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배우자, 연인, 가족, 친척 비자

네덜란드 내의 배우자, 연인관계의 파트너, 가족, 친척을 연고로 하여 네덜란드에 들어와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
가 이에 대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고등교육 학업

네덜란드에서 3개월 이상 학사 과정 이상의 학업을 원하는 경우 체류허가가 필요하다.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연락을 취하면, 동 기관(학교
)에서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학생을 수용할지를 결정한 후, 수용하는 경우 학생을 대신해 체류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학업과 아르
바이트 병행을 원하는 경우, 근로에 대해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며, 노동허가를 받는다 해도 주당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거나 6~8월에
한해서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석사/학사 과정을 막 마쳤거나, 최근 3년 안에 상위 200위 대학 중 한 곳에서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Zoekjaar afgestudeerde 혹은 Regeling hoogopgeleide라고 불리는 제도를 활용해 네덜란드에서 1년간 구직을 시도할 수 있는 유예기
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내에 휴가수당 제외 월 2,272유로의 급여를 받는 직장을 구한다면 지식근로자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근로 활동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 근로 활동(Arbeid in loondienst)는 고용계약 하에서 네덜란드 내의 고용주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실업급여청(UWV)에 노동허가(tewerkstellingsvergunning; TWV)를 신청해야 한
다. 5주~3개월간의 결원 모집 기간 동안 네덜란드 및 유럽의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노동허가 신청 5주 전에
이미 실업 급여청에도 결원 보고를 해두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로서의 근로활동(Arbeid als zelfstandig ondernemer)은 네덜란드에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로, IND에 개인사업자
로서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등록증이나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동봉해야 한다.

고학력 기술이민자(Highly skilled migrant)로서의 근로활동(Arbeid als kennismigrant)의 경우, 지식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전
급여 수준이 만 30세 이상의 경우 월 4,500유로, 만 30세 미만은 3,299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네덜란드 내의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되, 고용주가 이민청의 인가보증인이어야 한다. 지식근로자는 노동허가(TWV)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네덜란드에 파견되는 거의 모든 주재원이 이 형태의 체류허가를 바탕으로 체류 중
이다.

European Blue Card 소지자로서의 근로 활동은 고학력 비유럽 국적자의 EU 내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European Blue Card 제도에 의
해 네덜란드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로 네덜란드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월 급여가 4,908유로 이상이어
야 한다. 이 외에도 초빙교수로서의 근로 활동, 연구원으로서의 근로 활동 등에 따른 비자가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네덜란드의 휴대품 면세는 EU 역내 여행자와 EU 이외 지역 여행자로 나뉘어 처리된다. EU 역내 여행자의 경우, 휴대품에 대한 통관처리
가 요구되지 않는다. (카나리 섬, 샤넬 섬은 EU 역내로 인정되지 않는다) EU 역내 여행자의 경우 면세되는 휴대품 품목은 다음과 같다.

- 110리터 이하 맥주, 90리터 이하 와인, 60리터 이하 스파클링 와인, 20리터 이하 쉐리, 포트 와인, 10리터 이하 위스키, 코냑, 진 등
주류
- 담배 800개비, 대당 3그램 이하의 시가 400개비, 시가 200개비, 1KG 이하의 절단 엽연초

EU 이외 지역 여행자의 경우 다음 품목은 면세되며, 허용치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 EU 이외 지역에서 반입한 430유로 이하의 물품
- 1리터 이하 주류, 2리터 이하 스파클링 와인, 16리터 이하의 맥주
- 담배 2000개비, 시가 50개비 이하

이외의 특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0,000유로 이상을 반입 혹은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 모조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반입이 가능함.
- 20kg 이상의 고기, 생선, 유제품은 반입 불가(EU 역내 반입은 허용), 125g 이상 캐비어 반입 불가 (이하의 무게에서 430유로를 초과
할 경우 세금 부과)
- 소량의 과일 및 야채는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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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