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144시간 무비자 정책
2019년 4월, 국가이민관리국의 동의 하에 광동성은 2019년 5월 1일부로 외국인 144시간 무비
자 정책을 실시한다.

■정책내용
2019년 5월 1일부로 53개국 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며, 144시간 내 제3국으로 향하는 날짜와
좌석이 정해진 티켓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광동성 행정구역 내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광저
우바이윈공항, 선전바오안공항, 지에양차오산공항 3개 공항으로부터 입국해야 하며, 광동성 내 여
객 운수 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된 32개 장소로부터 출국해야 한다.

(1)53개 정책 적용 국가
•24개국 유럽 셴겐비자 협의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
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
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15개국 유럽 기타 국가: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
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모나코, 벨라루스
•6개국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2개국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6개국 아시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2)정책 적용 입국 경로 3개:
•공항(3): 광저우바이윈공항(广州白云机场), 선전공항(深圳机场), 지에양차오산공항(揭阳潮汕机场)

(3)정책 적용 출국 경로 32개:
•공항(5): 광저우(广州白云机场), 선전(深圳机场), 제양차오샨(揭阳潮汕机场), 메이저우(梅州机场),
잔장(湛江机场)
•기차(4): 광저우티엔허(广州天河铁路口岸), 동관(东莞铁路口岸), 포샨(佛山铁路口岸), 짜오칭(肇庆
铁路口岸)
•버스터미널(8): 선전샤토우쟈오(深圳沙头角口岸), 완진두(文锦渡口岸), 황강(皇岗口岸), 뤄후(罗湖

口岸), 선전완(深圳湾口岸), 푸티엔(福田口岸), 주하이공베이(珠海拱北口岸), 헝친(横琴口岸)
•항구(15): 광저우(广州港口岸), 난샤(南沙港口岸), 리엔화산(莲花山港口岸), 셔코우(蛇口码头口岸),
선전공항(深圳机场配套码头口岸), 지우저우(九洲港口岸), 완자이(湾仔口岸), 완산(万山港口岸), 또
우먼(斗门港口岸), 쟝먼(江门港口岸), 허산(鹤山港口岸), 포산가오밍(佛山高明港口岸), 롱치(容奇港
口岸), 중산(中山港口岸), 동관후먼(东莞虎门港口岸)

■관리 조치
다음 규정은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에 근거한다.
•무비자 입국 외래관광객은 입국 후, 본인의 유효한 국제여권을 소지하며, 공안 검사에 순응한
다. 또한 규정에 따라 제때에 숙소에 주숙 등기한다. 그 중, 호텔에 숙박하는 자는 호텔산업 관
리규정에 따라 주숙 등기 해야 한다. 호텔 이외의 기타 시설에 거주 및 숙박하는 경우, 입주 후
24시간 내 본인 혹은 호스트가 거주하고 있는 공안 파출소에 등록해야 한다.
•무비자 입국 외래관광객은 제때에 출국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제때에 출국 할 수 없
거나 계속해서 잔류해야 하는 자, 혹은 광동성 행정구역 활동 범위를 넘어야 자는 미리 공안기
관 출입국관리부에 잔류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부는 해당 사안에 근거하여 상응
하는 잔류 증명서를 서명 발송한다.
•무비자 입국 외래관광객은 체류기간 중 국가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법률 및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의 경우, 공안기관에
의해 추후 입국을 제한 당할 수 있다.

■조건 요약
1. 광동성을 경유지로 여행하며 이때 출발지와 도착지는 서로 상이할 것
2. 출발지에서 경유지의 허용된 공항·항구·기차역으로 입국할 것
3. 경유지의 허용된 공항·항구·기차역으로부터 바로 제3국으로 출국할 것
4. 경유지에서 도착지로 향하는 표는 사전에 예약하여 날짜와 좌석이 확정되어 있을 것
5. 도착지에서 최소 24시간 체류할 것
*제3국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도 포함
출처: 광동성 공안청(广东省公安厅)
(http://gdga.gd.gov.cn/xxgk/zcjd/dmtjd/content/post_237375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