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일반정보 (코로나 1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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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로나 19에 따른 변동 상황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 간 사증 면제 협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로 동 면제협정은
’20.4.13.부터 잠정 정지된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관광목적이라 할지라도 양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단,
도미니카공화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우리 국민의 30일 간 무비자 입국을 여전히 혀용하고 있으므로 단기출장자의 경우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이 가능하다.

입국시 별도의 검역 요구서류는 없는 대신, 공항에서 입국자의 3~15% 대상 무작위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 판정시 시설
격리된다. ’21.4월부로 온라인으로 건강상태 진술서를 포함한 온라인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별 QR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출국 전 72시간 내에 발행한 PCR 음성진단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PCR 검사 인프라는 한국 대비 부족한 편이므로, 예약 신청일 또는 익일에 검사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귀국일
정에 맞춰 검사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 예약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검사결과 통보까지 24~48시간이 소요되나, 지
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24시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Express 서비스 이용 권장한다. PCR 검사비용은 검사기관에 따라 약
US$75(RD$4,300)~US$125 내외이며, 아래 링크에서 검사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dominicanrepublic.com/faq-items/where-can-i-have-a-pcr-test-done-in-the-dominican-republic-withresults-48-to-72-hours-before-the-trip-back-to-my-cou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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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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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