AEO MRA 액션플랜 서
명

-

2019-06-26

한국 경제인문사회이사
회(NRC)와 산업부 간 맺
은 4차산업협력
MOU('18.9.10)의 후속
MOU

-

한국-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안 개발 협력 MOU

2019-06-27

코이카-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해안 개발 협력
MOU

코이카(KOICA·한국국제
협력단)는 인도네시아 정
부와 수도 자카르타 해안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
서(MOU)를 체결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MOU

2019-10-26

수도 이전 협력에 관한
MOU

-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

2019-11-25

IK CEPA 최종타결

-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지식공유 협력 MOU

2019-12-26

한-인니 수도이전 지식공
유를 위한 정부간 협약

-

한-인니 EODES(온라인 원산지정보교환) 협약

2020-02-01

한-인니 EODES(온라인
원산지정보교환) 협약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제
출 가능

2020-02-25

현대엔지니어링-PT
Rekayasa Industri(인니
국영기업)

정유공장 프로젝트
(Refinery
Development Master
Plan (RDMP)
Balongan Phase-1
Refinery Unit (RU),
Tuban Grass Root
Refinery (GRR), RDMP
RU IV Cilacap) 협력

2020-05-21

PT PERTAMINA(국영
석유기업), PT Nindya
Karya, 한국 콘소시엄이
체결한 두마이 정유공장
개발 MOU

투자청장 및 한국 대사
임석

한국-인도네시아 4차산업 협력 후속 MOU

정유공장 EPC 개발협력에 대한 MOU

두마이 정유공장 개발 MOU

한-인도네시아 참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최종 서명

KOICA-인도네시아 적십자(PMI) 코로나 19 대응 역
량 강화를 위한 MOU

2020-11-15

인도네시아 포함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 일
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최종 서명

2020-11-19

KOICA와 PMI는 '21년
9월까지 50만 달러 규모
로 인도네시아 전국
34개주 450개 군에서
'지역사회의 코로나 대응
역량강화 사업' 실시

-

<자료원 : 국가기록원, 외교부, 인도네시아 외무부, The Global Review, Berita Satu, 세정신문 등, www.treaty.kemlu.go.id>

한국교민 수
22,774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2019))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ㅇ 2014~2017

2014년 12월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6년 5월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한해,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2017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도도 대통령은 기존 양국 관계를 '전략
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개방경제라는 공통가치 하에 국
가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족스러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전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
으로 수렴하기를 희망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및 양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점과 삼각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양국의 기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함께하면서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2018

2018년 조코위 대통령은 4월 30일 므르데카 궁에서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와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북한대사를 함께 만나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남한과 북한 대사가 공개 행사에서 조우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주재국 정상이 양측의 만남을 직접 주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여론의 분석이다. 현지 외교가에선 조코위 대통령
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남북한의 실질적 관계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있었
다.

2018년 8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국무총리로서 최초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석, 조코위 대통령과 이례적으로 네 차
례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으며, 2018년 9월 9~11일 사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
적 동반자 관계 합의를 재확인하고 상생과 미래·성장·번영을 목표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부 간 출입국, 경
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협력에 대한 6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한국-인도네시아 기업 및 경제 기관은 62억 달
러(약 7조 원) 규모, 15건의 양해각서(MOU), 거래조건협정서(MOA), 계약 등을 체결했다. 15건의 협약에는 제조업 협력 확대, 인프라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협력 강화, 공정 무역을 위한 협력 강화, 스타트업·창업 협력 강화, 전력 발전소, 화장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신도시·역세권·주거시설·부동산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2019

2019년 4월 17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
와 연임 성공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3분 동안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이 인사
를 건넸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양국의 특별 전략
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이 앞으로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더욱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했다고 한 부대변인은 전했다.

2019년 10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양국 상호 협력을 본격화해나갔으며, 특히 201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한 수도이전 프로젝트 추
진을 위해 정부 관계자의 협력이 강화됐다. 2019년 11월에는 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했고,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 2017년 이후의 신남방정책 이행을 점검하며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동의했다.

ㅇ 2020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대응물품을 인도네시
아 정부에 기증했으며, 재정적으로도 통화 스왑을 체결해 인니 경기 부양 및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21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며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0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방재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재직한 김창범 전 대사가 이임했다. 2020년 7월에 신임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로 박태성 대사가 부임했다.

경제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 안정 및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무한한 가능성은 한국의 풍부한 투자 자원과 결합될 수
있는 완전한 우위의 여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양국의 상호 기여기회는 넓게 열려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창출분야, 하이
테크부문 투자장려, R&D, 인프라, 교통, 산업, 에너지, 전기 및 기타 부문에 투자를 개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인도네시아경제개
발 마스터플랜에 한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수 2억 7천만 명 이상으로 거대한 국내 시장을 보유하
고 있는데, 이 인구의 5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현대적 생활을 하고 있다.

수년에 걸친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의 유지를 통해, 한국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 3분기 누적
투자액 기준, 한국은 약 81억 달러를 투자해 전체 투자국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주로 전자, 소매업, 통신,
건설, 자동차, 광업, 석유, 생수 및 식수산업, 은행 그리고 호텔업에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 한국타이어, 롯데그룹, 현대자동차, 종근당,

LG전자 등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의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투자는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
뿐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ㅇ 2017

2017년 3월에는 KOTRA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서밋 행사가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조코위
도도 대통령이 참석해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동 부대행사에 한류 스타 '이특'이 참석해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발언했고,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대행사인 수출상담회와 OVOP(One Village
One Product) 및 온라인 유통망 쇼케이스 등에 양측 업체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일부 상담에서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우리 기업 간 향
후 수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7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 일환으로 공동 비전 성명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선포했고 그 내용은 양국 간 경제협력 틀 복원 및 활성화, 경제 협력 분야 다각화, 기간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 사람 중심 경제협력을 확
대, 양국 중소, 중견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교역품목 확대 등 총 6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이다.

ㅇ 2018

2018년 6월에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찌르본에서 3년 만에 열린 제2차 한국-인도네시아 농업협력작업반 회의에 참석,
농업 당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도모했으며, 7월에는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이 개최되어 최근 인도네시아
의 석유가스 정책을 확인하고 CBM(석탄층메탄가스) 등 비전통자원, LNG, CCS(이산화탄소포집저장) 등의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활
발하게 논의했다. 2018년 9월 조코위 대통령 방한 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제 교류 강화와 관련,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하고 활성화할 것이며,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협의
체들을 재편하고 양국 경제부처 간 장·차관급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며,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보건의료협력 MOU'를 시작
으로 경제협력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경제협력 분야 다각화와 관련, 기존의 제조
업과 자원개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통, 보건 등 미래 전략 분야로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차후에 차세대 전
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방위산업 분야, 교통인프라, 보건의료, 의료기술 분야,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디지
털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했다.

2018년 12월 7일 롯데케미칼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대기업 투자유치 성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면서 한
국의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분야 사업 기회 확대의 사례이기도 한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과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가 참
석했다.

ㅇ 2019 ~ 2020

2019년 2월 19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
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재개와 관련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에서 제8차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은 작년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올해 2월 통상장관 간에 5년 만의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내(2019년 내) 협
상 타결을 위해 이번 8차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관심 영역인 상품·서비스·원산지·협력 분야에 협상을 집중했다. 이후 11월 25일에 부산에
서 개최된 아세안 특별정삼회담에서 한-인니 CEPA를 최종 타결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상보다 지연되었지만 2020년 12월 18일
최종 서명되었다.

2019년 4월 2일에는 관세청은 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5차 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
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산지 진위를 둘러
싼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
당 시스템은 2020년 3월 1일부로 정식 개통되었다.

2019년 11월 5일에는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RCEP 회원국이 협정문에 동의했다. 2020년 11월 15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온라
인으로 개최된 제 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5개 정상이 RCEP 최종 서명하면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비 아세안 5개국
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마지막 단계인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원·루피아 통화 스왑 계약을 3년 더 연장했다. 한국은행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기존과 동
일한 내용의 통화 스왑 계약을 오는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 인니 두 나라 간 통화 스왑 규모는 10조
7천억 원, 115조 루피아이다.

2020년 12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은 각 산업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요인 등으
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가 다변화함에 따라 양국은 이에 부합한 사업협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를테면 LG 전자의 TV 공장 조
립 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결정한 사례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정유공장 프로젝트, 수
도 이전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현대자동차는 2021년 말 경에
첫 생산을 목표로 버까시(Bekasi) 지역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방역물품의 대인니 수출, 투자진출, 한국 진출 제약
기업의 할랄인증 취득 등, K-방역과 관련한 경제 및 산업 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문화
양국의 사회 문화 분야 협력을 위해 문화사절단 상호 교환 방문이 있었다.

특정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혹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환학
생 수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학생 수는 70명(2004년) → 828명(2012년 12월)로 증가했고,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
고자 하는 한국 학생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 현지 대학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은 2005년부
터 인도네시아 외무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예술문화 장학생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외무부는 인도네시아어 과정을 ASEAN+3 국가 외교관
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ㅇ 2016~2017

2016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343,887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출신 국가별 관광객 수 중 6위를 차지했다(출처:
인도네시아 관광부).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들어 한국을 주요 관광국으로 간주, 한국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
며 그 중 발리, 롬복, 마나도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관광명소를 한국과 연결해주는 항공편을 늘리려 하고 있다.

2017년 초에는 tvN의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의 롬복, 길리섬이 우리 국민에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5월에는 마나도에
서 관광객 및 관광산업 투자유치 컨퍼런스가 열렸고, 2017년 하반기에 대한항공-마나도 직항(전세기) 노선이 신설됐다. 2017년 9월에는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KBS 뮤직뱅크로 한류 열풍을 실감했으며 뒤이어 KOTRA가 주최한 KBEE(Korea Brand&Entertainment Expo),
인도네시아인이 선호하는 연예인의 방문으로 소비재 및 문화콘텐츠 교류를 융합한 대규모 사업이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ㅇ 2018~2020

한류 상품 박람회인 KBEE 행사를 기준으로, 한류, 문화 교류 및 소비재 수출이 동시에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리미엄 소비재 전(코엑스·무역협회 주최, 코트라 협력)을 개최하여 한류를 인도네시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로 양양 등 일부 지역에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많은 인도네시아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
다.

2018년 7월 1일~4일, 인도네시아 전 해수부 장관의 초청으로 한국의 대학교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해 양국 학생의 교류의 장이 마련됐
다.

2018년 8월 중순~9월 초,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게임으로 한국 선수단의 대거 방문으로 인해 한국인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활성화되었
다.

2018년 9월, 조코위 대통령은 국빈 방한 시 한국-인도네시아 간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양국 간 젊은 인력의 교류
증대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유엔MIKTA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으며, 2019년 10월 제
1차 한-인도네시아 '영 리더스 다이알로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양국 청년리더들이 모여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 9월, KOTRA와 인도네시아의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자인 PT EVI Indonesia Tenggara(COCOWORK)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카르타와 발리에서의 스타트업 행사 및 액셀러레이터와 CV 간의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제공 등 한
국-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으로 양국 젊은 인력의 맞춤형 창업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2019년에 해당 명칭은 COCOWORK에
서 COHIVE로 변경됐다.

2019년 6월에 영산대는 사업자 선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유니콤대학(인도네시아컴퓨터대학교)과 함께 현지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산대 국제협력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 '2019년 신규 세종학당 사업' 지정 심사 결과, 31개국 53개
기관이 신청한 가운데 영산대를 비롯해 13곳에 학당을 신규 운영키로 했다. 2019년 9월, 영산대 국제협력단 산하 한국어교육센터는 교
사 2명을 파견해 인도네시아에서 학당 운영을 시작했다.

2019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예능 프로그램이 2건 있었다. 채널 A의 "팔아야 귀국 in 인도네시아" 프로그램으로
자카르타에 K-Food 팝업스토어를 열고 현지인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홍보하면서 현지인의 반응을 살펴보는 컨셉의 방송이다. 라마단 기
간(해가 뜬 시간동안 금식해야 하는 이슬람 문화)에 촬영된 영상임에도 현지인들의 열렬한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런닝맨 티켓을 토코페디
아(Tokopedia,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홍보물이 자카르타 시내 곳곳에 게재됐다.

2019년 9월에는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뜨꼬 낭 자와(Teko Nang Jawa) 프로젝트를 위해 홍보 버스를 타고 5개 도시를 거쳐 신규
개통된 자카르타-수라바야 구간 고속도로 1천㎞ 달리며 K-Food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서 한류열풍을 재차 확인하고 한국 음식을
인도네시아 자바섬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K-Pop과 관련해서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된 한-인니 문화교류 행사에는, 2019년 8월 뉴이스트 ‘Nuest Concert: Segno in Jakarta’, 여
자친구 아시아투어 ‘Go Go GFriend!’, 2019년 9월 더보이즈, 레드벨벳, 슈퍼주니어, 프로미스9 등 ‘Super K-Pop Festival Indonesia
2019’ 등이 있다.

한국 영화 또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다. CGV가 2015년 진출하여 약 370개의 상영관에서 다양한 한국 영화를 상
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개봉일과 큰 차이 없이 최신작을 상영하고 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는 한국에서 2019년에 흥행했던 영
화 '기생충'과 '81년생 김지영' 등이 절찬리에 상영됐으며, 영화관의 공석이 없을 정도로 현지인으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2020년 3월 이
후에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영화관을 닫으면서 넷플릭스 등의 형태로 한국영화를 감상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과학
연구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활동이 제약되면서 20~30대 여성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
지고 있다고 한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2016

2017

2018

2019

2020

5.03

5.07

5.17

5.02

-

932.07

1,015.29

1,022.45

1,119.1

-

11,727.01

12,415.98

13,234.1

13,998.18

-

3,605.72

3,884.72

3,870.56

4,163.76

-

27.96

29.4

30.09

30.29

-

물가상승률
(%)

3.53

3.81

3.2

3.02

-

실업률
(%)

5.61

5.5

5.34

5.3

-

수출액
(백만$)

144,489.77

167,640.45

180,215.04

167,002.88

-

수입액
(백만$)

135,652.58

156,925.37

187,916.68

170,388.23

-

무역수지
(백만$)

8,837.19

10,715.08

-7,701.64

-3,385.35

-

113,611.49

126,986.49

117,547.56

129,183

123,684.01

4.75

4.25

6

5

4.5

13,308.33

13,380.83

14,236.94

14,147.67

14,906.19

명목GDP
(십억$)
1인당 GDP
(PPP, $)
1인당 명목 GDP
($)
정부부채
(% of GDP)

외환 보유고
(백만$)
이자율
(%)
환율
(자국통화)

<자료원 : IMF, Bank Indonesia,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World Bank(2019년 명목 GDP)>

경제 동향
ㅇ 2013~2017

2013~2017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중 약 70%를 차지하는 내수와 정부의 공공지출이 모두 침체됐다. 2013/2014년 경제성
장률이 5%대에서 2016년 4%대로 하락하다 2017년 1분기에 5%대로 반등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7년도 인도
네시아 경제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에 5.01%를 기록했으나, 3분기는 5.06%였으며, 2017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5.07%를 기록했다.

ㅇ 2018

2018년의 경제 상황은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기준금리 인상, 미국-중국 무역분쟁, 신흥국 경기 불안, 2019년 대선 변수 등
의 요인으로 2017년에 비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거시경제지표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수출
증가 폭보다도 수입증가 폭이 월별 약 15%p 차이가 나며, 루피아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 5개월 이상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투자자들의 달러화 자금회수 현상이 예년보다 증가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화
가치 하락과 소비시장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과 투자유치를 증대하여 외환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2018년 9월에 1,147개의 수입산 품목에 대해 선납법인세(PPh 22) 상향 조정,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통합 정부 규정 신설 및 자국
산 콘텐츠 비중 확대 예고, 바이오디젤(B20) 의무 비중 제도 시행, 전자상거래 면세 상한 금액 하향 조정에 대한 규정을 연달아 발표하고
시행했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였던 5.2%에 못미치는 5.17%로 미달성했고, 기준 금리의 경우 2018년에 1.75%p
인상해 2018년 12월 29일 기준 6%를 기록했다.

ㅇ 2019

2019년 경제 상황의 경우, 미국-중국 무역분쟁 장기화, 원부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 환경 악화는 인도네시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이에 더해 4월 대선과 총선, 10월 대통령 및 내각 취임식 등으로 내부적인 변화가 많은 해임에 따라 경제가 당초 목표치인 5~6%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으며, 무역수지 또한 적자인 상황이나, 2019년 인도네시아 무역 적자 규모는 3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무역적자 규모의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제품의 무역적자 감소와 비석유·가스 제품의
무역 흑자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경기 사정은 어려웠으나, 조코위 2기 정부가 시작되어 정치 불안정 요인이 상당히 감소했고 안정적인
개인 소비 및 인프라 투자 등으로 2020년 한해의 경제성장률은 유지 내지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2019년 말에 전망됐었다.

ㅇ 2020

2020년은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1998년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정책을 통해 여
행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재택근무, 재택교육 등의 방역 정책을 수행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2020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 부진(2.97%)으로 나타났다. 평소 5%대 분기 성장률을 생각한다면 해당 수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이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 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투자, 생산 등 주요 지표 부진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2분기(5.32%), 3분기(-3.49%)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19는 금융 시장에도 타격을 입혔다. 2020년 1~4월 간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자본 유출은 159조 6,000억 루피아에 달했다. 종합
주가지수는 연초에 비해 28% 하락했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 가치 하락도 이어졌다. 2020년 1분기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미달러
당 16,310루피아 수준으로 17.6% 하락했다. 2020년 11월 현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인해 미달러 당
14,000루피아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올해에만 5차례 기준 금리 하향조정을 실시해 현재 3.75%를 기
록하고 있다. 이는 2016년 8월 해당 금리를 기준 금리로 책정한 이후 최저치이다.

경제 전망
2020년 11월 현재, 정부 및 주요 기관에서는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장관은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1.7%에서 -0.6%사이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IMF, 세계은행,
EIU 등도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3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 안전망 형태의 국가예산 지원은 지역사회의 소비 회복 속도를 꾸준히 향상

시키고 있다.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실물경제의 타격이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이 빨라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회 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경제 회복 프로그램은 실행 중이지만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을 투입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투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제회복
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2021년 말에서 2022년까지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경제적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
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상태로의 온전한 경기 회복 시기는 2021년 1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사업 및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업의 디지털화가 뉴노멀 시대 속에서 본격적으로 진
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Ⅱ.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6,785,585,049

2

미국

16,171,284,296

3

일본

16,101,544,924

4

싱가포르

11,246,431,908

5

인도

10,093,804,382

6

말레이시아

7,112,008,275

7

대한민국

7,007,623,706

8

타이

5,392,399,362

9

필리핀

5,270,872,726

10

Other Asia, nes

3,652,643,63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3,049,294,861

2

미국

17,810,479,061

3

일본

17,790,811,002

4

인도

14,083,572,355

5

싱가포르

12,767,191,486

6

말레이시아

8,467,526,217

7

대한민국

8,186,976,431

8

필리핀

6,627,221,043

9

타이

6,462,141,491

10

Other Asia, nes

4,218,603,67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7,126,931,279

2

일본

19,479,890,912

3

미국

18,471,770,468

4

인도

13,725,675,239

5

싱가포르

12,991,591,346

6

대한민국

9,532,499,611

7

말레이시아

9,436,720,295

8

필리핀

6,825,459,583

9

타이

6,818,947,960

10

Other Asia, nes

4,700,893,49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7,876,746,159

2

미국

17,867,019,734

3

일본

16,025,563,136

4

싱가포르

14,362,392,170

5

인도

12,812,805,709

6

말레이시아

9,101,462,919

7

대한민국

7,301,152,687

8

필리핀

6,911,360,282

9

타이

6,534,995,313

10

베트남

5,150,365,65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0,800,448,755

2

싱가포르

14,548,298,535

3

일본

12,984,774,124

4

타이

8,666,933,266

5

미국

7,319,183,742

6

말레이시아

7,200,943,798

7

대한민국

6,674,577,343

8

오스트레일리아

5,260,854,764

9

베트남

3,228,402,149

10

독일

3,159,486,08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5,767,202,518

2

싱가포르

16,888,749,518

3

일본

15,241,423,780

4

타이

9,279,535,507

5

말레이시아

8,796,733,231

6

미국

8,150,221,365

7

대한민국

8,122,353,422

8

오스트레일리아

6,009,006,949

9

인도

4,048,553,175

10

독일

3,538,361,49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5,537,814,908

2

싱가포르

21,439,514,466

3

일본

17,976,711,408

4

타이

10,952,798,159

5

미국

10,212,388,449

6

대한민국

9,088,875,758

7

말레이시아

8,602,839,083

8

오스트레일리아

5,825,541,411

9

인도

5,016,912,125

10

사우디아라비아

4,910,728,13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4,907,914,086

2

싱가포르

17,427,545,924

3

일본

15,657,967,573

4

타이

9,508,227,760

5

미국

9,384,817,603

6

대한민국

8,456,825,247

7

말레이시아

7,960,355,527

8

오스트레일리아

5,543,734,382

9

인도

5,036,475,883

10

베트남

3,842,188,002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51190

기타

2

270119

그 밖의 석탄

6,532,251,353

3

270112

유연탄

6,365,838,407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196,717,180

5

271111

천연가스

5,146,437,141

11,059,847,077

6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9,680,691

7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481,556,910

8

151110

조유(粗油)

3,305,575,091

9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242,193,436

10

271121

천연가스

1,845,914,564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51190

기타

13,814,895,702

2

270119

그 밖의 석탄

10,481,885,352

3

270112

유연탄

7,380,176,537

4

271111

천연가스

6,185,173,065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237,638,559

6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959,556,261

7

151110

조유(粗油)

4,698,225,485

8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439,603,895

9

271121

천연가스

2,599,883,176

10

2702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594,188,05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119

그 밖의 석탄

14,074,125,632

2

151190

기타

12,951,023,279

3

271111

천연가스

6,959,159,780

4

270112

유연탄

6,536,144,519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120,474,232

6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186,741,899

7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836,613,933

8

271121

천연가스

3,632,906,079

9

151110

조유(粗油)

3,576,824,747

10

2702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3,329,336,300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119

그 밖의 석탄

13,489,979,315

2

151190

기타

11,006,402,218

3

271111

천연가스

5,212,203,451

4

270112

유연탄

5,202,969,806

5

151110

조유(粗油)

3,657,398,462

6

271121

천연가스

3,628,241,005

7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545,661,733

8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426,708,596

9

2702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67,158,907

10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2,599,062,669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773,202,116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730,493,376

3

271019

기타

3,167,572,677

4

851770

부분품

2,871,818,000

5

100199

기타

2,322,641,212

6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994,294,480

7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에 상관없다]

1,573,861,934

8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1,087,200,280

9

854239

기타

985,394,924

10

120190

기타

959,041,14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265,076,068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063,600,086

3

271019

기타

4,854,440,083

4

851770

부분품

3,512,088,961

5

100199

기타

2,637,300,464

6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017,961,816

7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에 상관없다]

1,641,738,127

8

271113

부탄

1,431,433,255

9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1,325,165,820

10

271112

프로판

1,275,331,85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1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9,161,335,053

3

271019

기타

6,073,454,584

4

851770

부분품

4,168,554,181

5

100199

기타

2,570,951,243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125,661,656

7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에 상관없다]

2,045,261,009

8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754,948,107

9

271112

프로판

1,531,078,869

10

271113

부탄

1,504,491,057
<자료원 : UN Comtrade>

금액($)
11,070,556,744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1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728,866,681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765,390,131

3

851770

부분품

4,235,677,515

4

271019

기타

3,424,127,276

5

100199

기타

2,799,260,466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765,833,041

7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에 상관없다]

1,658,750,560

8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317,595,639

9

271113

부탄

1,258,577,838

10

271112

프로판

1,242,722,618
<자료원 : UN Comtrade>

금액($)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6,609

8,285

-1,676

2017

8,404

9,571

-1,167

2018

8,833

11,161

-2,328

2019

7,650

8,820

-1,170

2020

4,842

6,292

-1,45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40

합성수지

558

7

551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376

36

340

3

4360

편직물

404

3

401

4

6132

열연강판

265

221

43

5

2150

합성고무

243

0

243

6

1332

경유

329

0

329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35

44

90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50

166

-117

9

6141

철강관

83

0

82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64

50

11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40

합성수지

377

5

372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256

24

232

3

4360

편직물

249

3

246

4

6132

열연강판

155

244

-89

5

2150

합성고무

151

1

150

6

1332

경유

144

0

144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13

43

70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12

158

-46

9

6141

철강관

111

0

111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09

43

6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22

유연탄

0

1,732

-1,733

2

1340

천연가스

0

845

-845

3

5212

신발

40

312

-273

4

4412

직물제의류

58

331

-274

5

6132

열연강판

265

221

43

6

4411

편직제의류

16

263

-248

7

0313

합판

0

237

-237

8

0131

식물성유지

1

232

-231

9

0332

천연고무

0

254

-255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50

166

-11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22

유연탄

0

1,048

-1,048

2

1340

천연가스

0

716

-716

3

5212

신발

24

246

-222

4

4412

직물제의류

38

245

-207

5

6132

열연강판

155

244

-89

6

4411

편직제의류

10

212

-202

7

0313

합판

0

211

-211

8

0131

식물성유지

1

204

-203

9

0332

천연고무

0

166

-166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12

158

-4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 전체

2009-02-26

2010-05-17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CFTA (ASEAN - China Free
Trade Area)

중국과 아세안 전체

2002-11-04

2010-01-01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

IJEPA (Indones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인도네시아

2007-08-20

2008-07-01

일본-인도네시아 경제협력협정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국, 아세안

2005-12-13

2007-06-01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2010-01-01

인도-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FTA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는 가장 초보적인 경제 통합단
계로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들 간의 교역 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지역 경
제통합체

AIFTA (ASEAN Indi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아세안

2003-10-08

AANZFTA (ASEAN 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전체

2009-02-27

2010-01-01

호주 뉴질랜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Japan Indones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JCEP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일본, 아세안

2008-04-14

2008-12-01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 협정

Indonesia EFTA CEPA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리히
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018-12-16

Indonesia-Australia CEPA

인도네시아, 호주

2019-03-04

2020-07-05

2019년 3월 4일 체결, 2020년
7월 5일 발효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ATISA)

아세안 전체

2019-04-23

2019-07-23

2019년 4월 23일 체결, 발효일
자는 서명 후 180일 이후

Indonesia-Chile CEPA

인도네시아, 칠레

2017-12-15

2019-08-10

2019년 6월 11일 협정문 비준
완료, 8월 10일에 발효

2020-06-11

홍콩-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재무부령(NO
79/PMK.010/2020) 근거, 인
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7월
4일부로 유효

AHKFTA (ASEAN Hongkong
Free Trade Agreement)

홍콩(중국), ASEAN

2017-11-12

2018년 12월 16일 체결, 발효
일자는 미정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
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
디아,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 호주, 중
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020-11-15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
발효는 미정

<자료원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재무부, 관세청>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Indonesia-Korea CEPA

인도네시아, 한국

2019년 4월 30일~5월 2일에 5년
만에 제 8차 협상 재개, 2019년
11월 25일 최종 타결, 2020년 서
명 예정이나, 2021년까지 연기 가
능성 있음

Indonesia-India CECA

인도네시아, 인도

2013년 이후로 협상이 중단된 상
태임

인도네시아-인도 CECA

IEU CEPA

인도네시아, EU회원
국

- 2018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
지 인도네시아 빨렘방에서 제6차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
음
- 2019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7차 협상 개최를 계획했음
- 2019년 상반기 중으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유럽연합이 팜
오일 기반의 바이오오일 단계적 폐
기 계획을 제안하며 인니산 팜오일
의 수입 규제 우려
- 2019년 7월 17~21일까지 제
8차 협상 진행했음.

IEU CEPA

Indonesia-Turkey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인도네시아, 터키

2019년 1월 24~25일 제 3차 협
상 개최

IT CEPA

Indonesia-Bangladesh PTA

인도네시아, 방글라데
시

2019년 7월 22~23일 발리에서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PTA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2018년 5월 31일~6월 1일 제
1차 협상 진행
-2018년 11월 6~9일에 제 2차 협
상 진행
-2019년 2월 5~6일 모잠비크 마
푸토에서 제 3차 협상 개최

인니-모잠비크 PTA(특혜적무역협
정)

인도네시아, 튀니지

-2018년 6월 25~26일 1차 협상
진행
-2018년 9월 24~25일에 제 2차
협상 진행
-2019년 내 타결 목표

인니-튀니지 PTA(특혜적무역협정
)

Indonesia-Mozambiqu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M-PTA)

Indonesia-Tunisia PTA

한-인도네시아 CEPA

Indonesia - Colombia PTA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2020년 1월 24일 스위스 다보스
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WEF)에
서 인도네시아-콜롬비아 양자 회담
, 양국 PTA 수립 논의

인니-콜롬비아 PTA(특혜적무역협
정)

<자료원 : 국가별 FTA 관련 홈페이지, 현지언론 및 인도네시아 무역부 등>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5701, 5702, 5703, 5704, 5705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바닥깔개
(Carpets and Other Floor
Coverings)

세이프가드(조사중)

2020-06-10

2

1702.60

과당시럽 (fructose syrup)

세이프가드(조사중)

2019-10-28

3

5208, 5209, 5210, 5211,
5212, 8407

직물 (Fabric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9-09-18

4

8415.90.0000

증발기 (Roll Bond Evaporator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9-06-12

5

760711, 760719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10-09

6

6907 21~23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노용, 벽
용, 타일 (Ceramic flags and
paving)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03-29

7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반덤핑(규제중)

2016-08-22

8

3102.30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반덤핑(규제중)

2015-06-01

9

7228.70

I-H형 합금강 (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4-02-12

10

7210.61

비합금 평판 강판(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2-12-19

11

7210.12

석도강판(Tin plate)

반덤핑(규제중)

2012-06-25

12

7209.16/17/18/19,
7209.26/27/28, 7209.90,
7211.23, 7211.29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반덤핑(규제중)

2011-06-2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 무기류 : 총기, 무기, 엽총, 사냥총 (*별도 허가 신청해야 함)
- 위험물 : 소화기, 폭발기, 탄약(*별도 허가 신청해야 함)
- 마약류 : 모든 마약류
- 음란물 : 음란 영상 및 매체
- 인쇄물 : 정치적으로 민감한 잡지, 서적, 사진, 그림
- 중고품 : 헌 옷
- 폐기물 : 유해 독성, 위험 물질(이하 B3)

자료원 : POS Indonesia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각종 수입
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
되는 통상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하고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7% 이상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와 수출거래 시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대다수 애로를 느끼는 분야는 인증, 통관 시 높은 비용 및 다량의 서류 요구 등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발급 기간, 요구 서류 및 비용적 측면에서 까다로운 편인 3대 인증에는 BPOM, SNI, 할랄 인증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20년까지 매년 미
국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도 해당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인허가 인증 발급을 위한 준
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
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 대상 제품군에는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1) SNI 인증

ㅇ 인증제도 관리기관: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전화: 62-21-574-7043
- 팩스: 62-21-574-7045
- e-mail: bsn@bsn.or.id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Homepage: http://www.bsn.go.id/

ㅇ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
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표준/규격 취득이 의
무화된 SNI Mandatory(통관 강제인증) 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
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 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
되는 제품들이 부품으로 TV나 PC등에 투입돼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다. 향
후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두면 거래 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 인증 획득 시 훨
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ㅇ 통관 시 SNI 인증 강제 적용 품목군

이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군(대분류, 2019년 자료가 최신)은 총 205개 품목에 달한다. 해당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
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해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SNI의 등록절
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검사로 구성된다. NPT 등록 대상(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이나 SNI 강제인증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인 윤활유는 2019년 9월부로 SNI 강제인증 대상이 됐다. 2020년에는 식용유가 1월 1일부터 강제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
정됐다.

ㅇ 유의사항

IEC와 ISO 대체 인증 불가하며 일부 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으나, CB 성적서와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CB 성적
서가 SNI 인증을 위한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ㅇ 중소기업 애로사항

품질검사 및 샘플링을 위한 심사원의 방문 시, 제반 비용(항공, 숙박 및 심사 관련 모든 비용) 일체를 신청업체가 부담하게 돼, 해외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품목별로도 적용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이 달라 SNI 인증 비용에 차이가 있고, 만일 해외 기업이 인증대행
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최근 업계의 의견이다. 단, 비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비용 추산용으로만 활용하며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야 한다.

인증기관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인허가 관련 서류가 인도네시아어로 돼 있어야 하며, 업무 또한 상호 간에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인도네시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서류 접수 및 진행 또한 반드시 현지 수입상 및 현지 파트너 혹은 현
지 법인 및 지사를 이용해야 한다.

ㅇ 참고사항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매년 가공 품목을 중심으로 SNI 강제 적용 품목을 신규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매년 감
소하고 있다. 2016년에 인도네시아는 비스켓, 크래커, 웨이퍼, 파이와 같은 음식과 음료에 SNI를 신규로 적용하였다. 한편 2019년 7월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투자포럼의 연사로 참가했던 BSN의 아드리아니 부장에 따르면 현재 비스킷과 관련하여,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
지정은 연기되어 SNI 강제의무 대상 품목은 아니고 식수와 설탕이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MOT
No28/M-IND/PER/7/2017을 토대로 내수 산업을 보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 7월 13 일부로 SNI 인증을 받는 PC 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에 대한 성분 사항을 규제하는 등 SNI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SNI 인증 세부 사항도 종종 변경되고 있
다.

2) 식약청 인증(BPOM)

식약청 인증이 BPOM 인증으로도 통용된다. 대상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식
품 화장품이 있습니다.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2개월~1년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제품의 경우 최장 2년
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각 분야별 등록 허가 요건 사항을 사전 준비와 요구 조건 사항을 충족 시에는 허가에 소요 되는 기간은 평균 일반 가공 식품 경우 평균
3~4개월, 전통의약품 및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8~12개월내에도 완료가 되는 점을 참고 하여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품의 식약청 등록은 http://aero.pom.go.id 나 www.pom.go.id를 통해 가능하다.

ㅇ 식품(일반 가공 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의 절차를 받아 보통 3~4개월 소요 되며, 서류 보안이 필요할 경우 6~12개월도 소요된다.
- 등록 접수 비용 : 일반 가공 식품은 300,000루피아 또는 카테고리에 따라 500,000루피아를 식약청에 심사 등록비로 납부 되어야 심
사 진행이 가능하다. 제품의 광고 기능성 표기가 필요시 광고 대상 기능성 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3,000,000루피아의 비용을 납부되어야

한다.
- 주요 유의사항 : 해외 제조사의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사항을 점검 직접 점검 확인 할 수 없는 문제로 제조사의 HACPP 또는
ISO22000의 사본을 필수 제출 되어 심사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의 준비는 제조사의 자가 시험 성적서
용도 필요 하지만 외부 시험 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가 추가 제출 되어야 하며, 이때 식품 카테고리별 주요 의무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가 포함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이 국가 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 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ㅇ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 식품의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허가 대상이 일반 식품 보다는 그 제조의 관리와 제조의 기술 안
정성, 제품의 기능성 검증 자료 등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그 요구 사항도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심사 기간은 서류적 요건이 충족이 완비
될 시 6개월 이내에도 가능 하지만, 심사 요건과 평가 항목이 많은 관계로 추가 서류 보정 및 요구 자료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1여년이상 소
요될 수도 있다.
- 등록 접수 비용 :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10,000,000루피아이며, 전통의약품의 경우 15,000,000루피아이다.
- 주요 유의사항 : 특히 제조사의 등록 절차에는 필수적으로 GMP 사본의 공증을 제출되어야 제조사의 등록이 선행 후 개별 제품의 등
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 기능 식품 제조용 GMP의 경우 추가적으로 SMF(site master file)을 제출 받아 WHO 기준 적합 여부
를 따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PICs GMP (제약) 보유 제조사일 경우는 바로 승인을 받아 개별 제
품 접수와 심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Stability Report, 즉 안정성 평가 보고서로 인니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속성 조건에서
Acceleration test : 40℃± 2 ℃ / 75 ± 5 % RH 에서 6개월 최소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 제출 되어야 하며, Long-term Test : 30± 2 ℃ /
75 ± 5 % RH 관련, 활성 재료와 보조제 또는 첨가제로 구성에 활성 재료의 대상은 재료별 Assay 사항과 검사 결과가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즉,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

ㅇ 화장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 식품과 유사하며,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
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의 구성으로 포장 디자인의 심사가 사전 평가가 아닌 등록 후 사후 관리에서 점검 평가가 된다.
- 등록 접수 비용 : 인허가 기간은 제조사의 등록 업무에 1개월 이내, 제품의 심사 4주 이내로 구성 되어 있으나 식약청의 업무 일정에
따라 추가 소요된다. 현재 평균 신규 등록의 경우 3개월 이내 완료되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의 경우는 서류적 기본 요건 사항으로 제품의
명칭, 재료의 화장품 사용 가능 기준 적합 부분만을 우선 기준으로 심사하여 빠른 허가를 내 주고 있다. 한편, 사후 관리제에 따른 화장품
관리 서류의 비취 관리가 허가 유지 등록에 매우 중요하다.
- 화장품의 등록 비용 : 아세아, 유럽, 미주 등으로 지역별 구분하게 되며, 한국은 아세아에 포함 되어 구분 코드 NA 로 등록 접수 납입
금은 1,500,000루피아이다.
- 주요 유의사항 : 화장품의 허가 심사가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하여 간소화 되어 있는 편이나 신 재료 등록이 필요하거나, 제품의 명칭
에 대한 평가와 또 그 기능성의 입증 자료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추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되어야 한다. 제품의 시험 성적서의 화장품
유형에 따른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 항목과 그 기준이 적합해야하며 이에 보편적으로 인도네시아 시험 인정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업무의 편리성과 비용적면에서 효과적이다. 후속 관리로는 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DIP(data information
product)* 서류 관리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게된다.

DIP 구성서류

제품 정보 서류집으로, Data information product의 약자이다. 해당 제품별 제품에 대한 스펙, 사용 전성분 재료에 대한 스펙과 제조 공
정 등의 기술서류, 허가서 사본, 포장 디자인, 라벨 표기 사항 등을 일괄 순차적 정리하여 제품별로 편철해야한다.

3)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제도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반대어: Haram)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
을 의미한다. 할랄 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하며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억 6천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소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할랄인증은 의무는 아니나 취득 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 유통
관계자 및 인도네시아 바이어에 따르면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에는 외국인으로 인해 비할랄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슬람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지방도시에서는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도 계속 발급이 가능한 MUI 할랄 인증과 관련, 할랄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HAS 자체 매뉴얼, 할랄 인증 신청제품의 생산절차 플로우
차트, Pork Free 시설 증빙 문서, 제조공장을 제외한 생산시설 주소 목록(예: 창고, 사전생산 준비시설 등), 제조공장 정보, 제품 및 원료
정보, 원재료 공급업체 정보 등이 있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45일 정도이나 실제로는 관련 기관에 신청 즉시 심사 및 계
약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지에서 활동 중인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
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에 발표된 할랄 인증 관련 법인 Law No 33/2014 법조항을 보면, 할랄 인증 제도는 의무화 될 예정이며, 제 4조의 조항이 인
도네시아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 MUI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
님을 2018년 3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 개최된 할랄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새로 신설된 종교부 산하 BPJPH와 LPPOM MUI 관계
자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미인증 사항 또한 강제표기라고 한다. 한편,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은 정부와 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각 품목별로 유예기간
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식품 5년, 화장품 7년, 의약품 10년) 유예기간 동안에는 제도는 시행되더라도 2019년 10월 이전
에 발급받은 MUI 할랄 인증이 만료기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이 되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나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할랄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할랄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 마크를 부착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2017년 하반기에 BPJPH 할랄보장관리청이 신설됐으며, 동 기관에 의하면 상기 할랄 인증 신청 프로세스를 하기 프
로세스로 적용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제출서류에는 신규, 갱신 등의 여부 및 영업 공정(공장, 도축장, 식당 여부 등)을 포함한 할랄 인증
신청서 등이다. 이들 서류에는 HAS Manual에 따른 검증된 공정과정, 제조업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 Law No
33/2014의 시행령인 Government Regulation No 31 Year 2019(정부규제 2019년 31호)가 5월 3일에 발효됐다.

새로 발표된 시행령인 정부규제 2019년 제 31호 제 2조 1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토로 수입되거나 유통, 그리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제2조 2항과 3항에 의해 비할랄(하람)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
서의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비할랄제품은 반드시 이 제품이 할랄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랄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할랄제품인 경우 반드시 할랄인증을 득해야 하고,
할랄제품이 아닌 경우는 할랄이 아니라는 표식(예 : 알코올, 돼지성분 등 하람 성분 포함 등)이 제품 라벨에 표기돼야 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
함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으로 식음료, 의약품, 화
장품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2020년 4월 20일 부로 LPPOM에서는 할랄 인증의 명칭이 certification halal 에서 halal Decree 로 변경됐다. certification(인증서)의
발급은 BPJPH로 이관이 됨에 따라, 그간 이해당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명칭에 대한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는 할랄 인증의 신청 현재
LPPOM에서 서류 접수를 받기 위하여 BPJPH의 접수 절차를 안내받고 접수 승인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해당 승인 확인서가 LPH 심
사기관(LPPOM)에 제출 되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TBT
TBT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뜻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상기 인증제도가 TBT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인도
네시아는 내수 산업 보호가 교역에 앞서는 국가로,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중복, 관료주의적 절차 등으
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TBT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미국 상무부가 NTE 보고서
를 통해 꼽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기술 장벽에는 장난감에 대한 SNI(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의무 인증으로 인해 제품 시험검사가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는 점, 할랄 인증, 패스트푸드에 대한 염분, 당분, 지방 성분 표기 라벨링 의무화(2013년에 발표됐다가 2019년까지
시행 연기로 현재는 의무사항 아님),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광고 관련 규정이 있다.
특히 식품과 관련해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분유 광고 금지, 만 3세 이하의 영아가 섭취하는 식품의 특정 기능 광고 금지, 까
다로운 라벨링 규정 등이 존재해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수출업자 및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인도네시
아의 인증과 관련해 정부의 까다롭고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요 사업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인도네시아는 수년째 한국 등 외국산 제품
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는 반면에 무역기술장벽이 높아 진출에 앞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단점이
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체계로 돼 있는
데, 2006년 이후 한•중•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일-아세안 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됐다.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신규 세법으로 HS 10단위 체계에서 8단위 체계로 변경됐다. 2017년 기
준 HS 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10,826개, 4단위는 1,222개, 2단위는 98개이다.

2) 관세율

ㅇ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이래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
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ㅇ 품목별 평균 관세율
- 수입 관세는 수입품 관세 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로 對 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
분 면제가 되고 민감 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주류의 수입 관세가 대부분 90~170% 이다.
- 한국-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서 시장 개방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가 되면 평균 수입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다.
. (한국) (기존) 품목수 90.2%, 수입액 93.6% → (현재) 95.5%, 97.3%
. (인니) (기존) 품목수 80.1%, 수입액 88.5% → (현재) 93.0%, 97.0%

ㅇ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이다.

ㅇ 실질 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서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해 하치, 보
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해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척결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3) 관세평가제도

ㅇ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 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
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 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조회 사이트 : https://fiskal.kemenkeu.go.id/informasi-publik/kurs-pajak)

ㅇ 관세부과 기준가액

FOB 가격 기준으로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선적전 검사시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 금액 중 높은 가격이 관세부과 기준
가액이 된다.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송장 금액, 단 송장 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해 결정된다.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4) 관세 환급제도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혹은 환급)를 해 주는데 이를 KITE 제도라고 한다. 수입 통관
전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유예(Bank Guarantee 혹은 Custom Bond 예치)를 받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수입 통관시 수입관세 및 부가세
를 납부한 이후 환급을 받을수도 있다. KITE 승인을 받은 법인에 해당이 되며, KITE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체는 납부한 관세 환급이 불가능
하다.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행 절차 : 수입신고서(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및 선적 서류 준비 → 수입관세, 부가가치세(특소세) 금액에 준한 담보 준
비 →상기 준비 완료 시 관할 또는 지역 세관(KPPBC/KANWIL)에 접수 →담보 접수 확인증(Surat Tanda Terima Jaminan(STTJ)) 수령
→수입신고서 전송 및 통관 진행 후 화물 수령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한다. 담보 회수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KITE 제도로 해외에서 화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SPPB (화물통관 승인증명서) 원본
-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 B/L 혹은AWB 원본
-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ㅇ 국내보세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 BC2.5 Copy
- 수입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SPPB-KB Copy
- Purchase Order
-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 B/L 혹은 AWB 원본
-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ㅇ 해외수입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국내 보세법인에 수출한 경우
-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 (화물통관 승인증명서) 원본

- BC2.4 원본
- Sales Contract 원본
- Invoice Copy
- Purchase Order

위의 사항에 준하여 서류 준비 후 관할/지역세관에 접수 후 접수증을 수령한다. 이후 관할/지역 세관에서는 환급 심사하며 승인되면 세관
에서는 SKPFP, SPMK 발급 및 승인 후 담보를 회수한다.

면세 및 환급대상 제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등의 소모재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5) 원산지 규정

인도네시아에서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사용은 통관서류로서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
재를 수입 후 관세환급 신청 시에 사용되며, 대한상공회의소(KCGI)에 물품 선적 전 발급받아 현지 통관 시 제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

인도네시아 수출 시 특혜 목적의 C/O 사용은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와 한-아세안 FTA 활용이 있다.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주관하에 체결된 무역협
정(대한상공회의소–‘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참고)이며, 한 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협정 제5조 및 부속서
3과 그 부록에 규정돼 있다. www.fta.go.kr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인도네시아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EODES)이 2020년 2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됐고, 3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한-아세안 FTA C/O 발급 및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6) 코로나 19 관련 수입제세 혜택 규정 (한시적 적용, 단기간 내 변동 가능)

ㅇ 수입제세 면제 규정(Nomor 83/PMK.04/2020) (2020년 7월 7일부 시행)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 19 수입제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령 Nomor 34/PMK No. 04/2020의 개정본인 재무부령 2020년 제
83호 (Nomor 83/PMK.04/2020(7.7부 발효))을 통해 코로나 19 대응 품목에 관한 수입제세
면제 제도를 7월 7일부로 철회
- 이는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 19 대응품목의 수급상황이 개선된 점과 내수 생산 확대 장려에 따른 조치임을 재무부 측이 언급
- 이로서 면세 대상 품목이 총 73개에서 49개로 감소
- 수입제세 면제가 철회되는 품목는 손소독제, 소독제, 소독성분 포함 제품(완제품), 방호복과 마스크 일부 품목*, 족부 보호 장비, 페이
스쉴드, 보호안경, 두부(頭部) 보호장비 등
* 마스크의 경우, 3개의 세번품목(HS Code) 중 2개의 품목만 수입제세 면제 유효, 방호복 11개 품목 중 2개 품목만이 수입제세를 면
제받게 됨
- 다만, 현지생산이 어렵거나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 제세 면제 제도가 유효함
- 해당 수입제세에는 수입관세, VAT, 특소세(PPnBM), 선납법인세(PPh22)등이 포함
- 만일, 해당 법이 발효되기 전에 부두에 도착해 양하되거나 세관 신고되거나 화물적화목록(BC 1.1) 일자가 해당 법의 발효 전일 경우,
Nomor 34/PMK No. 04/2020 제 8조에 의거해 유효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관세 사이트에서 HS Code를 입력하면 관세 조회가 가능하다.

ㅇ 이용 방법
- http://eservice.insw.go.id/ 접속한다.
- 상단 주황색 배너 중 Indonesia NTR에 커서를 갖다 댄 후 뜨는 창의 항목 중 HS Code Information을 클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HS
코드를 입력한다.
- 일반 및 협정별 최신 관세율 조회가 가능하다.
- 별도의 로그인은 불요하며 이용 방법이 매우 간편하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일반(비보세)통관과 보세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통관은 수입건별로 수입 제세를 납부 후 통관이 진행되며
보세 통관은 수입 제세 납부 없이 보세 상태로 통관이 진행된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체는 보세업체 승인을 받아 보세 통관을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수와 수출을 겸하는 제조 업체 혹은 무역, 유통하는 업체는 일반통관 업체에 해당이 된다.

2) 수입통관 관련 필수 구비 인허가

ㅇ Single Business Number (Nomor Induk Berusaha / NIB)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ONLINE SINGLE SUBMISSION에 접속하여 NIB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는 수입허가,법인등록
증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NIB 신청시, 수입허가 신청시 제조업체는 API-P (ANGKA PENGENAL IMPOTIR – PRODUSEN)로 무역,
유통 업체는 API-U (ANGKA PENGENAL IMPOTIR - UMUM) 로 신청해야 한다.

ㅇ 납세자 번호 (세적등록)
- 인도네시아 명칭은 NOMOR POKOK WAJIB PAJAK 이며 통상 약어인 NPWP로 통칭한다. 신청 및 발급기관은 법인주소지 관할 세
무서이다.

3) 수입 통관 절차 ① : 기본 절차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입 통관 절차는 수입통관용 필수서류 구비→ 관세율 확인 및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제세 납부→ 수입신고서
전송(EDI) 및 접수결과 통지 → 화물검사후 통관 순으로 진행된다.

① 수입통관용 필수서류 구비(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함)

- ORIGINAL BILL OF LADING (원본 선하증권) &DELIVERY ORDER
- INVOICE &PACKING LIST
- INSURANCE POLICY
- FORM AK (발급시)
- SALES CONTRACT
- PURCHASE ORDER
- REMITTANCE SLIP (물품 대금 송금증)/ Bank Statement (세관에서 요청시)
- CATALOG or SPECIFICATION

② 관세율 확인 및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화물 관세율(HS CODE) 확인 및 명시된 세율에 근거 수입신고서 작성 및 수입제세납부 후 통관 진행하며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제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BEA MASUK (Import Duty) : 수입 관세
- PAJAK PERTAMBAHAN NILAI (VAT) : 부가가치세
- PAJAK PENGHASILAN PASAL 22 (INCOME TAX) : (선납) 법인세
-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 (LUXURY TAX) : 특소세
- CUKAI (EXCISE): 소비세

수입제세 계산방식은 하기와 같다.

- 수입관세 = CIF x 기준 관세율
- 부가가치세 = (CIF + 수입관세) x 10%
- 법인세 = (CIF + 수입관세) x 2.5% ~10%
- 특소세 = (CIF + 수입관세) x 특소세율
- 소비세 = 소비세율

③ 수입제세 납부

수입신고서 작성하여 해당 신고서가 세관에 전송된다. 이후 세관에서 회신한 Billing 통지서에 근거해서 수입제세를 납부해야 한다.

④ 수입신고서 전송(EDI) 및 접수결과 통지

수입제세 납부 완료하면 관할세관은 수입자등급에 준하여 즉시 통관(PRIORITY CHANNEL), 무검사 통관(GREEN), 서류심사 통관
(YELLOW), 화물검사후 통관(RED CHANNEL)을 통지한다.

⑤ 화물검사후 통관

화물검사후통관(RED CHANNEL)을 통보 받은 업체는 화물검사 순번표 수령 후 화물검사 순번에 의하여 화물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화물
내품검사는 부두 혹은 공항의 세관 지정 검사장에서 실시하며 판정에 따른 화물 검사율은 다음과 같다.

- VERY HIGH RISK: 100% 검사
- HIGH RISK: 30% 검사
- MIDDE RISK: 10% 검사
- VERY LOW RISK는 수입업체에서 실시(NON-PRIORITY CHANNEL).

화물 검사시 선적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 샘플, 개인용품, 기타 소모품등의 반입이 적발되면 조정관세 및 행정벌금이 부과되며 관
세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수입 통관 절차 ② : 수입자등급에 따른 수입 통관 절차 결정

ㅇ 수입자 등급분류 (Channeling System)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 업체를 Priority (Priority, Non-Priority), Green, Yellow, Red Channel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수입통
관시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별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Priority Channel(Mitra Utama)은 Priority와 Non-Priority로 구분된다.

- Priority Channel : Green, Yellow, Red Channel은 수입제세를 납부하여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나 Priority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없이 수입신고서만 전송하면 즉시 통관승인이 된다. 수입제세는 매월 일시 납부가능하며 국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업체에 한하여

부여되는 등급이다.

- Non-Priority Channel : Priority 등급 업체에서 하기에 해당하는 화물을 수입할 경우는 화물검사 및 서류심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 세관에서 고위험군 분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 한시적 수입 화물인 경우.
→ 재수입 화물인 경우.
→ 수입 관세 납부가 지연된 경우.
→ 정부 관리 품목인 경우.

② Green Channel

화물검사 혹은 서류심사 면제되어 수입 통관이 간편하나 Random Inspection을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하며, Random
Inspection 실시후 선적 서류 및 화물 불일치등의 하자가 적발되는 경우 행정불이익 및 업체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③ Yellow Channel

수입자가 제출한 통관서류를 정밀 심사하여 이상 없다고 판정시 통관 승인한다. Red Channel로 분류된 업체중 1년 이상 수입 통관시 관
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업체 및 법인 신용도는 좋으나 수입물품이 위험군으로 분류된 업체에 해당된다.

④ Red Channel

수입 통관시 화물 검사 및 화물검사 보고서 작성등의 절차를 거친후 통관승인되며 통관일수가 4 ~ 7일 정도 소요된다. RED CHANNEL로
분류 기준은 하기와 같다.

- 신설 업체
- 법인의 신용도가 낮게 평가된 업체
- 수입화물이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 화물
- 한시적 수입 화물
- 재수입 화물
- 세관 내규에 의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화물
- 인도네시아 정부령에 근거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
- 인도네시아 정부령에 근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
- 정유 산업 관련 화물

5) 코로나19 긴급 수입 통관 (2020년 신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코로나19 대응 품목 통관 간소화 (2020년 3월 30일 ~국가 재난 종결시)
-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비상업적 개인 및 민간기업은 수입세(관세 및 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것이며 부가세 및 특소세(PPnBM)도
감면 가능
- 재난방지청(BNPB) 수입 추천 하에 보건부 유통 허가(의료용품에 관한 인허가로 ALKES, PKRT 허가가 있음), 식약청 허가 등을 면제
* 2020 7월 14일 부로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보건부 유통 허가 필수, 세제 혜택만 적용
- 근거 법령 : Surat Keputusan 01/BNPB/2020, Surat Keputusan No KEP 113/BC/2020
- 코로나19 대응 물품의 정의는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제품이 이에 해당함을 해당 규정에 명시돼 있음.

ㅇ 코로나19 대응 품목에 대한 방지청 수입 추천 예외 적용 (2020년 4월 17일 부 시행)

- 재난방지청 추천서 없이도 소량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인니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탁송화물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코
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해 수입추천서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수량 한도 발표
- 반입물품이 500달러 이내인 경우 세관에 관세면제 신청서 제출 없이 면세 수입 가능하나, 해당물품이 수입제한 대상인 경우 재난방
지청(BNPB) 추천서 필요. 그러나, 일정 수량 이내인 경우 BNPB 추천서 없이도 반입 가능
- 코로나19 대응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PMK no 34/2020, 2020.4.17.공포) 제6조 제3항
‘(3)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이 부여되는 물품 수입이 관련부처기관 및/또는 BNPB의 행정 시스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 HS Code 별 수량 한도는 해당 규정 참조
- 해당 HS Code: 3004.90.30, 3808.94.10, 3808.94.20, 3808.94.90, 3808.59.60, 3401.30.00, 3822.00.10, 3822.00.20,
3822.00.90, 3821.00.10, 9018.90.90, 6307.90.40, 3926.90.99, 6211.43.10, 4015.11.00 등
- 수입제세 면제 규정(No 34/PMK No. 04/2020) 철회를 통해 7.7일부 일부 품목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규정 참조 요망

통관 시 유의사항
1) 원본 선적서류( Original Shipping Documents )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제출하는 사본 선적 서류를 불인정함으로 수입자는 수입통관 시 원본 B/L 및 수출자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Invoice, Packing List 및 FORM AK(발급시),선하보험증서등의 원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선적지에서 원본 B/L을
양도(SURRENDER/TELEX RELEASE)한 경우라도 반드시 원본 SURRENDER B/L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E-mail 혹은 FAX로 수신한
서류는 불인정한다.

2) 수입 제품별 인허가 구비

수입자가 수입자격에 대한 필수구비 인허가 사항을 완비했을지라도 수입제품의 개별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
수입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자 필수 구비 인허가 사항외 개별 수입제품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입 통관 보류되거나
혹은 화물 반송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수입전 개별 수입제품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숙지하고 인허가를 취득한 후 수입 진행해야 한다.

2018년 1월 30일 자 주재국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적용 HS CODE의 전체 개수는 1만 826개이며 필수 수출입허가 이외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해야 수출입 가능한 HS CODE 개수는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5,229개이다. 이는 전체 HS CODE의 거의 절반에 해당
하는 규모라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인한 통관 보류 및 기타 행정 조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겪을 수 있다.

수출입 통관의 세밀한 준비는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라 할 수 있다. 수입 혹은 수출을 하는 품목 관련 인허가를 완벽히 구
비한다면 수출입 통관이나 관련 제반 절차가 원활하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를 세밀하게 구비하는 과정은 품목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재국 무역부에 공시된 사전수입 허가대상 품목군은 2020년 6월 15일 기준 82개 품목군이며, 공시된 항목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3) 선적서류 상 명시 유의사항

서류 명시 사항 관련, 다음과 같이 유의해야 한다.

- 정확한 수입자 상호 및 주소
- 수입자 세적등록번호 (NPWP)
- 정확한 품명 및 HS CODE (다품종일 경우 최소 5개 명시)
- 정확한 수량 및 포장단위

4) 코로나19 및 뉴노멀 요인에 따른 유의사항

2020년 3월 이후 인도네시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정책이 강화되면서 통관 업무에도 영향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세관공무원의 재택 또는 비대면 상담 추진으로 연락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함에 따라 원활한 통관 절차를 위해 서류 구비를 완벽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통관 물량이 감소하면서, 세관에서는 통관 화물에 대한 검사를 이전에 비해 더 철
저히 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대응품목의 인허가 또는 수입제세 면제와 관련 2020년 3~4월에 관련 법
이 제정됐었다. 한편, 10월 이후 주요 경제 중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사회적제약(PSBB)라고 하는 시민의 이동 및 조업 제한 조치가 완화
되면서 뉴노멀로 진입함에 따라, 한시적인 수입 혜택 규정을 원상복귀 내지는 축소 운영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시로 발표되는 신규 규정
및 개정 규정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통해 선적 전에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SPL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Graha Pratama Building 7th Floor Jl. M.T.Haryono Kav.15 Jakarta 12810, Indonesia
62-21-8379-3806
hhkim@spllogistics.com
무역관 통관 자문업체, KOTRA 글로벌 지역전문가, 한국계 기업, 홈페이지 없음

ㅇ FCL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Blok, Jl. Raya Gading Kirana Blok I No.1, RT.18/RW.8, West Kelapa Gading, Kelapa Gading,
North Jakarta City, Jakarta 14240, Indonesia
62-21-4584-3133
fcl@fcl.co.id
무역관 통관 자문업체, KOTRA 글로벌 지역전문가, 한국계 기업

ㅇ PT CJ Logistics INDONESI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Graha Kirana Lantai 2 No. 201, JL. Laksamana Yos Sudarso, Kavling 88, Sunter Agung, Tanjung
Priok, 14350, RT.9/RW.11, Sunter Jaya, Tj. Priok, Kota Jkt Utara,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4350
62-21-6531-1201
lazhura.imani@cj.net
https://www.cjlogistics.com/en/network/en-id
한국계 기업(대한통운)

ㅇ HYUNDAI MERCHANT MARINE CO.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Gedung Abdul Muis 50 , Jakarta Pusat 10160 Indonesia
62-21-350-5350
jkhar@hmm21.com
http://www.hmm21.com/cms/company/korn/index.jsp
한국계 기업, 현지 법인 명칭은 PT. ARPENI PRATAMA OCEAN LINE Tbk.임.

ㅇ KORNET TRANS UTAM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Wisma Aldiron No. 72, Jl. Gatot Subroto, RT.1/RW.4, Pancoran,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780
62-21-799-0831
leo_lee@kornettrans.co.id
http://www.kornettrans.co.id/
한국계 기업

<자료원 : 한인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글로벌지역전문가(2019.7)>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인도네시아 투자법은 외자투자와 내자투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외자투자란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국가 혹은 외자투자 회사가 투
자한 회사가 투자한 투자를 의미한다. 지분 소유의 개념에서는 외자투자와 내자투자로 구분되며, 사업허가서는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한다. 외국인에게는 외자투자만 허용하며, 내국인에게는 내자투자 혹은 일반 투자를 허용한다. 간혹 내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때 회
사의 구분이 외자투자 회사가 되는지, 내자투자 회사가 되는지 묻는 말이 무역관에 접수되는데, 1%의 지분이라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
으면 외자투자 회사로 간주된다.

사업 허가서를 발급하는데 적용하는 근거 법규도 외자투자와 내자투자는 투자법에 근거해 발급하고, 일반 투자는 관련 업종법에 근거하거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발급한다. 외자투자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 명의로 투자
하고 사업해야 한다. 외국 투자가는 최소 인원 2명이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에 투자 등록서를 먼저 받고, 인도네시아 주식 회사법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해 현지법인이 법인 자격을 취득한 후에 투자 승인서를 받아 투자하고, 투자를 마치면 상업생산 시작 전에 사업허가서를
받아 현지법인 명의로 사업한다. 외국인은 이 현지법인의 주주가 된다. 2016년 5월 투자에 관한 대통령령 No.44/2016(네거티브 리스트
)가 발표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투자제한 리스트 No.44/2016는 관광/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운송, 보건/의료 등 분야의 개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소규모 백화점 운영, 통신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공급 서비
스, 육로 승객 운송, 직업 훈련, 10MW 이하 지열 발전, 고압/초고압 전기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상향됐다.

인도네시아의 직접외자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 정책은 지속성이 약하고 사전 예고 없이 투자 인허가 관련 규정이 갑자기
바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1967년 외자투자법 공포 발효 이후 상당한 기간 외자투자를 Positive System으로 운용했다. 즉,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외자투자를 허용했으며, 외국인 투자가의 법적 신분은 외국인 개인에게는 투자를 불허하며 외국법인에게
만 투자를 허용하며, 투자액은 최소 US$ 1,000,000.- 이상이며, FDI 투자승인서는 대통령 전결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외자투자승인
은 투자조정원(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장 전결이 되었고, 1990년대에 와서 투자제도는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었다. Negative System이란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제도이
다.

외자투자 승인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일반업종에 대한 외자투자승인서는 BKPM에서 발급하며, 은행업에 대한 외자투자승인서는 중앙은행
에 발급하며, 일반 금융업에 대한 외자투자승인서는 재무부에서 발급하고, 광업 분야 외자투자승인서는 동력자원부에서 발급해 오다가
2018년 6월 21일 자로 온라인 통합 사업 인허가 발급(Online Single Submission/OSS)에 관한 정부령 2018년 제24호를 공포하고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할 895개 인허가서를 온라인으로 OSS에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광업 분야 등 몇몇 업종의 외자투
자승인서는 OSS에 포함시키지 않고 BKPM을 통해 해당 부처에서 발급하고 있다.

2) 외국인의 투자 방식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의 투자 방식은 간접 투자 방식과 직접 투자 방식이 있다. 간접 투자 방식은 증권시장을 통해 국내 회사의 주식 등
에 투자하는 방식이며, 직접 투자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현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
는 2가지가 있다.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과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내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

는 회사의 주식 인수 혹은 외국인이 지분 일부 혹은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신규 회사 설립 방법 투자는
모든 인·허가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 방법은 기존 인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인허가서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이 되나, 지배권 이동을 야기시키는 주주 변동 수속은 신규 회사의 인허가 수속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밀 조사가 필수이다. 아울러 신규 회사 설립 방법으로 투자는 우발채무 리스크가 전혀 없으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 방법 투자는
우발 채무, 특히, 세무 우발 채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존 회사 인수 방법으로 투자 시는 세무 확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와 회계감사(Accounting Audit)를 해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외국인의 진출 방식

외국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사무소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설립과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설립 등 크게는 총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주
식회사 설립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식이 되며, 이윤 창출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이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반면, 조사, 자료수집, 본사 업무 연락 등의 기능만 수행할 경우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된다.

4) 2019년에 서명 및 발효된 주요 투자 관련 법령

ㅇ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 30호(MOI No 30 year 2019): OSS System을 통한 산업허가증 발급 및 연장
- 산업허가증(IUI, 영문으로 Industrial Business Licenses) 발급 및 연장은 OSS System을 통해 가능하나 기업들은 NIB(사업자등록번
호) 및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여전히 국가 산업 정보 시스템 계정(SIINas)을 보유해야 함.
- 연장의 경우 현장 실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산업 관련 데이터 제출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함.

ㅇ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 17호(MOI No 17 Year 2019): 알코올음료 산업에 대한 통제
- 모든 알코올음료 취급 기업은 OSS System을 통해 산업허가증(IUI, Izin Usaha Industri)을 발급받아야 함
- 알코올음료에는 3단계의 품목 분류 기준이 존재
. Grade A: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 함유량이 5% 이하인 제품
. Grade B: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 함유량이 5% 초과~20% 이하인 제품
. Grade C: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 함유량이 20% 초과~55% 이하인 제품
- 알코올음료 제조 사업에 대한 IUI가 취소되는 경우
. IUI에 기재된 생산량을 초과해 제품 생산 활동을 감행하는 경우
. IUI에 기재된 알코올 함유량과 다른 함유량을 내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3년 연속 생산하지 못한 경우

ㅇ 환경임업부 장관령 No. P.15/MENLHK/SETJEN/KUM.1/4/2019: 화력발전의 배기가스 품질 기준에 대한 법
- 화력 발전* 가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품질 기준 결정
* 종류 : PLTU, PLTG, PLTGU, PLTD, PLTP, PLTMG, PLTBm, PLTSa, 혼합 연료 전력 발전소
- 화력 발전소 활동 그리고/또는 사업의 책임자는 모니터링에 관여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하기 방법을 통해 요구된 품질 기준에 부합
하는 배기가스 수준을 보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계획 초안 마련
. 배기가스 모니터링
. 배기량 로드 및 연소 측정
. 배기 모니터링 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
- 또한 상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배기가스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 매니지먼트
. 비산 배출 및 엘리베이터를 갖춘 배기관(굴뚝) 시설의 관리
. 긴급 대기 오염 상황에 대한 대처

ㅇ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9년 제3호: 최종 협력 계약 기간에 석유가스사업 운영
- 석유가스 사업장 관리
- 석유 및 가스 작업 구역 관리를 위해 PT Pertamina (Persero)는 다른 법인 및 / 또는 상설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
- Pertamina 또는 신규 계약자가 수행한 선행 자금 조달 또는 운영 활동뿐만 아니라 운영 이전에 관련된 비용은 유관 업무에 대한 신규
협력 계약 하 운영 비용으로 인정된다.

투자인센티브
1) 인센티브 지급 방식 및 프로그램

재무부는 투자 규모에 따라 상업 생산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5년~20년 동안 50% 또는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납
세자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후속하는 2년 동안 투자규모에 따라 25% 또는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
다. 동 조세감면 혜택은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에 속하는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치
창출 및 외부 효과가 높고 신기술에 해당하며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현행 규정상 동 법인세 감면혜택
은 규정에 명시된 특정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코드(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KBLI)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규
정된 KBLI 이외의 사업분야는 별도의 채널을 통하여 재무부에 세금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 조세감면 신청은
OSS(Online Single Submission)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OSS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 후에 재무부로 이관된
다. 현행 규정상 Tax Holiday의 제안서는 2023년 11월 26일까지 재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세금 우대와 Tax Holiday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투자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
네시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정 투자자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CIT): 선도 산업에 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기업에 적용
- 통합경제개발구역(KPET)
- 보세구역(KB)
- 자유무역지역(KPB)
- 특별경제구역(KEK)
- 산업단지(KI)
-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관련 PPP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세금 우대

대통령 특별령으로 지정된 25개 경제발전 통합지구(KAPET: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내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유사한 혜택
- 부가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면제
- 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자본재와 그 생산설비의 수입 시 발생하는 원천세(PPh22)의 면세
- 생산을 위한 자본재, 기기, 물품 및 원재료와 관련된 수입 관세의 납부 유예
- 기계와 부품에 대한 4년간 수입 관세의 면제

ㅇ Tax Holiday(PMK No 150/PMK.010/2018, 2018년 11월 26일 서명, 27일 발효)
- 새로운 16번째 경제정책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조세 감면 혜택(Tax Holiday) 적용 대상 분야, 기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다루
고 있음.
- 이러한 조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SEZ)으로의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Tax Holiday)에 대한 규정을 2018년 11월 26일 자로 서명해 27일부터 발효된 PMK No 150/PMK.010/2018을 통해 발표

* PMK No 150/PMK.010/2018는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35조(PMK No.35/2018)의 개정본
-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가공 산업 등의 신규 분야를 포함, 18개의 선도 산업 분야에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
(Tax Holiday)을 제공할 것임을 언급
- 새로운 규정에 따라 1,000억~5,000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에 대해 투자 후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됨.
- 특별경제구역으로의 200억~1천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도 상기 동등한 인센티브(5년간 50% 소득세 감면)를 제공하게 되
며, 특별경제구역에서 1,0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하게 되면 5년에서 20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받게 되는 규정이 제정됨.

ㅇ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3항 (1)조에 의하면 다음 5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선도 산업(18개의 분야)
- 인도네시아의 법인
- 신규 투자(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은)
- 최소 투자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 장관령에 언급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함.
- 선도산업(18개의 분야)
* 정의: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제1항 (1) 조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
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함.

①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강철 또는 비 강철
②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③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 산업
④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⑤ 무기의 기초 화학 산업
⑥ 제작 원료 산업
⑦ 방사선, 전기 치료 장비 제조
⑧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벡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혹은 텔레
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⑨ 산업 기계 주요 부품 및 기계 제조 산업
⑩ 생산 기계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부품 제조
⑪ 발전기 주요 구성품 제조
⑫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⑬ 선박의 주요 구성 요소의 제조 산업
⑭ 주요 열차 구성품의 제조 산업
⑮ 주요 항공기 부품 및 우주 항공 산업 지원 활동
⑯ 농업, 인공림 또는 임업에 기초한 가공 산업 농업, 펄프 기반 제품
⑰ 경제 기반 시설
⑱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파격적인 조세 혜택은 온라인 통합 사업 등록 시스템인 OSS System 도입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 조세 혜택 허가 신청 및 절차(PMK Nomor 150 Tahun 2018)
· OSS는 납세자에게 면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통지함.
·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후, 새로운 자본을 통한 생산 활동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OSS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면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필요 서류
① 투자 계획상의 자산 세부 사항(부채, 자본 비율이 포함, 투자 규모)
②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은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 번호) 허가를 위한 등록과 함께 수행 혹은 신규 사업 허가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NIB(Nomor Induk Berusaha) : 사업자 등록 번호로, OSS 시스템 도입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NIB 절차를 신설하였음.
이전에 개별 진행되었던 TDA(사업자 등록증), API(수입자 허가증), NIK(수입업체 관세처 등록) 3가지 기능이 NIB로 통합됨. 인허가 절차
는 간소화 되었으나, 사후 감사 절차가 강화되었음.
·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OSS 시스템에 의해 세무 총국을 통해 재무부에 전달되며, OSS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재
무부에 송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함.
· OSS 시스템을 통한 몇 차례 검사 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면세 혜택이 적용됨.

ㅇ 소득 공제 (Tax Allowance, Government Regulation No. 78 of 2019)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기존 GR No.18 2015 및 GR No.9 2016을 폐지하고 GR No.78 2019를 발표하였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30% 소득공제.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기간 해당 고정자산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해당 고정자산*은 신규자산이어야 함(다른 나라에서 전체가 이전되는 complete relocation의 경우 제외)
* 소득공제를 위한 신규 사업 허가에 등록된 고정자산이며,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리스자산 제외
- 가속 상각 인정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10%로 경감 (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166개 사업 분야에 해당하며 동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기의 포괄적인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형 투자 또는 수출지향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
- 소득공제 혜택은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세제혜택, Tax Holiday, 또는 노동집약적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적용 불가

ㅇ 소득세 산정 및 환급에 대한 법(정부 규제 2019년 제45호)
- 해당 법령은 정부 규제 2010년 제94호의 개정본이며, 2019년의 규제 법령은 6월 25일에 서명되어 26일부로 발효됐음.
- 선도산업에 신규투자한 납세자는 총 투자금액의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 종업원을 대상으로 인턴십, 직업 교육 및 기타 교육 활동 등 직원 육성 프로그램 수행 시,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한 비용의 최대
200%까지 조세 감면 적용 가능
- 연구개발(R&D) 수행 시,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한 비용의 최대 300%까지 조세 감면 적용 가능

ㅇ 상장기업 세금 감면(Tax cut for public companies)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은 법인세의 5% 상당의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발행 주식 수의 최소 40% 이상이 공개돼야 함.
- 발행 주식 수의 5% 이내를 소유한 주주가 최소 300명 이상이며, 각각의 주주가 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상기 두 가지 요건이 세무연도 중에 최소 6개월(183일) 이상 유지돼야 하며, 특정 연도에 상기 조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ㅇ 고정자산 재평가 이익(Gains resulting from revaluations of fixed assets)
-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 함
- 국세청장은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가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국세청 승인을 받은 고정자산 재평가 이익은 법인 소득세율 10%를 적용해 최종 분리과세
- 납세자가 재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하에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

ㅇ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 원조 자금(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funded government projects)

해외 차관 및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 원조자금과 관련해, 그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special tax treatment)을 적용할 수 있다. 적격한 프로젝트는 정부 프로젝트 계획서 또는 유사한 문서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정부발주
해외 원조자금에 대한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에 납세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2000년 6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에게는 상기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상기 조항 외에도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과 관련된 상품 수입세, 해외 무형자산
및 해외 과세 서비스 사용에 대해 아래에 열거한 세금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 수입 관세 면제
- 부가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수입 소득세의 면제(PPh 22)

적격한 프로젝트의 제공이 과세대상 재화, 용역서비스인 경우에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적절한 tax invoice를 발행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가세는 징수되지 않는다. 적격한 프로젝트가 해외 차관 또는 해외 원조자금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자금조달
이 된 경우에는 세금혜택은 해외 차관 또는 해외 원조자금 금액에 비례해 결정된다.

2) 투자 인센티브 적용 사례

2011년에 최초 도입된 Tax Holiday는 실제로 적용받은 해외 기업은 많지 않다. 적용받은 기업은 현재까지 PT Energi Sejahtera
Mas(2억 달러 투자), PT Petrokimia Butadiene Indonesia(1억 2천만 달러 투자), PT Unilever Olechemical Indonesia(8,200만 달러
투자), Ogan Komering Ilir Pulp &Paper Mills(OKI)(20억 달러 투자)의 4개사이다. 가장 최근에 Tax Holiday 혜택을 받은 OKI의 경우
는 이전 규정에 따라서 8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면제를 받게 됐다. OKI는 2016년까지 남 수마트라 지역에 제지공장
을 설립하고 연결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포스코와 한국 타이어가 소득 공제(Tax Allowance ), 현대 자동차가 세금
면제(Tax Holiday)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2020년 제 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 투자 인센티브 관련 내용

ㅇ 투자에 따른 조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확대

- 구 투자법 제 18조 제 3항에 따르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세제혜택, 토지 권리 취득 편의, 이민국 서비스 편의, 수입 허
가 편의를 받을 수 있었다.
* 많은 노동인력 고용, 우선순위 업종 포함, 사회간접자본 건설 포함, 기술적 전문 영역 투자, 선구적 사업 분야 투자, 오지나 격지, 국경
지역 또는 기타 필요지역 투자, 생활환경 보존, 혁신 사업에 투자, 중소기업 또는 조합과 협력하는 경우 등
- 개정 투자법 제 18조 제 3항에서는 기존 혜택 요건에 더해 '관광산업 개발'을 추가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
건을 확대하였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제한리스트 개요

네거티브 리스트(Dafter Negatif Investasi(DNI), 대통령령 2016년 44호에 의해 규정)는 투자유치가 시급한 인프라 분야들과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분야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직업훈련 분야 등 자국민 교육/육성 분야의 투자유치에도 역점을 기
울였다. 이 밖에도 냉장창고, 영화 산업, 의약품 원료 제조, 전자상거래 분야 등이며, 중소규모 백화점 운영, 통신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공급 서비스, 육로 승객 운송, 직업 훈련, 10MW 이하 지열 발전, 고압/초고압 전기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최대 지분율의 조정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 금지였던 업종에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분율에 제한이 있던 업종을 100% 개방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에 개방되거나, 개방률이 향상된 분야는 물류, 보건/의료, 폐기물 처리 등 인프라 향상이 시급한 분야이거나, 영화, 통신 서
비스 등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2017년에 새로 변경된 BKPM 측
발표 투자법은 당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차원의 산업 보호, 외자 유치, 고용 창출,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완화된 투자 규정으로
2016년 이후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투자 등록의 온라인화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으나, 해당 상황은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2019년 1월부터는 도입 초창기에 경제조정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던 OSS
System 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 이관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2)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ㅇ 투자 금지 업종
- 마리화나 재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 부록 1 규칙에 속한 포획, 침몰 선박 유가품 인양, 건축자재/석회/칼슘 및 기념
품/보석을 위한 천연 산호초와 생물/비생물 산호초 채집, 수은처리 과정에서의 알칼리 클로르 제조, 농약 활성 성분 산업(DDT, 알드린, 엔
드린, 디엘드린, 크롤데인, 헤프타크로르미렉스, 토삽페네), 산업용 화학물질 산업과 오존층 파괴성분 산업(BPO), 화학무기로서의 화학성
분 이용에 관한 법령 2008년 제9호 첨부 1에 기록된 화학무기 협력에 따른 목록1, 화공물질 산업, 알코올 성분 함유 주류 제조, 알코올 성
분 함유 주류 제조 : 포도주, 몰트 함유 음료 제조, 육상교통 여객 터미널 구축과 운영, 차량 무게 측정소 구축과 운영, 통신/항해 보조 서비
스와 선박 교통정보 시스템(VTIS), 항공관제(네비게이션) 서비스 운영, 차량 타입 테스트, 라디오 및 위성궤도 주파수 스펙트럼 관측소 관
리와 운영, 국립 박물관, 역사와 고고학 유산(사원, 궁전, 비문, 고대 건물), 도박/카지노
- 주의 사항: 금지업종은 비상업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구, 개발 그리고 관련 업종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질 관련 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투자 제한 업종1: 마이크로, 중소기업과 조합에 한정된 업종 또는 협력업종 목록
- 농업, 임업, 해양/수산, 산업/제조, 공공사업/건설, 무역, 관광/창조경제, 정보/통신 등 총 145개 업종

ㅇ 투자 제한 업종2: 특정 조건부 개방업종 목록
- 농업, 임업, 해양/수산, 에너지/광물자원, 산업/제조, 국방/보안, 공공사업/건설, 무역, 관광/창조경제, 교통/운송, 정보/통신, 금융, 은
행, 노동(직업교육), 교육분야, 보건분야(의약품, 병원, 의료기기 대리점 등)등 총 350개 업종

ㅇ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종류, 제한 내용 등 상세 정보는 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 영문 버전: https://www.bkpm.go.id/images/uploads/prosedur_investasi/file_upload/REGULATION-OF-THE-PRESIDENTOF-THE-REPUBLIC-OF-INDONESIA-NUMBER-44-YEAR-2016.pdf

3) 투자제한 리스트 개방 영역

ㅇ 관광/창조경제 분야: 영화산업, 일반식당, MICE 산업 등 개방

관광/창조경제 분야 중에는 영화산업의 대폭적인 개방이 있었다.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제작,
상연, 녹음스튜디오, 보급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가 기존에는 국내 기업에만 한정되거나, 49%의 지분제한이 있었으나 이제 100%
지분 획득이 가능하게 됐다. 단,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현수막 등의 관련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이 유지된다. 또한,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일반식/음료 업종과 수영, 축구 등 체육 시설의 투자가 전면 개방됐으며,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시설, MICE 산업 등의 외국인 취

득 가능 지분율이 2/3까지 상향 조정됐다.

ㅇ 정보통신 분야: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 통신 콘텐츠 등 개방

2017년도에 발표된 중앙통계청 19호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표준 분류에 대한 규정에 전자소매업은 업종코드 47919로 분류한다. (해당
업종은 100% 외자 투자 가능하며 최소 자본금 100억 루피아). 마켓플레이스, 가격 비교 등의 포털 웹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의 권한으로 투자액이 1,000억 루피아 이상일 때 외국인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와 통신 카페 분
야도 100% 개방됐다. 벨소리, 문자 등의 통신 콘텐츠 서비스, 콜센터, 데이터 통신, 통신망 서비스 등은 기존에는 과반 이하 지분율만 허
용됐던 것에서 2/3 확보가 가능토록 변경됐다.

ㅇ 교통/운송 분야: 공항 서비스, 항공화물 운송, 육로 승객 운송 분야 등 개방

교통/운송 분야는 공항서비스,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 등이 과반 이하 지분 확보에서 67% 확보로 변경됐다. 또한, 기본에 국내기업에게만
한정되거나 정부 지정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했던 분야인 육로 승객 운송, 페리/강/호수 항구 제공 및 운영 분야도 과반 이하 지분 확보가 가
능해졌다.

ㅇ 보건/의료 분야: 제약 원료 산업, 의료지원 서비스, 병원 경영 컨설팅 등 개방

제약 원료 산업은 기존 85%의 지분율에서 100%로, 이외 병원 경영 컨설팅, 의료지원 서비스 등도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한, 의료 장비유지보수 및 교정검사 서비스도 67%로 확보 가능 지분율이 상향 조정됐다.

ㅇ 무역/도소매 분야: 네트워킹 판매, 냉동창고, 중소규모 백화점 등 개방

네트워킹(다단계) 판매, 냉동창고, 선물(Futures)거래 등이 100%로 전격 개방됐다. 이중 냉동 창고업은 물류 인프라 부족에 고심하는 인
도네시아 정부 측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며, 이외 유통업, 창고업의 지분율이 상승 조정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 기존에 국내
기업에만 제한됐던 대형 쇼핑몰 내의 브랜드 백화점 입점이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ㅇ 건설/공공사업 분야: 고속도로 운영, 비독성 폐기물 관리, 건설 컨설팅 사업 개방

이 분야의 경우 기존에도 비교적 높은 외국인 취득 가능 지분율을 유지했으나, 고속도로 운영과 비독성 폐기물 관리 분야가 100% 개방됐
으며, 건설 컨설팅 사업은 100억 루피아(약 9억 원) 이상의 투자액인 경우 67%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압/초고압 전기설치,
10MW 이하 지열발전, 직업훈련, Crumb Rubber 산업, 삼림 지역 생태/자연 관광 분야의 지분율 변동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는 성장 정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호정책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인도네시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표됐다.

4)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에 따른 제한 및 금지 업종 개방 계획

2016년 5월부로 개정된 뒤 개정 소식이 없던 인도네시아 투자 제한 리스트(DNI)가 2018년 11월 16일에 발표한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
지에 의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해당 리스트 개정 업무에 대해 논의 중임을 밝혔다.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에 따르면 총 87개의 사업분야가 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제외되게 되며, 이 중 54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개방되는데, 예를 들면
석유 가스 시추, 정향 및 백권연(담배) 생산, 제약 장비 생산의 특정 영역, 낙농업 및 섬유 프린팅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의 완전 투자 개방 사업 분야는 총 95개가 될 것이다. 투자 법규 개정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저조한 투자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이행되었으
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목표는 당초 765조 루피아에서 730조 루피아로
하향 조정했다. 조코위의 지시에 따라 11월 마지막 주에 새로 개정된 투자 제한 리스트를 발표해야 하나 현재까지도 해당 리스트에 대해
해당 정부 부처 간 리스트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5) 2020년 제 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 투자 제한 및 금지 관련 내용

ㅇ 투자의 개방과 제한

- 투자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개방되
어 있다(개정 투자법 제 12조 제 1항).
-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마약 재배 및 유통산업, 모든 형태의 도박 및 카지노 산업,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산업, 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화학무기 제조업,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 관련 산업으로
변경되었다(개정 투자법 제 12조 제 2항).
- 위와 같은 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개정 투자법 제 12조 제 3항).
- 아직까지 대통령령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옴니버스법 제 185조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하위 법령은 그 내용
이 옴니버스법으로 일부 개정된 각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두었기에, Perpres 44/2016의 투자 네
거티브리스트는 개정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는 동안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SEZ(Special Economic Zone, 현지어 KEK, Kawasan Ekonomi Khusus) 개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정부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세이 망께(Sei Mangke) 지역에 특별
경제구역을 지정했다. 2014년에는 8개의 특별경제구역이 됐으며, 동 경제구역에는 세이 망께(Sei Mangke), 딴중 르숭(Tanjung
Lesung), 빨루(Palu), 비뚱(Bitung), 모로따이(Morotai), 딴중 아삐 아삐(Tanjung Api-Api), 만달리까(Mandalika), 말로이 바뚜따 트
랜스 깔리만딴(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등이 있다. 이후 조코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의 경제
자유구역을 제정하기로 계획했다. 2020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11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하며, 소롱(Sorong), 딴중 끌라양
(Tanjung Kelayang),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e) 그리고 갈랑 바땅(Galang Batang) 특별경제구역이 추가했으며 4개의 경
제자유구역이 개발중이다. 2020년 7월 10일, 국가경제자유구역협의회(KEK)는 Nongsa Digital Park (NDP)와 MRO Batam Aero
Technic (BAT)등 2개 SEZ의 신규 개발을 승인했으며 2개의 SEZ는 모두 바탐 (Batam)과 리아우 (Riau)에 위치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에 의하면 12개의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2025년까지 716조 8,700억 루피아(약 527억 7,311만 달러)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1-1) 특별경제구역 투자 입지 여건

ㅇ SEZ 일반 요구사항 : 특별경제지구 내에서 조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KEK의 사업 활동을 구성하는 납세자인 경우 (Badan Usaha)
. KEK를 개발 또는 관리하는 사업체로서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돼야 함.
. 관련 정부기관과 KEK에 대한 협약서를 보유해야 함.
. KEK의 활동지역을 설정해야 함.

- KEK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인 경우(Pelaku Usaha)
. 내국 납세자여야 함.
. KEK의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신규 자본 투자 계획을 보유해야 함.
. 관세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과 연결된 정보시스템을 보유해야 함.

1-2) SEZ 소득세 혜택(PMK No 150/PMK.010/2018 기준, 2018년 11월 27일 발효)

ㅇ 법인세 감면(Income Tax Reduction) : 법인세 감면 혜택은 KEK의 주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투자하는 신규 납세자에게 부여
됨
- 투자계획 1,000억 루피아 이상 → 감면 기간 5~20년 → 법인세감면율 100%
- 투자계획 200억~1,000억 루피아 → 감면 기간 5년 → 법인세감면율 50%

ㅇ 소득 공제(Income Tax Allowance) :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각당한 납세자나 KEK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아래 소득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형자산(토지포함) 투자금액의 30%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씩 6년의 상업 생산기간 동안 적용 가능하며, 투자된 자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양도되지 않아야 함)
- 세무상 가속 감가(감모)상각 허용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세율 10%로 경감(조세 조약상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함)
- 이월세액공제 최대 10년까지 연장(KEK 내의 납세자는 GR-96에 따른 법인세 감면 및 소득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감면
및 소득공제 이외의 기타 소득세법상 혜택은 별도 신청할 수 있음)

소득세 혜택 신청은 반드시 관련 KEK의 관리자를 통해 재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사항을 승인받는 납세자는 자본 투자 이행보고서, 생
산 현황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혜택은 철회될 수 있으며, 경감 받은 법인
세(페널티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ㅇ 기타 조세 혜택 : KEK 내의 납세자는 상기에서 언급한 소득세법상 혜택 이외에도 아래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정 재화의 구입 및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거래 징수 제외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 22)의 미징수
- 자본재와 장비 및 재화 및 가공을 위한 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유예
- 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와 사치세의 미징수

1-3) KEK 내에서의 특별 활동을 위한 조세 혜택 :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KEK 내에서는 아래의 조세혜택이 부여됨.

-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 KEK 지역 내의 주택 구입 관련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 및 사치세의 면제
- 지방세 및 부담금의 면제 또는 경감

1-4) 기타 지원 제도

KEK 내의 납세자에게는 조세혜택 이외의 수출입, 인력고용,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혜택이 부여된다.

ㅇ 수출입 관련
- 수출과 수입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제약사항도 적용되지 않음(다만,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무역부 규정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
- 수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al)의 발급 절차 간소화(각 KEK의 관리자가 무역부를 대신해 COO를 발급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짐)
- KEK 내의 납세자는 KEK 내로 수입된 재화를 COO를 사용해 기타 관세지역으로 직접 반출할 수 있음(따라서 기타 관세지역 내의 납
세자는 관련COO를 사용해 수입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인력 고용
- KEK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KEK 관리자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외국인 고용 및 활용 계획, 관련 취업 허가증 및
임시 거주승인서의 취득절차를 간소화 함(외국인 고용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거주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ㅇ 토지 취득
- KEK의 관리자는 토지조달과 허가와 관련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National Single Window 정책을 따라야 하며, 투자 승인
은 신청서 제출 이후 3시간 이내에 발급될 수 있음(다만, Three-hour 서비스는 투자규모 및 내국인 고용 요건을 만족한 납세자에게만 적
용 가능).

2) KAPET(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Indonesia)

경제발전통합지구로 해석되는 KAPET은 1993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낙후된 동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했으며, 대통령령
no.120/Year1993이 효시이다. 이후 대통령령 no.89/Year1996이 제정돼 2018년 기준 13개 지구 25개 지역의 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이 제정됐으며 다음과 같다.

2-1) 경제발전통합지구(KAPET) 지정 위치

- Bandar Ache Darussalam 지구(수마트라 주)
- Khatulistiwa 지구(깔리만딴 주)
- Sasamba 지구(깔리만딴 주)
- DAS Kakab 지구(깔리만딴 주)
- Manado-Bitung 지구(술라웨시 주)
- Palapas 지구(술라웨시 주)
- Bank Sejahtera Sultra 지구(술라웨시 주)
- Parepare 지구(술라웨시 주)
- Bima 지구(누사 뜽가라 주)
- Mbay 지구(누사 뜽가라 주)
- Seram 지구(말루꾸 주)
- Biak 지구(빠뿌아 주)

2-2) KAPET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주어지는 세제 혜택

- 내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유사한 혜택
- 특정 사치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LST 비징수
-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본재와 장비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선납법인세(PPh22) 면제
- 자본재, 장비, 가공을 위한 재화와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이연
- 기계장치와 특정 부속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4년간 면제

3) 자유무역지대 KPB(Kawasan Perdagangan Bebas Indonesia) 개요

인도네시아 자유 무역 지대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있는 무역 지대 및 항구이다. 관세유보, 기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
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대에는 바땀, 사방, 빈딴, 까리문 등에 위치하며, 해당 지역으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
11월 16일에 리아우 섬 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 서밋을 진행한 바 있다. 리아우 섬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는 바땀, 빈딴, 딴중삐낭, 까리
문 자유무역지대이며, 서밋 당일에 발표됐던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의 기조에 맞춰 이들 자유무역지대는 2019년에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밋에서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파치르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래 경제 성장의 글로벌 엔진으로 자리매김 할 것임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혁신과 발전

의 기회를 더욱 더 개방할 것임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안되는 매력적인 투자 지역 중 하나는 바땀, 빈딴, 딴중삐낭
및 까리문(BBK) 자유무역지대(FTZ)이며(이하 FTZ BBK), 주요 원인은 싱가포르와 가까운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및 세
계 각국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 인도네시아는 FTZ BBK를 개발하기 위해 건물, 인프라, 운송, 물류 등과 같은 많은 투자가 필요
한 실정이다. 파치르 외교부 차관은 FTZ BBK에는 디지털, 관광, 석유 및 가스, 해운 등과 같은 많은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1)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FTZ’ 또는 Kawasan Perdagangan Bebas/KPB)로 반입되는 재화와 자유무역지대 내의 회사들
간에 공급되는 재화 또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자유무역지대 내의 납세의무자는 하기의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 22)의 미징수
-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미징수
- 무형자산과 과세대상 용역의 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로 공급되거나 보세 저장 구역(Bonded Stockpiling
Area) 또는 특별 경제 구역 내의 회사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3-1) 주요 자유무역지대 투자 입지 여건

ㅇ 까리문 자유무역지대
-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청의 찬드라(Chandra) 청장은 까리문(Karimun)에 대한 투자 여건이 인근 지대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비해 뛰어
난 편은 아니나 잠재 가능성이 높은 지대임을 언급
- 1980년부터 2008년까지(Karimun이 FTZ 자격을 받기 전) 까리문(Karimun)에 투자한 기업은 PT Karimun Sembawang
Shipyard, PT Karimun Granita, PT Multi Granitindo Utama, PT Wira Penta Kencana, PT Pacific Granitindo Utama, PT Bukit
Mining Mandiri 및 PT Panin Damarindo 총 7개사 뿐이였음을 언급하며, 조선 산업에 투자한 PT Karimun Sembawang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광업에 투자했음.
- 한편 2008 년부터 2017 년까지 까리문(Karimun)에 투자한 회사는 석유 및 가스 제조 산업의 이탈리아기업 PT Salpem Indonesia
Karimun Yard, 저유 분야의 독일기업 PT Oiltanking Karimun, 화학 분야의 싱가포르 기업 PT Air Liquide Riau Island, 전력 분야의 인
도네시아 기업 PT Karimun Power Plant이 있으나, 이러한 산업영역에 비해 조선산업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음.
- 현재 PT Multi Ocean Shipyard (인도네시아), PT Karimun Marine Shipyard (인도네시아), PT Grace Rich Marine (중국) 등 총
3개 기업이 조선산업 분야로 직접 투자
- 찬드라 총장은 PT Oiltanking Karimun 사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대의 석유 및 무역 허브인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했으며, 화물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세금 혜택이 기업의 해당 FTZ투자를 더욱 촉진시켰음을 언급
- 까리문 지역이 FTZ 자격을 획득한 이후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총 투자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 증가했음.
- 외국인직접투자와 내국인 직접투자는 평균적으로 매년 10.74% 성장했으나, 2010년과 2013년에 투자 규모가 감소한 적이 있음.
- 2016년에는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92개사를 포함해 339개사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에 총 21.55조 루피아를 투자했으며 이는 8년
전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규모임.

ㅇ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의 덴 옐타(Den Yelta)청장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의 찬드라 청장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잠재 투자자들
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해서 투자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을 언급
- 홍보뿐 아니라 투자 실적 저조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지역의 인프라로, BP Tanjungpinang은 이미 국내외 투자자에게 홍보했지만,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많이 쌓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딴중삐낭 대신 바땀, 빈딴, 까리문 등 인근 자유무역지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
고 있음.
- 그럼에도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은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 돔빡 섬(Dompak)에 600헥타르의 부지를 투자 집중 지구로 확보했으며
, 이 중 100헥타르의 부지는 PT Kemayan Bintan이 제공했고 단지 조성 준비 중

- 이중 총 2.5헥타르(2만 평방미터)의 부지는 할랄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에 할당될 예정이며, 이 산업단지에서의 할랄 화장품 생산량은
연간 70만 톤으로 예상하며 이뿐 아니라 전자 산업, 수산업, 관광 지역 육성 및 맹그로브 숲 개발을 계획 중에 있음.
- 지역의 인프라에는 딴중 모코(Tanjung Mocco) 항구와 라자 하지 피사빌릴라(Raja Haji Fisabilillah) 공항,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
도 시설 등이 있으나 불행히도, 현재 Tanjung Mocco항구의 개발은 부정부패로 중단된 상황임.
-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은 승가롱(Senggarong) 지역에서도 FTZ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 지역과 관련하여 계획된 부지는
124,000평방미터이고 건축용지는 31,000평방미터이며, 이 지역에서 BP Tanjungpinang은 Tanjung Geliga 항구를 지원 인프라 시설
중 하나로서 사용할 것

ㅇ 빈딴(Bintan)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의 살레 우마르 청장(Mr. Saleh Umar)은 해당 청이 자유무역지대를 FTZ Bintan Bagian Utara (북부), FTZ
Maritime Bintan Timur (동부), Bintan Penaga Bay, tourism industry Lagoi 총 4개로 분할했음을 언급
- 우마르 청장은 FTZ Bintan의 주력 산업은 조선소, 패키징, 집적 회로 제조 및 창고업 등이 있으며 또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은행 업무,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있으며 현재 해당 자유무역지대에 기계 수리 및 정비 시설을 갖추려 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함.
- 북부 빈딴 자유무역지대는 58,750 헥타르에 이르며,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Sri Koala Lobam에 위치한 로밤(Lobam) 산업지대를
개발할 것임.
- 이 지역에 주로 유치할 산업 분야는 조선소, 전자, 섬유, 서비스, 항공, 패키징 산업 등임.
- 로밤(Lobam) 산업지대는 678 헥타르에 달하고, 도로와 같은 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6,200 TEUs 수용량을 지닌 Sri Udana Lobam
자유항도 있음.
- 또한 Lobam 산업지대에는 전기, 수도, 통신망,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음.
- 동부 빈딴 자유무역지대는 조선소, 중공업 및 경공업에 주력하며, 해당 면적이 812.6 헥타르에 이르고, 현재 개발된 지역은 60%에
불과함.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제조 산업을 제외하고 빈딴 뻬나가 만(Bintan Penaga Bay) 및 라고이(Lagoi) 통합 관광 지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빈딴 마스터 플랜에서 빈딴 뻬나가 만(Bintan Penaga Bay)의 관광지대는 1,571헥타르(해변 지역 500헥타르 등 포함)에 달함.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생태 관광, 농업 관광 및 말레이 문화 유산을 개발할 것이며 맹그로브는 생태 관광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
음을 우마르 청장이 언급
- 라고이(Lagoi) 통합 관광지역은 23,000헥타르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6,000헥타르가 사용되었고, 호텔,
리조트, 골프시설을 개발할 것임.
- 이 지역은 반다르 븐딴 뜰라니(Bandar Bentan Telani)항구, 빈딴 라군(Lagoon)항구, 전기 및 통신설비 등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접근성에 대해서는, 빈딴은 약 5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는 라자 하지 피사빌릴라(Raja Haji Fisabilillah) 공항과
라자 항 나딤(Raja Hang Nadim)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음.
- 현재 부숭(Busung), 스리 꾸알리 로밤(Seri Kuala Lobam) 지역에 빈딴 국제공항이 세워지고 있으며, 이 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2020년 완공 예정이고, 총 투자액이 1억 5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될 것으로 보임.
- PT Bintan Aviation Investments는 국영 기업인 PT Angkasa Pura II의 토지사용권 수수료 수수료 책정을 적용 받아 공항을 건설 중
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은 PT Angkasa Pura II로 흡수될 예정임.
- 우마르 청장은FTZ 빈딴을 개발하는 데 직면한 장애물은 BP Bintan이 자유무역지대의 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점으로, 이는 계
획과 인프라 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또한 그간 해당 자유무역지대청과 자유무역지대 개발 마스터 플랜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MOU 및 구체적인 협력이 없었던 점도
개발 난제로 꼽음.

ㅇ 바땀(Batam)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바땀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자유 무역 지대에 비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바땀 자유무역지대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바땀에는
총 22개의 산업 단지(Industrial Park)와 949개의 진출기업이 있음.
- 바땀 자유무역지대에는 국내 기업이 있지만, 외국 기업의 진출이 지배적이며, 바땀의 영구 사업 허가(PBL)에 기반한 총 외국인 투자
도착 실적은 전년 대비 33.43% 증가한 6억 1,874만 달러였고, 그 중 신규 투자가 4억 5,286만 달러, 증액 투자가 1억6,586만 달러임.
- 바땀 자유무역지대청의 루키타 디나르샤 투워(Mr. Lukita Dinarsyah Tuwo) 청장은 많은 기업들이 바땀에 투자하는 데에는 많은 이
유가 있음을 언급

- 전략적 위치, 근대화된 시설, 경쟁력 있는 투자 비용, 우수한 보안 시스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정부 지원
및 자유무역지대로서의 시설 혜택 등이 그 이유임.
- 투자 기업을 위한 투자 혜택은 수입 및 수출 세금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및 57 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임.
- 루키타 청장은 바땀 자유무역지대에 이미 항구, 공항, 도로 및 교량, 가스 배급망, 전기, 깨끗한 물, 통신 네트워크,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국 및 기타 공공 시설과 같은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땀에는 항 나딤(Hang Nadim) 국제 공항이 있고, 2017년 한 해 동안
630 만 명이 이용했음을 언급
- 바땀은 항구 시설과 관련하여 바뚜 암빠르(Batu Ampar) 공중 터미널 (최대수용량 45,000 DWT), 카빌(Kabil) 공공 터미널
(35,000 DWT), 수용량 12,500 DWT의 국내외 승객 공용 국제 터미널(Batam Center, Sekupang, Harbour Bay, Telaga Punggur),
수용량 280 DWT의 관광터미널을 보유 중임.
-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뗑꾸 피사빌릴라(Tengku Fisabilillah/ Batam 섬-Tonton 섬), 나라 싱아II (Nara Singa II/ Tonton 섬-Nipah
섬), 라자 알리 하지(Raja Ali Haji/ Nipah 섬-Setoko 섬), 술탄 자이날 아비딘(Sultan Zainal Abidin/Setoko 섬- Rempang 섬), 땀부시
(Tambusi/Rempang 섬- Galang 섬), 라자 끄찔(Raja Kecil/Galang 섬- Galang Baru 섬) 등 바땀의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이 많
이 있음.
- 루키타 청장은 또한, 2017년 621.04 GWh였던 전기공급량을 2021년까지 5,941.4 GWh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임을 발표했음
.
- 바땀 자유무역지대청(BP Batam)은 바땀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최고의 마스터 플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땀은 2045년에
무역 및 물류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
- 루키타 청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바땀 경전철(55.47km) 개발, 바땀 섬의 하수도 시스템 개발, 상수도 유지 및 유해 폐
기물 처리 지역 개발을 위한 댐 유지 보수 개선이라고 말했음.
- 그는 바땀 LRT에 관해서는 모든 타당성 조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현재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함.

4) 인도네시아 공단 개황

2020년에 확인한 바로는 조업 중인 인도네시아 공단은 대략 100여 개 내외가 존재한다. 그 외에는 15개의 공단이 공사중이고 또 다른
10개의 공단이 설계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공단은 일반 지역에 비해 도로, 급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또 기본
적인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허가가 이미 구비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입주 기업이 인허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공단 내에 공장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는 부지 주변의 주요 간선 도로부터 공장까지의 거리 , 전력 수급의 원활함, 산업 용수 조달의 용
이성 등을 포함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공장의 위치 선정은 사업 운영의 성공을 결정하 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ㅇ 인도네시아 공단 기본 인프라 및 시설
- 제반 인프라: 도로, 하수도, 상수도, 폐수 시스템, 전기, 통신 시설
- 주변 시설: 의료시설, 소방대, 보안, 상업 서비스, 여가 시설
- 부대시설: 직원 숙소, 사무실 공간, 회의실, 광통신 케이블, 특별 운송 서비스

대부분의 공단은 입주자 공장 폐수가 중앙 시스템에 연결되기 전에 일정한 환경 요건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중공업 및
공해 산업(가죽, 펄프 등)은 오폐수를 배출할 수 없으며, 주거 지역 인접 공단 또는 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체들은 자체 폐기물 처
리장이 필요하다. 2015년만 해도 자체 위생 처리장을 가진 산업 단지는 많지 않았고 공단 측이 폐기물을 해당 공장으로부터 공공 매립지
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폐수 처리 등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자체 위생 처리장을 갖추는 산
업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

ㅇ 공단 내에 공장을 설립할 시, 외국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
- 법인설립 절차 및 과정, 인허가, 운영상 문제 등에 관해 공단 관리팀으로부터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준비된 토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 개발자가 공단 입주자의 기본적인 인허가를 보장하는 상태에서 공장 건설 및 조업을 시작
할 수 있기때문에, 공단이 아닌 일반지역에 입주할 경우 발생하는 토지 인수 및 인허가에 따른 장애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공장) 입주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관리 계획(UKL: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환경 모니터링 제도(UPL: Upaya
Pemantauan Lingkungan)와 같은 허가를 공단 개발자가 이미 받아 놓아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음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공급이 비(非)공단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임

산업단지
ㅇ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JIEP)
규모

500ha

위치

동부 자카르타(East Jakarta)
- 6,445㎡ 경우, 월 US$ 2.64/㎡
- 2,820㎡ 경우, 월 US$ 2.5/㎡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포탈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
접 문의

- 관할국 주소 : Jl. Pulokambing No. 1, Kawasan Industri Pulogadung, East Jakarta 13920
- 전화번호 : 62-21-460-0305
- Fax : 62-21-460-0730
- email : jiep@jiep.co.id
- Website : www.jiep.co.id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Jababeka Industrial Estate
규모

3,300ha

위치

찌까랑, 버까시(Cikarang, Bekasi)
- 2,370㎡ 경우, 월 US$ 2.63/㎡
- 1,323㎡ 경우, 월 US$ 4.72/㎡

임차료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
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ustrial Estate 주소 : Jababeka Center, Hollywood Plaza No. 10-12 Jl. H. Usmar Ismail Kota
Jababeka Cikarang, Bekasi 17550
- Head Office 주소 : Menara Batavia 25th Floor Jl. K.H. Mas Mansyur Kav. 126, Jakarta
- 전화 : 62-21-893-4350
- Fax : 62-21-572-7338
- Website : www.jababeka.com
- Email : Rudy Subratu, rudys@jababeka.com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Lippo Cikarang
규모

1,227 ha

위치

찌까랑, 버까시(Cikarang, Bekasi)
- 1,100㎡ 경우, 월 US$ 3.6/㎡
– 7,348㎡ 경우, 월 US$ 2.3/㎡

임차료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
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ustrial Estate 주소 : Jl. MH. Thamrin Kav. 100 Lippo Cikarang, Bekasi 17550
- Head Office 주소 : Gedung Menara Pasifik, Jl. MH. Thamrin Kav. 107, Lippo Cikarang, Bekasi
17550
- 전화 : 62-21-897-2080, 897-2484
- Fax : 62-21-897-2081, 897-2170, 897-2093
- Website : www.lippo-cikarang.com
- Email : lctpark@lippocikarang.com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MM2100 Industrial Town
규모

802 ha

위치

찌까랑, 버까시(Cikarang, Bekasi)
- 3,116㎡ 경우, 월 US$ 4.5/㎡
– 3,800㎡ 경우, 월 US$ 5.4/㎡

임차료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
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 사무국 주소 : MM2100 Industrial Town Cikarang Barat, Bekasi 17520
- 전화번호 : 62-21-898-1001, 898-2100
- Fax : 62-21-898-1002
- Website : www.mm2100.co.id
- Email : mktsales@mmid.co.id, susi@mmid.co.id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Medan Industrial Park
규모

780 ha

위치

메단(Medan)

임차료

정보 비공개로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Wisma KIM, Jl .Pulau Batam No. 1 Komplek KIM
- 관할 사무국 주소 : Tahap II Medan
- 전화번호 : 62-61-687-1177
- Fax : 62-61-687-1088
- Website : www.kim.co.id
- Email : marketing@kim.co.id, secretary@kim.co.id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Makassar Industrial Park
규모

703 ha

위치

마까사르(Makassar)
- 창고면적 11,558㎡ 의 경우, 월 US$ 2.9/㎡
- 창고면적 1,699㎡ 의 경우, 월 US$ 0.9/㎡
- 창고면적 2,000㎡ 의 경우, 월 US$ 1.1/㎡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
접 문의

- 관할 사무국 주소 : Jl. Perintis Kemerdekaan Km. 15, Daya Makassar 90241 South Sulawesi
- 전화번호 : +62-411 510158, 511171
- Fax: +62-411 510098
- Website : www.ptkimamakassar.co.id
- Email : sdmumumkima@gmail.com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
규모

2,172 ha

위치

세랑(Serang)
- 부지면적 80,491 ㎡ 의 경우, 월 US$ 0.5/㎡
- 부지면적 1,512 ㎡ 의 경우, 월 US$ 0.18/㎡
- 공장면적 2,000 ㎡ 의 경우, 월 US$ 2.5/㎡

임차료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
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사무국 주소 : Jl. Raya Jakarta-Serang Km. 68 Cikande, Serang 42186-Banten
- 전화번호 : 62-254-401-605
- Fax : 62-254-401-830
- Website : https://www.modern-cikande.co.id/lang_id/aboutus.html
- Email : sales@modern-cikande.co.id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Surya Cipta City of Industry
규모

1,400 ha

위치

까라왕(Karawang)
- 창고면적 3,500㎡ 의 경우, 월 US$ 3.3/㎡
- 창고면적 927㎡ 의 경우, 월 US$ 4.4/㎡

임차료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
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ustrial Estate 위치 : Desa Kutamekar, Ciampel Karawang, West Java
- Head Office 주소 : Management Office PT Suryacipta Swadaya Jl. Surya Lestari Kav. C-3,
Kutamekar, Ciampel -Karawang, West Java
- 전화번호 : 62-67-440-088
- Fax : 62-67-440-077
- Website : www.suryacipta.com
- Email : info@suryacipta.com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Nusantara Bonded Zone
규모

620.7 ha

위치

북부 자카르타(North Jakarta)
- 3,150㎡ 경우, 월 US$ 1.7/㎡
– 12,000㎡ 경우, 월 US$ 3/㎡ (새 건물)

임차료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
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Marunda and Tanjung Priok Zone
- Marunda 지역 관할사무국 주소 : Jl. Lampung No.1 Marunda, Cilincing, North Jakarta 14120
- Tanjung Priok 지역 관할사무국 주소 : Jl. Pelabuhan Nusantara II, Tanjung Priok, North Jakarta
- 전화번호 : 62-21-4485-1525
- Fax : 62-21-4485-1431
- Website : www.kbn.co.id
- Email : marketing@kbn.co.id/sekper@kbn.co.id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규모

1,200 ha

위치

까라왕(Karawang)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4,050㎡의 경우, 월 US$ 2.6/㎡
- Industrial Estate 주소 : Jl. Permata Raya Teluk Jambe Karawang 41361
- Head Office 주소 : Graha KIIC 2ndFloor, Jl. Permata RaC-1B Kawasan Industri KIIC Karawang
41361
- 전화 : 62-21-890-1666
- Fax : 62-21-890-1777
- Website : http://kiic.co.id/
- Email : sales@kiic.co.id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ㅇ Bumi Serpong Damai Techno Park
규모

200 ha

위치

세르뽕, 땅으랑(Serpong, Tangerang)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 540㎡ 경우, 월 US$ 4.2/㎡
- 420㎡ 경우, 월 US$ 4/㎡
- 1,800㎡ 경우, 월 US$ 3.5/㎡ (새 건물)
- 단지 위치 : Jl. Raya Serpong – Tangerang
- 관할 본사 주소 : Sinar Mas Land Plaza Jl. Grand Boulevard, BSD City Tangerang 15345, Banten
Indonesia
- 전화 : 62-21-537-0161, 5315-9000, 5036-8368
- Fax : 62-21-537-1208, 537-0003
- Website : www.bsdcity.com
- Email : lctpark@lippocikarang.com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 정책(PSBB)으로 인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
어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함

<자료원 : 각 산업단지 사이트, 부동산 및 직접 문의>

주요 지역별 여건
ㅇ 자카르타(Jakarta)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와 대부분 회사들의 대표 사무실이 자카르
타에 위치해 있다. 자카르타에는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놀이동산, 인근 섬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많은 오락시설과 세계요리 식당이 있다.
그 밖에 영화관, 연극시설, 가라오케, 술집, 카페, 볼링센터, 스파 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다. 글
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해 있으며, 자카르타 내 한인 교민 거주 비율도 85% 이상이다.
ㅇ 반둥(Bandung)
반둥은 1864년부터 서쪽 자바지역의 행정수도가 됐다. 서쪽 자바 주에는 4,868만 명이 살고 있고 이 중 반둥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다
. PT Dirgant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유일의 항공기 회사 및 PT Telkom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신 업체가 반둥에 있다. 이 밖에 상
당수의 제약회사, 직물회사, 자동차와 반도체, 전기부품 및 케이블 제조업체,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평균기온이 15도에
서 31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31~4,538mm이다.
ㅇ 스마랑(Semarang)
스마랑은 중부 자바 주의 행정수도이다. 중부 자바(Jawa Tengah) 주에는 3,426만 명이 살고 있으며 스마랑에는 160만 명이 살고 있다.
스마랑에는 인도네시아 3번째로 큰 항구인 Tanjung Emas가 있다. 평균기온이 18도에서 28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14~4,277mm이
다.
ㅇ 족자카르타(Yokyakarta)
발리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족자카르타 시는 족자카르타 특별구역의 수도로 35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족자카르타시에는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구조물을 보러 온 관광객으로 붐빈다. 기온은 25.7~28.8도 정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855mm이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몇 개의 왕조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고대 Mataram 왕국과 Sultanate 왕국이 유명하다. 지역 주민들
은 족자카르타의 Sultan 왕조를 존경하고 있다.
ㅇ 수라바야(Surabaya)
동부 자바 주의 주도이다. 경제 기반은 주로 농업, 수산업, 오일, 커피, 망고 그리고 사과 재배 등이며, 자카르타에 이어 인도네시아 제2의
경제 지역이다. 수라바야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깨끗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으며, 많은 현대적 건물 및 숙박 시설이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
하다. 수라바야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주요 민족은 자바(Javanese)와 마두라(Maduranese)이다. 수라바야 전통문화는 특별히 없
으나, 많은 주변 지역의 전통문화, 축제들이 수라바야로 자리를 옮겼다. 수라바야에서 20km 떨어진 거리에 396㏊ 면적의 Juanda 국제
공항이 있다. 이밖에 동부 자바에는 Pegerungan 공항, Trunojoyo 공항, Abdulrahman Saleh 공항(해군 공항)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군함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국영조선기업인 PT PAL의 본사가 수라바야에 소재해있다.
ㅇ 발리(Bali)
발리는 동부자바에서 2km 떨어져 있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신의 섬(Pulau Dewata)이라고 부른다. 발리는 독특
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며 지리적으로는 Nusa Tenggara 지역과 자바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지방정부는 발리가 관광지
로 개발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연평균 기온은 24.1~29.1도이며, 연 강우량은 1,050~2,000mm이다. 관광산업에 특화된 도시
로 거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은 관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ㅇ 메단(Medan)
북 수마트라의 수도는 메단이며, 인도네시아 3번째로 큰 도시로 특히 관광 및 무역이 발달해 있다. 북수마트라는 서쪽으로는 인도양, 동
쪽으로는 Malaka 해협까지 이르는 거대한 면적이다. 이 지역에는 또한 인도네시아 가장 큰 호수인 Tobal Lake가 있으며, 25개의 시가 있
다. 연평균 기온은 23.4~33.6도이며, 연 강우량은 3,140mm이다. 메단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나, 주요 민족은 바딱민족이며, 원
래 토착민들은 Deli Malay인들이다. 메단에는 2부류의 바딱민족이 살고 있는데, 남쪽 바딱인들은(Mandailing) 이슬람이고, 북쪽 바딱인
들(Toba, Karo)은 기독교이다. 메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큰 소리로 말하며, 자기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ㅇ 사마린다(Samarinda)
사라란다는 동부 칼리만탄의 주도이다. 동부 칼리만탄은 24만 5,000㎢로 인도네시아에서 2번째로 큰 면적이며, 이곳에 13개의 시가 있
다. 사마린다는 동 칼리만탄의 가장 큰 도시이며, 2019년 기준 약 10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Kutai Barat, kutai
Kartanegara, East Kutai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도 하다.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해양 자원, 농수산물이 있다. 동 칼리
만탄에는 풍부한 석탄, 석영, 석고, 부석(pumice), 백운석, 석회석, 대리석, 옥수 등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평균 기온은 24.2~ 28.8도이며, 연 강우량은 2,519mm이다.
ㅇ 마카사르(Makassar)

마카사르는 남 슬라외시의 수도로, 동쪽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이다. 남슬라외시에는 23개의 시가 있으며, 마카사는 이 지역,
농업, 농장, 축산, 수산업, 광물 거래의 중심지이다. 남 슬라외시는 농업에 치중돼 있는 경제를 산업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동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항구인 수 카르노 하타항구가 있으며, 주변 관광지도 많이
개발돼 있다. 연평균 기온은 22~34도이며, 연 강우량은 2,000~2,500mm이다.
ㅇ 자야푸라(Jayapura)
자야푸라는 파푸아의 주요 도시이다. 파푸아지역에는 산지가 많고, Jayawijaya, Trikora, Yamin 등 3개의 산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파푸아는 농업, 수산업, 가스, 광업 등 자연자원 등이 풍부하며, 목재, 합판 등의 산림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캥거루, 비버 등 다
양한 특이 종들의 서식지기도 하다. 관광업은 아직 미개발돼 있다. 연평균 기온은 23.5~28.4도이며, 연 강우량은 1,744mm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16,641.45

2016
3,921.23

2017
20,579.23

2018

2019

20,563.47

23,429.03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5,936.97

2016
-12,214.69

2017
2,077.19
<자료원 : UNCTAD Stat>

2018

2019
8,053

3,380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405

90

847,510

624

603,081

2019

427

101

1,541,314

664

962,595

2020

186

46

529,476

286

409,27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40

4

98,657

70

99,087

광업

17

0

11,222

40

12,418

제조업

183

36

232,301

287

199,7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

4

19,259

16

18,442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1

1

73

1

73

건설업

23

4

62,890

33

22,248

도매 및 소매업

38

17

16,580

53

13,585

운수 및 창고업

5

0

6,536

5

6,512

숙박 및 음식점업

5

2

490

22

966

정보통신업

33

7

10,468

34

10,905

금융 및 보험업

9

4

352,424

7

183,203

부동산업

12

4

22,046

17

22,1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3

9,927

26

9,30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6

0

3,222

3

3,125

교육 서비스업

5

1

268

5

2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140

1

140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2

1

808

3

902

N/A

1

1

199

1

1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1

0

60,296

34

52,151

광업

6

0

34,843

19

2,810

제조업

210

40

861,741

358

466,0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2

6

32,405

21

30,818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0

0

0

3

109

건설업

30

7

26,793

29

42,127

도매 및 소매업

54

18

31,141

75

21,688

운수 및 창고업

3

0

16,587

2

1,287

숙박 및 음식점업

10

5

4,262

10

3,839

정보통신업

25

8

30,120

34

18,563

금융 및 보험업

16

7

376,191

16

256,084

부동산업

8

2

44,836

13

44,9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4

15,226

39

15,39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1

3

6,743

9

6,74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1

20

1

7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2

0

110

1

3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8

1

11,332

14

12,559

광업

2

1

264

6

304

제조업

97

21

125,400

156

249,7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0

49,951

7

558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2

1

2,120

4

323

건설업

17

5

5,354

17

914

도매 및 소매업

23

10

172,250

37

65,094

운수 및 창고업

3

0

2,847

0

0

숙박 및 음식점업

3

0

10,148

3

10,148

정보통신업

5

2

2,731

18

6,946

금융 및 보험업

6

2

89,514

4

6,475

부동산업

2

1

1,274

1

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0

45,915

10

45,66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5

1

9,919

5

9,919

교육 서비스업

4

1

457

4

45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ㅇ 키데코 자야 아궁(PT KIDECO JAYA AGUNG)
진출연도

1982

진출형태

생산법인

송금횟수

투자금액

업종

광업·자원개발

취급분야

석탄-Batubara

모기업명

삼탄㈜

ㅇ LG전자(PT LG Electronic Indonesia)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Monitor, DVD, Audio, 홈시어터, VCR 등 생산 및 판매

모기업명

LG전자㈜

ㅇ 한국 타이어 인도네시아(PT. Hankook TIRE Indonesia)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제조업/자동차·자동차부품

타이어

한국타이어㈜

ㅇ 시제이 인도네시아(PT Cheil Jedang Indonesia)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제조업/식료품
사료 및 식품 첨가물, 프리믹스, 외식, 물류, 게임 서비스 등

CJ㈜

ㅇ 에스케이이엔에스(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취급분야

광업·자원개발
가스, 에너지

모기업명

SK E&S㈜

ㅇ 미원 인도네시아(PT Miwon Indonesia)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1973
생산법인

제조업/식료품

MSG, DGA, 그라비아 인쇄, 플라스틱 원료

대상㈜

ㅇ 롯데마트 인도네시아(PT Lotte Mart Indonesia)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2009
판매법인

도매 및 소매업/리테일

취급분야

소매 유통, 생활소비재

모기업명

롯데마트㈜

ㅇ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PT.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2010
생산법인

제조업/화학

폴리머 제품(PE, PP) 등 석유화학제품

롯데케미칼㈜

ㅇ 삼성물산 상사부문(Samsung C&T Corp. Jakarta Office)
진출연도

1975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소매 및 서비스업

취급분야
모기업명

무역업 (에너지 자원, 화학, 철강, 섬유 등)

삼성물산㈜

ㅇ 우리 소다라 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업

취급분야

환전, 예금, 송금, 대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은행 서비스 전반

모기업명

우리은행㈜

ㅇ 포스코 이엔씨 인도네시아(PT POSCO E&C Indonesia)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포스코건설㈜

ㅇ 크라카타우포스코(PT KRAKATAU POSCO)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제조업/철강

철강, 제철

포스코

ㅇ KEB하나은행(PT KEB HANA)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업

취급분야

환전, 예금, 송금, 대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은행 서비스 전반

모기업명

KEB하나은행㈜

ㅇ 인도네시아 삼성전자 현지법인(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제조업/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VCR, CD ROM 등, 전자 통신장비

삼성전자㈜

ㅇ 현대자동차 인니 법인(HMMI)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제조 및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ㅇ IBK 기업은행 인니 법인(PT Bank IBK Indonesia)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업

취급분야

환전, 예금, 송금, 대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은행 서비스 전반

모기업명

IBK 기업은행

ㅇ 윈텍스타일(PT Win Textile)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섬유, 피혁

취급분야

원단공장, 원단 염색 공장 가동

모기업명

세아상역㈜

ㅇ 지누스 인니 법인(PT ZINUS Global Indonesia)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가구

취급분야

가구

모기업명

지누스

ㅇ 종근당 인니 법인(PT CKD OTTO PHARMACEUTICALS)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약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종근당

ㅇ 대웅제약 인니 법인(PT DAEWOONG INFION)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약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대웅제약

<자료원 : 2018-2019 KOTRA 진출기업 디렉토리, 기업 인터뷰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투자를 내자투자와(Penanaman Modal Dalam Negeri/PMDN)과 외자투자(Penanaman Modal
Asing/PMA)로 구분하여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PMDN은 100% 내국인 전용 투자이며, 외국인이 단 1% 혹은 1주라도 보유하면
PMA로 구분된다. PMDN에게는 거의 모든 업종에 투자를 허용하나 PMA에게는 적지 않은 업종에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투
자 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 허용에 관한 대통령령(Investment Negative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면 PMDN 회사에서 PMA 회사
로 전환이 어렵지 않으며, PMA 회사에서 PMDN 회사로 변형은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다.

ㅇ 외자투자 기본 구비요건
- 대통령령 투자 Negative List상 외자 투자 금지 업종이 아닐 것.
- 투자자/주주의 인원 : 최소 2명
- 최소 투자액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한 업종당 100억 루피아 이상
- 최소 발행자본금 : 25억 루피아

ㅇ 외투법인 투자진출 형태: 외국 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는 투자 주체 및 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공동경영형태, 공동출자했으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단독경영형태, 외국
인이 현지인 참여 없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단독출자 단독경영형태가 있다.

ㅇ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불허하고 반드시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를 강제하는 업종(예 : 건설업,
농업, 원예업, 광업, 발전업, 의료기 유통업 등)이다.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로 현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과 현지인의 기준 및 경영 방식의 차이로 순탄 경영을 기대하기 힘든 현지 실정이다. 증자 및 업종 추가 등 중
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로 현지 법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해 있는 한
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는 극소수이다.

ㅇ 공동출자 단독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에 현지인의 투자는 받으나 현지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인 파트너를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한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지인이 전체 주식을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지인이 최소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총에서 해산, 합병 혹은 통합을 막을 수 있으며, 현지인이 최소 3분지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관 개정을 막을 수 있다. 현지인이 반대하면 상호 개정, 증자, 업종 추가, 소재지 변경 등 정관에 있는 중요 사
항을 개정할 수가 없다. 현지인이 최소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주주인 외국인 주주는 대주주인 현지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총
에 상정되는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도 극소수이다.

ㅇ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 보유를 100% 허용하는 업종에만 가능한 형태이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
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법의 규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로컬 파트너를 두고 실질
적으로는 한국기업이 단독출자해서 로컬파트너의 경영 참여 없이 한국기업이 단독경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로컬 파트너의 간섭을 받지 않
고 외국인이 전력투구 경영에 올인할 수 있는 형태이다. 해외 진출의 필수 요건인 자금, 기술 및 시장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진출이 유리한 현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법상 현지인과 합작을 강제하는 분야에 실질적인 단독출자 단독경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상 적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ㅇ 외자투자 현지법인 인허가 시 필요사항
- 현지법인 상호 사용 사전 승인
- 현지법인 설립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법인 설립 법무부 승인서
- 출자증명서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조건부 사업허가서(소재허가서, 환경허가서, 건축허가서, 준공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 수입원부자재 관세감면 승인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자투자 현지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 투자 분야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외자투자 현지법인 상호사전승인 → 현지법인설립(설립정관서명)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법무부승인서 → 출자증빙서
→ 관보공시 → 사업자등록 → 사업자기본번호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허가서(조건부)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지정서 → 수입자본재 관세감면승인서 → 수입원부자재관세 감면승인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
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발급지시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거주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지사
인도네시아에는 지사의 개념이 투자법인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바, 외국인으로서 영업 활동이 수반되는 지사 형태로 진출할 경우 반드
시 주식회사 형태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이 수반될 경우 상기 법인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 개념으로 설립되는 사무소일
경우 하기 연락 사무소(대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의 종류 및 진출 형태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는 업종에 따라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업종(금융, 항공사 등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회사 대
표사무소활동 허가(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를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수출입/유통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활동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가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 업종의 경우 외국 건설업법인 대표사무소 허가(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가 있다.

2) 연락사무소 활동의 제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사무소(KP/RO) 또는 일반 연락사무소는 일체의 상업적,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시장 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
의 연락 업무만 가능하며, 수주•입찰•계약•수출입 및 유통 등과 같은 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한
다고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을 조사하거나 납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3) 연락사무소의 종류별 개요 및 인허가 준비사항

3-1) 외국 일반회사 대표사무소

통상적으로는 특수 업종(금융 관계사, 건설사, 항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 대표사무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BKPM의 투자조정
위원회에서 인가하는 대표적인 대표사무소(KP)의 형태이며, 최초 3년간의 활동 허가를 발급하며 추후 1년씩 2번의 추가 활동허가를 연장
할 수 있다(총 5년간). 만약 5년 이후 업체의 활동이 변경될 경우 다시 신규 활동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업종 대표사무소는 사무실
주소지가 반드시 주(Provinsi)의 수도(Ibu kota)에 입지해 있어야 하고, 사무실 건물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수익창출 불가능. 즉 Invoice를 발행할 수 없으며 수주• 입찰•계약•수출입유통•제
품 홍보•마케팅 활동 불가함) 단지 시장조사, 정보 수집과 본사와의 연락 업무 정도만 가능하다. 이는 대표사무소가 법인 설립의 전 단계
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은 법인 설립 후 실시하라고 하는 무언의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ㅇ 외국 일반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 준비사항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법원 등록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지방상무국 회사등록증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일반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지방법원등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번호 → 지방상무국 회사등록증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3-2) 외국 무역회사 대표 사무소

한국 본사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할 경우 수출입 에이전트의 개념으로 설립하는 형태이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는 직접 거래 및 물건을 수출입할 수는 없으나, 본사의 에이전트 역할로 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관리 및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체의 상행위, 판매/유통 업무, 입찰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일반 대표사무소와 다른 점은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재 제조사가 현지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시장진출 방식이라고 하겠다.
투자조정위원회(BKPM)에서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이며, 상업지사의 경우 주도(Ibu Kota Provinsi)나 군(Kabupaten)에 설립 가
능하며 본사 이외의 지사를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재 특성상 제품의 전 지역 홍보가 필수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최초 임시승인(2개월)을 받은 후, 추후 다시 1년 허가로 변경해야 한다.

ㅇ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 외국무역회사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벙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업허가서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지방법원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 → 사회보장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허가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노동부 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
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 보고

3-3)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건설 공사, 건설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외국
기업에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이다. 3년마다 해당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US$10,000, 건설 설계 혹은 감수 업체
(Pengawas)의 경우 US$5,000를 3년마다 지사허가비용으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PU)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외국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업체의 대표사무소 인허가와는 달리,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인
과 컨소시엄(Joint Operation)을 하는 조건 하에 공사 입찰참여, 수주 및 시공이 가능하고 Invoice 발행이 가능하다. 즉, 이익 창출이 가능
하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은 건설용역 제공자를 크게 엔지니어링, 시공업, 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반드시 엔지니어링, 시
공, 감리는 서로 다른 사업자가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에 의거,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은 외국 건설 대표사무소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최고 건설업 등급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인과 컨소시엄(J/O: Joint Operation) 구성이 의무화되며 매년 1월 중순까지 이전 해의 대표사무소의 연간활동에 대해 노동
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 수주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과세업자등록증(SPPKP)을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지사장의 개인 납세
등록증(NPWP Pribadi)를 취득해야 한다. 주재원은 지사장, 부지사장으로 한정되며 3명 이상 취업 허가를 받기 어렵지만 프로젝트 수주

이후에는 수 주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엔지니어)에 대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ㅇ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추천서
- 건설협회 가입
- 건설면허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법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도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추천서 → 건설협회 가입 → 건설 면허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
서 → 납세 의무자 등록증 → 지방 법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허가서 → 납
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 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
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 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
서 → 외국인 취업 보고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인도네시아에서의 주식회사는 PT. 라는 표기가 달린 회사며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PT로 등록되어 있다. 주식 회사법은 UU 40 2007에 근
거하며 2016년에는 주식회사 수권자본금액(authorized capital)에 대한 법규가 정부 규제 2016년 제 29호(GR No 29/2016)에 의해
개정됐다. UU 40 2007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내국인이 설립 시 최소 5천만 루피아를 최소 자본금으로 필요했다면, 개정 규정에
따르면 그 금액의 한도를 주식회사 설립자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정부 당국의 주식 회사법 개정의 취지는 영세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의 설립인 주주 수 2명 등 기본적인 사항은 UU 40 2007에 따르고
있다. 다만, 2018년 7월에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 설립 프로세스가 변경됐다.

정부 법 2008년 제 20조(Law No.20 of 2008)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영세, 소기업, 중간 규모의 기업을 수권자본 금액 또는 매출액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ㅇ 영세 기업 기준(Micro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000만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대 3억 루피
아
ㅇ 소기업 기준(Small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000만~5억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대 3억
~25억 루피아
ㅇ 중간 규모 기업 기준(Medium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억~100억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
대 500억 루피아까지

GR No 29/2016에 따르면 영세업자의 납입자본금이 1,250만 루피아를 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루피아 이하일 수 있
고, 이를테면 모든 공동 설립자 간에 동의한다면 수권자본금은 1,500만 루피아가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상기 법에 따르면 납입자본금
은 동의된 수권자본금의 최소 25% 이상 규모여야 하며 이는 합법적인 예치 증명서(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보증금 잔고 증명서)에 의해 입
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정관이 서명된 지 최소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증서는 반드시 정부당국(법무인권부)로 온라인 제출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인도네시아에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PT/Perseroan Terbatas)뿐인 바, 상기 주식회사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인사업자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1명이 소유권을 가지며, 이에 시작하기가 가장 쉬운 형태의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내국
인이라면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인 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이용 가능한 자원과 제한된 생산량, 간단한 기술 생
산 도구를 사용하는 작은 자본 사업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업은 허가 없이 그리고 특정한 절차 없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설립하기에 가장 쉬운 유형이며 그만큼 해산은 또한 매우 쉽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개인사업자는 예를 들면 와룽(Warung,
길거리 음식점), 소규모 외식업, 골목길에 즐비한 노점상, 리어카 행상 등이 해당된다.

기타 회사 유형
ㅇ Persekutuan Perdata
- 법적 근거 : 민법 1618(pasal 1618 KUH Perdata), 2인 이상이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설립한다. 파트너십의 조건은 함께 수행된 활
동에 의해 발생된 상호 이익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회사 설립자 간에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여러 당사자가 발행
한 자본 금액의 분할, 사업 수행 결과 분배(수익)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후, 최초 계약 또는 계약에 따라 여러 당사자로 나뉜다.

ㅇ Firma
- 법적 근거 : 상법 19-35조 (Pasal 16-35 KUH Dagang), 공동명의로 사업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회사 공동 형태의 책임은 회
사에 예치된 자본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제휴사의 모든 개인 자산도 포함한다.

ㅇ CV(Commanditaire Vennontschap)
- 법적 근거 : 상법 19-21조 (Pasal 19-21 KUH Dagang), Firma와 거의 유하사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음이
차이점이다. 사업의 운영자는 개인 책임은 개인의 전 자산까지 투입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정관을 작성해야 되며 법원에 정관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Limited Partnership은 경영에 관여하는 사주(주주)는 무한책임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주(주주)는 유한책임이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YSM &Partners
전화번호

62-21-525-5959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Indonesia
https://www.indonesialawyers.id/
yisngmin@centrin.net.id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투자진출(법인설립, 노무, 인사, 법률상담, 청산, 폐업, OSS, 공단, 방문상담), 한인변호사 외 인도네시아인
현지 변호사 다수, KOTRA 글로벌지역전문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문위원

ㅇ Doowang(두왕컨설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2-21-2941-1042
Graha Surveyor Indonesia Building Suite 1901, Jl.Gatot Subroto Kav.56
http://www.doowang.net/
lsw@doowang.co.id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투자진출(법인설립, 노무, 인사, 법률상담, 청산, 폐업, OSS, 공단, 방문상담), 한인변호사 외 인도네시아인
현지 변호사 다수, KOTRA 글로벌지역전문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문위원

ㅇ Lawfirm Pak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2-21-797-6254
Wisma Korindo 5 th Floor, Jl. M.T. Haryono Kav. 62, Pancoran Jakarta Selatan 12780 Indonesia
ms@paklawfirm.com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재재판, 계약업무 등, 한인변호사 외 인도네시아인 현지 변호사 다수
, 대사관 및 한인회 자문위원, 홈페이지 부재

ㅇ PT LEE&Oh Consulting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2-812-8939-8938
Jl. Gandaria 1, RT.2/RW.3, Mangga Besar, Kec. Taman Sar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http://leeohconsulting.com/about-us/
doh@leenoh.co.id
한국인 회계사
인도네시아 Big 10 회계법인 및 컨설팅 법인과 파트너쉽 체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문위원 이력

ㅇ Price Waterhouse Coopers Indonesia
전화번호
주소

62-21-5289-0449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 6, Jakarta 12940 Indonesia

홈페이지

https://www.pwc.com/id

이메일

taehun.jung@id.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한국인 회계사
한인 회계사 외 현지 회계사 등 다수, 대사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협업 이력 다수

ㅇ 법무법인 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2-815-932-4516
Treasury Tower, 7th Floor Unit F, District 8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http://www.onelawpartners.com/ko/?c=member&s=1&gp=1&ob=idx&gbn=viewok&ix=734
sjlim@onelawpartners.com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재재판, 계약업무 등, 한인변호사

ㅇ KPMG Indonesi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2-21-5799-5493
Wisma GKBI, Jl. Jend. Sudirman No.28, RT.14/RW.1, Bend. Hil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210
https://home.kpmg/id/en/home/services/japanese-korean-business-desk/korean-deskenglish/korean-desk-korean.html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Jaeyoung.Lee@kpmg.co.id
한국인 회계사
KOREA DESK 존재, 회계, 세무 자문 및 감사 등

ㅇ 법무법인 지평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2-21-515-0622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http://www.jipyong.com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indonesia@jipyong.com
한국인 변호사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재재판, 계약업무 등, 한국 변호사

ㅇ PT Yeil Konsultan Indonesia (예일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2-812-9696-3173
UOB Plaza 34th Floor Jl.MH Thamrin Kav. 8-10 Jakarta Pusat
http://www.yeilac.co.kr
djjung@yeil.co.kr
한국인 회계사
인도네시아 회계법인 및 컨설팅 법인과 파트너쉽 체결 (since 2013)

ㅇ SHIN&KIM (법무법인 세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2-877-8392-4470
The Plaza Office Tower 29th Floor, Jl. M. H. Thamrin, Kav.28-30, Jakarta 10350, Indonesia
https://www.shinkim.com/
dholee@shinkim.com
한국인 변호사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계약업무 등, 한국 변호사

ㅇ YOON&YANG (법무법인 화우)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02-6182-8567
Menara Sudirman 9th Fl., Jl. Jend. SudirmanKav. 60, Jakarta 12190, Indonesia
http://www.hwawoo.com/
myhan@hwawoo.com
한국인 변호사
기업법무,법인 청산, 중재, 분쟁해결, 투자컨설팅, 노동법, 계약업무 등, 한국 변호사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투자법인 설립관련 법률 정보는 YSM&Partners,(2020.11 확인)>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회사 정리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해산, 회사 존립 기간 소멸, 흡수합병, 신설합병, 파산선고를 받는 방법 및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정리 방법이
있다. 해당 사항은 “Perseroan Terbatas (PT)”를 규제하는 2007년 법률 40호에서 규제된다.

ㅇ 해산 사유
-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연한 종료
- 법원의 해산 명령서
.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사 해산을 신청한 경우
.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산 신청에 의거
.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이 회사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 파산 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해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가 취소된 경우
- 파산법에 의해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 법규에 의해 해산해야 하는 경우

ㅇ 해산 결정에 따른 업무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해야 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회사기 연대 책임을 진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
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혹은 법원에서 승인해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된다.

ㅇ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 해산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
야 한다.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채권 신고방법 및 신고 기간
- 채권 신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임

ㅇ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판단에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회사에 대해 법원에 파산 선고 청구를 해야 하지만 법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돼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해산 방법

2-1)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이사회, 감사회 및 1인 혹은 다수인 주주로서 합쳐서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회사 해산을 제안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총 발행주식의 3/4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며, 참석 주주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차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일 경우에는 2차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2차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 2/3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ㅇ 청산인 임명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한다.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이후는 영
업활동을 금하며 청산절차만 밟아야 한다.

ㅇ 청산 보고 및 통보 절차

청산인은 청산 후 청산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승인하는 순간 회사는 법인 자격을 상실하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일간지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청산인은 청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을 통보하고, 채권 등록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산을 통보해야 한다. 청산인이
신문 및 관보에 공시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청산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 청산인의 계산에 의
하면 회사의 채무액이 회사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법원에 파산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규에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전체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등록 노력을 했으나, 청산인이 채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록을 거부당한 채권자는 60일 이내
에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2) 회사 존립기간 소멸로 인한 해산

해산 및 청산절차가 상술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과 유사하다.

2-3)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인한 해산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청원에 의거 지방법원은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검찰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해 검찰은 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 세무서에 제출한 휴업보고서에 근거 3년간 휴업을 했거나, 대부분 주주의 소재가 불명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양 대주
주 간에 보유 비율이 50:50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회사 자산의 감소로 더 이상 정상 경영이 불가한 경우에, 주
주, 이사회 혹은 감사회의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ㅇ 법원의 해산 명령에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은 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후는 상술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과 유사하다.

2-4) 파산 선고로 인한 해산

ㅇ 파산 선고 청구 자격이 있는 자
- 채권자
-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한 경우, 채무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돈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된 채무 해결에 비협조적 혹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경우, 검찰의 판단에 공익을 해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 채무자가 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 및 보증기관인 경우에는 증권시장 감독원
-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 업종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파산 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그중 한 채무가 만기가 돼 있어야 한다. 체불 임금, 체납 세금, 연체 차입금, 연체
임차료, 미불 외상 매입금, 미불 용역비, 미불 공사비 등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며 만기가 된 채무는 모두 해당된다.

ㅇ 파산 재판 소요기간
- 상업법원: 최장 60일 이내

- 대법원: 최장 60일 이내

ㅇ 파산 선고에 따른 효과
- 파산 선고 즉시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 소송권도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며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파산관재인으로 바뀐다.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동결된다.
- 이미 설정돼 있는 담보권은 파산 선고일로부터 최장 90일간 담보권 집행이 중지된다. 집행 중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담보권 보
유자는 담보권을 집행해야 한다.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파산 재산이 파산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거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 재산이
지불불능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재인이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2-5)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해산

은행 혹은 보험회사처럼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는 해산해야 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 = 14,074.28루피아(2020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환율)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35.9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90.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78

ㅇ 대졸 사무직 월평균 임금
- 직급별 평균 임금
· 신입 : 최저임금(주별로 최저임금 다름)
· Assistant Manager : 5,000,000 ~ 8,000,000루피아
· Head of Division : 10,000,000 ~ 18,000,000루피아
· General Manager : 20,000,000 ~ 30,000,000루피아
· Executive / Director : 50,000,000 ~ 150,000,000루피아
ㅇ 최저임금: 상기 최저임금(월급)을 근로 기본시간 40시간으로 나눈 수이며, 일반적으로 최저 시급의 개념이
없어 최저 월급 개념으로 산정해야 함

비고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준수를 강조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단체협
약을 통해 결정될 수 없고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에 합의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현
물 급여와 현금 급여로 나뉘나 현물 급여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급여 지급 형태는 월급, 일급, 주급 등이
있으며 도시와 인근 지역 대기업은 월급제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이나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단순 노동에는 주
급을 적용한다.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은 전체의 75% 이상이 돼야 한다. 주별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자카르타의 경우, 2016년
310만 루피아였던 최저임금이 2017년에 335만 루피아로 8% 인상됐다. 이어 2018년에도 365만 루피아로
전년 대비 8.71% 인상했다. 2019년에도 8.03% 인상한 394만 루피아가 되어 3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고공행
진하면서 경영자 협회 등 고용주, 사업자의 반발이 있었다. 2020년도 마찬가지로 임금인상률이 8.51%로 월 최
저임금이 427만 루피아로 책정됐다. 4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8.38%의 평균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진출 기업
입장에서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전 자본(working capital)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출처: 2019년 10월, 노
동부 장관의 회람서)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노동부 장관이 각 주지사들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청 서한을 보냈고,
자카르타를 비롯한 몇몇 지역은 최저임금을 동결하였으나 몇몇 지역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인상폭은 주별
로 다르지만 최소 0.75%~3.8%이다.
<자료원 : 인도네시아 노동부, 각지자체 및 기업, BCA,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고용 계약의 형태

1-1) 무기한부 고용(정규직: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노동자가 법적 정년인 만 57세에 이를 때까지 유효한 고용 계약으로 일단 고용하고 나면 사용자 필요에 의해 해고하는 것이 어려우며, 해
고 시 많은 부담이 요구된다. 무기한부 계약 노동자는 처음 3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이 되며, 수습기간 동안에는 관련 기관
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1-2) 기한부 고용계약(계약직: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2003년 노동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계약 형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계약이 종결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기한부 고용을 엄
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에서는 기한부 고용계약 노동자 고용이 불가능하다. 기한부 고
용계약은 최장 2년까지이며, 1회에 한해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부 고용계약의 갱신은 최초 고용 기간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할 것이며, 연장을 위한 갱신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최장 2년까지 허용된다. 무기한부 고용과 달리
3개월 수습 기간 설정을 금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노사 한편에서 적법한 이유 없이 노동관계를 종결시킬 경우, 노동관계를 종결시
킨 측에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임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노동법에 따라 기한부 고용계약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장은 아래와 같다.

- 한 차례 행한 후 완결될 수 있거나 그 성격이 잠정적인 작업
-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추산되는 작업
- 계절적 성격을 띠는 작업
- 신상품, 새로운 활동, 앞으로의 지속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제품 생산과 관련한 작업

2020년 11월 공포된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에 따라, 위의 고용 가능 업무 분야에 더해 '업무의 종류, 성격 또는
활동이 영구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는 업무'도 추가하여 분야를 확대하였다(근로기준법 제 59조 제 1항). 더해서 기한부 근로자의 계약
기간, 연장 시 연장 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그 계약기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행정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59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9조를 구체화하는 행정부령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어느정도 기간으로 고
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령상의 공백기가 예상된다.

1-3) 일용직(pekerja harian lepas)

출근 상황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 형태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일을 수행할 경우 고용이 가능하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계약직과 같
이 일상적, 연속적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며, 일용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매월 2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하
며 퇴직금도 지불해야 한다.

ㅇ 일용직 임금은 최저임금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일급은 아래와 같이 산출
- 1주당 6일간 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을 25로 나눔
- 1주당 5일간 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을 21로 나눔

ㅇ 일용직이 고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출근에 따라 시간 및 업무량, 임금 등에서 변화가 있는 특정 작업
- 3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에 실시되는 작업
-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1개월에 20일을 넘기지 않는 작업

※ 참고 : DECREE OF THE MINISTER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노동 및 전송 장관령)에 의거한 내용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4) 아웃소싱(pekerja/buruh dari perusahaan penyedia jasapekerja/buruh)

사용자는 작업 중 일부를 타 회사 혹은 용역서비스 제공회사에 아웃소싱할 수 있으며, 용역의 대상이 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
족해야 한다. 아웃소싱은 인도네시아 노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노조연합에서 인권문제와 결부시켜
아웃소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데모 등의 강경 대응을 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 회사의 주요 업무와 분리돼 행해지는 작업
-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혹은 직접적 지시 없이 행해지는 작업

- 전체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좌하는 작업
- 직접적으로 생산 과정에 연관되지 않는 작업(환경미화, 캐터링서비스, 안전경비, 석유.광업 관련 지원서비스, 및 교통수단 관리지원)

2) 근로 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해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근로조건에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을 명시하며, 만일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이 아닌 일반적이 종신 고용으로 취급
된다.
- 직업 훈련 : 작업소질의 증진, 개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별도 장관령으로 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작업장/근무장소 : 작업장의 변경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작업장의 변경이 명시돼 있지 않고 작업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
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 해고 : 해고에 대한 명확한 협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다.
- 연가, 휴가 : 연가에 대한 규정, 생리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 병가 사용조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다.

이 외의 퇴직연금보험, 작업장 안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근로시간
인도네시아는 각종 법률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3년 3월에 공포된 신노동법을
근간으로 노동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으로도 당시의 기본적인 노동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인도네시
아 노동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기본 사항

- 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당 40시간(주 5일 근무제 혹은 주 6일 근무제)
· 주 6일 근로 시 하루 7시간(5일간 7시간,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 시 하루 8시간
- 유해위험 작업시간 :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 8년째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 기본근로시간 외, 첫 시간 1.5배, 두 번째 시간 2배

2) 인도네시아 초과근로 규정

-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함
- 하루 최대 3시간, 한 주 최대 14시간까지 허용
- 초과근로임금 지급(초과 첫 시간 150%, 이후부터 200%)
- 휴식시간 : 4시간 근로 후 최소 30분 휴식(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020년 11월 공포된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을 보면, 기존 근로 시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
는 행정부령의 규정으로 기존과 달리 적용 가능하도록 예외를 신설하였다(근로기준법 제 77조). 더해서, 근로 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
계약서, 사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특
정 업종에 대해서는 장관 결정사항으로 예외를 정하도록 하였다. 더해서 '5일 근로의 경우 1주일에 2일을 휴무일' 규정도 삭제되었다(근
로기준법 제 79조 2항).

휴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파업 기간 중의 임금이나 무단결근에 대
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2003년
3월에 공포된 신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휴가제도이며 현재까지 유효하다.

유급 휴식시간 및 휴가 : 연차휴가 실시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 사규 및 단체협약서에 정하며 장기휴가 실시는 특정 회사 관련 근로자에 한
해 적용된다.

1) 휴가 기본사항

- 근무시간 사이의 휴식은 연속 4시간 근무 시 30분간 휴식하며 동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주간 휴무는 6일 근로 시 1주 1일, 5일 근로 시 1주 2일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연속으로 12개월간 근무 시 최소 12일간의 휴가 부여
- 장기휴가는 연속적으로 6년간 동일 회사에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최소 2개월간 휴가를 부여하는데 근속 7년 차, 8년 차에 각각 1개월
씩 부여하며 해당 근로자는 장기휴가 실시 2년간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후 6년 주기로 장기휴가 적용(8년 차 이후 근속 기간이 새
로 계산됨)
- 2020년 공포된 옴니버스법을 보면, 장기 휴가 관련하여 법정 장기 휴가를 폐지하였다. 다만, 특정 회사가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
의 규정에 따라 장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근로기준법 제 79조 제 5항).

2) 여성 및 모성 보호 휴가

-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 중 생리통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했을 시 생리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면제됨
-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출산 전 1.5개월, 출산 후 1.5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한을 가짐
- 유산한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1.5개월의 휴가를 받을 권한을 가짐
- 작업시간 중 자녀에게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당한 수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3) 질병 휴가

ㅇ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4) 특별휴가

ㅇ 근로자 본인 결혼, 자녀 결혼식, 자녀 할례식, 자녀 세례식, 배우자 출산 또는 유산, 배우자/자녀/며느리/사위/부모/처부모/동거 가족
구성원 사망으로 인한 특별휴가 사용 가능
- 근로자 결혼 3일
- 자녀 결혼 2일

- 자녀 할례 2일
- 자녀 세례 2일
- 배우자 출산 또는 유산 2일
- 배우자, 부모/처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사망 시 2일
- 동거 가족구성원 사망 1일
ㅇ 근로자가 국가 의무 수행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특별휴가 사용 가능
ㅇ 근로자가 종교에서 명하는 종교활동 수행을 위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특별휴가 사용 가능
ㅇ 근로자는 계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본인의 실수나 회피 가능한 장애로 인해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특별휴가 사용
가능
ㅇ 근로자가 휴가권을 실시할 경우 특별휴가 사용 가능
ㅇ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하에 조합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별휴가 사용 가능
ㅇ 근로자가 회사에서 시행하는 교육 임무를 수행할 경우 특별휴가 사용 가능

해고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 순차적 발급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
다. 고용 해지는 형사법상 범죄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
다.

ㅇ 해고 절차 준수 원칙: 노•사•정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노사 간
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해고 허가를 신청하여, 산업관
계 분쟁해결 기구의 결정문이 떨어지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

ㅇ 해고 금지 사유
- 질병으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12개월 미만 계속 결근한 사유
- 법규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수행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유
- 종교상의 의무인 예배를 드린 사유
- 근로자 혼인 사유
-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유산 혹은 수유를 한 사유
- 근로자가 회사 내 다른 근로자와 혈연 혹은 혼인연을 가진 사유, 그러나,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 계약서에 약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노조 설립, 노조에 가입, 노조 간부 보직, 사용자와 합의하에 혹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중
혹은 근무시간 외에 노조 활동을 한 사유
- 사용자의 형사범죄 행위를 고발한 사유
- 사상, 종교, 정치성향, 부족, 피부색, 출신, 성별, 신체조건 혹은 혼인신분의 상이 사유
- 병원진단서에 의거, 산업재해로 인한 완치 시기가 불명한 영구 불구 혹은 질병 사유

ㅇ 허가 없이 해고가 가능한 사유
- 견습 기간 중인 근로자
- 사용자의 압력 없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 종료 시
-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 근로 계약서 혹은 관계법규에 의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 수당의 4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또한 사안별로 퇴직금의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매우 복
잡하다. 고용관계 종결 관련 지불 보상금 규정에 의하면, 해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해고수당) 및 근속수당, 보상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No.13/2003)에 따른 보상금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해고 보상금(Uang Pesangon)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급여
- 근속 1년~2년 미만: 2개월 급여
- 근속 2년~3년 미만: 3개월 급여
- 근속 3년~4년 미만: 4개월 급여
- 근속 4년~5년 미만: 5개월 급여
- 근속 5년~6년 미만: 6개월 급여
- 근속 6년~7년 미만: 7개월 급여
- 근속 7년~8년 미만: 8개월 급여
- 근속 8년 이상: 9개월 급여

ㅇ 근속 보상금(Uang Penghargaan Masa Kerja)
- 근속 3년~6년 미만: 2개월 급여
- 근속 6년~9년 미만: 3개월 급여
- 근속 9년~12년 미만: 4개월 급여
- 근속 12년~15년 미만: 5개월 급여
- 근속 15년~18년 미만: 6개월 급여
- 근속 18년~21년 미만: 7개월 급여
- 근속 21년~24년 미만: 8개월 급여
- 근속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ㅇ 손해 보상금(Uang Ganti Rugi)
- 미사용 월차휴가 보상
- 미사용 장기근속휴가 보상(장기근속휴가 적용회사 경우)
-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채용지까지 귀향 여비
- 해고보상금(1항) 및 규정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2항) 합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비 보상
- 지방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ㅇ 자진 퇴사 보상금 (Uang Pisah):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
- 금액의 크기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근속보상금과 손해보상금을 지급함.

ㅇ 퇴직보상금 지급 시 기준 임금
- 무기한부 고용계약일 경우 본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
- 일당으로 임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일당의 30배
- 도급 또는 커미션 형태로 지급 시 최근 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됨.

ㅇ 정년퇴직 시 퇴직금
- 연금 보험료 부담 여부, 기납부 보험료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함.
-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을 두 배로 지급함. 장기 근속금과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함.
-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그 분담금이 퇴직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퇴직금과 근속수당 지급할 필요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됨.
-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그 분담금이 퇴직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함.

2020년 11월 공포된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을 보면, 근로관계 해지 또는 종료에 따른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대체보상금 지급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대체보상금 항목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고보상금 및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
는 주택 및 의료 지원비'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근로관계 해지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대체보상금의 규모는 일부 감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 156조). 해서, 자진 퇴사하는 근로자가 고용자에게 대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옴니버스
법 제 81조). 마지막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고용 계약 해지를 규정한 기존 근로기준법 제 164조, 165조, 166조가 모두 삭제되었다.

기타
1) 인도네시아 노동 인력 특성

ㅇ 저임금은 편안함, 고임금은 고연봉이 좋은 직장의 기준

봉제 노동자 월 근로소득 300만 루피아를 기준으로 저임금자 계층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봉제/피혁 등 공장 노동자(월 평균소득 300만
~400만 루피아), 기사(월 평균소득 300만~500만 루피아), 가사/육아도우미(월 평균소득 200만~400만 루피아)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
은 편안한 근무환경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스트레스가 적은 근무환경을 선호하며, 전반적으로 멀티태스킹에 취약하
므로 업무를 가볍게 주고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임금자 계층은 주로 귀화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자녀들로, 이들은 교육부터 외국 유학 등으로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이 적고 서양식
비즈니스 스타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주 종교는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비이슬람이 대부분이며 중급 수
준의 영어를 구사해 외국인 투자회사에서는 1순위 스카우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대부
분으로, 고연봉이 이직의 원인은 되나 근속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 안에서의 지속적인 성취감, 승진 등의 근속 요인을 제공하
지 않으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자리를 찾아 쉽게 이직하는 특징이 있다.

ㅇ 연차 휴가에 포함되지 않는 병가와 다양한 무슬림 행사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아프면 결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도네시아
노동법과 결부돼 종종 악용되기도 한다. 질병으로 인해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회사에서 병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근로환경으로 인해, 생산직의 경우 잦은 병가가 생산성에 치명적 복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말 특근 등을 선호하지 않으며, 가족사로 인한 결근, 조퇴 등이 일반적이다. 직계가족 행사가 아닌 경우
도 가족행사로 인정, 반차 등의 공식 휴가로 처리되지 않으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병가가 연차
휴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근로자 권리가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외국인 고용주가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피소를 당하는 경
우도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전체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문화가 일상생활 곳곳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 예가
30일간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과, 라마단 이후의 무슬림 최대명절인 르바란으로 동 기간에는 바이어 미팅, 관계자 미팅이 불가피한 경우
오전에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하며 가급적 중대한 미팅, 계약 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제조 인력에 적합하다는 인식과 반비례하는 근속연수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 고려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강점은 유순한 성격, 경쟁대상 아시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임금, 단순
반복 작업에 강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지자체 결정도 번복시킬 수 있는 막강한 노동조합, 외국인 투자자에 부과되는 과도한 숨은 비용을
들 수 있다. 업무 매뉴얼 등 시스템을 정립해 숙련기를 거쳐도 반복적인 지시와 감독, 지속적인 교육과 상기가 필요한 인도네시아 근로자
는 단순 반복 작업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쉽게 수용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며 상명하달식 관계를 싫어한다. 고용주라도 일방
적 지시와 복종을 요구할 경우, 고의성 입증이 불가능한 '부주의성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고용주의 법률 위반 사례 신고 등으로 보복하기

도 하니 주의를 요한다.

2) 노동 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 조정위원회(P4D)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 위원회(P4P)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만일 해고 신청이 부결됐을 경우는 인력부
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 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돼 있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ㅇ 인도네시아 원어 : Jaminan Kesehatan

ㅇ 관할 기관: 건강보장보험기구(BPJS Kesehatan)

ㅇ 보험료율: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주 4% 부담, 종업원 부담은 1%로 총 5%의 요율임
- 상기 보험의 경우 급여의 상한선까지만 적용되며, 이 상한선은 매년 변경되어 해당 정부기관에서 고지됨
- 2020년의 적용 상한선은 12,000,000 루피아
- 2020년의 적용 최저한도는 근로자는 월급이 (district / city / provincial minimum wage) 지역/도시/지방 최저 임금임
- 3등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기여분은 1인당 월 25,500 루피아
- 2등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기여분은 1인당 월 100,000 루피아
- 1등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기여분은 1인당 월 150,000 루피아

ㅇ 건강보험 기본 정보
- 사회보장청(BPJS)의 법률(UU No. 24 Tahun 201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에 가입해야 함

ㅇ 대상자 : 종업원 본인, 배우자, 자녀 3명까지(21세 이하, 미혼, 미취업)
- 저소득층을 포함한 정부지원을 받는 국민
- 공무원, 군인, 경찰과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
- 프리랜서,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자영업자 등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 투자자, 고용인, 연금 수급자, 참전용사 등 비근로자와 그 가족들

ㅇ 본인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이용 가능(긴급치료로 지정 병원 외에 기타기관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자체 지불할 수 있음)

고용보험
별도의 고용보험 카테고리는 없으며,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BPJS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UU No 13 Tahun 2003)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는 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이 포함되었으나 2014년 이후 변경된 신 사회보장세법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근로보장보험기
구(BPJS Ketenagakerjaan)와 건강보장보험기구(BPJS Kesehatan), 총 2개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근로보장보험기구의 경우 기존
의 Jamsostek에서 관할하던 보험에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을 추가해 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연금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 건강보장보험기구(BPJS Kesehatan)는 건강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최소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 또는 1개월에 최저 100만 루피아의 임금을 지불하는 모든 조직 혹은 기관은 고용
노동자를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최장 6개월 혹은 5,0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허
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도급직의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산재 및 사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의무가입으로 전환됐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춘 후 근로자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
회보장제도(BPJS) 가입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어 인도네시아의 모든 법인은 현지근로자, 외국인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자)를 사회보장
제도(BPJS)에 가입시킬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인도네시아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국의 근로자 보호 기준을 강화해나감에 따라 인도네시아
에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
지 및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UU no.13 Tahun 2003)에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 근로 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 https://www.bpjsketenagakerjaan.go.id/
- 건강보장보험기구(BPJS Kesehatan) : https://bpjs-kesehatan.go.id/bpjs/

산재보험
ㅇ 인도네시아 원어 : Jaminan Kecelakaan

ㅇ 관할 기관 : 근로 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구 Jamsostek)

ㅇ 보험료율 : 산재보험(JKK)*의 경우 하기 요율을 따름
- 산재보험의 업종별 요율
· 제1 업종(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 제2 업종(악기 제조업체 등) : 급여의 0.54%
· 제3 업종(삼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 제4 업종(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제5 업종(건설업체 등) : 급여의 1.74%

ㅇ 산업재해 시 교통비, 급여보상금, 치료비, 장애보상금, 기능저하 보상금, 사망보상금, 재활치료비 지급
- 보험 클레임 기간: 재해 발생 후 최대 2년 (2년 지나면, 클레임 신청 불가)
- 재해 발생 시 2일 안에 BPJS에 신고해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됨

국민연금
ㅇ 인도네시아 원어 : Jaminan Pensiun

ㅇ 관할 기관 : 근로 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구 Jamsostek)

ㅇ 보험료율 : 연금 보험의 경우, 고용주 2% 부담, 종업원은 총 1% 부담으로 총 요율이 3%임
- 상기 보험의 경우 급여의 상한선까지만 적용되며, 이 상한선은 매년 변경되어 해당 정부기관에서 고지됨
-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2020년 상한선은 8,939,700 루피아임
ㅇ 연금보험 기본 내용
- 연금은 가입 후 적어도 15년 동안 납입 후 퇴직 시, 56세 퇴직/사망/장애 시, 그리고 해외 이주/공무원/군인/경찰이 되는 경우 지급됨
- 연금 종류
· 퇴직연금 : 정년도래 및 취소 180개월 납부
· 장애연금 : 전신 장애

· 자녀연금 : 본인 사망 및 배우자 부재 시, 자녀가 23세가 될 때까지 매월 납부
· 배우자연금 : 본인 사망 시 배우자가 매월 수령
· 부모연금 : 본인 사망 및 배우자•자녀 부재 시 부모가 수령 가능
- 정년(연금 수령 연령)은 점차 상향조정: 2018년 말까지 56세, 2019년 1월부터 : 57세, 이후 3년마다 1년씩 65세에 달할 때까지 상
향 예정

사망보험
ㅇ 인도네시아 원어 : Jaminan Kematian

ㅇ 관할 기관 : 근로 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구 Jamsostek)

ㅇ 보험료율: 사망보험의 요율은 고용주 0.3% 종업원 0%로 총 0.3%의 요율임
- 상기 보험의 경우 급여의 상한선까지만 적용되며, 이 상한선은 매년 변경되어 해당 정부기관에서 고지됨

ㅇ 사망보험 부보 범위
- 사망보상 일시금, 장례비, 정기보상금(24월) 지급
. Santunan Kematian/사망보상금 : 20.000.000루피아. Biaya Pemakaman/장례비 : 10.000.000루피아. Santunan Berkala/정기보상금 : 월 500.000루피아. 자녀 1명의 최단 5년치 교육비 : 12.000.000루피아- 근로자 사망 시, 근로자 가족 측에서 BPJS에 사망보상금 신청 가능

노후보험
ㅇ 인도네시아 원어 : Jaminan Hari Tua

ㅇ 관할 기관 : 근로 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구 Jamsostek)

ㅇ 보험료율: 사망보험의 요율은 고용주 3.7% 종업원 2%로 총 5.7%의 요율임

ㅇ 노후보험 기본 내용
- 나이 56세 될 시, 사망 시, 전신 상해를 입을 시, 중도 퇴직 또는 해고 시 약 1개월 후 노후보험 일시불 지급
- 56세가 되지 않았으나 입사 기간 10년 이상이 된 근로자에 한해 주택구입용 또는 퇴직 비용 적립액 등으로 일부의 적립액을 수령 가
능
- 2019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퇴직대상 연령이 57세로 변경될 예정임. 인도네시아 사회보증금 BPJS 제도

실업급여
2020년 제 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

ㅇ 사회보장시스템법상 실업보험 신설
- 기존 사회보장시스템법(UU 40/2004)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5가지에 더해서 '실업보험'을
신규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추가하였다(옴니버스법 제 82조).
- 실업보험의 급여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해지 당한 근로자이고,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행정부령으로 마련하도록 위
임되어 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1) Tax rates(적용세율)

단일세율 25%가 적용되며 총 발행주식의 최저 40%를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해 적용한다.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업은 매출액의 0.5%를 최종 분리 과세로 적용한다.

2) Tax residence(세법상 거주자)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인정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고정사업
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납세자와 동일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3) Tax payments(납세방법)

거주자인 납세자 및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은 직접 납부, 제3자 원천징수 또는 두 가지 혼합의 방법으로 조세 채무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소득을 지불하는 인도네시아 상대방을 통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인도네
시아가 원천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거주자인 납세자 및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선납으로서 월 선납법인세 (PPh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월 선납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연도 법인세신고 (Corporate Income
Tax Return, ‘CITR’)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규 납세자, 금융리스회사, 은행, 정부소유기업, 상장회사 및 정기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 등은 특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특정소득에 대한 제3자의 원천징수 (PPh 23) 및 특정거래에 대한 선납법인세(PPh 22, 수입법인세) 또한 당해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
한 선납으로 기납부세액을 구성한다. 연간 선납한 법인세 총액 (PPh 22, 23 및 25)과 해외납부세액 (PPh 24)의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
액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 이전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이러한 납부의무는 PPh 29에 따른다. 거주자인 납세의무자 및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정소득은 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된다. 최종 분리과세 (PPh 4(2))란, 제3자에 의한
원천징수로 해당 특정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귀속되는 인도
네시아 원천의 소득은 인도네시아 내의 거래 상대방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PPh 26).

4) Business profits(세무상 사업이익=과세소득)

세무상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몇 가지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해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확보, 회수 및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된 비용이 즉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s)의 소득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간주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CFC는 인도네시아 납세자

가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이 상호 간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CFC 소득의 범위는 인도네
시아 납세자의 CFC가 50% 이상을 소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CFCs가 상호 간 소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
한 소득 및 다수의 CFCs가 상호 간 보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를 모두 포
함)

CFC규정 적용을 위한 소유권의 기준은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 기준 또는 의결권
을 포함한 자본금 기준을 적용한다. CFC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에 한하여 동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이 예외된다.

6) Capital allowances (고정자산)

ㅇ Depreciation (감가상각)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취득 월부터 다음의 유형별로 감가상각하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유형별 해
당 자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Category 1~50% (정률법) or 25% (정액법) 내용연수 4년: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가구 및 목재 비품, 사무실 비품, 오토바이, 특
수 산업서비스용 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임·어업용 수작업공구, 음식료 산업용 경량기계, 공공운송업용 차량,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
정박 장비 렌탈용 기구비품,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
· Category 2~25% (정률법) or 12.5% (정액법) 내용연수 8년: 금속 가구 및 기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 보트, 컨테이
너류, 농임어업용식료품용 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 도구, 운송창고용 중장비, 통신공구,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정박 장비 렌
탈용 기구비품, 휴대전화서비스용 공구.
· Category 3~12.5% (정률법) or 6.25% (정액법) 내용연수 16년: 일반 광산업용 기계 (석유가스 제외), 봉제목재화학공장기계제작
사업용 기계, 운송통신용 중장비, 부두설비 및 선박,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 Category 4~10% (정률법) or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 건설용 중장비 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 선박, 부두.
· Building category –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인 상설 건물 또는 10% (정액법) 내용연수 10년인 비상설 건물. 토지건물 취득세
(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를 취득원가에 포함.

- 상기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보다 구체적인 자산의 내역은 재무부 장관령(MoF regulation No. 96/PMK.03/2009)에 규정되어 있
으며, 오일가스산업 자산의 세부 자산별 감가상각률 역시 재무부 장관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산업(예를 들어, 조림, 플랜테
이션 및 목축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ㅇ Amortisation (상각):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사용권 등의 기한 연장비용과 영업권 포함
)에는 다음 상각 방법이 적용된다.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기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카테고리 1, 2, 3, 4 로 구분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 : Category
1: 4 년/Category 2: 8 년/Category 3: 16 년/Category 4: 20 년
. 내용연수에 가장 근접한 적절한 카테고리로 구분한다(예 : 내용연수가 6년인 무형자산은 Category 1 또는 Category 2를 적용, 내용
연수가 5년인 무형자산은 Category 1을 적용).
- 법인설립비용과 법인증자와 관련된 비용은 당해연도에 즉시 비용처리하거나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 Category 1: 50% 정률법; 25% 정액법
. Category 2: 25% 정률법; 12.5% 정액법
. Category 3: 12.5% 정률법; 6.25% 정액법
. Category 4: 10% 정률법; 5% 정액법
-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 취득 비용은 생산량비례법 (Production-unit method)으로 상각한다.
-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광업권 (mining rights), 조림권 (forest concessions)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권 (other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natural products)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나 연간 상각비가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상업활동개시 이전의 비용으로 경제적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기의 법인설립비용과 법인증자와
관련된 비용은 당해연도에 즉시 비용처리하거나 정액법 또는 정률법 기준에 따라 상각한다.

7) Assets arising from Tax Amnesty program (조세사면제도로 인한 신규자산)

인도네시아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세사면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동 조세사면제도로 인하여 신규로
등록된 자산은 세무 목적상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할 수 없다. 동 자산의 취득원가는 조세사면제도 신청서에 신고한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
로 한다.

8) Asset transfers (자산이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회사 자산의 매각의 경우 매각대가와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차손익이 발생한다. 양도차익은 당연 과세대
상이나 양도차손은 자산이 사업목적(예를 들어, 과세소득을 획득, 회수 및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
다.

9) Revalu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재평가)

루피아 장부기장을 하는 회사와 고정사업장은 국세청장 (Director General of Tax, ‘DGT’)의 승인을 얻어 비유동 유형자산에 대한 세무
상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5년마다 가능하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사업 관련자산(토지는 제외 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산재평가 신청 전에 모든 납세의무가 완료되어야 한다.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
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한다. 국세청장은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고 판단되면 해당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승인 후 감가상각은 새로운 세무상 자산가치(승인된 가치)를 기준으로 신규자산 취득과 동일하게(잔존내용연수가 아닌 전체 내
용연수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가 자산의 기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재평가차액)은 10%의 세율로 최종 분
리과세 되며 납세자가 재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하에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재평가 후 카테고리 1,2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은 적어도 각각의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까지는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한다. 토지, 건물 및 카테고리 3,4에 해당되
는 고정자산은 재평가일로부터 최소한 10년 동안은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처분양도 시에는 최초 재평가차액
에 추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분리과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부의 의사나 정책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자산의 이전
- 비과세 합병, 결합 또는 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
- 회복할 수 없는 손상에 의한 고정자산의 폐기

10) Disallowed deductions(손금불산입 비용)

다음과 같은 비용은 세무상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BIKs: Benefit-in-kind)(예: 사택, 회사제공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의 50% 등)
· 다만, 회사가 사업장에서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대(케이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혜택(방호복 및 작업복, 통근교통
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장소 제공, 특정의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현물지급 비용,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의 취득 및 유지비용
의 50%)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 가능
- 주주, 사용자 등의 사적 용도의 지출 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선물 및 기부. 단, 특정 종교 기부금, 구호금, 특정 기부금은 예외로 함
- 각종 준비금(적립금)(예: 은행과 특정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Lembaga Penjamin

Simpanan/LPS)의 예탁보증 준비금, 광업회사의 복구충당금, 산림협회 산림준비금,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의 사업장 유지 및 폐쇄 준비금
등)
- 소득세 납부액
- 조세 패널티(지연 이자와 벌과금 등)
- 이익 배당금
- 생명, 건강 및 사고보험의 회사 부담분과 재무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연금펀드(pension fund)의 회사부담분. 단 해당 금액이 종
업원의 과세 대상 급여로 포함할 경우에는 손금 산입 가능
- 최종 분리과세 되는 소득과 관련된 이자 비용(예: 정기예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 이자)
- 비과세 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예: 주식매입을 위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식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파트너십이나 협회 등에서 출자에 대해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급여나 보상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11) Debt to Equity Ratio (부채/자본 비율)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4:1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비율을 초과하는 부채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산업 및
납세의무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12) Losses (결손금)

결손금의 이월 기한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 단, 별도로 정한 특정 사업 및 특정 지역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 기한은 최고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월 결손의 소급적용은 허용치 않으며, 세금 병합 납부도 유효하지 않다.

13) Profit distributions (이익 배당)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아래와 같다.

ㅇ 배당 수익자가 거주자인 경우
- 인도네시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PT), 협동조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인도
네시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가 면제
· 배당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것일 것
· 배당을 수취하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지분의 최소 25% 이상을 보유할 것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취한 배당은 회사의 다른 소득과 함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배당은 PPh 23 규정에 따
라 15%의 원천세가 적용되며,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을 구성함
- 개인 거주자가 수취하는 배당금은 최대 1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됨

ㅇ 배당 수익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2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조세협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14) Deemed profit margins(인정이윤과세)

아래의 특정 사업은 세무당국에서 정한 인정과세 표준율을 적용해야 한다.

- 국내 해운업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4%, 적용세율 : 1.2%
- 국내 항공업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6%, 적용세율 : 1.8%

- 외국 해운 및 항공업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6%, 적용세율 : 2.64%*
- 외국 석유. 가스 시추업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15%, 적용세율: 3.75%**
- 무역부 산하 특정 대표사무소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수출액의 1%, 적용세율 0.25%**
· 주1: *유효 법인세율(EITR)은 과거 법인세율 30%를 적용해 계산됨
· 주2: **유효 법인세율은 현행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계산됨. 단, 지점이윤세율(Branch Profit Tax, BPT)은 조세협약에 따라 경감
될 수 있음

15)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특정산업과 영업)

인도네시아에서는 특정 계약에 기초한 컨세션이 가능하다.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PSCs), Contract of Works (CoWs) 및 광
업라이센스(Izin Usaha Pertambangan/IUP)가 이에 해당한다. Upstream 석유가스 산업은 PCSs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
PSCs는 효과적인 법인세 계산을 목적으로 원가보상(Cost Recovery)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 또는 보다 일
반적인 법인세 규정을 가까운 “총괄분할(Gross Split)”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정 금속광물 및 석탄 회사는 CoW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
하여야한다. 상기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공제 가능 비용 및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에 있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 CoW계약은 2009년 신광업법하에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최근의 광업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IUP concession에 따른다. 신광업
법은 일반적인 조세법률과 규정이 광업 프로젝트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석탄 IUPs에 대하여 일부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16) 이전가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정상가격 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특수관계자란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 이상 보유한 경우, 2개 이상의 동일한 피투자회사에 각각 25% 이상의 지
분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 간의 관계 및 해당 피투자회사들 간의 관계
- 직간접적으로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통제하에 있는 경우
-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배우자, 친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약 관련 기업이 상기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정상가격에 기초해 관계회사 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공제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세 기본법(KUP/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에 따르면, 납세자는 특
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가격에 기초한 것임을 증명하는 이전가격 문서(TP documentation)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가격문서
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중점조사 대상이므로 빈번하게 요청될 수 있다.

재무부는 2016년 12월 30일 자로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신규 규정(PMK-213)을 발표했으며, 동 규정하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
세의무자는 Master File(통합기업 보고서). Local File(개별기업 보고서) 및 Country-by-Country Report(CbCR,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해야 한다. Master file과 Local file은 DGT가 요청하는 시점에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Master file과 Local file의 요약문서는 해당 과
세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첨부돼야 한다. CbCR문서의 통지서와 CbCR문서는 과세연도 종료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돼야
한다.

납세자는 법인 소득세 확정신고(CITR) 시 구체적인 이전가격문서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 및 금액
-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해당 방법을 선정한 근거
- 회사가 이전가격문서 구비 여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불복은 이의제기와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관련 조세 협약상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s) 조항에 따라 이중과세 경감을 요청할 수 있다. 납세

자는 상호합의와 국내 불복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진행중인 상호합의는 조세법원의 판결이 발표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중단된다.

세법에서는 국세청이 납세자 또는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미래의 관계사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대해 '사전 이전가격 협의서
(APAs)'를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납세자는 APA의 체결 및 적용이 세무조사를 수감하지 않는 과세연도(open years)의 동일
하거나 유사한 거래에 소급적용(roll-back)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방 사전가격합의(UAPA)의 경우는 최대 3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쌍방 사전가격합의(BAPA)는 최대 4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조
세조약 체약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하여 적용기간을 결정한다.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 7. 확인)

개인소득세
1) Normal tax rates(일반세율)

개인 거주자의 대부분 소득에는 아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50,000,000루피아 이하 → 세율 5%, 세액 2,500,000루피아
-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50,000,000~250,000,000루피아 → 세율: 15%, 세액: 30,000,000루피아
-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250,000,000~500,000,000루피아 → 세율 : 25% → 세액: 62,500,000루피아
-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500,000,000루피아 초과분 → 세율: 30%, 세액: 해당 금액의 30%

2) Concessional tax rates(감면세율)

퇴직금으로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된다.

- 퇴직금액 50,000,000루피아 이하 → 세율 0%, 비과세
- 퇴직금액 50,000,000~100,000,000루피아 → 세율: 5%, 세액: 2,500,000루피아
- 퇴직금액 100,000,000~500,000,000루피아 → 세율: 15%, 세액: 60,000,000루피아
- 퇴직금액 500,000,000루피아 초과분 → 세율: 25%, 세액: 해당 금액의 25%

3) 정액연금 및 BPJS 지급 노후저축소득

정부 승인 연금펀드에서 지급하는 정액연금과 정부사회보장공단(BPJS Ketenagakerjaan)에서 지급하는 노후저축 소득(2년 내 지급분
)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된다.

- 50,000,000루피아 이하 → 비과세
- 50,000,000루피아 초과분 → 세율: 5%, 세액 해당 금액의 5%
· 주: 2년 안에 지급 시 최종분리과세 적용되며, 3차 년도부터 지급 시에는 최종분리과세가 아닌 소득세법 17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4) Main Personal Relief(주요 소득공제)

일반 개인 거주자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금액(PTKP/Penghasilan Tidak Kena Pajak)은 아래와 같다.

- 납세자 본인 공제: 54,000,000루피아
- 배우자 공제: 4,500,000루피아

- 부양자 공제(최대 3인까지): 4,500,000루피아
- 의무비용 공제(총 소득 5% 한도, 최대 월 500,000루피아): 6,000,000루피아
- 사회보장공단(BPJS Ketenagakerjaan) 에 지급하는 노후연금저축 본인부담분(총소득의 2%): 전액
- 연금 납부액(총소득 5% 내, 최대 월 200,000루피아): 2,400,000루피아

5) Tax residence(세무상 거주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세무상 개인거주자로 간주된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자
-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거주 의도를 가진 자

조세 협약이 상기 규정에 우선한다.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하여 PPh 26에 따라 20%의 원천징수 세
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다.

6) Registration and filing(세무등록과 신고)

소득공제금액(PTKP)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는 국세청에 세무등록을 하고 개인소득세의 확정신고(Form 1770)를 해야 한
다. 확정신고 시, 급여소득투자소득자본소득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자산·부채 상황을 포함
해야 한다. CFC의 인도네시아 주주는 관련 CFC 소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장의 세무등록번호(Nomor Pokok Wajib Pajak/NPWP)를 사용하는 단일 신고대상으로 간주되며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이 PPh 21의 적용 여부에 따라 가장의 소득과 함께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7) Tax payments(납세방법)

개인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3자에 의해 원천징수 된다는 점이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기타 보상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원천징수(PPh21과 26)하며, 종업원이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총액의 20%를 원천징
수한다(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더 경감될 수 있음). 개인에게 지불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해 지급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 정부 승인 연기금으로부터의 지급되는 연금(Pension)
- 퇴직금
-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에서 지급되는 노후저축 소득
- 서비스 수수료
- 포상금 및 상금

PPh 21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손해사정인, 감정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총수입금액의 50%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종업원 개인의 소득이 되며 '퇴직금 관리조직'이 은행인 경우는 20%의 원천세 분리과세, 은행 이외의 경우에
는 PPH23에 따른 15%의 원천세 과세대상이 된다.

8) Benefits-in-kind(BIKs, 복리후생)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주택, 교육, 휴가 및 세금보상 등의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즉 관련 비용은 법인 소득
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방호복, 근무복, 출퇴근 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및 오지에 지급하는
현물 및 시설제공분도 복리후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의 내역과 같이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특수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

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이라도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 최종 분리과세대상 기업
- 인정이윤 과세대상 기업(항공 및 해운회사 포함)

9)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고용주는 종업원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고용
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시행되
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기관에서 관할한다

① Social Security Agency for health insurance (BPJS Kesehatan) – 건강보험관할
② Social Security Agency for worker’s social security (BJPS Ketenagakerjaan) – 상해보험, 노후저축, 사망보험 및 연금 관할

현행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산재 보험: 고용주부담 0.24~1.74%, 종업원 부담 0%
- 사망 보험: 고용주 부담 0.3%, 종업원 부담 0%
- 노후 저축: 고용주 부담 3.7%, 종업원 부담 2%
- 건강 보험: 고용주 부담 4%, 종업원 부담 1% (기준 급여는 월별 12,000,000루피아 한도로 계산)
- 연금 보험: 고용주 부담 2%, 종업원 부담 1% (최대 기준급여 한도는 매년 BPJS 규정에 따라 개정)

모든 종업원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의무가입 대
상이다. 개인사업자 및 비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0년 11월 공포된 옴니버스법 제 111조를 보면,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부채상환보증으로 인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20%의 세
율이 행정부령에 의하여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소득세법 제 26조 제 1b항).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7 확인)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의 거래

부가가치세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 과세대상 재화의 이동, 과세대상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거래에 부과한다. 과세대상의 거래는 다음
과 같다.

- 과세지역 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 과세표준 산식은 (CIF가격X과세를 위한 기준환율+관세)X VAT 10%임.
-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 과세지역 밖의 과세대상 무형자산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 과세지역 밖의 용역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유무형 재화의 수출
-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용역의 수출

2)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의무는 연간 공급가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권리 양도
- 할부구매 또는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중개상에게 또는 경매를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과세대상 재화의 자가 사용 및 무상 제공
- 법인 청산 시 잔존 과세대상 재화로, 판매 목적이 아닌 재고 혹은 기타 자산
-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거래(예를 들어, 지점 간 또는 본지점 간)
· 다만 국세청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괄신고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관련규정: No.PER-19/PJ/2010)
- 위탁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샤리아 금융구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의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3) 부가세 세율, 신고 및 환급절차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정부 규정에 의거 최저 5%, 최고 15%로 할 수 있다. 과세대상 유•무형 재화의 수출 및 용역
의 수출에 대한 세율은 0%이다. 다만, 용역 수출의 영세율 적용은 특정 항목에 국한된다.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은 관련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을 포함한 특정 사건과
상황에서는 거래 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 청산 시 잔존하는 과세대상 재화, 당초 판매 목적이 아닌 재화의 매각인 경우 시장가치
- 자가사용, 무상제공 및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거래(예: 지점 간 또는 본지점 간)의 경우 매출원가(판매가격에서 매출총이익을 차감한
금액)
- 경매관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의 경우 경매(낙찰)가격
- 중개상을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의 경우 합의된 가격
- 영화의 경우 필름당 평균 관람료
- 수입영화의 경우 편당 1,200만 루피아
- 자가건설 건물의 경우 토지 취득가를 제외한 총 건설원가의 20%
- 담배 제품의 수입과 공급의 경우 소매판매가격
- 포장 선적 서비스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 커미션 수입을 토대로 하지 않는 여행 및 여행대행 서비스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 귀금속(귀금속 공장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포함) 공급의 경우 판매가격의 20%
- 운송료와 함께 청구되는 운송주선용역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 정부보조금의 경우와 농업 분야에 있어 농림부 장관이 정한 특정 비료의 경우 110분의 100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

법령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비과세 재화
- 자연 상태에서 직접 채굴된 광물과 탐사물. 예를 들어 원유, 천연가스, 지열에너지, 모래와 자갈, 석탄(가공 전), 철 원광, 구리 원광,
금 원광, 은 원광, 알루미늄 원광
- 쌀, 소금, 옥수수, 녹말가루, 콩과 같은 기초생활품
- 호텔과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 등으로 객장에서 소비되거나 외부에서 소비되는 것, 케이터링 되는 음식과 음료 포함

- 화폐, 금괴, 유가증권

ㅇ 비과세 용역
- 의료서비스
- 고아원 장례식장과 같은 사회봉사 서비스
- 우표를 사용한 우편서비스
- 금융 서비스
- 보험 서비스
- 종교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예술 및 공연 서비스
- 광고 목적이 아닌 방송 서비스
- 육상, 해상, 국제항공 일부분을 구성하는 내국항공인 대중교통
- 인력용역 서비스
- 호텔 서비스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 주차 서비스
-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 서비스
- 현금 송금 서비스
- 음식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

5) 부가세 신고

과세사업자(PKP/Pengusaha Kena Pajak) 지정 회사나 개인은 매월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
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되며,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은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관할세무서(KPP/Kantor
Pelayanan Pajak)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사 내 과세재화의 내부 거래 경우에도 부가세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국세
청에 서면신고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총괄할 수 있다. 아래의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회사는 반드시 부가세 총괄신고를 해야 한다. 이의 경
우 과세대상 제외 내부거래는 신고에서 제외한다.

- 대규모 납세자 관할세무서(LTO: Large Taxpayers Office)
- 외국인 투자법인(PMA) 관할세무서
- 특정 외국법인 및 외국인 관할세무서(Badora: Badan dan Orang Asing)
- 상장법인 관할 세무서(PMB: Perusahaan Masuk Bursa)
- 중규모 납세자 관할세무서(MTO: Mid-size Taxpayers Office)

6) 매입매출 정산구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정산한다.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를 청구하며, 이는 판매자의 관점에서 매출 부가세가 된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구매자의 관점에서 매입
부가세이다. 해당 재화 및 용역이 구매자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매입세액은 매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일 동일 기간 내 총 매출세액이 총 매입세
액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해당 차액을 다음 달 말 부가세 신고기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총매입세액이 총매출세액을 초
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달 납부할 금액에서 이월공제하거나 매년 말 연도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7) VAT 수입 및 자기징수 부가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외국의 과세대상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소비에 적용되는 자가징수 (self-assessed) 부가가치세 역시 표
준 매입매출 정산구조의 적용을 받는다.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는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는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한
다.

8) VAT Collector 부가세 징수자

그러나 부가가치세 징수자 (VAT Collector)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적인 매출매입 정산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
가치세 징수자는 현재 재무부 (State Treasury), 정부소유기업 (Badan Usaha Milik Negara, ‘BUMN’)과 그 자회사, 오일 및 가스 섹터의
PSC (Product Sharing Contract)회사 및 특정 광업 허가를 보유한 광업회사이다. 명칭 그대로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시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 대신 정부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대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회사는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환급 (Overpayment Position)이 발생하게 된다.

9)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특정 과세기간(월)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대응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개별 세금 계산서의 유효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금계
산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번호(NPWP)
- 매입자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번호(NPWP)
- 재화와 용역의 종류, 수량, 공급가액 및 할인액
- 부가가치세 금액
-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Luxury-goods Sales Tax, ‘LST’) 금액
- 세금계산서 코드, 일련번호 및 발행 일자
-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이름과 서명

상기 최소 필요정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특정 과세사업자(PKP)는 전자 형식의 세금계산서
(electronic Faktur Pajak/e-FP)를 준비해야 한다. 세금 계산서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때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대금을 지급한 때
- 단계별로 진행되어 일부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 재무부 장관령에 의해 규정되는 다른 경우

10) VAT refunds(부가세 환급)

매 회계연도 말,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세무당국은 환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가세 세무조사를 근거로 환급여
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2개월 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신청일로
부터 1개월 내에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 후에 제출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계산 시, 세무당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11) 부가세 면제혜택

ㅇ 전략적 재화
- 전략적 재화로 지정된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략적 재화의 지정은 정부령에 따른다.
현재 다음과 같은 재화가 전략적 재화에 포함된다.
. 과세대상 재화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플랜트설비 형태의 자본재
. 축산제품수산업제품
. 무두질하지 않은 원피
. 농업농장조림축산 제품에 필요한 종자 및 씨앗류
. 소가금류어류의 사료 및 사료 제조를 위한 원재료
. 과립 또는 바(bar) 형태의 은 공예품의 원재료
. 21 sqm – 36 sqm면적의 기본형 아파트
. 전기(단, 6,600 와트를 초과하는 가정 전력 제외)
. 상수공급회사에 의해 파이프로 공급되는 물

ㅇ 기타 부가세 면제
- 특정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수입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탄약.군함차량
. 군대에서 국경데이터와 항공사진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 및 부속품
. 법정 예방접종용의 소아예방 백신
. 일반교육 및 종교 관련 서적
. 21 sqm 이하의 저가 주택 및 저가 아파트, 저가의 직원용 숙소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용 숙소
. 상기(21sqm 이하의 저가 주택 및 저가 아파트, 저가의 직원용 숙소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용 숙소) 의 저가의 숙소 건설을 위
한
서비스의 제공 및 종교상 예배 장소
. 21 sqm 이하의 저가 주택 및 저가 아파트의 임대
. 국제 항로와 관련된 선박회사에 제공하는 특정 항만 서비스

12) 부가세 미징수 혜택

ㅇ 특정 운송 수단과 관련 과세대상 서비스
- 국가 운송산업의 강화를 위하여 하기의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및 제공은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군대와 경찰에서 이용하는 운송 장비 및 그 부속품
. 국가의 상업 선박회사, 국영어업회사, 국가의 항만 사업자 또는 국가의 강, 호수 및 페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선박 및 그 예비부품과 항
해 장비 및 개인 안전장비
. 국가의 상업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 및 그 예비부품과 항공장비, 개인 안전장비 및 수선유지 장비
. 국영철도회사(Badan Usaha Penyelenggara Sarana atau Prasarana Perkeretaapian Umum)가 사용하는 기차 및 그 예비부품과
수선 유비 장비 및 사회기반시설
. 국가의 상업 선박회사, 국영어업회사, 국가의 항만 사업자 또는 국가의 강, 호수 및 페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박 임대서비스, 항만서
비스, 선박 보수 및 도킹 서비스
. 국가의 상업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기 임대서비스, 항공기 유지 및 보수서비스
. 국영철도회사가 제공하는 기차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

ㅇ 하기의 사항도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음
. 특별 프로젝트 또는 특별 구역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
. 해외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로의 재화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솔린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을 위한 특정 연료의 공급

. 금괴(gold bar) 생산을 위한 추가 가공을 위한 애노드 슬라임(anode slime)의 공급

* 참고 문헌 :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7 확인)

특별소비세
1) 사치품소비세(LST) 대상

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유통에 사치품 소비세(LST: Luxury Sales Tax)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치품 소비세는 제품 수입업자 또는 제조
업자에게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사치품 소비세는 매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돼야 하며, 해당 재화의 수
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치품 소비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요약표상의 특정 물품은 용량, 크기,
가격 등의 요소에 따라 사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물품의 사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사용하는 Customs Book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치품 소비세율은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사치세율은 10~125%이다.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2) 사치품 소비세율

- 고급 주거지,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등: 20%
- 열기구 등 최대전력을 소모하는 항공기관/무동력기구: 40%
- 탄환과 기타 무기류(정부용은 제외): 40, 50%
- 항공기(정부, 공공용은 제외): 50%
- 고급요트/크루즈(정부, 공공용은 제외): 75%
- 자동차: 10, 20, 30, 40, 50, 60, 125%
* 자동차의 LST세율은 2021년 10월에 변경될 예정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7 확인)

원천징수세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실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활한 조세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Pajak Penghasilan)에서 다
양한 원천세를 규정하고 있다. 원천세의 징수 및 납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
부, 익월 2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지연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매월 2%의 지연이자가 최대 48%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의해 과소납부 세금추징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가 발행되는 경우, 과소 납부액의 100%가 과
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원천 징수세는 크게 5가지로 ① PPh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② PPh 22 수입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소득세, ③ 최종분리과세 (PPh Final),
④ PPh 23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⑤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이 있다. 원천세는 항목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적용
되는 원천세율도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형 회계법인은 모두 코
리아 데스크가 설치돼 있으니 코리아 데스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1) PPh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PPh 21은 한국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동 원천세는 컨설턴트 또는 용역제공자와 같은 종업원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적용된다(개인소득세 참조).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개인 거주자는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2) PPh 22 수입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소득세

PPh 22는 수입품과 정부 국고 또는 국영 기업이 대금을 지불하는 판매, 그리고 철강•자동차•담배•시멘트•종이제품 및 사치품의 구
매 시 적용된다. 수입품의 경우 특정 최종 소비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10%, 특정 최종 소비재를 제외한 기타 최종 소비재는 7.5%, 수입라
이선스(API)를 통한 특정 최종 소비재와 기타 최종 소비재 외의 수입 시 콩, 밀, 밀가루에 대해서는 0.5%, 그 외의 재화는 2.5%가 적용
된다. API를 통하지 않은 이들 품목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7.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산식은 (CIF가격X과세를 위한 기준환율+관세
)XPPh22 요율(%)이다. 만일 CIF 가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관원이 동일한 수입물 또는 유사한 수입물의 가치에 기초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경우, 표준세율에 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를 위한 기준환율은 주간 환율로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되며 https://fiskal.kemenkeu.go.id/informasi-publik/kurs-pajak 에
서 확인 가능 (인도네시아 재무부 확인, 2020.7)

ㅇ PPh 22가 면제되는 상황 :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면제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에 따라 PPh 22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수입/구매
-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0%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 재화의 수입
-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재화 (예를 들어. 재수출되는 재화)
- 재수입되는 재화 (예를 들어, 수출 후 동일한 품질로 재수입되거나, 수리나 테스트 목적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 재수출을 위한 보석류 생산을 위한 금괴의 수입
- 국립학교 운영 보조금 (Bantuan Operasional Sekolah/BOS) 펀드 사용과 관련된 경우
- 국고(State Treasury), KPA 및 조달청(Badan Urusan Logistik/BULOG)의 곡물과 쌀의 구매
- BULOG 또는 BUMNs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생활기초필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3) 최종분리과세 (PPh Final)

거주자인 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와 단체 및 지정된 개인은 거주자인 납세자와 고정사업장에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 최
종분리과세의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토지건물 임대: 10%
- 토지건물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 (양수도 계약서에 의거): 2.5%
- 건설 시공대가: 2/3/4%
- 건설 설계대가: 4/6%
- 건설 감리대가: 4/6%
- 예적금 이자와 중앙은행 예금증서 (Bank Indonesia Certificates, ‘SBIs’)에 대한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20%
- 채권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 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15%
-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각: 0.1%
* 해당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주(Founder)는 상장 시 시장가격의 0.5%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시
차익에 대하여 일반 과세규정을 적용(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 복권당첨금: 25%
-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 소득(단, 고정사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함): 0.5%

4) PPh 23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PPh 23은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이자, 배당, 로열티, 상금 등에 15%가 적용되며, 토지•건물 이외의 임차료, 법률•회계
등의 전문가 서비스, 건설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2%가 적용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해 고
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PPh 23의 대상이 되지만 매출 할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천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ㅇ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에 1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배당
-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 포상금 및 상금

ㅇ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에 2%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의 임대
-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경영서비스(management service), 컨설팅서비스(consultation service) 및 기타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Article 21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적용이 예외)

5)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거주자인 납세자, 단체 및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수취인이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ㅇ 총액기준
- 배당
-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 서비스,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수수료
- 상금 및 포상금
- 연금과 다른 정기적 지급
- 스왑 프리미엄과 다른 헤지거래
- 채무면제이익
-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의 세후이익.

ㅇ 총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과세표준 (Estimated Net Income, ‘ENI’) 기준
-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 프리미엄
. 피보험자 : ENI 50%, 유효세율 10%
. 인도네시아 보험회사: ENI10%, 유효세율 2%
. 인도네시아 재보험회사: ENI 5%, 유효세율 1%
- 비상장 인도네시아 회사 주식의 매각: ENI 25%, 유효세율 5%
- 조세피난처인 국가에 소재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의 매각으로, 도관회사가 인도네시아 내 회사나 고정사업장 보유를 위한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ENI 25%, 유효세율 5%
- 고가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시계, 골동품, 그림,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및 경비행기 매각으로 매각 금액이 1천만 루피아를 초과하
는 경우: ENI 25%, 유효세율 5%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2020.7 확인)

수출입 관세

1) 수입 관세

수입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의 관세가격에 0%~150%를 적용한다. 관세가격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를 기준으로 계
산한다. 산식은 CIF X 과세를 위한 기준환율 X 관세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보안이나 사회문화적 이
유로 특정 산업과 재화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수입관세율 이외에도 특정 품목에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배상금 및 보복관세율과 같은 추가적인 수입관세율이 있다.

ㅇ ASEAN 역내관세
-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 간 직접 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재화(원산지 기준을 요건에 따라
다름)에 대하여는 일정한 관세 경감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ASEAN 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을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ASEAN 국가간 무역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에 0%의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ㅇ 자유무역협정 종류
- 또한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 ASEAN – China FTA (ACFTA)
. ASEAN – Korea FTA (AKFTA)
. ASEAN – India FTA (AIFTA)
.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FTA (AANZFTA)
. ASEAN – 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Indonesia – Pakistan FTA (IPFTA)
. Indones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JEPA)
. Indonesia – Chil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 Hongkong FTA
. Indonesia- 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ACEPA)

ㅇ 수입관세 경감/면제/유예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과 국내 투자자에게 수입관세 경감면제 및 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와 같은 다른 조세 혜택과 함께 부여된다.

2)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관세가격 (ad valorem)에 특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특정 통화로 관세율/물량을 특정하여 산출한다. 관세가격은 무역부
(Ministry of Trade)에서 설정한 가격 벤치마크와 일관되게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이 결정한다. 일반적으
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와는 달리 수출관세는 특정 품목에만 적용된다. 이를테면 가죽, 목재, 코코아빈, 야자열매
, 팜유(CPO)및 그 부산물, 정제된 광물, 특정 광물 등이 해당된다. 정제 광물의 경우 수출관세율은 제련소의 건설진행률에 따라 다르게 적
용된다.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2020.7 확인)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 재화의 공급과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로 인해 통제되어야 하는 경우 부과된다.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

는 재화는 알코올 제품과 담배 제품이다.

- 에틸 알코올: 20,000루피아/L
- 알코올 음료: 15,000루피아/L~139,000루피아/L
- 에틸 알코올 농축액: 1,000루피아/gr
- 담배(tobacco) 제품: 10~110,000루피아/개비 또는 그람, 또는 특정 담배 제품에 대해 57% 부과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 7. 확인)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 투자 자금 및 송금

2019년에 발표된 중앙은행법 (BI Regulation No.21/15/PBI/2019)에 의하면 모든 들어오는 투자자본은 보고해야 하며, 해외통화에 의
한 투자는 중앙은행(BI)에 기록된다. 매월 10,000달러가 넘는 환전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보고하게 돼 있다. 게다가 외화 거래
에 수출 활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은행 측의 수출 거래에 대한 상세한 질의와 수출 활동과 연계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은행은
외환 거래자들의 Foreign Exchange Traffic Activities Reporting(LLD/Pelapor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을 중앙은행에 제출해
야 한다. LLD는 익월 15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20일까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만일 기한을 어기거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0,000달러 이상의 외국환을 송금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현재 송금 정보 관련 서류를 반드
시 해당 은행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계좌에서 인도네시아 외 지역으로 외환 송금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동 사실
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2015년 개정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No.17/3/PBI/2015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토에
서의 모든 거리는 반드시 루피아로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ㅇ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발표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회(OJK)는 다자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의 이행을 위해 2019년 OJK 규정 No. 25/POJK.03/2019를 발표했다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조세정보교환
절차에 관한 재무부장관령(2015년 7월) 개정에 이어 금융 정보 교환에 관한 금융당국의 규정을 제정한 동 규정은 협정 체결국의 개인 또
는 법인(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foreign customers)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주
요 내용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외국 고객의 금융정보를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상대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ㅇ PJOK-25 규정
- 외국 고객의 범위: 외국 개인은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명시된 기준에 충족되는 외국인 개인 및 법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은행계좌를 보유하거나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증권계좌를 보유하거나 직접 증권회사를 이용하거나 위탁 뱅킹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생명보험 회사의 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인 경우
· 상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며, OJK의 고시에서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2) 외국투자 및 기술의 등록

투자계획에는 주식자산, 부채자산, 기술지원협정 및 합작투자협정 초안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투자계획을 충족시킬 만
큼의 인도네시아로의 자금이동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3) 현금계정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이며,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이루어진다. 정부관리의 외환체제는 통화 바스켓에 연동돼 있으며 루피
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해 확정하고 있다. 모든 주요 교역 통화에서 현금계정은 외국 통화를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가능하다. 외
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4) 태환 불능에 대한 보장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으며, IMF는 루피아가 완전히 태환 가능한 통화임을 선언했다.

외환 규제
ㅇ 자본 및 이익의 송금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금 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
산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화폐전환도 보장돼 있다. 수익의 송금에는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모든 지불은 보고조건을 갖추어
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운영되는 회사들은 이윤을 송금하는 데 대한 어려움은 없으며, 승인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투자됐던 통화로의 전
환이 자유롭고, 기록을 위해 송금액(루피아로 환산) 및 대차대조표가 중앙은행에 제출돼야 한다. 중앙은행 외국에서 대출된 자금을 확인
하게 돼 있으며, 해외로부터 대출된 자금은 중앙은행과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5년부터 루피아화 사용 의무 규정이 중앙은행에서 발표돼 현재까지 발효 중이다. 이와 관련해 모든 사업장의 용역비, 렌트비 등이 현
지 통화인 루피아화 기준으로 책정 및 지급되고 있다. 동 규정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불균형, 현지통화 약세 등을 극
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ㅇ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 관련 사항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금융 거래시 루피아화 의무 사용 원칙 예외)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국내외 채무 지불, 해외에서의 상품 및 자본 지출, 정부 증권 판매로 인한 주 수입, 주 정부 이행을 위한 기타 거래와 같은 국가 예산
(Anggara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 APBN)을 이행하기 위한 특정 거래 예산
- 해외로부터 또는 해외로 교부금 수락 또는 지급
- 국제교역(수출입)
- 외국환 형태의 은행 예금 계좌
- 국제 금융 거래
- 은행이 수행하는 외국환 관련 활동
- 1차 및 2차 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한 거래 유가 증권
- 법령에 따른 외환 거래
- 환전상 거래
-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지폐를 운송하는 행위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해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열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 시

ㅇ 실수요 증빙제
중앙은행은 2016년에 발표된 중앙은행법 BI No 18/19/PBI/2016 Tahun 2016에 의거, 동일인 당월 2만 5천 달러 상당액(송금 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 증빙제를 실시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 증빙(인보이스, 학비 영수증 등), 납세 번호증
(NPWP), 실수요 증빙 확인서(은행 소정 양식)를 제시해야 한다.

ㅇ 송금 목적 확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외환송금거래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 2천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거래를 할 때는 자금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로 계좌 종류, 거래 당사자 자격,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목적(예: 회사 운영 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 보조,
학자금 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ㅇ 외국인에 대한 신용공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신용공여(대출 등)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금융(자동차 대출, 주택 구입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법인(PMA)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데 법률적 제약은 없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인도네시아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진보의 정도에 따라 일
반특허와 단순특허(실용신안)로 구별하고 있으며, 단순특허의 경우 공개절차 없이 실체심사가 실시되고 실체심사 시 신규성과 산업상 이
용 가능성만 심사하고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은 일반특허는 20년, 단순특허는 10년이다. 모든 출원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되고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디자인 심사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중간단계에 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한 후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시작되며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상표법에선 상표 및 서비스표 외에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이 보호되고 있으며 기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
리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고, 같은 기간으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기간은 작가의 생존기간과 사
망 후 70년, 공표 이후 50년,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로 각 나뉜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은 상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부분도 상표에서 비롯되는데, 가장 많
은 침해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음식 및 음료(F&B)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 정비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아 모조 상품, 상표,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침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 국가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이에 따라 국제 표준 등을 준수하기보다 자국 기준을 대외에 적용하는 경향
이 강하다. 자국 인구 규모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3개국 인구의 합(2억 7,162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명목 GDP는 2019년 기준
1조 1,191억 달러(세계은행 기준)로 ASEAN 10개국 총 GDP의 약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규모에 기반한 경제력을 바탕
으로 동남아시아의 최대 국가라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개별 구매력에
비해 눈높이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구매력 부족 및 비관세 장벽 등 보호주의 정책으로 수입 비중은 타 동남아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9년 총 GDP 규모
는 세계 16위, ASEAN 역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4,163.76달러(World Bank 기준)의 낮은 1인당 명목 GDP로 전 세계
에서는 111위, ASEAN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World Bank 기준 순위, 도서국 및 경제공동체 제외)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생산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등으로 인해 2019년 무역의존도(30.1%)와 GDP 대비 수입 비중(15.2%)은 아
시아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 부족 및 제도적 애로 등으로 완제품의 직접 수출이 쉽지 않아,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도네시아는 18,000여 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부속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190만 ㎢ 면적의 국가로, 이와 같은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지역불균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2억 6,000여만 명 이상의 인구 수준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별, 지역별 인구의 소
득 격차 또한 큰 편으로 구매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며, 인터
넷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거대 잠재 소비시장으로 등극하는 중이다.
2019년 현재의 중산층의 수준은 8,000~9,000만 명 선으로 추산되나 30대 이하의 젊은 소비층의 소비 주도, 빠른 속도의 도시화 등으로
2020년에는 이의 2배인 1억 4,100만 명의 인구가 중산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원 : 유로모니터, World Bank, IMF, CIA Factbook,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The Washington Post, The Jakarta
Post 등(2020.7.17 확인)>

소비 성향
인도네시아의 기본 행정 업무를 하는 사무직 월급 수준은 월 400~500달러 내외로 한국보다는 낮아 저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은 낮으나 소비자의 소비 수준은 세계 평균(global standard)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사고자 하는 제품이나 자가 주택 건축 또는 인테리어 비용을 처리하기도 한다. 자동차, 오토바이 등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할부 구매가 대세이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은 군중 심리에 크게 흔들리는 편으로, 제품의 평판이 중요하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의 SNS 홍보가 효과가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인의 심리 성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호기심이 많아 주로 소비재를 중
심으로 독특한 제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생활 가전 등 값이 비싼 제품은
온라인보다는 직접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비교해본 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비재 분야에서 ‘가격’이 바이어의 제품구매 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시되는 추세이다. 특히 루피아화의 평
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함으로써, 2010년
이후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극명한 소득편중 현상에 따라 자본재와 사치재 등에 대해서는 브랜드,
품질, A/S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어 시장이 양분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자카르타 무역관이 무역사절단 시 방문하
는 바이어들에게 문의를 하면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제품을 수입할 때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수년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을 전후로 성행하기 시작한 고젝(Gojek), 그
랩(Grab) 등의 라이드헤일링 업계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기반 제품 구매 및 주문이 활성화됐다. 무엇보다도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방역정책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이동이 제약되고 식당 포함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장기간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다. 언택트 거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1) 한국 가전제품의 인기

대표적 한국 가전 브랜드인 삼성과 LG는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자카르타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스망기(Semanggi)에 들어선 쇼핑몰 퍼시픽 플레이스는 람보르기니•맥라렌 등 슈퍼카와 샤넬•구찌 등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자리 잡고
있는 자카르타 상류층이 즐겨 찾는 쇼핑몰이다. 5층에 위치한 가전 제품 종합 판매점 ‘베스트(Best)’ 역시 최고급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대
리점이며, 베스트에서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보이는 브랜드는 LG와 삼성 등 한국계다. 입구 전체를 두 회사 브랜드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
다. 또 삼성은 휴대폰 시장에서 수년째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2019년 휴대 전자기기 시장에서 삼성의 시장점유율은 29.5%를 기
록해 압도적으로 높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삼성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top 3을 기록 중이다.

2) 한국 건설 분야

건설 부문에서도 한국기업들은 단순 플랜트보다 랜드마크 건축공사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대표적인데, 1979년 지사를 세
운 쌍용건설은 1980년 수마트라(Sumatra) 섬 북쪽에 위치한 아체(Aceh)시 동쪽 해안선을 가로지르는 잠비 무아라 분고(Jambi Muara
Bungo)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자카르타 내 랜드마크 건물을 대거 건축했다. 해당 건설 회사는 자카르타 경제 중심지
SCBD(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를 조성했으며 SCBD에 위치한 빌딩 상당수를 시공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구시가지에
들어선 그랜드 인도네시아 하얏트 호텔·플라자, 인도네시아·캐피털 플레이스, 포시즌스 호텔도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한 한국
건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 도급공사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사가 저가로 수주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형 플랜트·인프라 사업
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두 부문 모두 수주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한국 건설업체들이 승부수를 걸어야 할 시장은
고부가 건축 분야”라고 설명했다.

3) K-콘텐츠

소비시장에 한국기업 제품이 빠르게 뿌리내리게 된 배경에는 한류 열풍이 큰 역할을 했다. 2017년 9월 초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최대 한류 콘텐츠 축제 ‘K-콘텐츠 엑스포 2017’에서 SM 엔터테인먼트그룹은 소속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 서라운드 뷰잉용 콘서트 영상
등을 상영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문화 콘텐츠에 애착이 강한 반면, 인도네시아
젊은 층은 한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를 활용할 경우 현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J의 제빵 브랜드 뚜레쥬르
가 빠른 시간 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도 한류 문화를 기반으로 한 현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9월 인도네시아 과
학연구소(LIPI)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한다.

4) K-푸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팔린 국내 소비재 중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카르타 꾸닝안(Kuningan)
롯데에비뉴 지하 식품점에서 만난 한 인도네시아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도 한국 고추장과 같은 삼발(Sambal)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
시아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데다 종교적인 이유로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데, 그런 면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두 가지 요

소가 잘 접목된 케이스”라고 소개했다. 대상그룹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PT Miwo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조미료 시장 점유율이
20~30%대이다. 현지에서는 마미수까(Mami Suka)라는 로컬 브랜드까지 만들어 판매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2019년 9월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자카르타 시에서부터 수라바야 시까지 약 800km의 거리를 달리며 KFood를 소개한 행사(TeKo Nang Jawa)에서 한국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5) K-뷰티

현지 대형 온라인쇼핑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높다. 인도네시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배송비 무료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Shopee라는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속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잘 팔리는 한국화장품 10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 바 있다.

- 쿠션, 파우더: Innisfree No Sebum, Etude No Sebum
- 마스크: Innisfree Jeju Volcanic Mask, Laneige Water Sleeping Mask
- 토너: Natural Pacific Calendula
- 모이스트 크림: Nature Republic Aloe Vera Shooting Gel
- 세럼: Natural Pacific Phyto Niacin
- 틴트: Peripera Ink Velvet

기타 SNS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홍보 및 판매되는 한국화장품들은 인도네시아인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기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Mediheals, The Saem, Some By Me, Skinfood, Skin 1004, Klairs 등도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최근에는 우리 중소
, 중견기업 화장품 제품을 현지 주요 편의점과 드럭스토어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이 인기가 좋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ㅇ 인간관계 중시
-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은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즈니스맨 사이의 신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계의 실력
자들과의 친분을 매우 중요시하여 이들과의 친분을 비즈니스맨의 실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ㅇ 르바란이 최대의 구매 시즌
-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는 ‘르바란’이다. 한국의 구정처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며 일가친척을 방문하는데,
기업들도 르바란에 선물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소비재 구매수요가 연중 가장 크다.
* 최근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기간과 화교계를 중심으로 한 구정 전후도 특별 구매 시즌
-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르바란 연휴가 12월 마지막 주로 연기됨에 따라, 12월 3~4째 주에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전자상
거래 플랫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ㅇ 기념일(르바란 외 신정, 구정,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국가 쇼핑의 날, 크리스마스 등) 할인
- 기념일, 할인행사 기간 전후로 매출이 증가한다. 이에 맞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는 특별 할인 및 캐시백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에 나서고 있다.
- 매년 인도네시아 국가 쇼핑의 날(Harbolnas)와 같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곧 예정된 쇼핑의 날은 2020년 12월
12일이다.
- 2018년 FIFA 월드컵 결승전( 7. 15.)과 같은 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 8. 18.) 때도 기념행사를 진행했고, 당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많은 소비자가 유입되었다.

ㅇ 유통구조
- 과거와 달리 운송·통신수단이 발달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유통구조도 단순해지는 추세
이다.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해 직접 판매하는 업자들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 백화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은 상품을 직접 수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 수입상이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도매
업자 또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ㅇ 대금 결제 방식
- 결제방법은 국제관례상 인정되는 한 수입자와 수출자와의 계약에 의해 신용장, D/P, D/A, 선금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
- 결제통화로 달러 및 유로화, 엔화를 비롯해 20여 국가의 통화가 지정되어 있다. 큰 거래에는 L/C를 주로 사용하지만 소액의 거래에는
T/T가 많이 사용된다.
- T/T 이용 시 대금의 일부는 계약할 때, 잔금은 선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용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
다.

ㅇ 거래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후 거래
- 최근 전자거래가 증가하며 온라인 거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된 요인은 거래처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특히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 계좌의 명의는 법인명인지, 거래 은행과 사업장의 소재 도시가 일치하는지 등의 1차적 확인이 필
요하며, 반드시 전화를 걸어 해당 사업자가 실존하는 사업자인지를 확실히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권하며, 가급적 Tokopedia, Shopee,
Lazada 등 공인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을 권장한다.
- 그러나 Alibaba 사이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이 사이트의 거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 판매자 또는 바이어의 신용도 조회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ㅇ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슬람교가 대다수이다 보니 이슬람문화가 지배적이다.
- 이슬람교도들에게 돼지고기와 술은 금기 식품이며 도박도 금지 사항이다.
- 이슬람교도들은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한다.
- 머리는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기피한다.
-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회씩 기도를 하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기도실(Mushollah)이 있다. 기도시간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
다.

ㅇ 민족에 대한 언급 자제
- 인도네시아는 1,340여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 다양한 종족별 특징을 숙지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비즈니스 상담 시 민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쉬우니, 민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ㅇ 인도네시아인은 대체로 자존심이 강해 이를 고려해 비즈니스에 임할 것
-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의 발리족은 한국인과 대체로 비슷한 습성을 지녔으며, 바딱족의 경우 머리는 비상하고 똑똑하지만 자존심이 강
한 편으로, 이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 비즈니스 상에서 만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미소를 잘 띄는 반면, 존중받지 못했다고 인지되면 언성을 높이거나 원활한 비즈니스 계약
이 성사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중히 접근해야 한다.
- 현지 바이어 또는 JV 파트너는 지식인 계층으로, 즉 중산층에서도 소득수준이 높거나 상류층이 대다수인 점을 염두에 둔다.

ㅇ 애매한 사안은 명확하게 처리할 것
- 인도네시아인은 답을 할 때 부정적인 단어 사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에서 애매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
하여 처리해야 한다.
(예: "나쁘다"라는 표현을 덜 좋다(kurang bagus)로 표현하며, 아니오(Tidak)라는 표현을 가려 사용한다.)
-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 영어 이중언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바이어 유선 교신이 어려울 수 있음
2020년 11월 29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부분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참고가 필요하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시장 진출사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소비재 수출지원을 위해 현지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상품 전문관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Z사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 인도네시아 현지 공식 판매처 없이 다양한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해 브랜드 이미지 형
성 및 프로모션 진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수출을 하고 있었다. 이후 소비재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했으며, 상품 전체의 디
자인가이드를 신규로 제작하고, 특히 정품인증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상품 상세에 해당 사항을 강조해 ‘정품이미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브랜드딜’ 등의 전문적 프로모션 진행함으로써 폭발적 판매 증가를 달성하며 K-beauty 부분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사의 경우,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으나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보습 앰플 제품을 소비재 온라인 진출지원사업을 통해 판매해
, 해당 품목군에서 단기간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올리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온라인플랫폼 판매성과를 토대
로 현지 인기 홈쇼핑 채널에 입점해 첫 생방송에서 이미지용 제품 부문 1위 기록했다. 동사는 온라인 판매, 홈쇼핑 채널 판매로 상승한 브
랜드 및 제품 이미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상품 라인을 보강해,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2) 현지 전시회 활용
D사는 밸브 전문제조사로 상•하수도, 배수관 등에 사용되는 감압밸브나 펌프를 주력제품으로 취급한다. D사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
유하고 남아프리카, 영국 등 타국 납품경력이 있으며, 특허인증을 받은 특수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제품 경쟁력에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시장 초기진입의 부담감을 줄이고 싶었던 이유로 자카르타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활용했다. 무역관에서는 D사의
'INDO WATER' 전시회 참가를 권유했다. 수라바야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는 수자원 관련 각종 기자재가 전시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의 전시회였으며, 전시회 참가로 현지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발굴된 에이전트의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으며, 최고 인기 부스가 된 것은 물론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D사는 에이전트와 함께 제품 설
명 세미나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제품 우수성을 설명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D사의 전시회를 통해 현지 진출의 첫 단
추를 끼우게 됐으며, 이후 한 지방 정부 입찰에도 성공하는 계기가 됐다.

3) 가격경쟁력을 높여 진출 성공
자본재(기계, 설비, 플랜트), 소비재(화장품, 식품, IT 제품 등) 완제품은 가격경쟁력 부족으로 수출 성공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경쟁
이 치열한 소비재에서 완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지고 있고 소비재 중 식품, 화장품, 완구 등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식약청 인증,
SNI 등 높은 인증 장벽도 시장 진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내수생산 육성 정책과 연계한 시장 진출을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아동 교육용 LCD 프로젝터 제작 I사이다. 완제품 수출 시 FOB 가격이 17달러였으나, 반제품 모듈 수출로 10달러로 단가가
인하되면서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수입 수요가 더 증가했다고 한다. 아울러 화장품 원료 수출 K사의 경우 사절단 참가 시 무역관의 조언에
따라 원료 수출을 시도했고 사절단 참가 다음 해에 첫 수출에 성공했다.

4) 바이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3국 수출
건설 장비를 취급하는 B사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가입 2년 차 기업으로, 서비스 첫해에는 무역관 지원을 통해 인도네
시아의 신규 수출거래를 성사했다. 이후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빠른 A/S 처리로 인해 꾸준히 인도네시아 시장에 수출할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 바이어는 B사의 제품을 신뢰하게 돼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료 바이어에게 B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등 인근국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이 사례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A/S를 기존 바이어에게 홍보해
제3국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5) 국내 전시회를 활용한 수출
태양광가로등 및 CCTV 태양광가로등 제조업체인 M사는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부와 한국광산업협회에서 주관한 제5회 국제 LED
&OLED EXPO에 참석했다. 동사는 최근 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을 통한 태양광가로등 제어기술과 리튬인산철(LiFePo4) 배터리 수명연장
기술, 고효율 LED 광학렌즈 장착 및 ICT 기술을 접목한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및
디자인 등록까지 마친 우수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어인 PT, METRIX ASIA SOLUSINNO 회사의 HANDY YANTO 대
표와 실무기술 상담 및 샘플링 시연을 마친 후, 현지 법무팀을 현장에 배석해 즉석에서 2년간 약 2만 개 약 1,000만 달러(1,200억 원 상

당)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국내 전시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안
겨준다. 단, 전시회 시작 전에 여유를 두고 전시회에 참가할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물색해 미팅 약속을 사전에 잡는 것이 좋다.

6) 면밀한 시장 조사를 통한 소비자 니즈의 신속한 반영으로 지속적인 진출 성공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대형 체인 Makro 19개 매장을 인수하며 국내 업체 최초로 유통업계 진출, 2020년에는 5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
다. 2017년에 중국 매출이 94.9% 급감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매출실적은 0.8% 성장했다. 롯데그룹은 롯데마트 외에 롯데리아, 롯데
면세점, 롯데백화점 등에 진출해있다. 인도네시아에 소형점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고객 편의
성과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7) 온라인 몰을 통한 오프라인 시장 진출 성공 사례
2018년 1월 네이처리퍼블릭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인 Lippo Mall Puri에 40평대 규모의 1호점을 성공적
으로 오픈했다.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만큼 네이처리퍼블릭은 이를 계기로 중동 등 무슬림 시장 공
략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1호점을 사전 오픈한 24일 첫날 12억 4,200만 루피아(약 1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네
이처리퍼블릭이 오픈과 동시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은 오픈 이전에도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만능 연
고와 같은 알로에 베라 수딩젤의 온라인 판매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익숙히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9년
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인 Tokopedia에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다.

8) 철저한 현지화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한 시장 진출 성공
코스맥스가 2013년부터 가동한 인도네시아 화장품 공장은 자카르타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글로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
(ODM) 1위 기업 코스맥스는 2012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1만 3,870㎡ 규모 공장을 로레알에서 매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공장은 2016년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인 MUI에서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할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이 `할랄 인증`이다. 코스맥스는 2019년 도입되는 할랄 인증 관련 법률 시행을 대비해 제조 공정과 내용물
, 운영관리까지 모두 할랄 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을 받았다. 코스맥스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것은 올해로 7년째다. 코스맥스가 처음 인도
네시아에 진출하던 때는 화장품 ODM 생산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제조 우수 사례로 꼽
히고 있다.
2020년 2월, 해당 회사는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ITB)와 협력, 현지 자생식물에서 추출한 화장품 소재 개발 추진 중이다. 바나나 꽃을
비롯해 열대 차나무, 시나몬 등 현지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이용해 여드름 방지, 항산화, 미백 효능 등을 지닌 소재를 발굴해나가고 있다.
2022년까지 동남아시아 고유의 소재를 활용해 천연화장품은 물론 할랄 화장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9) 시장 다변화 흐름에 맞는 진출전략으로 진출 성공
첫번째로 지누스 (매트리스 생산)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2019년 인도네시아에 매트리스 생산 공장을
성공적으로 설립했고 현재 자사 제품을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 중이다. 두번째로 LG 전자 (가전제품 생산)의 경우,
2020년 5월에 RVC 차원 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위해 한국 구미의 TV 조립라인 2개를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결정, 진출이 예정돼있다.
세번째로, 현대자동차(자동차 생산)의 경우, 일본차 시장점유율 98%인 상황에서 2020년 인도네시아에 신규 공장을 설립 중이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역내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3가지 진출 사례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및 시장 다변화에 민
첩하게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렇게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해외 기업을 상대로 세제 혜택 등 투자 진출 지원을 계
획하고 있다.

10) 정부기관 협력 및 대중소 동반진출을 통한 진출 성공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발주처인 인도네시아의 자산관리공사(Jakpro Indonesia)는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LG
CNS, 삼진일렉스, 대아티아이 등)을 통해 자카르타 경전철(LRT, Light Rail Transit)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업은 연장 5.8km에 6개의 역사와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공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그간 국내외 철도사업을 통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성장잠재력이 큰 동남아 철도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 중임을 밝히며,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거울삼아 향후에도 우수한 철도기술력(LTE-R, KRTCS)을 보유한 국내 참여사들과 함께 동남아 시장에 공
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
업의 성공적 수행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의 자산관리공사(Jakpro Indonesia)로부터 2019년 6월에 공로상을 수상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제도

비자의 종류는 크게 방문 비자와 제한적 체류 비자로 분류된다. 방문비자는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 비자, 복수 비자가 있으며 제한적 체류
비자로는 동거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실버 비자, 장기체류 비자가 있다.

(1) 방문비자

방문 비자는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비자(사회문화/상용 비자), 복수비자가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30일간 체류 후 연장이 불가하다. 도
착 직후 해당 공항(또는 항구)에서 비자 발급 시 입국 후에 1회 연장을 허용한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사전에 발급받는 방문 비자
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60일 체류를 허가하며 4회까지(1회 연장 시, 최대 30일) 연장을 허용한다. 복수 비자로 입국 시 연장이 불가하
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인도네시아인에 한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1-1) 방문 비자의 종류별 세부 내용

ㅇ 무비자 (2020년 4월부로 무비자 입국 불가)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관광, ② 가족방문, ③ 사회활동, ④ 문화 예술 활동, ⑤ 공무, ⑥ 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석, ⑦ 인도네시아 본사
또는 지
사의 업무상담, ⑧ 경유
- 비용 : 없음
- 체류 기간 : 30일
- 체류허가 연장 :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124개 지정된 공한, 항만, 국경
- 연령 제한 조건 : 제한 없음
- 공통 사항 :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건
- 별도 사항 : ① 방문 비자 및 복수 비자의 경우 추가 준비사항: 여권사본(단수여권의 경우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여권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신청서 및 보증 레터, 은행거래계좌 사본, 재입국 허가증(국적이 없거나 난민의 경우 해당), ② 인도네시아 대
사관/영사관으로의 비자 허가 텔렉스: 20만 루피아
- 해당 무비자 입국은 코로나 19 이전 적용 제도이며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불가함

ㅇ 도착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교육, ③ 사회문화, ④ 관광, ⑤ 업무상담, ⑥ 가족방문, ⑦ 취재, ⑧ 경유
- 비용 : 50만 루피아
- 체류 기간 : 30일 (최대 60일)
- 체류허가 연장 : ① 1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68개 지정된 공항, 항만, 국경

ㅇ 방문비자(사회문화/상용비자 등)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교육, ③ 사회문화, ④ 관광, ⑤ 업무상담, ⑥ 가족방문, ⑦ 취재, ⑧ 경유
- 비용 : 50달러
- 체류 기간 : 60일 (최대 210일)

- 체류허가 연장 : ① 4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ㅇ 복수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상용, ③ 가족방문
- 비용 : 110달러
- 체류 기간 : 60일(최대 1년)
- 체류허가 연장 :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ㅇ 공통 사항
- 연령 제한 조건 : 제한 없음
-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건
- 별도 사항 : ① 방문 비자 및 복수 비자의 경우 추가 준비사항: 여권사본(단수여권의 경우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여권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신청서 및 보증 레터, 은행거래계좌 사본, 재입국 허가증(국적이 없거나 난민의 경우 해당), ② 인도네시아 대
사관/영사관으로의 비자 허가 텔렉스: 20만 루피아

2) 제한적 체류비자(VITAS)

제한적인 체류비자는 ITAS와 ITAP으로 나누어진다. ITAS는 통상적으로 1~2년 사이 완료되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이다. ITAP는 위 6가지의 체류 목적에 한해 5년까지 장기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이다. 특이사항은 5년 체류 후 연장 시 무제한 체
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2-1) 제한적 체류비자 주요 종류별 세부 내용

(2-1-1) ITAS

ㅇ 동거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국제결혼, ② 가족동거(부부), ③ 가족동거(미성년 자녀)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부부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ㅇ 취업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취업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2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노동부 허가 내용에 따름

ㅇ 학생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유학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2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교육부 추천서 내용에 따름

ㅇ 실버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은퇴 후 휴양
- 비용 :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년
- 체류허가 연장 :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5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55세 이상, 기타 별도 조건

ㅇ 공통 사항
- 이민성의 허가서(cable) 획득 후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 인도네시아 입국 후, 관할 이민성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① 체류기간 1년의 경우: 18개월 이상, ② 체류 기간 2년의 경우: 30개월 이상

(2-1-2) ITAP

ㅇ 장기체류허가
- 목적 및 체류활동: ① 종교인, ② 근로자, ③ 투자자, ④ 노후휴양, ⑤ 국제결혼, ⑥ 장기체류허가 소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비용 : 수수료 별도
- 체류기간 : 5년
- 체류허가 연장 : 연장 가능(5년 체류 후 연장 시 기간 제한 없음)

2) 비자 발급

비자 발급은 각국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관광객의 경우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만,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호주 등 68개국에 대해서는 공항(또는 항구)에 도착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교관, 관용여권의
경우 한국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4년 5월부터 14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4년 6월부터 한국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14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최장 3개월 부여). 일반 여권의 경우 현지에서 30일 체류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 발급비용은 50만 루피아(세외 수입의 종류와 요금에 관한 정부규제 2019년 제28호에 의거, 2019년 5월부로 50만 루피

아)이다. 단, 2015년 6월 9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입국(호텔 체류, 관광 목적 확실)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도착비자 받는 요령은 공항 입국심사 전에 도착비자 받는 창구가 있으므로 이 창구에서 먼저 비자 수수료를 내고, 다음 창구에서 여권상에
도착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역사절단과 같이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
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루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은 기내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과 항구는 다음과 같은바,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ㅇ 공항(7)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뻐깐바루)

ㅇ 항구(13)

Sekupang항, Batu Ampar항, Nongsa항, Marina Teluk Senimha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항, Bandar Sri
Udana Lobam항(이상 Bintan), Belawa항(메단), Sibolga항(북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 문화, 공용의 목적에 한하고 상용 비자인 경우 출국지에서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20일부터 모든 국가의 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용여권 무비자 정
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목적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를 신청할 때 아래 항목들을 구비 서류에 더하여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발급받는 영문 건강확인서
-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지역/국가에서 14일 초과하여 체류
* 한국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지정된 증빙 양식/방
법은 없으며,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예 : 교통카드사용내역 등)
- 인도네시아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 증상이 있을 시 14일 간 검역소에서 격리될 준비가 되어있음을 기재한 진술서, 진술서 형식은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웹사이트 Guidance >Documents for Visa Application에서 다운로드 가능
- 만약 기존 구비서류아 상기 추가 구비서류가 충촉되지 않을 시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주
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웹사이트에https://ekbriseoul.kr/ 확인 가능

3) 출입국 제도

최근 인도네시아는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도착 비자(관광비자 / On Arrival Vis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사무
실에서 미팅하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의 불시 검문으로 여권을 빼앗긴 사례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사전에 대사관과 연락한
후 반드시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ㅇ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 대사: Umar Hadi(우마르 하디), 2017. 5.16. 부임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1-877
- 전화: (02) 783-5675/7(비자 및 영사업무), 782-8555
- 팩스: (02) 780-4280

- 홈페이지: http://kemlu.go.id/seoul/en
- 이메일: seoul.kbri@kemlu.go.id

참고로 비자 발급 문의 및 공증 등의 영사업무는 하기 기관에서 진행한다.

ㅇ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대사: 박태성
-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12950
- 전화: 국제전화 연결 번호(001등) 누른 후 +62-21-2967-2555
- 팩스: 국제전화 연결 번호(001등) 누른 후 +62-21-2967-2556, 2557
- 공관 대표메일: koremb_in@mofa.go.kr
-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r_in@mofa.go.kr (영사민원 업무 관련 영사과 대표 메일로 수신된 문의만 접수가 된다.)

4) 주의사항

비자 발급 신청 시 비자 발급 신청서 2부와 여권 사진 2매, 왕복 비행기 표 사본이 필요하고, 상용은 출장명령서 원본과 사본, 방문비자는
초청장 원본과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적게는 3~4일에서 길게는 1개월가량이 걸리며 여행사에 의뢰하면 된다. 최근에 여
권 사진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비자 포함 인도네시아 거주 및 체류허가증에 들어가는 사진의 배경이 기존의 빨강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한
다는 지침이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하달됐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입국 시점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년 이상 장기체류의 경우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에서 출
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탑승을 거부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오는 경우 아무런 제재 없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수가 있다. 이때는 공항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해결책으로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수도 있다. 또한, 해외출
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은 여권의 비자란이 꽉 차서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부착할 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고
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으로의 귀국 항공권을 미소지할 경우, 제한적 장기 체류자의 경우 비자 외에도 외국인 체
류허가증(KITAS)를 입국 심사 시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입국에 제지를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단, 인도네시아 도착 전 6일 이내에 콜레라 오염지구를 통과한 경우 예방 접
종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제시해야 한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과 음식 그리고 비디오와 카메라 등 고가 제품은 내
역을 기재해야 하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불이익은 별로 없으나 발각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으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
하다. 통상적으로는 기재하지 않는다. 면세 반입은 술 1리터, 담배 200개비, 시가 20개비 이하이며, 인도네시아 화폐를 1억 루피아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외화 소지, 반입은 이전에는 자유로웠으나 세관에서 화폐 단위와 관계없이 1억 루피아 이상의 가치를 소
지하고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음란물, 마약은 반입이 금지된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니 유의해야 한
다. 2005년 7월 발리에 입국한 호주의 한 여자 관광객 짐에서 소량의 마약이 발견됐는데, 본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짐에 넣었
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년 징역형을 선고해 양국 간의 외교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마약범은 거의 사형에 해당된다. 입국 및 출
국카드가 한국과 같이 두 면으로 돼 있어, 입국 심사대에서 출국카드는 절단해 돌려준다. 출국카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
야 한다. 출국카드를 분실하면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5) 코로나19 요인으로 인한 입국시 추가 주의 사항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PCR 음성결과) 결과가 포함된 건강확인서(HHC)를 지참해야 하며 다음과 같
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PCR 검사 결과서는 한국 또는 제 3국(현재 체류국)에서 영문으로 발급(입국일 기준 7일 이내)받아야 함
- 검사방법이 반드시 PCR 테스트임이 확인돼야 하며, COVID19 테스트로만 발급받은 결과서는 인도네시아 검역관이 PCR 검사로 불
인정

- 결과서에는 검사한 병원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의사 성명, 의사의 도장 또는 병원의 관인 등이 포함돼야 함
- PCR 검사 결과는 건강확인서(HC)*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결과서를 지참하는 것 모두 가능
* 건강확인서(HC)에는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내용과 여행하기 적합한 상태(fit to travel)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
- 자가격리 미준수 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으나, 개인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권장

6)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안내 (2020년 7월 13일 안내, 22일 업데이트 사항 반영)

(1) 주요 내용

그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자동으로 부여하여 온 긴급체류허가 (Emergency Stay Permit)는 더
이상 부여되지 않고 종료된다.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따라서,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2020년 7월 13일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체류기간연장 등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 등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인 7월 13일을 산입하게 된다. 따라서 2020년 8월 11일이 만기가 된다. 즉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8월 11일까지 출국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1일당 벌금 1백만 루피아가 부과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될 수 있다.

(2) 현재의 체류상황별 주요내용

(2-1) 긴급체류허가의 종료를 위한 조치

(유형1) ITK(방문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ㅇ 직전에 ITK(방문체류허가)* 소지자였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방문체류허가의 체
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여기서 ITK(방문체류허가 )라고 함은 도착비자, 비즈니스비자, 사회/문화비자 등을 의미한다.

ㅇ 방문체류비자는 주재국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해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종전의 방문체류허가를 통해 입국 후 아직 연장 가능한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등이다.

ㅇ 상기의 체류기간 연장은 7월 13일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
게됨
*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허가를 취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상기 규정에 따라 방문체류허가의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 상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ITAS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유형 2) 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직전에 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ITAS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TAP 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ITAS의 만기(5년)가 도래
하였더라도 보증인(sponsor)을 통하여 취업허가(IMTA) 등 관계기관의 필요서류를 새로 발급받고, 이를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신규비
자 텔렉스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도 네시아를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ITAS를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기존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변경하여 상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EPO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유 등으로 상기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민국 사무소에 확인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란다.

2020년 7월 22일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ITAS를 연장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미 EPO 절차완료등)에도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 완전출국허가 (EPO): 기존의 체류자격이 청산/종료되었으므로 연장 가능한 대상이 되는 직전의 ITAS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유형 3) ITAP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직전에 ITAP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ITAP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ITAS를 연장받을 수 없는 경우(EPO 완료 등) 에도,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2020년 7월 22일 이민청 발표)

(유형 4)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직전에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 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도착비자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 도착비자는 1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초 입국 후 아직 연장한 적이 없는 경우 등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유형에서의 비자 연장을 위해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체류 허가를 취득(신청이 아님을 유의)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
과할 경우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 된다.

(유형 5)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직전에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7월 13일로
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 하여야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된다.

(유형 6)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 소지자 중 신규 비자 텔렉스를 받은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체류중인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 소지자로서 신규비자 텔렉스를 받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 해외
에 있는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 할 필요 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신규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 신규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비자승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
게 된다.

(2-2) 기존의 ITAS, ITAP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ㅇ 규정내용
- ITAS, ITAP 또는 IMK(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미 관련 정부부처/기관의 승인레터가 있거나
가족재결합의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7월 13일부터 최대 60일 이내(9월 10일까지)에 인도네시아에 입
국하여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거주허가를 연장하여야 함
- 위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규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ㅇ 규정의 내용 검토 (주재국 이민청/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규정해석 의견 등 참고)
- 상기규정은 ‘기만료되었지만 금번조치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한 ITAS, ITAP’ 소지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종전 ITAS를 통한 총합산체류 기간이 5년에 달한경우, 또는 기존 ITAS, ITAP에 대하여 ‘완전 출국 허가’(EPO)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한 인도네시아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

※참고 : 종전의 ITAS, ITAP과 현재 관계기관이 발급한 레터의 내용상 전후 체류자격 간의발급근거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예:
회사의 변경 등)에는 신규 비자 발급 대상이 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ㅇ 유의사항

한편, 기존의 ITAS, ITAP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동안에 만료되었어야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한인니대사관의 실무적인 해석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2일까지의
기간동안 만료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기존의 ITAS, ITAP가 상기 기간 동안에 만료되었다면, 그 만료된 장소
는 인도네시아 또는 제3국 어디라도 상기 조치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 차이가 없다. 한편, 이번 조치로 만료된 종전의 ITAS, ITAP이 어떤
근거에 의해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입국 시 준비해야 하는 관계 기관 발급서류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 종전의 체류허가가 ‘취업활동’을 근거로 하는 경우 : 고용부의 취업허가 (IMTA) 서류가 필요
- 종전의 체류허가가 ‘유학’등을 근거로 하는 경우 : 해당 학교의 추천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
- 종전의 체류허가가 순수하게 가족동반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도의 취업활동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별도로 관계기관이 발급한 서류
는 필요가 없으나 가족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인 ITAS, ITAP 소지자로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ITAS, ITAP 사본등)하는 서류가 필
요

위에 언급된 취업허가(IMTA) 등의 허가서 발급 및 인도네시아로의 입국 절차는 아래의 순서를 참고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내의 보증인(Sponsor)이 관계기관에 필요 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
- 보증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 이를 해외(예 : 서울등)에 있는 ‘입국희망자’에게 송부
- 입국희망자는 위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여의도소재)을 방문, 담당영사의 ‘입국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음

※ 참고 : 상기 입국가능확인서가 있어야만 인도네시아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도네시아행 항공기 탑승 및 입국심사 과
정에서 요건 증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탑승거부, 입국불허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입국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고한
다.

입국 희망자가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 상기 입국가능확인서, 관계기관의 발급서류(IMTA 등), 기타 검역관련 서류 등
을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입국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체류허가를 연장받아야 한다.

※ 참고: 2020년 7월 13일부터 60일 이내에 (9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로 입국 및 체류 허가연장을 모두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운 비자를 취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3) 현재 유효한 ITK(방문체류허가), ITAS, ITAP 연장에 관한 사항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이며 소지한 ITK(방문체류허가), ITAS, ITAP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4) 2020년 7월 22일 이민청 주요 업데이트 사항

(4-1) 만료된 ITAS, ITAP 소지자에 관한 사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에 이미 완전출국허가(EPO : Exit Permit Only) 처리가 되었거나, 또는 회사변경 등의 사유로 앞으로
EPO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
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그밖의 만료된 ITAS, ITAP 소지자의 경우 역시, 기존의 안내와 동일 하게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4-2) 복수비자(D212) 및 ABTC 소지자에 관한 사항

기존에 복수비자(D212) 또는 ABTC 소지자들로서 최근까지 긴급체류 허가로 체류 중이었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출국할 항공편
이 없는 경우 등에, 체류허가를 연장(체류기간 30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복수비자(D212) 소지자들은 인도네시아 관계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ITAS로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된다. 이 경우,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
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4-3) 무비자입국자, 승무원방문허가자(Crew Visit Permit) 관련 사항

기존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이었던 사람들은 동 지침(7.22부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8월 1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무비자입국자, 승무원방문허가자(Crew Visit Permit)들 중 인도네시아 관련법령의 허가요건
을 충족하여, ITK 또는 ITAS를 위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ITK 또는 ITAS 절
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4-4) 인도네시아 체류 중인 신규 텔렉스 비자 소지자의 경우

2019년 12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텔렉스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해외주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등에 이를 사용한 적이 없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사람들은 동 텔렉스 비자를 가지고 직접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K 또는 ITAS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
자수수료 납부 등 필요) 다만,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자의 sponsor가 이민국(본부)에 해당 텔렉스 비자의 재사용 가능 여부
를 먼저 문의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텔렉스 비자의 재활성화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유의사항 : 상기 정보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직접 이민청으로부터 공식 공지받은 정보이다. 현지 정부 방역 방침(PSBB 완화로
인한 정책적 과도기) 및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잦을 수 있어 해당 정보 확인과 함께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또는 주
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접촉*하시어 비자 가능 여부를 확실시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 비자 관련 연락처 : 상기 (다. 출입국 제도) 대사관 연락처 내용 참조

7) 기업인 신속입국절차( 8.17. 부 시행)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건강진단서를 제출 하면서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의 초청 기업이 인도
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서한 발급을 신청하는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면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정자 증폭(PCR) 검사 음성 영문 진다서를 지참하여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경우 재검사 없이 즉각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14일 자가격리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한국으로 출장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초청기업이 한국 산업통
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면세 범위

여행자가 인도네시아 입국 시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면세범위는 1인당 500달러이다. 종전 250달러이던 면세 한도가
2018년 1월부터 500달러로 2배 상향 조정되었으며 가족에게 허용하던 1,000달러 면세 한도는 폐지되었다. 또한, 성인(주류 21세, 담배
18세 이상)에 한하여 주류 1리터, 담배 200개비(시가 25개 또는 잎담배 등 100g) 이하에 대해 추가로 면세가 허용된다. 다만, 주류, 담배
는 면세범위 초과 시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납부에 의한 통관이나 외국 반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 개인용 물품(상용 제외)에 대해 1인당 USD 500
-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또는 다른 담배제품) 100g
- 주류(알콜 함유 음료 포함) 1리터

※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 한도 초과 시 반입금지(세금을 납부하여도 통관 불가)

2) 가족과 함께 입국 시 면세 한도 합사 처리 여부

금년부터 가족에 적용하던 1,000달러 휴대품 면세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의 경우에도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500달러가 적용된
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인원만큼 증가하지만, 단일품목에 대한 가족 합산 면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신고
서는 대표 1인이 작성 가능)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같이 입국하면서 800달러짜리 핸드백 1개를 구입한 경우 1인당 면세 한도 500달러를 적용함에 따라 다른 구매물
품이 없는 경우에도 300달러(800달러-5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2인 가족의 경우 500달러 이하의 물품만 구매한 경
우에는 1,0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의 품목이 1인당 면세한도 5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족 인원수에 관계없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납부 의무

면세 한도 초과 시 총 물품 가격에서 면세 한도를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사치세 등의 세금 부과된다. 1인이
800달러 상당의 물품 반입 시 면세 한도 500달러는 공제하고 300달러에 대해 과세한다.

- 관세(Bea): 물품 가격의 10%
- 부가가치세(PPN): [물품 가격 + 관세 (+ 사치세)] x 10%(단일 관세율)
- 소득세(PPH): (물품 가격+관세) x7.5%(NPWP 소지자) or 15%(NPWP 미소지자)
- 사치세(PPnBM): (물품 가격 + 관세) x 개별 세율(10-75%)

예를 들면, 여행자 1명이 반입하는 전체 휴대품이 800달러인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과세대상 : 800달러-500달러 = 300달러
- 관세 : 300달러 x 10% = 30달러
- 부가세 : (300달러 + 관세 30달러) x 10% = 33달러
- 소득세 : (300달러 + 관세 30달러) x 7.5%(또는 15%) = 24.75달러(49.5달러)
- 세금합계 : 87.75달러(NPWP 있는 경우 약 29%) 또는 112.5달러(NPWP 없는 경우 약 38%)
- 결론 : 즉,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합산세율은 여행자가 납세자부호(NPWP)가 있는 경우 약 29%, 납세자 부호(NPWP)가 없는 경우
약 38%임.

ㅇ 세관 통로 자진 선택(Green or Red Channel)

- Green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 Red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ㅇ 세관 신고대상
- 생물형태 또는 가공품 형태의 동물, 어류, 식물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총기, 공기총, 실탄, 폭발물, 검, 무기류 및 음란물
-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지급 수단을 모두 합산)
-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물품
- 상용 물품(전시용 샘플, 수리용 물품,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

4) 유의사항

-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상업용 샘플* 등을 신고하지 않아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함.
*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한 화장품, 식품 등의 경우 수입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 가능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상용 샘플 등도 수입승인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입허가 등의 제반요건을 미리 구비하여야 함.
- 수량,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용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세금 납부 대상이며 수입 관련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함
- ‘Green Channel’로 통과하다 세관의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받을 수 있음
- (면세 한도 상향) 개인용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종전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
던 가족 면세 한도(1,000달러) 규정 삭제
- (단일세율 도입) 면세 한도 초과 반입 시 종전에는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0% 단일 관세율로 전환
* 세금은 관세 외에도 부가세 10%, 소득세 7.5%(NPWP 소지자) 또는 15%(NPWP 미소지자)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사치 물품
에 대한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제한물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반입 허용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반입신고가 필
요하고, 가방(3개)의류(10벌)전자제품(2개)의 경우 반입 수량을 제한함
- (일시반출제도) 출국 시 일시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가 재반입 예정물품을 반출할 경우 출국 시 일시 반출 신고하고, 입국
시 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 허용
- (일시반입제도) 외국 거주자가 출국 시 반출할 직업용품 등을 반입할 경우 적용 가능한 일시 반입신고를 허용하여 면세 또는 감면 허
용
- (여행자 운송) 귀금속 수출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여행자 휴대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여행자 휴대운송 허용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2967-2555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Indonesia
http://idn.mofa.go.kr/
국가를 대표해 정무, 경제 업무 및 영사, 민원 업무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 지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70-5565
Suite 2104, 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https://www.ksure.or.kr
바이어 신용도 조회, 수출 보험 관련 업무 진행

ㅇ KOICA 자카르타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15-0941
SCBD Equity Tower, 39th Floor, Unit D-H, Lot 9, Jl. Jend. Sudirman No.5, RT.5/RW.3, Senayan,
Kebayoran Baru, South Jakarta City, Jakarta 12190
http://www.koica.go.kr
무상 원조 관련 업무, 해외봉사단 관리, 외교부 산하 기관

ㅇ KITA(무역협회) 자카르타 지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140-1150/1151
Equity Tower, Jl. Tulodong Atas 2, RT.5/RW.3, Senayan,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190
http://jkt.kita.net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진출 마케팅연계지원
(본사)http://www.kita.net (지부) http://jkt.kita.net

ㅇ 세계한인무역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전화번호
주소

62-21-722-8282
Jl.Gatot Subroto No.58. Gedung Korea Culture Center Lt.1. Jakarta Selatan 12950

홈페이지
비고

http://www.oktaindonesia.com/inni/
OKTA 인도네시아 지부

ㅇ 한국 수출입은행 자카르타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25-7261
Menara Mulia Tower Suite 2007,Jl. Jend. Gatot Subroto Kav.9-11, Jakarta 12930, Indonesia
https://www.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14004001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등

ㅇ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785-3030
Suite 2102A, Wisma GKBI. Jl. Jend. Sudirman No. 28 Jakarta
https://kto.visitkorea.or.kr/kor/kto/map/foreign/foreign03.kto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카르타지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070-4617-2695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 11A Jl. 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http://www.at.or.kr/employee/apko315300/list.action?departmentCd=AU27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자카르타지부

ㅇ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과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2967-2580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Indonesia
http://idn.mofa.go.kr/
VISA, 여권 관련, 교민 및 국민 안전 업무, 코로나 19 대응 전담 (대사관 내 위치)

ㅇ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 인도네시아 지사
전화번호
주소

62-21-5085-8661
Jl. Jendral Sudirman, Kav. 52-53, South Jakarta, Indonesia Office TREASURY Tower, 21th Floor
Unit B

홈페이지
비고

http://www.kindkorea.or.kr/
한-인니 인프라 협력센터(Korea-Indonesia Infrastructure Cooperation Center)

ㅇ IBK 기업은행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790-8888
Wisma GKBI Suite UG-01Jl. Jenderal Sudirman No. 28 Jakarta Pusat 10210
http://www.ibk.co.id/
2019년 신설, 현지 은행 영업, 자카르타,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에 지점 보유

ㅇ 경상남도 자카르타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790-3182
8th Floor, Wisma GKBI, Jenderal Sudirman No. 28 Jakarta Pusat 10210
https://www.gyeongnam.go.kr
지자체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투자 사업 추진

ㅇ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021-526-2614
Artha Graha Building 6th Floor Suite 8, SCBD Jl.Jend.Sudirman Kav.52-53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http://www.goindonesia.net/
지자체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투자 사업 추진,

ㅇ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EPS CENTE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7918-6012/6014
Wisma Korindo 9th Floor,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Selatan, 12780 Indonesia
http://www.hrdkepsid.com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센터로서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센터를 겸하고 있음.
정부간 MOU에 따라 EPS(고용허가제)업무(한국어시험 및 기능수준평가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를 선발
하여 한국에 송출 및 귀국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정착지원)와 한국 청년들에 대한 해외취업 지원업
무를 담당하고 있음.

ㅇ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화번호

070-8892-3729

주소
홈페이지

비고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ial Coop. Association
http://medinet.or.kr/?page_id=758
의료기기 회원사 수출지원 등 의료기기 생산기반과 시장선점 및 기타 교류 프로그램 등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811-807-0884
BKPM 5th floor, Jl. Gatot Subroto No.44, Jakarta 12190, Indonesia
http://www.kosmes.or.kr/sbc/SH/REM/SHREM025M0.do
인니 투자조정처(BKPM)의 KOREA DESK 역할이 원칙이나, 무역사절단, 세미나 등 무역투자진흥 사업 다
수 추진

ㅇ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인도네시아사업단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15-0754
Artha Graha Building 23rd floor,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http://www.kwater.or.kr/
"인도네시아 물관리 사업 등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인도네시아 물 관리 정책 수립 및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사업 참여 협력 "

ㅇ 한국농어촌공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7591-3414
Kompleks Golden Plaza, Blok G No. 31, Gandaria Selatan, Kec. Cilandak, Jakarta Selatan, Jakarta
12420, Indonesia
http://www.ekr.or.kr
1983년부터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에 용역업체 등록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까리안 댐 건설사업 등 총
54개 사업 추진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발굴 및 지원 등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부 자료>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789-5063
Jl. Gatot Subroto No. 6 Jakarta Pusat 10270
https://www.mpr.go.id/
인도네시아 의회(원어 : MPR RI) : 인도네시아 의회는 선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역대표회의(DPD, 상원)와
국민대표회의(DPR, 하원), 상·하원 합동회의의 성격인 국민평의회(MPR)로 구성

ㅇ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52-1835
Kementerian Keuangan Gedung Ali Wardhana Lt.3, Jalan Lapangan Banteng Timur No. 2-4,
Pasar Baru, Sawah Besar, Pasar Baru, Ps. Baru, Sawah Besa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710
https://www.ekon.go.id/e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ies Affai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2395-1100
Gedung BPPT 1 Lantai 3, Jalan M.H. Thamrin No. 8, Menteng, RT.2/RW.1, Kb. Sirih, Menteng,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340
http://www.maritim.go.id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dan Investasi)

ㅇ Ministry of Home Affai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45-0038
Jl. Medan Merdeka Utara No.7, RT.5/RW.2,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110
https://www.kemendagri.go.id/
인도네시아 내무부(Kementerian Dalam Negeri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44-1508
Jl. Taman Pejambon No.6, RT.9/RW.5,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10
http://www.kemlu.go.id
인도네시아 외교부(Kementerian Luar Negeri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Defens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84-0889
Jl. Medan Merdeka Barat No.13-14, RT.2/RW.3,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110
http://www.kemhan.go.id
인도네시아 국방부(Kementerian Pertahanan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25-3004
Sekretariat Jenderal 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http://www.kemenkumham.go.id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Finan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50-6055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Manajemen Situs Kemenkeu Gedung Djuanda I Lt.
9 Jl. Dr.Wahidin Raya No 1 Jakarta 10710
http://www.kemenkeu.go.id/en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80-4242
Jl. Medan Merdeka Sel. No.18, RT.11/RW.2,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110
http://www.esdm.go.id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Industr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2-21-525-5509
Jl. Gatot Subroto No.Kav 52-53, RT.1/RW.4, Kuningan Tim., Kecamatan Setiabud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950
http://www.kemenperin.go.id

비고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terian Perindustrian)

ㅇ Ministry of Trad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84-1961
Jl. M.I. Ridwan Rais No.5, RT.7/RW.1,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110
http://www.kemendag.go.id/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

ㅇ Ministry of Agricultur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812-8237-0137
Kementerian Pertanian RI Jl. Harsono RM. No. 3, Ragunan Jakarta 12550, Indonesia
http://www.pertanian.go.id/
인도네시아 농업부(Kementerian Pertanian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Manpowe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25-5733
Jl. Jendral Gatot Subroto Kav. 51,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750, Indonesia
http://www.kemnaker.go.id/
인도네시아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722-8497
Kementerian PUPR Jl. Pattimura No. 20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10
https://www.pu.go.id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Kementerian Pekerjaan Umum dan Perumahan Rakyat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Health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2-21-520-1590
Jl. HR. Rasuna Said, Blok X.5, Kavling 4-9, RT.1/RW.2, Kuningan, Kuningan Tim., Setia Bud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950
http://kemkes.go.id/

비고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보건부 인증 확인은
http://infoalkes.kemkes.go.id/ 로 접속

ㅇ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70-3303
Kompleks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Jalan Jenderal Sudirman, Senayan Jakarta
Pusat 10270
https://www.kemdikbud.go.id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ㅇ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45-2841
Jl. Medan Merdeka Barat no. 9, Jakarta 10110
https://www.kominfo.go.id/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ㅇ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193-6207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BAPPENAS) Jalan Taman Suropati No.2 Jakarta
10310,
https://www.bappenas.go.id/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ㅇ Central Bank of Indonesi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2981-0000
Jl MH Thamrin No 2, Jakarta 10350, Telp 131 (pulsa lokal), 1500131 (dari luar negeri)
https://www.bi.go.id/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해당 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지표 열람 가능

ㅇ Ministry of Tourism and Economy Creative
전화번호
주소

62-21-383-8899
Sapta Pesona building, Jl. Medan Merdeka Barat No.17, RT.2/RW.3, Gambir, Kecamatan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110

홈페이지
비고

https://www.kemenparekraf.go.id/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Kementerian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 Republik Indonesia)

ㅇ Central Agency of Statistic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84-1195
Jl. Dr. Sutomo 6-8 Jakarta 10710 Indonesia
https://www.bps.go.id/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ㅇ Agency for National Standardizatio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92-7422
Gedung I BPPT Jl. HM Thamrin No. 8, Kebon Sirih Jakarta Pusat, 10340
http://www.bsn.go.id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기관(BSN Indonesia, SNI 인증기관)

ㅇ Financial and Development Supervisory Agenc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8591-0031
Badan Pengawasan Keuangan dan Pembangunan, Jl. Pramuka No. 33, Jakarta 13120
http://www.bpkp.go.id/
인도네시아 금융 및 개발 감독기관(Badan Pengawasan Keuangan dan Pembangunan)

ㅇ 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25-2008
Jl. Jend. Gatot Subroto No. 44, Jakarta 12190 P.O. Box 3186, Indonesia
https://www.bkpm.go.id/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an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ㅇ National Agency for Drug and Food Contro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2-21-424-4691
Jalan Percetakan Negara Nomor 23 Jakarta - 10560 - Indonesia
https://www.pom.go.id/new/

비고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BPOM)

ㅇ KOMPA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34-7710
Jalan Palmerah Selatan No. 26-28, Gelora, RT.4/RW.2, Gelora, Tanahabang,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270
http://www.kompas.com/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ㅇ The Jakarta Post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530-0476
The Jakarta Post Building Jalan Palmerah Barat No.142-143 1 2, RT.1/RW.2, Gelora, Tanah
Abang,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270
https://www.thejakartapost.com/
주요 영자 신문

ㅇ Jakarta Glob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2995-7500
Citra Graha Building 11th Floor, Suite 1102,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35-36, Jakarta,
12950, RT.2/RW.4, Karet Semanggi, Setia Budi, South Jakarta City, Jakarta 12930
https://jakartaglobe.id/
주요 영자 신문

ㅇ Antara New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380-2383
Wisma Antara, Jl. Medan Merdeka Sel. No.17, RT.11/RW.2,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110
http://www.antaranews.com/en/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

ㅇ bisnis indonesia
전화번호
주소

62-21-5790-1023
WISMA BISNIS INDONESIA Jl. K.H. Mas Mansyur No. 12A Karet Tengsin - Jakarta Pusat 10220

홈페이지
비고

https://www.bisnis.com/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일간지

ㅇ Konta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2263-0458
Jalan Kebayoran Lama No.1119, RT.1/RW.13, Grogol Utara, RT.3/RW.1, Grogol Utara, Kby.
Lama,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210
https://www.kontan.co.id/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

ㅇ CNN Indonesi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7918-4557
Mampang Prapatan RT.2/RW.2, Jl. Mampang Prpt., RT.2/RW.2, Mampang Prpt.,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790
https://www.cnnindonesia.com/
CNN 인도네시아 지부

ㅇ Detik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7918-7722
Transmedia, Jl. Kapten Tendean No.12-14A, RT.2/RW.2, Mampang Prpt.,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790
https://www.detik.com/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

ㅇ 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KADI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2-21-2239-1426
Jl. HOS Cokroaminoto No.122 Menteng - Jakarta Pusat, DKI Jakarta Indonesia 10310
https://www.kadin-indonesia.com/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ㅇ Tempo
전화번호
주소

62-21-536-0409
Gedung Tempo, Jl. Palmerah Barat No. 8, Jakarta Selatan 12210

홈페이지
비고

https://www.tempo.co/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4,100 루피아

No

구분

품목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2

식품

3

단위

금액(USD)

단품

2.48

비빔밥

1인분

6.37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5.37

4

식품

신라면

1봉지

0.95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27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600ml

0.26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90ml

0.32

8

의료

항생제

10정

0.37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25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28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75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8.37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64

14

서비스

전기요금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3.54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1.98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 최저가)

18

임금

최저임금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자료원 : 자카르타 무역관 현장 실사(11.27)>

1Kwh

360ml

0.1

11.34

법정최저

392.65

연간

23100

%

3.75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인도네시아의 통화는 루피아이며, 동전으로는 50, 100, 200, 500, 1,000루피아가 통용되고, 지폐로는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루피아가 존재한다. 현재 50루피아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환전방법
2020년 11월 기준, 인도네시아 모든 국내 거래 시 루피아화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현지화 환전이 필수이다. 환전은 공항출구, 일반백화
점, 공인 환전소, 은행, 호텔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으나, 환율은 BCA, BRI 은행 등 은행이 가장 좋고 다음으로 공인환전소, 일반백화점, 공
항출구, 호텔 순이다. SOGO 백화점의 경우 국영은행 출장소가 있어서 영업시간까지 환전을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급하게 환전을 해야
할 경우 저녁 9시까지 영업하는 동 출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 달러화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환전 시, 달러화 지폐에 흠이 없는 2013년 이후 발권된 새 돈이어야 환전이 용이하다. 은행 및 환전
소에서는 달러화 지폐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환전 및 입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지폐가 접혀있거나, 도장이 찍혀있다거나, 볼펜으로
조금이나마 낙서를 했다거나 하면 환전이 안 되거나 환전에 응하더라도 환율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미화 100달러짜리 중에서도 지폐 번호가 CB, DB, DF, DH로 시작되는 것은 위폐가 많다고 해 환전을 거부하는 일이 많으니, 한국
에서 미화 환전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폐가 발견되면 중앙은행에서 각 은행, 환전상에 지폐 번호를 추가로 고지한다. 또한, 일반
환율은 100달러 지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50달러 이하의 소액 달러 지폐들은 환율 적용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한국에서 인도
네시아로 들어올 때는 소액권은 피하고 가급적 100달러 신권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간혹 1달러를 서비스 팁으로 현지인들에게 주기 위해 일부러 가져오기도 하는데, 현지인들은 1달러의 절반가치도 안되지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지 화폐 5,000루피아~1만 루피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소액 미국 달러를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다. 아울러 여행자 수
표의 경우 환전이 매우 어려우므로 가급적 현찰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호텔,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통용이 잘
되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 공항의 은행에서 한화를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로 직접 교환해준다. 한국에서도 일반 시중은행에서 직접 루
피아화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카드사는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할인, 포인트 적립,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 등의 제도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있
으며, 특히 온라인 몰의 경우 신용카드가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카드사마다 각종 할인을 통해 카드 고객을 늘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2019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드사는 BCA(Bank Central Asia), Mega, CIMB Niaga, Citi,
Maybank 등이며 (출처: finansialku.com), 특히 BCA 카드는 제휴를 통해 카드 이용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선호도가 높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1% 내외로 굉장히 낮아 제약사항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해 하기와 같이 유의해야 한다.

ㅇ 국내전용 카드는 해외에서 이용 불가
- 비자나 마스터 등의 국제카드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ㅇ 모든 카드 브랜드가 다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라 할지라도, 가맹점(호텔/식당/쇼핑 등)에서 해당 카드 브랜드를 안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작은 상
점들은 아예 카드를 안 받는 곳도 아직 많이 존재한다.

ㅇ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사용 가능한)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 마스터 카드,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 비자 카드, 거의 대부분 가능하긴 하지만, 카드사의 문제인지 벤사의 문제인지 간혹 가다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다나몬 은행에서 카드 업무를 취급할 때까진 안되는 곳이 태반이었으나, BCA 은행이 취급한 이후부터
는 사용 가능한 점포가 증가했다.
- JCB 카드의 경우 자카르타/발리/롬복 등의 유명 관광지는 가능한 곳이 꽤 있는 편이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이 거의 어렵다.
- 유니온페이는 중국 카드 브랜드이다 보니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발리에선 되는 곳이 많지만, 그 외의 지역에선 거의 사용 불가하
다.

ㅇ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결제를 안 받거나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3%의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ㅇ 인도네시아, 교통 체계 비효율 국가 14위

세계적인 생활환경 분석업체인 Numbeo가 발표한 전 세계 도시 교통 체증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84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2020년
중순 교통 체계 비효율 국가 14위로 조사되었다. 시간 효율성, 교통 체증, 대기 상황(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 열
악 지수는 종합적으로 12위를 기록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편이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정부 차원에서
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ㅇ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대기오염에도 빨간불이 켜진 인도네시아

세계 각국 5,000여 개 도시의 공기 질 자료를 받아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인 Airvisual 발표 결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통
근 차량이 많은 아침에 평균적으로 130~180AQI를 기록했다. AQI(Air Quality Index: 공기 품질 지수)는 수치 101 이상부터 예민한 사
람들의 건강에 해로우며, 151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사람의 건강에도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사 Tempo는 자카르
타 등 인도네시아 대도시 대기오염의 85%는 길거리 차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했다.

ㅇ 고속도로의 정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통행료 현금결제 전면금지

2017년 10월 31일부터 유료 도로 통행료 지불 시 현금 결제를 전면 금지하고 전자화폐와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전자결제만 가능하도록 하
는 법을 제정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교통체증의 원인을 유료 도로 이용료 지불 시 현금으로 결제함에 따른 잦은 정차에 있다고 판단되어
전국 주요 도로에서 교통체증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자결제와 현금 결제를 병
행해, 한 달간 시범 도입한 후 2017년 10월 3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 시 반드시 전자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등으로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전자교통카드 판매 허가를 받은 곳은 25곳으로 BRI, BCA, Permata, Mandiri, BNI, Mega,
DKI, CIMB Niaga, QNB Indonesia 등의 은행 및 Indomaret과 Alfamart와 같은 편의점에서 카드를 판매 중이다.

버스
ㅇ 도심 고속버스 (BRT)
- 트란스자카르타(Transjakarta)는 동남아시아에서 첫번 째 Bus Rapid Transit(BRT) 교통 시스템이며 2004년 이래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메인 노선은 자카르타 남부 블록엠(Blok M)에서 자카르타 북부 꼬따(Kota) 역이다.
- 운영사는 PT Transportasi Jakarta로 이용 요금은 1인당 3,500루피아이다.
- PT Transportasi Jakarta는 사업을 확장하여 주황색의 메트로트란스(Metrotrans)와 로얄 트란스(Royaltrans)를 출시했으며 이는

자카르타가 정책적으로 폐차하려고 하는 MetroMini와 KOPAJA를 개량하여 흡수하기 위함이다.
- 메트로트란스와 로얄트란스는 정해진 노선이 없다는 점이 트란스자카르타와 구별되며, 노선이 없어서 이들 신종 버스는 종종 다른 차
들과 교통 혼잡을 야기하기도 한다.
- 웹사이트 : http://transjakarta.co.id/

ㅇ 일반 버스
- PT Mayasari Bakti는 민간기업으로 자카르타 버스 운행사 중 하나이고, 이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자카르타에서 버까시, 데폭, 땅
으랑까지를 연결
- 2016년 이래 해당 기업은 PT Transportasi Jakarta와 제휴를 맺어 트란스 자카르타의 노선을 따라가는 버스(차종은 Scania와
Mercedes-Benz)와 그렇지 않은 버스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현재 트란스 자카르타 노선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1,347대이며 향후 모든 버스를 해당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 있다.
- 또다른 버스 운행사는 Perum Damri로 국영 기업이고, 도시 간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를 운영하며 자카르타에서는 자카르타 국제공항
(Soekarno-Hatta Airport)과 자카르타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만 운행
- 웹사이트 : http://damri.co.id/

ㅇ 미니 버스(미니버스 : 꼬빠자(KOPAJA), 꼬안따스 비마(Koantas Bima), 메트로미니(Metromini))
- 꼬빠자(KOPAJA), 꼬안따스 비마(Koantas Bima), 메트로미니(Metromini) 등의 버스는 트란스자카르타가 등장하기 전의 주요 대중
교통수단이었다.
- 이들 버스는 유사해보이나 서로 다른 색과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메트로미니의 경우 주황색과 파란색의 색상이며, 꼬빠자는 초록과
흰색으로 구성돼있고, 꼬안따스 비마의 경우 초로색과 노란색으로 구성
- 미니버스의 운영스케줄은 배차 구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기사의 자율로 운행된다.
- 메트로미니의 경우 버스 정류장인 할떼(halte)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오랫동
안 정차하는 편이다.
- 미니버스 운행비용체계는 세또란 시스템(setoran system)에 근거하여 운행되며 이는 매일 버스 소유자가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다.
- 매일 버스 기사가 버스 소유자한테 지불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버스 소유자한테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버스기사가 소유
* 승객은 이용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
- 이들 미니버스의 수는 자카르타 교통 시스템 정책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미니버스는 트란스자카르타 시스템으로의 편승을 희
망

ㅇ 앙꼿(Angkot)
- 앙꼿은 20~30년 전에 서울의 거주지에 주로 존재했던 봉고차 마을버스와 흡사하며, 이들의 노선은 트란스자카르타나 미니버스보다
도 짧은 편이다.
- 정해진 노선·요금·운행 시간에 불특정 승객을 수송하는 대중 교통으로, 버스보다 작은 차량을 이용
-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해왔으나 앙꼿이 작 링꼬(Jak Lingko) 시스템에 통합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승객들이 Jak Lingko 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택시
택시의 경우에는 운송그룹인 Blue Bird사가 운영하는 검은색의 Silver Bird(한국의 모범 택시에 해당) 또는 파란색의 Blue Bird라고 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택시를 타는 경우 요금을 속이거나 강도를 당할 수도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Silver Bird는 흑색, Blue
Bird는 청색이나, 일반택시가 대부분 청색이기 때문에 택시 측면 또는 후면의 Blue Bird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면 공항, 호텔
프론트, 사무실 또는 공공건물 입구 Car Call 서비스에 요청해 반드시 Silver Bird 또는 Blue Bird를 불러도 좋다. Blue Bird보다는 Silver
Bird가 차나 서비스 면에서 더 우수하다. 그리고 Golden Bird도 있는데, 이는 리무진 서비스로 호텔에 얘기하면 시간제로 빌릴 수 있으나
상당히 고가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용할 필요는 없다.

2020년 11월 기준, Blue Bird는 기본요금 20,000루피아에 1km 추가 주행에 4,350루피아가 부과되며, Silver Bird는 기본요금

50,000루피아에 1km 추가 주행 시 8,000 루피아(Benz 기종), 9,000 루피아(Alphard 기종)가 부과된다.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이고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요금에 합산해 청구한다. 자카르타 시내는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 택시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때가 많다. 그
러나 요금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다. (2018년 12월 기준) 전화 호출보다는 'Blue Bird'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용
이하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픽업 장소와 행선지를 입력하면 거리에 따른 요금이 자동 계산돼 비용 예측이 가능하다.

그 외 인도네시아 대도시에서 Grab 또한 이용 가능하며, 이들 택시는 정찰제 택시로 사전에 확정된 요금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저렴하게
갈 수 있으나, Blue Bird와 같이 공식 택시는 아니다. 택시 오토바이인 Gojek도 교통체증이 심한 자카르타에서 인기가 좋으나 현지 사정
에 익숙치 않을 경우는 Gojek보다는 Blue Bird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 외에 Grab이나 Express Taxi 등 로컬 택시들이 있으나 인도네시아
어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용하기는 쉽지 않아 가급적 Blue Bird를 추천한다. 그랩과 고젝을 이용할 경우 일반 승용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
이용도 가능하다. 오토바이 택시는 승용차 가격보다 저렴하나 극심한 교통체증 속에서 약속시간이 현저히 늦어버릴 것 같은 상황을 제외
하고는 오토바이는 대기 오염 수준 및 안전성이 덜 보장되는 바 권하지 않는다.

택시 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나 외국인에게는 길을 돌아가거나 잔돈이 없다는 방식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개인의 신변을 위해 언쟁을 높이지 않고 소량의 웃돈을 주고 원만한 방향으로 처신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참고: Silver Bird 및 Blue Bird 호출 전화번호: 62-21-798-1234

철도
1) 철도 현황

인도네시아를 달리는 열차는 국유열차 PT. Kereta Api Indonesia (KAI) 가 있으며, 총연장 6,000㎞인데 이 중에서 4,000㎞는 자와 섬과
마두라 섬에 있고 나머지는 수마트라 섬에 있다. 기차표 구입은 언제든지 정거장에서 출발 1시간 전에 가능하나, 여행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예매하는 것이 좋다. 인도네시아 교통 수단 체계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정부가 철도 시설 및 서
비스를 개선해나가면서 철도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8년 기준 전체 운송 및 창고업 시장에서 철도 수송 시장이 차지하
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9.2%로 항공 운송(연평균 19.1%), 육로 승객 및 화물 운송(5.8%)보다
도 높다.

2) 시내 철도 : 고속철, 경전철

ㅇ MRT (Mass Rapid Transportation)
- 도심고속철도 MRT가 2019년 3월 24일 정식 개통되었다. 개통된 1호선 도심고속철도 MRT는 인도네시아호텔로터리에서부터 남부
자카르타 르박불루스역까지 지상 7개 역, 지하 6개 역 등 모두 13개 역으로, 총 길이 20.1km를 약 30분만에 도달하는 최소의 도심고속
철도가 된다 . MRT의 실제 개통 이후부터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
영되고 있다.
- 요금의 경우, 승객 1명당 평균 8500루피아(약 60센트)가 청구되고 구간에 따라 최소 4,000루피아(약 28센트)에서 최대 14,000루
피아(약 99센트)가 청구된다.

ㅇ LRT (Light Rapid Transportation)
- 엘알티 자카르타(LRT Jakarta)와 엘알티 자보데벡(LRT Jabodebek) 등 2가지 종류로 나뉘며 LRT Jakarta는 작프로 사(PT Jakarta
Propertindo (Jakpro))가, LRT Jabodebek 은 아디 까르야사(PT Adhi Karya Tbk)라는 국영 기업이 시공하고 있다.
- MRT를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9년 4월 22일부터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경전철(LRT Jakarta)의 1단계 프
로젝트인 끌라빠가딩(Kelapa Gading)-벨로드로메(Velodrome) 구간의 시범운행이 시작됐다.
- 이 구간의 프로젝트 규모는 6조 8천 억 루피아(약 4억 7,887만달러)이며 매 기차 당 270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매
일 66,150명에서 76,140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 5.8km 구간의 LRT Jakarta 노선도 2018년 8월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2019년 4월에 시범 운행이 시작됐다.
- PT LRT Jakarta의 멜리사 수찌아띠(Melisa Suciati) 홍보과장에 따르면 실제 상업적 운행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LRT 운영 직원들이 해당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운행기간을 두고 있으나, 정확한 LRT 상업 운행 시기는 확정되
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 LRT Jakarta이용 요금은 “MRT 및 LRT 탑승 요금”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 2019년 제 34조(Gubernatorial Decree
No.34/2019)에 따라 5,000루피아(약 35센트)로 책정했다.

ㅇ KRL Commuterline(통근철)
- KRL 통근철은 보고르, 버까시, 땅으랑, 데뽁 등의 시를 연결하며 주로 자카르타 시내로 통근하는 광역권 거주 주민들이 이용한다.
- 국영기업인 PT KAI(Persero)의 자회사인 PT Kereta Commiter Indonesia 에서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 해당기업은 2010년에 여성 특별 기차(Kereta Khusus Wanita) 도입, 2011년부터 기차 시스템 및 이용 환경을 개선했으며, 2013년
7월 1일부로 E-Ticket 제도를 이행하고 요율 체계를 개선했다.
- 요금 : 첫 25km 구간에 3,000루피아, 이후 10km당 1,000루피아이며 정부는 승객 1명당 3,250루피아의 보조금을 지급
- 웹사이트 : 사이트 : www.krl.co.id

항공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특성상 육상운송이 낙후돼 있어 항공운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항공사도 국영항공인 가루다 항공을 비롯해 소규모
의 국내선 항공사들이 여러 개 있다. 주요 국내선 항공사들로는 Citilink, Lion Air, Merpati Air, Mandala Tigerair, Efata Air, Jatayu
Air, Kartika Air, Pelita Air, Star Air, Sriwijaya Air 등이 있다.

가고자 하는 행선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직접 구입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선(짧은 구간) 일부는 예매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일찍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제선은 자카르타에서 인근 싱가포르, 방콕, 호찌민,
시드니 등에 직항편이 운항된다. 평상시에는 인천-자카르타 간 한국과의 항공편은 KAL, 아시아나, Garuda (인도네시아 국적기)가 매일
1회 운항되고 있고, 발리에서 한국행 직항도 운항되고 있다. 다만,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이 인천-자카
르타 또는 인천-발리 노선을 각각 주 2~3회로 감축 운행함에 따라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변동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매번 항공사
내규 정책 및 양국 방역정책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양국의 공항공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조회되는 노선을 통해 스케쥴을 최종확인
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별로 항공편 이동을 위해서는 PCR 음성 테스트 결과지나, 신속진단 테스트 음성 결과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출발 전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주요 국제 공항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Soekarno Hatta International Airport, Tangerang
ㅇ Juanda Airport, Surabaya
ㅇ Blimbingsari, Banyuwangi
ㅇ I Gusti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 Denpasar
ㅇ Sultan Aji Muhammad Sulaiman Airport, Sepinggan, Balikpapan
ㅇ Kualanamu International Airport, Medan
ㅇ Sultan Hasanuddin International Airport, Makassar
ㅇ Samarinda Baru Airport, Samarinda
ㅇ Kalimarau Airport, Berau
ㅇ Ahmad Yani Airport, Semarang
ㅇ Sultan Mahmud Kaharuddin III, Sumbawa
ㅇ Yogyakarta International Airport, Yogyakarta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공항은 자카르타 인근 땅으랑 시에 위치한 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이다. 한편, 공항 규모는 가장 크지만 생각보다
직항이 없는 지역이 많다. 뉴질랜드, 캄보디아 등 인근 동남아 대양주 국가 일부와 유럽지역 등이 직항이 없어 쿠알라룸푸르 또는 두바이
등을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이를테면, 자카르타에서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 탑승권을 예매하려다 보
면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인천(대한민국) → 프랑크푸르트(독일) 등의 루트가 우선 항로로 추천된다.

기타 대중교통수단
버스나 택시 이외에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교통수단인 바자이(Bajai)나 오젝(Ojek : 오토바이)이 있다 요금은 보통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의 중간으로 운전사와 손님의 흥정으로 결정되지만, 출장자, 주재원 등 외국인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교통수단이다.

ㅇ 바자이(bajai)
- 2인승(운전사제외)의 삼륜차로서 주로 가까운 지역에서 운행되며 교통편이 없는 동네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바가지 요금을 주의
해야 한다.

ㅇ 오젝(Ojek)
- 오토바이를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이나 버스에서 하차하는 큰길에서 집 앞까지 가는 유용한 교통수단
- 장, 단거리를 불문하고 단시간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나 다소 위험하기도 하다. 운행 시에는 운전사가 주로 헬멧을 꼭
써야 하며 쓰지 않으면 교통경찰에게 걸려 벌금을 물 수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는 핸드폰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없다. 국내 SK텔레콤 휴대폰의 경우, 자동 로밍 서비스가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모
드만 바꾸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금이 24시간 당 1만원 내외로 요금은 비싼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GSM과 CDMA를 모두 사
용하고 있는데, GSM이 먼저 도입돼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CDMA는 2003년 말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점유율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
하지만, 통화 품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휴대폰은 SIM Card란 칩을 장착하는 형태이며, 요금도 미리 카드를 사서 입력시키는 선불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출장자
들도 핸드폰을 구입해 SIM Card를 사서 칩을 장착하고, 선불카드(보통 10만 루피아)를 사서 요금을 입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휴
대폰도 저가폰은 85만~150만 루피아(60~100달러) (출처: https://id.priceprice.com/harga-hp/) 면 구입이 가능하니, 장기 출장자 혹
은 수시로 출장 오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아예 휴대폰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통신정보부)는 2020년 4월 18일 부로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불법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제 휴대용
통신기기 식별번호(IMEI)’ 등록 제도 도입*했음에 따라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IMEI 식별을 통한 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통신정보부령(2020-1)

즉, 2020년 4월 1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통신기기가 통신망 연결 시도 시 불법 기기로 인식하고 있다.
* 산업부 홈페이지(imei.kemenperin.go.id)를 통하여 IMEI 등록 여부 확인

따라서 여행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통신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휴대폰 등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해당
기기의 IMEI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기기 등록은 출발 이전 또는 도착 시 관세청 모바일 앱(beacukai) 또는 인터넷(beacukai.go.id)에 접
속하여 인적사항 및 물품 상세 기재하여 등록해야 한다. 해당 기기 등록이 완료되면 QR 코드 및 등록번호가 제시된다. 기기 등록을 완료한
여행자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등록 시 받은 QR 코드 또는 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해외에서 구
입한 모바일 등은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 물품이 면세한도(미화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 10%, 부가세

10%, 소득세 7.5%~20%)

인터넷(와이파이)
출장 시 인도네시아에서 무선 인터넷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휴대폰에 유심 카드를 넣어 설치하는 방법이다. 현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 타입은 3개가 있으며 그것은 2G, 3G, 그리고 4G 전용기이다. 2G는 통화 및 문자만 가능한 반면 3G 및 4G는 전화
, 문자, 무선인터넷이 모두 가능한 타입이다.

현지에는 약 20개 통신사가 있으며 구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은 TELKOMSEL, INDOSAT과 XL이다. 공항이나 백화점 또는 길가에서
판매하는 핸드폰 가게에서 유심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상기 3개의 통신사를 선택하여 구입한 유심을 휴대폰에 꽂으면 된다. 휴대폰에 유
심 설치 완료 시 통신비 선불로 충전하여 인터넷 패키지를 설정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상기 3개의 통신사 중에 인터넷이 가장 잘 터지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가장 넓은 커버 범위를 가지고 있는 유심은
Telkomsel 통신사에서 출시한 Simpati유심이다. Simpati 경우에 저렴한 인터넷 패키지를 하기와 같이 고를 수 있다. 인터넷 패키지를 설
정한 후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즉시 쉽게 사용할 있다.

- 월 4 GB = 39,000 루피아
- 월 7 GB = 63,000 루피아
- 월 14 GB = 102,000 루피아
- 월 19 GB = 115,000 루피아
- 월 27 GB = 152,000 루피아
- 월 30 GB = 149,000 루피아
- 월 52 GB = 191,000 루피아

유심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 와이파이 포켓을 통해서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에그와 같이 인도네시아에는 Bolt 또는
Smartfren이라는 기기가 있다. 이러한 이동용 이동 인터넷기기는 대부분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한다. 기기를 사면 유심사용과 똑
같이 대부분 충전을 해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ㅇ 수라바야 동상(Patung Suro dan Boyo )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수라바야
Jl. Raya Diponegoro No.1-B, Darmo, Wonokromo, Kota SBY, Jawa Timur 60241
24시간
없음
수라바야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동상이다. 수라바야(Surabaya) 지명은 상어(shark)를 뜻하는
sura와 악어(crocodile)를 의미하는 boyo에서 유래했다. 가장 강하고 힘이 센 동물로 인정받기 위해 서로
싸웠다.
없음

ㅇ 한국-수라바야 우정의 탑(Taman Persahabatan Korea-Surabay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수라바야
Jalan Dokter Soetomo No.84-92, Tegalsari, DR. Soetomo, Tegalsari, Kota SBY, Jawa Timur
60264
24시간
없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몰 한국인 장병 추모를 목적으로 주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조성
한 탑이다. 추모탑을 중심으로 1,200s/m의 면적에 공원 형태를 갖췄다. 시 정부에서 부지를 제공하였으며
양국 간 협력의 상징이다.
없음

ㅇ 독립기념탑 (모나스)((MONAS(Monumen Nasiona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자카르타
Gambir, Central Jakarta City, Jakarta
화요일~일요일
1차 개장 : 08:00-16:00
2차 개장 : 19:00-22:00

월요일
자카르타 중심부 땀린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탑은 독립기념광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방형의 음을
나타내는 대(臺)위에 양을 나타내는 탑을 조화시킨 건축물이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기
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 탑의 높이는 137m이며, 탑의 꼭대기는 불꽃 모양의 황금으로 도금돼 있다. 이 황금
불꽃은 1995년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금된 금의 양을 34㎏에서 50㎏으로 증축했다. 탑의 상
층부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내부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볼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다를 볼 수도
있다. 탑의 하층부 지하에는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인도네시아 고대왕국,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배, 독립 과
정까지의 과정이 파노라마식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그 위층에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하타부통령이 선
언했던 독립선언문이 소장돼 있고 선언 당시 음성도 직접들을 수 있다.
없음

ㅇ 독립광장(MERDEKA SQUARE)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자카르타
Gambir, Central Jakarta City, Jakarta
07:00~24:00
없음
독립기념탑을 중심으로 워싱턴 광장을 표본으로 만들어진 이 광장은 방사선상으로 뻗어있으며, 푸른 잔디
와 나무들로 어우러진 자카르타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
를 타는 이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무료 공원이며, 사진 찍기도 좋은 장소여서 많
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없음

ㅇ 인도네시아 대통령궁(Istana Merdek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자카르타
Jl. Medan Merdeka Utara, RT.2/RW.3, Gambir, Central Jakarta City
토요일, 일요일 09:00~16:00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휴무는 대통령이 집무 중인 월요일~금요일이다.
1942년까지 화란 총독에 의해 사용되다 독립 후 대통령의 공관으로 사용됐던 이 궁은 네덜란드 지배 당시
총독부의 궁전이었으나, 지금은 외국에서 오는 국빈을 대접하는 파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독립기
념일인 8월 17일에는 궁전 앞뜰에서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 건물은 전체가 흰색으로 돼 있어, 밤
이 되면 건물에 불이 밝혀져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인다.
없음

ㅇ 이스띠끌랄 이슬람 사원(Masjid Istiqla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자카르타
Jl. Taman Wijaya Kusuma, Ps. Baru, Sawah Besar, Central Jakarta City
04:00~12:00 (코로나 19 기간 동안 변경)
일요일
이슬람교도들이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느 곳을 가나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
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사원이 바로 이곳이다. 아시아권 최대의 사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큰 곳이다.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1961년에 건설이 시작돼 1978년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에
완성된 거대한 사원으로서,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기존 구조로는 거
대한 여러 개의 큰 기둥을 비롯한 이슬람 사원의 기본양식인 둥근 탑과 뾰족한 철탑도 가지고 있다. 매주 금
요일 오후 1시경에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합동 예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매년 이슬람의 최대 행사인
르바란에는 대통령도 이곳에서 예배를 본다.
없음

ㅇ 안쫄 유원지 ( TAMAN IMPIAN JAYA ANCOL)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자카르타
Jalan Lodan Timur No.7, RW.10, Ancol, North Jakarta City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없음
1967년에 완성된 총면적 552㏊의 대규모 종합유원지로서 정식 명칭은 TAMAN IMPIAN JAYA
ANCOL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요트장, 볼링장, 수영장 등의 스포츠 시
설과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노래방, 마사지실 등의 성인 오락시설과 수족관, 놀이동산 등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유원지이다. 해안을 끼고 있는
이 유원지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카르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비고

없음

ㅇ 파타힐라 광장(Fatahillah Square)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자카르타
Jl. Lada Dalam No.7, RT.7/RW.7, Pinangsia, Kec. Taman Sari, Kota Jakarta Bar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1110
화요일~일요일: 05:00~22:00

월요일
자카르타 구시가지의 유명 광장으로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Wayang) 박물관, 역사
박물관 등이 알려져 있다. 박물관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3시에 폐장하기 때문에 늦어도 2시에 입장하는 것
을 권장한다. 그리고 Cafe Batavia는 관광객이라면 한번씩 방문하는 유명 카페이다.
없음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각 명소 안내 홈페이지 등>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사르키에스 시푸드 레스토랑(Sarkies Seafood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수라바야
62-31-545-4333

주소

Majapahit Hotel, Lantai 2, Jl. Tunjungan No.65, Genteng, Kota SBY, Jawa Timur 60275

가격

3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일요일 08:30~14:30, 18:30~22:30
월요일 12:00~14:30, 18:30~22:30
화요일 12:00~14:30, 18:30~22:30
수요일 12:00~14:30, 18:30~22:30
목요일 12:00~14:30, 18:30~22:30
금요일 12:00~14:30, 18:30~22:30
토요일 12:00~14:30, 18:30~22:30

없음

소개

중국식 해산물 요리로 아늑하고 깔끔한 분위기이며 외국인들의 방문도 많으며 식당을 이용한 손님들이 제
시한 식당 평가가 좋은 편임.

비고

Majapahit Hotel에 위치하며 가격대는 2인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상이함

ㅇ 스리부 라사(Seribu Rasa)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392-8892

주소

Jl. H. Agus Salim No.128, RT.1/RW.5, Menteng,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310

가격

55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1:00~20:00
없음

소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인도네시아 현대식 고급 레스토랑

비고

가격대는 2인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상이함

ㅇ 뽄독 라구나(Pondok Laguna)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345-9991

주소

Jl. Batu Tulis Raya No.45, RT.3/RW.2, Gambir, Central Jakarta City

가격

2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1:00~15:00, 18:00~22:00
없음

소개

한국 사람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대중 식당

비고

가격대는 2인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상이하며, 따후 끼빠스라는 음식이 제일 유명

ㅇ 끔방 굴라(Kembang Goela)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520-5651

주소

Jl. Jend. Sudirman No.Kav. 47-48, RT.5/RW.4, Karet Semanggi, South Jakarta City

가격

40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1:00~23:00
없음

소개

현대식의 고급 인도네시아 식당

비고

가격대는 2인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상이함

ㅇ 하룸 마니스(Harum Manis)
도시명

자카르타

전화번호

62-21-5794-1727

주소

Retail Arcade Apartemen Pavilion, Jl. K.H. Mas Mansyur No.Kav 24, Karet Tengsin, Central
Jakarta City

가격

55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1:30~15:00, 17:30~21:00
없음

소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인도네시아 현대식 고급 레스토랑

비고

가격대는 2인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상이함

ㅇ 붕아 람빠이(Bunga Rampai)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3192-6224

주소

Jl. Teuku Cik Ditiro No. 35, Menteng, Jakarta

가격

75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11:00~23:00
없음

소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인도네시아 현대식 고급 레스토랑

비고

가격대는 2인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상이함
<자료원 : 해당 식당 유선 문의, 식당 홈페이지, KOTRA 보유 자료>

- 한국식당
ㅇ 백수(Baik Su Korean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수라바야
62-31-566-3881

주소

Darmo Park 1, Jl. Mayjen Sungkono Blok IVC No.1, Pakis, Kec. Sawahan, Kota Surabaya, Jawa
Timur 60256

가격

2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11:00~15:00, 17:00~22:00
없음

소개

한식 일체 취급 전문 한국 식당

비고

해당 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ㅇ 본가(까뿍점)(Bornga)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2923-7515

주소

Ruko Crown Golf Blok D No. 53-55, Jl. Marina Indah Raya, Pantai Indah Kapuk, North Jakarta
City

가격

40달러 내외 (런치메뉴 등 단품은 더 저렴함)

영업시간

휴무일

월요일11:30~21:30
화요일11:30~21:30
수요일11:30~21:30
목요일11:30~21:30
금요일10:00~22:30
토요일10:00~22:30
일요일 10:00~21:30

없음

소개

한식 일체, 고기류 전문

비고

자카르타 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공항 가는 길에 들르기 쉬우며, 해당 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ㅇ 청해수산(Chung Hae Soo San )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527-8721

주소

Jl. Senopati No. 49, Senopati, Jakarta

가격

40달러 내외 (런치메뉴 등 단품은 더 저렴함)

영업시간
휴무일

11:00~22:00
없음

소개

해물찜 등 해물요리 전문, 회 등

비고

해당 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ㅇ 가효(Gahyo)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515-2905

주소

Lot 6, Jl. Jenderal Sudirman, SCBD, Jakarta

가격

50달러 내외 (런치메뉴 등 단품은 더 저렴함)

영업시간

11:00~23:00

휴무일

없음

소개

곱창 및 갈비 전문

비고

해당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ㅇ 설악 추어탕(62-21-726-7305)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722-1852

주소

Jl. Senopati No.74, RT.7/RW.3, Selong, Kec.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가격

3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11:00~22:00
없음

소개

추어탕 및 순대국 전문

비고

해당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ㅇ 토박(Tobak)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725-1135

주소

Jl. Wolter Monginsidi No.30, Petogogan, Kby. Baru, South Jakarta City

가격

4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11:00~22:00
없음

소개

한식 일체

비고

해당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ㅇ 청담가든(Cheongdam Garden)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521-2522

주소

Jl. Senopati No. 43C, RT.6/RW.3, Senayan, Kebayoran Baru, RT.6/RW.3, Senayan, Kec.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1290

가격

25~4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10:30~22:30
없음

소개

한식 일체

비고

해당 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

ㅇ 삼원가든(Samwon Garden)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2988-9505

주소

Lotte Shopping Avenue Kav. 3-5 Lt. 5, Jl. Prof. DR. Satrio, RT.18/RW.4, Kuningan, Karet
Kuningan, Kecamatan Setiabud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940

가격

60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월요일 11:30~15:00, 17:30~22:00
화요일 11:30~15:00, 17:30~22:00
수요일 11:30~15:00, 17:30~22:00
목요일 11:30~15:00, 17:30~22:00
금요일 11:30~15:00, 17:30~22:00
토요일 11:00~22:00
일요일 11:00~22:00

없음

소개

한식 일체(고급 한식)

비고

해당 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자카르타 중부 롯데쇼핑애비뉴 쇼핑몰 및 플라자 인도
네시아 쇼핑몰에 위치하며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근거리

ㅇ 한양가든(Hanyang Garden)
도시명
전화번호

자카르타
62-21-2751-7629

주소

Jl. Cikajang No.2, RT.6/RW.6, Petogogan, Kec.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2170

가격

25달러 내외

영업시간
휴무일

11:30~22:00
없음

소개

한식 일체

비고

해당 가격은 2인 중식 기준으로 메뉴에 따라 다양함,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
<자료원 : 해당 식당 유선 문의, KOTRA 보유 자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JW 매리어트 호텔(JW Marriott Hotel Surabaya)
도시명
주소

수라바야
Jl. Embong Malang No.85-89, Kedungdoro, Tegalsari, Kota Surabaya, Jawa Timur 60261

전화번호

62-31-545-8888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subjw-jw-marriott-hotel-surabaya/

숙박료

1박 76달러(디럭스 룸 기준)

소개

자카르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

비고

관광, 레크리에이션, 교통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위치가 좋음. 세금 포함 등 기타 요인에 의해 객실 요율 변
경 가능

ㅇ 샹그릴라 호텔(SHANGRI-LA HOTEL)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Kota BNI, Jalan Jendral Sudirman Kav 1, Central Jakarta City

전화번호

62-21-2922-9999

홈페이지

http://www.shangri-la.com/jakarta/shangrila/

숙박료

1박 138달러(디럭스 룸 기준)

소개

자카르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한국인 출장자들의 선호도가 높음

비고

주요 경제 이벤트가 많은 호텔임. 세금 포함 등 기타 요인에 의해 객실 요율 변경 가능

ㅇ 물리아 스나얀 호텔(HOTEL MULIA SENAYAN)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Jl. Asia Afrika Senayan, Jakarta

전화번호

62-21- 574-7777

홈페이지

https://www.themulia.com/mulia-jakarta-hotel/

숙박료

1박 200달러(원베드 싱글룸 기본 옵션 기준)

소개

자카르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한국인 출장자들의 선호도가 높음.

비고

주요 경제 이벤트가 많은 호텔이나 가격이 비쌈. 세금 포함 등 기타 요인에 의해 객실 요율 변경 가능

ㅇ 술탄 호텔(THE SULTAN HOTEL)
도시명

자카르타

주소

Jl. Gatot Subroto PO .BOX 3315,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62-21-570-3600

홈페이지

https://www.sultanjakarta.com/room

숙박료

1박 80달러(디럭스 룸 기준)

소개

자카르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되어있으나 시설이 오래된 편이며 레지던스와 호텔로 구성이 되어 장기체
류자의 경우 취식이 가능한 레지던스 이용이 가능함.

비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한국업체가 참가하는 수출 상담 행사가 개최되기도 함. 세금
포함 등 기타 요인에 의해 객실 요율 변경 가능

ㅇ 간다리아 쉐라톤 호텔(Sheraton Grand Jakarta Gandaria City Hotel)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Jl. Sultan Iskandar Muda, RT.10/RW.6, Kby. Lama Utara, Kec. Kby. Baru, Jakarta,

전화번호

+62-21-8063-0888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jktgs-sheraton-grand-jakarta-gandaria-city-hotel/

숙박료

1박 132달러(디럭스 룸 기준, 조식 포함)

소개

자카르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연회장 등 다양한 행사 시설 구비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 19 대응 인력 또
는 출장자 자가격리 가능한 호텔임

비고

세금 포함 등 기타 요인에 의해 객실 요율 변경 가능

ㅇ 웨스틴 호텔(The Westin Jakarta)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Jl. H.R. Rasuna Said Kav.C-22 A Jakarta

전화번호

62-21-2788-7788

홈페이지

https://westin.marriott.com/

숙박료

1박 130달러(1 King, City view 기준, 회원가)

소개

자카르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시내 중심가에 위치. Henshin등 고층 루프탑 바(63층) 및 고급 레스토랑
등의 시설 보유

비고

세금 포함 등 기타 요인에 의해 객실 요율 변경 가능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호텔 홈페이지 및 Trip Advisor>

- 게스트하우스
ㅇ 레지던스 갈릴리 (Residence Galilee)
도시명

자카르타

주소

Jl. Birah1 no 1B Block. S,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62-858-1341-3222

홈페이지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market&wr_id=7858

숙박료

- 일 단위 800,000~1,050,000 루피아(약 55~75달러)
- 월 단위 17,000,000~19,000,000 루피아(약 1,200~1,327달러)

소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게스트 하우스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사무공간이 제공되고 한국식당
, 한국마트, 쇼핑몰(Pacific Place)와 근접, 조식 및 석식 제공, 세탁서비스 제공,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이 있음

비고

한인 게스트하우스

ㅇ 세노파티 비지니즈 호텔(Senopati Business Hotel)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Jl. Goa 11c Senopati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62-813-1488-4332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senopatiguesthouse

숙박료

월 600달러~1,000달러 내외

소개

도어락 서비스, 24시간 룸서비스, 객실 키폰 및 전화 설치, 1일 1회 룸청소 서비스, 식당 및 카페 운영, 테라
스 및 정원 등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간단한 사무 지원, 공항 픽업 및 차량 렌탈 서비스(기업체 숙박업소 지
정 가능)

비고

한국인터넷 폰 번호는 070-4412-8487, 한인 게스트하우스
<자료원 :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고객 후기 등 >

사. 치안

치안상황
1) 치안 상황 개요

인도네시아의 치안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슬람 인구가 87% 이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가진 빈곤층 무슬림 강경 세력이
불법 입국한 ISIS 등의 테러 세력과 결탁하는 경우가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도 이를 굉장히 강도 높게 모니터링하고 차단하고자 각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연 1~2회의 수준으로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대도시 중심지의 카페, 교회 등 대중 밀집 시설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2016년 1월 자카르타 폭탄테러, 2018년 5월 수라바야 폭탄테러, 2018년 12월 파
푸아 분리주의단체 건설노동자 사살 등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늦은 밤이나 낮 시간이더라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날치기, 강도, 상해 등
수위 높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발리 꾸따(Kuta)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외국인으로서
혼자서 길거리를 걷는 것을 추천하지 않으며, 근거리더라도 가급적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심야 시간에 택시를 타거나, 오토바
이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다가 강도, 성추행 등 갑자기 피해를 보는 한국인의 피해 사례 또한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 신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의료열악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출장 기간 동안 크게 다치거나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상해뿐 아니라 배탈 등 위장염 질환으로 아픈 경우가 많아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이를테면 손 소독제를 휴대하며
틈틈이 사용해주는 것이 좋으며 수돗물은 절대 음용하지 않으며, 요리 시에도 가급적 생수만 활용하고, 양치 후에도 반드시 생수로 가글하
도록 한다. 또한, 모기가 많아 뎅기열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모기 퇴치제를 휴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 지진과 화산폭발이 잦은 곳이다. 2018년 8월 롬복 화산 분출, 2018년 9월 중부술라웨
시 지진 발생 및 2018년 12월 반튼, 람풍지역 쓰나미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8월 2일 저녁 8시 무렵에 서부자바지역에 진도 7.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며 자카르타 시내에 위치한 건물 전체도 흔들려 거주민들이 대피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2020년 12월 20일 현재 확진자 수 664,930명, 사망자 수 19,880명으로 매일 6,000명 내외 신규확진자 발생, 200명
내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에서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를 실시 중이며
,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카르타 소재 기업
들의 재택근무 비율을 75% 수준으로 높이려 하고 있다.

2) 외교부 여행경보발령 현황: 특별여행주의보

- 예방접종 : 말라리아,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 현재 지역과 관계없이 '20.3.23.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해당 국가 및 지역 여행 계획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를 권고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3) 출장자 및 교민 안전 관련 주요 유의사항
- 경찰관서 등 관공서 주변, 경비인력 취약한 다중 이용시설 접근 자제
- 외출 시에는 주변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신분증 소지
- 주변 수상한 움직임 및 경찰의 검거작전 시 해당 장소 신속 이탈 등 경계 의식 강화
- 테러사건 발생 시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대사관의 공지와 현지 언론 동향 수시 확인
- 한인 교회, 성당, 사찰 등 관리자는 경비인력 배치 및 출입자 신원 확인 철저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대처 방법

1-1)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차량 운전석 위치가 한국과 반대이므로 차량 진행방향 상이

ㅇ 인도네시아는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 거주비자(KITAS, KITAP) 소지자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단기 체류자는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기사 포함하여 차량을 대여하므로 차량 이용할 경우 렌터카 업체 활용

1-2) 관련 사건·사고 사례

- 자카르타에서 야간에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현지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망케 한 사건으로 구속
- 중부 자바에서 도보 이동 중 현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
- 발리에서 도보 이동 중 외국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부상
-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현지인과 시비 시 주변 현지인에 의한 집단 폭행

1-3)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교통사고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통합신고센터(110)에 신고 및 대사관 긴급연락처(+62-811-852-446)로 연락
- 병원 후송이 필요한 경우 구급차 호출번호(118/119)로 연락

1-4) 기타 유의사항

- 한국 국민의 주요 관광지인 발리의 경우 경찰의 교통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무면허 운전 금지
- 교통사고 등으로 도로에서 현지인과 시비 시 주변 현지인들이 집단으로 외국인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2) 여권/지갑 분실

2-1) 여권

ㅇ 여권이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

ㅇ 여권을 분실할 경우 대사관 영사과로 연락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출입국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여권 및 도착비자
스티커를 받은 페이지를 복사하여 원본과 다른 장소에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음

ㅇ 여권 분실 시 신고 절차
- 분실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110), 신고 필증 교부
- 대사관 영사과나 당직으로 연락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 지참하여 영사과 본인 방문

2-2) 지갑

ㅇ 지갑 분실 시 신고 절차
- 분실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110), 신고 필증 교부
- 대사관 영사과나 당직으로 연락하여 해결 방법 논의

2-3) 특정 관광지역 날치기 유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발리 경우 노상강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CCTV 설치 지역이 많지 않아 범인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가급적 여권과 중요한 소지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고, 현금은
최소화해서 신분증(여권 사본)과 같이 지참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적이 드문 지역 또는 밤늦게 숙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2-4) 관련 사건·사고 사례 및 주요 예방책

ㅇ 야간에 노상을 이동하는 보행자 또는 택시 승객 상대 강도, 택시 승객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소지품 절도
- 블루버드(Bluebird)급 이상의 택시 이용 및 야간에는 가능하면 2명 이상 승차 필요

ㅇ 고젝(Gojek), 그랩(Grab) 등 교통앱 이용 시 가짜 기사가 와서 강도 또는 소지품 절도
- 앱에 표시되는 차량번호와 실제 온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ㅇ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노상을 이동하는 보행자나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승차자의 소지품 날치기

ㅇ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차량 유리를 깬 후 차량 내 소지품 절도

ㅇ 쇼핑몰, 노상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거나 살짝 부딪히는 등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킨 후 소지품 소매치기

ㅇ 주행 차량의 타이어를 못 등으로 펑크낸 후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탑승자의 소지품 강도 또는 절도
- 인적이 드문 곳에서 펑크날 경우 차량을 바로 세우지 말고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 후 조치

ㅇ ATM에서 현금인출 시 카드 복제
- 금융기관 내 ATM 이용 및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는 ATM 사용 자제(부득이 사용할 경우 손으로 가리고 비밀번호 입력)

3) 안전 사고

3-1) 안전사고 사례

ㅇ 안전의식 미비에 따른 선박 침몰 및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안전사고 지속 발생, 이동시 선박 탑승 지양 및 대형 항공사 이용
- 2018년 6월 토바호수 여객선 침몰,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 항공기 추락사고 발생

ㅇ 물놀이 안전사고, 노상 또는 공원에서 동물에 의한 피해사례도 자주 발생

3-2) 주요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책
ㅇ 수영, 스노클링(Snorkeling), 씨워커(Seawalker) 등 수상 활동을 하다가 익사
- 수상 활동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문 가이드 동행
ㅇ 원숭이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거나 원숭이와 접촉하여 피부병 감염
- 원숭이 공원 방문 시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고, 원숭이와 직접 접촉 자제
- 노상에 다니는 개에 물려 부상(특히 발리에는 줄을 매지 않고 노상에 다니는 개가 많아 피해 자주 발생)
- 노상에서 개 발견 시 현장을 피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에서 응급치료

3-3) 대처요령 : 하기 응급 전화번호에 있는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즉시 대처하며 필요시 영사과 당직전화를 통해 도움 요청

4) 응급 전화번호

하기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응급 상황 발생시 즉시 연락토록 한다.

4-1) 관련 정부 기관

- 대사관 영사과(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당직전화 : +62-811-852-446 (휴일, 24시간 가능)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4-2) 경찰 신고

ㅇ 긴급 연락처
- 범죄 신고(긴급): 110, 자카르타 시경 : 62-21-523-4001(스마트폰 이용 시 지역번호 입력, 자카르타 021)

※ SMS 신고 : 112
- 전화번호 문의 : 108
- 동부 자카르타 경찰서 : 62-21-819-1476
- 서부 자카르타 경찰서 : 62-21-530-0330
- 남부 자카르타 경찰서 : 62-21-7279-6046
- 북부 자카르타 경찰서 : 62-21-4393-1017
- 중부 자카르타 경찰서 : 62-21-390-0440
- 테러범죄 : 62-21-721-8320

4-3) 앰뷸런스 : 118, 119 (병원 후송)

4-4) 화재신고 : 113

4-5) 응급실을 보유한 종합 병원

ㅇ 인도네시아의 의료기관은 크게 병원(Rumah Sakit), 클리닉(Klinik), 쁘락떽 독떠르(Praktek Dokter)로 나눌 수 있음
- 병원에 비해 진료 과목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끌리닉, 진료과목이 하나인 개인병원은 쁘락떽 독떠르라고 함
- 검진을 할 경우는 먼저 개인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며, 큰 병원의 침대는 오픈시스템으로, 환자가 큰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병원 의사가 침대가 있는 병원으로 입원시켜 치료
- 따라서 입원환자 진료시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X선 검사와 임상검사 등도 개업의사의 소개가 없으면 직접 병원에 가도 검사를
받을 수 없음
- 검사설비도 일반 개업의의 사무실에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야간이나 진료시간 이외의 급한 사고인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잘 알려
진 병원으로 가야 함

ㅇ 주요 병원 연락처
- 자카르타 시내 종합 병원
. RS PONDOK INDAH(뽄독인다) : 62-21-765-7525
. RS MMC (엠엠씨) : 62-21-520-3435
. RS MEDISTRA (메디스트라) : 62-21-521-0200
. RS SILOAM GLENEAGLES(실로암 글리니 에글스) : 62-21-5421-0103/546-0920
. RS GRAHA MEDIKA (그라하 메디까) : 62-21-530-0887

- 발리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 Rumah Sakit Umum Sanglah(Denpasar) : 62-361-227-912
. Bali Royal Hospital(Denpasar) : 62-361-247-499, 222-588
. Kasih Ibu Hospital(Denpasar) : 62-361-223-036
. Kasih Ibu Hospital(Uluwato) : 62-361-703-270
. Siloam Hospital(Kuta) : 62-361-779-900

- 수라바야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 RS. Siloamal International Hospital (실로암 병원) : 62-31-503-1333
. RS. Mitra Keluarga(미뜨라 끌르와르가 병원) : 62-31-734-5333
. RS. Surabaya International( 수라바야 인터내셔날 병원) : 62-31-599-3211
. National Hospital (내셔널 병원) : 62-31-297-5777

- 팔렘방 지역 주요 종합 병원
. Siloam Sriwijaya Hospital : 62-711-522-9100

. Rumah Sakit RK. Charitas : 62-711-353-374
. Rumah Sakit Umum Daerah (RSUD) : 62-822-8545-7185

4-6) 코로나19 한인 협력 병원 : 메디스트라(Medistra)

ㅇ 한국인 출장자 또는 교민으로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시 62-21-521-2515로 연락 후,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응급진료, 문진, X-ray/CT 촬영, 신속진단키트 검사, 검체(Swab)검사, 격리조치 등
- 우리 대사관 영사과 도움이 필요할 경우 비상연락망(핫라인)에 연락 : 62-811-852-446

4-7) 콜택시 연락처 : 62-21-798-1234, 62-21-794-1234, 62-21-7917-1234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주거형태는 주로 아파트와 주택으로 분류된다. 1997년 폭동 이후 단독주택의 보안을 보장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아파트로 거
주지를 선택, 외국인들 및 부자들의 수요가 확대됨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전반적 부동산 경기가 상승 추세를 보여 자카르타 지역의 아파트
임차료는 지속적인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방 3개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주로 찾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2,500~4,500달러 (Senayan
City Residence아파트 가격: 65.000.000루피아/월, 약 4,532달러) 사이에 형성돼 있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매니지
먼트 회사가 운영하는 아파트로 나뉘는데 대부분 개인소유의 아파트가 많으며, 이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한 임차 절
차가 일반적이다.

아파트들은 Full / Semi / Non Furnished 등으로 구분되고, 각 형태 및 주거 면적에 따라 같은 아파트라도 임차료에 차이가 있다. 최소 임
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며, 장기 임차의 경우, 임차 기간 전체에 대한 임차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목돈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전력사용료의 경우 다소 비싼 편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방 3개 기준 월 전력 사용료가 200달러 이상 소요될 수 있
으며, 에어컨을 입주자가 구입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 물색 시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 사정이
한국처럼 좋지는 않아 대도시인 자카르타에서도 사무실 및 주택에 종종 정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비상 전등이나 촛불 등
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가 아닌 LPG 가스통을 매월 또는 격월에 1회 교체해가며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가 떨어
지면 취사가 불가하므로 집에 예비로 부르스타를 장만해 놓아야 한다. 최근 지어지는 자카르타 고급 아파트들은 전기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다.

ㅇ 주택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집주인이 당사자인가 여부 확인한다. (등기서의 사본을 받아볼 것)
- 담보와 관련, 상대방(은행)의 임대합의서를 받는다.
- 누수, 배선, 배관 불량 등 구조 결함의 수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 가옥에 부착된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 도난 등의 손해보험은 집주인의 부담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 임차기한 종료 후 주택과 가재를 계약 시인 상태로 원상 회복시키는 조건은 제외하든지 또는 낮추어 주는 것이 좋다.
- 계약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인(NOTARIS)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인 비용은 집주인과 차입자 절반씩 또는 집
주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계약 시에는 인도네시아어를 잘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가능하면 서로 유리한 조건하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 집세의 경우 월세의 개념에 가까우나, 최소 1년 치의 집세를 일시불로 계약 당시 납부해야 하고, 계약에 합의된 환율에 의거해 송금은
루피아화로 이뤄진다.

전화
ㅇ 공중전화
인도네시아에서는 호텔이나 공항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길거리에서는 WARTEL(와르텔: 가게를 뜻하는 Warung과 Telephone의 합
성어)이라고 전화기를 설치한 가게에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다. 공중전화 거는 방법은 버튼식으로 한국과 같다. 공중전화인 경우 100루피
아로 1분 동안 통화할 수 있으며, 카드(10,000~100,000루피아 권)를 구입할 시 국제전화 및 지방에도 통화가 가능하지만, 카드식은 전
화가 많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이에 호텔 체크인 시 카드식 전화 여부를 살펴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의 통화 시 카드를 구입해 호텔 및 백화점, 일반 공공장소에서 상시 통화 가능하다. 통화 방식은 001 + 82(한국코드)+ 2(서울코드)
+ 원하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식당 등에서는 한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할 수 있는 한국 할인전화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
반 전화보다 요금이 50~70% 저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통신의 수신자부담 전
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 번호는 001-801-82이다. 호텔과 공공장소(공항 등)에서 수화기를 들고 이 전화번호를 누르면

한국 교환원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묻는데, 번호를 제시하면 통화가 가능하다.

ㅇ 휴대폰

인도네시아는 GSM과 CDMA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GSM이 먼저 도입돼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CDMA는 2003년 말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점유율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통화 품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휴대폰은 SIM Card란 칩을
장착하는 형태이며, 통신료는 선불제(Pre-paid)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출장자들도 핸드폰을 구입해 SIM Card를 사서 칩을 장착하고, 선
불카드(보통 10만 루피아)를 사서 요금을 입력하면 바
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불제 SIM Card은 Telkomsel, XL, Indosat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통신정보부)는 2020년 4월 18일 부로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불법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제 휴대용
통신기기 식별번호(IMEI)’ 등록 제도 도입*했음에 따라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IMEI 식별을 통한 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통신정보부령(2020-1)

즉, 2020년 4월 1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통신기기가 통신망 연결 시도시 불법 기기로 인식하고 있다.
* 산업부 홈페이지(imei.kemenperin.go.id)를 통하여 IMEI 등록 여부 확인

따라서 여행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통신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휴대폰 등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해당
기기의 IMEI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기기 등록은 출발 이전 또는 도착 시 관세청 모바일 앱(beacukai) 또는 인터넷(beacukai.go.id)에 접
속하여 인적사항 및 물품 상세 기재하여 등록해야 한다. 해당 기기 등록이 완료되면 QR 코드 및 등록번호가 제시된다. 기기 등록을 완료한
여행자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등록시 받은 QR 코드 또는 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해외에서 구
입한 모바일 등은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 물품이 면세한도(미화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 10%, 부가세
10%, 소득세 7.5%~20%)

ㅇ 유선전화

주택전화를 이용하려면 인도네시아의 대기업인 Telkom의 Indihome을 설치하면 된다. 인디홈은 주택 유선전화 및 주택 무선인터넷에 대
한 설치 패키지이다. 인디홈 설치 신청은 가장 가까운 Telkom 지점에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의 안내에 따라 설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여권 또는 KITAS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신청비도 같이 내야 한다. 신청 후 보통 Telkom에서 기사를 주택으로 보내 전화설치를 해준
다. 전화기는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화요금은 매월 납부하며, 결제 지연 시 자동으로 전화 연결이 끊어지고, 체납요금을 완납 때까지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주택전화 설치 완료 후 유선전화와 연결하는 무선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무선인터넷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로 First
Media 혹은 Indosat을 주재원 및 교민 사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압/플러그
인도네시아 국전은 가정용의 경우 220V 50㎐다(한국은 60㎐). 한국과 주파수가 다르므로 한국산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연소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삿짐으로 들여온 대형 가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출장 시 사용하는 노트북, 휴대폰, 소형가전에는 문제가 거
의 없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다. 전기 콘센트 구멍은 한국과 동일하게 2개로 별도의 변류기 구매는 필요가 없으나, 구멍 3개짜리 콘센트
를 사용하는 영미권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경우는 변류기를 소지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산업용 전기는 380V 50㎐며 일반산업공장에서는 대부분 자가발전기를 사용한다. 중소도시의 전기사정은 아직 제한적으로 공급되며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정전되는 곳도 있다.

식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많아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다. 한국과 같이 수질이 높은 국가의 도움으로 상수도 사업을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하고 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도 아직까지는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식수는 거의 사서 먹는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생수는 아쿠아(Aqua)라고 하는 브랜드이다. 1.5L에 500원 정도로 한국의 일반 생수보다는 싼 편이지
만 현지인들이 체감하기에는 꽤 비싼 편이다. 아쿠아 외에도 글로벌브랜드인 네슬레(Nestle), 프리스틴(Pristine) 물도 많이 사서 음용하
나 가격은 아쿠아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연비와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은 생애 첫차 구입을 검토하고 있
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가격, 연비, 브랜드의 3요소를 모델 선정기준으로 중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사별로는 도요타 자동차, 마츠
자, 혼다가 이들 기준을 충족시켜 상위권을 차지했다. 각 회사들에게는 최근 수년간 증가한 중산층이 요구하는 요소를 갖춘 모델을 시장에
투입하는 것이 판매 확대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자가용 구입 시 가격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자 중 ‘가
격’을 첫 순위로 꼽은 소비자는 95%에 달했으며 ‘연비’, ‘브랜드’도 50%를 웃돌았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소비자의 50% 이상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정보처로 전시회 및 판매 대리점을 많이 이용할 것이
라고 밝혔다. 반면, TV나 신문 등의 미디어 이용률은 낮았다.

차량의 가격은 기종이나 성능, 브랜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차량구매 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며 외국인인 우리에게는
더욱 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의 자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서류상으로 완벽히 처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가 생기므
로 주의가 요구된다.

1) 신차 구입 시 구매 방법

인도네시아의 차량판매는 한국과는 달리 자동차회사 직영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이 아닌 현지 딜러를 통한 판매방식으로서 같은 차종이
라도 딜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가격의 차이에는 AS, 옵션, 중개수수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복수의 대형 딜
러들이 제시한 동일모델의 차량 가격들을 비교해 본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신차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관계 서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보관
하여야 한다. 차량 구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일시불 구입 시
- KITAS(외국인 일시 체류 허가증) 사본(외국인 : KITAS 소지자만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 여권 사본
- SURAT IZIN KERJA (노동허가서 - 노동부)

ㅇ 할부 구입 시
- SURAT JAMINAN (보증서류 : 회사)
- KETERANGAN UPAH (급여명세서)

ㅇ (공통) 차량 관계 서류(차량구입 후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꼭 받아야 할 서류)

- BPKB(차량 소유권 서류) : 할부로 구입할 경우 완납 시까지 리스 회사 측에서 보관한다.
* BPKB : BUKU PEMILIKAN KENDARAAN BERMOTOR
- STNK(차량 번호 서류) :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며, 보통 브로커를 통해 연장한다.
** STNK : SURAT TANDA NOMOR KENDARAAN
- FAKTUR PAJAK (파란색 서류) :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2) 중고차 구입 요령

중고차 구입은 쇼룸(Showroom)을 통한 방법과 개인을 통한 방법이 있다. 쇼룸을 통한 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차값이 비싸며 또한
좋은 상태의 차량을 구하기가 힘들다. 개인을 통한 방법은 가격에 있어서 쇼룸에 비해 월등 싼 편이지만 원하는 차종을 원하는 때에 찾기
가 힘든 것이 단점이다. 또한, 중고차 딜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 관련 서류가 빠짐없이
다 있는지, 차량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인수해야 한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한 구매이다.

차량가격
한국인 주재원들이 많이 구매하는 현지조립 차로는 Toyota Kijang, Avanza, Nissan Grand Livina 등이 있으며, 종종 수입차를 구매하기
도 하는데 신차 기준으로 이들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ㅇ 신차 가격
- 수입차 : 23,000～60,000달러
- 현지조립차 : 17,000～30,000달러
ㅇ 구입 소요기간 : 수입차는 3～6개월, 현지조립차는 1～2개월
ㅇ 차량 가격 더 보기 : https://www.oto.com/mobil-baru
ㅇ 중고차 가격
- 예시로 Nissan Evalia 2013 차량 연식이 7년 되었으며, 신차 기준으로 약 14,200달러 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통 6,100달러 내
외 수준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보이나, 차량 딜러 또는 차량의 전 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출처: 중고차사이트,
2020.12월 기준)
- 중고 차량 가격 더 보기: https://www.mobil88.astra.co.id

운전면허 취득
인도네시아에서는 관인 운전학원을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운전면허시험등록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시험은 실기와 필기
로 나누어 시행되며, 필기는 사지선다형의 문제이고 실기시험은 S자 T자 코스시험, 주행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한국과 별반 차이는 없다
. 그러나 보통 외국인의 경우에는 필기, 실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브로커 또는 운전교습소를 통하여 직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시의 비용은 대략 250,000루피아의 비용이 소요되며 운전면허 신청 시에는 여권과
KITAS(외국인 체류 허가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년 기한의 면허증을 발부하므로 기한이 만기되면 면허증을 연장(갱
신)해야 한다.

- 참고 : 자카르타 운전면허 시험장 및 면허 발급지 주소
- 자카르타 운전면허 시험장 : SATPAS SIM POLDA METRO JAYA
- 발급지 주소 : JL.DAAN MOGOT KM.11 JAKARTA BARAT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2020년 6월 기준 상업은행은 총 110개이며 지방 은행 수는 1,526개이다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OJK 2분기 보고서). 이 중 자기자본
5조 루피아 이상의 중대형 은행의 총자산 비중이 8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
화,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 수를 80개로 통/폐합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 은행 산업의 자금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
계 은행에 의한 현지 은행 인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은행의 현지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중견 부코핀은행 인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 및 은행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발판으로 현지 은
행들은 공격적으로 외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은행은 높은 성장률과 순이자 마진(NIM)이 4~5%대로 수익성이 높아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업종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은행에는 Bank Mandiri, BRI, Bank Central Asia(BCA), BNI, Bank CIMB Niaga, Bank Danamon, Bank
Permata, Pan Indonesia Bank, BII, BTN 등이 있고, 우리 진출 은행에는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체류하거나 주재원으로 온 경우 보통 한국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며, 현지 은행은 BCA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주요 은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산하의 KEBI(Korea Exchange Bank Indonesia)와 PT. Bank Hana가 합병해 2014년 통합은행으로 출범했다. 2018년
7월 기준, 60개의 영업점 Network(자카르타와 인근 지역 외에 반둥, 찔레곤, 수라바야, 스마랑 등에 위치)과 다양한 ATM(ALTO, Prima
로고가 있는 은행 ATM, 전체 ATM기의 80%)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우리은행
1992년 한국상업은행의 현지법인인 Bank Korea Commercial Surya와 한일은행 현지법인인 Hanil Tamara Bank의 합작으로 설립된
Hanvit Indonesia. 2005년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브랜드명을 교체하면서 Hanvit Indonesia도 Bank Woori Indonesia로 사명을 변
경했고, 2014년 현지 MEDCO 그룹의 자회사인 소다라(Bank Saudara) 은행을 인수했으며 점포 수는 160개 내외이다. 현재의 은행명은
우리 소다라 은행(Bank Woori Saudara)이다.

3)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인도네시아금융은 1992년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으로 설립했다. 주로 한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특히 공장 설비 위한 장비
구입 등의 경우,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리스 업무를 하고 있다.(장비를 수출입 은행에서 구입하고, 장비 사용 회사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의 방식임)

4) 신한은행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은 2016년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을 인수·합병(M&A)해 출범했다. 현재 총 60개의 점포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
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현지 직원을 통한 영업으로 현지화 영업에 성공하여 거래고객의 93% 이상이 현지인이며 자
산규모 또한 인도네시아 전체 은행 중 최하위권이었으나 현재 중위권으로 진입했다. 2018년 1월 10일에 발리 점이 개설되면서 현지화
영업에 성공했다.

5)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2017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2곳의 인수를 준비하여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아그리스 은행, 2018년 4월 미트
라니아가 은행과 조건부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9월 1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아그리스 은행과 미트
라니아가 은행 합병승인을 취득하여 정식 출범했으며, 해당 승인을 통해 기업은행은 창립 이후 첫 해외 인수·합병(M&A)을 이루어 냈다.
2019년 10월에 지점을 개소했다.

6) 산업은행
2019년 2월 산업은행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KDB’를 구체화하고자 자카르타 사무
소를 개소했다.

계좌 개설방법
여권 사본, KITAS 사본, 재직증명서, 노동허가서를 지참하여 현지 은행 또는 한국계 진출은행에 방문한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된다. 일
반 통장 개설 및 온라인 뱅킹과 관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체크카드 발급, OTP 카드 지급 등이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며,
개설 즉시 이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주재원이나 현지 진출 기업인의 경우 현지 계좌와 한국계 은행 계좌를 모두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까지도 상점에 따라 한국계 은행 또는 현지 은행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계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웬만한 서류에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으며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현지 은행에 갈 경우 현지어를 잘하는 한국인이나 영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인을 대동해서 서류 처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SIS(Surabaya Intercultur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수라바야
수라바야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학교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이 있으며 AP 코스 또한 제공된
다.
등록금 : 20,000,000 루피아 (약 1,379 달러)
Building Fee : 30,000,000 루피아 (약 2,068달러)
할프데이 유아원 1년 수업료 : 48,000,000 루피아 (약3,310달려)
풀데이 유아원 1년 수업료 : 74,460,000 루피아 (약 5,134달러)
유치원 1년 수업료 : 208,050,000 루피아 (약14,347 달러)
1-5학년 1년 수업료 : 231,045,000 루피아 (약 15,933달러)
6-8학년 1년 수업료 : 254,040,000 루피아 (약 17,518달러)
9-12학년 1년 수업료 : 262,800,000 루피아 (약 18,122달러)
*) 1 USD: 14,501루피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20.07.10)

http://sis.sch.id/
미국학제이며 한국학생 비중이 꽤 있는 편으로 급식에서 한국식 식사가 따로 제공된다.

ㅇ JIS(Jakarta Intercultur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자카르타
국제학교로는 학비가 가장 비싸며 자율적인 서양의 교육방식답게 학생 개개인의 특별활동을 보장한다. 수
업료는 1년 치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으며 미국식 학제를 따라간다.

학비

홈페이지
비고

- Capital Fee (1년) : 54,600,000 루피아 (약 3,765달러)
- 등록금 : 22,000,000 루피아(약 1,517달러)
- 유아원 1년 수업료 : 239,500,000루피아 (약 16,516달러)
- 유치원 1년 수업료 : 343,000,000루피아 (약 23,653달러)
- 초등학교 1년 수업료 : 347,000,000루피아 (약 23,929달러)
- 중학교 1년 수업료 : 402,000,000루피아 (약 27,722달러)
- 고등학교 1년 수업료 : 402,000,000루피아 (약27,722달러)
- 코로나 19 기간 동안 8,000,000 루피아 할인
*) 1 USD: 14,501루피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20.07.10)
https://www.jisedu.or.id/
미국학교(홈페이지 : https://www.jisedu.or.id/ )

ㅇ BSJ(British School Jakarta)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영국학교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만이 입학이 허용된다. BIS는 매년 9월에 학기가 시작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으며 영국식의 학제를 따른다.
- 등록금 : 30,000,000루피아 (약 2,068달러)
- 유치원 1급 1년 수업료 : 136,235,000루피아 (약 9,394달러)
- 유치원 2급 1년 수업료 : 220,185,000루피아 (약 15,184 달러)
- 초등 1,2학년 1년 수업료 : 291,469,000루피아 (약 20,099달러)
- 초등 3,4학년 1년 수업료 : 308,521,000루피아 (약 21,275달러)
- 중 7,8,9학년 1년 수업료 : 353,499,000루피아 (약 24,377달러)
- 고등 10,11학년 1년 수업료 : 353,499,000루피아 (약 24,377달러)
- 입시반 1년 수업료 : 387,430,000루피아 (약 26,717달러)
*) 1 USD: 14,501루피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20.07.10)
http://www.bsj.sch.id
영국학교(홈페이지 : http://www.bsj.sch.id/)

ㅇ NJIS(North Jakarta Intercutur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자카르타
자카르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NJIS는 비교적 소규모이다. NJIS는 본래 2010년 중순 폐쇄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유아원, 유치원, 12학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제는 미국식 학제를 따른다
.

ㅇ 유아원
- 등록비 : 12,500,000루피아 (약862달러)
- 학비 : 60,000,000루피아 (약4,137달러)
ㅇ 유치원
- 등록비 : 12,500,000루피아 (약862달러)
- 학비 : 77,000,000루피아 (약 5,309달러)

학비

ㅇ 초등학교
- 등록비 : 30,000,000루피아 (약 2,068달러)
- 학비 : 131,500,000루피아 (약 9,068달러)
ㅇ 중학교
- 등록비 : 42,000,000루피아(약 2,896달러)
- 학비 : 198,900,000루피아 (약 13,716달러)
ㅇ 고등학교
- 등록비 : 42,000,000루피아 (약 2,896달러)
- 학비 : 210,200,000루피아 (약 14,495달러)
*) 1 USD: 14,501루피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20.07.10)

홈페이지
비고

http://www.njis.org/
미국식 학제(홈페이지 : http://www.njis.org/)

ㅇ ACG(ACG School Jakarta)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뉴질랜드 학교로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에 개설돼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은 학생 수도 다
른 곳에 비해 적은 편이며 연간 기부금을 받고 있다. 유치원부터 13학년까지 구성돼 있다.
- 유아원 1년 수업료 : 130,000,000루피아 (약 8,964달러)
- 유치원1급 1년 수업료 : 130,000,000루피아 (약 8,964달러)
- 유치원 2급 1년 수업료 : 155,500,000 루피아 (약10,723달러)
- 초등학교 1-2학년 1년 수업료 : 235,000,000루피아 (약 16,205달러)
- 초등학교 3-6 학년 1년 수업료 : 295,000,000루피아 (약 20,343달러)
- 중학교 7-11학년 1년 수업료 : 306,500,000루피아 (약 21,136달러)
- 고등학교 1213학년 1년 수업료 : 310,500,000루피아 (약21,412달러)
*) 1 USD: 14,501루피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20.07.10)
https://jakarta.acgedu.com/id/
뉴질랜드 학교

ㅇ Raffles Christian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자카르타
유치원(Pre-Primary : Nursery 1-2, Kindergarten 1-2), 초, 중, 고(Grade 1~12)과정이 있으며 기독 및
영국 학제를 따른다. 현재 총 26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자카르타 내외에 4개의 캠퍼스가 존재한다.
한 학급에 학생 15명 내외의 규모이다.
비공개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도록 되어있음 : https://rafflesinternational.org/admissions/development-tuition-fee/

홈페이지
비고

https://raffles-international.org
기독 학교로 한국인의 경우 자녀들을 뽄독인다 캠퍼스로 가장 많이 보낸다.

ㅇ JIKS(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자카르타
자카르타 내의 한국인 학교로서 한국의 교육방침과 똑같이 운영된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편
성돼 있으며 약 45개 학급에 한국인 학생만 1,100명 정도가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
- 입학금: 21,350,000 루피아 (약 1,472달러)
- 1년 수업료: 91,940,000 루피아 (약 6,340 달러)

학비

중학교
- 입학금: 28,460,000 루피아 (약 1,962 달러)
- 1년 수업료: 96,200,000 루피아 (약 6,634달러)
고등학교
- 입학금: 35,580,000 루피아 (약 2,453 달러)
- 1년 수업료: 100,480,000 루피아 (약 6,929달러)
*) 1 USD: 14,501루피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20.07.10)

홈페이지
비고

http://jiks.com/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및 유선 전화>

- 현지학교
ㅇ Sekolah Quantum Inti Indonesia
도시명
커리큘럼

버까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브카시에 위치하고 있다.

학비

비공개

비고

- 홈페이지 : https://sqiindonesia.sch.id
- 전화번호 : 62-21-8430-1010
- 학비 개별 문의 요망

ㅇ Jakarta Islamic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자카르타
자카르타 할림(Halim) 공항 인근에 위치한 이 학교는 이슬람 이념을 기반으로 설립된 교육시설로 유치원에
서 고등학교까지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비공개
https://www.jakartaislamicschool.com

비고

- 이슬람 학교로 이슬람 신자의 자녀들이 재학
- 홈페이지 : https://www.jakartaislamicschool.com
- 전화번호 : 62-21-8661-2154
- 학비 개별 문의 요망

ㅇ Global Nusantara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현지학교이나 케임브리지식 영어로 국제 표준 커리큘럼에 입각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비공개
https://www.instagram.com/globalnusantaraschool/
- 학비 개별 문의 요망
- 전화번호 : 62-21-5890-2899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및 유선 전화>

마. 병원

ㅇ Siloam Hospital(Surabaya)
도시명
주소

수라바야
Jl. Raya Gubeng No.70, Gubeng, Surabaya, Jawa Timur 60281

전화번호

62-31-9920-6900

진료과목

종합병원(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고

리뽀그룹 계열 종합 병원, 현지 병원

ㅇ 인다클리닉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Jl. Wolter Monginsidi No.60A, Blok Q/4 persil No. 19, RT.001, RW.04,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62-21-720-7628

진료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비고

한국인 의사 상주

ㅇ 신농씨한방병원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Ruko Darmawangsa No.19 Jl.Darmawangsa VI Kebayoran Baru

전화번호

62-21-725-1801

진료과목

침, 뜸, 부항 등 한방치료

비고

한국인 의사 상주

ㅇ Siloam Hospital(Jakarta)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Jl. Garnisun Dalam No. 2-3 Semanggi, 12930, Indonesia

전화번호

62-21-2996-2888

진료과목

종합병원(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고

리뽀그룹 계열 종합 병원, 현지 병원

ㅇ Brawijaya Women and Child Hospital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Jalan Taman Brawijaya No.1 Kebayoran Baru RT.3, RT.4/RW.3, Cipete Utara, Kby. Baru, Kota
Jakarta Sel

전화번호

62-21-721-1337

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비고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심 현지 종합 병원

ㅇ 365 Open Clinic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Grand Wijaya Center Blok H No. 43-44, Lt. 2,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62-21-2793-2625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고

한국인 의사 상주, 한인마트(K-Mart) 윗층에 위치

ㅇ 관준한의원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Grand Wijaya Center Blok C No.37,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62-21-739-7854

진료과목

침, 뜸, 부항 등 한방치료

비고

한국인 의사 상주

ㅇ Medistra Hospital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Jl. Gatot Subroto No.Kav 59, RT.1/RW.4, Kuningan Tim., Kecamatan Setiabudi, Kota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021-521-2515

진료과목

종합병원(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코
로나 19 관련(응급 진료, 문진, X-ray/CT 촬영, 신속진단키트 검사, 검체(Swab) 검사, 격리조치 등

비고

코로나 19 관련 한인 협력 병원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현지 병원>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Tunjungan Plaz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수라바야
Jl. Basuki Rachmat No. 8-12, Surabaya
http://www.tunjunganplaza.com
수라바야의 주요 몰로 각종 식당, 점포 등이 입점해 있다.

ㅇ Galaxy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수라바야
Jl. Dharmahusada Indah Timur No. 35-37, Surabaya
http://www.galaxymallsurabaya.com
수라바야의 주요 몰로 각 종 식당, 점포,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ㅇ Ciputra World Mall
도시명

수라바야

주소

Jl. Mayjend Sungkono No. 89, Surabaya

홈페이지

http://www.ciputraworldsurabaya.com

비고

수라바야의 주요 몰로 각 종 식당, 점포,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ㅇ Lotte Shopping Avenu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Jl. Prof. DR. Satrio No.3-5, RT.18/RW.4, Kuningan, Karet Kuningan, Setia Budi, Kota Jakarta
Selatan,
http://store.lotteshopping.com/jakarta/avenue.html
자카르타 중심지에 위치한 롯데 몰로 한국에서 진출한 브랜드 식당 및 판매점, 롯데 시내 면세점이 위치해
있다.

ㅇ Pacific Plac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Jl. Jend. Sudirman No.52-53, RT.5/RW.3, Senayan,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
https://www.pacificplace.co.id
자카르타 중심지에 위치한 몰로 리츠칼튼 호텔과 연결되어 있다.

ㅇ Plaza Senayan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Sentral Senayan I, 9th floor, Jl. Asia Afrika No. 8, Gelora Bung Karno – Senayan, Jakarta
http://www.plaza-senayan.com
쇼핑몰 부근에는 스나얀 플라자 아파트(주거용), 스나얀 엔터테인먼트 센터, 3개의 스나얀 빌딩(사무용), 스
나얀 골프강습소와 현지 상류층이 거주하는 핵심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위치이다.

ㅇ Pondok Indah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Pondok Indah Mall, Jl. Metro Pondok Indah, Jakarta, 12310, Indonesia
http://www.pondokindahmall.co.id
자카르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쇼핑몰 중 하나로, 자카르타 남부의 뽄독인다(Pondok Indah)지구
라는 부촌에 입지해 있다.

ㅇ Grand Indonesi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자카르타
Jalan Kebon Kacang Raya, Kebon Melati, Tanah Abang,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2
http://www.grand-indonesia.com

비고

Plaza Indonesia 인근에 위치한 대형 몰로 CGV, 뚜레쥬르 등 CJ 계열 체인 영화점 및 베이커리가 입점해
있으며, 대형놀이공원, 식당,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 점포가 다수 입점해 있다.

ㅇ Mall Taman Anggrek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Taman Anggrek Mall, 5th Floor, Jalan Letjen. S. Parman Kav. 21, Jakarta 11470 , Indonesia
http://www.taman-anggrek-mall.com
자카르타 서쪽 지구(Grogol Petamburan)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쇼핑센터는 동 입지에서 쇼핑, 외식, 엔
터테인먼트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공항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ㅇ Plaza Indonesi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자카르타
Jl. M.H. Thamrin No.Kav. 28-30, RT.9/RW.5, Gondangdia, Menteng,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
http://www.plazaindonesia.com
한국의 명품관과 비슷한 개념의 쇼핑몰로, 자카르타 중심에 위치해있으며, 명품이 주를 이룬다.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현지 병원>

- 식품점
ㅇ 우리슈퍼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버까시
JL. KEMANG PRATAMA RAYA BLOK AN NO.7, BEKASI
한국 식품점으로 각종 가공식품 및 식자재를 판매한다.
쇼핑센터 Metropolitan에 인접해 있다.

ㅇ 케이마트(K-Mart)
도시명
주소

자카르타
DARMAWANGSA III NO.2, KEBAYORAN BARU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점으로 각종 가공식품 및 식자재를 판매한다.

비고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해 있다.

ㅇ 뉴서울(New Seoul)
도시명

자카르타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DARMAWANGSA III NO.2, KEBAYORAN BARU
한국 식품점으로 각종 가공식품 및 식자재를 판매한다.
쇼핑센터 다르마왕사 스퀘어(Darmawangsa Square) 인접, 그랜드 위자야 센터(Grand Wijaya Center)
내 입점해있고, 한인이 90% 내외의 비중으로 거주하는 낀따마니 아파트(Kondominium Kintamani)에도
입점해 있다.

ㅇ Lotte Mart(롯데마트)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자카르타 등(인도네시아 전역에 50개 점포 입점)
Gandaria City Mall Lt MLG, Jl, Sultan Iskandar Muda, RT.10/RW.6, Kby. Lama Utara, Jakarta
Selatan
수입 및 현지 제품, 한국산 식료품 등
롯데마트는 한국 유통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시장에 진출했다.

ㅇ Hypermar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자카르타, 데뽁 등
Lippo Mall Kemang LG Jalan Pangeran Antasari No.36 RT.11/RW.5 Kemang Mampang Prapatan
11 5, RT.11/RW
수입 및 현지 제품, 한국산 식료품 등
리뽀 그룹 계열 대형 하이퍼마켓

ㅇ 무궁화(Mugunghwa)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자카르타, 땅그랑, 찌까랑, 수라바야
JL. SENAYAN NO.43, BLOK S,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한국 식품점으로 각종 가공식품 및 식자재를 판매한다.
스나얀 점이 본점이며, 다르마왕사점 및 끌라빠가딩, 땅으랑, 찌까랑, 수라바야 지점 등이 있다.

ㅇ 오렌지마트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찌까랑
RUKO MENTENG BLOK C NO.21-22 LIPPO CIKARANG
한국 식품점으로 각종 가공식품 및 식자재를 판매한다.
찌까랑 멘뗑 루코 내에 입점해있다.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교민 잡지, 쇼핑몰 홈페이지 등 >

- 기타 편의시설

ㅇ Emeralda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데뽁(Depok)
Jl. Cimanggis Boulevard, Tapos, Kec. Tapos, Kota Depok, Jawa Barat 16953
https://www.emeralda-golfclub.com/

소개

주재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이용 시설은 괜찮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스파, 사우나, 레스
토랑, 오락 시설로 갖춰져 있으며 결혼식, 연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비고

최근 3년간 회원권 가격이 하락 중이며 평생 회원권을 구매해야 하고 연회비도 납부해야 한다. 데뽁에 위치
해있어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ㅇ Modern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땅으랑(Tangerang)
Jl. Modern Golf Raya No. 99, Kota Modern, Klp. Indah, Kec. Tangerang, Kota Tangerang, Banten
15117
https://www.moderngolf.co.id/about-us

소개

국제 기준 18홀 규모로 조성된 골프장이다. 골프 수업, 피트니스, 에어로빅, 스파, 레스토랑 등의 부대 시설
이 있으며 평생 회원권 없이도 연간 베이스로 일정 비용을 납부하면 이용 가능하다.

비고

땅으랑에 위치해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서 40분~1시간 가량 소요된다.

ㅇ Sentul Highland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보고르(Bogor)
Cijayanti, Babakan Madang, Bogor, West Java 16810
https://sentulhighlands.com

소개

아름다운 주변 자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골프장으로 사업차 골프나 가족 골프를 즐기에 적당한 골프장이
다. Gary Palyer가 디자인한 이 골프장은 골프 토너먼트 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골프장 외에도 수영장, 식당
, 클럽하우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골프장이다.
홈페이지 : https://sentulhighlands.com/

비고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도시인 보고르에 위치한 골프장이다.

ㅇ Rancamaya Golf &Country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보고르(Bogor)
Jl. Rancamaya Utama No. 1, Bojongkerta, Bogor Selatan, Kertamaya, Bogor Sel., Kota Bogor,
Jawa Barat
http://www.rancamaya.com

소개

골프연습장, 식당, 컨츄리 클럽이 있는 이곳은 골프 외에도 쇼핑시설, 주거단지, 레크레이션 장소 등이 복합
적으로 구성된 곳이다. 맑은 공기로 편안하게 휴식하는 느낌으로 골프를 치기에 좋다. 골프 코스 가운데 강
을 지나치는 코스가 이곳의 대표 코스이다. 부대시설 및 숙박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족 동반에도 적합하다.

비고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도시인 보고르에 위치한 골프장이다.

ㅇ Senayan Golf Club
도시명

자카르타
Jalan Asia Afrika Pintu IX, RT.1/RW.3, Senayan, RT.1/RW.3, Gelora,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주소

홈페이지

http://www.senayannational.com/

소개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평일 야간 골프가 가능하다. 스나얀 레지던스 등 주거공간 근처에 있고 자카르타의 주
경기장인 Gelora Bung Karno 건물과 차로 약 10분 거리정도 소요된다.

비고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 있고,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도 근거리이다.

ㅇ ZEN Spa
도시명

자카르타(Jakarta), 데뽁(Depok)
Jalan Gunawarman No. 43, Senopat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

주소

홈페이지

https://www.zenfamilyspa.com
젠스파는 반둥에서 순다인들이 시작한 마사지 브랜드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고급 마사지에 속하는 마사지
샵이다. 비즈니스의 시작은 반둥이었지만 마사지 스타일은 발리식이다.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고
급스러운 분위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가 좋은 마사지 샵으로 알려져있다.

소개

발마사지, 전신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60~120분 소요되는 웬만한 마사지도 1~2만원 선에서 해결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 방역 방침으로 임시 폐쇄 중이다.(2020년 3월~별도 지정시까지)

비고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각 시설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1-01-01

Tahun Baru Masehi

구정

2021-02-12

Hari tahun Baru Imlek 2571

모하메드 승천일

2021-03-11

Hari Isra Mikraj Nabi Muhammad SAW

힌두교 신년

2021-03-14

Hari Suci Nyepi Tahun Baru Saka 1943

성 금요일

2021-04-02

Hari Wafat Yesus Kristus

노동절

2021-05-01

Hari Buruh

르바란 연휴 대체 휴일

2021-05-12

Hari Raya Idul Fitri (Cuti Bersama)

르바란 연휴(이둘 피트리) / 예수 승천일

2021-05-13

Hari Raya Idul Fitri (1-2 Syawal 1442H)

르바란 연휴(이둘 피트리)

2021-05-14

Hari Raya Idul Fitri (1-2 Syawal 1442H)

석가탄신일

2021-05-26

Hari Raya Waisak 2565

빤짜실라의 날

2021-06-01

Hari Lahir Pancasila

희생제의 날

2021-07-20

Hari Raya Idul Adha

이슬람 신년

2021-08-10

Tahun Baru Islam

독립기념일

2021-08-17

Hari Kemerdekaan Republik Indonesia

모하메드 탄신일

2021-10-19

Maulid Nabi Muhammad

성탄절(대체 휴일)

2021-12-24

Hari Raya Natal(Cuti Bersama)

성탄절

2021-12-25

Hari Raya Natal

<자료원 : Keputusan Bersama Menteri Agama, Menteri Ketenagakerjaan, dan Menteri Pendayagunaan Aparatur negara dan
Reformasi Birok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281 tahun 2021>

9. KOTRA 무역관 안내

자카르타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자카르타 무역관은 자카르타 남부지역의 잘란 수디르만(JL. Jend.Sudirman) 거리에 있는 건물인 Wisma GKBI 8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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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무역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코트라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 상단
무역투자 상단에 커서를 갖다 대면 우측에 있는 "방문 상담" 클릭한 후 좌측 중앙의 방문상담 하위 카테고리인 열린 무역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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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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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jek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해당 애플
리케이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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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루피아다. 공항 철도는 30분 간격으로 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과 자카르타 중부의 BNI City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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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므로 역에서 내려서 Go-Jek, Grab, 또는 Blue Bird 등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ㅇ BNI City 역(Sudirman Baru 역으로도 불림): 첫차는 오전 5시 49분에 출발하고 막차는 오후 7시 49분에 출발한다.
- BNI City 역 주소: Jalan Tanjung Karang No.1, Kebon Melati, Tanah Abang, Jakarta Pusat

ㅇ Seokarno-Hatta 공항역: 첫차는 오전 8시 57분에 출발하고 막차는 오후 4시 57분에 출발한다.

ㅇ 공항철도 스케줄, 역정보,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 https://www.railink.co.id/index.php/train/en

수라바야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수라바야 무역관은 2019년 새로 관옥을 이전하였다.

- 주소 : Voza Office, Jl. Mayjen HR. Muhammad No.31, Putat Gede, Kec. Sukomanunggal, Kota SBY, Jawa Timur 60186
- 전화 : 62-31-9921-0211
- e-mail: info@kotrasb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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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롱 뻐르기 끄 바
사 호텔(Vasa Hotel) 디 잘란 모하마드 노모르 띠가뿔루 사뚜(31)'라고 하면 된다. 무역관은 바사 호텔과 붙어있는 VOZA OFFICE에 위
치하고 있다. 무역관 위치가 시내 최고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사들은 다 알아들을 것이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주소를 보
여주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