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D 5)
JOURNALIST LONG TERM NEWS COVERAGE (D 5)
신청요건 / ELIGIBILITY: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 파견되어 활동 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A person who plans to engage in reporting or news coverage in Korea, that has been dispatched to the
branch officer or is sent by a foreign firm.
In detail:
• Journalist dispatched by a foreign media firm (newspapers, broadcasting, magazines, or other
information media) that has a branch officer in Korea;
• Journalist on a contract with a foreign media firm who plans to stay in Korea for news report of
coverage.
취재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인은 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었을 경우 고용인이 비자포털에서 먼저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수비자 (유효기간 3개월)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very applicant who requests a visa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Long Term News
Coverage visa must apply always through the Visa Application Center. In case of dispatched to a
branch in Korea, the employer may apply first through the Visa Confirmation Issuance Portal.
Note that you can apply for a single-entry visa, valid for 3 months and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or the Immigration Office can ask for additional documents.

담당자 작성 / FOR THE STAFF TO FILL:
신청인 성명 / Applicant’s Full Name
여권번호 / Passport Number
전화번호 / Telephone Number
이메일주소 / Email Address
예약고유번호 / Appointment Unique Reference Number
신청일자 / Date

공통서류 / COMMON DOCUMENTS

예/Y

아니오/N

비고 / REMARKS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신청할 사증 만료기간까지 유효한 여권 및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사본
Passport with validity at least till the expiry of
the requested visa and one copy of the biopage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cm 사진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특파/파견 업무 내역/증빙서
또는
현 재직 회사에서 작성한 파견명령서
또는
현 재직 회사에서 작성한 재직증명서
Proof of overseas assignment;
OR
Dispatch order;
OR
Proof of employment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Copy of permit of establishment of the Korean
branch or liaison officer;
OR
Proof of capital flowing into a Korean branch
office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후 비자를 신청하는 자: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신청할 사증 만료기간까지 유효한 여권 및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cm 사진
• 사증발급인정 비자발급확인서 사본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Applicants:
• Visa Application Form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Form no. 21);
• Passport with validity at least till the expiry
of the requested visa and one copy of the
bio-page;
•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 Copy of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Certificate

담당자 서명 / Signature of the Officer

신청인 서명 / Signature of the Applic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