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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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환각서 발효 후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체류기간
동안 무사증 입국

비영리 목적으로 180일 중 90일
체류기간 동안 무사증 입국
※ EU 출입국 규정에 따른
조정 반영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3.13. 발효 예정 § 현지 체류 우리 기업인 및 동반 가족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소 기대

기업 주재원 및
현지 채용 근로자
체류자격 신청

대사관/영사관에서
先사증 발급 및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자격 신청

무사증 입국 후
상기 기간 내 현지에서 체류자격
신청 가능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신청

상기 국민이 체류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상기 국민과
동시 신청 가능

□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예정이다. 기존의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근로자가 사증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

기업인들(주재원 포함)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협정(약칭)’은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

※ 협정 개정 추진 경과
- ‘96.6.6.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교환각서‘ 발효
- ‘09.4.13. 우리 기업주재원 체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측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 초안 전달
- ‘13.10.7. 한-루마니아 영사국장회의 계기 주요 개정 쟁점 합의
- ‘15.3.18. 제8차 한-루마니아 고위급 정책협의회 계기 가서명
- ‘15.11.26. 양국 최종 문안 합의
- ‘16.1.29. 우리측 제안 각서, 루마니아측에 전달
- ‘16.2.12. 루마니아측 회답 각서, 우리측이 접수
- ‘16.3.13. 동 개정 협정 발효 예정

※ 기업인 대상 체류지원 협정 체결 현황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발효), 카자흐스탄,
프랑스(발효 예정) (2016.2.15. 현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