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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CEO
여러 기업들의 KEY가 되어주고자 한 저희
모토를 바탕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미국, 독일, 필리핀, 영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나라를 비롯하여 한국의 5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인들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적인 견해 그리고확실한 답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모실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운영되어 온지 벌써 2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 하여 다국적 기업인들과 함께 비자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25년을 함께 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Company Introduction
1. 모든 비자 관련 진행 및 연장과 체계적인 Alert 고객 관리 시스템
2. 노동청과 이민국 고객의 스케줄 맞춤형 서비스
3. 고객의 모든 Request에 대응할 수 있는 공항 출입국 관리소와
각 지방 이민국 그리고 각 지방 노동청 인프라

Company History
1993

Global SingTrade Pte. Ltd 싱가포르 창설

1999

PT.Singapore Experience Tour 인도네시아 본사 싱가포르 지사 창설

2008

PT. Consulting INKO MULTY 컨설팅 법인 인도네시아 설립
PT. Consulting INKO MULTY과 PT. Singapore Experience을
통칭 PT. Singapore Experience로 변경하여 사업 중

귀사의 COMPASS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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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_ 사업분야
컨설팅
·각종 비자 관련 취득
·비자 발급을 위한 현지 법인 명의 준비
·외국인 법인 근로자 (T.O) RPTK (고객 요청에 의한 제한 없는 TO)
·현지 법인 설립 / 외국인 법인 설립 / 해외 지사 설립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싱가포르 입국비자가 필요한 Level 1, 2 국적 소유자의
스폰서 준비 및 싱가포르 입국 비자 취득 (예: 중국 인디아 등)
·비자 및 각종 허가의 갱신 과 종료 날짜에 따른 재발급 확인 및 종료일자 통보
·모든 인니 관할청 문서 합법 확인

Singapore 지사 소개
·Singapore TELEX CABLE 진행을 위한 입국 PICK UP 서비스
·Orchard Road에 위치한 지사 도착 후 고객님의 여권 수거
·한식 중식 양식의 점심 및 가이드 서비스 제공
·TELEX CABLE 진행이 완료된 고객의 여권 수령
·CHANGI 공항으로 모셔다 드린 후 BORADING 에스코트

각종 비자 취득
·노동 비자 _ INDEX: 312
·은퇴(Silver) 비자 _ INDEX: 319
·배우자 비자 _ INDEX: 317
·복수 방문 비자 _ INDEX: 212
·Social 비자(VKU VISA) _ INDEX: 211
·도착 비자(VOA) _ 연장
·Singapore Level 1, 2 대상자 외국인 입국 비자
싱가포르에서 지정한 입국비자 발급이 필요한
LEVEL 1, 2에 해당하는 외국인
PT.SINGAPOR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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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N, PMA, REPRESENTATIVE
OFFICE 설립(PT & BUT)
·인니 법인 PMDN - Local (PT)
·외국인 법인 PMA - Foreign (PT)
·해외 지사 REPRESENTATIVE OFFICE (BUT)

외국인 사업자 등록 (PMA/PT)
·법인명 신청
·정관 (로타리스 공증)
·등기부 등록 법무부 (SK)
·사업자 소재지 증명서 (Domisili)
·사업 허가 신청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업자 사업 허가 외국인투자위원회 (영구적)
·법인 납세 번호 취득 (NPWP)
·사업자 등록증 발급 (TDP)

현지 사업자 등록증 (PMDN/PT)
·법인명 신청
·정관 (로타리스 공증)
·등기부 등록 법무부 (SK)
·사업자 소재지 증명서 (Domisili)
·사업자 사업 허가 (영구적)
·법인 납세 번호 취득 (NPWP)
·사업자 등록증 발급 (TDP)

외국인 해외 지사 설립
·외국인투자위원회 임시 사업 발급-(SIUP3A)
·사업자 소재지 증명서 발급 (Domisili)
·외국인투자위원회 영구 사업 허가 발급-(SIUP3A)
·법인 납세 번호 취득 (NPWP)
·사업자 등록증 발급 (T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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