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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동 제한기간(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PPKM) 중 인도네시아 비자 및 체류허가 

 
Indonesian Visas and Stay Permits in Community Activities 
Restrictions Enforcement (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PPKM) period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이전에 제정된 긴급 조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업데이트를 발표함으로써 입국 제한 및 비자 절차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2021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되는 2021 년 7 월 6 일자 이민국(DGI) No.M.HH-

01.GR.02.07 의 Circular Letter; 

• 2021 년 7 월 16 일자로 발효된 2021 년 7 월 16 일자 DGI No.IMI-

0158.GR.01.01 Circular Letter; 

• 법무부 규정(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Permenkumham) No.27 Year 2021 (2021 년 7 월 19 일자 - 2021 년 

7 월 21 일 발효) - Permenkumham No.26 Year 2020 대체 

 
 

인도네시아 입국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정한 건강 요건 및 규칙을 충족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하기의 범주로 제한됩니다: 

• 외교관비자/관용비자 및 체류 허가 소지자; 

• 제한된 체류허가(Izin Tinggal Terbatas/ITAS) 및 영구 체류허가(Izin Tinggal 

Tetap/ITAP) 소지자; 

• 의료 및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COVID-19 처리 부처/기관에서 

공식 서한을 받은 경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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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승무원 

 

공익 추구 목적을 전제로 한 특정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민 시설 부여에 관한 정책을 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 공항과 국제 항구는 불가피한 이동(여행 제한 대상)과 

Inbound/Outbound 화물운송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행자가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는 지정 공항은 현재 7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COVID-19 Task Force 의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라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건강상태 요구 조건 및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입국 전 

 

•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COVID-19 백신을 1 회 이상 접종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외국인은 여행하는 국가에서 실시한 RT-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출발 72 시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외국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도네시아 건강 경고 카드(eHAC Indonesia)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국 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인도네시아 도착 

시점에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QR 코드가 있는 백신 카드 및 백신 증명서; 

• QR 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유효한 RT-PCR 검사확인서(도착 후 출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함); 

• 작성된 eHAC  Indonesia; 

• Health Protocol 을 준수하겠다는 진술서; 

• 건강 보험/여행자 건강보험 증명서 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COVID-

19 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진술서. 

 

외국인은 RT-PCR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보건부 

인증을 받은 특별 지정 검역소에서 자비로 8 일(192 시간)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주한 외국대표부 대표 및 관련 가족은 선택한 장소에서 8 일 동안 자가 격리가 

가능합니다. 

  

격리 7 일차에 2 차 RT-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가 음성일 경우 8 일째 

격리 종료 시점에 검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Health Protocol 을 준수하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이후 14 일간 추가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RT-PCR 검사가 양성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돼 자비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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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relaxation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는 외국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규/연장 비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는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 규정에 따라 

체류허가(ITAS/ITAP)를 연장할 수 없었던 외국인의 경우 이제는 기존 허가(Exit 

Permit Only/EPO)를 취소한 후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 절차는 현재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 

체류기간이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체류하였고, 초과 체류기간이 60 일 

미만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을 완료하고 구 허가(EPO)를 취소한 

후에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범주의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이민 정책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60 일 이상 초과 체류하는 자; 

• 출입국관리처분에 따라 추방명령을 받은 자; 

• 현행법령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거부된 자.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있는 인도네시아 체류허가(ITAS/ITAP) 소지자는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될 경우 향후 원격 또는 해외에서 허가 연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절차를 사용하여 허가를 성공적으로 연장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도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국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관련 정책 

  

이 규정은 Offshore Process 상 적용되는 신규 취업허가 및 비자를 위한 

인도네시아 투자위원회(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 또는 

기술부 지원 서신(“Technical Ministry Support Letter)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Ministry of Manpower 의 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된 건강상태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규정은 역내 또는 역외 신규 취업 허가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정책과 일치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전 정책 결정 패턴을 고려해 볼 경우, 추가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새로운 취업허가 또는 새로운 비자 절차 연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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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se Tape 정산을 위한 완화기간의 연장  
 
 
 

작년에 재무부(MoF)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생산성을 유지하고 제조업체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Excise Tape 정산 기한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PMK-301 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14/202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년 7 월 12 일, 재무부는 이러한 완화 규정 적용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PMK-

932을 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가 연기할 수 있는 Excise Tape 지불을 

결제할 수 있도록 90 일의 연기 기간을 제공합니다. 

a. 2021 년 7 월 12 일까지 지불되지 않은 금액; 및 

b. 2021 년 7 월 12 일부터 10 월 31 일 기간 중 주문한 제품 

 

이는 기존 2 개월 소비세 연장 특례가 있는 제조업체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완화는 2021 년 12 월 31 일 이후로 예정된 소비세 테이프 주문 연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MoF Regulation No.30/PMK.04/2020 (PMK-30) dated and effective on 9 April 2020 
2 MoF Regulation No.93/PMK.04/2021 (PMK-93) dated and effective on 12 July 2021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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