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지원 세부 기준

□ 신청 기준
1) 접수 마감일까지 보도되지 않은 기획취재안을 대상으로 함.
2) 선정된 주제는 변경할 수 없음. 불가피한 경우 재단과 협의.

□ 결과 제출
- 보도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경비내역서 제출

□ 정산 기준
1) 정산은 별첨된 ‘기획취재지원 경비 지원 기준’에 따름. 항목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선 재단과 사전 협의함.
2) 정산은 보도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함.
3) 정산시 영수증 원본을 필히 증빙해야 함.

□ 취재지원비 지급 기준
1) 지급처는 선정된 취재팀의 회사로 함.
2) 지원금은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기 직전 예상 소요 예산의 50%를 지급함.
3) 정산 후 잔금은 결과보고서 및 경비내역서 확인 후 지급함.

□ 기타사항
1) 보도시 ‘삼성언론재단 기획취재지원’ 표기나 ‘본 기사(방송)는 삼성언론재단의
기획취재지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기함.
2) 기획취재안을 중도 포기하여 관련 내용이 보도되지 않거나 기획이 변경되어 5회
미만 보도로 끝날 경우 旣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해야 함.
3) 타 재단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취재지원 경비 지원 기준
□ 해외 취재시 항목별 지원 기준
구분

항목

지원 기준

증빙서류

항공료

economy class 기준 실비 지원

e티켓 & 영수증

기차/배/장거리

일반실 기준 실비 지원

탑승권 & 영수증

보험료 포함 USD100/日 이내

영수증

버스 탑승료
여비

차량 렌트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당 USD200/日 이내 실비 지원

영수증

취재비

1인당 USD120/日 정액 지원.

송금 영수증

식비 및 현지 교통비 포함.
통역비

1인당 USD200/日 이내 실비 정산

사례비 지급 확인서

가이드비

1인당 아시아권 USD100/日 이내

(인적사항/지급내역

그 외 지역 USD200/日 이내

포함)& 송금 영수증

실비 정산
진행비

자문비 및 사례비

1인당 USD200/日

장비 대여료

취재 및 촬영에 꼭 필요할 경우

청구서 & 영수증

인정. 실비 정산
행사 참가비 및

취재에 필요할 경우 인정.

입장료

실비 정산.

기타

취재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장권 or 영수증
영수증

기타 항목에 한해 실비 정산
- 항공, 숙박, 가이드, 통역 등 대행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외부업체(여행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정산시 증빙서류는 업체 발급 청구서(내역서 및 E티켓 포함),
송금 영수증으로 증빙함. 업체 수수료는 10% 이내 인정.
- 숙박비의 경우 숙소 내 부대서비스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통신비, 여행자보험료, 비자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국내 취재시 항목별 지원 기준
구분

여비

항목

지원 기준

증빙서류

항공료

economy class 기준 실비 지원

e티켓 & 영수증

기차/배/장거리 버스

일반실 기준 실비 지원

탑승권 & 영수증

숙박비

1인당 7만원/日 이내

영수증

취재비

1인당 5만원/日 정액 지급

송금 영수증

탑승료

(식사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문비

취재 자문 1인당 20만원/日

사례비 지급 확인서
(인적사항/지급내역
포함)& 송금 영수증

진행비

장비 대여료

취재 및 촬영에 꼭 필요할 경우

청구서 & 영수증

인정. 실비 정산
기타

취재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수증

기타 항목에 한해 실비 정산
- 서울, 경인지역은 출장지역에서 제외되며 서울, 경인 이외의 지역은 이동 및 업무로
소요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임.
- 숙박비의 경우 숙소 내 부대서비스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