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단기여행 목적의 관광객을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한국 관광객에게 15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단, 15일 무비
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15일 내 귀국 티켓 또는 제3국행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외교관 여권 및 관용 여권 소지자는 3개월 무
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 15일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비자는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무
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한 후 재뱡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경우, 혹은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외, 비자 종류 변경 시 반드시 제3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단, 동일 종류의 비자로 연장을 할 때에는 베트남 국내에
서 연장할 수 있으며 2주 정도 소요된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온라인 비자(e-Visa)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비자는 30일 단수 비자로 관광이나 사업, 투자, 노동,
유학 등의 목적을 가진 방문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신청 비용은 25달러). 비자 발급은 3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 가능한 국가는 한국을 포
함한 40개국이다(참고: Decree No.07/2017/ND-CP). 온라인 비자는 베트남 내 모든 공항, 항구에서 인정된다.

ㅇ 베트남 e-Visa 신청 웹사이트
- https://evisa.xuatnhapcanh.gov.vn
- http://www.immigration.gov.vn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입국 시 샘플과 같은 소지 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관세로 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출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전시회나
상담회 등에 참가한 기업이 바이어에게 증정할 샘플에 대해서는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무관세로 반입된 제품은
전량 재반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전시회 또는 상담회 기간 중 바이어에게 샘플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출국 시 이에 대
한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 개인 용품의 정의는 여행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또는 여행 전, 후에 휴대
한 여행 가방을 포함한다. 한편, 베트남 출입국 시 여행객의 면세한도는 1,000만 동(약 440달러)이다.

ㅇ 다음 여행자의 휴대품은 세관 신고가 원칙이다.
- 휴대 가방은 여행 전·후여야 함
- 전문 기구의 임시 반입과 재 반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항
- 중독성 의약품
- 기타 미화 30달러 초과 의약품
- 1.5리터를 초과하는 20도 이상의 주로
- 2리터를 초과하는 20도 미만의 주류
- 3리터를 초과하는 맥주 및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 200개비를 초과하는 담배, 20개피를 초과하는 시가, 250g을 초과하는 절단 엽연초
- 1천만 동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타 물품
- 반입 금지나 수출 조건에 명기한 제품을 제외한 여행자 휴대품은 출국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ㅇ 도착 시 휴대품 면세 품목
- 주류 및 알코올 음료(18세 이하 불허)
- 주류 1리터 이하
- 커피 5kg, 차 3kg(18세 이하 불허)
- 의류, 개인소지품: 여행 목적에 필요한 수준
- 기타 상기 면세품목을 제외한 500만 동(약 250달러) 이하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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