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면적

48,320 ㎢ (자료원 : CIA, 2020 기준)

수도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인구

10,499,707 명 (자료원 : CIA, 2020기준 (2020.11. 추정치))

민족(인종)

혼혈 70.4%(메스티소/인디오 58%, 물라토 12.4%), 흑인 15.8%, 백인 13.5%, 기타 0.3%
(2014년 추정치, *CIA Fact Book 2020 기준 최근통계임)

언어

스페인어

종교

카톨릭 47.8%, 개신교 21.3%, 무교 28%, 기타 2.2%, 무응답 0.7%(2017년 추정치, *CIA Fact Book
2020기준 최근통계임)

기후

아열대성 기후, 연중기온 섭씨 21~35도, 평균온도 27도

국가원수

루이스 아비나데르 (Luis Rodolfo Abinader Corona)
재임기간 : 2020.8.16.~2024.8.15. (4년 임기)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2-06-06 (자료원 : 한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문화협정

1969-11-21

양국간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

사증면제협정

1982-03-04

사증면제

과학기술협력협정

1982-11-10

과학기술협력 증진

체육협정

1983-12-03

양국간 교육협력 증진

봉사단파견각서

1996-06-17

도미니카공화국에 한국
봉사단 파견

교육협력 양해각서

2005-10-27

양국간 교육협력 증진

EDCF 협정

2006-06-30

관세정보화사업 차관협
정

투자보장협정

2008-06-10

한국기업 보호 및 투자유
치 확대

외교부간 고위정책협의회 설립 양해각서

2013-04-16

외교부간 고위정책협의
회 설립 MOU 체결

세관협력 양해각서

2015-05-12

양국간 세관협력 위한
MOU체결

산림협력 양해각서

2015-05-19

산림협력 증진

비고

<자료원 : 한국 외교부, 산림청, 관세청>

한국교민 수
667 명 (자료원 :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06년 6월 도미니카공화국 레오넬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도미니카공화국 원수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하였으며, 양국 간 투자
보장협정, 도미니카 관세 정보화 대외협력개발기금(EDCF) 사업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

기로 삼았다.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 방한 이후인 2007년 EDCF 차관을 활용한 도미니카공화국 관세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도
미니카공화국 세관은 한국 기술을 활용한 통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EDCF 차관을 활용하여 '12~'16년 산토도밍고
국제공항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18년 3월에는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과의 양자회
담에서 이 총리는 LNG 발전, 전력 효율화 등 에너지ㆍ인프라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관
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메디나 대통령은 전자정부, 교통체계 개선, 청소년 보건, 엔지니어 양성, 항만 재건사업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이 총리에게 메디나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발전과 GDP 상승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이 EDCF 지원 대상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재원을 활용한 융자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지
면서 대규모 유상원조 프로젝트 추진은 위축된 상황이나, 우리 정부는 매년 1~3건 내외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해
현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정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지 정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20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진단키트, 검진부스 등
을 무상기증하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협력에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경제
ㅇ 교역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18년 이후 양국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국 간 교
역 감소의 원인은 주요 대한 수출입품목인 중고자동차(수출)와 폐배터리(수입) 등에 대한 당국의 규제감독 강화에 기인한다.

2019년 말 기준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교역은 연간 약 US$ 3.4억 규모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과 경기 냉각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년 6월 기준 대한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한 수출도 19.9% 감소하였다. ’19년
까지 우리나라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던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인 경제활동 침체로 내구재
에 대한 소비도 위축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중고차량을 포함한 자동차로, 2019년 말 기준 총수출의 약 50%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며 한국
산 자동차는 매년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및 진단
시약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폭을 보이며 주요 수출품목 상위권에 올랐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한 수출품목은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소모품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소재한 수출자유지역의 글로벌 의료기기/용품
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된 것들이다. ’19년 기준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소모품이 한국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총 수입의 약
61%를 차지하였으며, ’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액의 68%까지 확대되었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
국으로부터 구리, 알루미늄, 철 등 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폐금속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및 기타 중남
미국이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은 장거리로 인한 높은 물류비와 배송 기간에 관세조건까지 불리하여 시장
진입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ㅇ 투자

우리 기업의 대도미니카공화국 투자진출은 카리브원조계획(CBI)이 발효된 ‘84년부터 섬유봉제 업체들의 진출이 시작점으로 한때 40여
개사가 진출하였으나, 섬유 산업의 경쟁 과열과 섬유산업의 불황, ’05년 섬유쿼터제 폐지, 생산기지 동남아 이전 등으로 많은 기업이 철수
하였다. 우리 제조기업으로는 윌비스(섬유봉제업)와 세아상역(섬유봉제업)이 운영 중이며, 도미니카공화국은 국내 우수 제조기업들의 현
지 투자진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수년 전부터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한류 팬클럽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한류
팬이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한류동호회 연합회가 만들어졌으며, 연례 개최되
는 Feria Hallyu, K-Pop 경연대회 및 비정기 문화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고 있다.

또한, K-Pop, 드라마를 통해 한류를 접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한국산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 한국 식품, 화장품, 팬시용품 등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2016

2017

2018

2019

2020

6.66

4.67

6.98

5.05

-

75.76

80.02

85.54

88.91

-

15,996.53

16,900.46

18,346.1

19,410.76

-

7,519.51

7,869.33

8,331.94

8,583.06

-

46.59

48.91

50.46

52.39

-

1.61

3.28

3.56

3.66

-

실업률
(%)

5.6

5.5

5.7

6.2

-

수출액
(백만$)

9,839.6

10,134.6

10,907.6

11,218.6

-

수입액
(백만$)

17,398.6

17,734.3

20,208.9

20,288

-

무역수지
(백만$)

-7,559

-7,599.7

-9,301.3

-9,069.4

-

6,114.12

6,850.1

7,695

8,843.96

8,701.45

5.5

5.25

5.5

4.5

-

46.07

47.53

49.51

52.88

54.2

명목GDP
(십억$)
1인당 GDP
(PPP, $)
1인당 명목 GDP
($)
정부부채
(% of GDP)
물가상승률
(%)

외환 보유고
(백만$)
이자율
(%)
환율
(자국통화)

<자료원 : IMF,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경제 동향
1) 2020년 경제동향

도미니카공화국은 2014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여 파나마 등과 함께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
이고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5.1%로, UN 중남미 카리브위원회가 추산한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인 0.1%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와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20년 상반기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

8.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미니카공
화국 정부는 2020년 성장률을 -4.0%로 수정하였으며, IMF는 -6.0%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타격을 받은 산업분야는 관광업으로, 숙박/요식업은 -42.5% 성장하였다. 관광업 불황은 대규모 실직, 지역 농수산물 생산·유통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 연쇄 불황으로 이어지므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관광산업 재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20.7.1.부로 리조트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한편, 입국자 대상 PCR 음성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20년 12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자 보험(호텔투숙 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의료비, 체류 연장비용 100% 커버) 지원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국책은행을 활용한 국내관광 패키지 무이자 할부상품 출시를 통해 내국인의 국내 관광 촉진 등 관광산업의 신속한 정
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 중이다.

관광업 이외에도 건설업(-19.5%), 광업(-15.7%), 수출자유지역 제조업(-11.8%) 등도 '20년 상반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 코로나19 전후 주요 경제지표 변동 추이

ㅇ (경제성장률) ’20년 상반기 기준 –8.5% 성장, ’20년 말까지 –4.0% 전망
ㅇ (환율) ’20년 1월 1달러=RD$53.08 → ’20년 9월 1달러=RD$58.14(△9.1%)
ㅇ (수출) ’19년 상반기 54.7억 달러 → ’20년 상반기 47.7억 달러(△12.8%)
ㅇ (수입) ’19년 상반기 99.2억 달러→ ’20년 상반기 81.1억 달러(△18.3%)
ㅇ (외국인관광객) ’19년 8월 누계 396만 명 → ’20년 8월 누계 129만 명(△67.3%)

경제 전망
2021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2020년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4%~5%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 경제봉쇄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고용과 생산이 일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도미니
카공화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금값이 강세를 유지하고, 주요국도 점차 코로나 19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을 5%로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단, 관광재개 및 경제봉쇄 해제, 야간 통행제한 완화로 인한 국내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있으며, 해외에서 감지되는 코로나 19 재확산
조짐도 외환수입, 고용창출, 농식품 판매 등 경제 다방면에 걸쳐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는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2021년 경제상황
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Ⅱ.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

아이티

800,176,493

3

캐나다

770,264,548

4

인도

591,617,846

5

스위스

338,077,250

6

네덜란드

210,266,321

7

영국

144,251,950

8

중화인민공화국

118,940,922

9

독일

103,725,221

10

스페인

4,570,999,475

98,261,90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

아이티

852,524,460

3

캐나다

787,909,356

4

인도

578,299,729

5

스위스

244,593,524

6

네덜란드

176,987,676

7

영국

102,347,582

8

벨기에

92,272,791

9

독일

91,900,586

4,715,909,019

10

스페인

86,639,08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

캐나다

733,574,953

3

인도

518,215,773

4

독일

206,830,247

5

스위스

202,363,773

6

네덜란드

183,177,836

7

프랑스

145,325,672

8

멕시코

134,356,256

9

대한민국

112,873,286

10

벨기에

104,444,738

5,136,666,87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

스위스

754,362,475

3

캐나다

421,726,188

4

독일

251,963,524

5

네덜란드

249,796,397

6

벨기에

116,659,151

7

일본

107,194,972

8

스페인

106,767,321

9

멕시코

72,613,877

10

대한민국

58,733,290

5,423,446,878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497,838,440

2

중화인민공화국

2,338,454,039

3

멕시코

1,017,484,739

4

브라질

759,807,766

5

스페인

605,919,145

6

이탈리아

505,910,774

7

일본

414,344,580

8

콜롬비아

340,993,989

9

프랑스

327,070,690

10

독일

305,947,26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8,675,107,368

2

중화인민공화국

2,577,904,557

3

멕시코

899,619,870

4

브라질

664,526,180

5

스페인

639,887,915

6

트리니다드 토바고

455,013,782

7

콜롬비아

409,504,752

8

일본

375,825,405

9

독일

321,568,119

10

대한민국

301,025,07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8,548,123,906

2

중화인민공화국

2,105,732,674

3

브라질

693,435,629

4

스페인

670,514,995

5

멕시코

552,601,241

6

이탈리아

373,452,447

7

나이지리아

365,513,054

8

독일

337,504,981

9

일본

257,507,404

10

대한민국

257,126,90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

스페인

661,906,272

3

브라질

634,051,348

4

이탈리아

390,283,706

5

독일

297,885,779

6

네덜란드

289,921,474

7

일본

262,877,784

8

대한민국

251,082,375

9

콜롬비아

224,270,784

10

멕시코

218,991,926

8,830,717,48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

901890

그 밖의 기기

896,539,118

3

240210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
(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0,846,558

4

853620

자동차단기

360,148,700

5

610910

면으로 만든 것

333,362,669

1,581,849,458

6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324,025,368

7

080390

기타

235,984,782

8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27,941,191

9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75,874,343

10

3006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146,051,277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

240210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
(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713,583,982

3

901890

그 밖의 기기

668,977,438

4

853620

자동차단기

400,952,065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806,876

6

610910

면으로 만든 것

322,276,986

7

3006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249,601,187

8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74,754,025

9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155,982,832

10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34,360,936

1,492,390,16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308,559,699

2

901890

그 밖의 기기

1,011,456,009

3

240210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
(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752,359,852

4

853620

자동차단기

583,959,395

5

610910

면으로 만든 것

313,812,532

6

080390

기타

203,547,403

7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78,470,207

8

3006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172,817,789

9

901839

기타

150,531,932

10

901819

기타

137,579,37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

901890

그 밖의 기기

973,995,859

3

240210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ㆍ시가릴로
(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798,588,862

4

853620

자동차단기

581,811,866

5

610910

면으로 만든 것

310,200,019

6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217,424,228

7

080390

기타

205,787,103

8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66,374,840

9

3006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154,627,521

10

901819

기타

149,734,498

1,173,172,350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07,209,216

3

300490

기타

479,502,483

4

392690

기타

428,976,284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44,481,209

6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91,055,903

1,436,460,670

7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240,384,605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21,026,765

9

271111

천연가스

204,276,871

10

100590

기타

202,582,53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14,985,575

3

300490

기타

481,424,062

4

271112

프로판

428,505,795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12,507,225

6

392690

기타

400,144,696

7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338,207,011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63,299,410

9

271111

천연가스

253,432,711

10

100590

기타

250,332,849

1,848,960,615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95,793,796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81,887,217

4

271112

프로판

469,320,594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394,582,511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33,997,822

7

100590

기타

260,138,146

8

853890

기타

248,503,229

1,088,232,813

9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247,027,031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21,567,46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58,081,880

3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90,321,470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85,419,407

5

271112

프로판

338,157,711

6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32,539,822

7

100590

기타

252,196,605

8

901890

그 밖의 기기

251,164,676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16,219,570

10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197,522,660

1,235,598,368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308

83

225

2017

267

119

148

2018

258

155

103

2019

252

89

163

2020

130

53

7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492

배전 부분품

58

0

57

2

7411

승용차

99

0

98

3

7412

화물자동차

24

0

23

4

2262

의약품

5

0

4

5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

0

0

6

7420

자동차부품

7

0

7

7

8146

X선및방사선기기

2

0

1

8

8352

축전지

4

0

4

9

2140

합성수지

5

0

4

10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2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492

배전 부분품

39

0

39

2

7411

승용차

30

0

30

3

7412

화물자동차

7

0

7

4

2262

의약품

7

0

7

5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5

0

5

6

7420

자동차부품

4

0

4

7

8146

X선및방사선기기

4

0

4

8

8352

축전지

2

0

2

9

2140

합성수지

2

0

2

10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2

0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147

의료용전자기기

1

32

-32

2

9509

기타의료위생용품

0

15

-16

3

6221

동괴및스크랩

0

15

-16

4

7331

의료용기기

1

6

-6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6

-6

6

8292

기타가정용전자부품

0

3

-3

7

6184

고철

0

2

-2

8

4411

편직제의류

0

0

-1

9

5212

신발

0

1

-1

10

8333

축전기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147

의료용전자기기

1

23

-22

2

9509

기타의료위생용품

0

9

-9

3

6221

동괴및스크랩

0

8

-8

4

7331

의료용기기

0

4

-4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3

-3

6

8292

기타가정용전자부품

0

2

-2

7

6184

고철

0

2

-2

8

4411

편직제의류

0

1

-1

9

5212

신발

0

1

-1

10

8333

축전기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도미니카공화국-파나마 특혜무
역협정(PTA)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1985-07-17

1987-06-08

도미니카공화국-중미자유무역
지대(CACM: Central
Amercian Common Market)
FTA

도미니카공화국 및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
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1998-04-16

2002-03-01

도미니카공화국CARICOM(Caribbean
Community) FTA(CACM:
Central Amercian Common
Market)와의 자유무역협정

도미니카공화국 및 카리브해 연
안 15개 회원국(바하마, 자메이
카, 도미니카연방, 아이티 등)

1998-08-22

2002-02-05

PETROCARIBE

도미니카공화국 및 중남미
16개국(베네수엘라, 쿠바, 바하
마, 자메이카 등)

2005-06-29

2005-09-06

DR-CAFTA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중미
5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
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2004-08-05

2007-03-01

카리브Cariforum)-EU간 경제
자유교역협정(EPA)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 카
리브 15개국과 EU 27개국(현
28개국)

2007-12-16

2008-12-29

카리브(Cariforum)-영국 경제
협력협정(EPA)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 카
리브 15개국과 영국

2019-03-22

비고

석유대금을 재화나 용역으로 대
체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
지 교역협정

EU의 금융원조 등 경제개발지
원을 포함하는 경제동반관계협
정
Brexit 대비 영국과 카리포럼 회
원국간 체결된 협정
2020.9월 하원 통과, 비준 대
기

<자료원 : DR-CAFTA, SICE-OAS >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도미니카공화국-캐나다 FTA

도미니카공화국, 캐나
다

도미니카공화국-칠레 FTA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협정진행내용

비고

2002년부터 논의되었으나
2009년 이후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미주기구, 주재국 외교부 등에서
최근동향 미발표, 관련 언론보도
없음

2010년 최초 협의 후, 2015년부
터 재논의중이나 특별한 진전 없음

미주기구, 주재국 외교부 등에서
최근동향 미발표, 관련 언론보도
없음

도미니카공화국-MERCOSUR
FTA

도미니카공화국, 아르
헨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과이

2005년 최초 협의 시작하였으나
특별한 진전사항 없음

<자료원 : SICE-OAS >

미주기구, 주재국 외교부 등에서
최근동향 미발표, 관련 언론보도
없음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ㅇ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해 인체, 동물, 산업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8년 8월 27일 법률 제4990호로 침엽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88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
는 병균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위험물질 규제: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됐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00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
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 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ㅇ 중고자동차 규제: 도미니카(공)은 2000년 말 공표된 법 제147-00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와 15년 이상의 중고 트럭은 수
입을 금하고 있다. 단, 도미니카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교, 영사 공관 및 국제기구가 수입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도미니카(공)은 1998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로 일반적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 바 있어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표준과 기술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차
별은 없다.

도미니카(공)의 품질인증 관련 총괄부서는 중소기업상공부(MICM) 내의 품질인증국(INDOCAL: 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이며, 기타 농림부 및 보건부에도 농산물 및 식품 의약품에 대한 자체 품질인증부서를 갖고 있다. INDOCAL은 도미니카 품질인
증 위원회 지침에 따라 규격인증행정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ISO 9001, 14001 및 HACCP 등의 인증 촉진활동을 하고 있다.

주재국은 식품류와 의약품/화장품 수입 시 원산지국의 자율판매증명서, 생산제조과정 공정도, GMP 인증서, 성분표, 샘플 등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음료, 화장품, 식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담배 등 인체 보건과 관련되는 제품과의 경우 스페
인어 라벨로 주성분, 제조 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명기해야 한다.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을 목적으로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에 마크 취득 및 부착을 요구하며 각국 UL 승인 인증기관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미이행 시에도 특별한 제재나 수입 금지 조치 같은 것은 없고, 단지 임의사항으로서 수입자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도이다.

TBT
해당 사항 없음.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수입 관련 제세는 관세(3~20%), 개별소비세(3~14%), 부가가치세(ITBIS, 18%), 임시수입세(0.4%) 등 4개 종목이다. 관세는 과세대
상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는 종가세가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제세는 각각 CIF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관세법(법률 14-93, 1993. 8. 4, Arancel de Aduana de la Republica Dominicana)상 세 번 분류는 Harmonized System
8단위를 사용하며, 첫 4단위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4단위는 자국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과세기준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격의 언더밸류를 통한 관세 포탈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보유하는 과표기준
가격(Listado de Valores de Aduana)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쌀(HS CODE 0402 21 10), 우유(1006 30 00), 중고타이어(4012 20
00), 중고자동차(8703, 8704)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 유관 기관 및 수출 주요단체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으
로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정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수입관세율은 3/8/14/20% 등 4단계로 분류되며, 육류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40% 관세도 적용하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 및 정책적 진흥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14% 저율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며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
다(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빈민층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2003년 11월 14일 자로 철폐시킴).

- 3%: 농업용 필수원자재 및 기계류, 공공통신, 출판산업용 필수원자재 및 장비, 기계류, 비디오 생산용 장비 및 기계
- 8%: 의약품 생산용 장비 및 기계 등
- 14%: 알루미늄, 철, 강철 재질의 우유 수송용 용기 등
- 0%: (특정 산업 육성 목적): 농축수산부문 육성을 위해, 산 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생산품과 조제식료품, 화학공업 및 연관생산품, 포
장용 플라스틱 및 종이와 판지류, 비금속제 농기구와 기계류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0'세화 했다(법률 150-97, 1995. 2. 1.). 마찬가지
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재, 장비, 기계류 등 HS Code 4단위 기준 87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 '0'세화(Decree 366-97, '97. 8.
29.)했다.
* 50류: 5001-5007(7개 품목), 51류: 5101-5113(13개 품목), 52류: 5201-5212(12개 품목), 53류: 5301-5311(11개 품목),
54류: 5401-5408(7개 품목, 5405 제외), 55류: 5501-5516(16개 품목), 56류: 5601-5607(6개 품목, 5603 제외), 58류: 58065808(3개 품목), 60류: 6001-6002(2개 품목), 73류: 7319(1개 품목), 84류: 8444-8452(7개 품목, 8448, 8449 제외), 96류:
9606-9607(2개 품목)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나 있는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EPA, SGP, TLC-Centroamerica(CACM), TLC- Caricom,
AAPP(파나마), CBPA(CBI) 등 7가지로 분류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율표가 해마다 발간되고는 있으나 업데이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관세율이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확인해보거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 관세청(DGA)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
다.

ㅇ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링크: https://www.aduanas.gob.do/
* 2020년 6월 기준 관세율 확인 가능한 경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De Interes - Descargas → 하단 "Seleccione un archivo
para descargarlo"콤보박스에서 Arancel de Aduanas 6ta Enmienda 2017 선택
ㅇ 관세청 전화번호: +1(809) 547-7070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유형

ㅇ 목록 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FOB US$200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이 경우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 물품 확인용으로 인보이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정식 통관
- FOB 값이 US $200.00 이상의 품목은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세관 신고 후 서류심사, 실제 검사, 제세 부과, 세금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을 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다. 통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상업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통관신고서(Form No. 003-2007)와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으면, 인터넷(www.dga.gov.do)을 통해서도 서류제출 및 관세 납부가 가능하다. 세관 신고
는 물품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넘길 시 추가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식료품(음료 포함),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주재국 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공) 보건복지부에 제품을 필히 등록해야 한다.

ㅇ 임시 통관
- 도미니카공화국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8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진다. 세금 납부
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ㅇ 허가통관(Permit Entry)
- 보건, 의약품 관련 품목에 한하여 허가통관이 이루어진다. 세관에 반드시 보건당국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가수입계(Sight Entry)
-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실제 기입된 것과 다른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로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관세행정 일원화 VUCE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 서비스

관세청은 수출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세행정시스템을 전산화하였다.
수출입/통관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연계된 SIGA (https://siga.aduanas.gob.do/) 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수출입신고 등 각종 통
관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인증서 필요)

통관 시 유의사항
ㅇ 선택적 통관 시스템

2008년 3월 27일부터 선택적 통관제도 (Sistema de Riesgo y Despacho Selectivo/ Sistema Selectivo de Despacho de
Mercancia)를 시범 도입해, 2020년 기준 현지 주요 항구인 Caucedo항, Haina항과 Las Americas 국제공항, Punta Cana 국제공항 등
에서 시행 중이다.

선택적 통관 시스템은 3색 통관 채널(서킷) 시스템으로, 통관을 녹색 채널, 오렌지색 채널, 적색 채널 등 3가지로 구분해 별도의 절차를 적
용한다.

- 녹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Verde): 서류심사 없이 바로 제세 및 통관료 납부 후 신속 통관(Despacho Expreso)이 가능하다.
- 오렌지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Naranja): 서류심사(Despacho Documental)를 거친 뒤에 제세 및 통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적색 채널(Canal/Circuito Color Rojo): 실물검사(Reconocimiento/Verificacion Fisica)까지 받아야 통관이 가능해 가장 까다로운
채널이다.

관세청 웹사이트(www.aduanas.gob.do)를 통해 상품 금액, 수량, 원산지, 원자재 등을 기입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서 접수가 되면 서
류 검토 뒤 통관 일자와 함께 채널(서킷)이 배정된다. 초기 제출 서류로 채널이 배정되므로, 초기에 수입신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적색
채널을 배정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Argenta SR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Calle Rocco Cochia #10, Don Bosco, Santo domingo 10202
+1-809-472-4252
servicioalcliente@argentasa.com
http://www.argentasa.com/

ㅇ Frederic Scha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Jose Gabriel Garcia No.26, Zona Colonial, Santo Domingo
+1-809-221-8000
mail@schad.do
http://www.schad.do/

ㅇ Maritima Dominican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ㅇ LEEHAN(한국인 운영)

Carretera Sanchez Km 12 1/2, Santo Domingo
+1-809-539-6000
sales@mardom.com
http://www.mardom.com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Calle Bonaire No.84 Esq. Masoneria Planza Francia I, 334 Piso, Ens. Ozama, Santo Domingo Este
+1-809-596-0604
wonkwanglee41@gmail.com
한국인 운영 통관업체

ㅇ AGENCIA DE ADUANA S.R.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Av. Independencia KM 13 1/2 Puerto de Haina Oriental
+1-809-537-7413
Wilkinpimentel@hotmail.es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은 1995년에 Ley 16-95호를 신규 공포하여 종전의 외국인투자법인 Ley 861-78호를 대체하
였는데, 신법과 구법 간 주요 차이점은 투자원금 및 투자과실 송금 전면 자유화,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위한 까다로운 외환 구입 규제조건
철폐 등이다.

이 외에 현행 외국인 투자법인 Ley 16-95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ㅇ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 동등대우

ㅇ 외국인 투자 인정 범주 확대
- 자본 기여
- 천연자원 기여
- 무형 기술 기여: 상표, 생산모델, 제조과정, 기술 지원 등

ㅇ 외국인 투자자본의 목적지 확대 인정
- 모든 형태의 기업 설립 운영 자금: 외국 기업 지사 형태도 포함
- 부동산 취득
-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 취득

ㅇ 투자 자본금 및 투자과실 송금 자유화
- 외국인 투자증명서 소지 외국인 투자자는 민간외환 시장을 통해 투자자본금 전액 및 투자 소득 외화 자유송금 가능
- 등록 미필 외국인투자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 곤란

ㅇ 외국인 투자 등록절차 간소화
- 과거의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등록제 채택
-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해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수출투자
센터(CEI-RD)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절차 완료 등

투자인센티브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만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운영하
기보다는, 업종/지역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ㅇ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인센티브(Ley 8-90)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법인 소득세, 건축세, 법인설립 및 증자세, 지방세 등에 관한 세제 인센티브를 최대
100%까지 적용한다. 자유무역지대 내의 기업의 운영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ITBIS) 전액 면제되
며, 수출과 재수출에 부과되는 세금도 전액 면제된다. (단,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자유무역지대 외부로 판매되는 경우나 설탕, 커피, 카카

오, 금과 같은 특정 상품의 수출은 제외).

ㅇ 국경개발지대 인센티브(Ley.28-01)

아이티와 인접한 Pedernales, Independencia, Elias Pina, Dajabon, Montecristi, Santiago Rodriguez, Bahoruco 등 국경 지대의 경
제 성장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국경개발지대(Zona Especial de Desarrollo Fronterizo)에 소재한 기업에는 20년간 소득세 면제, 원자
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동 법은 2021년 2월 만료되는 일몰법으로, 2021년 만료 예정이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속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 동 법의 시효를 30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으
며, 하원 검토 계류 중이다.

ㅇ 관광업 진흥 인센티브(Ley 158-01, 195-13)

Jarabacoa, Constanza, Barahona, Bahoruco 등 지역의 개발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관광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허가증 발급과 이용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며, 관광산업 유치, 건설을 위해 초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계, 가구,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소요되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투자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이윤에 관해 최대 20%까
지 소득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해당 지역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투자나 프로모션, 실행을 통해 발생한 이윤에 관해서는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인센티브(Ley 57-07)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국외 파이낸싱에 관
한 세금 감면(이자비용의 10% → 이자비용의 5%), 자가 사용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신규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관련 기기,
장비에 관한 투자비용의 4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한다.

ㅇ 영화산업 진흥 인센티브(Ley 108-10)

영화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관련한 문화,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영화진흥국(National Cinema Agency)의 사전허가를 받
아 제작된 도미니카 장편영화에 투자한 기업은 그 투자금액의 10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도미니카(공) 영화진흥국(National
Cinema Agency)에서 발행한 관련 허가증을 갖고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된다는 조건 아래, 관련 제품과 장비의 수입에 대
해는 일시적 통관 허가하며 영화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ㅇ 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El Decreto 262-15)

운송사업자는 법령 262-15에 의거, 국내 매출에 대해 3.5%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를 면제받는다.

ㅇ International Financial Zone에 관한 인센티브(Ley 480-08)

도미니카공화국은 대형 금융 투자/서비스기업 유치를 위해 국제금융지대(International Financial Zone, ZFI) 지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
고 ZFI 지정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30년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득세, 법인설립세를 비롯한 제 세금이 면제되며, 국제금융지대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국외 거래로 간주되어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
법과 세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국제금융지대의 이용자와 운영자는 전기사용에서 비규제 이용자(UNR, Usuario No Regulado)로 분류되어 송전선로 사용료 이외
에 전력가격이나 생산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나 세금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화석연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연료사용자로 분
류되어 자체소비할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를 면세로 직접 수입하거나, 중개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연료 수입터미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
다. 또한, 국제금융지대의 운영자와 이용자는 수수료나 관련 세제 없이 전액 과실 송금이 가능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성 폐기물 등의 처리, 공중보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해 외국
인의 투자를 제한해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 광업, 어업, 기타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의 주식 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
한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69년부터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값싼 노동력과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하여 미국, 유럽 등의 시
장 진출을 겨냥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전국에 75개 수출자유지역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 695개사가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의 혜택을 받고 있다.
상공중소기업부 산하의 수출자유지역 관리위원회(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s de Exportacin: CNZFE)에서 입주 허가 및 수출
자유지역 지정, 외국인 투자, 수출입 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력, 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편의에 따라서는 직접 독립적인 공장을 조성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자유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산업단지
ㅇ Nigua Free Zone
규모

180,835m2

위치

Antigua Carretera, San Gregorio de Nigua 91000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연간 임대료: 3.50~4.50달러/sf
연간 관리비: 0.70달러/sf

ㅇ 전화: +1-809-957-2800
ㅇ 이메일: MARKETING@NIGUAFREEZONE.COM
ㅇ 홈페이지: http://www.niguafreezone.com/
산토도밍고로부터 10마일, Haina 항구로부터 5마일, Las Americas 국제공항으로부터 60마일 거리에 위
치.

ㅇ Zona Franca de Santiago
규모

1,486,448m2

위치

Avenue Mirador del Yaque, Santiago, Dominican Republic

임차료

연간 임차료 1.68-1.92달러/sf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1-809-575-1290
ㅇ 이메일: contacto@zonafrancasantiago.com
ㅇ 홈페이지: http://www.zonafrancasantiago.com/en/
북부지방 시바오(Cibao)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산업단지로 Cibao 국제공항과 20분, Puerto
Plata 항구와 1시간 거리에 위치함
Capital Finance International이 카리브 해 자유산업단지 중 최고위치로 선정함

비고

ㅇ Zona Franca San Isidro
규모

42,921m2

위치

San Isidro Rd., Km 17, Santo Domingo Este, Dominican Republic

임차료

연간 임대료: 4.75~5.25달러/sf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1-809-476-1800/+1-809-748-1100
ㅇ 이메일: langarita@zfsi.com
ㅇ 홈페이지: http://industrialfreezone.com/
1986년에 설립. 차로 산토도밍고 시내와 40분 거리, Las Americas 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위치함.

비고

<자료원 : 수출자유지역관리위원회(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s de Exportacin: CNZFE)>

주요 지역별 여건
ㅇ 산토도밍고 메트로폴리탄 지역(Region Metropolitana)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로서, 1496년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 최초로 설립된 식민도시이다.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흔히 '산토도밍고'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Distrito Nacional(D.N.)이라고 하는 특별행정구역을 의미하며,
이를 둘러싼 인근 지역이 Provincia Santo Domingo, 즉 산토도밍고 주로서, Distrito Nacional과 Santo Domingo 주를 통칭하여 산토
도밍고 메트로폴리탄 지역(Region Metropolitana)라고 불린다.
인구 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인구 규모 확인은 어려우나, 통계청이 2015년(2020년 기준 최신 통계)에 발표한
2000~2030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구는 3,949,189명으로 추정(D.N. 1,043,186명, 산토도밍고주
2,906,003명)되며, 총인구의 약 38%에 해당한다. 그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본과 물류, 인력이 집중된 곳으로 Distrito
Nacional(D.N.) 지역은 주로 상업, 관광, 일반 오피스비즈니스, 주요 대학과 정부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고, 이를 둘러싼 Santo Domingo
주를 중심으로는 공장, 물류창고 등이 발달하였다.
2019년말 기준 동 지역에 17개의 수출자유구역이 입지해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내 최대 항구인 카우세도(Caucedo)항과 하이나
(Haina)항, 그리고 Las Americas 국제공항도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위치해 있다.
ㅇ 시바오(Cibao)
시바오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북부 지방을 통칭하는 말로, 다시 북시바오(Cibao Norte), 남시바오(Cibao Sur), 북동시바오(Cibao
Nordeste), 북서시바오(Cibao Noroeste)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
통계청이 2015년(2020년 기준 최신 통계)에 발표한 2000~2030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417,773명이다. 동 지역은 전통
적으로 농업과 광업이 발달하고, 드넓은 담배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시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부가 집중되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비교적 높아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 경제 요충지라 할 수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 75개 수출자유지역 중 38개가 동 지역에 입지해 있으며, 산티아고의 시바오 국제공항(STI), 북부의 푸에르토 플
라타 국제공항(POP), 만사니요 항구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ㅇ 알타그라시아(Altagracia)
알타그라시아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동부 지방을 지칭하며, 현지 최대의 관광지인 푼타카나(Punta Cana)가 위치해 있다. 연간 도미니카
공화국을 찾는 관광객의 약 70%가 수도 산토도밍고가 아닌 푼타카나 공항을 이용한 만큼, 이곳은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10년 이후 평균 6% 이상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푼타카나 뿐만 아니라 사오나섬
(Isla Saona), 깝까나(Cap Cana) 등의 관광지가 집중된 알타그라시아 지방은 더욱 활기를 띨 예정이다. 해변을 따라 올인클루시브 리조
트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호텔관광협회(ASONAHORES)의 주최로 관광산업 종합 전시회가 매년 9월 개최된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204.9

2017
2,406.7

2018
3,570.7

2019
2,535.3

3,012.8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

2017
-

2018
-

<자료원 : UNCTAD Stat>

2019
-

-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3

1

1,169

4

1,144

2019

4

2

8,020

5

8,020

2020

3

0

3,890

2

3,8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1

0

19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1,150

4

1,14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

1

6,500

3

6,500

도매 및 소매업

1

1

20

1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1,500

1

1,5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2,500

1

2,5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1,300

1

1,3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1

0

9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ㅇ Willbes Dominicana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류

모기업명

윌비스(구, 미래와사람들)

ㅇ KODO PHARMA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지사

업종

유통업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고도파마

ㅇ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전력 엔지니어링

모기업명

한국전력

ㅇ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NA ZONA LIBRE SUCURSAL REPUBLICA DOMINICANA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업종

지사
콜센터

취급분야

삼성전자 라틴아메리카 콜센터

모기업명

삼성전자

ㅇ SK E&S DOMINICANA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에너지

모기업명

SK E&S

ㅇ SAE-A DOMINICANA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류

모기업명

세아상역

ㅇ POSCO E&C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지사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설업

모기업명

포스코건설
<자료원 :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업 설립 관련 법은 법령31-11호(Ley 31-11)로 기존의 기업법인 제479-08호(Ley No. 479-08, Ley General de
las Sociedades Comerciales y Empresas Individuales de Responsablidad Limitada)의 개정 법률이다. 동 법에서 다루는 법인 형태로
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단순주식회사 및 개인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다.

이 중 개인유한책임회사(EIRL)는 자연인 1인이 대표가 되는 기업형태로서 법인이 대표자가 될 수 없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등은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에게 무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투자진출 시에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S.R.L.), 주식회사(S.A.), 단
순주식회사(S.A.S) 등 세 가지 형태를 활용한다.

법인 설립절차는 상호등록 - 상업등기 신청 - 납세자번호 발급 - 기타 필요 허가 취득 등의 단계를 거친다.

ㅇ 상호등록
- 신청기관 : 산업재산권청(ONAPI, www.onapi.gob.do)
- 소요비용 : RD$ 4,755.00
- 구비서류 : 상호등록 신청서, 신청자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ㅇ 상업등기 신청
- 신청기관 : 사업장 소재지역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 소요비용 : 자본금 규모에 따라 RD$ 2,000~67,500 (산토도밍고 상의 기준)
- 구비서류 : 상업등기 신청서, 상호등록증 사본, 회사설립 관련 서류(본국에서 발행된 모기업의 설립/변경 관련 제 서류, 도미니카공화
국 내 지사 설립 및 대표자 지정 의결 서류, 모기업의 상업등기 증명, 지사장 및 구성원의 사진과 신분증 등, 주주 명부 및 신분증 사본 등)
회사설립 세금 납부 영수증(설립세 : 자본금의 1%, 최저 RD$ 1,000)

ㅇ 납세자번호(RNC) 발급
- 신청기관 : 국세청(DGII, www.dgii.gov.do)
- 소요비용 : 자본금 규모에 따라 RD$ 2,000~67,500 (산토도밍고 상의 기준)
- 구비서류 : 납세자번호 발급신청서, 상호등록증 사본, 상업등기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지사
외국기업의 지사도 도미니카공화국 내 현지기업과 동일한 납세, 노무 상의 책임을 지며, 세무 관계와 관련하여 소득 확인을 위해 본국의
모기업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지사는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지사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손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외의 모기업이 지도
록 하고 있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 상업등기절차 완료 후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번호(RNC, Registo Nacional de Contribuyentes)를 발
급받아야 한다.

상업등기와 납세자 등록을 위해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모기업의 설립/변경 관련 제 서류, 도미니카공화국 내 지사 설립 및 대표자 지정 의
결 서류, 모기업의 상업등기 증명, 모기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사장 및 구성원의 사진과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스페
인어 번역 공증된 것이어야 한다.

연락사무소
도미니카공화국은 ‘연락사무소’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으며, 진출기업은 지사(Sucursal) 또는 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S.A.)와 단순주식회사(S.A.S.)로 구분된다.

ㅇ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최소 자본금은 RD$ 30,000,000 (약 US$ 600,000)이고 설립 시 최소 10%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주주는 출자한도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진다.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총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 등을 통해 중요 사항의 의결
과 결정이 이루어지며 회계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큰 기업에 적합하다.

ㅇ 단순주식회사 (S.A.S., Sociedad Anonima Simplificada)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최소 자본금은 RD$ 3,000,000 (약 US$ 60,000)이고 설립 시 최소 10%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단순주식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면서도 법인 운영 방식 등을 정관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계감사 선임
의무에서 자유롭다.

유한책임회사
ㅇ 유한책임회사 (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유한책임회사는 최소 2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3월 상법 개정(Ley No. 68-19, 2019. 3.28.)으로 유한회사의 법정최소자본금 조항이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유한회사 설립 시
100,000도미니칸 페소(약 US$ 2,000)의 법정 자본금을 납입해야 했으나, 동 개정으로 최소 200페소(1좌당 최소 출자금 100페소 x
2인) 납입 시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법상 산업통상부(Ministerio e Industria y Comercio)는 매 3년마다 법정자본금 및
1좌당 최소 출자금 상한/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자본금 부담이 낮은 유한책임 회사로서 회계감사 지정 의무도 없는 등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간편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장 흔한 법
인 형태이며, 중소기업이나 가족 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지분의 양도가 주식회사에 비해 다소 폐쇄적인 편으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구성원 심의 후 75% 이상 찬성 시 양도 가
능하다. 단, 지분 제3자 양도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나머지 주주들이 해당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단, 주주 간의 지분 양도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ㅇ 자영업(Negocio de nico dueo)

개인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적합한 사업형태로, 산업재산권청에 상표 등록 후 국세청에 신분

증과 함께 자영업자로 등록 가능하다.

ㅇ 개인유한책임회사(E.I.R.L.,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최소자본금이 없으며, 설립자가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자 1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가능하다.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
하므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데 적합한 기업형태이다. 또한 개인유한책임회사는 자연인인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법인에게는 양도 불
가)

기타
이외 아래와 같은 유형의 회사가 있으며, 설립절차와 제출 서류는 전술한 내용과 유사하다.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무한책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 법인 형태이다.

ㅇ 합명회사(Sociedad en nombre colectivo)
- 최소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별도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모든 구성원이 대표자격을 가짐. 최소자본금 불요. 회계
감사 선임 불요. 구성원 사망 시 자동 해산됨.
- 상호표시: 대표, 구성원명 + Y Ca (Ex. Carlos Y Ca)

ㅇ 합자회사(Sociedad de Comandita)
- 최소 각 1인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유한책임사원은 납입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발생. 최소자본금 불요. 회계
감사 선임 불요
- 상호표시: 대표, 구성원명 + Y Ca + S en C(Ex. Carlos Y Ca S en C)

ㅇ 주식합자회사(Sociedad de Comandita por Acciones)
- 주식회사와 합자 회사를 절충한 형태로서 최소 1인의 무한책임사원과 최소 3명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최소자본금 불요. 3명 이
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으며, 회계감사 선임 필요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Pellerano &Herrer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809-541-5200
Av. John F. Kennedy 10. Santo Domingo
http://www.phlaw.com/
ph@phlaw.com
없음
영어 자문 서비스 제공

ㅇ Guzman Ariza Abogados y Consultores
전화번호

+1-809-255-0980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2 Pablo Casals, Serrallés, Santo Domingo
https://drlawyer.com
info@drlawyer.com
없음
영어 자문 서비스 제공

ㅇ Headric Rizik Alvarez y Fernandez Abogado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809-473-4500
Av. Gustavo Meja Ricart, Santo Domingo
http://headrick.com.do/
info@headrick.com.do
없음
영어 자문 서비스 제공

ㅇ Aaron Suero and Pedersini (DLAWYE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809-532-7223
Avenida Francia 123, Edif Khoury Ste 101, Santo DOmingo
https://www.dlawyers.com/
info@dlawyers.com
없음
영어 자문 서비스 제공

ㅇ Castillo y Castillo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809-562-3344
Av. Lope de Vega 4. Santo Domingo
http://www.castillo.com.do/
castillo@castillo.com.do
없음
영어 자문 서비스 제공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법무법인 홈페이지>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해산사유 및 청산 절차가 상이하며, 해산 사유에는 존립기간의 만료, 혹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 결의,
합병, 파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청산하려면 청산 노동청에 청산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취득 후 현지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현지 신문에 청산 공고를 하고 관련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ㅇ 사내 절차
- 주주총회 등을 실시하여 회사의 모든 활동을 정리하기 위한 의결/행정 절차를 거친다.

ㅇ 노동부 청산 승인 신청(또는 신고)
- 퇴직금 및 보너스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청산승인 신청 필요
- 관련 경비 지불 능력이 있을 경우는 노동부 신고로 갈음

ㅇ 소재지역 상공회의소에 상업등기(Registro Mercantil) 말소 신청
- 상업등기증서 원본, 회사 정관, 가장 최근의 주주/사원총회 의사록, 주주/사원명부 및 신분증, 청산절차 및 청산인 지정을 승인한 주주
/사원총회 의사록, 청산인 보고서 및 법인 청산을 승인한 주주/사원총회 의사록, 청산인 보고서 등 제출

ㅇ 국세청(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신고 및 세금 정산
- 신고양식(RC-02), 직원 임금지불 명세, 주주들의 청산결의서 사본, 상업등기 청산신청 사본, 대표자(또는 도미니카(공)에 주소지를
둔 청산인)의 서명이 들어간 보증서 원본 공증 문서, 청산대상 자산 명세(있을 경우), 법정 판결문(파산 시), 최종 세금 납부 증명서 등 제출

ㅇ 국세청 승인 취득 후 현지 언론에 기업청산 공고하고 상기 모든 서류를 지방법원(Tribunal del Primer Instancia y Juzgado de la
Paz)에 접수하면 청산 절차가 완료된다.

청산 시 현지 기업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주요 업무를 추진하며, 관련 경비는 1,000~1,500달러 정도 소요되나 기업규모 및 청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경우, 수출자유구역법 제8-90조에 따라, 청산 3개월 전 수출자유구역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자유구
역 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중앙은행, 재무부, 상공부, 노동부, 관세청, 국세청, 사회보장청 등에 통보하고 해당 기업에 부여한 입주허가
및/또는 수출허가를 취소 처리한다. 청산 3개월 전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산 반출이 불가능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
안 자산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이 공매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청산 관련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상공회의소
- 도미니카공화국 지역별 상공회의소 리스트/홈페이지 확인 링크 : https://www.fedocamaras.do/Socios/ListadoCamaras

ㅇ 국세청(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 담당 부서: Departamento de Compania
- 주소: Av. Mexico No. 48, Santo Domingo.
- 전화: +1-809-689-2181
- 홈페이지: www.dgii.gov.do

ㅇ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
- 담당 부서: Departamento de Direccion general de Trabajo

- 전화: +1-809-535-4404
- 주소: Av. Jimenez Moya No.5, Centro de los Heroes, Santo Domingo
- 홈페이지: https://mt.gob.do/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58.41도미니카 페소(2020.10.30)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5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96.88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03

ㅇ 초임 및 기준자료
- 사무직 초임: 현지 대형 자동차 딜러샵 HR파트 사무직 구인 공고 공개급여 기준 (객관적 평균 임금수준에 대
한 자료는 없으며 기업 규모, 외국어 구사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함)
- 고졸-생산직 초임: 수출자유지역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2020년 11월 기준 RD$ 11,500 / 매 2년마다 최저
임금 조정되며, 현행 임금은 2019. 12. 1.부터 적용)
-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수출자유지역 최저임금 조정 시행령(Resolucion No.36/2019) 제3항에 근거,
2020년 수출자유지역 월 최저임금(RD$ 11,500)을 23.83일로 나눈 후 다시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비고

도미니카공화국의 최저임금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건설분야 8개 업종, NGO, 호텔/요식업, 수출자유지역, 설탕산업(사탕수수농업 종사자 포함), 농업용 중장비 오
퍼레이터, 기타 비분류 업종 등 업종에 따라 1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카테고리별로 조정시기, 최저임금, 인
상률 등이 상이하다.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도 기업 규모, 업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20종이
넘는 최저임금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 진출 및 회사설립을 검토할 경우, 자사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어떠한 최저임금을 적
용받게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최저임금은 매 2년마다 조정하며, 업종별 최저임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 내역: http://omlad.gob.do/Servicios/Resoluciones-Salariales/ResolucionesActuales/PID/640/ev/1/CategoryID/4/CategoryName/Resoluciones-de-Salario-Vigentes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일반 사무/영업직 등은 "비분류 업종(Empresas no sectorizadas)" 근로자에 해당
하며,
2020년 11월 기준 "비분류 업종(Empresas no sectorizadas)"의 최저임금은 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 자본금 40,000달러 이하 영세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 10,728페소(약 US$184),
- 자본금 40,000~80,000달러 중견기업 근로자는 월 12,106페소 (약 US$207),
- 자본금 80,000달러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는 월 17,610페소(약 US$301)이며, 2019년 하반기에 조정된
금액으로 차기 최저임금 조정시기는 2년 후인 2021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자료원 : 도미니카(공) 중앙은행, 수출자유구역청, 최저임금 위원회>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주체, 계약 기간, 근로자의 복지, 보수, 근무시간, 근무 시 복장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수습 기간이 있다면
수습 기간도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수습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
습으로 근무 중이라도 임금은 노동법에 명시된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 없다.

고용계약은 4매의 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자와 고용주가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2부는 3일 이내에 정부 노동국 또는 지방 당국에 발송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약으로 인정하며, 관계 법률과 규정의 보호 대상

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현 노동법은 동 법률에 저촉되는 일체의 계약 내용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은 물
론, 계약 내용이나 관계 법률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80% 이상이거나 최소한 총임금의 80%가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때 관리
직 등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인력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총 직원 수 9명: 도미니카인 6명 이상 / 총 직원 수 7, 8명 : 도미니카인 5명 이상 / 총 직원 수 6명 : 도미니카인 4명 이상
총 직원 수 4, 5명: 도미니카인 3명 이상 / 총 직원 수 3명 : 도미니카인 2명 이상 / 총 직원 수 1, 2명 : 도미니카인 1명 이상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4시간이다.

주 4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기준 24시간(총 68시간 근로)까지는 35%를,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연장근로는 분기당 최대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21시까지를 주간 근로로, 21~익일 7시까지는 야간 근로로 간주하며,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야간 근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가 3시간 미만이면 주간 근로한 것으로, 3시간 이상일 경우 야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휴가
유급 연차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근속연수 1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1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근속연수 5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간 1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근속 기간이 5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 개월 수에 따라 6일~1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외에 본인 결혼 5일, 직계존비속 사망 3일, 배우자 출산 2일 등의 경조 휴가 및 출산 전후 14주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해고
해고의 방법은 크게 통상해고(Desahucio)와 징계해고(Despido)로 나눌 수 있다.

ㅇ 통상해고(Desahucio)

임신/출산여성, 노조활동권을 보장받은 경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사전 통보 및 실직보조금(Auxilio de
Cesantia)을 지급하면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의무기간은 직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며,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문서를 48시간 이
내에 노동부 또는 지방고용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 3~6개월 근무자: 최소 7일 전
- 6개월~1년 근무자: 최소 14일 전
- 1년 이상 근무자: 최소 28일 전

사전통보 후 퇴직시까지의 근무 기간 중 고용주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위하여 주당 반나절 2회의 유급 자유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위의 사전통보 의무기한을 생략하거나 충분히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통상해고시 지급해야 하는 실직보조금(Auxilio de Cesantia)은 근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일분 임금
- 6개월 이상~1년 미만: 13일분 임금
- 1년 이상~5년 미만: 근속연수당 21일분 임금
- 5년 이상~: 근속연수당 23일분 임금

연단위 산정 후 3개월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동 조 1,2항에 따라 지급하므로,
예를 들어 2년 3개월 근무한 월 급여 RD$ 21,000 직원의 실직보조금은,
- RD$ 21,000 / 30 x 21일 x 2년 + RD$ 21,000 / 30 x 6일분 : RD$ 29,400 + RD$ 4,200 = RD$ 33,600 이 된다.

해당 금액은 계약종료 1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위반시 지연 일수 당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유의한다.

모성보호 조항에 의해 임신기간 및 출산 후 3개월까지는 통상해고(Desahucio)할 수 없다.
임신을 사유로 한 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임신/또는 출산 6개월 이내의 여성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 혹은 관할 당국에 동 해고가 임
신/출산으로 인한 것인 것인지 판단을 받은 후에 처리해야 한다. 동 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에 의한 퇴직 보상금 외에 5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보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ㅇ 징계해고(Despido)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법 제88조는 허위진술이나 거짓 인증서로 취업한 경우, 폭력을 가한 경우, 회사기밀을 공개한 경우, 사전예고 없이
두 달 또는 이틀 연속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사유에는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통보 후 48시간 이내
에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부 또는 관할 지방관청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서면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서면통보에 기재한 해고 사유 변경 또
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최초 신고 시 내용 작성 및 증빙(사유서, 시말서 등) 확보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서면신고를 누락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징계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제소할 경우, 고
용주에게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내지 못하여 소송에 패할 경우, 고용주는 사전 통보기간 및 실직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과 근로자가 소
송일로부터 선고확정일까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급여 상당액(최대 6개월분 급여를 초과하지 못함)을 보상해야 한다.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부당 해고로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 시간/행정적 비용 등의 손해를 고려하여
고용주들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해고보다는 통상해고의 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ㅇ 해고의 우선순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의 직원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주재국 노동법에 따른 해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미혼인 외국인 근로자 - 2) 기혼인 외국인 근로자 - 3) 도미니카인과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 - 4) 도미니카 국적의 자녀를 둔 외국인 근로
자 - 5) 미혼인 도미니카 국적자 - 6) 기혼인 도미니카 국적자

퇴직금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진 퇴직자에게는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퇴직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 보상비와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지급해야 하는 Salario de Navidad(직역하면 성탄급여
라는 뜻)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해야 한다.

노조,법정상여 및 이익분배
현행 노동법은 노조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해 노조설립 및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노동부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
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것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조합원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기업 단위노조
(Sindicato), 연맹노조(Federacion), 전국노조 (Confederacion) 등으로 구분하며, 단위노조는 최저 조합원을 20명으로 하되 상주근로
자의 과반수 가입을, 연맹노조는 최소 4개의 단위노조를, 전국노조는 최소 2개의 연맹 노조를 설립요건으로 한다.

노조집행부는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 미만인 경우 5명, 200~400명인 경우 8명, 400명 이상인 경우 10명으로 각각 구성하며, 노조 간
부에 대한 해고나 면직에 관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직업노조, 기업노조, 사회운동 단체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주는 현지 노동법에 의거, 매년 12월 20일 이
전에 12개월간 지급된 급여평균액에 해당하는 Salario de Navidad(직역하면 성탄급여라는 뜻)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재국 노동법에 따라 모든 기업은 연간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 기여금(LA PARTICIPACION EN LOS BENEFICIOS DE
LA EMPRESA)"으로 근로자와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분배금액은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정상 급료의 45일분, 3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60일분을 한도로 지급하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지급시기는 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90~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조업개시 3년 이하의 농업, 제조업, 임업, 광업 기업, 자본금 RD$ 100만 미만의 농업 관련 기업,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 등은 동 의무
가 면제된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SDSS)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사회보장사무국(TSS, Tesoreria de la Seguridad Social)이 민간의료보
험 취급회사(ARS, Adminitradoras de Riesgo de Salud)들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도미니카에 정식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종업원 2명 이
상의 기업에는 자본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가 주어지므로, 필수적으로 TSS에 등록 및 ARS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2007년 제정된 법령 188-07에 따라, 5년간 조정 기간을 거친 후 2012년부터 고용주에게 임금의 7.09%, 종업원에게 임금
의 3.04%가 부과된다.

고용보험
도미니카공화국은 고용보험의 개념이 없다. 해고 시 고용주가 지급하는 실직보조금(Auxilio de Cesantia)이 해당 기능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
고용주에게만 부과되며, 기본 요율 1%에 기업 활동과 그에 따른 재해 가능성을 고려해 0.1%에서부터 최대 0.3%의 추가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재해는 그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치과 치료를 포함한 의과 치료, 보철 장치 및 정형외과 장치에 대한 복구, 일시적 재해에 대한 보
조금 또는 연금을 제공한다. 재해에 대한 진단은 환자가 정한 의사 1인, 산업재해관리부에서 정한 1인이 결정하며, 진단 결과가 나온 후
10년간 2년마다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재해의 강도와 최근 6개월 임금 기준으로 보상이 정해진다.

국민연금
고용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7.10%, 근로자에게 임금의 2.87%가 부과된다.

법령 87-01조 관련 45세 이하 봉급 생활자 및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5세 이상의 신규 가입
자에게는 봉급을 고려한 특별 세제가 적용된다. 연금은 최소 36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0세 이상에게 적용된다. 55세 이상 퇴직자
는 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ㅇ 법인 설립세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세(establishment tax, Impuesto por Constitucion de Companias)가 부과되며,
Free Zone에 입주한 기업에는 설립세가 면제된다.

ㅇ 법인 소득세

2020년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법인세율은 27%이다. 영업활동이나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 기준
은 비용과 회계법상 규정하는 감면액을 공제하며, 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내국인 법인은 물론, 국내에 소재하거나 국내에서 영업하
는 외국인 소유 기업에도 27%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은 사업연도(결산시기) 마감 일자를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사업연도를 확정하고
나면, 사업연도 변경을 위해서는 국세청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법인소득세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법인세로 선납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하
여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과다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 크레딧으로 남아 타 세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한 편,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9년 8월 1일부로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과세제도(RST, Regimen Simplificado Tributario / 시행령
Decreto 265-19)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익 870만 페소(약 US$14.9만) 미만, 또는 연간 매입액 4,000만 페소
(약 US$68.4만) 미만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들은 간이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인세 월 선납의무를 다소 완화하여 개인사업자 및
농축산업 법인은 연 2회(2, 8월), 기타 사업자는 연 4회(3,6,9,12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소득세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reside)하거나 주소를 둔(domiciled) 모든 개인이나 법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해외
직•간접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다. 회계연도는 개인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이며, 개인에 대한 소득
세는 다음과 같이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구간 및 적용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ㅇ 연간 소득 RD$ 416,220 미만일 경우 세율 0%
ㅇ 연간 소득 RD$ 416,200.01~624,329.00일 경우 RD$ 416,220.01 초과액의 15% 부과
ㅇ 연간 소득 RD$ 624,329.01~867,123.00일 경우 RD$ 31,216.00+RD$ 624,329,01초과액의 20% 부과
ㅇ 연간 소득 RD$ 867,123.01 이상일 경우, RD$ 79,776.00+RD$ 867,123.01 초과액의 25% 부과

한편, 소득의 최대 10%까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의 총액은 영세율 적용 소득구간 한계액(2020년 기준
416,220페소)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ㅇ 복권당첨금, 경주 승리금 25% 부과

ㅇ 스포츠복권 당첨금(10만~50만 도미니카 페소 10%, 50만~100만 도미니카 페소 15%, 100만 도미니카 페소 이상 25% 차등 세금
부과)
ㅇ 외국인과 외국인 기업에 지불이자 10% 부과
ㅇ 거주민에게 지불이자 10% 부과
ㅇ 일반적으로 해외지불 시 29% 세금 부과
ㅇ 배당금에 대한 세금: 한 번에 10%
ㅇ 공공기관에 재화, 서비스 판매 시 5% 부과
ㅇ 슬롯머신 우승 상금액의 10% 부과
ㅇ 자유무역지대에서 현지 시장으로 판매 시 3.5% 부과
ㅇ 기부금액에 대한 세금 27%

부가가치세
도미니카공화국의 부가가치세(ITBIS, 재화 및 서비스 이전세)율은 18%(의약품 등 일부 면세품목 제외)이다.
법인의 경우 매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며, 매월 20일까지 전월의 부가세 내역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주류, 담배, 통신서비스, 보험, 가전제품, 고가식품, 장신구를 비롯한 사치품목 등에는 10~130%의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ISC)가 부과된다.
적용품목 및 요율에 대해서는 세법 제375항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도미니카공화국의 외환정책은 통화/금융법에 의거, 중앙은행의 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가 관할한다. 통화위원회는 전직 중앙은행
장(통화위원회 위원장), 전직 재무부장관, 전직 은행감독원장 등 전직 금융관료 3인과 6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통화/환율
/금융정책 결정, 정책 수정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며, 외환 거래도 자유로워 적법한 신분증을
보유한 누구든지 시중은행이나 환전소를 통해 자유롭게 외화를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단, 외환중개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은행감독원을 경유하여 중앙은행 통화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금융 및 외환중개업체는 매 영업일 종료 시마다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원에 모든 외환거래내역 및 적용환율, 해외로부터의 외환
수신내역을 중앙은행이 정한 “외환운용 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해야 하며, 건당 US$15,000 이상의 외환매매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
자 명, 수취인 정보, 자금 목적 등을 포함하여 별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통화위원회는 외환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8월부로 외환거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의무적으로 동 플랫폼에 등록해야 하며, 기타 금융기관이나 외환거래 에이전트, 외환 거래가 잦은 기업(ex.
광업,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수출입 종사 기업) 등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동 모든 금융기관은 동 플랫
폼 밖에서 이루어진 외환거래들을 동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동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외환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플랫폼 상거래가 가능해져 기업들이 수입
대금 등 대량의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시중은행에 중복하여 외화 매입을 신청하는 등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전에는 은행별로 충분한 달러화를 확보하고 있지 않고 기관 간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해 기업의 외화수요를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
우 종종 발생). 통화위원회는 우선으로는 달러화의 플랫폼 거래를 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거래 통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환 규제
ㅇ 과실 송금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 100% 과실 송금을 할 수 있으며, 단, 과실송금 시 2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납부 여부 및 순수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ㅇ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주재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
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ㅇ 증권시장(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사업을 시작하려는 수출자유지역 소재 기업은 은행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채권발행을 해 증권시장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증권시장은 1991년에 운영을 시작한 Bolsa de Valores de Santo Domingo(BVSD)의 17개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다. 중개인은 관계

법에 따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BVSD 이외의 다른 미등록 중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채권만 거래되고 있
으며, 주식거래소는 없는 상황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은 주식의 발행 및 판매만을 규정하며, 상법상 기업들은 채권이나 기타 증권 등을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미니카공화국의 노력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1911년에 시행된 발명 특허에 관한 법률 제4994호를 통
해 발명 특허를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을 제공하였고, 1937년에 국가의 상공인들에게 제조 또는 무역에 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
해 공장 상표 및 상공업 명칭 등록부가 설립되었다.

2000년에 도미니카공화국은 TRIPs에 적합하게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를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 5월 8일 산업재산권 관련 법2000이 제정되었고 법 제4994호는 폐지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헌법 제52조는 작가나 발명자는 그들의 작품, 거래명, 상표, 식별력이 있는 기호나 기타 다른 지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
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
지만,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5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색체나 선의 조합, 2, 3차원 외형을 취하고 있는 수공예품 또는 공업제품으로서 다른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는 이의 포장, 전시, 그래
프적 요소를 갖추어 외형에 특징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2차례에
걸쳐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문자, 이미지, 기호, 소리, 향기, 글자, 숫자, 색상, 색상의 조합, 상품의 외형 및 이들의 조합은 상
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과테말라의 저작권은 존재하는 양식과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문학, 예술, 문학 또는 예술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과학적 창작물과 같
은 지적 창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법 20-00의 공포와 함께 산업통상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인 국가 산업재산권청(OFICINA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ONAPI)이 설립되어 특허, 실용신안, 공업디자인, 상표의 등록과 유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현행 산업재산
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제1450호), 발명특허법(법률 제4994호),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16호) 등이 적용된다
.

도미니카공화국은 2010년부터 20년간 장기계획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산업별 지식재산권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가의 중요 행정, 산업분야에 지식재산권 요소를 결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과업
을 수행하고 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CIA fact book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은 인구 약 1,050만 명(2020년 추정치)이다.

연령별 인구 구성은 14세 미만 아동이 전체 인구의 약 27%, 15세~24세 약 18%, 25세~54세 약 41%, 55세~64세 약 8%, 65세 이상
6%로, 선진국 인구구성 대비 소비층이 아동/청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성으로 인해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관들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인구가 2046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안착 되어 있지 못하고 저소득 계층이 많으므로, 고령층의 구매력이 낮고 대부분의 소비
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료원 : CIA factbook (2020. 7. 추정치 - 2020년 11월 기준 최신자료)>

소비 성향
ㅇ 소득수준에 따른 이중성이 큰 시장
도미니카공화국은 빈부 격차가 심해 소수 부유층은 미국과 유럽 등을 오가며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소비패턴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 대부
분은 품질과 내구성보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중고품 거래도 활성화되어 있다.

ㅇ 경제성장 및 중산층 확대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기대
중남미 지역 최고 수준인 연평균 5%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확대 중으로, 정부 추산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중산층 이상 인
구비율은 2010년 약 58%에서 2016년(2020년 기준 최근 통계) 약 72%까지 14%P 증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중산층 기준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880달러 이상).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품질과 원산지를 떠나 낮은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나, 소
득수준 개선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격에서 원산지?품질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터넷 보
급 확산 및 신용카드 사용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도미니카공화국 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미국 온라인 직구까지 눈을 뜨게 된 것도
소비자들의 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 확대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 활동을 영위하는 여성 소비자들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화장품, 미
용기구, 간편 조리 식품 등 미용관리와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와 같은 소비 패턴의 변화가 기대된다.

ㅇ 미국 온라인 직구 활개
도미니카공화국은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Amazon, Walmart 등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BM Cargo, Vimenpaq 등 소포발송 서비스업체들이 플로리다 지역을 중심으로 고
객별 개인 사서함 형태로 운영되는 배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제품이 플로리다의 배대지에 도착하면 산토도밍고 기준으로 이
틀 내에 받아볼 수 있고, 운송비도 저렴하므로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ㅇ 소비 집중 성수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1월 6일 Dia de Reyes Magos(동방 박사일)를 전후로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기업체 및 정부기관의 연말
법정 보너스 지급, 해외거주 자국민의 외화 송금 등으로 약 2개월 동안 최고의 성수기를 구가한다. 어머니 날(5월 마지막 일요일)이 있는

5월 중에는 내구성 소비재는 물론 가정용품과 의류, 식음료 등 전 품목의 소비가 집중된다. 이밖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7월 마지막 일
요일인 아버지 날, 9월의 신학기 초를 전후로 한 2~3주간은 의류, 문구류, 완구 등 선물용 상품의 소비가 급증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의 선전으로 한국산 제품은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K-Pop 및 한국 드라마·영화 인기로 형성된 한류 팬과 해외체류 경험을 통해 한국 식품, 화장품 등을 접한 경험이 있는 현지인 증가
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K-Beauty, K-food 체험 후기 등 한류 소비재 관련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
게 되면서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으며, 대부분 우호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장거리로 인한 물류비와 배송 기간, FTA 미체결에 따른 수입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미국, EU 등 FTA를 체결한 인접 선진국 제품
대비 한국산 제품이 '가성비 높은 선택'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어 시장진입에 애로사항이 많다. 바이어들은 가격을 고려할 경우 저렴한
중국산, 성능과 품질을 고려할 때는 납기가 빠른 미국, EU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ㅇ 외상거래 선호

도미니카공화국의 바이어들은 유럽 및 미국의 거래선과 오랫동안 외상거래를 해 온 관습으로 대금지불 수단으로 신용장만을 고집할 경우
상담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역보험에 가입하여 리스크 예방 후 T/T 외상거래 등 결제방식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ㅇ 미국/파나마 등 물류거점 운영 시 거래에 유리

도미니카공화국 바이어들이 국내기업과 거래 협의 시 맞닥뜨리는 주요 난관은 납기와 수량 문제이다.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서 제품을 주문할 경우 보름 이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 물품을 주문할 경우 최소 45~50일 정
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바이어들은 국내기업의 MOQ 조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까르푸 같은 대형 유통망도 미국, 스페인,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 등에서 소량 다품종 구매 후 컨테이너 콘솔 작업을 하여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이다.
따라서 소량씩 적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인근국에 물류거점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바이어들에게 어필하기 쉽다.

ㅇ 느긋한 일 처리와 인사치레 구두약속

문화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대체로 개인주의적이며, 말하기를 매우 좋아하고 상담 시 자기주장만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며 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를 강요하면 거부감을 줄 수 있으
므로 인내심을 갖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바이어가 상담 시 면전에서 인사치레로 쉽게 언질을 주는 경우가 많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어 구두 약속에 대해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며, 시간약속이나 당초 얘기했던 회신일정 등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심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ㅇ ‘수입 에이전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유의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입 에이전트 보호에 관한 법률”(법령 제173호)에 의거, 외국 공급선이 자국 기업에 대한 공급계약을 무단으로 파기
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 도미니카공화국 기업이 외국기업과 수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중앙은행
에 신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을 중도파기하지 못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에이전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
고, 소송 패소 시 계약 파기로 인한 에이전트의 기대수익을 배상해야 하는 등 수출기업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설령 바이어에게 독점권
을 부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상으로 독점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은 향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독점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최소 수입목표금액 등을 지정하고 해당 내용이 계약의 “핵심 의무조항”임을 명기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ㅇ 약속

바이어와는 방문 2~3주 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사전약속을 해 상담을 한다. 도미니카(공) 사람들은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심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도 30~1시간
정도 늦기가 일쑤이며 상대방이 재촉해도 본인은 느긋한 것이 도미니카 문화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바이어들도 점
차 늘어나 의식의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나 약속을 잡을 때에는 시간을 여유 있게 두는 것이 좋다. 바이어가 약속시간에 늦을 때에도 불쾌
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가능한 한 카탈로그 등 상담자료는 물론, 오퍼를 충분히 준비해 현장에서 제공해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ㅇ 인사

한국과 마찬가지로 첫 대면 시 악수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악수 대신 팔꿈치를 맞대거나 주먹을 맞대는 방
식이 새로운 인사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비즈니스 미팅인데도 명함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출장이나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바이어의 경우, 목례를 하며 두 손으로 공손히 명함을 주고받기도 한다.
상대방을 부를 때 성명 앞에 남자인 경우는 세뇰(Senor), 여자에게는 세뇨라(Senora.기혼) 또는 세뇨리타(Senorita.미혼)라는 호칭을 붙
이는 것이 좋다.
도미니카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있으므로, 명함에 리센시아도(Licenciado/문과계 학사) 또는 인헤니에로
(Ingeniero/이과계 학사), 독토르(Doctor/박사) 등 학력을 나타내는 표현이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칭호로 불러주는 것이 좋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미주 대륙 최초의 도시(산토도밍고)가 건설된 곳이자, 카리브 최고의 관광대국이며, 세계적 야구 강국으로서의 자부심
이 강하다. 따라서 야구, 태양, 해변이나 신대륙 최초의 포장도로(Las Damas), 그리고 도미니카인의 대표적 댄스/음악인 메렝게, 바차타
등을 상담 전 화제로 올리면 서먹서먹한 분위기 해소에 도움이 된다.

ㅇ 선물

비즈니스 미팅 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흔하지 않다.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사무실
에서 주는 것보다는 밖에서 함께 식사할 때 주는 것이 좋으며,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너무 비싼 물건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도검류
는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선물해서는 안 된다.

ㅇ 복장

도미니카(공) 사람들은 외모와 옷차림,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가급적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관공서나 주요 바이어의 사무실을 방문 면담하는 경우 정장 자켓까지 갖춰 입을 것을 권장한다. 연중 내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날씨가 계속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유명 식당 등은 냉방을 강하게 가동하므로 미팅 시 자켓을 입어도 지장이 없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동차 부품, 중장비 등 필드 영업이 많은 업종 종사자의 경우 옷차림이 비교적 간소한 편이지만, 바이어 미팅 시에는
최소한 깃이 달린 셔츠를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식사

바이어와 식사를 할 경우 메뉴 선정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도미니카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
주문 후 입맛에 맞지 않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모퐁고(바나나
와 돼지고기 튀긴 것을 으깨 놓은 것), 상코쵸(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함께 넣고 끓인 현지식 잡탕 스프) 등인데, 기름기가 많고 짠 고열량
음식이라 한국인의 입맛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민한 식성이라면 차라리 이탈리아 식장이나 스테이크 전문점 등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식당들은 음식의 양이 비교적 푸짐한 편이라 본식만 먹어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지만, 통념상 후식까

지 함께해야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므로 거래처를 초대하는 경우 반드시 후식을 권하도록 한다. 사양할 경우, 커피나 차 등으로 간단히 마
무리할 수도 있다.

ㅇ 문화적 금기사항

도미니카공화국인 외에도 유럽, 기타 중남미 국가 및 중동지역에서의 이민자들이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종적인 차
별을 나타내는 어휘 또는 농담을 삼가는 것이 좋다. 레바논계, 스페인계, 콜롬비아계 등이 많으며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계도 증가하고 있다
.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역사적으로 인접국 아이티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바 있어 아이티에 대해서 은근히 반감이 있다. 또한 세계 최빈
국 중의 하나인 아이티와 직접 비교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므로 설령 도미니카공화국을 좋게 평가하려는 의도라 할지라도 아이티와
비교하는 발언은 삼가도록 한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포스코건설 EPC 프로젝트 수주
포스코건설은 미국계 민간 발전사업자이자 도미니카공화국 유일의 LNG 발전소 운영사인 AES Dominicana의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수주하여 도미니카공화국 프로젝트 건설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는 국내기업이 현지 EPC 프로젝트를 수주한 첫번째 사례로서, 포스코 건설은 도미니카공화국 내 리퍼런스가 없으나, 발주처인 AES가
칠레, 페루, 파나마 등 중남미 타 국가에서 추진한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며 신뢰관계를 쌓은 덕분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
로 추진한 동 프로젝트에 후보기업으로 초청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포스코 건설 외에 미국 CB&I사가 동 프로젝
트 추진 후보기업으로 초청받았는데, 동사는 AES의 LNG 터미널을 이미 시공한 기업으로서 현지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음에
도 해당 업체와의 경쟁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포스코건설은 약 28개월에 걸쳐 동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지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프로젝트 추가수주를 기대하고 있
다.

2) 교포기업 J사, 한국 식품 전문 소매점 Korean Mart 성황
J사는 현지 주요 슈퍼마켓 체인을 통해 한국산 라면(기성품 및 자체브랜드 제품), 음료 등을 공급하는 도매/유통 전문 기업으로서, 현지 한
류팬들로부터 한국 식품 구입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잦은 점을 포착, 국내 식품수출 유관기관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토도밍고
시내에 한국 식품 전문 소매점 Korean Mart를 오픈하였다. 동사는 신문 지면광고를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오프닝을 홍보하는 한편, 사내
마케팅 홍보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한류 문화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하고 대사관 등에서 주
관하는 한류 홍보 이벤트 등 문화행사에 후원기업으로 참가하여 단기간 내에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교통 및 주차환경이 좋은 시내 요충지에 소매점포를 개설하고 매장 인테리어를 고급화하여 기존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아시아 식품점
과 차별성을 확보하였으며, 매장에 마련된 조리 코너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식 이벤트를 개최, '한국 식품을 맛있게, 재미있게
소비하는 방법'을 공유하여 더욱 인기를 끌고 고객의 구매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산토도밍고 1호점의 인기에 힘입어 2018년 9월 1호점
오픈에 이어 2020년 11월 기준 2개 도시에 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1982년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돼,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이나 단기출장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는 경우,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 없다. 단,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항공편 탑승 수속시 출국 항공권 소지 여부를 확인
하므로,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 출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관광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개월로, 도미니카공화국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민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과거에는 사증면제협정 적용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출국 시 벌과금을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
으나,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입국심사가 엄격해 지면서 불법체류 후 출국 시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90일 이상 장기간 도미니카(공)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출국 전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통해 임시 거주증(Residencia Temporal)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무비자 입국 후 도미니카(공) 이민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형태로 임시 거주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자 신청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주한 도미니카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embadomcorea.com/)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
및 전화예약(02-756-3513) 후 방문하도록 한다.

한 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한 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 9월 중순부터 해당 의무를
폐지하고 현재는 입국자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주요 비자 종류

ㅇ (NM) 비자 유효기간은 1년이나 60일 이상 연속체류가 불가능한 비자로서, 개인사업자로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
업자등록증을 확보하여 방문하려는 자, 종교목적(선교사 등)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가 발급되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에서 거주증
발급 후 1년마다 현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단, 이 비자는 가족 동반 비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1인만 도
미니카공화국에 체류할 계획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서, 고용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ㅇ (NM1) 도미니카공화국에 주재하는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방문하려는 자에게
발급되며, 해당 기업과의 고용계약서, 재정보증서 등 증빙이 필요하다. 비자가 발급되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에서 거주증 발급 후 매 1년
마다 현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ㅇ (RS) 이미 도미니카공화국에 RS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직계가족으로서 현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을 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한국인, 임대업, 퇴직연금 수급자, 투자이민(최소 200,000달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유효기간이 60일 주어진다. 비자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
하여 이민청에 수속을 밟으면 통상 1년의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이후 이민청에서 갱신 가능하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10,000달러 이상 반·출입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10,000달러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2) 휴대품 면세 한도

개인용품이나 상업적 목적이 없는 선물용품에 대해서는 휴대품 면세를 적용한다. 단, 선물 용품의 면세 한도액은 500달러이며, 최근 3개
월 이내에 선물 용품으로 500달러의 면세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선물 용품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 용품으로 인정되는 면세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카메라 1대, 휴대폰 2대, 컴퓨터 1대, 휴대 가능한 악기 1점, 휴대 가능한 스포츠용품 2점, DVD 5장, 음악CD 20장, 유아 동반 시 필
요한 유아용품(카시트, 유모차, 휴대용 요람, 장난감 5점), 개인용 의약품(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 있어야 통관 허용. 마약성 약품은 압
수 및 형사처벌 가능), 렌즈, 장애인의 경우 관련 용품

기타 품목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성인만 해당) 술: 최대 3리터
- (성인만 해당) 담배: 2보루 또는 시가 25개 또는 가루담배 200g

농산물, 화학제품, 무기류, 마약류, 음란 영상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용각산 등 가루약으로 된 의약품은 마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반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 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1-809-482-6505
Enriquillo 75, Santo Domingo
http://overseas.mofa.go.kr/do-ko/index.do
ㅇ 이메일: embcod@mofa.go.kr
ㅇ 공관 근무시간: 월~금 08:00~12:00, 13:00~16:00
ㅇ 영사민원 업무시간: 월~금 08:30~11:30, 13:00~15:30

비고

* Covid-19 확산에 따른 영사민원 업무시간(2020.11월 기준)
- 월,수,금 : 오전 8:30~오후 12:00 : 민원실 방문 응대
* 월, 수, 금 : 오후 13:00~3:30 : 유선 및 이메일 응대
- 화, 목 : 오전 8:30~오후12:00, 오후 13:00~3:30 : 유선 및 이메일 응대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대사관 이메일(embcod@mofa.go.kr) 또는 유선 전화(1+809-4826505)로 사전예약제 실시중.

ㅇ 코이카(KOIC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533-1368
Calle Nogales 7, Santo Domingo
https://www.facebook.com/KOICADR/
ㅇ 이메일: dr.koica@gmail.com
ㅇ 근무시간: 월~금 08:00~12:00, 13:00~16:00

ㅇ 한인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567-0559
Calle.Calamares #17A, Urbanizacion Miramar Santo Domingo
http://cafe.naver.com/koreandom
상근직원 없음
<자료원 : 주 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KOICA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상공중소기업부(MIC: Ministerio de Industira, Comercio y Mipyme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685-5171 Ext.: 64
Av 27 de Febrero 306, Santo Domingo 10121
https://micm.gob.do/
산하에 품질인증국(INDOCAL), 수출자유구역청(CNZFE) 등을 두고 품질 인증 및 수출자유구역 운영 등을
총괄한다.

ㅇ 산토도밍고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on de Santo Domingo)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682-2688
Address: No. 228, Torre Friusa, Sector La Esperilla,, Av. 27 de Febrero, Santo Domingo 10108
https://www.camarasantodomingo.do/
상업등기 신청 등을 담당한다.

ㅇ 수출투자진흥청(PRODOMINICANA, 구CEI-RD)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530-5505
Av Gregorio Luperon Santo Domingo
https://prodominicana.gob.do/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ㅇ 일간지 리스틴 디아리오(Listin Diario)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686-6688
Calle Paseo de Los Periodistas 52, Santo Domingo 10203
https://listindiario.com/
1889년에 창간된 발행부수 약 11만부의 최대 일간지.
진보성향으로 도미니카공화국뿐만 아니라 도미니카공화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푸에르토 리코, 마이애미,
뉴욕에도 배포.

ㅇ 일간지 오늘(Periodico Ho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565-5582
Av San Martin, Santo Domingo
http://hoy.com.do/
1981년에 창간된 도미니카공화국 양대 일간지 중 하나.
발행부수 약 9만 부의 보수성향 일간지.

ㅇ 일간지 디아리오 리브레(Diario Libr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476-7200
Av. Abraham Lincoln 708, Esq. Max Henriquez Urea, Santo Domingo
https://www.diariolibre.com/
도미니카공화국 최초의 무가지(공짜신문)로 온라인을 통한 신규기사 업데이트가 빠르며, 경제력이 낮은 현
지인들이 즐겨보는 언론임

ㅇ 수출자유지역 관리위원회(CNZF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9-686-8077
Av. Leopoldo Navarro No. 61, Edificio San Rafael 5to. Piso, Santo Domingo 21430
http://www.cnzfe.gob.do/
기관 정식명칭 풀네임은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on
수출자유구역 지정, 입주허가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 지원 등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총
괄 지원기관
<자료원 : 정부기관 및 언론기관 홈페이지>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58.41 DOP

No

구분

품목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레귤러 사이즈)

2

식품

3

단위

금액(USD)

세트

4.8

비빔밥

1인분

11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1

4

식품

신라면

1봉지

1.1

5

음료

커피(스타벅스, 아메리카노 short size)

1잔

1.9

6

음료

생수 (Dasani, 마트가격)

1병(20 oz)

0.2

7

음료

코카콜라(마트가격)

1병(16.9 oz)

0.5

8

의료

항생제(MK 아목시실린 500mg 30정)

1갑

0.4

9

교통

시내버스요금(OMSA, 냉방버스)

기본요금

0.3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3

11

교통

택시요금(미터, 정액제 없으므로 구두 협상필요
)

기본요금

3.1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5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galon

1galon

3.5

14

서비스

전기요금(단, 계약전력량, 기본요금, 용도 등에
따라 다름/GlobalPetrolprice.com 기준)

1Kwh

0.1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캐리비언 시네마 다운타운센터 주
말 성인)

1매

5.1

16

여가

담배(말보로 레드 20개비)

1갑

4.5

17

여가

소주(한식당)

1병

11

18

임금

최저임금(자본금 400만 페소 이상 대기업 사무
직 기준)

월급

301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St.
George School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연간수업료
%

<자료원 : 중앙은행, Bravo 수퍼마켓,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조사 등>

15939
3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도미니카공화국의 화폐단위는 페소(도미니칸페소, RD$)이다. 지폐는 50, 100, 200, 500, 1000, 2,000페소가 있으며, 주화는 1, 5,
10, 25페소가 있다.
화폐 단위는 1페소 이하인 센타보 단위까지 있으나, 현금사용시에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시중은행이나 환전소(Casa de Cambio)에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며, 현지 거주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환전 시 여권을 지참
해야 한다.
환전하기 유리한 장소는 시중 환전소 - 은행 - 공항 환전소의 순으로, 공항 내의 환전소는 1달러당 10페소까지 차이가 나므로, 될 수 있으
면 교통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환전한 후 시내에 들어와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환전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환전 희망 액수와 통화를 요청하면 된다.
단, US$ 15,00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화의 거래(카지노의 경우 US$ 3,000 이상 또는 상응액) 내역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거래내역이 당국에 보고되므로, 해당 금액 이상을 현지에 휴대 반입 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입국 시 외화 휴대반입내역에 대해 자진신고
(US$ 10,000 이상)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부 영세 소매점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당 및 쇼핑몰에서 VISA, MASTER, AMEX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VISA만 가능한
곳, 혹은 MASTER만 가능한 곳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 VISA와 MASTER 카드 둘 다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편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고속도로 12,600km(포장률은 85% 내외), 지방 도로 17,000km 등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노면 포장상태와
심야 조명 등의 인프라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철도는 총 757km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중 교통수단으로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농장 내에서 사탕수수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수도 산토도밍고의 경우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내 차량정체가 심한 편인데, 특히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4~7시 등 출퇴근 시간대와 점
심 시간대(12~2시)에 극심한 정체를 빚는다. 따라서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경우 가급적 미팅 장소와 가까운 안전지역에 숙소를 잡거나, 구
글맵 등 교통정보에서 나타나는 소요시간보다 20~30분 이상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다.

산토도밍고와 지방을 연결하는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 간 이동 시에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며 이로 인해 산토도밍고에서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간들에도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한 편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차량 렌트 사용이 가능하나, 현지 거주경험이 없는 출장자가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오토바이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운전자들의 도로규칙 위반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
게 작용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버스
공영버스인 OMSA에서 버스를 운행하며, 일반버스 요금은 10페소(0.17달러)이다. 에어컨이 갖춰진 버스요금은 15페소(0.26달러)이다.
OMSA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내 구간은 민간 버스사업자들의 사설노선이 운영되기도 하는데 요금은 구간별로 상이하다.

택시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일반 택시를 잡기 어렵다. 쇼핑센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호텔, 관광지 등에 제한적으로 일반 택
시들이 대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외에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호텔에 대기한 관광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시내 1회 이용 시,
180~200페소(3.1~3.4달러)의 요금을 받으며, AILA 국제공항과 산토도밍고 간은 1,500~2,000페소(25.7~34.5달러)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UBER가 매우 활성화되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탑승 경로가 기록으로 남고 현금을 들고 다
니지 않아도 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의 독특한 택시 시스템으로는 '데레초(derecho)'가 있다. 대부분 차량 지붕 부분을 노란색이나 초록색 페인트로 덧
칠하고 거리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을 달고 다니는데, 표지판에 적혀진 거리만을 직진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데레초(derecho, 스페인
어로 직진이라는 뜻)'라는 이름이 붙었다. 요금은 25페소~30페소(0.4~0.5달러)로 저렴하지만, 보통 평균 15~20년가량의 노후 차들로
운행되는 데다가 한 번에 6명(앞좌석 2명, 뒷좌석 4명)의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경우에도 중상류층은 거의 이용
하지 않는다.

지하철
2020년 기준 지하철 노선 2개가 운영 중이다. 지하철 이용금액은 20페소(0.34달러)이다. 한국 지하철처럼 타기 전 티켓을 살 수 있고 지
하철 카드에 금액을 충전할 수도 있다.

시외교통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여타 도시로 갈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차량으로 운전해서 가는 것이나, 비즈니스 출장에서 차량을 렌트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전용 시외버스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고 버스회사 자체에서 운영
하는 곳에서 탑승해야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가장 큰 버스회사는 다음 두 곳이다.

ㅇ Caribe Tours
- 전화: +1-809-221-4422
- 주소: Av. 27 de Febrero Esq. Leopoldo Navarro, Ensanches Miraflores, Santo Domingo
- 홈페이지: http://www.caribetours.com.do/

ㅇ Metro
- 전화: +1-809-227-0101
- 주소: Av. Winston Churchill Esq. Francisco Prats Ramirez Piantini, Santo Domingo
- 홈페이지: http://www.metroserviciosturisticos.com/

현지 티켓 구매 시에 가끔 카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루트와 가격을 확인하고 현금을 미리 준비해 가는 편이 좋다.

다. 통신

핸드폰
핸드폰은 선불 요금제인 Prepago와 후불제 Postpago로 운영된다.

출장 기간 단기 사용을 원할 경우 선불요금제인 Prepago를 이용하면 되는데, Claro, Altice 등 주요 통신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여권 등 신
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선불 USIM 카드 구입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USIM 구입 및 개통은 통신사
영업점에서만 가능하지만, 잔액 부족으로 충전을 원할 경우 인근 약국, 콜마도라고 하는 미니마켓 등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 충전 시, 핸드
폰 번호와 사용자 명을 알려주면 된다.

인터넷(와이파이)
일반적으로 호텔, 식당 등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연결이 거의 불
가능하므로 핸드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USIM 카드에 충전된 잔액을 활용하여 시간 단위(용량제한) 또는 일 단위(용량
무제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의 인터넷 사용패턴이나 출장 중 지도/검색기능 사용을 고려하면 용량 무제한인 일 단위 사용을 권
장한다. 체류 기간에 따라 1일권, 3일권, 5일권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Claro와 Altice가 대표적인 통신 기업이며, 이 외에 Viva Telecom, Wind Telecom 등의 중소 통신기업도 있다. 통신사에서 USIM 카드
구매 후 체류 기간 및 용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라. 관광명소

ㅇ 알카사르 데 콜론(Alcazar de Colon)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산토도밍고
Plaza de Espana, Calle La Atarazana 2, Santo Domingo 10212
화~토: 9:00~17:00
일: 9:00~16:00
월요일
전 구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위치한 대표 명
소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첫째 아들인 디에고 콜럼버스가 산토도밍고를 관
할할 때 그를 위해 지어진 집이다. 내부 인테리어와 소장품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밤에는 은은한 불빛으로
구시가지의 야경을 담당하기도 한다.
전화: +1-809-991-0622

ㅇ 아메리카 대성당(Basilica Cathedral of Santa Maria la Menor)
도시명

산토도밍고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Callejon de los Curas, Santo Domingo 10210
월`토: 9:00~16:30
일요일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위치한 또 다른 명소이다. 1541년에 완공된 신대륙 최초의 성당으로 고딕양식
과 바로크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현재 4개의 예배당이 보존되고 있으며, 콜럼버스의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
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화: +1 (809) 682-3848
입장료: 성인 60페소, 아동 무료 입장. 오디오가이드 포함.

ㅇ 트레스 오호스 국립공원(Parque Los Tres Ojos)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Este 11604
매일: 9:00~17:00
없음
천연지하동굴로 지하수가 차올라 호수가 만들어졌다. 3개의 호수가 하늘에서 눈(Eye) 모양처럼 보인다 하
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동굴에서 각종 열대식물군에 둘러싸여 에메랄드빛 호수를 관람할 수 있다.
<자료원 : 관광부 홈페이지 등 정보 수집>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보까 마리나(Boca Marina)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688-6810

주소

Calle Prolongacin Duarte, 12-A, Boca Chica

가격

1인 기준 평균 45~50달러(식사, 음료 포함)

영업시간

9:00-00:00 (토, 일요일은 01:00까지 영업)

휴무일

없음

소개

해산물과 파스타, 리조또 등 양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보카치카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경관이 좋고 음식
맛도 좋으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바다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선베드, 간단한 샤워설비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식사 후 쾌적한 분위기에서 해수
욕을 즐기기에 좋다.

비고

메뉴판 가격에 부가세 18%와 서비스료 10%가 추가된다.

ㅇ 메손 데 라 까바 (동굴식당)(El Meson de la Cava)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533-2818

주소

Av. Mirador del Sur No. 1,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35~40달러(식사, 음료 포함)

영업시간
휴무일

매일: 12:00~24:00
없음

소개

천연 지하동굴을 그대로 보존하여 식당으로 개조했다. 실내외 모두 식사 가능하며, 결혼식, 생일, 기업 점심
식사 등 이벤트도 신청할 수 있다.

비고

메뉴판 가격에 부가세 18%와 서비스료 10%가 추가된다.

ㅇ 술리(Sully)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562-3389

주소

Av. C. Summer/C.Las Caobas,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30달러(식사, 음료 포함)

영업시간

화~일: 12:00~15:20, 19:00~23:4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직접 해산물을 잡아와 요리하는 곳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문어, 랍스타 등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인테리어는 밝고 깔끔하다.

비고

메뉴판 가격에 부가세 18%와 서비스료 10%가 추가된다.
<자료원 : 식당 홈페이지>

- 한국식당
ㅇ 궁(Restaurant Coreano Palacio)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533-8520

주소

Edificio No.1, Calle San Pio X,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17~20달러 내외(식사, 음료 1개)

영업시간

휴무일

11:00~23:00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야간 통행 제한으로 2020년 11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2:00~20:00, 토
~일 12:00~18:00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순두부, 된장찌개, 보쌈 등임.

ㅇ 만나(Restaurant Coreano Manna)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535-3355

주소

Calle 12 de Julio #7, Bella Vista,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13~15달러 내외(식사, 음료 1개)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평일: 12:00~22:00
주말: 12:00~23:00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야간 통행 제한으로 2020년 11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2:00~20:00, 토
~일 12:00~18:00
없음
주요 메뉴는 삼겹살, 설렁탕, 곱창전골 등임.

ㅇ 냠냠(Restaurant Coreano N~am N~am)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472-0273

주소

Calle Jose Andres Aybar Castellanos 146

가격

1인 기준 평균 13~15달러 내외(식사, 음료 1개)

영업시간

화~목: 11:30~22:00
금~토: 11:30~23:00
일: 12:00~22:00
단,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야간 통행 제한으로 2020.11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1:30~20:00, 토
11:30~18:00, 일요일 휴무

휴무일
소개

매주 월요일
주요 메뉴는 비빔밥, 불고기, 김밥, 닭강정 등임.

ㅇ 고기그릴(Restaurant Coreano Kogi Grill)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227-5577

주소

Ave. 27 de Febrero, esq. Ortega y Gasset No.195,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15달러(식사, 음료 포함)

영업시간

소개

월~금: 12:00~16:00, 18:00~22:00
토요일, 일요일: 12:00~16:00, 18:00~23:00
단,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야간 통행 제한으로 2020.11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2:00~20:00, 토, 일
12:00~18:00
대만사람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으로 주요 메뉴는 불고기, 삼겹살, 잡채, 라볶이 등임.
<자료원 :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W&P 호텔(W&P Hotel)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Av Sarasota 53,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35-0800

홈페이지

http://workandpleasurehotels.com/en/

숙박료
소개

1박 기준 65~210달러
KOTRA 사무실과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공항과는 40분 정도 떨어져있다.
시설이 다소 낡기는 하였으나 루프탑 라운지, 체육시설, 컨퍼런스 홀 등을 갖추고 있다.

ㅇ 도미니카 피에스타 호텔(Hotel Dominican Fiesta)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Av Anacaona 101,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62-8222

홈페이지

https://en.dominicanfiestahotelcasino.com/

숙박료
소개

1박 기준 117~405달러
공항과는 1시간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대사관과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미팅룸에는
DVD 및 CD 플레이어, 스크린, Wifi 등을 제공하며, 카지노, 수영장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ㅇ 엘 엠바하도르 호텔(El Embajador Hotel)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Av Sarasota 65,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221-2131

홈페이지

https://www.barcelo.com/en-us/el-embajador-a-royal-hideaway-hotel/

숙박료

소개

1박 기준 151~2500달러
공항과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KOTRA 사무실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다. 스파, 수영장, 카지노 등의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 정부사절단 방문시 주로 체류하는 고급호텔이며 영화 '대부'가 촬영된 장소이기도 하다.
<자료원 :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ㅇ 까사 51 게스트하우스(Casa 51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alle Sanchez, 51 Casi Esq. Jos&eacute; Gabriel Garca, Santo Domingo 10210

전화번호

+1-829-594-7473

홈페이지

https://casa-51-guest-house.business.site/

숙박료
소개

1박 기준 20~80달러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자리잡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이다. 부엌, 거실, 바베큐 시설 등을 이용가능하며
와이파이도 제공된다. 침실은 4인 도미토리부터 개인실까지 다양하며, 화장실은 공용이다.

ㅇ 초사 게스트하우스(La Choza Guesthouse)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alle Sanchez 165, Santo Domingo 10210

전화번호

+1-849-257-7704

숙박료

1박 기준 15~30달러

소개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위치해 있다. 남녀 혼숙 6인실 도미토리부터 디럭스룸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
한다. 전 객실 공용부엌 이용 가능하며, 야외 풀장이 있다. 디럭스룸의 경우에는 개인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
다. 추가 요금을 내면 공항 픽업도 가능하다.

ㅇ 푸에르타 로하 게스트하우스(La Puerta Roja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alle Estrelleta 157, Santo Domingo 10208

전화번호

+1-829-405-9432

숙박료

1박 기준 30~50달러

소개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있다. 공용 부엌 및 개인 욕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원 :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Booking.com>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산토도밍고, 산티아고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 이 두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 국가이
다.

중미 카리브지역 국가 중에서는 치안이 안전한 편이나 가급적이면 이동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낮을 제외하고는 걸어 다니
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미국을 향한 중남미 지역의 마약과 밀매자금 경유
국으로서 전국적으로 마약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
나 언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짝수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철(3~5월)에는 각 후보 지지자들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안전요령
- 주변에 접근하는 오토바이 조심
- 과도한 현금 및 귀중품 소지 자제 (목걸이 등 비싼 액세서리 착용 자제)
-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나 음식은 거절
- 신용카드, 여권, 면허증 등은 복사본으로 별도 보관
- 대중교통 이용 시 주위를 살피며 소지품에 유의
- Uber, 호텔 택시 및 등록번호가 있는 콜택시 이용
- 밤늦은 시간에는 차량 직접 운행은 가급적 자제
- 주정차 시 창문을 올리고 차 문도 잠금 상태 유지
- 고속도로 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등으로 정차요구 시 무시
- 범죄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절대 반격 자제
- 신용카드 관련 범죄 또한 다양하므로 ATM 기계에서 비밀번호 입력 시 입력하는 손을 가리고 비밀번호 입력.
- 은행 또는 ATM 기계를 방문하기 전 신용카드 한도액 조정
- 신용카드 결제 과정 직접 확인

한 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국가들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 중이다.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정보의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33&hash=&chkvalue=no1&stext=%EB%8F%84%EB%AF%B8%EB
%8B%88%EC%B9%B4&group_idx=&alert_level=0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화재, 응급환자 신고는 911이지만 신속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환자 발생의 경우에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UCE 종합병원은 비교적 많은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아 대사관에서 분실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주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
사관에서는 민원실에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갖추어 대사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ㅇ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여권(재)발급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질병, 장애 및 사고를 입은 사람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여권 신청자 사진을 지참할 경우 여권(재)발
급 신청이 가능하다.

3) 응급 전화번호

ㅇ 화재 신고: 911
ㅇ 범죄 신고: 911
ㅇ 의료: 앰뷸런스 서비스 809-532-0000(Movimed), 809-948-7200(Promed)
ㅇ 대사관: (근무 시간) +1-809-482-6505 / (근무 시간 외) +1-829-340-3494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ㅇ 주택 임차 방법

도미니카공화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별도의 중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들도 주요 활동지역 및 특화 분야가 있으므로, 적절한 에이전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성격을
미리 정의하는 것이 좋다. 주택의 타입(아파트,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위치(직장, 학교 등 주요 시설과의 거리 고려), 필수 시설(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주요 부동산 포탈 사이트(www.remaxrd.com, https://mudate.net 등)에서 검색할
경우, 원하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포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확인한 경우 해당 에이전트를 접촉하여 본인의 선호 사항을 설명하고 유사한 물건들을 추가로 확보
해 오도록 요구하면 효율적이다. 에이전트가 후보 물건을 추려오면, 약속 시간을 정해 후보지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결정하면 된다.
중개 에이전트를 통해 임대료 협상 및 추가 조건(가구, 집기, 계약기간 등) 협의도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계약기간이 2년 이상
인 경우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임차료 자동 인상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대주와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차료에는 공동관리비까지 포함되며, 전기료 등 유틸리티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다. 구축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 해당 서비스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서비스 계약자 명의는 유지하되 입주일을 기산점으로 임차인이 해당 비용
을 부담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올 수 있다. 서비스 계약자 명의를 유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신축 또는 장기간 비어있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기,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가 차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연결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여 입주 이후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한인들은 전통적인 중산층 거주지역인 베야비스타(Bella Vista) 지역과 대사관 인근인 까시까스고(Cacicazgo), 쇼핑센터와 식당, 아파트
들이 많이 들어선 신흥 개발지역 나코(Naco), 피안티니(Piantini) 지역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ㅇ 주택 임차시 유의사항

- 24시간 경비 및 비상발전기 설치 여부 확인

도미니카공화국은 치안과 전력사정이 불안정하므로 경비와 단지 내 비상발전기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24시간 경비가 상
주하면서 차량 및 입주민 출입을 통제하는 곳으로 임차하여 안전사고 및 도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발전기가 없을 경우 정전
시 냉방기나 냉장고의 사용이 중단되거나, 양수 펌프의 가동이 중단돼 상수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등 생활에 불편이 올 수 있으므로 비
상발전기 설치는 필수이다.

- 인벤토리 및 사전점검 철저

통상적으로 임차계약 시 2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별도의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동 금액은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대주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반환 거부 사유가 입주 동안 임차인에 의한 집기 분실, 주택 훼손 등에 대한 원상 복구비용 발생이므로, 주택 임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 서명 및 열쇠 인계 직전에 임대주, 중개업체와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한 인벤토리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추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가구와 집기가 포함된 임차 계약의 경우 품목별 수량과 브랜드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여 양자가 확인 서명하도
록 하고, 시설상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계약 일자를 조정하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거나, 해당 사항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경미한 하자로서 입주 및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임대주와 협의로 하자를 명시(내용 기재, 사진촬영 등)하고 퇴거 시 해당 하자에 관
해 임차인 면책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큰 하자의 경우, 입주 후 수리를 약속할 경우 처리가 늦어지는 경
우도 있으므로, 하자보수 완료 후로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를 늦추는 편이 낫다.

퇴거 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불가피하게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주가 제시한 복구비용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별도로 견적을 확보하여 이의 제기 및 협상하여 손실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일반 유선전화 사용이 감소하였으나, 통신사에서 출시하는 인터넷, 케이블TV, 유선전화 복합 상품이 인터넷, 케이블
TV 등을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복합상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Claro와 Altice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며, 이 외에 중소형 통신 서비스사로 Viva Telecom, Wind
Telecom에서도 인터넷-TV, 인터넷-유선전화 등의 복합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전화, 인터넷,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5일 이내에 설치 기사가 사전 연락 후 방문하여 설치한다. 거주지
역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인터넷 속도, 케이블 TV 옵션 등)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을 위해 접수원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현지 거주증이 없더라도 여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핸드폰은 선불 요금제인 Prepago와 후불제 Postpago로 운영된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후불제 USIM 카드를 구입하여 체류 기간 및 용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 후 사용하면 되며, USIM카드 구
입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USIM카드 구입 후 충전금액을 활용하여 인터넷 무제한 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유선통화료가 발생하지 않고 SNS를 이용한 무료통
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다.

인터넷 무제한 이용권은 1일권(50페소, 약 U$1), 3일권(95페소, 약 U$2), 5일권(140페소, 약 U$2.8) 등으로, 사용량에 제한을 두는
요금제 대비 저렴하다.

전압/플러그
일반 가정용 전원은 110V 60Hz를 기본이며, II 자형 소켓을 사용한다. 프리볼트 가전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을 콘센트 어댑터
만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으나,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력 소비량이 큰 제품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강압기(220V → 110V용)를 사
용하는 것이 좋다.

식수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돗물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음용수뿐 아니라 끓여서 사용하는 조리수의 경우도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집 주변의 미니마트인 콜마도에서 보테욘(Botellon)이라고 하는 5갤런짜리 플라스틱 통에 든 물

을 배달받아 냉온수기나 거치대에 꽂아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용 정수기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신차, 중고차를 막론하고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명의 이전, 번호판 발급 등과 같은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차량의 등록부를 확인하여 담보설정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 설정이 해제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거나 다른 차량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또한, 경찰청 산
하의 Plan Piloto라는 기관을 통해 해당 차량의 도난 여부, 차대번호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약 1주일 소요).

계약 체결 후에는 국세청에 차량 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딜러를 통한 거래인 경우 해당 이전 절차를 딜러가 대행한다.

- 구비서류: 매도인/매수인 정보가 명시된 차량매매계약서(변호사 공증 필),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사본(양면), 매도인 명의의 차량등록
증, Plan Pilot에서 발행한 차량
- 소요비용: 이전등록세(차량 가격의 2%), 차량등록부 발급비용 RD $100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등록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등록세에 대하여 첫 1개월 차에 10%, 이후 납부 시까지 매월 4%의 과태료가 가
산되며, 1.1%의 연체 이자도 부과된다.

차량가격
중산층의 경우 도로사정, 강수 등 기후 환경을 고려하여 SUV 차종을 선호하는 편이나, 자금 여력이 낮은 서민층은 해외에서 택시, 렌터카
등으로 사용되다가 수입된 중고 승용 차량을 선호한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성비 측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차량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차량 가격 및 연료품질 수준으로 인해 현지에서 디젤차량의 수요와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대표적인 차량 검색 포털 사이트인 SuperCarros (https://www.supercarros.com/)에서는 지역별 주요 딜러, 신차 및 중고차의 연식/모
델별로 차량 가격 검색이 가능하다. 딜러별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파이낸싱 조건까지 동시에 비교 검색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은 다음과 같다.
중고차의 경우 마일리지, 차량의 기존용도(택시, 렌터카), 색상(주황색 서울 택시 여부 등)에 따라 동일 차종이라도 가격 차가 많이 발생한
다.

ㅇ Santa Fe 2020, 2.4, 7인승, 가솔린, 2WD
- 상표 및 중고차 여부: 현대, 신차
- 가격: US$36,900~ US$57,900 (옵션 여부, 세금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판매업자별 포스팅 가격 다름)

ㅇ Santa Fe 2020, 2.2, 7인승, 디젤, 4WD
- 상표 및 중고차 여부: 현대, 신차
- 가격: US$59,900

ㅇ Sonata LF 2017, 2.0, LPG, 주행거리 미공개
- 상표 및 중고차 여부: 현대, 중고차
- 가격: DOP475,000~ DOP745,000

ㅇ K5 2017, 2.0, LPG, 주행거리 미공개
- 상표 및 중고차 여부: 기아, 중고차
- 가격: DOP555,000~DOP850,000

운전면허 취득
ㅇ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영문 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지 출장 또는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올
경우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는 출국 전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오는 것이 좋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90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 적법한 국내 체류비자 확보 후 국내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아래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내용 참조)

ㅇ 현지 운전면허 취득 방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를 제출 후 시력검사, 도로교육 강의
수강, 필기시험을 거쳐 필기시험 70점 이상 득점 시 임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 탈락 시에는 16일 이후 200페소의 응시료를
내고 재응시할 수 있다.

- 발급기관: 교통국(INTRANT)
- 구비서류: 신분증, 신원조회서(무범죄증명), 신청료 납입 영수증(교통국 건물에 입주해 있는 BanReservas 은행에서 징수 및 발행)
- 소요비용: RD $1,890 + 신원조회서 발급비용 RD $600

임시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면허증을 보유한 동반자 탑승 하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임시면허 발급 후 16일 차부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 응시료는 1,490페소이며, 합격 시 4년짜리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임시면허증의 효력은 6개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1,200페소를 납부하고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최초 6개월 및 6개월 연장 기간을 합산하여 총 1년까지 유효하며, 1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임시면허증 발급부터 모든 과
정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임시면허증과 정식면허증 발급 시 현장에서 직접 사진 촬영하므로, 별도로 사진을 준비해 갈 필요가 없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운전
면허증에 운전자의 혈액형을 표기하는데, 이를 위해 교통국에서 채혈검사를 한다. 원하지 않을 경우 적십자 등에서 발급한 혈액형 증명서
(헌혈 증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

ㅇ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합법적인 거주허가(Permiso de residencia)를 취득한 사람은 교통국(INTRANT)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기관: 교통국(INTRANT)
- 구비서류: 유효한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에 대한 대사관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도미니카공
화국 외교부 공증필), 거주허가증 사본, 근로계약서, 공증비용 지불 영수증(교통국 건물에 입주해 있는 BanReservas 은행에서 징수 및 발
행), 세금 및 서비스료 지불 영수증(교통국 건물에 입주해 있는 BanReservas 은행에서 징수 및 발행)
- 소요비용: RD $950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므로 별도로 준비해 갈 필요가 없으며, 혈액형 확인을 위한 채혈검사를 원치 않을 경우 적십자 등에서 발급한
혈액형 증명서(헌혈 증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BanReservas(www.banreservas.com)

1941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은행으로 국책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298개 지점, 726개의 현금 자동인출창구를 운영 중이다.

ㅇ Banco Popular Dominicano(www.popularenlinea.com)

도미니카공화국 최초, 최대의 민간상업은행으로 1963년 설립되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187개 지점, 981개의 현금 자동인출창구를
운영 중이다.

ㅇ Banco BHD Len(www.bhdleon.com.do)

2014년 Centro Financiero BHD와 Grupo Financiero Len 합병으로 출범한 민간상업은행으로 Banco Popular Dominican에 이은 전
국 2위 민간은행이며, 2019년 말 기준 전국 130개 지점, 727개의 현금 자동인출창구를 운영 중이다.

도미니카공화국 내 한국계 은행은 없으며, KEB 하나은행 파나마 지점에서 현지 기업 대상 여신 업무를 일부 취급하고 있다.

* 주요은행 지점/ATM창구 수 출처: 각 은행 2019년 운영실적 보고서(20년 기준 최신자료)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는 크게 저축예금(Cuenta de Ahorro)과 당좌예금(Cuenta Corriente) 계좌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저축예금은 잔고 범위 내
에서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송금 및 입출금이 가능하며, 당좌예금은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외에 일련번호가 표
시된 별도의 수표책을 활용한 지급도 가능하다. 단, 계좌 유지비용이 저축예금보다 높고, 잔고를 초과하여 수표가 발행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지화는 저축예금 및 당좌예금 개설이 가능한 반면, 외화 계좌의 경우 저축예금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이 비교적 간단한 BanReservas 은행의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다.

- 개인계좌: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최초 예치금(현지화 저축예금: 최소 500페소, 현지화 당좌예금: 최소 2,000페소, 미
화: 최소 300달러)
- 회사계좌: 신청서(계좌 서명권자 명시), 회사 관계 서류(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대표자 혹은 주주들의 신분증, 최초 예치금
(현지화 저축예금: 최소 500페소, 현지화 당좌예금: 최소 7,000페소, 미화: 최소 300달러)

Banco Popular 은행의 경우, 요구 서류가 좀 더 복잡하며 심사과정이 까다롭다.

- 개인계좌: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재정능력 입증서류(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서, 잔고증명 등), 최초
예치금(현지화 저축예금: 최소 500페소, 현지화 당좌예금: 최소 2,000페소, 미화: 최소500 달러)
- 회사계좌: 회사 관계 서류(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정관, 국세청 증명서 등), 대표자 혹은 주주들의 신분증, 계좌개설 및 서명권자를 의

결한 주주총회 의결서, 최초 예치금(현지화 저축예금: 최소 500페소, 현지화 당좌예금: 최소 10,000페소, 미화: 최소 1,000달러), 외국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기업 설립 서류(해당국 소재 도미니카공화국 영사관의 영사 인증 필, 영사관 부재 지역은 외교부 확인필), 본국 정부
가 발행한 기업 설립확인서 원본, 도미니카공화국 내 계좌 개설 및 서명권자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의결서, 2건의 커머셜 리퍼런스(고객사
등) 추가 제출 필요.

최초 예치금 외에, 계좌 종류별로 최저 잔고 기준 금액이 따로 있으며, 잔고가 최저 기준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은행 수수료가 비싼 편이며, 카드사용 또는 온라인 송금 등 은행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의 0.15%의 세금이 별도로 발생
한다.

계좌 개설 절차 및 필요 서류, 소요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조건이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계좌개설을 희망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정확한
구비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요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계좌개설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은 해당 은행에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캐롤 모건 스쿨(Carol Morgan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현지의 대표적인 국제학교로서 스페인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유치부 1년 / 초등학
교 1~5학년 / 중등학교 6~8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진행된다. 컴퓨터실, 과학실 등 다양한 수업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체육, 음악, 댄스
, 미술 등의 방과 후 수업도 진행된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장 비싼 학교로, 2020-2021학년도 기준
기부금 US$6,300 (가족당 1회, 자녀수 무관),
입학금(최초 입학시 1회, 유치원~고등학생 US$5,500~US$10,995, 3자녀시 저학년 1자녀 면제),
수업료(매년 납부, 초등 US$9,640~고3 US$23,275)
이 외에 Optimal Learning Center 수업료 (레벨에 따라 반기 US$395~US$825) 등 부대비용 발생
6년 이상 장기 재학생에게는 재학기간에 따라 2~10% 수업료 할인 적용
https://www.cms.edu.do/
전화: +1-809-947-1000

ㅇ St. George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산토도밍고
학제는 유치부 1년 / 초등학교 1~5학년 / 중등학교 6~8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학급당 학생 수는 보통 16-20명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 수업에 IGCSE(Cambridg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육, 음악 등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며 토론 클럽도 있다.
2020~2021학년도 기준
입학금(최초 입학시 US$2,000, 가족당 1회, 자녀수 무관)
수업료(매년 납부, 초등 US$10,150~고등 US$15,939)
이외에 특별수업 등 별도 비용 발생
http://stgeorge.do/

비고

전화: +1-809-562-5262

ㅇ St. Michae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이며, 하루에 7개의 수업을 듣는다. 정규수업 외에도 리더십 프로그램, 모의 유엔
(MUN)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0~2021학년도 기준
입학금(최초 입학시 US$500, 추가 형제자매 당 US$100 가산)
수업료(매년 납부, 초1 US$8,900~고3 US$12,125)
이외에 외국인 학생의 경우 ESL(US$500)을 추가로 수강해야 함
https://sms.edu.do/
전화: +1-809-563-1707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 현지학교
ㅇ Colegio Bilingue New Horizon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Bilingue 학교로서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교민 자녀들이 상당수 수학하고 있는 사
립학교다. 도미니카공화국 중산층 자녀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스페인어 과목 및 일부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페인어 및 영어 학습 향상에 효과적이다. 유치부 1년 / 초등학교 1~5학
년 / 중등학교 6~8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체육, 미술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도 진행한다.
2020~2021학년도 기준
수업료(매년 납부, 초1 US$6,435~고3 US$12,690)
https://cbnh.edu.do/
전화: +1-809-533-4915

ㅇ Colegio San Judas Tadeo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산토도밍고
유치부 1년 / 초등학교 1~5학년 / 중등학교 6~8학년 / 고등학교 9~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어 수업을 제공한다.
문의처 : Daysi Santana, dsantana@sanjudas.edu.do

홈페이지

http://sanjudas.edu.do/

비고

가톨릭 재단 학교
전화:+1-809-368-0055

ㅇ MLC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Bilingue 학교로서 수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며 4주간의 여름캠프도 진행돼 신청 시 수
학, 영어 등 추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비는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
문의처 : Christopher Suazo, christophersuazop@mlc.edu.do
https://www.mlc.edu.do/
전화: +1-809-566-4775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연결>

마. 병원

ㅇ Clinica Corazones Unidos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alle Padre Fantino Falco 21,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67-442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24시간 운영

ㅇ CEDIMAT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edimat, Av Ortega y Gasset,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65-998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24시간 운영

ㅇ Centro Medico Real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Av. Romulo Betancourt 515,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37-394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24시간 운영
<자료원 :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블루몰(Blue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Av. Winston Churchill No.80, Santo Domingo
https://www.bluemall.com.do/
상류층 공략 쇼핑몰로 Louisvuitton, Cartier와 같은 명품부터 Mac, L'occitane과 같은 화장품 그리고
Zara, Bershika 등 의류브랜드까지 다양한 중·고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 푼타카나에도 지점이 있다.

ㅇ 아고라몰(Agora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Av. John F. Kennedy esq. Av. Abraham Lincoln, Santo Domingo
https://agora.com.do/
중상류층을 위한 쇼핑몰로 2012년에 생긴 백화점이다. 카페, 가구점뿐만 아니라 Zara, Zara Home,
Mango, Bershka, Pull&Bear, Victoria secret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제일 높은 층인 4층은
한국과 같은 푸드코트가 자리해 있다.

ㅇ 다운타운센터(Downtown Center)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산토도밍고
Av. Nunez De Caceres Esq. Romulo Betancourt, Bella Vista, Santo Domingo
http://www.downtowncenter.com.do/
1층에는 마트(Carrefour)와 Mac, Swarovski, Zavekia, epk와 같은 브랜드들이 입점해있으며, 최근
Coway도 입점함. 2층에는 pizzarelli, green bowl 등의 푸드코트와 영화관(Carribean Cinema)이 있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 식품점
ㅇ 코리안마트(K-Food Antenna Shop)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산토도밍고
D.N, Av. Sarasota #110 casi esq. 12 de julio, local #4, Santo Domingo 10114
김치, 라면, 컵반, 김, 한국 과자, 음료수, 소주

비고

산티아고에 2호점, 산토도밍고 NACO지역에 3호점 운영
월요일~금요일 09:30~20:00, 토요일 9:30~19:00
일요일 휴무
*단, 코로나 19로 인한 야간통행 제한으로 2020년 11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0:00~19:00, 토
10:00~17:00로 임시 조정 운영중

ㅇ 나씨오날(Nacional)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산토도밍고
Avenida 27 de Febrero esq. Abraham Lincoln, La Esperilla, Santo Domingo 10108
각종 열대과일, 채소류, 육류 등 모두 취급하는 대형마트
월요일~토요일 08:00~22:00
일요일 09:00~20:00 오픈
*단, 코로나19로 인한 야간통행 제한으로 2020년 11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0:00~19:00, 토
10:00~17:00로 임시 조정 운영 중이며, 매일 07:00~08:00는 65세 이상/임산부/보건업종사자 전용

ㅇ 브라보(Brav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산토도밍고
Av. Winston Churchill 202, Santo Domingo
각종 열대과일, 채소류, 육류 등 모두 취급하는 대형마트
월요일~토요일 07:00~00:00 오픈
일요일 휴무
*단, 코로나19로 인한 야간통행 제한으로 2020년 11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07:00~21:00, 토
07:00~19:00로 임시 조정 운영중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ㅇ 카야코아 골프클럽(Cayacoa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산토도밍고
Carretera a Palamara, Santo Domingo
http://cayacoagolf.com/

소개

산토도밍고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골프장이다.

비고

한인골프회 활동 거점

ㅇ 나코클럽(Naco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산토도밍고
Calle Gracita Alvarez esquina, Calle Salvador Sturla, Santo Domingo 10122
http://www.instagram.com/clubnacord

유도, 풋살, 수영, 탁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도팀 등 전문 체육클럽을 운영하는 도미니
카공화국 고급 스포츠 사교클럽

소개

ㅇ 바디샵(Body shop)
도시명

산토도밍고, 산티아고, 푼타카나

주소

Bella Piazza, Avenida Sarasota, Calle Bohechio, Santo Domingo 10111

홈페이지

http://www.clubbodyshop.com/

소개

개인 트레이닝, 사이클링, 스쿼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형 스포츠센터

비고

산토도밍고 3개 지점, 산티아고, 푼타카나 각1개 지점 운영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21-01-01

신년 (요일 변동 없음)

동방박사의 날

2021-01-04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준 것에서 유래, 부모가 자녀에
게 선물하는 날로 서양의 어린이날이라고 볼 수 있음 (1월 6일을
월요일인 4일로 이동 휴무)

알타그라시아 성모의 날

2021-01-21

도미니카 공화국 수호성녀 기념일 (요일 변동 없음)

두아르테 기념일

2021-01-25

독립영웅인 두아르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1월 26일을 월요일
인 25일로 이동 휴무)

독립기념일

2021-02-27

1844년 아이티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 (요일 변동 없음)

성 금요일

2021-04-02

부활절 연휴

노동절

2021-05-01

요일 변동 없음

그리스도 성체축일

2021-06-03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성체성사의 제정 등을 기념하는
카톨릭 공휴일 (요일 변동 없음)

공화국 수복 기념일

2021-08-16

1844 아이티로부터 독립 후 1861년 도미니카공화국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편입시키기로 자원하는 조약에 서명한 Pedro Santana
장군의 조치에 대응하여 그레고리오 루페론(Gregorio Lupern)
장군이 수복전쟁을 선포한 날(1863.8.16) 기념 (요일 변동 없음)

메르세데스 성녀축일

2021-09-24

메르세데스성녀를 기리는 카톨릭 휴일 (요일 변동 없음)

제헌절

2021-11-06

1844년 11월 6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

크리스마스

2021-12-25

요일 변동 없음

<자료원 : El Ministerio de Trabajo (노동부)>

9. KOTRA 무역관 안내

산토도밍고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Av. Sarasota No. 39, Torre Sarasota Center, Suite 901, Bella Vista, Santo Domingo, Republica Dominicana
ㅇ 전화번호: +1-809-567-9733
ㅇ 팩스: +1-809-567-9737
ㅇ 이메일: kotra.sdq@claro.net.do
ㅇ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santodomingo/

* EMS는 현지 우체국에서 배송이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가급적 DHL 또는 FEDEX 등의 사설특송업체 활용 요망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산토도밍고 공항(Las America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택시를 제외하고 산토도밍고 시내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으며, 택시이용시 무역관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일반택시 또는 Uber를 이용할 수 있다.

- 일반택시
짐을 찾은 후 입국장(1층)으로 나가면 택시 피켓을 든 호객꾼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굳이 따라가지 않고 청사 밖으로 나가면 택시회사
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요금을 흥정할 수 있다. (호객꾼을 따라갈 경우 별도의 팁을 요구.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스페인어가 불가능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무역관 주소지 Torre Sarasota Center(Av. Sarasota 39, Bella Vista)라고 쓴 메모를 보여주
면 된다.
택시 운전사가 무역관 주소를 보고 위치를 알지 못할 경우 "frente al Hotel Embajador(프렌테 알 오뗄 엠바하도르)"라고 설명하면 위
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무역관까지는 약 1,500페소(30달러 내외) 정도의 운임을 요구한다.

- Uber
Uber를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시내로 들어올 수 있다. Uber 탑승 장소는 2층 출국장 Gate 1, Gate 2, Sala VIP 등 3개소 중에 동선
이 편한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목적지에 Torre Sarasota Center(Av. Sarasota 39)를 입력하면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약 800~1,000페소 정도이다.
공항에 Wifi가 있지만, 탑승장소인 청사 밖으로 나올 경우 통신이 끊겨 기사와 연락이 어려울 수 있고, 기사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므로
인터넷 연결이 확실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 Uber 탑승 관련 유의사항: Uber 기사들이 외국인 탑승객 하차시 탑승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실제 운행내역보다 더 많은 요금이 청구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 특히 시내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출국예정 승객에 대한 요금사기 시도가 종종 발생. 청구내역 및 주행기록 확
인 후 앱을 통해 고객센터로 이의신청을 하면 확인 후 청구내역이 수정됨

ㅇ 건물 도착 후
건물 도착 후에는 1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 신분증 보관 뒤 출입증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 수 있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