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방문 (C 3 8)
SHORT TERM VISITOR (OVERSEAS KOREAN) (C-3-8)
신청요건 / ELIGIBILITY: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미만인
자.
A person who is defined by the Article 2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below the age of 60.

동포 방문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인은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서류의 정확한 사본을 지참해야합니다.
Every applicant who requests a visa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Short-Term Visitor (overseas
Korean) Visa must apply through the Korea Visa Application Centre.
You can apply for a multiple-entry visa valid for 3 years, and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can ask
for additional documents.
The visa applic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in original as well as by a
clear copy of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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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Y

아니오/N

비고 / REMARKS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Visa Application Form (Form no. 17)
신청한 비자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Passport with validity at least till the expiry of
the requested visa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cm 사진
One 3.5X4.5 cm picture taken in the past 6
months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거민증, 호구부 등)
Official documents proving you are overseas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유서류 / SPECIFIC DOCUMENTS
중국국적동포의 경우:
중국 신분증;
호구부
FOR Chinese Korean:
Chinese ID card;
Household register booklet (hukou)

담당자 서명 / Signature of the Officer

신청인 서명 / Signature of the Applic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