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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간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Working
permit) 및 체류허가(Stay permit)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
법무인권부(MoLHR)의 규정 No.11 Year 2020 및 Circular Letter No.IMIGR.01.01-2493 Year 2020 에 따라 출입국관리청장(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은 체류허가에 대한 규정 및 서비스 지침에 대하여 Circular Letter
No.IMI-GR.01.01-1102 Year 2020 (CL-1102)를 2020 년 7 월 10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CL-1102 는 2020 년 7 월 13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한 긴급조치를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1. 체류허가(ITAS 또는 ITAP)가 만료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연장 승인의 필요
고용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득하였거나 투자청으로 부터 추천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체류허가(ITAS 또는 ITAP)가 만료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CL-1102 규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즉, 7 월 13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재입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 방문 규정에 따른 재입국도
동일하게 적용). 동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0 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재입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입국 이전에 신규 비자 발급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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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만료된 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은 근로자는 하기의 지정된
입국장소를 통하여 입국이 가능합니다:
1)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2)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 Denpasar
3) Juanda International Airport, Surabaya
4) Kualanamu International Airport, Medan
5) Hang Nadim International Airport, Batam
6) Batam Centre International Port, Batam
7) Citra Tritunas International Port, Batam
만료된 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상기의 지정된 입국장소로
입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확인서 및 COVID-19 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감염예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신규 규정으로 인하여 체류허가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체류허가 연장 만료 기한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2. 체류허가가 만료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국사무소)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허가(ITAS 또는 ITAP)의 연장 프로세스를 재개하였습니다(일별 처리
건수에 대한 제한이 있음).
긴급체류허가 정책하에서 만료된 체류허가 보유자가 연장과 관련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장절차는 반드시 CL-1102 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즉, 7 월 13 일로부터
30 일 이내).
긴급체류허가 정책하에서 만료된 체류허가 보유자가 체류허가를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CL-1102 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 하여야 합니다(즉 7 월 13 일로부터 30 일 이내).
3. 체류허가 및 방문비자(Visa on Arrival/VoA, Single Entry, Multiple Entry)를
소유한 외국인이 신규로 Telex visa 를 받은 경우
체류허가 및 방문비자(Visa on Arrival/VoA, Single Entry, Multiple Entry)를
소유한 외국인이 신규로 Telex visa 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외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었던 방문허가 또는 체류허가의 신청을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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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네시아 내에 방문비자(VoA, Single Entry, Multiple Entry)를 소유한
외국인
긴급체류허가 정책하에서 방문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현행규정에 따라
COVID-19 의 종결이 선언되지 아니하였으며 인도네시아를 출국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는 경우에 CL-1102 규정 효력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이 비자를 면제받은 경우
긴급체류허가 정책하에서 외국인이 비자를 면제받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경우에는 CL-1102 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반드시 출국하여야 합니다(즉, 7 월 13 일로부터 30 일이내)
상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 관련 행정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초과 벌과금의 형태).
취업허가, 체류허가 등과 관련하여 특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PwC Indonesia 의 Global Mobility Service Team 에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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