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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페소(30달러~40달러 내외) 정도의 운임을 요구한다. 짐이 많을 경우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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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처(KOTRA)를 밝히면 무역관에 방문객 정보 확인 후 체온을 체크하고 무역관이 위치한 9층 엘리베이터 버튼
을 활성화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해 방문일정을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전에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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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