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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연방
Commonwealth of Dominica

도미니카 연방은 카리브해의 인드워드 제도에 위치한 섬 국가로
약 754km²의 국토와 약 7.2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 연방 국가이며 시민권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 아름다운
카리브 해변을 자원으로 한 관광업의 성행으로 순조로운 경제
성장을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명 : 도미니카 연방(Commonwealth of Dominica)

수도 : 로조(Roseau)

면적 : 754㎢(제주도의약 40%)

인구 : 약 7.2만 명

언어 : 영어 

통화 : 동카리브 달러(XCD)

정치정치 체계 : 공화제, 단일제, 의원내각제

최대 종교 : 로마 카톨릭

비자면제 국가 수 : 137개 국가

GDP : 약 5.5억 USD(2018)

1인당 GDP : 7,691 USD(2018)

※ 영 연방 국가

위치 :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의 인드워드 제도

지리지리 :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온천을 포함한 화산 지형과 열대 우림

기후 : 열대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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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연방 시민권 프로그램
Commonwealth of Dominica Citizenship by Investment

도미니카 연방은 지난 1993년, 일정자금의 투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CBI(Citizenship by Investment)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현지를 입국할 필요도, 취득 이후 현지에 거주할 의무도 없는 시민권 프로그램은
정부 기부금 옵션, 부동산 구입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1인 신청인 기준 단 10만 불의 기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국적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조건
     주 신청인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6개월 이상의 유효한 여권 소지자
· 투자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하는 자

     동반 신청인

· 주 신청인의 합법적 배우자
· 만 30세 미만으로 경제적 미독립, 풀타임 재학
   중이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
· 만 55세 이상의 경제적 미독립 부모

※ 신청인과 동반 신청인에게는 별도의 학력, 경력, 어학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수

1인 신청시

2인 신청시

3인 신청시 

4인 신청시

4인 이상 1인 추가시

기부 금액

$100,000

$150,000

$175,000 

$175,000

$25,000 추가/1인당

     부동산 구입 옵션

· 최소 $200,000 이상의 정부 지정 부동산 구입 
· 부동산 구입 3년 이후 투자자 직접 판매 가능
· 부동산 구입 5년 이후 운영사의 판매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 부유세 및 부동산세 면제 

     정부 기부금 옵션

    투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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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리조트형 빌라

면적

37.16m2

완공여부

1블럭 : 완공
2블럭 : 2021년 중순 예정 

구매가능 매물

9 유닛

매물 금액

$255,000

- 포브스지가 선정한 럭셔리 에코 리조트 TOP 10
- Trip advisor가 선정한 카리브해 호텔 TOP 2
- 10년간 입증된 영업 실적

- 스파, 요가센터, 컨퍼런스 센터를 포함한 120 유닛의 고급 빌라 단지 
- 레스토랑, 바, 수영장, 산책로, 짚라인, 수상 스포츠 센터 등 편의 시설
- 부동산 등기 가능한 오션뷰 부동산

- 무료 거주지 주소 제공으로 Tax ID 넘버 및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 호텔 운영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임대소득 발생(호텔 운영사와 5:5 분배) / 매년 7월 1일 지급(연 1회 정산)
- 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는 운영사 전액 부담
- 시민권 취득 5년 이후 부동산 매각 시 운영사의 판매 대행 서비스 제공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 1년 中 7일간 투자자가 구입한 부동산 이용 가능 (60일 전 예약가능 여부 확인 必) 

도미니카 연방 정부지정 부동상
정글 베이(Jungle Bay)

정글 베이 부동산 구입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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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처리 수수료

주 신청인 실사비

동반 가족 실사비

시민권 신청비

여권 및 시민권 발급비

정부정부 기여금

부동산 대금

은행 실사비/급행 운송비

총 비용

1인

$1,000

$8,000

-

$7,500

$2,000

$25$25,000

$255,000

$800

$299,300

2인

$2,000

$8,000

$4,000

$8,000

$4,000

$35$35,000

$255,000

$1,600

$317,600

3인

$3,000

$8,000

$4,000

$8,500

$6,000

$35$35,000

$255,000

$2,400

$321,900

3인

$4,000

$8,000

$4,000

$9,000

$8,000

$35$35,000

$255,000

$3,200

$326,200

정글 베이 구입 후 시민권 신청 시
총 투자 금액

정글 베이 구입 후 시민권 신청 시
시민권 취득 절차

명의자 지정 (주 신청인단독 혹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 
보증금 납부 ($25,000)
서류 준비 및 접수
서류 심사

신청 승인 및 부동산 대금, 투자금 납부 
시민권 승인

여권여권 신청 및발급
여권발급 후, 3개월 이내 부동산 등기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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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연방 시민권 프로그램
COMMONWEALTH OF DOMINICA citizenship by investment

계약 및 신원조회01
서류 접수02
승인서 수령03
기부금 납부04
시민권 승인05
시민권 증서 및 여권 수령 06

총 수속기간 평균 6개월
※ 케이스에 따라 수속 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수속 절차 

     1인 신청 기준 10만 불의 저렴한 투자금
     학력, 경력, 어학과 같은 신청 조건 없음
     현지 방문 필요 없음
     현지 거주 의무 없음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되는 조세 환경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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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전문 컨설턴트의 자격 판정 
국적 취득 전문 수속팀의 1:1 케이스 관리

국내 최다 해외 시민권 승인 실적 보유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도미니카 연방 시민권, MCC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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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c.co.kr/consul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