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NUATU
Citizenship by Investment

바누아투 시민권 가이드



바누아투 Vanuatu
오세아니아, 호주의 북동쪽에 위치한 바누아투는 강원도 정도의
국토와 약 3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총 83개의 섬으로 구성된 바누아투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섬’
이라는 별칭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는 아름다운 휴양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명 : 바누아투(Vanuatu)

수도 : 포트빌라(Port Vila)

면적 : 12,189㎢(우리나라의 약 12%)

인구 : 약 30.7만 명(우리나라의 약 0.5%)

언어 : 영어, 프랑스어, 비슬라마어

민족 : 멜라네시아계

통화통화 : 바누아투 바투(VUV)

정치 체계 : 공화제, 단일제, 의원내각제

최대 종교 : 장로교, 성공회, 가톨릭교

비자면제 국가 수 : 114개 국가

GDP : 약 9.94억 USD(2020)

1인당 GDP : 3,415 USD(2020)

위치 : 호주 북동부 남태평양 코럴해 위치

지리지리 : 가장 큰 산토 섬 외 82개 섬으로 구성

기후 : 열대 해양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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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시민권 프로그램
Vanuatu Citizenship by Investment

1996년에 시작된 바누아투 시민권 프로그램은 몇 차례의 이민법 개정 후, 2014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바누아투 CIP(Citizenship by Investment Program)은 일정 금액을 정부에 기부하는 기부 옵션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균 30일내에 시민권의 취득이 가능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적 취득 프로그램’ 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바누아투 시민권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약 1,200여개의 신규 여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신청 조건
     주 신청인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약 25만 불 이상의 본인 명의 금융자산 보유 증명
· 기부 조건을 충족하는 자

     동반 신청인

· 주 신청인의 합법적 배우자
· 만 25세 미만의 자녀
· 주 신청인의 만 50세 이상 부 또는 모

※ 신청인과 동반 신청인에게는 별도의 학력, 경력, 어학과
      자금 출처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수

1인 신청시

2인 신청시

3인 신청시 

4인 신청시

4인 이상 1인 추가시

기부 금액

$130,000

$150,000

$165,000 

$180,000

$20,000 추가/1인당

    기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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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시민권 프로그램
VANUATU citizenship by investment

계약 및 FIU 신원조회01
신원조회 승인서 발행 02
시민권 프로그램 접수03
기부금 송금04
선서식 참여05
시민권 승인06
시민권 증서 및 여권 수령 07

※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국외(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등)
에서 선서식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선서식으로
대체되어 국외방문 불필요

총 수속기간 평균 30~45일
※ 케이스에 따라 수속 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수속 절차 

     평균 30~45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적 취득 
     학력, 경력, 어학, 자금 출처의 증명 등 조건 없음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바누아투 현지 방문 필요 없음 
     시민권 취득 이후 바누아투 현지 거주 의무 없음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되는 조세 환경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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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다 바누아투 시민권  승인 실적 보유
국내 최단기(10일) 바누아투 시민권 승인 케이스 보유 

국내 최초 바누아투 시민권 프로그램 런칭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는 지난 2018년,국내 최초로 바누아투 시민권 프로그램을 런칭하였으며   
국내 최다 승인 실적과 함께 MCC만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로 단 10일만에 바누아투 시민권을

승인받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바누아투 국적 취득,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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