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

ㅇ 여권: 신청일로부터 유효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비자를 발급받을 빈 공간이 있는 여권 원본, 여권 사진이 부착된 페이지의 사본
1부
ㅇ 비자 신청서와 사진: 《중화인민공화국 비자신청서》 1부, 여권 사진 1장
ㅇ 합법 체류·거주 증명 (본국이 아닌 곳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에 한함):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거류, 근무, 공부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유효한 증명서 또는 유효한 비자 원본과 사본
ㅇ 여행비자(L비자)의 경우 비자신청인 이름으로 예약된 항공권 티켓 사본과 호텔 예약 내역 사본, 여행일정표(간단하게 작성해도 된다.)
ㅇ 원래 중국 여권 또는 중국 비자(원래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신청인에 한함): 중국 비자를 처음 신
청하는 경우, 원래 중국 여권 원본과 여권 사진 부착 페이지 사본
ㅇ 만약 한국 국적이 아닌 기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새 외국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한다
면, 원래 여권의 사진 부착 페이지 사본, 이전에 받은 중국 비자 사본 제출. 새 여권과 이전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개명 증명서를 제출(자료원: 베이징시 공안국 www.bjgaj.gov.cn)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전화: 86-10-8402-0101(베이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중국 취업비자 및 신청 시 제출 서류

ㅇ 취업비자
- 비자특징: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을 하여 고용계약서를 맺고 중국에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가 신청 가능
- 취득요건: 중국 외국전문가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1년~5년(통상 입국 시 30일로 발급 후, 현지에서 취업허가증 및 거류증으로 변경)
- 주의사항:, 비자 소지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 예정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구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ㅇ 제출 서류
- 여권 및 비자(입사 시 60일 이상의 재중비자)
- 6개월 이내 증명사진(취업비자(Z비자) 신청 1장, 무범죄경력증명서 1장, 신체검사증명서 3장, 외국인근로허가통지 신청 1장, 외국인
거류허가 신청 1장)
- 외국인 노동비자 신청서(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에서 다운 가능 (www.fwp.safea.gov.cn ))
- 2년이상 근무 경력 증명(한글 및 중문 작성시 본인이 직접 번역 가능하며, 공증 불필요)
- 최고 학력 증명서& 자료(한국 대학 졸업한 경우 : 번역& 공증 必, 중국 대학 졸업한 경우 : 졸업증, 학위증, 제 3국에서 졸업한 경우 :
국가별 공증 방식에 따름)
- 무범죄기록증명(무범죄기록증명은 대리 신청 불가하고 현장 접수만 가능하나, 번역 공증은 신청자 여권 원본 지참시 대리 가능)
- 신체검사 증명서
- 채용계약서
- 주숙등기서
- 중국어 이력서(최근 10년 이내의 이력(학위, 근무 경력 등), 학위증이나 경력서 증거 제출)
- 기타서류/ HSK점수(외국인 취업비자 등급에 가산점, 5,6급 : 10점)

3)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시 목적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ㅇ F 비자: 중국에서 교류, 방문, 답사 활동 등을 하려는 자
ㅇ G 비자: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
ㅇ J 비자: J 비자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짐.
- J1 비자: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 J2 비자: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18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기자
ㅇ L 비자: 여행(단수 30일 혹은 90일 또는 복수 30일)
ㅇ M 비자: 중국에서 상업무역활동을 하려는 자
ㅇ Q2 비자: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친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
- 중국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방문하려는 가족
-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방문하려는 가족
ㅇ X 비자: X 비자는 두 종류로 나뉘어짐.
- X1 비자: 중국에서 장기간(180일 초과) 유학 하려는 자(30일 이내에 거류증 발급받아야 함）
- X2 비자: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유학 하려는 자

4) 단기 체류

방문(F), 관광(L), 통과(G), 승무원(C), 일시 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거류증 수속
은 필요 없으나 비자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만 체류할 수 있다. 단수 비자를 복수 비자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 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국 비자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 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비자 소지자는 입
국허용 기한 내에 입국하여 체류 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복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 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비자기한이 만료되어 비자를 연장해야 할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처, 전화:
86-10-8402-0101)에서 비자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

5) 무비자 경유

중국에서 제3국으로 경유 시 지정된 도시에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53개국 외국인 대상으로 72시간, 14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항저우, 난징, 선양, 다롄, 칭다오, 청두, 샤먼, 퀀밍, 우한, 스쟈좡, 친황도, 광저우, 선전, 충칭, 시안, 닝붜 등 20개
도시의 27개 출입국관리사무소(커우안,口岸)에서 외국인 14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창사, 하얼빈, 구이린(桂林) 등 3개도시의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커우안,口岸)에서 72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중국 여행자 면세 한도

ㅇ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ㅇ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ㅇ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대
ㅇ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ㅇ 술: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2병) 면세
ㅇ 담배: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면세(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의 규정을 따르나 중국 내

전자담배는 금지되어있으므로 되도록 들고오지 않는 편이 좋음)
ㅇ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
에 신고해야 한다.
ㅇ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
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하이난 리다오海南）2020년 7월부터 1인당 연간 면세 구매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인상했으며, 상품당 면세한도액
(8천 위안)을 취소했다.

2)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출입 시 유의사항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 시에는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반출 시에는 중국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
행하는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 외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된다. 벌금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3) 휴대품 분실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
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