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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비자                                       (Ver. Diciembre 2015) 

 

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 국가로 90 일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입니다.  

반드시 왕복항공티켓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사증면제협정국가 정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참조 

http://www.0404.go.kr/visaList.do?menuNo=4030000&tabCode=401)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수도 산토도밍고,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가셔서 

만료일 이전에 기간 연장 해야 합니다.  

 

무비자(관광비자) 연장은 최대 6 개월(최초 90 일 포함)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6 개월 이상의 체류 혹은 거주, 업무, 학업 등의 목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을 입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바로 체류자격변경 형태로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관광비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최초의 비자는 반드시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가야 

합니다. (갱신시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만료일 45 일 이전에 갱신)  

 

 저희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비자 승인 허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의 위조 유-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비서류만 

받아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전자시스템으로 컬러 스캔하여 전송합니다.  

 비자 신청 서류 제출 최소 하루 전에 저희 대사관에 전화로 인터뷰 약속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소요시간 5-10 분) (오전 9:30-12:00)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러 오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신청할 경우, 대표자 단독 가능)  

 

접수 후,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부터 승인 되었을 때만, 비자를 발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자를 대사관에서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3 주, 최대 2 개월 걸립니다. 

항공 티켓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수속기간을 고려하여 구입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신청인의 비자 승인이 확정되면, 저희 대사관에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비자 수수료는 U$100 입니다.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불합니다.)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관광비자, OM, CS/CM 비자 제외하고] 아래 마지막 페이지 ‘필독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기타의 목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비자가 필요하신 경우는  

대사관으로 직접 문의 부탁 드립니다. 

TEL: 02-756-3513   E-Mail: embadomcorea@gmail.com 

http://www.0404.go.kr/visaList.do?menuNo=4030000&tabCode=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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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  

 

비자 종류 기간 대상 추가 필수서류 

NM 

(Multiple 

Business) 

1 년 

 

 사업·시찰,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비즈니스,종교관련(선교목적)하여 

방문하려는 자 

*도미니카공화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 

가는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사업자등록(SIRLA)후 등록증을 받아와 

제출해야 비자 발급 가능함 

 

*도미니카공화국 노동청 확인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Certificación del Ministerio 

de Trabajo) 

 

*선교의 목적인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에 

등록된 교회의 초청장 제출해야 함 

NM1 

(Working) 
1 년 

 

 도미니카공화국에 주재하는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방문하려는 자  

*Certificación del Ministerio de Trabajo:  

도미니카공화국 노동청 확인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Carta de Trabajo: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청 확인서 요청할 때 노동부에 

제출했던 서신 

*Contrato de Trabajo: 근로계약서 반드시 

제출 

RS 60 일 

 

 한국분들의 경우 이미 

도미니카공화국에 RS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직계가족으로서 현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을 

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한국인 

 

*비자 발급일로부터 60 일안에 반드시 

입국하여, 60 일안에 이민청 방문하여 

수속 밟아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도미니카공화국에 RS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의 

도미니카공화국 Residence 

Card(거소증)과 Cedula(주민증) 사본 

같이 제출 

E 1 년 

 

 교환학생, 장학생등 학업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로 방문하려는 자  

*학교 입학허가서 혹은 장학증서를 

반드시 첨부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의 자녀 

출국 동의서 제출 

*도미니카공화국에 도착한 날짜로부터 

반드시 30 일안에 이민청 방문하여 수속 

밟아야 함. 

DPM 1 년 

 

 위의 비자종류를 가진 사람의 

직계가족으로서 동반 출국, 거주해야 

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해당하는 

자) 

*미성년자의 자녀가 한 부모만 같이 

출국하는 경우, 나머지 한 부모의 출국 

동의서 제출  

OM 1 년 

 

 공무여권(Official Passport) 소지자 

*대한민국 외교부발행 VISA NOTE 

반드시 제출  

CS 

- 

CM 

60 일 

- 

1 년 

 

 대사관에서 승인하고 보증하는 자 

(국가기관 관련 공무원 등등)  

*해당 유관기관의 초청장이나 서신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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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1. NM (상용복수비자): 
사업·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비즈니스, 종교관련(선교목적)하여 방문하려는 자 

 

구비서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발행 받은 모든 문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 그리고 번역공증 받고, 한국의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소 위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 02-720-8027)  

 

① 비자 신청서(대사관에 비치 해 두고 있습니다.)  

혹은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프린트 하셔서 작성해 오셔도 무방합니다.  

 

② 비자 사유서 :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 (번역공증 불필요, 아포스티유 불피요)  

(수신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신청자의 이름, 국적, 현재 거주지, 현재 종사하는 직업, 또한 비자 신청의 목적과 예상되는 

체류 기간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갈 경우에는 같이 동반되어 가는 

가족구성원의 이름, 국적, 현재 거주지, 직업 모두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사진 1매 (3.5*4.5cm 여권용 사이즈로 바탕은 흰색이 배경, 귀가 보여야 하고, 악세서리 

일체 금지/ 단,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원본 서류 제출시에는 2X2inch 크기의 정면사진 

6매와 옆 모습 사진 6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이민청에서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④ 오리지날 여권 : 유효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⑤ 기본증명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 

 

⑥ 주민등록증 (컬러 복사본 1부)  

 

⑦ 건강진단서 (1 페이지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 일반병원 혹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간략한 피검사와 함께 전염병에 관련한 병력 등 기재  

 

⑧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⑨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이며, 최근5년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불필요) 

 

⑩ 결혼증명서 (기혼자의 경우에 해당: 최근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 

 

⑪ 재정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미화 U$2,000 이상의 잔액 혹은 부동산계약서 혹은 

연금수급증빙서 등등 재정증명이 가능한 모든 문서일체: 최근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야 

함) 

 

⑫ 보증서[Carta de Garantia]: 보증인과 2인의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증서 내용은 

보증인이 비자 신청자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도중 일신상의 이유로 채무이행을 

못하거나 사망할 시, 법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본국의 귀환 비용에 있어서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 이때, 보증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동반 제출 해야 

합니다.) 

 

⑬ 가족관계증명서 (동반되는 가족이 있을 경우) 

 

⑭ 도미니카공화국 사업자 등록증(*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출)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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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교회 확인서 (*선교의 목적으로 나가는 경우 도미니카공화국내에 등록된 교회에서 발행된 

특별 서신 혹은 초청장 반드시 제출) 

(*그 밖의 경우, 초청장이나 증빙 서류가 될 만한 서류 모두 제출 바랍니다. ) 

 

 

 위의 5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은 모두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법무사사무실)-> 아포스티유(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과정을 거쳐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12번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 만들어진 보증서라면, 도미니카공화국 법무공증 받아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어-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받아오십니다. 

 

상용복수 비자를 신청하는 자(NM)에게 동반되는 가족이 있을 경우(직계가족만-배우자, 자녀)에게 

DPM(동반비자)발급. 비자신청사유서에 가족 동반이 있음을 명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는 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받아와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비자신청양식서, 오리지널여권, 주민증컬러복사본, 사진1매,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결혼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경우:  

비자신청양식서, 오리지널여권, 주민증컬러복사본(성인일 경우), 사진1매,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성인일 경우),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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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M1 (상용복수비자1)  
 

도미니카공화국에 정식으로 등록된(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현지 회사에 최소 1년 이상 

근로의 목적으로(근로계약체결로 인한) 체류 해야 하는 자 

 
 NM1비자 취득 후 근로계약갱신으로 비자를 갱신해야 할 경우, NM1 비자로 현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아래의 구비 서류 중, 13번 

14번 서류는 반드시 갱신 때 마다 증빙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발행 받은 모든 문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 그리고 번역공증 받고, 한국의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소 위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 02-720-8027)  

 

① 비자 신청서(대사관에 비치 해 두고 있습니다.) 

혹은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프린트 하셔서 작성해 오셔도 무방합니다.  

 

② 비자 사유서 :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 (번역공증 불필요, 아포스티유 불피요)  

(수신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신청자의 이름, 국적, 현재 거주지, 현재 종사하는 직업, 또한 비자 신청의 목적과 예상되는 

체류 기간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갈 경우에는 같이 동반되어 가는 

가족구성원의 이름, 국적, 현재 거주지, 직업 모두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사진 1매 (3.5*4.5cm 여권용 사이즈로 바탕은 흰색이 배경, 귀가 보여야 하고, 악세서리 일체 

금지/ 단,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원본 서류 제출시에는 2X2inch 크기의 정면사진 6매와 

옆 모습 사진 6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이민청에서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④ 오리지날 여권 : 유효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⑤ 기본증명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 

 

⑥ 주민등록증 (컬러 복사본 1부)  

 

⑦ 건강진단서 (1 페이지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 일반병원 혹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간략한 피검사와 함께 전염병에 관련한 병력 등 기재  

 

⑧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⑨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이며, 최근5년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불필요) 

 

⑩ 결혼증명서 (기혼자의 경우에 해당: 최근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 

 

⑪ 재정증명서 (취업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대체 가능(근로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급여 부분이 

언급 되어 있어야 함), 그 외에는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미화 U$2,000 이상의 잔액 혹은 

부동산계약서 혹은 연금수급증빙서 등등 재정증명이 가능한 모든 문서일체: 최근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야 함) 

 

⑫ 보증서[Carta de Garantia]: 보증인과 2인의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증서 내용은 

보증인이 비자 신청자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도중 일신상의 이유로 채무이행을 

못하거나 사망할 시, 법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본국의 귀환 비용에 있어서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 취업자는 고용인 회사 고용주가 보증인이 되어야 하며, 회사 거래 은행의 

신용도를 확인 해 주는 보증인 은행의 확인서 (스페인어로는 Carta Bancaria del Garante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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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동반 제출 해야 합니다.) 

 

⑬ 근로계약서(Contrato de Trabajo): 반드시 근로 조건과 급여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야 합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아래의 ‘도미니카 공화국 노동부 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함께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⑭ 도미니카 공화국 노동부 확인서(Certificación del Ministerio de Trabajo) 

: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위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고용된 회사의 직원임을 확인해주는 

확인서 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를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요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의 

근로계약서(Contrato de Trabajo)와 회사서신(Carta de Trabajo)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⑮ 가족관계증명서 (동반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위의 5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3(한국어인 경우), 15번은 모두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법무사사무실)-> 아포스티유(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과정을 거쳐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12번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 만들어진 보증서라면, 도미니카공화국 법무공증 받아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어-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받아오십니다. 

 

 

 

상용복수 비자 (NM1)을 신청하는 자 에게 동반되는 가족이 있을 경우(직계가족만-배우자, 자녀)에게 

DPM(동반비자)발급. 비자신청사유서에 가족 동반이 있음을 명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는 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받아와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비자신청서, 오리지널여권, 주민증컬러복사본, 사진1매,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자녀의 경우:  

비자신청서, 오리지널여권, 주민증컬러복사본(성인일 경우), 사진1매,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성인일 경우), 건강진단서 

 

 

**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 확인서: Certificación del Ministerio de Trabajo   

: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 확인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y Producción) 로부터 사

업자등록증(Certificado de Registro Mercanti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을 부여 받은 고용주가 

‘Carta de Trabajo(회사 서신)’과 함께 피고용주와 맺은 ‘Contrato de Trabajo(근로계약서)’를 함께 도미니카공화

국 노동부에 제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가 이를 확인해 주는 내용 입니다. 이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최

소 한 달이 걸린다고 하오니 유념하시어 비자 서류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도미니카공화국 회사에 근로계약하여 NM1으로 나가는 경우 보증서의 보증인이 회사 사장이 되어야 합니

다. 이 경우에는 회사 사장의 도미니카공화국 거소증 & 주민증 & 여권 사본& 재정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하고 또한 회사 사업자등록증(SRLA) 동반 제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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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학생비자: 기간1년) 

도미니카공화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교에 1년이상 학업을 이수하는 경우 
 

구비서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발행 받은 모든 문서는 반드시 스페

인어로 번역 그리고 번역공증 받고, 한국의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소 위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 02-720-8027)  

 

① 비자 신청서(대사관에 비치 해 두고 있습니다. 

혹은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프린트 하셔서 작성해 오셔도 무방합니다.  

 

② 비자 사유서: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 (번역공증 불필요, 아포스티유 불피요)  

(수신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신청자의 이름, 국적, 현재 거주지, 현재 종사하는 직업, 또한 비자 신청의 목적과 예상되는 

체류 기간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갈 경우에는 같이 동반되어 가는 가족구

성원의 이름, 국적, 현재 거주지, 직업 모두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사진 1매 (3.5*4.5cm 여권용 사이즈로 바탕은 흰색이 배경, 귀가 보여야 하고, 악세서리 일체 

금지/ 단,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원본 서류 제출시에는 2X2inch 크기의 정면사진 6매와 

옆 모습 사진 6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이민청에서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④ 오리지날 여권 : 유효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⑤ 기본증명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 

 

⑥ 주민등록증 (컬러 복사본 1부)  

 

⑦ 건강진단서 (1 페이지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 일반병원 혹은 가까운 보건소에

서 받으시면 됩니다.): 간략한 피검사와 함께 전염병에 관련한 병력 등 기재 

 

⑧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⑨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2개월 내에 발급 그리고 최근5년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 받습니다. 또

한 미성년자는 불필요) 

 

⑩ 결혼증명서 (기혼자의 경우에 해당: 최근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 

 

⑪ 재정증명서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재정증빙서류 제출, 만약 취업자의 경우는 근로

계약서 대체 가능(근로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급여 부분이 언급 되어 있어야 함), 그 외 성년

인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미화 U$2,000 이상의 잔액 혹은 부동산계약서 혹은 연금수

급증빙서 등등 재정증명이 가능한 모든 문서일체: 최근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야 함) 

 

⑫ 보증서[Carta de Garantia]: 보증인과 2인의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증서 내용은 

보증인이 비자 신청자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도중 일신상의 이유로 채무이행을 못하거

나 사망할 시, 법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본국의 귀환 비용에 있어서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다

는 내용. 취업자는 고용인 회사 고용주가 보증인이 될 수 있으며, 회사 거래 은행의 신용도

를 확인 해 주는 보증인 은행의 확인서 (스페인어로는 Carta Bancaria del Garante 라고 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동반 제출 해야 합니다.) 

 

⑬ 학교입학허가서: 도미니카공화국 학교측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혹은 확인서 

 

⑭ 장학증서: 장학생으로서 가는 경우에 해당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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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부모동의서: 자녀가 미성년자로 한 부모와만 동반 출국의 경우 나머지 한 부모로부터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출국 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서신  ** 도미니카공화국은 미성년자 혼자, 

학업의 목적으로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부모가 위임을 하더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5번, 7번, 8번, 9번, 10번, 11, 15번 은 모두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법무사사무

실)-> 아포스티유(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과정을 거쳐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12번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내에서 만들어진 보증서라면, 도미니카공화국 법무공증 받아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어-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받아오십니다. 

 

 13번, 14번의 경우 현지 학교에서 발급받은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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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S(거주비자):  

도미니카공화국에 RS비자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직계가족으로서 현지에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발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미니카공화국 배우

자의 여권사본, 주민증(Cedula) 사본, 결혼증명서 필히 제출 바랍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기본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의 직계가족으로서 신청하시는 분

은 이미 거주 하고 계신 분의 거소증(Tarjeta de Residencia)와 주민증(Cedula) 사본을 같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발행 받은 모든 문서는 반드시 스페

인어로 번역 그리고 번역공증 받고, 한국의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소 위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 02-720-8027)  

 

① 비자 신청서(대사관에 비치 해 두고 있습니다. 

혹은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프린트 하셔서 작성해 오셔도 무방합니다.  

 

② 비자 사유서 :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 (번역공증 불필요, 아포스티유 불피요)  

(수신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신청자의 이름, 국적, 현재 거주지, 현재 종사하는 직업, 또한 비자 신청의 목적과 예상되는 

체류 기간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갈 경우에는 같이 동반되어 가는 가족구

성원의 이름, 국적, 현재 거주지, 직업 모두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사진 1매 (3.5*4.5cm 여권용 사이즈로 바탕은 흰색이 배경, 귀가 보여야 하고, 악세서리 일체 

금지/ 단,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원본 서류 제출시에는 2X2inch 크기의 정면사진 6매와 

옆 모습 사진 6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이민청에서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④ 오리지날 여권 : 유효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⑤ 기본증명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 

 

⑥ 주민등록증 (컬러 복사본 1부)  

 

⑦ 건강진단서 (1 페이지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문서- 일반병원 혹은 가까운 보건소에

서 받으시면 됩니다.): 간략한 피검사와 함께 전염병에 관련한 병력 등 기재  

 

⑧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⑨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 & 최근5년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 받습니

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불필요) 

 

⑩ 결혼증명서 (기혼자의 경우에 해당: 최근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 

 

⑪ 재정증명서 (연봉계약서 대체 가능(내용에 반드시 급여 부분이 언급 되어 있어야 함), 그 외

에는 ‘은행잔고증명서’: 최소 미화 U$2,000 이상의 잔액 혹은 부동산계약서 혹은 연금수급증

빙서 등등 재정증명이 가능한 모든 문서일체: 최근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문서야 함) 

 

⑫ 보증서[Carta de Garantia]: 보증인과 2인의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증서 내용은 

보증인이 비자 신청자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도중 일신상의 이유로 채무이행을 못하거

나 사망할 시, 법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본국의 귀환 비용에 있어서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다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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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  

 

5. OM (공무비자: 기간 1년)  
공무여권 소지자에 해당 (대한민국 외교부 Visa Note(비자노트), 비자신청서, 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면헌증 컬러 사본, 사진 1매  

 

6. CS/CM (의전비자: 대사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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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 : Carta de Garantía (한글로 작성,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도미니카공화국 변호사를 통해 스페인어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한글본 필요하지 않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인증 받은 서류면 됩니다.)  

 

보증서와 별도로 보증인의 재정상태를 증빙할 만한 서류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연봉계약서, 재산증명서 등등)  

 

** 도미니카공화국 회사에 근로계약하여 NM1으로 나가는 경우 보증서의 보증인이 회사 사장이 되어야 합니

다. 이 경우에는 회사 사장의 도미니카공화국 거소증 & 주민증 & 여권 사본& 재정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하고 또한 회사 사업자등록증(SRLA) 동반 제출 되어야 합니다.)  

 

한글로 작성하시는 경우 아래 예문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보증서 

 

보증인 A(이름)는 , XX 국적으로, 주민번호 혹은 여권번호, 현재 거주지 주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 

서면을 통해 표명하는 바 입니다.  

 

1. 피보증인 B [비자신청인 이름/국적/ 여권번호]에 대해 보증인 A 본인은, 피보증인이 도미니카공화국

의 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은 후에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도중 일신상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하거나 사망할 시, 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본국으로의 귀환 비용에 있어서 보증할 것을 약속합니

다.  

 

2. 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증인 C(이름/주민번호 혹은 여권번호)와 D(이름/주민번호 혹은 여권번

호)는 이 보증서를 읽고 확인하였음을 이 보증서에 서명하는 바 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 

 

보증인 A           

(서명) 

 

증인 C                증인 D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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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사유서 (Carta de Solicitud de Visado) 

본인의 사유에 의거하여 내용을 스페인어로만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역 no, 공증no, 아포스티유no)  

아래의 예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1. 개인 혼자 신청시:  

 

 

 

 

Carta de Solicitud de Visado  

 

Seúl, Corea del Sur  

날짜 de 월 del 년도 

 

Señores  

Embajad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Corea del Sur 

 

Estimados Señores: 

 

Luego de un cordial saludo, me dirijo a ustedes con el motivo de solicitarles la expedición del Visado (RS, 

NM, NM1, DPM, ES 중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비자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con el nombre 김아무개 (신청인 이

름), nacionalidad coreana, portador del pasaporte de identidad No. 00000000 (여권번호).  

 

El motivo de esta solicitud se debe a que (Yo-본인/mi hijo/a-나의 자녀/mi esposo/a-나의 배우자) viajará a la 

República Dominicana para (vivir-거주/trabajar-직장/estudiar-학업/hacer negocios-사업 중에 한가지를 선택) , 

(해당 목적에 따른 거주지, 직장, 학업장, 사업장 이름과 주소) por (체류기간, 1년 이면 1, 2년이면 2 등등) 

años. 

 

Muy atentamente,,  

 

신청인 이름과 서명 

 

-------------------------------------------------------------------------------------------------------------- 

2. 만약, 본인외 직계가족분들의 비자를 같이 신청할 경우, (다음페이지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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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a de Solicitud de Visado  

Seúl, Corea del Sur  

날짜 de 월 del 년도 

 

Señores  

Embajad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Corea del Sur 

 

 

Estimados Señores: 

 

Luego de un cordial saludo, me dirijo a ustedes con el motivo de solicitarles la expedición del Visado (RS, 

NM, NM1, DPM 중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비자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con el nombre 김아무개 (신청인 이름), 

nacionalidad coreana, portador del pasaporte de identidad No. XXXXX (여권번호).  

 

El motivo de esta solicitud se debe a que Yo viajaré a la República Dominicana para (vivir-거주/trabajar-직장/ 

hacer negocios-사업) por X (체류기간) años con mi familia(나의 가족과 함께).  

 

Así es que también les solicito los visados de DPM para mi familia siguiente:  

 

신청인과의 관계 이름(Nombre0 여권번호 

(No.Pasaporte) 

국적

(Nacionalidad) 

직업상태

(Ocuapción) 

Esposo/a(배우자) XXX    

Hijo(아들) 

Hija (딸) 

XXX    

  

 

Muy atentamente,  

 

 

신청인 이름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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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 
한국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제출하셨던 원본 서류를 돌려받게 됩니다.  

비자에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도미니카공화국 입국일로부터(입국도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

다.) 30일 안에 원본 서류와 함께 도미니카공화국 산토 도밍고에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스페인어로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주소 : Autopista 30 de Mayo Esq. Héroes de Luperón, Santo Domingo 

10401, Teléfono:(809)508-2555 / 업무 시간 8:00 AM - 3:00 PM )에 원본 서류를 일체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면 다음 비자 갱신시에,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처음부터 신청서류를 다시 만들어 제

출하여 비자를 새로이 발급받게 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 웹사이트:  http://www.migracion.gob.do/web/ 

기본적인 수속 순서: (간략) 

전자지문을 찍기 때문에 비자 발급 받은 분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면 사진 4매, 측면 사진 4매 (2인치*2인치) : 이민청에서 직쩝 찍으실 수도 있을겁니다 

 

1. 임시거주비자 수속 창구 방문 하여 ‘여권, 여권 사본, 최종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페이지’ 제출하여 

수속 하고 영수증 받습니다.  

 

2. 1번의 과정을 거치면, 다시 한 번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따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

니다. 건강검진 수속 창구에 가서 여권 사본 2매, 비자 사본 2매, 기본증명서 사본 1매 그리고 위 1

번에서 에서 받은 영수증 제출 하시고 건강검진 비용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청에서 건강검

진실로 안내할 겁니다. 

 

3. 건강검진이 끝나면, 모든 일체 원본 서류를 가지고 특별 서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청에서 임시거주신청서(Formulario de solicitud de residencia temporal)를 드립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시게 되는데 그때 전자 지문과 서명을 하게 될 겁니다.  

 

4. 이 과정이 끝나면 기타 서류도 모두 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부에서 모든 서류가 문제가 없

을시 “서류제출증서(Depósito de Expediente)” 를 교부 합니다.  

혹, 서류를 되돌려 받았을 경우에는 이유제시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후에 위에서 받으신 Depósito de Expediente (서

류제출증서)를 가지고 이민청에 가셔서 최종 승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을 받으셨다

면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등본(Constancia de Cédula) 과 거주증(Carnet de Residencia)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등본(Constancia de Cédula)과 거주증(Carnet de Residencia)을 신청하기 위한 약속 

날짜를 받게 되면, 그 날짜에 가셔서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등본(Constancia de Cédula)을 받으십시오. 내

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그 등본을 가지고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Junta Central Electoral)’에 가

셔서 제출 하십시오. 그러면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주민등록증(la Cédula de Identidad de Extranjero)을 받게 

됩니다. 받으신 주민증을 가지고 다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가셔서 제시 하면, 도미니카공화국 거주증

(Carnet de Residencia)을 받게 됩니다. 즉, 모든 과정이 끝나면, 최종 2개의 등록증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

록증과 거주증)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http://www.migracion.gob.do/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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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Visa just For Foreigners who live in Korea] 
Please see the below information: 

 

** 외국인이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have their Residence Card/Alien Card of Korea just can apply) 

 

[TOURIST VISA] 

DESCRIPTION: 
Tourist visas are issued to travelers visiting the Dominican Republic on touristic and cultural trips, and 

to travelers attending conferences or conventions. (Please see the attached list of exemptions and 

requirements for travelers visiting the Dominican Republic for tourism purposes, detailing the countries 

whose citizens require tourist visas.) Recipients cannot perform lucrative activities in Dominican 

territory with this type of visa. 

Holders of valid U.S., Canadian, or Schengen Visas do not require a Dominican visa prior to their trip, 

and only need a Tourism Card (approximately USD$10), purchased at the airport upon their arrival in 

the Dominican Republic.  

TOURIST VISA REQUIREMENTS 

 Visa Form: Filled and completed in type or clearly printed. 

Download Visa Form: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Visa Photo: One (1) frontal picture measuring 3.5cm x 4.5cm, taken on a white background. 

 Visa Application Letter: Written by the beneficiary, addressed to the Consular Section 

containing name, nationality, place of residence and occupation, as well as purpose of traveling 

to the Dominican Republic. 

 Original Passport: Valid for at least the duration of the requested visa or longer. 

 National Identity Document (Country of Origin): One (1) Legible Photocopy  

 Residence Card (Korea): One (1) Legible Copy 

 Proof of Hotel Reservation/Accommodation in the Dominican Republic:  

One (1) Legible Copy 

 Proof of Flight Booking to the Dominican Republic: One (1) Legible Copy  

 Former Dominican Visas or Dominican Residency Card (if applicable):  
One (1) Legible Copy, if applicable. 

 Proof of Financial Solvency: Letter of Bank, Letter of employment, titles of property, etc. If the 

documents are issued in Korean, they must be translated to Spanish, notarized by a public notary, 

and Apostilled. 

 Criminal Record Certificate (Korea): Issued by the appropriate Korean Police Agency (or 

Police Agency of the country where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This document must be 

notarized and translated into Spanish, and both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must be 

Apostilled.  

** In the case of minors traveling with someone other than their parents or legal 

 guardian: Proof of permission to travel from the minor’s parents or guardian is required.   

This document must be notarized and translated into Spanish, and both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must be Apostilled. 

PROCESSING FEE:   USD$ 100.00  

PROCESSING TIME:  3 – 4 Weeks 

http://www.consuladord.com/en/Formulario_Solicitud_Visado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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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VISA] 

DESCRIPTION 

Business visas are issued for travelers with business, professional or commercial purposes. They are 

granted for one (1) entry within 60 days of issue and may be renewed upon request within the period of 

validity. Business visa with multiple entries will be issued if the person needs to travel more frequently 

to the country.  

All persons traveling to the Dominican Republic for business purposes, regardless of nationality, must 

apply for the corresponding business visa. 

REQUIREMENTS 

 Same requirements as Tourism Visa 

 Invitation Letter from company located and registered in the Dominican Republic.  

(Written in Spanish) 

 Copy of the company’s Nat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 emitted by the Ministry of Labor of 

the Dominican Republic. 

 Applicant’s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Dominican company (if planning on working in 

the Dominican Republic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pplicant’s Medical Certificate (if planning on working in the Dominican Republic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is document must be notarized and translated into Spanish, and both 

the original and the translation must be Apostilled. 

PROCESSING FEE:   USD$ 100.00  

PROCESSING TIME:  3 – 4 Weeks 

 

[NOTES] 

 Please note that our Visa processing hours are Mondays through Friday from 9:00am to 12:00pm, 

with the exception of holidays, and all visa applicants must present themselves at the Embassy 

where they will be interviewed by the Consular/Diplomatic staff. 

 We kindly ask that applicants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average visa application processing 

time is about 3 – 4 wee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