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우리나라와 태국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따라서 관광 목적으로 태국 입국시 유효한
여권과 현지 체류 주소 등이 있으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전시회 참가/해외 비즈니스 미팅 출장 등의 목적이 아닌 판촉 행사 개최 등의 목적으로 체류 시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비즈니스 비자
(취업, 출장비자)인 Non-Immigrant B Visa 발급이 필요하다.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에는 공휴
일을 제외하고 2박 3일일 가량이 소요되며, 발급 수수료로 2,000밧 상당(약 8만 원)의 원화를 납부해야 한다.

비자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회사구비서류와 개인구비서류가 다르며 각각 아래와 같다.

ㅇ 회사구비 서류
- 노동부 및 투자청 고용허가서
- 태국회사의 초청장 원본 1부(비자를 수령할 본인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발신은 태국회사, 수신은 주한태국 대사관)
- 태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부
- 태국회사의 등기부 등본 1부
- 태국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급여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최소 급여는 45,000밧 이상) 혹은 재직증명서(출장일 경우 생략 가능)
- 태국회사의 법인세 납세증명서(50 카테고리 및 01 카테고리)
- 태국회사의 부가세 납세증명서(20 카테고리 및 최근 3개월 30 카테고리)
*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영문 사유서 제출
* 회사측 구비서류가 사본일경우 매 페이지마다 회사 직인과 대표자 사인이 직접 날인되어 있어야 함

ㅇ 개인구비 서류
- 비자신청서
- 영문이력서 1부
- 영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영문 주민등록등본 1부
- 여권사본 1부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반명함판 사진 1자(3.5*4.5 cm)
- 영문 잔고증명서(잔고 10,000 밧 또는 400,000원 이상)
- 현지 거주증명서(부동산 계약서, 호텔예약확인서)
- 항공권 예약확인서(영문)
-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또한 주한태국대사관은 상기 구비서류 외의 추가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턴으로 태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단, 학업목적의 교육비자(Non-ED)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학교에서 인턴업무가 학점으로 인정된다
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햐여 한다.

주한 태국 대사관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7

- 전화: (02) 795-3098/0095
- 팩스: (02) 798-3448
- 홈페이지: http://www.thaiembassy.org/seoul/ko/home
- E-mail: thaisel@mfa.go.th
- 휴일: 토·일요일, 한국 공휴일
- 운영시간: 9:00~12:00, 13:00~15:30
- 비자 신청 및 발급: 09:00~12:00(비자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나 수령은 접수증과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지참시 대리 수령 가능, 우편
수령 불가)

참고로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취업을 금지한다. 즉, 태국
에 취업할 사람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자격에 적합한 비자(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허가 관련 신청 양식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노동자 관리국 홈페이지: https://www.doe.go.th/prd/main/downloads/param/site/1/cat/14/sub/0/pull/category/view/listlabel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태국 세관의 휴대품 면세범위은 담배 200개비(250g), 주류 1리터이며 , 8만 밧(약 300만 원) 이하의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은 물품으로
허용 범위 초과 시 압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국에서 전자담배 반입은 불법이며 담배 10갑 초과 시 보루당 최소 10배 이상의
벌금 부과 사례가 빈번하므로 허용 수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관검사를 통과하여도 태국 세관은 공항 어디서든
지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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