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트 멤버 체류 연장 관련 경고사항 

90일 이상 미허가 체류자 대상 태국 1년 입국 금지 

 

태국 정부는 기존에 태국 체류 중이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에게 조건적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출입국에서의 체류 연장 신청 없이 2020년 3월 26일부터 10월 31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엘리트 회원 분들 중 비자 연장 서비스 신청이 지연되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허가 체류 상태에 있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비자 면제 

기간 이후 이민국에서 신청 기간 내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 분들은 

최소 1년 간 태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허가 체류에 따른 불이익으로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 

드립니다. 11월 1일까지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분들은 허락된 체류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최대 

20,000바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29일 이후에도 태국에 남아있는 

회원들은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1년간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회원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벌금과 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 항상 여권에 기입된 체류 허용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전에 반드시 체류 연장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을 위한 태국 오버스테이 체류 관련 규정 

1. 스페셜 입국 비자(Special Entry Visa, SE)가 있는 회원들은 신청 시마다 90일 간 체류 기한이 

연장됩니다.  

2. 프리빌리지 입국 비자(Privilege Entry Visa, PE)가 있는 회원들은 신청 시마다 1년 간 체류  기한이 

연장됩니다.  

내무부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 No.1/2558 법령은 태국 정부에 의해 2016년 3월 20일 

오전 1시(태국 기준)부터  시행 효력을 갖게 되며, 태국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따라야 할 규정 및 규칙입니다:  

1. 외국인은 태국에 도착한 후, 체류 허가를 받은 기간보다 오래 태국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2. 2016년 3월 20일 법령 시행 이전에 태국에 오버스테이 하고 있던 외국인은 태국을 떠나는 것을 

허가 받기 전 이민국에 신고하고 1일당 500바트(최대 20,000바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3.  2016년 3월 20일 법령 시행 이후 태국에 오버스테이 중인 상태에서 출국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1일당 500바트(최대 20,000 바트)를 지불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 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출입국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3.1 외국인이 9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1년 간 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3.2 외국인이 1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3년 간 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3.3 외국인이 3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5년 간 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3.4 외국인이 5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10년 간 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체포되거나 기소 된 경우: 

3.5 외국인이 1년 이하의 오버스테이를 했을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5년 간 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3.6 외국인이 1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를 했을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10년간 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오버스테이 규정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mmigration.go.t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ailand Privilege Card MCC at +66 2 352 3000 or 
memberservice@thailandelite.com   

http://www.immigration.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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