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출입국

체류

초청인 및 외국인의 권리/책임

주호치민총영사관
유 성 오 영사

출입국관리법의 구성

기존 2000년도부터 시행되던 법을 관련법 및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개정

사증

제7조 사증의 용도와 형식

A visa may be used one or multiple times

and its purpose must not be changed
사증은 1회 또는 복수로 사용하며,
그 목적은 변경되지 않음
☞ 두 가지 의미 내포
첫째, 입국 시 소지한 사증은 입국 후 다른 사증으로 변경 불가
둘째, 입국 시 소지한 사증의 목적과 상이한 다른 활동할 경우 처벌

사증

제8조

기호

사증 종류

대상

NG(1-4)

중앙당 서기장·주석 등 초청 대표단, 외교관(배우자, 18세이하 자녀) 등

LV(1-2)

공산당 관련기관(국회, 정부, 인민최고법원 등)과 업무 목적 방문자

DT
DN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 변호사(현재 B-2 유사)
베트남 기업과 업무목적 방문자(COME TO WORK WITH COMPANIES)
(현재 B-3 동일)

NN1

비정부기구 또는 대표사무소의 MANAGER(현재 B-4 를 세분화)

NN2

대표사무소, 지점, 기타 (경제문화)기관의 HEAD

NN3
DH

기한

NN1, 2 기관에 업무목적(to work) 방문자
유학, 인턴

12개월
이내

사증

제8조

기호
HN
PV(1-2)

대상
회의, 세미나
기자(상주, 단기)

LD

근로자(PEOPLE WHO COME TO WORK)

DL

관광객(현재 C- 1동일)

TT
VR

사증 종류

- LV(1,2), DT, NN(1,2), DH, PV1, LD의 배우자 및 18세 이하 자녀

- 베트남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친척방문 또는 기타목적

기한
3개월
12개월이내
2년이내

3개월 이내
12개월이내
6개월이내

베트남 재외공관 과 업무연관이 있거나 현지 외교기관의 보증을 받은
SQ

사람으로 시장조사,관광,의료 목적 입국
(배우자, 자녀 포함)

30일 이내

사증

제8조

사증 종류

2002.1.29 시행
기호

대상

A1,A2,A3

공산당 중앙위, 국회, 주석 등 초청자와 그 가족

B1

최고인민법원, 장관, 인민위원회 관련 종사자

B2

베트남 정부에서 허락한 투자 프로젝트 관련자

B3

베트남 기업 관련 종사자

B4

국제기구, 비영리법인, 대표사무소 관련 종사자

C1

관광

C2

기타 목적

D

초청인 없이 입국하는 자

사증

여권

제10조

초청
베트남 내 개인, 단체
(SQ 비자 제외)

입국
정지

사증발급 요건

목적
증명
투자증명서
노동허가서
활동증명서
(변호사)

입학확인서
(유학생)

☞ 제10조제4항
목적증명서류 특정하여 열거,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함을 명시
(must be provided when applying for a visa)

사증

제12조

무사증입국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명시된 경우

1

2

무사증입국
(VISA FREE)

3

4

5

영주권, 임시거주증 사용하는 경우

경제특구에 입국하는 경우

일방적 무비자 국가인 경우

해외거주하며 외국정부 발급 여권 소지한 베트남 동포

사증

제14조

초청인/초청회사

초청 절차

베트남 출입국
사증승인통보

사증승인요청

사증승인통보

사증승인통보
주한베트남공관

사증발급

사증발급요청

입국
제20조

입국요건

 여권과 사증을 소지 + 입국불허 대상자가 아닐 것
 일방적 무사증 입국 : 여권유효기간 6개월 + 출국 후 30일 경과
☞ 무사증+무사증(x), 무사증 + 사증(o), 사증+무사증(?)
제21조

입국불허대상

 여권/사증 미소지자
 부모,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자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자
 정신질환자 또는 전염병 감염자
 최근 3년 이내 강제퇴거된 자 / 최근 6개월 이내 출국명령을 받은 자

 전염병/자연재해/국방,국가안전,사회질서,사회안전

출국
제27조

출국요건

 여권 + 만기되지 않은 임시거주허가/임시거주증/영주권
 출국정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제28조

출국정지대상

 형사사건의 용의자, 피고인/ 고용,행정,결혼,가사사건 당사자
 법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판결 미집행자
 세금체납자

 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 미집행자
 국가방위 또는 안보
 출국정지기간은 3년 이하이며 연장가능

출국
제30조

출국명령 (compelled exit)

 임시거주 기간 만료 후 출국에 실패(fails to leave)한 자
- 출입국관리기관이 출국명령
 국방, 국가안보, 사회질서, 사회안전
- 공안부장관, 국방부장관이 출국명령
☞ 벌칙에 규정된 추방(expulsion)과는 다른 (비교적 가벼운)개념

※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출국정지/ 입국금지 : 법무부장관이 결정
강제퇴거/출국명령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체류
제31조

임시거주허가

 임시거주 허가는 여권에 씰(Seal)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
- 임시거주 기간은 사증의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
- 일방적 무사증 국가 국민은 15일로 발급
 기존 유효한 영주권, 임시거주증 소지자에게는 임시거주허가 발급불가
 베트남 법을 위반할 경우 임시거주기간 무효/단축 가능

제35조

임시거주기한 연장

 초청인이 출입국관리소에 연장 신청
- 연장요청서 서면 작성 후 송부(여권 동봉)
- 출입국은 접수 5일 이내 연장여부 검토(consider extending)

체류
제37조

임시거주증 발급

 초청인이 초청인 거주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신청
- 출입국은 접수 5일 이내 발급 검토
 발급대상 (20개 사증 중 10 사증)
- NG1, NG2, NG3, NG4, LV1, LV2, NN1, NN2, NN3, DT
DN, DH, HN, PV1, PV2, LD, DL, TT, VR, SQ
제38조

임시거주증 기간

 임시거주증 기간은 여권 만료일보다 30일 짧음
 DT,DH : 5년 이내
 NN1, NN2, TT : 3년 이내

 LD : 2년 이내

체류
제39조

영주권 대상

 베트남 발전과 보호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명예 수훈자
 베트남 임시거주중인 과학자, 전문가
 베트남 국민인 아버지,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
 2000년 이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제40조 영주허가 요건
 합법적 거주지를 소유하고 DECENT LIVING 유지(품행, 소득 등)
 과학자/전문가 : 해당부터 장관, 기관자 등 추천
 배우자 등 : 베트남에 3년 연속 거주

체류
제41조

영주권 발급절차

 제출서류
- 신청서, 본국범죄경력, 여권사본
- 자국 공관의 영주권 발급 요청공한
- 영주자격 입증 서류, 보증서(배우자 등)
 공안부장관은 접수 후 4개월 이내 검토, 필요시 2개월 연장
 출입국관리기관은 신청자와 신청자 거주 성 경찰서에 통보
 경찰서는 출입국에서 통보받은 지 4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보
 신청인은 통보 3개월 이내에 출입국에서 영주권 수령
제43조 영주권 갱신
 10년 마다 영주권 갱신(경찰서)

외국인/초청인의 권리와 책임
제44조

외국인의 권리와 책임

 임시거주증 소지자는 본인을 초청한 기관(개인)의 동의가 있으면
자신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보증인이 될 수 있음
(본인의 체류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보증 가능)
 영주권 소지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보증인이 될 수 있음
제45조 초청인의 권리와 책임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은 해당분야에 외국인 초청 가능
 베트남 국민은 외국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 초청가능
 초청인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시 초청 및 보증해야 함
 보증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관계당국의 외국인 출국조치에 협조

벌칙
REGULATIONS ON SANCTION OF ADMINISTRATIVE VIOLATION IN
SOCIAL SECURITY, ORDER AND SAFETY, PREVENTION AND FIGHTING
OF SOCIAL EVILS, FIRE AND DOMESTIC VIOLENCE
(2013.12.28, 167/2013/ND-CP) - 제17조에 출입국관련 제재 명시
벌금액(VND)
100,000 – 300,000
500,000 – 2,000,000

대상
베트남 내에서 여권 등 없이 여행
여권, 사증, 임시거주증 분실 또는 훼손 미신고

3,000,000 – 5,000,000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경 통과

5,000,000 – 10,000,000

불법 출입국에 사용된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15,000,000 – 25,000,000

불법 출입국 지원, 은닉, 알선
허가없이 취업하거나 다른 활동
여권, 사증 등을 받기 위해 문서, 인장 위조

30,000,000 – 40,000,000

베트남 내 외국대사관, 영사관 등에 침입
관련기관의 허가없이 베트남에 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