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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영사민원 업무 시간 변경 안내 (2021년 5월 기준)
(민원실 방문 응대) 월,수,금 08:30-12:00, 전화/이메일 사전예약제로 운영
(유선 및 이메일 응대) 화,목 08:30-12:00, 월-금 13: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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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685-5171 Ext.: 64

주소
홈페이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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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nzfe.gob.do/index.ph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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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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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