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59 개국 인원 무비자 관광정책’ 종합 안내서

1.

관광객이 하이난성 현지 여행사를 통해 미리 개인정보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광객이 입국 48 시간 전에 여행사에 개인 정보 등록 및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 정보: 여권, 왕복 항공권, 호텔 예약 주문서, 하이난 관광 스케쥴>
하이난 현지 여행사가 관광객 입국 24 시간 전에 해당 정부부처에 관광객 개인
정보를 등록 및 신고한 후에야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무비자 입국정책 해당 국가 59 개국 리스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델란드,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아일랜드,

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랍
에미리에이트 연합, 카타르, 모나코, 벨라루스.

3. 59 개국 관광객들은 홍콩 혹은 하이난으로 직항 노선이 있는 국가 (지역) 에서 출발
혹은 갈아탈 경우 무비자 정책에 해당됩니다.

4. 무비자 관광객은 하이난에서 최대 30 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5.

무비자 관광객은 하이난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이난에 머무르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중국 내 기타 지역으로 갈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하이난 현지 여행사에 연락하여 비자 발급 신청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신청 준비 자료: 여행사에서 발급한 회사 증명, 개인 여권>
비자 발급 신청 장소인 ‘하이커우, 싼야, 양푸, 원창, 츙하이, 청마이(현)’에 투숙하는
59 개국 관광객들은 현지 공안국 출입국 관리 부처에서 해당 수속을 밟고, 기타
도시에 투숙하는 관광객들은 하이난성 공안청 출입국 관리국에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6. 싱가포르, 일본, 부르나이, 아랍에미리에이트, 세르비아, 보스니아, 러시아 등 7 개
국가 비자 면제 정책
이상 7 개국 관광객들은 비자 면제 입국과 관련된 정책을 누릴 수 있고, 중국
내(하이난 포함)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머물수 있는데, 싱가포르, 일본, 부르나이
관광객은 15 일을 초과하면 안되고, 아랍에미리에이트와 세르비아 관광객은 30 일을
초과하면 안되고, 보스니아 관광객은 매 180 일 내 누적된 머무는 시간은 90 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러시아 단체 입국 관광 비자면제는 15 일, 머무는 구역은 중국
경내로 제한합니다. 7 개국 관광객은 여행사 접대 패턴으로 하이난 관광을 가는 경우,
여행사는 비자면제 정책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싱가폴, 일본,
부루나이, 러시아 4 개국 관광객은 하이난 현행 59 개국 비자 면제 입국 정책에 따라,
59 개국 비자 면제 정책과 관련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무비자 관광객 입국 후 숙박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무비자 관광객은 중국 경내 여관에 숙박할 경우 입주하는 여관에 여권을 제시해
숙박을 등록 해야 합니다. 여관 이외의 기타 숙소에 숙박할 경우 입주 후 24 시간
내에 본인 또는 숙박인이 거주지의 공안 기관에 가서 숙박을 등록 해야 합니다.

8. 무비자 문의 전화.
연락처: 하이난성 공안청 출입국 관리국
전화: +86-898-68580612 / 메일: hainancrj1@163.com

연락처: 하이커우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지대
전화: +86-898-31652059 / 메일: HK68590746@163.com
연락처: 싼야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지대
전화: +86-898-88869902 / 메일: sanyacrj@163.com
연락처:양푸 경제개발구 공안국 출입국 관리 지대
전화: +86-898-31559677 / 메일: yangpucrj@163.com
연락처: 츙하이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대대
전화: +86-898-62896322 / 메일: qionghaicrj@163.com
연락처: 원창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대대
전화: +86-898-63235606 / 메일: hnwccrj@163.com
연락처: 청마이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대대
전화: +86-898-67070029 /메일: 307656239@qq.com

9. 개인 정보 등록 및 신고 가능한 하이난 여행사 리스트 (하이난성 여행사 협회 추천).

10. 59 개국 무비자 관련 홍콩, 마카오 일부 여행사 문의 서비스 정보 일람 (하이난성
여행사 협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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