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취업 비자 (Non-B) : 워크퍼밋 없는 경우 

회사구비서류 

1.) 노동부 또는 투자청 (BOI) 고용허가서 

2.) 태국회사의 초청장장 원본 1 부 (비자 받을을 본인의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 반드시 기제,  

발신은 태국회사, 수신은 주한태국대사관) 

3.) 태국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 부 

4.) 태국회사의 등기부 등본 1 부 

5.) 태국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 (급여 반드시 기제 45,000 바트 이상)  

6.) 태국회사의 법인세 납세증명서 (50 카테고리 [ภ.ง.ด.50] 및 01 카테고리 [ภ.พ.01]) 

7.) 태국회사의 부가세 납세증명서 (20 카테고리 [ภ.พ.20] 및 최근 3 개월 30 카테고리 [ภ.พ.30]) 

 세금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엔 영문 또는 태국어 사유서 제출 

 회사 구비 서류 2 번에서 6 번서류의 경우 사본이어도 상관은 없으나 매 페이지마다 

회사직인과 대표자 사인이 직접 찍혀 있어야 함. 

 

개인구비서류 

1.) 비자 신청서 

2.) 여권용사진 (3.5 * 4.5 cm) 

3.) 여권 

4.) 여권 사본 1 부 

5.) 영문 이력서 1 부 

6.) 영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 부 

7.) 영문 주민등록등본 1 부 

8.) 비자신청일 기준 한달이내 발급된 영문 잔고증명서 (잔고 45,000 바트 또는 1,700,000 원 이상) 

9.) 현지 거주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호텔 예약 확인서 등) 

10.) 코로나 19 치료비가 1 억 3 천만원 또는 10 만불 이상 보장되는 영문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11.) Declaration form 
 

------  

온라인 COE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비자 수령 후 https://coethailand.mfa.go.th 에서 신청 가능 

1.) 비자 

2.) 비행기표 예매확인서 

3.) 영문 ASQ 격리호텔 예약확인서 (www.hsscovid.com 에서 ASQ 격리호텔 리스트 확인필요) 

4.) 코로나 19 치료비가 10 만불 또는 1 억 3 천만원이상 보장되는 영문 보험가입증서 

5.) 비자타입에 따른 필요서류 

 

https://coethailand.mfa.go.th/
http://www.hsscovid.com/


(b) 선생님으로 가시는 경우(Non-B Teaching) 

 

1.) 태국 학교 또는 대학교 초청장 (영문이름과 여권번호 기제 필수) 

2.)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및 관련 기관 고용허가서 

3.) 학교 설립허가서 

4.) 학교장 임명허가서 

5.) 영문 이력서 1 부 

6.) 코로나 19 치료비가 1 억 3 천만원 또는 10 만불 이상 보장되는 영문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7.) 비자 신청서 

8.) 여권용(3.5 * 4.5 cm) 사진 

9.) 여권 (유효기간 6 개월 이상) 

10.) 여권 사본 1 부 

11.) Declaration form 

 

------  

온라인 COE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비자 수령 후 https://coethailand.mfa.go.th 에서 신청 가능 

1.) 비자 

2.) 비행기표 예매확인서 

3.) 영문 ASQ 격리호텔 예약확인서 (www.hsscovid.com 에서 ASQ 격리호텔 리스트  

    확인필요) 

4.) 코로나 19 치료비가 10 만불 또는 1 억 3 천만원이상 보장되는 영문 보험가입증서 

5.) 비자타입에 따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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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취업 동반 가족 비자 (Non-O) 

 

1.) 태국 회사 발행 초청장 (동반 비자 받을 가족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필히 기재)  

2.) 여권 (유효기간 6 개월 이상) 

3.) 여권 사본  

4.) 여권용 사진  

5.) 비자 신청서  

6.) 영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행)  

7.) 취업비자 받은 가족의 여권 사본 , 기존의 비자 사본 (있는 경우) 

8.) 취업비자 받은 가족의 1 개월 이상의 만료기간 남은 워크퍼밋 사본 1 부 또는 노동부 / 

 투자청 (BOI) 고용허가서 사본 

9.) 비자신청일 기준 한달이내 발급된 영문 잔고증명서 (잔고 45,000 바트 또는 1,700,000 원 이상) 

10.) 현지 거주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호텔예약확인서 등)  

11.) 코로나 19 치료비가 1 억 3 천만원 또는 10 만불 이상 보장되는 영문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12.) 비자 신청서 

13.) Declaration form 

 

------  

온라인 COE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비자 수령 후 https://coethailand.mfa.go.th 에서 신청 가능 

1.) 비자 

2.) 비행기표 예매확인서 

3.) 영문 ASQ 격리호텔 예약확인서 (www.hsscovid.com 에서 ASQ 격리호텔 리스트 

확인필요) 

4.) 코로나 19 치료비가 10 만불 또는 1 억 3 천만원이상 보장되는 영문 보험가입증서 

5.) 비자타입에 따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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