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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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