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특권과 혜택   

미소의 나라 태국에서 누구나 쉽게 경험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최초 국가에서 제공하는   

 

명품 (名品) 그리고  (高) 고품격 서비스  

비자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Our country's finest membership  

join our program to make the most of your valuable time in the land of smiles  

Authorized General Sales and Service Agent Thailand Elite Korea.com by Jonythai  

 

 



 
본 회원권은 태국 정부 관광청 산하 ‘타일랜드 엘리트 프리빌리지 (Thailand Elite Privilege Co.,Ltd) 사' 에서 운영중이며 정부가 인증한 유일한 장기체류 관광비자 프로그램입니다. 

 
 
 

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특권과 혜택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편안한 휴식과 휴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태국을 방문하시는 귀빈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엄선한 혜택을 오직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이 특권과 혜택은 세계 최초 국가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 산하 ‘타일랜드 엘리트 프리빌리지 카드 사’에서 운영중인  본 상류 클럽의 멤버십은 누구가 쉽게  누릴 수  없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국가 멤버십 프로그램인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최상의 장기체류 관광비자를 취득하고 특별하게 엄선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전역의 명문 골프장, 스파, 호텔, 의료시설과 쇼핑 등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경험해 보십시요.  
 

 
세계적인 문화 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속에 아름다운 미소를 담은 태국에서 당신의 멋진  삶을 상상해보세요.  

{타일랜드엘리트사 CEO 영상보기} 

 

https://youtu.be/Loo-IWfex5c


 

 

특권과혜택  
♤태국에서 멋지고 특별한 남들과 차별화된 高 고품격 여행을 원하시는 분,   

♤멋진 새로운 삶과 윤택한 생활 속에 여가를 함께 즐기면서 장기체류를 희망하시는 분,  

♤세계적 최고수준의 고품격 명문 의료시설과 골프장 그리고 스파와 쇼핑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체류를 원하시는 분,  

♤비즈니스 차 태국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공항 전용 개인 의전서비스를 비롯하여 프리미엄라인 (퍼스트트랙)  공항라운지, 리무진서비스, 어시스턴트 항시 24/7 대기 회원컨텍센터 운영 

비즈니스 컨설팅, 정부 컨시어 및 체류비자 특혜/ 운전면허 취득, 은행계좌 개설 및 기타 우대 서비스를 비롯하여 호텔, 골프장, 의료시설, 레스토랑, 면세점, 쇼핑몰 할인 부터 차별화된 최고의  특권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장기 체류비자와 골프 그리고 다양한 여행을 名品 으로 즐기세요>  

 

 



 

THAILAND ELITE RESIDENCY VISA PROGRAM 

 -엘리트카드 개인 회원 특혜-  

 
선택받은 회원분들 에게는 전용기와 전용요트 서비스 까지 확대하여 품격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누릴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권은 태국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출입국 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최저 5년 회원권 이지엑세스  부터 10년 회원권   프리빌리지 엑세스  

, 20년  그랜드 얼티메이트 프리빌리지  회원권 패키지와 추가  멤버 가입이 가능한 패밀리 회원권 까지  

 총 7가지 회원권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 회원권 패키지 참고>  

 



 

 

입국비자 특전 - 필요 시 체류기간을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는 갱신 가능한 5년 복수 입국 비자 

 

태국에서 여러분을 귀빈으로 모십니다.  
특권으로 제공되는 5년 입국비자는 1년 마다 연장과 갱신이 가능한 5년 복수 입국비자를 제공합니다.   

 

 

 



 

체류하는 동안 특별하게 엄선된 명문 골프장을 비롯하여 스파  & 웰니스, 쇼핑, 의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와 특권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VENDOR LIST / 참고> 

 

<한국 공식 에이전트 타일랜드 엘리트 코리아 닷컴은 엘리트 프리빌리지사로 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조니타이에서 운영중이며 회원권 취득과 비자발급을 위해서  

그동안 수십년 동안 쌓아온 인맥과 노하우를 통하여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특별하게 해결해드립니다.>  

 

https://jonyjung.tistory.com/2359


 

 

● 회원 가입 시 승인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타일랜드 엘리트 코리아 닷컴 (조니타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절차 1 ( 신청자)   절차 2 (에이전트)   절차 3 (타일랜드 엘리트 본사)  

영문 신청서 작성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서비스 제공  
여권 사본 첫 페이지 (신원정보면 페이지)  
여권 사증 페이지 최근 페이지까지  
증명사진 (고화질)  
 
*모든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본인 서명 (날인) 

신청서 작성후 준비된 서류 스캔 파일  이메일  또는  우편 으로  타일랜드 
엘리트 코리아 (조니타이) 접수  
 
 
*조니타이는 중계 에이전트가 아닌 타일랜드 엘리트 프리빌리지 본사로 부터 
인증받은 공식 에이전트 이므로  TCP 본사로 바로  접수  

접수된 신청서는 엘리트 프리빌리지 카드사 의 승인절차를 걸친후  출입국 
관리국 심사과정 승인 절차 대기,  고객의 이메일 또는 기재된 연락처로 
심사과정 및 승인 결과 안내문 발송  
 
 
*이후 모든 절차는 엘리트 프리빌리지 본사 고객센터 또는 접수한 
에이전트에서 확인가능 / 고객센터 한국어 서비스제공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UTC/GMT+7  

절차 4 (신청자)  절차 5 (타일랜드 엘리트 본사)   절차 6 (신청자 / 엘리트 회원) 

최종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본사로 부터 안내문 발송 및  회원 가입비용 타일랜드 
엘리트사 본사 계좌로  송금 (USD 또는 THB 바트로 송금 가능)  
 
*국제 외환송금 또는 태국 시중은행에서 이체가능  
*은행 또는 온라인 계좌로 이체한 송금 영수증 또는 증명서 캡쳐  

회원 가입비용 입금 확인후 회원 아이디 발급 및 환영인사 안내문 발송   엘리트 비자 발급날짜 및 지역 선택가능 (사전 고객센터로 접수)  
 
*국제선으로 태국 도착후 엘리트 개인의전서비스 안내를 받으며 공항 
전용창구에서 발급을 권함. 또는 방콕 시내 출입국 관리국에서도 발급가능  

 

*신청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존 다른 체류비자를 취득하셨다면 취소를 하셔야합니다. / 태국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권한은 태국 출입국 관리법을 준수합니다.>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가입 신청자 및 자격은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카드사 (Thailand Privilege Card Company Limited)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ttps://jonyjung.tistory.com/2094


*기본 엘리트 회원권 특혜 

<아래는 엘리트 회원가입 신청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인기품목 입니다. 그외, 회원 패키지는 제일하단 리스트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년 회원권 - 타일랜드 이지엑세스  

 

도착 및 출발 - 회원의 입, 출국시  개인 의전서비스/환영,  환송 및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신속한 이민국 심사및 여권수속 

✈ 국제선 이용시 공항 - 호텔 또는 공항, 최종목적지까지 무료 리무진 서비스 제공  

(회원권 유효 사항참고) 

5년 회원권 /1년마다 갱신비자  

회원권 유효기간 5년  

회원 가입비 회원권 업그레이드 

가입 조건 5년 

50만 바트 (부가세 포함) 

150만 바트(부가세 포함) 추가 납입 시 일반회원권으로 변환 가능  

<양도 및 환불 불가>  

- 전용 라운지 이용 - 

-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민국(서비스), 운전면허증 및 노동 허가증 발급 시 간소화 및 보조 

- 면세점 혜택 및 엄선된 협력사, 호텔, 레스토랑 및 쇼핑 센터 이용 시 특별 할인 

- 24시간 영어 상담 서비스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오전 6시 – 오후 9시* *방콕 표준시 (GMT +7)- 

 20년 회원권 - 타일랜드 그랜드 패키지 

 

도착 및 출발 - 회원의 입, 출국시 개인 의전서비스 /환영, 환송 및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신속한 이민국 심사및 여권수속 

✈ 국제선 이용시 공항 - 호텔 또는 공항, 목적지까지 무료 리무진 서비스 제공 

                  엄선된 (명문) 협력사의 특전 - 골프: 연 24회 골프장 그린피 무료 

 스파: 연 24회 무료 이용 / 병원: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전용요트/ 전용기 이용가능  

회원권 유효기간 20년 

회원가입비 2백만 바트 

양도 수수료 현 시세의 20% 

연간 회비 20,000바트 

<부가세 불포함> 

- 전용 라운지 이용 - 

-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민국(서비스), 운전면허증 및 노동 허가증 발급 시 간소화 및 보조 

- 면세점 혜택 및 엄선된 협력사, 호텔, 레스토랑 및 쇼핑 센터 이용 시 특별 할인 

- 24시간 영어 상담 서비스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오전 6시 – 오후 9시* *방콕 표준시 (GMT +7)- 

 

*자세한 문의는 타일랜드 엘리트사로 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한국공식 에이전트 ‘타일랜드 엘리트 코리아 닷컴 by 조니타이로 문의바랍니다.   

Authorized General Sales and Service Agent Thailand Elite Korea.com by Jonythai  

 



*회원  카드 발급 종류  / 다이아몬드 카드 , 로즈골드 카드 , 화이트골드카드, 로즈골드카드, 로즈골드카드,  화이트골드카드,  화이트 골드카드,  브론골드 카드    

 
세부사항/ 프로그램 

 
얼티메이트 프리빌리지  

 
 패밀리프리미엄 

 
프리빌리지 엑세스 

 
패밀리 엑스큐션 

 
패밀리 알토노티브 

 
이지 액세스 

 
수페리어 엑스텐션 

자격조건 
 

외국인  외국인 코어 회원 
 (얼티메이트 프리빌리지) 

외국인  외국인 
(최소 2인,또는 이상)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유효기간 
 

20년  멤버 유효성에 한에 
(별도문의) 

10년  5년  10년  5년  20년 

회원권  2,000,000바트 
(부가세 별도) 

1,000,000바트 
(부가세 포함) 

1,000,000바트 
(부가세 포함/각각) 

800,000바트 
(부가세 포함) 

800,000바트 
(부가세 포함) 

500,000바트 
(부가세 포함) 

1.000,000바트 
(부가세 포함 ) 

추가 회원(맴버) 가족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800,000바트 
(부가세 포함/각각 

300,000바트 
(부가세 포함/각각) 

700,000바트 
(부가세 포함)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회원권 양도  1회  직계 가족에 한에 1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회원권 양도금액  
 

현 시세의  20%   현 시세의  20%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연회비   20,000바트  
(부가세 별도) 

10,000바트 
(부가세 포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나이 
 

20세이상  나이무관  나이무관  나이무관  나이무관  나이무관  나이무관 

비자 (회원권)  
 

5년마다 갱신  5년마다 갱신  5년마다 갱신  5년  5년마다 갱신  5년  5년마다 갱신 

공항 서비스 
(EPA 서비스 + 출입국수속)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공항 라운지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단거리 공항 경유 서비스 
(50 or 80km) (국제선에 한함) 

무제한  무제한  연18회/개인/단체사용공제  연4회/개인/단체사용공제  해당 사항 없음  연 24회 
 

해당 사항 없음 

장거리 공항 경유 
(275km) (국제선에 한함)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연6회/개인/단체사용공제 
 

해당 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골프/골프코스 /쿠킹클래스 
-복싱(무에타이) 체험 / - 
승마  -코끼리 캠프 -일일 투어  

연 24회  연10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아로마 마사지 / 타이마사지 
-마사지 / 스파 패키지 프로그램  

연 24회  연10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정기 건강검진 -페이셜 
트리트먼트 
-치과 치아 건강 서비스  

연 1회  해당 사항 없음  연1회/1인당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공항 의전서비스 
-EPA (엘리트 개인영접) 
-공항 라운지 
-콜센터 -EPL-(엘리트 개인 연락) 
-90일 거주신고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리무진 서비스  
-정부 컨시어 / 은행업무  
-회원 컨텍센터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프라이빗 젯 (전용기) 
-프라이빗 요트 (전용 요트) 
-파라곤 쇼핑센터 /킹파워면세점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가능 

-업그레이드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500,000바트  해당 사항 없음 

 



(부가세 불포함) 
*직계가족 =배우자를 포함한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에 한에.  **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푸켓 이용가능  (자료 번역 및 업데이트: 타일랜드 엘리트코리아 닷컴 ⓒ  조니타이  - Translated /Update by www.thailandelitekorea.com  by www.jonythai.com / 
10  APR 2020  

 

‘타일랜드 엘리트 코리아닷컴 은  새로운 여행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태국 여행 ⓝ  방송코디네이터 #조니타이에서 운영하는 한국공식 에이젠트 입니다.  

 www.thailandelitekorea.com / www.jonythai.com  

 

 

 

대한민국:  +82-(0)10-5288-7866  / 태국  +66 (0 )61--881-2019 / +66(0)2006-8840  / 방콕 핫데스크 : 312 Ratchadaphisek 14 Alley, Huai Khwang, Bangkok 10310 / 서울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1가 (회현동1가)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101동 3102호 

이메일: jonyjung@gmail.com / info@thailandelitekorea.com / 타일랜드 엘리트 코리아 홈페이지: www.thailandelitekorea.com   / 태국여행 ⓝ 방송코디네이터 조니타이: www.jonythai.com 

 라인/ 카톡 아이디: jonyjung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 후 문의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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