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도착비자(무사증 입국)

한국인은 무사증 입국(비자면제)이 가능하며, 카타르 입국 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도착비자가 주어진다. 체류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

ㅇ 온라인을 통한 비자 연장
- 비용 : 무료
- 링크 : https://portal.moi.gov.qa/wps/portal/ar (접속 후 영문 홈페이지로 변경)
- 절차 : 내무부 홈페이지 접속 → Visas(Entry Permits) 클릭 → Visa Free Stay Extension 클릭 → 여권번호와 국적 기입 후, Extend
버튼 클릭(끝)

2) 취업비자(Work Visa)

카타르에서 노동 또는 고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취업비자는 고용주(스폰서)가 신청한다.

ㅇ 발급비용 : 300카타르 리얄(약 82달러)
ㅇ 발급대상 : 만 18세에서 60세 사이
ㅇ 유효기간 : 6개월(Work Visa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내 카타르에 입국 필요)
ㅇ 체류기간 : 1~5년(발급 시 이민국에서 임의로 정함)
ㅇ 신청서류 : 여권사본, 최종학력증명서, 범죄기록확인서, 고용계약서
* 입국 후 3개월 내 Residence Permit(RP)을 발급받아야 하며, RP를 발급받기 전 Medical Test(혈액형검사, 흉부 X-Ray 촬영 등 기
본 검사)를 받아야 함.

3) 비즈니스 비자(Businessmen Visa)

카타르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왕복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ㅇ 발급비용 : 200카타르 리얄(약 55달러)
ㅇ 발급대상 : 무역·투자 목적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기업 대상(카타르 현지에 신청자의 스폰서 기업이 있어야 함)
ㅇ 유효기간 : 1개월
ㅇ 신청서류 : 스폰서의 기업 ID 카드 원본, 신청자의 여권사본, 신청서, 신청자의 직종을 구분할 증명서

4) 비즈니스 복수 방문 비자(Multiple Entry Work Visit Visa)

ㅇ 발급비용 : 200카타르 리얄(약 55달러)/월
ㅇ 발급대상 :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민간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 6개월까지 노동목적으로 입국시키자 하는 경우
ㅇ 유효기간 : 1개월(연장 시 최대 6개월)
ㅇ 신청서류 : 고용주(스폰서)의 Establishment ID 사본, 신청자의 여권사본, 신청자의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증명서, 30일 이상 체류하
는 경우 메디컬테스트 필요

5) 가족거주비자(Family Residence Visa)

거주허가(Residency Permit)를 소지한 카타르 거주 중인 남성이 가족(부인, 자녀)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거주비자(Family
Residence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거주비자를 발급받고 난 뒤, 카타르에 입국한 후 거주허가(Residency Permit)를 신청해 3개월
내 거주허가증(Residency Permit, RP)을 발급받아야 한다.

ㅇ 발급비용 : 200카타르 리얄(약 55달러)
ㅇ 발급대상 : 고용주(남편)의 월급이 10,000카타르 리얄(약 2,750달러) 이상인 자, 급여에 가족 숙소가 지원되는 경우, 월급이
7,000카타르 리얄(약 1,925달러) 이상인 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자의 여권사본, 스폰서(남편)의 RP 및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인, 자녀에 해당), 혼인관계증명서(부인에 해당),
기본증명서(부인, 자녀에 해당), 남편의 6개월 급여명세서 및 고용계약서, 신청자의 범죄기록확인서(성인만 해당)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여행객 휴대화물 면세한도

ㅇ 면세한도 : 3,000카타르 리얄(약 825 달러)
ㅇ 외국환신고 : 외국환 휴대 한도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보유 규모별 상황별 상이
ㅇ 의약품 :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 반입 시 의사 처방전 필요

2)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ㅇ 입국 시 회교 가르침에 위배되는 품목(술, 돼지고기, 음란물 등)은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규정
ㅇ 언론인들의 통신장비는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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