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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lil Lahadalia 투자조정청(BKPM) 청장

인도네시아	경제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정치적	안정성,	풍부한	젊

은	노동	자원	및	천연	자원,	그리고	중산층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는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현재의	소비	기반	경제를	생산	중심	경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거대하고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투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이자	정부와	투자자	간에	접점에	있는	정부기

관으로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이라	칭함)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

고,	인도네시아에	“스마트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	(One	Stop	Service	Center)”를	도입

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간소하며,	투명하게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둘째는	초기	투자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투자	실현	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End	-	to	-	End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	인

센티브	및	투자기반을	제공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FAQ”

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신규	투자자는	물론	기존	투자자	분들도	

궁금해했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절차,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관련	법규,	

노무	관련	사항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등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조정청(BKPM)은	본	책자가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의	사업	운영과	투자에	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리

라	믿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사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가	제공하는	많은	기회들을	경험하시기	

바라며,	투자조정청(BKMP)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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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9배에	이르는	세계	15위의	광대한	영토와	석탄,	니켈,	팜오

일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써	최근	수년간	5%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중산층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	내수시장이	확대

되고	있어	최근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자	아세안(ASEAN)의	맹주인	인도네시

아와의	협력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에서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향후	비관세	

교역품목	증가와	기술.인력.서비스	교류	확대로	한-인니간	경제협력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도	상승과	정부간	협력	분위기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

시아	진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투자절차

와	행정처리의	지연	등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	회사설립과	진출기

업의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내	코리아데스

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코리아데스크에서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

시아	투자진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진출에	보탬이	되고자	인도

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FAQ	한국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진출	관련	FAQ	책자가	인도네시아에	투자진출	하려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코리아데스크는	우리	기업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코리아데스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제 1 장

투자환경



인도네시아는	젊은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

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세계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는	국내	시장이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활발한	투자,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그리고	튼튼한	채용	시장을	바탕으로	2020년도	인도네시

아	경제	성장은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G-20에	가입된	유일한	국가이자	세계적	이슈에	활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에는	G-7에	가입할	것이며,	2020년에

는	세계	10위	그리고	2030년에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국가	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

한	세계거버넌스지수(WGI)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정부	효율성,	법규의	질	

그리고	부정부패	관리에	있어서	향상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몇	년간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2019년	비즈니

스	환경	개선	지수가	190개	국가	중	7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

시아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발표한	2017-2019	투자	적합국	순위에서	8위에

서	4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는	다양한	동물	및	식물군은	물론	많은	생태계의	고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변,	

작은	섬들,	산호초,	해초,	모래	언덕,	갯벌,	해양	퇴적지,	맹그로브	및	기타	자연	환경은	

인도네시아를	관광	분야	투자에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Question 1

인도네시아는	왜	투자를	위한	약속의	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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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진출	미국	기업	4곳	중	3곳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확장을		계획함.

				(재	인도네시아	미국	상공회의소	조사결과,	2017)

-	인도네시아는	APEC	국가	중	중국	및	베트남과	함께	주요	투자지로	손꼽힘.	

			(PWC	APEC	CEOs	조사,	2017)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투자	우선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긍정적인	개혁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비즈니스	전망	조사,	2017)

-	2017-2019	다국적국가들의	투자가	예상되는	국가들	중	미국,	중국,	인도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언급됨.	(UNCTAD	비즈니스	조사	2017)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활동이	제일	잘	이

			루어지는	국가임.	(세계은행	조사,	2018)

-	인도네시아는	높은	소비자	수요와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였음.	

			(경제	기업	네트워크	조사,	2017)

-	인도네시아의	성장률(GDP)은	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017년

			도	5.1%에서	2018년도	5.4%로	2019년도에는	5.5%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

			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외화	및	현지	통화	발행	디폴트(default)	등급이	BBB-

			에서	BBB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안정세를	보여줌.	(Fitch	신용등급회사,	2018)

-	인도네시아는	GDP	순위	20위	안에	손꼽히는	대규모	경제	및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2017년도	현재	통화	가치는	USD	1.015를	넘을	것으로	

			추정됨	(IMF,	2018).	또한,	연간	1조가	넘는	GDP를	보유한	국가들이	가입된	

			일조	클럽의	회원이기도	함.		(SEASIA,	2017)

Question 2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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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기반시설)	개발현황은	
어떤가요?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인프라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5년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2배로	증액	할당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보증서	발행,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수용	및	민관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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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투자사업	또는	기업체와	정부협의체(PPP)	사업	프로젝트의	사업이행자금(VGF)

을	통한	건설	비용	조달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관합작투자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금융	기관들을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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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투자기회



Question 4

우선 투자 분야 

인도네시아는	어떤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나요?

인프라(기반시설) 35	GW전력
발전

24	항만
멀티모드
운송

농업 푸드
에스테이트

옥수수
플렌테이션

목축업 소금

산업

노동집약산업 섬유 식료품 가구 신발
라이프
스타일

수입대체산업 화학	및	의학 철강 컴포넌트
방위
산업

수출기반산업 전자
크루드	팜오일
및	파생산업

목재,	펄프	
및	종이

차량	관련

천연자원
후방산업 카카오 설탕 스멜터

해양 조선 냉동보관 해양기술

관광,	경제	특수	구역,
산업단지

10개	관광
특수	구역

8개	경제
특수	구역

7개	신규	경제
특수	구역

14개	우선
산업	단지

10개	관광	우선
개발지역

디지털	경제 이커머스 금융	기술
IT	기반

창조	경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선정	우선	투자	사업분야	2019-2024>

2016년	발효된	대통령령	제44호에	따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Negative	Investment	List)	또는	DNI”에	규정되어	있거나	투자	가이드에

서	달리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의	산업과	사업분야는	외국

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2019	투자	전략	계획을	수립하면서	몇	가

지	중점	사업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투자	분야는	경제적	이점,	성장	요인	

및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여	지정되었으며	선정된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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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

왜	특정	분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인가요?

인도네시아는	제조업과	수출관련	투자를	장려합니다.	이는	다음	3가지의	관점에

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단순소비시장이	아닌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질	높은	수준의	투자

를	찾고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즉,	제조분야	중	특히	노동	집

약적	산업,	수출	기반	산업,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천연자원을	이용

한	산업은	우선	투자	분야입니다.	

셋째,	지역	균등	개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

시아	섬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와(자바)섬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를	장

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말루꾸(Maluku)	및	빠뿌아

(Papua)	등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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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

경제특구 (SEZ)

경제특구의	개발은	어떤가요?

1.	 반뜬(Banten)	지역구역에	있는	딴중	르숭(Tanjung	Lesung)	관광경제특구			

				(2015년	2월	시행)	

2.	 북	수마뜨라(Sumatera)의	세이	망께이(Sei	Mangkei)	경제특구

				크루드	팜	오일,	고무,	비료,	운송	및	관광	산업	(2016년	12월	시행)

3.	 서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의	만달리카(Mandalika)	경제특구	

				관광	(2017년	9월	시행)

4.	 중부	술라웨시(Sulawesi)	팔루(Palu)	경제특구	

	 제련,	농업	그리고	운송	(2017년	9월	시행)	

5.	 남	수마뜨라(Sumatera)	딴중	아피-아피(Tanjung	Api-Api)	경제특구	

				크루드		팜	오일,	고무및	석유화학	산업	(2018	6월	시행)	

6.	 아쩨(Aceh)	지역의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e)	

	 기름,	가스	산업,	석유화학	산업,	농업,	운송	및	제지	산업	(2018년	12월	

	 시행)

7.	 리아우(Riau)	섬	지역구역의	갈랑	바탕(Galang	Batang)	경제특구	

				광물	산업,	에너지운송	(2018년	12월	시행)	

8.	 방카	블리뚱(Bangka	Belitung)지역섬의	딴중	케라양(Tanjung	Keliyang)	경

				제특구:	관광	(2019년	12월	시행)

9.	 동부	깔리만딴(Kalimantan)	말로이	부뚜따(Maloy	Batuta)	경제특구		

	 크루드	팜	오일,	목재,	석탄,	광물	산업	(2019년	4월	시행)

10.		북	술라웨시(Sulawesi)	비뚱(Bitung)	경제특구	

	 	수산업,	농업	및	운송업	(2019년	4월	시행)

현재	인도네시아는	15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제특구는	개별	특정	분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
도네시아의	경제특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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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말루꾸	(Maluku)	지역구역의	모로타이(Morotai)	경제특구

	 관광,	제조	산업	및	운송	(2019년	4월	시행)

12.	서	빠뿌아(Papua)	지역의	소롱(Sorong)	경제특구		

	 관광업,	조선,	어류	가공업,	광산업,	운송업	(2019년	10월	시행)

13.	동부	자바(Java)	싱하사리(Singhasari)	경제특구		

	 관광	및	창조	산업	(현재	개발	중)

14.	중부	자바(Java)	끈달(Kendal)	경제특구	

	 제조	산업,	섬유	산업,	운송(현재	개발	중)

15.	북	술라웨시(Sulawesi)	리꾸빵(Likupang)	경제특구	

	 관광	(현재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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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차



Question 7

사업의 시작

인도네시아	투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도네시아	산업분류표(In-

donesian	Classification	for	Business	Sector,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	KBLI)	를	근거로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2016년도에	발효된	대통령령	제44호에	따른	투자	제한	리스트	(Negative	

Investment	List,	Daftar	Negatif	Investasi	:	DNI)를	통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지	또는	가능	요건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투자하려는	분야가	해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부처들

로부터	제한	사항이	없다면	최대	외국인	지분	소유가	100%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회사는	법적으로는	유한책임회사(Ltd.)	또는	주식회사(PT)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최소	2명의	주주(법인	또는	개인,	법인과	개인의	

합작	된	주주의	형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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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8

Question 9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한	
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한	최소	투자액은	100억	루피아(토지	및	건물	제외)
으로서	최소	납입자본금은	25억	루피아입니다.	각	주주는	최소	1,000만	루피아	
또는	그와	동일한	가치의	미국	달러(USD)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어느	곳이라도	회사를	설립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는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	발효된	산업법	제3호	

및	2015년	시행	정부령	제142호에	의거하여	모든	산업	활동은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impunan	Kawasan	Industri	 Indonesia:	HKI)

는	18개	주에	총	87개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약	86,059	헥타

르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또한	HKI	회원사가	운영하는	산업단지내에는	9,950

개	이상의	제조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	단지의	가장	큰	이점은	전략적	위치,	접근	용이성,	용적률,	기반시설	지원,	보

장된	토지	소유권,	그리고	집약된	환경	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유지	및	운영	관

리가	합리적인	개발	계획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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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외자법인)는	어떻게	설립	하나요?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	과정은	회사의	정관작성,	공증인을	통해	법무인권부	승인

을	취득한	후	납세자	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NPWP)를	획득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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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1

회사	설립(외자법인)	이외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	조사를	위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	KPPA)는	해외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자신들을	대리하기	위해	설립된	사무소를	

말합니다.

외국인	대표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직접	사업활동을	하거나	계약서를	체결하는	

행위,	공식적인	인보이스	발행,	고객으로부터의	대금	수령	행위,	그리고	기타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과	절차는	투자시설과	인허가에	관한	2019년	투자조정청

(BKPM)	규정	5호(2018년	투자조정청(BKPM)	규정	제6호	개정판)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은	Online	Single	Submis-

sion	System(OSS)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의	기능

1.	 모회사의	사업적	관심	분야	대응

2.	 인도네시아	내	회사설립	및	사업개발	준비

대표	사무소에	관한	중요	사항

1.	 대표	사무소는	각	주의	수도에만	설립할	수	있음.

	 (예시: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메단,	덴빠사르)

2.	 대표	사무소는	반드시	사무실	건물에	위치하여야	함.

25



Question 12

은행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신설	외자법인의	모든	은행	거래(자본금	지급,	대출,	
장비	및	원자재	대금,기타	필요	대금의	지불)는	인도네시아	특별	외국	투자은행	
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필요	서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Nomor	Induk	Berusaha	:	NIB),	법인설립정관,	회사	거주지	증명서

					(Surat	Keterangan	Domisili	Perusahaan	:	SKDP),	납세자	번호(NPWP)

2.	 위임장	(특히	타인으로부터	은행계좌	개설을	위임할	경우)

3.	 신청자의	신분증(Kartu	Tanda	Penduduk	:	KTP)	또는	여권

4.	 신청자	사진

5.	 최소	보증금	1,000만	루피아	또는	1,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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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4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가이드는	있나요?

Question 13

인허가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들은	
무엇인가요?

네,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OSS시스템(www.oss.go.id의	in	Informasi’s	sub-section,‘Petun-

juk	Teknis	Pengisian’)를	통해	인도네시아어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OSS	시스템(www.oss.go.id)”을	통해	취득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NIB)

2.	 사업	허가서	(Izin	Usaha)

3.	 영업/운영	허가증	(Commercial	License)

27



※	대표	사무소의	설립절차는	위	1번~6번과	같습니다.

절차 내용

1 법인명	신청

법무인권부	사이트(http://ahu.go.id)에서	설립하

려는	회사	상호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하고	신청

*신청	완료된	법인명은	60일간	유효함에	따라	60	

	일이내	법인설립	정관	신청	및	승인	필요

2
법인설립	정관
작성	및	승인

공증인과	함께	법인설립	정관을	작성하고	법무

인권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승인	획득

3
OSS시스템

(www.oss.go.id)계정	등록
OSS시스템	진행을	위해	계정	신설

4
납세자등록번호(NPWP)

발급

세무서에	온라인(http://ereg.pajak.go.id)으로	

신청,	발급증서는	우편으로	수취

5
사업자등록번호(NIB)	

발급

2018년부터	 회사등록증(TDP),	 수입면허번호

(API),	세관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NIB)로	

통합되어	 발급되며	 OSS시스템(www.oss.go.id)

를	통해	신청.

6
사업허가서(Izin	Usaha)	

발급

OSS시스템(www.oss.go.id)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당일	정식	사업허가	발급을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이	기재된	조건부	사업허가서가	발급

*정식	사업허가서	발급은	조건부	사업허가서에	

	명시된	인허가를	취득하고	필요시	관련비용을	

	납부함으로써	OSS시스템에서	사업허가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완료	

7 상업/운영	허가	취득

실제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필요한	추가	인허가	취득	필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허가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가	대표적임

<사업허가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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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사업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

허가서 내용

1

토지용도허가

(Izin	Lokasi)

OSS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기술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필요(산업공단의	경우	

보통	기술추천서가	필요	없음)

*기술추천서발급은	토지사용허가를	받고	10일	

		이내	법인소재지	관할	토지관리청(BPN)	또는	

		원스톱서비스센터(PTSP)에	신청하여	승인가능

		(지역별확인필요)

2
환경허가서

(Izin	Lingkungan)

환경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지역환경청(Dinas	

Lingkungan	Hidup)또는	산업공단을	통해	환경영

향평가(AMDAL/UKL-UPL/RKL-RPL	rinci)를	

승인	받아야	함.(3~4개월	소요)

3
건축허가서

(Izin	Mendirikan	Bangunan)

법인	 소재지의	 관할	 원스톱인허가	 서비스센터

(PTSP)에	신청	후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해	

발급.

*건축허가서	발급	이후	건물이	준공되면	사업시작	

	전까지	준공허가서(SLF)를	법인	소재지의	

	관할	원스톱인허가	서비스센터(PTSP)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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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5

모든	사업분야의	사업허가를	OSS시스템에서	취득	할	수	
있나요?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OSS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금융,	광산

(오일,	가스,	광물	및	석탄,	지열)	그리고	건설	분야는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	PTSP	Pusat)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	산하	담당기관

	1.	금융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OJK)

	2.	광산	:	에너지	광물	자원부	(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	ESDM)

	3.	건설	:	공공사업	국민주택부	(Kementerian	Pekerjaan	Umum	dan	Peru

																mahan	Rakyat	:	PUPR)

본	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중앙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센터에서는	다음	3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셀프	서비스(Self	Service)

	2.	지원	서비스(Assistance	Service)

	3.	우선	순위	서비스(Priority	Service)

상기	서비스	이외에	중앙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센터에서는	상담	및	불만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6

원스톱서비스 센터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PTSP	PUSAT)는	어떤	곳	인가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PTSP	PUSAT)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며	투명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PTSP	PUSAT)에서는	22개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정부	공무원들이	상담	및	OSS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은	분야(금융/

광산/건설)에	대한	사업	허가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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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7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PTSP	PUSAT)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Question 18

Priority 서비스

Priority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중앙	원스톱	서비스센터(PTSP	PUSAT)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iority	서비스는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등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의	

투자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OSS	시스템	도입	이후	활용미비함

1.	 금융,	광산,	건설	분야의	투자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2.	 온라인	통합	사업	허가	서비스에	관한	2018년	발효한	정부령	제24호에	규정

				되지	않은	비즈니스	분야	허가	신청	서비스

3.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	허가	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4.	 인도네시아에	투자	실현에	있어	투자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5.	 시/주/지방	정부,	경제특구	및	자유무역단지	관리기구를	포함하여	관련된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역할

6.	 특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	허가	우선	취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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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

Priority	서비스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된	투자금이	최소	1,000억	루피아	이상이거나	지역	근로자	1,000명	이상	

	 을	채용할	경우

2.	 투자자	및	정관상의	주주가	투자조정청(BKPM)의	중앙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센터(PTSP	PUSAT)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주가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	필요

상기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이	특정	생산	분야이거나	해당	사업장이	특별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

				협정에	준용되는	경우

2.	 해당	특정	생산	분야가	거래공급망의	일부인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할	고객

				회사의	협력업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MOU를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이	경제특구에	위치하는	경우

4.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로써,	재무부	또는	기타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조세사면	제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에너지광물자원부	관련	사업을	위한	Priority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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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

Priority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허가들은	무엇이	있나요?

투자자들이	Priority	서비스를	통하여	득할	수	있는	허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설립	정관

2.	 법무인권부	승인서

3.	 납세자	번호(NPWP)

4.	 사업자등록번호(NIB)

	 *	이전의	회사등록번호(TDP),	수입면허번호(API),	세관등록(Akses	

						Kepabeanan)이	사업자등록번호(NIB)	하나로	대체됨

5.	 주주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계획(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RPTKA)

6.	 BKPM	내의	에너지광물자원부(ESMD)	발급	서류(3시간	이내	발급	가능)	

				A.	석유/연료/LPG	저장을	위한	임시	사업	허가서	

				B.	가공제품/CNG	저장을	위한	임시사업	허가서	

				C.	LNG	저장을	위한	임시	사업	허가서	

				D.	석유	정제를	위한	임시	사업	허가서	

				E.	석유	잔류물	가공	산업을	위한	임시	사업	허가서	

				F.	천연가스	가공을	위한	임시	사업	허가서	

				G.	석유/연료의	일반적인	무역	위한	임시	사업	허가서	

				H.	가공	제품의	일반적인	무역	위한	임시	사업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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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1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혜택이	있나요?	

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와	관련된	기계장비와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와	특정사업분야와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시	세금감면	혜택(Tax	Allowance)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수입	관세의	면제	혜택입니다.

2019년도	발효한	투자조정청령	제5호(2018년	발효	투자조정청령	제6호의	

개정)와	 2015년에	발효한	재무부	법령	제188호/PMK.101(2009년	제176호/

PKM.011의	개정안)는	OSS	시스템을	통해	설립된	모든	해외직접투자(FDI)	및	

내자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종	세금이	0%가	되는	수입	관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관세의	면제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2년간	기본	기계,	장비류	및	기타	

	 부대	장비류를	수입하는	경우

2.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와	부품으로	최대	2년(누적	생산	기간)	간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그	종류와	구성에	관계없이	제품과	재료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기계,	상품	또는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은	되지만	그	사양을	충족할	수	없는	것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은	되지만	해당산업을	충족하기에는	그	수량이	충분

	 하지	않은	것

또한	2015년	발효한	재무부령	제66호/PMK.010에	따르면,	수입	관세	면제	혜택

은	2년(1년	연장가능)간	전기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이는	수입된	

34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FAQ



제품을	개량하거나	배포	또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발효한	재무부령	제259호/PMK.04에서는	고용	계약	또는	광산

사업계약과	관련한	제품	수입도	계약	당사자에	한하여	수입	관세를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항은	광물석탄청장	및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의	추천서를	첨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특정	사업분야와	특정	지역에	투자	시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Tax	

Allowance)입니다.	

2019년	발효한	정부령	제78호에	따르면,	국내	또는	해외	투자자들은	특정	사업

분야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발효한	정부령	제78호에	따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시점부터	연간	5%의	비율로	총	6년	간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유형적	고정자산	투자분의	3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

2.	 유형자산의	가속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의	상각	인정

3.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이	아닌	비	거주	납세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관한	

				원천세율	경감

4.	 5년	이상	10년	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회사가	산업단지	또는	보세	구역에	위치할	경우

	-	회사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하는	경우

	-	경제	또는	사회적	기반시설	구축에	최소	100억	루피아의	비용을	사용한	회사

	-	설립	2년	경과	후부터	현지	생산	부품	또는	원자재를	최소	70%이상사용한	

				회사의	경우

	-	최근	4년	간	최소	300명에서	600명의	현지	인력을	채용할	경우

	-	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R&D	비용으로	5년	간	

				총	자본	투자의	최소	5%	이상을	투자한	경우

	-	보세구역	외	사업분야	자본	투자로	총	매출액의	최소	30%	이상을	수	하는	경우

본	세금	감면	혜택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2019년	발효한	정부령	제78호	

별지1	과	별지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은	166개의	사업분야가	열거되어	

있으며,	별지2에는	17개의	사업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	세금	감면(Tax	Allowance)을	위한	신청은	OS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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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2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인세	면제(tax	holiday)	정책은	어떤가요?

2019년	발효된	투자조정청령	제6호(2018년	발효된	재무부령	제35호/PMK.010)

과	2018년	발효	투자조정청(BKPM)령	제1호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투자금

이	5,000억	루피아	이상인	회사에게는	100%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1,000억~	

4,999억	루피아를	신규	투자한	회사에는	50%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됩

니다.

당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자	또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선도(Pioneer)	산업	분야	

			(재무부령(PMK	Nomor	150	Tahun	2018)	제1항	(1)	조에	의하면	선도산업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	도입,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의미함)	:

			A.		업스트림	기초	금속산업(철강	및	비철강)	단독	또는	그와	통합된	산업

			B.		석유	및	가스	정제,	전령	산업	단독	또는	그와	통합된	산업

			C.		석유,	가스,	석탄에	기반한	석유화학산업	단독	또는	그와	통합된	산업

			D.		농업,	플랜테이션,	산림	작물에	기반한	유기(Organic)	기초	화학산업	단독	

								또는	그와	통합된	산업

			E.			비유기물	화학	산업	단독	또는	그와	통합된	산업	

			F.	
	
제약	원재료	산업	단독	또는	그와	통합된	산업

			G.			방사선,	전기의료기구	또는	전자치료	장비	제조	산업

			H.			반도체	웨이퍼,	LCD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electrical	driver),	Display와	

								같은	전기	또는	자동차통신	장비의	주요	부품	제조	산업	

			I.							기계	및	기계	부품	제조	사업	

			J.			기계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로봇	부품	산업

			K.		전력	발전소	주요	부품	제조	산업

			L.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M.		조선	부품	제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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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열차	부품	제조	산업

				O.		항공	부품	제조	산업	및	우주	산업	지원	활동

				P.		펄프	생산	가공	산업에	기초한	농업,	농장	또는	임업	산업	단독	또는	

	 		 그의	파생	산업

				Q.		경제	기반	시설

				R.		정보	처리,	호스팅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활동	및	그와	관련한	활동

2.	인도네시아	내	설립된	법인	

3.	최소	1,000억	루피아	신규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4.	인도네시아	재무부로부터	법인소득세	감면에	대한	거부	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5.	법인세	부과	목적으로	회사	채무와	회사	자본금	간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과	

			재무부령에서	명시하는	채무	및	자본금	간의	비율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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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선도	산업	요건을	충족한	투자
자들에게는	사전	확인서	제공	예정.
선도산업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	산업분류(Indonesi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BLI)는	2016년	발효된	투자조정청(BKPM)	제6호	별지에	명시

투자규모(IDR) 감면기간	및	비율 감면기간	종료	후	추가	감면

1000억~5000억 5년,	50%	감면 2년,	25%	감면

5000억~1조 5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1조~5조 7년간,	100%	감면

5조~15조 10년,	100%	감면

15조~30조 15년,	100%	감면

30조이상 20년,	100%	감면

																		<	신규	투자	규모별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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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3

재정적인	혜택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다른	혜택들도	있나요?	

세관신고	간소화(그린	레인)

2016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건설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수입	자

본재의	세관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자본재는	더	이상	통관	심사를	거

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길게는	5일에서	짧게는	30분정도면	통관	처리	기

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	산출	공식

2015년	9월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몇몇

의	경제	패키지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투자자들이	가

격인상과	경제	성장을	감안하여	매년	임금	상승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	가스	및	산업용	전기의	요금을	인하하여	투자자들이	

생산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특정산업,	창조경제	및	관광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좀	더	개방하기	

위하여	투자	제한	리스트(DNI)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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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4

Question 25

노무 

인도네시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최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월	임금을	말하며,	이는	지방	

정부에서	결정하는	기본	급여로	책정됩니다.

최근	임금	관련하여	2015년	발효된	정부령	제78호(GR	78)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근로자들이	루피아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주	단위	최저	임금의	

계산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GR	78법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R	78법령은	2016년	이후	매년	최저	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각	주들에게	새

				로운	최저	임금	산출	방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규	최저	임

				금	=	현재	최저	임금	+	{현재	최저	임금	X	(물가	상승률	+	연간	GDP	증가율)}

2.	 GR	78법령	제21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든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현지	근

				로자들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임금을	루피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GR	78법령에	따라	고용주는	임직원들의	소속,	직위,	경력,	교육	및	직원의	경쟁력

을	고려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모와	지급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GR	78

법령에	따라	고용주들은	반드시	당해	임금	규모와	지급체계를	임직원들에게	알

려야	하며,	회사	규정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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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6

고용주는	임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용	또는	
사회보장기금(BPJS)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2011년	발효된	법률	제24호에	의거하여,	모든	고용주들은	임직원의	복지를	위

해	임직원	급여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임금	범위	:	IDR	8,512,000
*	BPJS	or	Social	Security	System

보험의	종류 기업	부담비율 직원	본인	부담율

근로자	사회보장	(BPJS	Ketenagakerjaan	or	BPJS	-	TK)

산업	재해 0.24%	-	1.74%
(직업	위험도에	따라	상이)

None

생명	보험 0.30% None

실업	급여 3.70% 2.00%

연금* 2.00% 1.00%

건강사회보장	(BPJS	Kesehatan	or	BPJS-KS)

건강	보험* 4.00% 1.00%

새로운	사회보장기구(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BPJS)는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주들이	산업재해보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프

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상세정보는	 사회보장기구

(www.bpjsketenagakerjaan.go.id	및	www.bpjs-kesehatan.go.id)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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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7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최대	고용	가능	인원은	몇	명	인가요?

투자	구조에	따라	현지	인력이	외국인력을	대체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은	특정	지위와	제한된	

기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고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기관

2.	국제	기구	

3.	외국	대표기구

4.	국제	단체

5.	해외기업의	대표사무소,	해외기업의	무역	대표사무소,	해외	언론사

6.	해외	민간기업,	해외	영업소

7.	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및	문화단체

8.	예술	관계자

고용주는	특정시간과	직위에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합명회사

(Federal	 Civil	 Firm),	 CV(COMMANDITAIRE	 VEN	 NOOTSCHAP/the	 Limited/

Federal	Partnership).	Usaha	Dagang	:	UD,	Usaha	Bersama	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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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8

이사회의	일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2019년에	발효된	노동부장관령	제228호에	의하면	외국	거주자에게	개방된	

특정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부장관령	별지에	기재된	특정	직위는	외국	거주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18개	분야에서	2,000개	이상의	직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는	인사	관리를	하지	않는	운영위원	또는	이사의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3.	 장관	또는	특정	공무원은	노동부장관령	별지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이라도	

	 고용주의	요구에	의해서	승인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2012년	발효된	노동부장관령	제40호에	따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직위에는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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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담당	이사

2.	 산업	관련	부서의	장

3.	 인사팀장

4.	 인력	개발	직원

5.	 인력	채용	직원

6.	 인력	배치	직원

7.	 경력	개발	직원

8.	 인력	신고	담당자

9.	 최고경영자

10.	인사	경력	전문가

11.	인사	전문가

12.	경력	자문

13.	업무	자문

14.	업무	자문	및	상담	관련	인원

15.	노사	조정자

16.	직업	훈련	담당자

17.	면접관

18.	직업	분석가

19.	직업	안전	전문가



Question 29

Question 30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를	받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노동발전기금(1인,	1직업당	매달	미화	100달러씩	1

년치	USD1.200)지불해야	합니다.	(2018년	발효된	노동부장관령	제10호	제23

조)

*단,	신규	노동법에	따라	10억루피아	이상	투자자(주주)이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	노동허가서(RPTKA)	및	노동발전기금	USD1,200	면제	

	가능하나,	투자조정청의	승인이	필요함.

먼저,	외국인력을	고용할	고용주(현지법인	또는	외국인	직접	투자법인)는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http://tka-online.kemnaker.go.id)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계획허가서(RPTKA)를	제출하고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외국인력	고용계획허가	승인	이후에	고용주는	다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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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등록증(Notifikasi)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단기

체류비자(이하	“VITAS”)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인도네시

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	VITAS는	단기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의	한	종류로	VITAS가	승인되면	예전에는	

카드	형태의	KITAS로	발급되었으나	현재는	서류형태의	체류허가증(Izin	Tinggal	

Terbatas,	ITAS)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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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1

외국인력	고용계획허가서(RPTKA),	
근로허가서(Notifikasi),	단기체류비자(Vitas)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력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2018년	대통령령	제20호,	2018년	

노동부장관령	제10호)에	따르면	외국인력	고용계획	및	근로허가	승인,	단기체류

비자(VITAS)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부	홈페이지(http://tka-online.kemnaker.go.id)에	외국인력고용계획허가

			(RPTKA)	신청	

2.	노동부의	외국인력고용계획허가	(RPTKA)	승인	

3.	고용주(신청자)가	노동부	홈페이지(http://tka-online.kemnaker.go.id)에	근로

			허가등록증(Notifikasi)	발급	신청		

4.	노동부의	온라인	서류	검토	후	근로허가등록증(Notifikasi)	승인

5.	고용주가	노동발전기금(DPKK)	은행납부

6.	단기체류허가비자(VITAS)	승인	

7.	해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단기	체류허가비자(VITAS)	스티커	수령	

8.	지정공항(자카르타,	수라바야,	발리,	메단,	바땀	공항)	통해	인도네시아	입국

9.	인도네시아	지정공항에서	체류허가증(ITAS)	수령,	사진촬영	및	지문등록	후	

			입국도장	날인	

외국인력	고용계획허가서(RPTK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사본

2.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컬러	증명사진

3.	고용계획서	및	고용주의	신분증

4.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서

5.	스폰서	레터

6.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직위에	따른	업무설명서(500자이내)

7.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최근	3년	취업경력증명서

8.	직업	및	직위관련	설명서(5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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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2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	노동법(2003년	13호)	제42조	제4항	및	5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

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로관계	내에	정해진	특정	직책과	기간으로	고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특정	직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10호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타	회사에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특정분야(직업교육,	

훈련,	디지털경제,	석유.가스등)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9.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스폰서	취업경력증명서

10.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계획서

11.	고용회사의	총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외국인력	채용허가에	관한	2018년	발효된	대통령	규정	제20호에	따라	다음	

직책에는	외국인고용계획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투자자(주주)로서의	이사	또는	감사	

2.	 해외	정부	대리하는	외교관	또는	그	정부	직원

3.	 정부에서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인력

긴급한	업무의	경우,	고용주는	우선	외국인력고용계획	허가서(RPTKA)	보증서

를	노동부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	후	2일	이내	외국인력고용계획	허가서	(RPTKA)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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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4

Question 35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업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외부용역(Outsourcing)은	가능한가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업무	관계는	다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불특정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관계는	정규직	채용이라	볼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이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관계는	비정규직으로,	최대	3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	수습기간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보다	많은	상세정보를	위해서는	2003년에	발효한	인도네시아	법률	제13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부용역이란	업무의	일부를	계약된	외부업체를	통해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부용역업체에서	고용한	인력의	대부분은	임시	계약직

Question 33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무와	관련하여	2003년에	발효된	인도네시아	법률	제13호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직접	또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현지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

니다.	인력공급업체는	해당	인력의	구직에서부터	인력	배치까지	전	과정을	관할

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복지,	안전,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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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의	외부용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1.	외부용역	근로자를	고용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

			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발효된	

			인도네시아	법률	제13호	제56호-59조,	2004년	발		효	된	노동부령	제100호)

				비정규직의	고용계약은	일정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특정	업무로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계약은	정규직의	고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A.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업무.

		B.		업무완료	예정기간이	최대	3년인	업무

		C.		계절적	영향을	받는	업무

		D.		신제품,	신규	활동	또는	테스트	단계인	제품의	실험	및	조사	관련업무

2.	외부용역이	외부의	계약	당사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2012년에	발효한	노동부장관령	제19호에서	정의한	업무	위탁이	될	것입니다.	

				업무	위탁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A.		업무	전체를	위탁	받아	서비스	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리	및	업무의	실행은	회사의	메인	업무와는	구분하여	실행.

							2)	고용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업무	지시	수행

							3)	주요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	하는	활동	수행.

							4)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	불가함.

			B.	인력	제공	업체는	직접적인	생산	공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보조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1)	청소	서비스

							2)	식당	위탁	운영

							3)	보안

							4)	석유	화학	산업	보조	서비스						

							5)	근로자를	위한	운송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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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6

Question 37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	되나요?

노동조합과	고용인과의	분쟁	발생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에	관한	2003년	발효한	인도네시아	법률	제13호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그	단체(노동조합)는	의무에	맞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위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민주적으

로	집회를	하면서	그들의	기술과	전문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와	그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일하고	투쟁하면서,	회사의	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는데	협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당해	노동조합은	그	회원들로부터	노동조합을	관리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권리

가	있습니다.

2003년	발효된	인도네시아	법률	제13호	제102조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정책	

수립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법령	위반에	대한	통제	및	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	

분쟁	발생	시	고용주와	노동조합은	상호	공감대	형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의견	조율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때	당사자	일방	또는	양자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	관계	분쟁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산업	관계	분쟁	조정에	관한	2004년	

발효된	인도네시아	법률	제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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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8

노동자	파업을	규제하는	법이	인도네시아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	파업은	2003년도	발효된	노동부	법령	제232호에	의거하여	

규제됩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파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계획적으로	단체행

동을	함으로서	업무를	중단하거나	업무의	속도를	늦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파업은	협상	실패	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협상의	실패란	근로자들이	근무일	14일	이내에	2회	걸쳐	협상	요구서를	제출했

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당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거나	협상문에서	양	

당사자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과	같이	산업	분쟁이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1.	 협상	실패로	결론	내려지지	않을	때

2.	 고용주	또는	노동부에	파업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

3.	 파업	전	최소	7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

4.	 노동에	관한	법률	제13호의	제140조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을	통지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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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9

고용	종료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의	종료는	2003년	발효된	인도네시아	법률	제13호	제12장에	의하여	규제되며,	

당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	근로자와	노동조합,	정부는	고용의	종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종료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주는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고용종료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협상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의	종료는	노사간	분쟁	조정에	관한	정부	기관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만	

고용주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의	일방적인	고용	중단이	금지됩니다.

1.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근하는	경우(단	당해	임직원이	12개월	연속하여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2.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는	경우

3.	근로자의	종교적인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

4.	근로자	임신,	출산,	유산	또는	낙태를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

5.	친인척	및	회사	내	동료의	결혼식으로	인한	결근.	단	상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	규정상	명시	된	경우.

54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FAQ



6.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	되는	경우,	단	근로자는	

			업무시간	이외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함.	또한	당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근로자가	고용주의	범법	행위를	정부	기관에	신고한	경우

8.	믿음,	종교,	정치적	신념,	민족,	단체,	성별,	신체적	조건	및	혼인	등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

9.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질병	또는	의사의	진단	결과,	40일내	회복할	수	없는	

			직업병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분쟁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에	의거하여	수습기간일	경우

2.	근로자가	제3자의	위협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로	퇴사

			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3.	회사	내규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연령일	경우

	

4.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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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0

토지 소유권

인도네시아에서	토지	구매	및	소유를	할	수	있나요?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내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토지개발	경작권(Hak	Guna	Usaha	:	HGU)은	최대	25년간	부여되며,	25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간을	요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대	35

				년간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건물	사용권(Hak	Guna	Bangunan	:	HGB)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건축	또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써	최대	30년까지	부여되며,	이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사용권(Hak	Pakai)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이용하거나	산물을	채취하는	권리로,	사용권자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소유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권리	의무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방법	등은	토지기본법	규정과	정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개발	경작권(HGU),	건물	사용권(HGB)	및	토지	사용권(Hak	Pakai)은	인도네

시아	시민권자,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법인	및	인도네시아	내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해외	

법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	경작권(HGU)	및	건물	사용권(HGB)은	계약기간	내	그	명의	변경이	가능

합니다.	단,	토지	사용권(Hak	Pakai)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제3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한	토지	사용권(Hak	Pakai)	또한	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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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1

Question 42

외국인직접투자법인(FDI	Company/PT.	PMA)도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가요?

인도네시아에서	농장을	사고	싶은데,	
이	경우	토지에	대한	법적	권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지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택,	사무실,	공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법인에	한해	구매하실		

			수	있으며,	그	토지에	대한	권리는	건물사용권(HGB)	또는	토지	사용권(Hak	Pa

			kai)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의	경우	2015년	발효된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에	관한	정부령	제103호에	의해	규율	됩니다.	본	규정에	의거하

			면	외국인은	80년(30년	계약,	20년	연장	그	이후	토지대장재발급	하면	30년으

			로		연장)	간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	사용권

			(Hak	Pakai)로	인정됩니다.

2.	콘도나	아파트	또는	사무실의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은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해	외국인	또는	외자법인이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

	 는	각	층별	토지사용권(Hak	Pakai)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당해	법령에	따라,	아파트	또한	토지사용권(Hak	Pakai)의	법적	권리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100억	루피아	이상인	고급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1.	농장에	대한	보유권한은	농업,	어업	또는	축산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토지개발	

			경작권(HGU)으로	부여되며,	토지를	구매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자체는	국가	소유이며,	특정기간동안	토지개발	경작권(HGU)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농장	운영에	따른	농작물의	종류는	반드시	토지개발	경작권(HGU)에서	허가

			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이러한	권리(토지개발	경작권)는	인도네시아인	

			개인,	법인	또는	정허가를	받은	외국인	직접투자법인(주식회사/합작법인)이	

			보유하며,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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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3

외자법인에	부여되는	토지의	법적	권능은	어떻게	되며,	
개발자는	누가	되는	건지요?

외국인	직접투자법인이	부동산의	개발자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토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건물사용권(HGB)

으로	부여됩니다.	이후	토지	구매자는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에게만	허가되는	

토지	영구적인	소유권으로	토지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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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4

세무 

외국인	직접투자법인에	대한	세무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율>

개인에	대한	세율

연간	소득	 소득세율

5,000만	루피아	이하 5%

5,000만	루피아	초과	2억	5천만	루피아	이하	 15%

2억	5천만	루피아	초과	5억	루피아	이하 25%

5억	루피아	초과 30%

법인에	대한	세율

연도 소득세율

2009년 28%

2010년	~	2019년 25%

2020년	~	2021년 22%

2022년	이후 20%

총	발행	주식의	40%를	공개한	상장회사 표준세율보다	3%	낮음(2020년부터)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이하 표준세율에서	5%	공제	

기본적인	납부	대상	세금은	개인	및	법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위치하거나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법인과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입을	발생하거나	일을	하는	외국인은	거주자인	납세자와	동일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	계산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징수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천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수입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라면,	징수자는	해당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임직원들에게	대한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2008년	발효한	소득세법	제36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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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5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나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	(PBB)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매년	토지와	건물,	그리고	영구적인	구조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명목상의	가치를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0.1%를	넘지	않습니다.

부가세(VAT)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수입품,	제조품과	대부분의	서비스에는	10%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발효된	정부령	제81호에	따라	특정	전략	과세품

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품을	발생시키는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장	기계	및	설비(예비	부품들은	

	 제외),	다만	부가세	면제	인증서	필수	

	2.		해양수산,	어업	또는	어업과	수경재배를	접목한	분야에서의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생산품

	3.		타지	않은	생가죽	과	껍질

	4.		특정	가축

	5.		농산물,	농작물,	임업,	가축	및	어업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특정	씨앗	또는	

	 	종축	(좋은	가축을	얻기	위해	번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축)

	6.		애완용이	아닌	동물성	사료

	7.		양어	사료

	8.		가축	사료와	양어	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9.		은	수공예품의	원재료

10.		재무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서민형	아파트	양도	수익	(과거	판매가격

	 	은	최대	144,000,000	루파아와	월	최대	수입은	4,500,000	루피아의	범위

	 	이며,	소유자는	반드시	납세자번호가	있어야	함)

11.		6,600	볼트를	넘어가는	전기를	사용하는	가계(집)를	제외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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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에	대한	판매세

이는	최소	10%에서	최대	75%의	세율이	부과되며,	자세한	세금	항목에	관하여

는	2001년	발효된	정부령	제12호	및	2002년	발효된	정부령	제43호	및	2003년	

발효된	정부령	제46호	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인세(Stamp	Duty)	

인세의	경우	통상	특정	서류에	대하여	3천	루피아	또는	6천	루피아가	부과됩니

다.	6천	루피아의	인세가	부과되는	서면으로는	보통	계약서와	공증서,	토지	인증서와	

같은	일반	문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면에	있어	그	서면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1백만	루피아	초과한	경우

에는	6천	루피아의	인세가,	50만	루피아에서	1백만	루피아까지는	3천	루피아가	

인세로	부과됩니다.	50만	루피아	이하의	경우에는	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표

의	경우	그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3천	루피아가	부과됩니다.

간주	이익(Deemed	Profit)

인도네시아	내	무역	대표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2001년	발효된	국세청	

법령	KEP-667에	따르면	무역	대표사무소는	총	거래액의	1%를	이익으로	

간주하고	간주이익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협정국에서	온	외국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본	세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2008년	발효된	국세청	법령	SE-2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세금	이외에	주	이하의	지방	정부	또는	소도시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분야에	대
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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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6

Question 47

출입국(비자)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나요?	

인도네시아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에	관해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면서	도착비자(Visa	on	Arrival)자격이	있

는	국가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도착비자로	입국	시	원칙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금지됩니다.	비즈니스활동을	위해	입국하실	때는	비즈니스비자

가	필요합니다.

모든	방문객들은	인도네시아	도착일	및	왕복	항공편에	기재된	복귀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승객들에게	호텔	예약	및	기타	재정	증빙자료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방문에	관한	2016년	발효한	대통령령	21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69개의	국가들은	비자	없이	최장	30일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관광목적에	한하여	입

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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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8

도착비자는	무엇인가요?	

2015년	발효된	법무인권부령	제39호에	따르면	총	71개	국가의	국민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도착비자를	통해	최장	3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습

니다.	수수료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방문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

다.	도착비자는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의	자격이	되지	않는	국가의	방문객들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취득	하여야만	합니다.

다음	9개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	관광	및	사회적	방문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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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가니스탄

2.	 카메론

3.	 기니	

4.	 이스라엘

5.	 리비아

6.	 니제르

7.	 나이지리아

8.	 북한

9.	 소말리아



Question 49

비자	신청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작성	및	서명	완료된	비자	신청서.	(신청서는	대사관을	통해	받을	수	있거나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2.	 여권	원본	및	그	사본

3.	 비자	스티커와	도장	날인을	위해	최소	2	페이지	이상	남은	여권.	단일	방문	

	 비자의	경우에는	방문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여권의	만료	기한이	남아	있어

				야	하고,	복수	방문	비자와	단기체류비자의	경우에는	방문일로부터	최소	18

				개월	이상	만료	기한이	남아	있는	여권이어야	합니다.	

4.	 인도네시아	체류	중	이용	가능한	자금	확인서(최근	3개월	간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여행자	수표)

5.	 2장의	사진	(유색	배경,	여권	사이즈)

6.	 신청자는	출입국	제한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직접	출석하여야	

	 함

참고	사항	:	
-	 대사관은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체류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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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0

Question 51

Question 52

비자	신청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도네시아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비자	신청	수수료는	각	국가의	현지	통화와의	환율	차이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사유로	각각의	비자	신청자들에게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직접	신청

하거나	현지	국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영사관에서	신청해	주길	권장하고	있습

니다.		비자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인도네시아	정부	대리인(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www.kemlu.go.id)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홈페이지(www.imigrasi.

ig.id)를	방문하여	비자	섹션을	확인하시거나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단기체류비자(VI-

TAS)를	받아야	하며,	VITAS에	관한	상세	사항은	Q	30번의	답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을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단기체류비자(VITAS)와	함께	앞서	

설명했던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단기체류비자(VITAS)를	신청하고,	체류허가(ITAS)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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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3

투자자를	위한	비자	혜택	계획은	없나요?	

네.	경제특구	지역	내	투자자들을	

위한	비자	혜택	계획이	있습니다.	현지	

출입국	관리소장에	의해	선임됨	원스

톱	인허가	서비스청장(PTSP)이	Batam,	

Bintan	및	Karimun	지역의	경제특구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을	위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인원

들에게는	경제특구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단기체류비자(VITAS)	승인하고	

있습니다.

1.	 투자자

2.	 전문	업무	

3.	 단기체류비자(VITAS)를	보유한	

	 사람의	배우자

4.	 18세	이하	아동의	부모

5.	 현행	규정에	따른	주택소유	외국인	

	 또는	고령자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	직원은	

경제특구	내	위치한	원스톱	인허가서비

스센터와	출입국	직원의	허가를	받아	

투자자에게	2년	기간의	단기체류비자

(VITAS)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내	평가	또는	

사업	개발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대사관	/	영사관은	60일	간	

체류할	수	있는	1년	기간의	복수방문비

자를	발급해	드립니다.	

경제특구의	개발을	위해	단기	업무	

차원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무비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는	6일	간의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특

구	지역을	위한)	단기체류비자(VITAS)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또는	스폰서의	요청

2.	 신청서	및	보증서	작성

3.	 회사	또는	스폰서의	소개서

4.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

5.	 신청자	이력서

6.	 여권	사본

7.	 4x6	cm	증명사진	2매

경제특구	지역의	복수방문비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신청서

2.	 신청서	및	보증서	작성

3.	 회사	또는	스폰서	소개서

4.	 신청자	이력서

5.	 여권	사본

6.	 4x6	cm	증명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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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4

Question 55

수출입

인도네시아에	저희	제품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떠한	품목이라도	수출이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에이전트를	찾는	방법과,	

직접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가지가	있습니다.

1.	인도네시아	현지	에이전트가	귀사의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식료품	및	약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귀사의	제품

을	수입하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반드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www.pom.

go.id]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귀사와	현지	에이전트	간	식약청	

등록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소유에	대해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2.	무역회사(수입/수출/distributor)를	인도네시아	현지에	직접	설립하면	귀사의	

해당제품을	회사	명의로	식약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소매판매는	현지	기업만	가능하여	해당	무역회사는	수입과	도매유통만	가능하고	

소매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현지	판매자	또는	에이전트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경우	모두,	회사는	OSS시스템	www.oss.go.id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특정	품목의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통합	전산시스템	관리기관(INSW)	웹사이트	http://

eservice.insw.go.id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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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6

Question 57

수출	및	수입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의	수입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INSW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

니다.

1.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	물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수입자는	은행에	관세	및	기타	수입	세금을	납부합니다.

3.	 다음을	제출하여	세관	신고를	완료합니다.

	 A.	 세금	납부	확인서

				B.	 수입면허번호	및	세관	등록번호

				C.	 납세자	번호

				D.	 수입	물품	신고서

				E.	 세금	및	관세	보증금	납부	확인서

				F.	 인보이스

				G.	 포장	명세서

				H.	 선하증권

				I.	 보험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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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8

Question 59

수입	세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수입	세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인도네시아	관세청	웹사이트

http://www.beacukai.go.id/?page=apps/browse-tarif-dan-lartas.html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수입	세율	확인을	위해서	수입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HS코드를	

알고	있어야	하며,	HS코드는	위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통합	전산시스템	관리기

관(INSW)	웹사이트(www.insw.g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수입	금지	및	제한	규정(LARTAS)은	수입	및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상세한	품목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에	대한	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통합	 전산시스템	 관리기관(INSW)	 웹사이트(www.

insw.g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가	완료되면	수입자는	통관	확인서(SPPB)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	세관에서	수입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운송	회사의	화물인도지시서

2.	 통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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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0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식품	및	의약품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약품,	한약재,	화장품,	식품	보조제	및	가공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반입되기	전에	안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7년	발효된	인도네시아로의	식약품	수입에	관한	식약청	규정	제30호에	따르

면	위의	방법으로	수입된	식품과	약품에	대한	등록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관

장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등록은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	에이전트	또는	배급사를	통하여	인도네시

아	통관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식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식약청장

에게	수입허가서(SKI)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허가서(SKI)	및	사후감시승인서(Post	Border)를	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약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bpom.pom.go.id)	또는	인도네시아	

	 통합	전산시스템	관리기관(INSW)	홈페이지(http://eservice.insw.go.id)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	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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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에	명시한	두	가지	웹사이트	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A.		인세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신청서

				B.		인세	납부한	확약서

				C.		수입면허번호

				D	.	무역	허가서(Surat	Izin	Usaha	Perdagangan	:	SIUP)

				E.		납세자	번호(NPWP)

				F.		신청자가	수입	허가를	받은	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수입	

									위임장

				G.		수입	품목	HS코드

				H.		수입허가서(SKI)	및	의약품	산업	허가서를	첨부

3.	 세외수입으로	e-payment	지불

4.	 다음과	같은	온라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배급	허가	자격

				B.		검사	증명서

				C.		인보이스

5.	 제품의	분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및	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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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정부지원



Question 61

관련 정부 기관 

투자	관련	정부	기관이나	기타	단체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다음은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한	정부	기관	및	기타	단체의	목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림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RI)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2,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0270

전화번호	:	+62	21	570	4501,	+62	21	570	4504,	+62	21	573	0191

웹사이트	:	www.menlhk.go.id

인도네시아	무역부	Ministry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Perdagangan	RI)
Jalan	M.I.	Ridwan	Rais	No.	5,	Jakarta	Pusat,	DKI	Jakarta	10110
전화번호	:	+62	21	385	8171
이메일	:	contact.us@kemendag.go.id
웹사이트:	www.kemendag.go.id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
Jalan	Jend.	Gatot	Subroto	Kav	44,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90.
전화번호	:	+62	21	525	2008
OSS	시스템	센터	:	+62	807	100	2576
이메일	:	info@bkpm.go.id
웹사이트	:	www.bkpm.go.id,			www.investindonesia.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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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Perindustrian	RI)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950
전호번호	:	+62	21	525	5509,	extension.	2737,	
팩스	:	+62	21	525	5609
웹사이트	:	www.kemenperin.go.id

인도네시아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Keuangan	RI)

Jalan	Dr.	Wahidin	Raya	No.	1,	Jakarta	Pusat,	DKI	Jakarta	10710

전화번호	:	+62	21	386	1489,	

팩스	:	+62	21	350	0842,	+62	21	350	0847

웹사이트	:	www.kemenkeu.go.id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Pekerjaan	Umum	dan	

Perumahan	Rakyat	RI)	

Jalan	Pattimura	No.	20,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10

전화번호	:	+62	21	722	8497

웹사이트	:	www.pu.go.id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ne	and	Fishe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	RI)

Jalan	Medan	Merdeka	Timur	No.	16,	Jakarta	Pusat,	DKI	Jakarta	10710

전화번호	:	+62	21	351	9070,	팩스	:	+62	21	386	4293

웹사이트	:	www.kkp.go.id

인도네시아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Pertanian	RI)
Jalan	Harsono	RM	No.	3,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560
전화번호	:	+62	21	780	6131,	+62	21	780	4116	
팩스:	+62	21	780	6305
이메일	:	webmaster@pertanian.go.id
웹사이트	:	www.pertanian.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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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	RI)	
Jalan	Medan	Merdeka	Barat	No.	17,	Jakarta	Pusat,	DKI	Jakarta	10110
전화번호:	+62	21	383	8167,	+62	21	383	8899,	
팩스	:	+62	21	384	9715
웹사이트	:	www.kemenpar.go.id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Kesehatan	RI)	
Jalan	HR.	Rasuna	Said	Blok	X5	Kav.	4-9,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950	
전화번호	:	+62	21	520	1591,	팩스	:	+62	21	5292	1669
이메일	:	kontak@kemekes.go.id
웹사이트	:	www.kemkes.go.id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si	RI)
Jalan	Medan	Merdeka	Barat	No.	9,	Jakarta	Pusat,	DKI	Jakarta	10110
전화번호	:	+62	21	345	2841
이메일	:	humas@mail.kominfo.go.id
웹사이트	:	www.kominfo.go.id

인도네시아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Perhubungan	RI)	
Jalan	Medan	Merdeka	Barat	No.	8,	Jakarta	Pusat,	DKI	Jakarta	10110
Tel	:	+62	21	381	1308,		+62	21	350	5006
Email	:	info151@dephub.go.id
Website	:	www.dephub.go.id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RI)	
Jalan	Medan	Merdeka	Selatan	No.	18,	Jakarta	Pusat,	DKI	Jakarta	10110
Tel	:	+62	21	380	4242,		Fax	:	+62	21	344	0649
Email	:	puskom@esdm.go.id
Website	:	www.esdm.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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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지적부	Ministry	of	Agrarian	and	Spatial	Planning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Agraria	dan	Tata	Ruang	RI)	

Jalan	Sisingamaraja	No.	2,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10

Tel	:	+62	21	739	3939

Email	:	humas@bpn.go.id

Website	:	www.bpn.go.id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of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Hukum	dan	HAM	RI)	

Jalan	H.R.	Rasuna	Said	Kav.	6-7,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940

Tel	:	+62	21	525	3004

Website	:	www.kemenkumham.go.id

인도네시아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of	the	Republic	of	Indo-

nesia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1,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950

Tel	:	+62	21	525	9285,		+62	21	797	4488

Website	:	www.naker.go.id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the	Re-

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RI)

Jalan	Jenderal	Sudirman,	Jakarta	Pusat,	DKI	Jakarta	10270

전화번호	:	+62	21	570	3303,		+62	21	570	3303

이메일	:	pengaduan@kemdikbud.go.id

웹사이트	:	www.kemdikbud.go.id

인도네시아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terian	Pertahanan	RI)	

Jalan	Medan	Merdeka	Barat	No.	13-14,	Jakarta	Pusat,	DKI	Jakarta	10110

전화번호:	+62	21	384	0889

이메일	:	ppid@kemhan.go.id

웹사이트	:	www.kemhan.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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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	표준관리청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Badan	Standarisasi	Nasional	RI)	Gedung	BPPT	I,	

Jalan	M.H.	Thamrin,	Jakarta	Pusat,	DKI	Jakarta	10340

전화번호	:	+62	21	392	7422,		팩스	:	+62	21	392	7527

이메일	:	bsn@bsn.go.id

웹사이트:	www.bsn.go.id

인도네시아	식약청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Badan	Pengawasan	Obat	dan	Makanan	RI)	
Jl.	Percetakan	Negara	No.	23,	Jakarta	Pusat,	DKI	Jakarta	10560
전화번호	:	+62	21	424	4691,		+62	21	4288	3309,	
팩스	:	+62	21	426	3333
이메일	:	ulpk@pom.go.id

웹사이트	:	www.pom.go.id

인도네시아	경찰청	Indonesian	National	Police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Jalan	Trunojoyo	No.	3,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10

전화번호	:	+62	21	9126	1059,		팩스:	+62	21	721	8741

이메일	:	mabes@polri.go.id

웹사이트:	www.polri.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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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2

Question 63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저의	투자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2007년	발효된	인도네시아	법령	제25번	2007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

청(BKPM)은	투자관련	정책	마련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투자에	걸

림돌이	되는	정책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혜택	제공	및	투자이행을	관리

감독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시

작단계부터	사업장을	구축하여	실제	사업진행을	영위할	수	있는	최종	단계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자들과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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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 진흥 센터 (IIPC) 

시드니	투자	진흥	센터
Suite	6,	Lv.	30,	Governor	Macquarie	
Tower,	1	Farrer	Place,	Sydney	2000,
New	South	Wales
전화번호	:	+61	29	252	0091,
팩스	:	+61	29	252	0092
웹사이트	:	http://www.bkpm.go.id/			
														home-iipc/sydney/11
이메일	:	iipc.aussie@bkpm.go.id
담당자	:	Mr.	Henry	Rombe

싱가포르	투자	진흥	센터
8	Temasek	Boulevard	Suntec	Tower	3,	
#33-03,	Singapore	038988
전화번호	:	+65	6334	4410,
팩스	:	+65	6334	4891
웹사이트	:	http://www.bkpm.go.id/	
														home-iipc/singapore/10
이메일	:	iipc.sg@bkpm.go.id
담당자	:	Mr.	Muhamad	Faizal

아부다비	투자	진흥센터
Level	17,	The	Offices	World	Trade	Center,	
Central	Market	Al	Markaziya,
P.O.	Box:	3876,	Abu	Dhabi,	UAE
전화번호	:	+97	12	659	4274,	+97	12	659	4275,	
팩스:	+97	12	654	4150
웹사이트	:	http://www.bkpm.go.id/		
														home-iipc/abu-dhabi/6
이메일	:	iipc.abudhabi@bkpm.go.id
담당자	:	Mr.	Delfinur	Rizky	Novihamzah

타이페이	투자	진흥	센터
6F,	No	550,	Rui	Guang	Road,	Neihu	
District,	Taipei	114
전화번호	:	+88	6	28752	6170	ext.	31,		
														+88	6	28752	6084,
팩스	:	+88	6	28752	3706
웹사이트	:	www.investindonesia.tw
이메일	:	invest.taipei@bkpm.go.id
담당자	:	Mr.	Muhamad	Firdaus

서울	투자	진흥	센터
Two	IFC,	15	Fl.	10,	Gukjegeumyung-ro,	
Yeoungdeoungpo-Gu,	Seoul	150-945,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	+82	2	6137	9455,
팩스	:	+82	2	6137	9456
웹사이트	:	http://www.bkpm.go.id/
														home-iipc/seoul/9
이메일	:	iipc.seoul@bkpm.go.id
담당자	:	Mr.	Hilmy	Q.R.	Tanjung

도쿄	투자	진흥	센터
Fukoku	Siemei	Building	16F	2-2-2,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100	-	0011,	Japan
전화번호	:	+81	33	500	3878,
팩스	:	+81	33	500	3879
웹사이트	:	http://www.bkpm-jpn.com/
														en/#
이메일	:	iipc.tokyo@bkpm.go.id
담당자	:	Mr.	Rakhmat	Yulianto

런던	투자	진흥	센터
Landmark	Barbican,	200	Aldersgate	
(South),	London	EC1A	4HD,	United
Kingdom
전화번호	:	+44	20	3440	3830,
팩스	:	+44	20	7397	8565
웹사이트	:	http://www.investindonesia.uk
이메일	:	iipc.london@bkpm.go.id
담당자	:	Mr.	Aditia	Prasta

뉴욕	투자	진흥	센터
370	Lexington	Avenue,	Suite	1903,	NY	
10017,	New	York,	United	States
전화번호	:	+1	646	885	6600,
팩스	:	+1	646	885	6601
웹사이트	:	http://www.bkpm.go.id/
														home-iipc/new-york/8
이메일	:	iipc.newyork@bkpm.go.id
담당자	:	Mr.	Muchamad	Iq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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