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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by Investment

세인트 루시아 시민권 가이드



세인트 루시아 Saint Lucia
세인트 루시아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에 위치한 작은 섬 국가로
약 617km²의 국토와 약 18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연중 온화한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어 인기있는
휴양지 중 하나인 세인트 루시아는 인구대비 노벨상 수상자 수 1위
국가라는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명 : 세인트 루시아(Saint Lucia)

수도 : 캐스트리스(Castries)

면적 : 617㎢(제주도의약 30%)

인구 : 약 18만 명(대한민국의 약 0.3%)

언어 : 영어 

통화 : 동카리브 달러(XCD)

정치정치 체계 : 군주제, 입헌제, 의원내각제

최대 종교 : 로마 카톨릭

비자면제 국가 수 : 146개 국가

GDP : 약 19.22억 USD(2018)

1인당 GDP : 10,566 USD(2018)

※ 영 연방 국가

위치 :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의 소앤틸리스 제도

지리지리 : 카리브해에서 가장 높은 화산섬

기후 : 열대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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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루시아 시민권 프로그램
Sint Lucia Citizenship by Investment

세인트 루시아는 지난 2016년, 일정자금의 투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CBI(Citizenship by Investment)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세인트 루시아 현지를 입국할 필요도, 취득 이후 현지에 거주할 의무도 없는
세인트 루시아의 시민권 프로그램은 1인 신청인 기준 단 10만 불의 기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국적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약 700여개의 신규 여권을 발행하는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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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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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의 자녀
·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경제적 미독립 자녀
·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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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0

$150,000 

$150,000

$25,000 추가/1인당

     기업가 투자 옵션

· 최소 $3,500,00 이상 투자

     국채 투자 옵션

· 최소 $500,00 이상 구입

     부동산 구입 옵션

· 정부가 지정한 호텔, 리조트만 구입 가능
· 최소 $300,000 이상 구입 (5년 후 재판매 가능)

     정부 기부금 옵션

    투자 조건



세인트 루시아 시민권 프로그램
saint lucia citizenship by investment

계약 및 신원조회01
신원조회 승인서 발행 02
서류 접수03
승인서 수령 및 기부금 납부04
시민권 승인05
시민권 증서 및 여권 수령 06

총 수속기간 평균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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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고객을 소개하는 이유, 역시 MCC입니다.
세인트 루시아 국적 취득,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

세인트루시아 시민권 상담 신청
TEL. . .
MAIL.visa@mcc.co.kr

하지욱 대표 성경수 이사 황지예 미국변호사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세인트 루시아 시민권, MCC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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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cc.co.kr/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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