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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태국	왕국	Kingdom	of	Thailand

국왕✻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
	 								Bhumibol	Adulyadej

수도✻방콕Bangkok

통화✻태국의	공식	화폐는	밧Baht(이하	B)이

다.	1B,	5B,	10B까지는	동전이며	20B,	50B,	

100B,	500B,	1000B의	지폐를	사용한다.	1B

는	100사땅Satang이며	25	Satang과	50	

Satang을	사용한다

환율✻1USD=약	36B,	1B=약	33원

(2015.	12	기준)

환전✻USD는	태국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지만	한국	원화는	환전하기가	

쉽지	않다.	원화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B으로	환전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태국	전역에	은행과	환전소,	

ATM이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고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등지

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수월하지만	서민	식

당	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온✻평균	기온	29℃,	5~10월	우기,	11~2

월	건기,	우기에는	1일	1~2회	스콜성	소나

기가	내림

인종✻태국	80%,	중국	8%,	기타	12%

언어✻태국어,	관광지	대부분	영어	소통

종교✻불교	95%,	이슬람	4%

전압✻220~240V,	50HZ.	한국과	같은	2핀	

코드	사용

국가전화번호✻66

전화✻001-82(한국)-2(서울)-000-0000	

순으로	전화를	한다	콜렉트 콜	한국의	통신

회사에	연결해	전화를	한다.	일반전화,	우체

국,	한인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KT	

001-999-82-1000,	데이콤	001-999-

82-2000,	온세통신	001-999-82-3000	

여권✻유효	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비자✻한국인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

일까지	관광,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	가능

시차✻한국보다	2시간	느리다

물가✻한국보다	조금	낮은	편

팁✻호텔과	품격이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20B~50B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좋다.	계산

서에	아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줄	

필요가	없다

화장실✻숙소,	공항	등의	화장실은	대부분	

한국과	같다.	백화점,	터미널,	휴게소	등	공

중화장실의	경우는	휴지가	비치돼	있지	않

다.	휴지를	주며	화장실	사용료	2B~3B을	입

구에서	징수한다.

숙소 예약✻태국은	전	세계에서	호텔이	가

장	많고	또	저렴한	나라	중	하나다.	초특급	

호텔의	경우	객실	요금이	한국과	차이가	없

지만	웬만한	호텔들은	미리	예약을	하고	가

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고다	www.agoda.co.kr

익스피디아	www.expedia.co.kr

호텔스닷컴	www.hotels.com

싸왓디닷컴	www.sawadee.com

호텔타일랜드	www.hotelthailand.com

아시아트래블	www.asiatravel.com/thailand

E호텔부킹	www.ehotelbooking.com

INFORMATION

기초정보

태국개관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무척	무례한	행동이다.	태국	사람들은	특히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좋

아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함을	나타내는	행동이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고의건	아니건	상대방

의	머리를	건드리게	됐다면	즉시	사과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오래 쳐다보는 행동✻무례한	행동이며	때로는	싸움을	거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태국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우리나라와	같이	실내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태국에서의 불상✻태국	내의	모든	불상은	크든지	작든지	오래된	것이든지	새	것이든지	모두	

신성한	것이다.	이는	국교인	불교에	대한	태국인들의	깊은	신앙심이	반영된	것으로,	누구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	불상에	올라간다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태국의 왕실✻태국은	군주제	국가로	태국의	왕실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관광객들은	

무심코	왕실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태국에서의 공공 예절✻태국인들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찮은	입씨름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

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가장	몰상식한	사람이라

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남녀간의	애정표현	역시	바람직한	행동이	아

니므로	조심해야	한다.	

태국에서의 인사 예절✻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양	손

바닥을	합장한	자세로	목례를	한다.	또한	손아랫사람이	윗사람

에게	먼저	하고	손윗사람은	같은	자세로	이에	응답하는	것이	예

의	바른	행동이다.	

태국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호칭✻태국에서는	‘성’으로	타인을	호

칭하는	대신	‘쿤,	Khun(Mr.	Ms.	Mrs.)’의	앞에	이름을	넣어	부른다.	

이는	상대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로,	본인의	이름으

로	불리었더라도	상대방을	무례하다고	할	필요는	없다.	

물건을 건네줄 때✻태국에서는	타인에게	물건을	건네줄	때	왼손은	사용하지	않는다.	태국에

서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이다.	

Etiquette

여행 예절 

태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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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끄란Songkran	4월	13~15일.	새해맞이	축제로	거리에

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더위를	잊는	태국	최고의	축제

다.	전국에서	행해지며	특히	방콕	카오산	로드와	싸남루

앙	광장,	치앙마이에서	펼쳐지는	행사가	유명하다.	이밖

에	파타야,	쏭클라,	핫야이의	쏭끄란도	인기	있다.

FESTIVAL

FESTIVAL >>

축제

태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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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이끄라통Loi Krathong	11월.	보름달이	뜨면	꽃으

로	장식한	바나나	잎에	초,	향,	동전을	실어	강에	

띄워	보낸다.	러이끄라통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

은	쑤코타이.	치앙마이에서는	화려한	원색의	종이	

풍선을	하늘에	띄워	보내며	모든	근심을	잊는다.

태국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발달해	있다.	대부분의	축제는	음력	날짜에	맞춰	열리므로	날짜

가	유동적이다.	축제에	관한	정확한	일정과	정보는	태국관광청	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www.tourismthailand.org,	www.tat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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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장소	 시기	 내용

			버쌍	우산	축제	 치앙마이	버쌍	 1월	중순	 종이우산	전시	및	미인	선발대회

			따와이	목공예	축제	 치앙마이	반	따와이	 1월	말~2월	중순	 목공예품	전시,	판매,	미인	선발대회

			꽃	축제	 치앙마이	 2월				 겨울	꽃	전시,	판매,	미인	선발대회

			방콕국제영화제	 방콕	 2월	중순	 유명	호텔,	영화관에서	200여	편의	영화	
	 	 	 	 상영.	콘서트,	세미나,	시장	등	다양한	행사

			나라이	왕	기념제	 롭부리	 2월	중순	 아유타야	나라이	왕을	기리는	행사

			마카부차	 전국	 3월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	1,250명의
	 	 	 	 제자가	모인	것을	기념해	전국		
	 	 	 	 사원에서	밤낮으로	다양한	행사

			파타야	국제	음악	축제	파타야	 3월	중순	 태국	및	국제적인	가수들과	함께	
	 	 	 	 펼쳐지는	대규모	음악	축제

			버이	쌍	렁	기념식	 매홍쏜	 3~4월	 타이야이	부족	소년들의	
	 	 	 	 승려	출가	기념	행사

			파놈룽	축제	 부리람	 3~4월	 크메르	유적	
	 	 	 	 쁘라쌋	힌	카오파놈룽	기념	행사

			쏭끄란	축제	 전국	 4월	13~15일	 새해를	맞이해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복을	기원

		프라	빠댕	쏭끄란	 싸뭇쁘라깐	 4월	중순	 몬족의	정월	맞이	축제.	
	 	 	 	 다양한	종교의식

		국제	연날리기	축제	 후아힌	 4월	중순	 International	Kites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	

			왕실	풍년	기원제	 방콕	싸남루앙	 5월	중순	 풍년을	기원하는	고대	브라만	의식

			리치	과일	축제	 치앙라이	 5월	말	 과일	판매,	수공예품	전시,	
	 	 	 	 미인	선발대회

			위싸카	부차	 전국	 5월	말	 부처의	일생을	기리는	촛불	행사

			왕실	선박행렬행사	 방콕	 6월	 Rayal	Barge	Procession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

			국제	촛불	축제	 방콕,	우본	라차타니	 7월	 촛불조각깎기	등	다양한	행사	

			씨리낏	왕비	탄신일	 전국	 8월	12일	 왕궁	주변과	모든	공공건물을	
	 	 	 	 꽃과	등으로	장식

			국제	보트	경주	대회	 아유타야	 9월	 International	Boat	Races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보트	대회

			앗쌀라	부차	 전국	 음력	8월	보름	 부처의	첫	설교를	기념하는	촛불	행진

			푸껫	채식주의자	축제	 푸껫	 10월	중순	 중국인들의	고행	행사

			러이끄라통	 전국	 11월	 꽃으로	장식한	바나나	잎에	초,	향,	
	 	 	 	 동전을	실어	강에	띄우며	
	 	 	 	 소원을	비는	축제

			해바라기	축제	 롭부리,	매홍쏜	 11월				 롭부리,	매홍쏜을	뒤덮는	해바라기	축제
	 	 	 ~12월	중순

			코끼리	축제	 쑤린	 11월	중순	 쑤린에	모인	전국	코끼리들의	다양한	행사

			콰이	강의	다리	주간	 깐짜나부리	 11월	말	 역사	전시,	재연	및	빛과	소리의	쇼

			국기	분열식	 방콕	 12월				 라마	5세	기마상	부근	로열플자자에서	
	 	 	 	 왕실	근위대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행진

			국왕	탄신일	 전국	 12월	5일	 현왕인	라마	9세	탄생일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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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당에서	메뉴를	보고	있노라면	무엇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카우	팟(볶음밥),	꾸어

이	띠아우(쌀국수)	같은	한	가지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과	쏨땀,	찜쭘	등의	이싼(동북부	지역)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은	메뉴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지만,	일반	레스토랑에는	상당히	

복잡한	메뉴가	등장한다.	많게는	한	레스토랑의	메뉴가	40여	페이지에	이르는	데도	있다.	이는	

어떤	양념과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는	태국	요리의	특징	때문.	선택하기가	난감하

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면	식사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참다운	태

국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태국	음식은	한	두	명보다	여러	명이	모여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놓고	나눠	먹는	게	좋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태국	음식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명을	기준으로	음식

을	주문한다면	얌(태국식	매운	샐러드)	또는	쏨땀,	아한	탈레(해물요리),	똠얌	또는	껭쯧(수프),	

팟(볶음	요리)	또는	카레와	밥(또는	볶음밥)	정도를	주문하면	된다.	요금은	1인당	150B~400B	정

도로	예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물과	얼음은	따로	주문해야	한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거리의	노점상,	쇼핑몰의	푸드	코트	등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다.	레스토랑에서도	늘	등장하는	

메뉴다.	

꾸어이 띠아우 Noodle Soup

쌀국수.	외국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어묵,	두부,	야

채	등을	넣어서	요리한다.	야채	중에는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팍치가	들어가게	마련이다.	팍치

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마이	싸이	팍치(팍치를	빼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좋다.	음식을	주문

할	때는	면의	종류와	국수에	넣고	싶은	고기	종류를	말해야	한다.	가는	면은	쎈	미,	중간	굵기는	

쎈	렉,	넓은	면은	쎈	야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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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 팟 Fried Rice 

볶음밥.	쌀국수와	더불어	가장	많이	먹게	되

는	음식이다.	주재료로는	무(돼지고기),	느아

(소고기),	까이(닭고기),	탈레(해물),	카이(계

란),	팍(야채)	등이	있다.	돼지고기	볶음밥을	

주문하고	싶다면	‘카우	팟	무’라고	말하는	등	

카우	팟+주재료를	말하면	된다.	

팟 타이 Fried Noodle 

태국식	볶음면.	면	볶음으로	해물을	주로	섞

어서	요리하며	땅콩가루를	얹어준다.

팟 까파우 무 쌉 
Fried ground pork and sweet basil with Rice 

바질과	함께	볶은	돼지고기	덮밥.	고추와	바

질을	넣어	볶은	돼지고기	요리로	특유의	향

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어울리

는	편.	닭고기를	원할	경우	‘팟	까파우	까이	

쌉’이라고	한다.	

카우 깽 Curry over rice 

카레	덮밥.	태국식	카레는	인도보다는	약하

지만	향이	강하며	국물이	많은	편이다.

카우 무 댕 Red pork over rice 

붉은색	돼지고기	덮밥.	돼지고기를	잘게	썰

어	밥과	함께	주는	음식으로	고기가	약간	단	

편이다.

카우 만 까이 Chicken over rice 

기름기	있는	닭고기	덮밥.	찐	닭고기를	썰어	

주며	국물과	고추가	들어간	양념을	함께	준다.

카우 카 무 Boiled Pork Leg Over Rice 

돼지	족발	덮밥.	계란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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똠얌꿍 Tom Yam Kung 

세계	3대	요리로	선정될	만큼	태국을	대표하

는	음식이다.	태국식	새우	수프로	매콤하면서	

시큼한	맛을	낸다.

쑤끼 Suki

우리나라의	전골이나	일본식	샤브샤브와	비

슷한	음식으로	맑은	육수에	고기,	해산물,	

어묵,	야채	등을	넣어	끓인	후	소스에	찍어	

먹는다.	육수와	양념은	기본으로	제공되며,	

넣을	재료는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20B~60B	정도다.	다	먹고	난	후에는	

남은	국물에	참기름과	밥을	넣어	볶아	먹기

도	한다.	대표적인	쑤끼	음식점은	MK,	코카	

쑤끼	등이	있다.	

쏨땀 탈레 Spicy papaya salad with seafood 

해물이	들어간	매운	파파야	샐러드.

쏨땀 뿌 Spicy papaya salad with crab 

게가	들어간	매운	파파야	샐러드.	

얌운쎈 Spicy glass noodles salad with shrimps,

squids and minced pork

새우,	오징어,	잘게	썬	돼지고기가	들어간	

녹두	당면으로	만든	매운	샐러드.

껭 쯧 운쎈 무쌉 
Glass noodle and vegetable soup with minced pork 

잘게	썬	돼지고기,	야채,	녹두	당면이	들어

간	맑은	수프.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찌개	종류로	맛이	시원하다.

쁠라 끄라퐁 쌈 롯 
Deep-fried sea bass with spicy, sweet & sour sauce

맵고	달콤하고	신	소스를	얹은	생선	구이.	

뿌 옵운쎈 Baked soft shell crab with glass noodle 

녹두	당면이	들어간	게	찜	요리.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다.	

뿌 팟 퐁 까리 
Fried soft shell crab with curry powder 

게와	계란,	코코넛	밀크,	옐로우	카레를	섞

어	볶은	요리.

  대표적인 태국 요리

똠얌과	껭쯧은	태국식의	매콤한	찌개와	국이다.	탈레는	해산물	요리,	팟은	볶음	요리,	얌은	

태국식	샐러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요리는	1인분으로	조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시키는	게	좋다.	저렴한	요리는	50B	정도이며	비싼	해산물	요리는	300B	이상을	

호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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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 톳 까티얌 프릭 타이 
Deep fried prawns topped with garlic & pepper sauce 

볶은	마늘과	후추를	얹은	새우	튀김	요리.

꿍 팟 프릭 파우 
Fried prawns with spicy chilies sauce 

매운	고추	소스를	얹은	새우	요리.

허 목 탈레 Steamed mixed seafood with coconut 

milk & curry paste 

코코넛과	카레로	요리한	해물	요리	찜.

느아 팟 남만 허이 헷쏫
Stir-fried beef and mushroom in oyster sauce 

굴	소스로	요리한	쇠고기	버섯	볶음.	태국	식당

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음식.

쏨땀 Spicy papaya salad 

매운	파파야	샐러드.	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레스토랑에	따라	쏨땀	Somtam을	그대로	표기

하는	경우도	있다.	

까이 팟 멧 마무엉(히마판) 

Fried chicken and cashew nuts with sweet chilled paste 

달콤한	고추	소스로	요리한	닭고기와	캐슈너

트	볶음.

까이 팟 킹 온 Fried chicken breast with young ginger 

닭	살코기와	생강	볶음.

팟 팍 루엄 밋 Stir-fried mixed vegetables

굴	소스를	이용한	야채	요리	볶음.

껭 빠느아 켐/까이/룩친 쁠라 Country style curry 

paste with salted beef/chicken/fish ball 

지방식	쇠고기/닭고기/어묵	카레

  술 

비아	씽	Beer	Singha이	태국의	대표	맥

주다.	후발	주자인	비아	창	Beer	Chang,	

비아	리오	Beer	Leo도	인기.	하이네켄,	

클로스터,	칼스버그	등	수입	맥주도	

많이	즐기는	편이다.	위스키는	매콩	

Makhong이	가장	유명하다.	알코올	함

량이	35%로	소주보

다	체감	도수가	훨씬	

높다.	보통	소다수나	

얼음에	섞어	마신다.	

럼은	사탕수수로	만

든	쌩팁	Sangthip과	

쌩쏨	Sang	Som을	즐

겨	마신다.	알코올	

함량이	40%로	매

콩보다	강하다.	

  음료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와는	달리	레스토랑에서도	별도로	주

문해야	한다.	커피는	네스카페를	즐

겨	먹는다.	맛은	우리나라의	커피보

다	더	쓰고,	더	달다.	생과일	주스를	

파는	레스토랑과	카페,	노점도	많다.	

망고,	수박,	파인애플	등	여러	열대	과

일을	즉석에서	갈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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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태국은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파인애플,	수박,	파파야	등	수많

은	과일을	연중	즐길	수	있는	과일의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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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 Durian

현지인들은	‘지옥같은	향기,	천국	같은	맛’으로	표현한다.	껍질에

는	울퉁불퉁한	가시가	돋아	있지만,	말랑말랑한	크림색	속살은	

생크림에	버터를	섞은	것처럼	고소한	맛을	낸다.	하지만	고약한	

냄새	때문에	호텔에서는	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망고스틴 Mangosteen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망고스틴은	빅토리아	여왕이	즐겨	먹던	

과일로	유명하다.	짙은	자주색	껍질	아래쪽을	손으로	눌러	벗겨

내면	안에는	흰색의	보드라운	속살이	마늘처럼	몽실몽실	붙어	있

다.	즙이	많고	단맛을	내는데,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	디저트

로	좋다.	돌처럼	단단한	것은	신선하지	않은	것으로	먹을	때	주의

해야	하며,	안쪽	껍질에서	흐르는	물은	색소가	강하므로	옷에	묻

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현지인들은	망쿳이라	부른다.

파파야 Papaya

호박처럼	생긴	과일로	잘	익은	파파야의	껍질을	벗긴	후	반을	가

르면	짙은	오렌지색의	속살이	나오는데,	까만	씨는	보통	빼내고	

먹는다.	덜	익은	것은	녹색,	잘	익은	것은	오렌지색을	띤다.	현지

에서는	말라꺼라고	부른다.

코코넛 Coconut 

고소한	야자	열매.	칼로	껍질	위쪽을	잘라내고	안에	고인	즙을	마

신	후	남은	흰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해변이나	식당,	거

리의	노점상에서	코코넛을	뚜껑만	살짝	연	다음	설탕과	얼음을	넣

고	빨대를	꽂아	팔기도	한다.	현지인들은	마프라우라고	부른다.

망고 Mango 

종류는	모두	3가지.	옅은	녹색은	덜	익은	것으로	신맛이	강하고,	

짙은	녹색은	단맛이	난다.	말랑말랑한	노란색	망고가	가장	잘	익

은	것으로	달고	향긋하다.	찹쌀밥	위에	잘	익은	망고를	얹어서	달

콤한	코코넛	소스에	찍어	먹는	‘카오니아우	망고’를	태국	사람들

은	즐겨	먹는다.	현지인들은	마무앙이라	부른다.	

람부탄 Rambutan

성게	모양	안에	흰색의	반투명한	속살과	씨가	들어	있으며,	즙이	

많고	새콤달콤하다.	속살의	모양과	맛이	우리나라	중식당에서	

후식으로	내는	리치와	비슷하다.	털이	검게	변하지	않아야	싱싱

한	것으로	손으로	쉽게	반으로	갈라	먹을	수	있다.	현지인들은	응

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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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 Longan

연한	갈색의	동그란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는	과일이다.	안

에	까만	씨가	있어서	용안으로	불린다.	껍질은	손으로	쉽게	벗겨지

며,	반투명한	젤리	상태의	과육은	단맛이	강하다.	단맛에	취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몸에	좋지	않다고도	한다.	껍질에	분홍빛이	살짝	도

는	치앙마이산이	가장	맛있다.	현지인들은	람야이라고	부른다.

로즈 애플 Rose Apple

녹색과	분홍색이	있는데	녹색이	진할수록	단맛도	진하다.	아삭

거리는	질감이	좋지만	사과에	비해	향기와	단맛이	약하다.	보통	

껍질째	먹는다.	현지인들은	촘푸라고	부른다.

구아바 Guava

초록색은	신맛이	강하고,	잘	익은	노란색이	향긋하고	달다.	호텔	뷔

페의	조식에서	내놓는	녹색	주스가	대부분	구아바	주스로,	병이나	

캔으로	가공한	주스도	인기	있다.	현지인들은	파랑이라고	부른다.

드래곤 프루츠 Dragon Fruits

원산지가	베트남인	과일.	껍질은	짙은	분홍색으로	화려하며	속

살은	희고	검은	씨가	박혀	있다.	단맛은	덜하지만	시원한	상태로	

식은	후에	먹으면	소화	촉진제	역할을	한다.	현지인들은	깨우망

껀이라고	부른다.

커스터드 애플 Custard Apple 

물컹거리는	껍질을	손으로	까면	흰	속살이	나온다.	씨가	많은	편으

로	코코넛처럼	고소하지만	좀	더	단맛이	난다.	현지인들은	너이나

라고	부른다.

포멜로 Pomelo

사람의	얼굴	크기만한	큰	귤로	첫	맛은	오렌지처럼	향긋하고	끝	

맛은	자몽처럼	떫으면서	상큼하다.	껍질이	상당히	두꺼워	손으로	

벗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점에서	손질,	포장해	놓은	것을	사는	

게	좋다.	나콘	빠톰을	비롯한	중부	지역이	주산지다.	현지인들은	

쏨오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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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생존 태국어

태국개관

  인사, 기초   

태국어의	말의	순서는	한국어와	같다.	단,	5개의	성조와	장음,	단음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단어라도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발음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단어가	

된다.	의사	전달이	안	될	경우	성조와	길이를	달리해서	여러	번	시도해	보자.

가장	기본적인	인사는	‘싸왓디’.	두	손을	합장한	자세로	허리를	숙이며	말한다.	뒤에	캅이나	카를	

붙이면	높임말이	된다.	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는	캅,	여자일	경우는	카를	붙이면	된다.	

Korean	 Thai	 태국어	표기

안녕하세요	 싸왓디 캅(카)

감사합니다	 컵쿤 캅(카)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커 톳 캅(카)

괜찮습니다	 마이 뺀 라이 캅(카)

왜	 탐마이 캅(카)

어디	 티 나이 캅(카)

언제	 므어라이 캅(카)

무엇	 아라이 캅(카)

열다	 쁘-읏

닫다	 삣

도와주세요	 추어이 두어이

몰라요	 마이 루

할	줄	몰라요	 (탐) 마이 뺀

할	수	없어요	 마이 다이

좀	적어	주세요	 추어이 쫏 하이 너이

영어(태국어)	할	줄	몰라요	 푸-ㅅ 파 싸 

 앙끄릿(타이) 

 마이뺀(마이다이)

※ 앙끄릿             = 영어

어떻습니까?	........뺀	양아이	방	

‘Hi’	라는	말	대신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건네며	길을	묻는	외국인이	있다면,	손짓	발짓까지	

해서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서툴더라도	그	나라의	말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건	

여행의	기본.	여행에	꼭		필요한	간단	태국어.	이	정도는	알고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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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Korean	 Thai	 태국어	표기

얼마입니까?	 타올라이 캅(카)?

비쌉니다	 팽 빠이

깎아	주세요	 커 롯 너이 나 캅(카)

이거	주세요	 커 안니

충분합니다	 퍼 레우

  숙소

Korean	 Thai	 태국어	표기

현지어로	호텔은	롱램                 	,	게스트하우스는		깻하우                      다.

빈	방	있어요?	 미 헝 왕 마이 캅(카)?

방	좀	보여	주세요	 커 하이 두 헝 너이 캅(카)

  교통

Korean	 Thai	 태국어	표기

말씀	좀	물을께요	 커 타~ㅁ 너이 캅(카)

~가	어디입니까?	 ~유티나이 캅(카)  

					ex)	카오산	거리가	어디입니까?			타논 카오산 유티나이 캅(카)?

~에	갑시다	 빠이 ~ 캅(카)                    ~

					ex)	카오산	거리	갑시다		빠이 카오산 로드 캅(카)

멀다	 끌라이(평성)

가깝다	 끌라이

 (위로	올렸다	내리는	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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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생존 태국어

태국개관

※	 닭		 까이																		 돼지		 무																				

	 계란		 카이																	 생선		 쁠라										

	 소		 우어

	 맛있다			 아러이	 	 맵다			 펫												

	 맛없다			 마이 아러이																											 달다		 완																				

	 싱겁다			 쯧													 	 짜다		 캠	

  레스토랑

Korean	 Thai	 태국어	표기

메뉴	주세요	 커 두 메누 너이 캅(카)

얼마입니까?	 타올라이 캅(카)?

맛있습니다	 아러이 캅(카)

계산해	주세요	 첵 빈 캅(카) 또는 

 깹땅 너이 캅(카) 

맥주	주세요	 커 비아 너이 캅(카), 

※	맥주	이름을	대는	것이	더	편하다.	

    비아 씽, 비아 창, 비아 클러스터, 비아 하이네껜, 비아 리오 등

물	주세요	 커 남 너이 캅(카)

얼음	주세요	 커 남캥 너이 캅(카)

팍치(고수)	넣지	마세요	 마이 싸이 팍치

봉지에	넣어	주세요	 싸이 퉁 너이 캅(카)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헝남 유 티 나이 캅(카)

더	주세요	 커 익 너이 다이 마이 캅(카)

식사하러	갈까요?		 빠이 낀카우 마이

맵지	않게	해	주세요	 마이 아오 펫

너무	매워요	 펫 껀 빠이 

너무	싱거워요	 껀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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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관광지 Tourist Destinations 

Korean	 Pronunciation		 Thai	

에메랄드	사원		 Wat	Phra	Kaew

새벽	사원	 Wat	Arun

왓	포	사원	 Wat	Pho

카오산	로드	 Thanon	Khaosan

씨롬	 Silom

싸얌	 Siam

마분콩	 Ma	Boon	Krong

팟퐁	 Pat	Phong

텅러	 Thong	Lor

쑤쿰윗	 Sukhumvit

야왈랏	(차이나타운)	 Yaowarat	

국립	박물관		 Phiphithaphan	Sathanhengchat

짜뚜짝	주말	시장	 Jatujak	Market	

방람푸	 Banglampoo

쁘라뚜남	 Pratunam	

타논	랏차담넌		 Tanon	Ratchadamnoen

  숫자   뚜어	렉

Korean	Thai	 태국어	표기

0	 쑨		

1	 능	

2	 썽	 	

3	 쌈	 	

4	 씨	 	

5	 하	 	

6	 혹	 	

7	 쨋	 	

8	 뺏	 	

9	 까오	 	

10	 씹	 	

11	 씹엣	 	

12	 씹썽	 	

13	 씹쌈	 	

20	 이씹	 	

21	 이씹엣	

22	 이씹썽		

23	 이씹쌈	

30	 쌈씹	 	

Korean	Thai	 	 태국어	표기

40	 씨씹	 	

50	 하씹	 	

60	 혹씹	 	

70	 쨋씹	 	

80	 뺏씹	 	

90	 까오씹		

100	 러이	 	

101	 러이엣		

102	 러이썽	 	

103	 러이쌈		

110	 러이씹		

135	 러이쌈씹하		

150	 러이하씹	 	

200	 썽러이		

700	 쨋러이		

1,000	 판	 	

4,000	 씨판		 	

10,000	 믄		 	

100,000		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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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생존 태국어

태국개관

  지명 Destinations 

북부 >>

동북부 >>

Korean(English)	 Thai		

치앙마이	Chiang	Mai	

치앙라이	Chiang	Rai	

매홍쏜	Mae	Hong	Son	

빠이	Pai	

람푼	Lamphun	

람빵	Lampang	

파야오	Phayao	

난	Nan	

프레	Phrae	

우따라딧	Uttaradit	

Korean(English)	 Thai		

쑤코타이	Sukhothai	

딱	Tak	

매쏫	Mae	Sot	

핏싸눌록	Phitsanulok	

깜팽펫	Kamphaengphet	

피칫	Phichit	

펫차분	Phetchabun	

롭부리	Lopburi	

씽부리	Singburi

Korean(English)	 		Thai		

러이		Loei	

넝부어람푸	Nongbualamphu	

우돈타니	Udonthani	

넝카이	Nongkhai	

싸컨나컨	Sakhonnakhon	

나컨파놈	Nakhonphanom	

묵다한	Mukdahan	

깔라씬	Kalasin	

러이엣		Roi-Et	

마하싸라캄	Mahasarakharm	

컨깬	Khonkaen	

Korean(English)	 Thai		

야쏘톤	Yasothorn	

암낫짜른	Amnajaroen	

우본랏차타니	
	Ubonratchathani	

씨싸깻	Srisaket	

쑤린	Surin	

부리람	Buriram	

피마이	Phimai	

차이야품	Chaiyaphum	

나컨라차시마	
Nakhonratchasima

Korean(English)	 Thai		

싸깨우	Sa-Kaew	

쁘라친부리	Prachinburi	

나컨나욕	Nakhon	Nayok	

싸라부리	Saraburi	

차층싸오	Chacheongsao	

촌부리	Chonburi	

Korean(English)	 Thai		

파타야	Pattaya	

라용	Rayong	

꼬	싸멧	Koh	Samet	

찬타부리	Chanthaburi	

뜨랏	Trat	

꼬	창	Koh	Chang

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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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English)	 Thai		

춤폰	Chumphon	 	

라농	Ranong		

꼬싸무이	Koh	Samui	

쑤랏타니		Suratthani	

끄라비	Krabi	

팡아	Phang	Nga	

푸껫	Phuket	

나컨씨탐마랏	
Nakhon	Si	Thammarat	

Korean(English)	 Thai		

뜨랑		Trang	

빳따룽	Pattalung	

쏭클라		Songkhla	

핫야이	Hatyai	

빳따니	Pattani	

싸뚠	Satun	

얄라	Yala		

나라티왓	Narathiwat	

남부 >>

Korean(English)	 Thai		

앙텅	Angthong	

쑤판부리	Suphanburi	

아유타야	Ayutthaya	

빠툼타니		Pathumthani	

논타부리	Nonthaburi	

깐짜나부리	Kanchanaburi	

나컨빠톰	Nakhon	Pathom	

랏차부리(랏부리)	
	Ratchaburi	

Korean(English)	 Thai		

싸뭇사컨	Samutsakhon	

싸뭇쁘라깐	Samutprakan	

싸뭇쏭크람	
Samutsongkhram

펫차부리	Phetchaburi	

차암		Chaam	

후아힌	Huahin	

쁘라추업키리칸	
	Prachuabkhirikhan

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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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생존 태국어

태국개관

  국립공원명 National Park

English	 Thai	

Khaoyai	National	Park	 	

Mu	Koh	Surin	Marin	National	Park		

Khaokeaw	National	Park	

Tungsalaengluang	National	Park	

Phukradeung	National	Park	

Phu-hin	Rongkla	National	Park	

Tee	Lor	Soo	National	Park		

Nam	Nao	National	Park	

Intanon	National	Park	

Doi	Khun	Tan	National	Park	

Srisatchanalai	National	Park		

Phu	Reau	National	Park	

Khao	Phra	Wihan	National	Park	

Pha	Tam	National	Park	

Tab	Lan	National	Park	

Prew	National	Park	

Arawan	National	Park	

Srinakarin	National	Park	

Kao	Laem	National	Park	

Kichakoot	National	Park	

Kao	Luang	National	Park	

Phanom	Benja	National	Park	

Kao	Sok	National	Park	

Kao	Pu-Kao	Ya	National	Park

Kao	Namkang	National	Park	

Surin	Island	National	Park	

Angthong	Island	National	Park	

Kao	Sam	Roi	Yod	National	Park	

Phang-Nga	National	Park	

Tarutao	National	Park		

Ta-Lae	Ban	National	Park	

Similan	National	Park

Lanta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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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Don'ts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태국개관

태국은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철하고	환영을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여

러분들은	따뜻하고	정감어린	환대와	더불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방콕뿐만	아니라	태

국의	모든	지역에서	받을	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나라마다	예부터	내려온	그

들의	문화와	관습이	있으며	그것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는	

단지	방문객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한	오해를	사는	것을	방

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Do	&	Don’ts를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의	태국	여행은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종교

태국은	전체	태국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신봉하는	독실한	불교	국가로	불교를	상징하는	

것이나	특히	불상과	같은	불교와	관련된	것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종교

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태국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	등	

기타	종교에	대해서	태국인에게	그	자유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	내에서	

다른	종교와의	공격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법에	어긋납니다.	종교적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

나	불법으로	집회를	모집하는	행위	역시	태국	법에	어긋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장소나	

사원들을	방문할	때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교적인	그림이나	상들이	안치돼	있

는	불교	사원을	방문할	때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모스크	이슬람	사원

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이며	들어가기	

전에	입장이	가능한지	확인하며	종교	

집회가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옷은	단정하게	입고	갑니다.	적절하지	

않는	의복이나	소매가	없는	셔츠나	블

라우스,	무릎	위를	넘는	치마나	바지,	핫	

팬츠는	삼가야	합니다.	모스크에	여성

이	들어갈	경우에는	긴	스커트나	바지,	긴	소매로	된	윗옷과	목을	가릴	수	있는	머리	스카프를	

써서	몸을	안	보이게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당신이	여자라면	불교의	스님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은	종교

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여자와	그	어떤	작은	접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어

떤	감사의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면	다른	남자를	통해	스님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니면	스님이	

천으로	그	물건을	놓을	곳을	펼치면	그곳에	놓아	전달하면	됩니다.

*	불상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그	외	다른	경시하는	행동을	불상	앞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형상은	그	크기가	크던	작던	손상이	되었던지	안	되었던지	간에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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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Don'ts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태국개관

  사회적인 예의범절

태국인들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방문객들에게	관대합니다.	그와	동시에	태국인들은	모든	사

람들이	그렇듯이,	사회적인	행동	규범	역시	잘	받아들입니다.	이	관습들은	앞서	언급했던	왕

실과	종교	관련	사항	같이	딱딱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

이	이러한	관습을	따라준다면	태국을	방문하는	내내	더	많은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옛	전통을	중시하는	방콕이	아닌	지방에서는	관습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태국의	인사:	태국인들은	인사를	할	때	서로에게	머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대신	양손을	맞대	

가슴에서	턱으로	향하게	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이것을	‘와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손	

아랫사람이	연장자에게	하는	것으로	연장자도	역시 ‘와이’로	답합니다.	엄격하게는	연장자나	

선배들에게	하는	‘와이’는	더	위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자들은	태국인들이	‘와이’하

는	것을	직접	보고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머리와	발:	머리와	발은	각각	눈에서	보듯이	글자	그대로	사람의	신체	가장	윗부분과	아랫부분

을	말합니다.	태국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정감어린	표현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

을	싫어합니다.	발의	경우에는	발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행위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대쪽에	앉았을	경우	발은	앞쪽	사람한테	향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때:	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어	화를	내

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약간의	유머를	가지고	미소를	지으면	문제가	현명하

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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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당신의	이름이	불려도	화내지	마세요.	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Mr.,	Mrs.,	Miss,	라는	뜻

의	‘쿤	Khun’	뒤에	이름을	부릅니다.	태국	이름은	다른	이름들보다	약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태국인들은	모두	자신의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태국인들의	이름이	잘	발음이	되지	않

는다면	그들의	짧은	애칭을	물어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태

국인이	당신에게	‘헤이	유	Hey	You’라고	부르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이것은	태국어를	직역해서	

영어를	사용한	것으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인은	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빠이	

나이	Pai	Nai=어디가세요’하고	잘	물어봅니다.	이것은	태국식	인사말과	같습니다.	

*	싸눅	Sanuk:	싸눅은	태국어로	‘재미있게	놀다,	흥겨워하다’라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즐거운	것,	

혹은	즐거움을	주는	것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태국	문화를	나타내기

도	하는데	어떠한	즐거움도	없이	단지	생존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은	지루한	세상이	될	

거라는	태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단어입니다.

*	마이	뺀	라이	Mai	Pen	Rai:	태국인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로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여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방콕	공항에서	시내나	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통수단(리

무진,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정보는	공항	내	입국장	Passenger	Arrival	Hall에	자

리한	교통	서비스	안내	센터Transport	Service	Counter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	숙소에	관한	문의는	공항	내	입국장	Passenger	Arrival	Hall의	예약	센터,	태국	호텔	협회(www.

thaihotels.org)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이드를	자처하며	요구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상한	사람을	경계하세요.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여행사	소속의	가이드나	투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좀	더	많은	정보는	태국	여행

사	협회	카운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관광	정보는	공항	내	입국장	

Passenger	Arrival	Hall에	있는	태국정부관광청	

카운터(08:00~24:00,	02-504-2701~3),	

태국정부관광청	인터넷	웹사이트(www.

tourismthailand.org),	 콜센터	 1672	

(08:00~20:00,	영어가능)로	문의하면	됩니

다.	태국정부관광청은	여행사가	아닌	정부	

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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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를	할	줄	몰라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투숙하고	있는	호텔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	관계자에게	당신의	목적지를	태국어로	써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호텔의	주소도	함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택시	

운전사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방콕의	지상철(BTS)과	지하철(MRT)을	이용한

다면	빠르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들은	개인과	물품의	안전을	위해	상식적인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

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돈이나	보석	같은	것을	펼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	태국에	얼마를	머무르던	간에	갑작스

러운	상황을	대비해	주태국한국대사관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	

pisspisek,	Huay-Kwang,	Bangkok	

10320,	02-247-7537~39)의	위치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

합니다.	분실이나	도난을	대비해	여권

용	사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	태국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그	어떤	형

벌도	엄격합니다.	절대로	마약과	관련

된	일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	여행자들은	안전과	관련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비윤리적인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	어떤	

관광과	관련된	일들은	관광경찰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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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단지	기념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는	여러	가지	쇼핑할	것들이	많습니다.	멋진	디자

인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기술의	제품,	적정한	가격,	아시아에서	쇼핑을	위한	최고의	장소,	바

로	태국입니다.

무엇을	쇼핑하던-그것이	럭셔리한	물건이든,	집안을	꾸밀	것들이든	혹은	개인적인	만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든	간에-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쇼핑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쇼핑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의	장소	또한	다양합니다.	소박한	플라

자,	매력적인	백화점,	인간미	넘치는	시장과	길거리	상점들까지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추천하고픈	태국	기념품으로는	태국	실크와	면	제품,	보석류,	골동품,	맞춤	의복,	디자이너	옷,	

스포츠와	레저	관련	옷,	수공예품,	은제품,	도자기	그리고	목공예품	등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의	쇼핑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많은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아래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즐거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	가격	흥정:	방콕의	백화점과	그	외	많은	상점에서는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지만	때로는	가격	

흥정이	이뤄지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	흥정은	일반적으로	처음	말한	가격에서	10~40%를	깎

는	것이	적당합니다.	가격	흥정을	할	때	태국인들은	예의	바른	사람과	약간의	유머를	갖춘	사

람을	좋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

거나	하는	행동은	어디서나	대접	받지	못하겠지요.

*	보석류:	보석을	살	때에는	가격	흥정이	쉽지	않습니다.	보석은	단지	그	가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집니다.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보석방을	방문해	보고	가격

을	비교한	다음	구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OTOP:	태국의	전통	수공예품이나	옷	그리고	그	외	장식품들은	태국	전역의	각기	다른	지방

에서	생산됩니다.	이런	특산품들은	태국	특유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공식적으로	‘하나의	땀

본(Tambon=지역	행정단위)	하나의	특산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특산품들은	태국	전역

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	암거래	상인들:	암거래하는	상인들을	피하는	것

이	최고	상책입니다.	여행자들을	쇼핑센터로	데려

가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	영수증:	보석이나	다른	값나가는	물건을	구매	

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을	잊지	말고	상점을	

떠나기	전에	영수증	내역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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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아 TRIA

외과	수술로	유명한	피야엣Piyavate	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복합센터로	지상	2층,	지하	1층

의	3층	규모	빌라에	진료실,	상담실,	검사실,	처방약	센터,	피트니스센터,	스파,	마사지	룸,	수영

장	등을	갖췄다.	고급스러운	시설도	시설이지만	일반	병원과	트라이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약과	

수술이라는	처방	대신	자연	치료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트라이아에서는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	등을	분석하고,	각종	검사로	몸	상태를	파악하면	생약	성분의	

약초를	조제해	병을	치료하게	된다.	시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몸의	병을	치료한	후에는	스

파와	마사지	등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인지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도	

요가나	스파,	마사지를	받기	위해	트라이아를	찾는	이들도	많다.	영어를	못해도	괜찮다.	한국인

이	트라이아를	방문하게	되면	먼저	이종헌	박사와	만나게	된다.	이종헌	박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병원과	한국의	삼성병원에서	일한	의학	박사다.	

	MRT	프라람	까오에서	택시로	5분		 	998	Rimklongsamsen	Road,	Bangkapi,	Huay	

Kwang,	Bangkok			 	02-660-2600

S 메디컬 스파 S Medical Spa

‘아트&사이언스’라는	슬로건에서	보여지듯	S	메디컬	스파는	기존의	스파와는	확실히	다르다.	

전문	마사지사들이	관리하는	기존의	스파	시스템에	전문의들의	손길이	더해진	것.	실제	S	메

디컬	스파는	내과,	피부과,	부인과,	정신과	등	각	분야의	의사들을	두고	서양의	의술을	스파에	

적용시키고	있다.	의사들이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서	병원의	딱딱한	분위기를	연상한다면	오산

이다.	스파	시설과	레스토랑,	헤어	살롱	등	S	메디컬	스파의	모든	시설은	고급	호텔을	능가할	

정도다.	가장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스파를	즐기려면	S	메디컬	스파의	대표	프로그램인	S	스위

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개인	자쿠지와	사우나,	욕실,	드레스	룸	등이	갖춰진	방에서	개인	

테라피를	받으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BTS	아쏙	역	6번	출구	이용			 	193/12	Lake	Rajada	Office	Complex,	3F

	02-264-0999,	www.smeds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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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스파 Oasis Spa

치앙마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	2007년	1월에	방콕에	문을	연	스파다.	고급스러운	타이	전통	마

사지와	스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치앙마이와	방콕,	푸껫,	파타야에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서

비스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	그중	‘킹	오브	오아시스King	of	Oasis’와	‘포	핸즈	마사지Four	Hands	

Massage’ 등	오아시스	스파만의	프로그램이	인기다.	포	핸즈	마사지는	이름	그대로	두	명의	마사

지사들이	동시에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	60분에	걸쳐	진행되지만	배가	된	마사지	효과를	경

험할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도	편안한	스파를	즐기는데	한	몫을	한다.	방콕	오아시시는	쑤쿰윗에	자리했지

만	가든	빌라	형태로	꾸며	자연의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샤워장과	욕조가	야외에	마련된	코

너도	있어	자연의	느낌은	한층	고조된다.	

	방콕은	쑤쿰윗	31과	51에	자리했다.	BTS	프롬퐁	역에서	무료	픽업이	가능하며,	걸어	

간다면	20~25분	정도	걸린다			 	10:00~22:00		 oasisspa.net

팜 허벌 리트리트 Palm Herbal Retreat

텅러에	자리한	스파다.	텅러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도심과는	다른	차분한	분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팜	허벌	리트리트는	시설과	서비스	모두	이러한	텅러의	분위기를	그

대로	담은	스파다.	

타이	전통	마사지를	비롯해	타이	허벌	스크럽,	타이	허벌	랩,	아로마테라피	페이셜	트리트먼트	

등	다양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지만	팜	허벌	리트리트의	자랑은	스파	패키지	프로그램.	하프	데

이	스파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3시간에	걸쳐	마사지와	스크럽,	랩,	페이셜	마사지	등을	받을	수	있

다.	하프	데이	스파	패키지	프로그램은	7가지로	나뉘어	있어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풀	데이	스파	패키지	프로그램은	5시간에	걸쳐	각종	마사지와	스파를	완벽하게	받는	프로그

램으로	3가지	종류가	있다.	

	텅러	쏘이	16		 	522/2	Thonglor	Soi	16	Sukhumvit	55	Road,	Bangkok		 	

10:00~22:00		 		02-391-3254,		www.palmherbalspa.co.th

레인보우 아로카얄 Rainbow Arokayal

리조트와	함께	헬스	클리닉,	스파	파빌리온을	운영하는	곳이다.	리조트에	묵으며	건강	프로그

램에	맞춰	휴양을	하거나	따로	스파를	찾아	레인보우	아로카얄만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리조트에	묵는다면	건강	체크와	스파	뿐만	아니라	건강	식단	등을	즐기게	된다.	스파만	받는	

경우에도	레인보우	아로카얄에서는	혈압	체크와	전문가	상담	등	간단한	검사를	잊지	않는다.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스파를	실시하려는	배려다.	

레인보우	아로카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파	프로그램은	치	샌드	스파	Chi	Sand	Spa다.	바스	Bath

에	누우면	붉은	화산석을	온몸에	덮어	주는데	금세	땀이	쏙	빠지며	긴장이	풀리는	듯하다.	실

제	치	샌드	스파는	몸	안의	독소	배출과	릴렉싱,	체중	조절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방콕	80	Thonglor	Soi	25,	리조트	168	Moo	1,	Tambol	Hua-sai,	Chachoengsao

	02-318-7008,	www.rainbowarokay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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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프리빌리지 스파 Thai Privilege Health Care

2001년에	문을	연	이래	태국	방콕과	푸껫,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푸동	등지에	체인을	둔	고급	

스파다.	태국에서	타이	프리빌리지	스파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방콕	센트럴	월드,	센트럴	플

라자와	푸껫의	센트럴	페스티벌.	자쿠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춘	커플룸과	1인	아로마	테라피	

룸,	사우나	등을	마련해	편안하게	스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타이	프리빌리지	스파의	자랑

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그에	못지	않은	서비스.	다양한	종류의	바디	마사지와	스킨	마사

지,	페이셜	마사지	등을	취향에	맞게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방콕은	센트럴	월드와	센트럴	플라자,	푸껫은	센트럴	페스티벌	내		 	방콕	센트럴	월드	

L3F,	Central	World,	999/9	Rama	1	Road,	Pathumwan,	Bangkok	센트럴	플라자	3F,	

Central	Plaza	Ratchada	Rama	3,	79	Sathupradit	Road,	Bangkok	푸껫	3F,	Central	

Festival	Phuket,	74-75	Moo	5,	Vichit,	Muang	Phuket,	Phuket		 	10:00~21:00		 	방

콕	센트럴	월드	02-646-1933~5,	센트럴	플라자	02-673-5740~2,	푸껫	076-209-

009~12,	www.thaiprivilegespa.com	

바디 튠 Body Tune 

씨롬	중심가에	있으면서	저렴한	마사지	업소.	야다	빌딩	2층에	있으며	실내도	깨끗하고	쾌적

하다.	타이	마사지부터	아로마	오일	마사지까지	전신	마사지를	세분해서	받을	수	있다.	발	마

사지와	손	마사지도	가능하다.	씨롬	주변의	직장인들이	주	고객으로	외국	관광객에게도	인기

가	높다.	쑤쿰윗(02-662-7778)과	파혼요틴(02-613-0577)에도	분점을	운영한다.	

	BTS	쌀라댕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56	Yada	Bldg.	2F,	Thanon	Silom		

10:00~24:00		 	02-238-4377~9,	www.bodytune.co.th	

반얀 트리 스파 Banyan Tree Spa

방콕	최고급	스파의	대표	주자.	스파	리조트로	건설된	곳답게	객실의	품격만큼	스파	또한	명

성이	자자하다.	모두	23개의	스파	룸을	운영하며	방콕에서	가장	큰	스파	시설을	자랑한다.	스

파를	받는	동안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도록	인테리어	또한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들었다.	

마사지는	타이식,	스웨덴식,	하와이식,	발리식으로	세분화했으며,	바디	스크럽Body	Scrub과	얼

SPA태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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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마사지Facial,	아로마	바스Aroma	Bath	등	스파	메뉴도	다양하다.	마사지	한	종류만	받기보다	3시

간짜리	스파	패키지를	받는	게	요금	면에서	저렴하고	심신을	해방시키는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장	긴	반얀	데이The	Banyan	Day는	무려	7시간짜리	스파	프로그램이다.	모든	스파	패키지

는	꽃이	가득한	야외	욕조에서의	바스Bath로	마무리된다.	예약은	필수며,	예약	시간	15분	전에

는	도착해야	한다.	

	BTS	총논씨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MRT	룸피니	역에서	도보로	10분		 	Banyan	Tree	

Bangkok,	21F	Thai	Wah	Tower	II,	Thanon	Sathon		 	09:00~22:00		 	02-679-1052~4,	

www.banyantreespa.com

오리엔탈 스파 The Oriental Spa 

오리엔탈	호텔에서	운영하는	스파.	세계	최고	호텔답게	스파	시설도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실제로	트래블	&	레저	매거진Travel	&	Leisure	Magazine	최고	스파로	선정됐다.	호텔과	별도	건물에	

만든	스파는	짜오프라야	강	건너편	톤부리에	있어	전용	보트를	타고	가야	한다.	태국	전통	양

식으로	골든	티크목을	사용해	만든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아로마	향이	잔잔히	울려	퍼진다.	

최고급으로	꾸민	스파	룸은	평온함	그	자체.	예약은	필수다.	

	BTS	싸판	딱씬	역에서	도보로	10분,	수상보트	타	오리엔탈Tha	Oriental에서	보트로	5분		 	48	

Oriental	Ave.	Thanon	Charoen	Krung	Soi	40		 	07:00~22:00		 	02-659-9000,	www.

mandarinoriental.com	

아시아 허브 어소시에이션 Asia Herb Association 

고급스런	분위기와	저렴한	요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쑤쿰윗	쏘이	24,	31,	55에	3개

의	업소를	운영하는데	모두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다.	허브를	이용한	마사지가	유명하며,	특

히	허브를	넣은	솜방망이인		Herbal	Ball은	특허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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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프롬퐁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33/1	Thanon	Sukhumvit	Soi	24		 	09:00~23:00		

	02-260-8864~5,	02-261-7401

디와나 스파 Divana Spa 

아쏙	사거리와	인접하고	있는	디와나	스파는	도심의	숨겨진	보석처럼	여겨진다.	연꽃과	백합

이	가득한	연못	주변의	울창한	정원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스파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

룬다.	30년	된	2층	가옥을	멋스럽게	개조해	스파	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분위기와	

잔잔한	음악이	실내를	감싼다.	마사지는	1시간짜리부터	풀	데이	스파Full	Day	Spa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예약은	필수다.	

	BTS	아쏙	역에서	도보로	5분,	지하철	쑤쿰윗	역에서	도보로	5분		 	7	Thanon	

Sukhumvit	Soi	25		 	11:00~21:00		 		02-661-6784~5,	www.divanaspa.com	

렛츠 릴렉스 Let’s Relax 

유명	가이드북에	여러	차례	소개돼	일반	여행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마사지	업소다.	치앙마이

에	문을	연	후	인기를	얻어	푸껫을	거쳐	방콕에	상륙했다.	시설과	서비스는	물론	저렴한	가격	

모두	만족스럽다.	BTS	아쏙	역	터미널	21에도	매장이	있다.

	BTS	프롬퐁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77	Thanon	Sukhumvit	Soi	39	 	

10:00~24:00		 	02-662-6935~7,	www.letsrelaxspa.com	

헬스 랜드 스파 & 마사지 Health Land Spa & Massage 

방람푸	인근에서	시설이	가장	좋고	저렴한	마사지	업소다.	카오산	로드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인	삔끄라오Pinklao에	자리했으며	방콕에만	총	9개의	매장이	있다.	안내	데스크에서	원하

SPA태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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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Luxury SPA

는	마사지를	예약하면	순서대로	방으로	안내한다.	타이	마사지	이외에	각종	허브	재료로	만든	

솜방망이를	이용한	타이	허벌	콤프레스Thai	Herbal	Compress,	프랑스에서	수입한	재료를	이용한	얼

굴	마사지Facial	Treatment,	사우나Tourmaline	Sauna	등을	받을	수	있다.	10회	바우처를	구입하면	20%	

정도	할인된다.	

	삔끄라오	파따	백화점Pinklao	Pata	맞은편		 	09:00~23:00		 	타이	마사지	2시간	

500B,	발	마사지	1시간	300B,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90분	950B,	얼굴	마사지	1시간	

1,500B		 		02-882-4888,	www.healthlandspa.com

짜이디 마사지 Chaidee Massage

방람푸	일대에서	한국	여행자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마사지	업소다.	한국인에게	친절한	게	짜이

디의	매력.	매트리스가	쭉	놓여	있는	등	시설은	특별하지	않다.	차와	과일을	무료로	제공하며,	

오전	12시	이전에	가면	할인된다.	

	타논	람부뜨리Thanon	Rambutri,	위앙따이	호텔Viengtai	Hotel	옆		 	09:00~24:00		 	타이	

마사지	1시간	250B,	발	마사지	1시간	250B		 	02-629-2174,	www.chaidee.com

삐안 마사지 Pian Massage

카오산	로드에서	규모가	큰	마사지	업소로	미용실을	겸한다.	1층에서는	얼굴	마사지와	발	마

사지,	2층에서는	타이	마사지와	오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시설이	다른	업소에	비해	쾌적한	

편.	얼굴	마사지Facial	Treatment는	8개	코스를	묶어서	저렴한	패키지로	제공한다.	단,	얼굴	마사지	

도중	고가인	머드	팩Mud	Mask을	지나치게	권유해	기분이	상하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마사지	강

습	코스를	운영한다.	

		버디	로지Buddy	Lodge	다음	골목인	수지	펍Susie	Pub	골목		 		08:00~22:30		 		타이	마

사지	30분	120B,	1시간	220B,	얼굴	마사지	250B,	머드	팩	400B		 		02-62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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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포 마사지 Wat Pho Massage

타이	마사지를	교육하는	왓	포에서	운영한다.	에어컨도	없는	실내에서	더위를	이겨내며	마사

지를	받아야	하지만	마사지	수준은	어떤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초보	안마사가	아닌	수련된	

전문	안마사가	온	정성을	다해	환자를	치유하듯	근육을	풀어준다.	사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원	입장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왓	포	사원	내부		 		2	Thanon	Sanam	Chai		 		09:00~17:00		 		타이	마사지	1시

간	 420B,	발	마사지	 1시간	 420B	 	 	02-221-2974,	 02-221-3686,	 www.

watpomassage.com

왓 포 마사지 스쿨 Wat Pho Massage School

1955년부터	태국	교육부의	지원	아래	설립된	곳으로	논타부리Nonthaburi와	치앙마이를	포함해	

모두	4개의	학교를	운영한다.	태국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마사를	배출한	학교답게	연일	

마사지를	연마하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외국인에게도	개방해	타이	마사

지의	비법을	전수해	준다.	전통	마시지,	발	마사지,	오일	마사지,	아동용	마사지	4가지	코스를	

운영한다.	전용	교재를	이용해	30시간을	교육받게	되는데,	하루	강습	시간에	따라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왓	포	뒷길인	마하랏Maharaj	거리에서	쏘이	뻰팟Soi	Penphat	안쪽으로	약	70m		 	

392/25-28	Soi	Penphat	1,	Maharaj	Rd.		 		타이	마사지	30시간	9,500B,	발	마사지	30

시간	7,500B		 		www.watpomassage.com

SPA태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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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힐 푸껫 골프 리조트 & 스파 Mission Hill Phuket Golf Resort & Spa

디럭스,	미니	스위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등을	갖춘	리조트와	골프	코스를	함께	지닌	곳이

다.	골프	코스에서는	안다만해가	바라보여	푸껫의	낭만에	젖게	한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18홀	72파의	골프	코스는	샌드	벙커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게	특징이다.	페어웨이	및	그린의	관

리가	잘	돼	있는	편이다.	푸껫	공항과	10분	가량	거리다.	

		Highway	No	4027,	195	Moo	4,	Pla	Khlok,	Taland	District,	Phuket		 		076-310-

888,	www.missionhillsphuket.com	

가싼 쿤딴 골프 & 리조트 Gassan Khuntan Golf & Resort

치앙마이	공항에서	45km	가량	떨어진	태국	북부	람푼의	해발	500m	지점에	자리한	골프	리조

트다.	연중	더운	태국의	기후와는	달리	연평균	26도의	선선한	기후를	유지하는	가싼	골프	코

스에서는	쾌적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도이	쿤딴	국립공원Doi	Khuntan	National	Park	등과	어우

러진	골프장	주변	풍경도	아름답다.	18홀	72파	7,068야드의	골프	코스도	정상급으로	손꼽힌다.	

		222	Moo3	Thapladuk,	Mae	Tha,	Lamphun		 		053-507-006~8,	www.gassangolf.

com

키리마야 Kirimaya

카오	야이	국립공원	기슭에	자리한	럭셔리	리조트.	리조트	내에	최고급	시설의	스파와	골프장

이	들어서	있다.	52개의	객실을	갖춘	리조트에서는	카오	야이의	푸르름을	배경으로	한	골프	코

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의	18홀	72파	7,115야드의	골프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것

이다.	라커룸,	레스토랑	등의	시설이	마련된	클럽	하우스와	골프	연습장,	멤버	라운지	등도	마

련돼	있다.	

		1/3	Moo	6	Thanarat	Road,	Moo-Si,	Pakchong,	Nakhon	Ratchasima		 		044-

426-000,	www.kirimaya.com	

스프링 필드 빌리지 골프 & 스파 Spring Field Village Golf & Spa

후아힌에	자리한	고급	리조트로	골프	코스,	스파	시설	등을	갖췄다.	이곳의	18홀	골프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것.	골프	다이제스트지에	따르면	프로	골퍼들이	선정한	태국의	5대	

골프장으로	스프링	필드가	속한다고	한다.	1993년에	설계된	골프	코스를	2006년에	리모델링

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193	Moo	6,	Hua	Sainua,	Cha-Am,	Phetchaburi	 	 	02-231-2244,	www.

springfieldresort.com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가	설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있는	골프	코스를	지

닌	태국은	골프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지역에	따라	골프	코스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골퍼들에는	커다란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Golf

골프

태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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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캐니언 컨트리 클럽 Blue Canyon Country Club

1994년과	1998년에	걸쳐	조니	워커	클래식을,	1996년에	혼다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한	곳이다.	

명성과	권위의	조니	워커	클래식을	두	번이나	치러낸	곳이니	골프	환경은	그야말로	으뜸이라	

할	만하다.	하여	많은	이들이	이곳을	두고	‘아시아의	베스트	챔피언십	코스’라는	찬양을	아끼

지	않는다.	18홀의	골프	코스는	푸껫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있으며,	각	홀마다	특성이	

뚜렷해	흥미를	더한다.	

	165	Moo	1	Thepkasattri	Road,	Phuket		 	076-328-088,	www.bluecanyonclub.

com

Golf태국개관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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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타이 쿠킹 스쿨 The Thai Cooking School at Oriental Hotel

오리엔탈	호텔에서	선보이는	쿠킹	스쿨로	호텔	주방장만의	특별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4일	

코스를	선택하면	그들만의	테크닉은	물론	과일,	야채	조각,	타이	레스토랑에서의	주문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09:00~12:00,	점심	포함		 		02-659-0000

벤자롱 쿠킹 클래스 Benjarong Cooking Class at Dusit Thani

두싯	타니에서	선보이는	쿠킹	클래스.	이곳의	벤자롱	로열	타이	요리는	방콕에	있는	타이	레

스토랑	중에서도	매우	정교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쿠킹	클래스를	수강하면	레스토랑의	메

뉴에	있는	스낵과	에피타이저,	수프와	샐러드,	메인	디쉬와	디저트까지	모두	배울	수	있다.	

		946	Thanon	Rama	Ⅳ		 		토요일	09:30~12:30		 		02-236-9999,	7238

모던 위민 쿠킹 스쿨 Modern Women Cooking School

1979년에	설립된	전통의	쿠킹	스쿨이다.	이곳에서	강의를	하는	폴스리씨는	각종	티브이와	라

디오	프로그램에서	요리	강사로	유명한	인물.	각종	요리	전문	잡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그

에게	요리를	배우는	기쁨을	찾아보자.	

		45/6	Soi	Setsiri,	Bangkok		 		월~일요일	하루	코스,	반일	코스		 		02-279-2831

니파 레스토랑 Nipa Restaurant at the Landmark Hotel 

랜드마크	호텔의	니파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7일	코스의	요리	강습을	들으면	기본적인	태국	요

리는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다.	강습은	레스토랑	주방장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직접	요리하

고	맛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습을	수료하면	영어	또는	일본어로	된	레시피	북을	준다.	

		쑤쿰윗	쏘이	4와	6	사이		 		02-254-0404

그레이트 반얀 트래블 Great Banyan Travel 

쑤쿰윗이나	씨롬의	호텔에서	운영하는	요리	강습보다	저렴하다.	기본적인	태국	요리인	똠얌

꿍,	팟타이,	깽	키아우	완Green	Curry을	강습한다.	요리	강습에는	방콕	너이	수로Khlong	Bangkok	

Noi	투어가	포함된다.	보트를	타고	왕실	선박	박물관Royal	Barges	Museum과	왓	씨쑤다람Wat	

Srisudaram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침	9시에	출발해	오후	2시	30분에	돌아온다.	

		PTT	주유소	맞은편		 		52/4	Thanon	Phra	Sumen		 		02-629-4241

방콕이나	태국의	주요	도시에서	요리	강습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타이	레스토랑이	

자리한	대부분의	호텔에서	쿠킹	클래스를	열어	요리	강습을	하고	즉석에서	요리를	즐기는	

이벤트를	열기	때문.	좀	더	심도	깊게	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쿠킹	스쿨을	찾으면	된다.	

Cooking Class

요리 강습

태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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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내용	 주소		및	전화

		UFM	베이킹	&	쿠킹	스쿨		 10일	코스의	쿠킹	클래스와		 Sukhumvit	33	Road,	Bangkok

		UFM	Baking	&	 5일	코스의	야채	조각을		 02-259-0620

		Cooking	School	 격월로	진행한다

		블루	엘리펀트	쿠킹	스쿨		 새벽	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233	South	Sathon	Road,	

		Blue	Elephant	Cooking		 쿠킹	클래스를	시작한다	 Bangkok

		School	&	Restaurant	 	 02-673-9353

		치앙마이	쿠커리	스쿨		 북부	전통의	요리와		 Moon	Muang	Road,	Chiang	Mai

		Chiang	Mai	Cookery	School	 칸똑	에티켓	등을	배운다	 053-206-388

		싸무이	인스티튜트	오브	타이		 최신식	주방	시설을		 46/4	Moo	3,	Chaweng	Beach,

		커리네리	아트		 자랑하는	쿠킹	클래스다	 	Ko	Samui,	Suratthani

		Samui	Institute	of	Thai	Culinary	Art		 077-413-172

		커리네리	워크숍		 푸껫의	유명	호텔인	 Patak	Road,	Kata	Beach,	Phuket

		Culinary	Workshop		 더	보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076-330-015~7

		at	The	Boathouse	 쿠킹	클래스다

마이 까이디 May Kaidee

채식주의자	식당을	겸하고	있는	곳이라	채식	요

리를	많이	배울	수	있다.	자체적으로	만든	요리	

책자도	판매한다.	요리	강습은	오전	9시부터.	시

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10가지	요리를	강습한다.	

		쌈쎈	로드	쏘이	1과	2	사이	 	 		33	

Thanon	Samsen	 	02-281-7699,	www.

maykaidee.com

                무에 타이>> 

써 워라핀 타이 복싱 트레이닝 Sor Vorapin

전문	선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다이

어트에	효과가	좋은	무에	타이는	한국	티브이에	여

러	번	소개되기도	했다.	

		럭키	맨션	Lucky	Mansion과	UTC	건물	뒤편		

		Thanon	Chakraphong		 		02-282-3551

배워보자!

Golf태국개관

요리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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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병원 Bangkok Hospital

1972년	의사와	약사들에	의해	설립된	방콕	병원은	태국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400여	명의	

의사들과	6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있으며	이외에도	20여	명의	통역사가	근무하고	있다.	병원

에서	외국인을	위한	국제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의료	후송팀을	운영해	지방이나	

해외로의	의료	후송	및	국제	자격	비행	전문가	팀에	의한	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Soi	Soonvijai	7,	New	Petchaburi	Rd.,	Bangkok		

		02-310-3101,	www.bangkokhospital.com

범룽랏 종합병원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범룽랏	종합병원은	1980년	설립된	국제	종합병원이다.	이	병원에는	매년	150여	개	나라에서	

3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찾고	있다.	입원실은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	보호

자를	위한	개별	숙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곳곳에	쇼핑,	식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

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의료비도	인근	싱가포르나	유럽의	사립	병원과	비교했을	때	

5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33	Sukhumvit	3	(Soi	Nana	Nua),	Bangkok

		02-667-1000,	한국인	통역	02-667-1319,	www.bumrungrad.com

파야타이 병원 Phayathai Hospitals

방콕에만	3개의	진료	시설이	있는	파야타이	병원은	1976년	제1병원을	설립하고	이후에	제2,	

제3병원을	추가	건립한	규모가	큰	병원이다.	이	중	제	2병원에	국제관계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24시간	동안	구급차가	대기	중이며	해외의	환자를	위한	구급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공항에서	병원이나	호텔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운송해주는	픽업	서비스도	실시

하고	있다.

Phayathai	2	Hospital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	(IRC)

		943	Phaholyothin	Road,	Samsennai,	Phayathai,	Bangkok

		02-619-8444,	www.phayathai.com

전세계	항공	허브인	방콕을	중심으로	발전한	태국은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종합병

원에서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며	각국의	언어가	가능한	통역관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

도	많아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태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기며	휴양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의	병원을	찾고	있다.	

Clinic

의료

태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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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 농업국 앙캉 Royal Agricultural Station Angkhang

미얀마와	맞닿은	험준한	산	속,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사이에	위치한	리서치	센터에서	식물	연

구와	토착	식물,	교잡종	배양,	최상의	원예식물	연구	및	산악	지형에	대한	최적의	이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	안내도를	보면	이곳의	광활함과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다양성을	

알	수	있다.	

매파루앙 예술문화 공원과 아편 박물관 Mae Fah Luang Art and Culture Park and Hall of Opium

태국	란나Lanna	시대의	훌륭한	공예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인	매파루앙은	치앙라이	시내에	위

치한	매우	특이한	박물관이다.	또한	1988년에	UN과	세계	각국	정부들의	협력	하에	지어진	아

편	박물관은	아편의	역사와	그	비극적인	결과들을	보여준다.	

도이뚱 개발 프로젝트 Doi Tung Development Project

교육,	인도주의	활동,	환경	보존,	농업,	수공예,	친환경	관광	등을	통해	치앙라이	주민들의	마

약	재배와	중독,	가난을	근절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푸미폰	왕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열정을	쏟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넓은	대지에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도이뚱	정

원은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성과로	남아	있다.	

태국 코끼리 보존 센터 The Thai Elephant Conservation Center

세계에서	유일한	코끼리	병원으로	람빵에	자리했다.	왕립	보호회의	장려	아래	산림	공무원들

과	일반	시민이	함께	꾸려가는	곳으로,	아프고	불구가	된	코끼리들을	돌보고	떠돌이	코끼리나	

성질이	난폭한	코끼리	등을	무리	생활에	다시	적응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푸미폰	국왕의	60년	통치	기간	동안	태국의	국왕	및	왕비,	왕실	가족들은	태국인들	특

히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산간	오지	거주민들의	빈곤	퇴치와	건강	증진,	소득	증

대,	교육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왕립	프로젝트.	이중	몇몇	프로젝트는	민간인의	접촉이	가능해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다.	

Discover Royal Initiative Projects 태국개관

태국 왕립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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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꿋나캄 예술공예 센터 Ban Kut Na Kham Art and Crafts Center 

푸미폰	왕은	가난은	교육을	통한	정직한	노동과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과	꾸준한	수

입으로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취지	아래	많은	지역에	예술공예	센터가	생겨났고	

또한	이로	인해	사라져	가던	옛	기술이	현대	기술과	접목돼	널리	퍼지게	됐다.	현재는	싸콘나

콘의	꿋나캄	예술공예	센터를	중심으로	10개의	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방싸이 예술공예 센터 Bangsai Art and Crafts Center of H.M. Queen Sirikit of Thailand

800여	명의	학생이	23가지의	다양한	전통	기술을	공부하는	곳으로	아유타야	짜오프라야	강

변에	자리했다.	씨리낏	여왕에	의해	설립된	센터는	농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부업을	가능하

게	해	농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왕실 공예 학교 College in Court

11년	전	왕립	전통공예	훈련센터Royal	Folk	Art	&	Craft	Training	Center에서	설립한	학교로	나콘빠톰

에	자리했다.	고대	싸얌	시대의	전통적	조각,	몰딩,	그림,	금속	공예,	칠기	등을	가르쳐	학생들

이	졸업	후	자립해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얀상와라람 사원 Wat Yansangwararam

촌부리의	얀상와라람	사원은	왕립	보호회와	함께	푸미폰	왕에게	존경을	표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지어진	곳이다.	전통	중국식	사원과	스위스	샬레Chalet,	태국	현대	스타일의	사원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매우	독특하다.	

마르카타야완 별장 Mrigadayvan Palace

라마	6세가	여름	별장으로	지었던	펫부리의	마르카타야완	별장을	정비해	박물관으로	선보인	

곳이다.	라마	6세	시대의	유물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돼	전시돼	있으며,	별장에서	바라

보이는	태국만의	풍경	또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방콕

02
Bangkok



01 왕궁 주변, 랏따나꼬씬✻Ratanakosin 

02 타논 랏차담넌✻ Thanon Ratchadamnoen

03 두싯✻ Dusit

04 방람푸 & 타논 카오산✻
Banglamphu & Thanon Khaosan

05 차이나타운✻Chinatown 

06 씨롬✻Silom & 싸톤✻Sathon

07 쁘라뚜남✻Pratunam & 아눗싸와리✻Victory Monument 

08 랏차다✻Ratchada & 알씨에이✻RCA

09 싸얌✻Siam 

10칫롬 & 프론짓✻Chitlom & Phloenchit 

11 쑤쿰윗✻Sukhumvit 

12 텅러✻Thonglo & 에까마이✻Ekkamai 

13 짜뚜짝 주말시장✻ Chatuchak Weekend Market 

방콕 주변 볼거리 / 방콕 주변 일일투어



세계 배낭 여행의 중심지이자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지다. 220년 동안 수도를 이어오고 있는 방콕

은 현지 지명인 ‘끄룽텝Krung Thep’의 뜻을 빌려 

천사의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방콕의 원래 이름은 ‘끄룽텝 마하나콘 보원 라

따나꼬씬 마한따라 아유타야 마하딜록 뽑놉빠

랏 랏차타니 부리롬 우돔랏차니왯 마하싸탄 아

몬삐만 아와딴싸티 싸카타띠띠야 위쓰누 깜쁘

라삿’.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으로 기네스

북에도 올랐다. 방콕이라 불리는 건 톤부리 시

대 지역을 의미하는 방꺽이 서양에 알려져 지

금까지 쓰이기 때문이다. 

Bangkok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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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콕  

브
리
핑

여행정보수집▶▶  방콕 공항의 수화물 찾는 곳에 여행 안내 책자를 비치해 두고 있다. 영어

와 일어로 된 안내 책자가 있는데, 지도가 매우 유용하다. 카오산 로드에는 경찰서 건너편에 

관광안내소가 있어 간단한 여행정보를 구할 수 있다. 타논 파아팃Thanon Phra Athit 남단의 싸판 

프라 삔끄라오(삔끄라오 다리) 바로 아래에 자리한 방콕 관광안내소에서는 방대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로 아주 가깝다. 

시내 곳곳에 비치된 무료 정보지도 유용하다. 방콕에 새로 등장한 레스토랑이나 클럽에 관한 

정보가 신속한 편이다. 

      

· 태국관광청 본청 TAT Tourist Information Counters  

    1600 New Phetchaburi Road, Makkasan, Ratchathewi, Bangkok 10400, THAILAND

    08:30~16:30   02-250-5500, www.tourismthailand.org

· 태국관광청 콜센터 TAT Call Center   1672

· 관광경찰  Tourist Police   24시간   1155

· Terminal 1 방콕 공항 관광안내소   08:00~24:00   02-504-2701~2 

· Terminal 2 방콕 공항 관광안내소   08:00~24:00   02-504-2703, 02-535-2669

· 방콕 시 관광안내소 City of Bangkok Tourism Division

      09:00~19:00   02-225-7612~4, www.bangkoktourist.com 

·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www.visitthailand.or.kr 

 AATNB www.tfgue.com

 태사랑 www.thailove.net

 아쿠아 www.aq.co.kr

 타이천사 cafe.daum.net/thai1004 

 여행가이드 cafe.daum.net/Tooga 

 신혼여행싸게가기 cafe.nate.com/honeymoondc.cafe

환전, 신용카드▶▶  대도시답게 어느 지역에서든지 환전이 용이하다. 가장 먼저 만나는 쑤완

나품 공항에는 방콕은행, 끄룽타이 은행, 군인 은행 등 태국 주요 은행들이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 환전기까지 구비돼 있다. 시중 은행의 환전소는 은행 업무시간인 15:30까지 영업

을 하며, 은행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환전소는 19:00~20:00경까지 환전 업무를 한다. 여행자

들이 많이 몰리는 카오산 로드에도 환전소가 많다. 은행마다 환율 차이가 약간 있지만 큰 차이

는 없다. 미국 달러 환전 시 화폐 단위에 따라 환율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즉, 1달러짜리 화폐

보다 100달러짜리 화폐가 환율이 좋다. 미국달러, 유로, 일본 엔, 호주 달러 등 주요 국가 화폐

는 모두 환전이 가능하다. 한국 원화는 대형 은행 주요 지점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나, 서울에

서 환전하는 것보다 매우 낮은 환율로 환전된다. 신용카드는 시중 은행에 설치된 대부분의 

ATM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플러스Plus, 씨러스Cirus 같은 직불카드가 사용되는 곳도 있다. 환

전소에서 여권과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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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은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행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태국 주변 국가는 물론 인도, 유

럽, 호주, 남아공까지 다양한 루트의 항공편이 연결된다. 5분이 멀다 하고 비행기가 이착륙하

는 쑤완나품 국제공항은 태국 여행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철도와 도로

로 연결된 육로 국경을 통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

들 사이에서 방콕은 오다가다 한번 들리는 경유지 역할도 해주고 있다. 

 

  항공 Air▶▶
 

· 서울-방콕

인천 국제공항에서 방콕까지 비행시간은 약 6시

간. 시차는 방콕이 서울보다 2시간 느리다. 인

천-방콕 구간은 대한항공(KE), 아시아나항공

(OZ), 타이항공(TG), 티웨이항공(TW), 제주항공

(7C), 이스타항공(ZE) 등에서 매일 직항 노선을 

운항한다. 진에어(LJ)는 주 4회 직항 노선을 운항한다. 

항공 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해 차이가 나며 요금 변동이 심하다. 

·인천 국제공항   1577-2600, www.airport.kr

·방콕 쑤완나품 국제공항   방콕 02-132-1888, www.airportthai.co.th  

·타이항공   서울 02-3707-0114, www.thaiairway.com

·대한항공   1588-2001, kr.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   1588-8000, www.flyasiana.com  

·티웨이항공   1688-8686, www.twayair.com

·제주항공   1599-1500, www.jejuair.net 

·이스타항공   1544-0080, www.eastarjet.com 

·진에어   1600-6200, www.jinair.com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와 녹에어, 타이거에어 등의 저가 항공사가 활발히 운항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에어아시아는 저가 항공사 중 가장 먼저 취항, 태국 국내선은 물론 동남아시아, 한

국 등지를 연결하는 국제선 노선에서도 저가 항공사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타이항공에서 

운영하는 녹에어는 태국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되며, 말레이시아 페낭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 

일부 국제선 구간을 운항한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타이거에어는 태국, 싱가포르 노선을 이

용할 때 유리하다. 방콕, 핫야이, 끄라비, 푸껫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국제선을 운항한다. 

저가 항공사는 출발 예정일보다 빠르게 예약할수록 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

면 예약을 하는 게 좋다. 다만 저가 항공사의 특성상 예약의 변동이나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

므로 할인 요금 적용에 대한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판매되는 요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므로 추가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방콕-주변 국가

방콕은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서 전세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항공 노선을 갖

고 있는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저렴한 할인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많은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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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들이 방콕을 거점으로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등지를 

넘나든다. 

· 태국 국내선 

타이항공 외에도 방콕에어, 녹에어, 에어아시아, 오리엔트타이항공 등 수많은 항공사에서 태

국 국내선을 취항 중이다. 항공사마다 운행하는 구간과 요금이 다르므로 인터넷이나 여행사

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에도 신분증을 확인하니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방콕에어 www.bangkokair.com | 녹에어 www.nokair.com 

·에어아시아 www.airasia.com | 오리엔트타이항공 flyorientthai.com 

·타이거에어 www.tigerairways.com 

·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은 공항 철도, 시내버스, 택시 등이 있다. 

쑤완나품 공항 철도 Airport Rail Link

익스프레스 라인(빨간색)과 시티 라인(파란색)이 있다. 익스프레스 라인은 두 군데의 역

에만 정차해 공항과 시내를 빠르게 연결한다. 시티 라인은 파야타이Phaya Thai, 랏차쁘라

Ratchaprarop, 막까싼Makkasan, 람캄행Ramkhamhaeng, 후어막Hua Mak, 반탑창Ban Thap Chang, 랏끄

라방Lat Krabang, 쑤완나품Suvarnabhumi의 총 8개의 역에 정차한다. 파야타이 역은 BTS 파야

타이 역, 막까싼 역은 MRT 펫부리 역과 연결돼 있다. 두 라인이 모두 정차하는 막까싼 역

에는 방콕 도심공항터미널이 자리한다. 체크인 카운터를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익스프레스 라인

노선 운행시간 소요시간

  파야타이-쑤완나품 주중·주말 06:00~24:00, 15분 간격 25분

  막까싼-쑤완나품 주중·주말 06:18~23:38, 40분 간격 13분26초 

 쑤완나품-파야타이 주중·주말 06:00~24:00, 30분 간격 17분

 쑤완나품 - 막까산 주중 06:36~23:55, 39~41분 간격·주말 06:35~23:55, 

40분 간격

13분26초 

·시티 라인

노선 운행시간 소요시간

쑤완나품- 6개 역-파야타이 주중 06:02~23:51, 15분 간격·주말 06:11~23:51, 20분 간격 25분

파야타이-6개 역-쑤완나품 주중·주말 06:01~24:01, 30분 간격 25분

·추가 노선

노선 운행시간 소요시간

후어막-람캄행-막까싼-

랏차쁘라롭-파야타이
주중 06:55~08:55, 13분 간격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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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Public Bus

공항 출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공항버스 터미널Transport Center 까지 이동해야 한다. 2층 

입국장을 나와 ‘셔틀버스 Shuttle Bus’라고 쓰인 안내판 앞에서 탑승하면 된다. 1층에도 셔틀버스 

탑승장이 있으나 공항 시설을 모두 들리기 때문에 2층에서 출발하는 버스보다 느리다. 2층에

서 익스프레스 셔틀버스를 탈 경우 공항버스 터미널까지 5분 정도가 소요된다. 요금은 무료다.

공항버스 터미널에서는 방콕 시내와 주변 지역으로 가는 에어컨 버스가 운행된다. 요금은 모

두 35B. 551번 버스가 전승 기념탑(아눗싸와리 차이)Victory Monument, 552번 버스가 언눗On Nut

을 지난다. 두 곳은 BTS 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내 주요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공항버스 터미널은 방콕 시내로 가는 버스 이외에 파타야Pattaya(07:00~21:00, 2시간 간격), 아

란야쁘라텟Aranyaprathet(캄보디아 국경, 08:00, 11:00 출발), 넝카이Nong Khai(라오스 국경, 20:30 

출발)으로 가는 에어컨 버스가 출발하며, 촌부리Chonburi, 라용Rayong, 뜨랏Trat 노선은 북부 터

미널에서 출발한 버스가 공항 터미널을 경유한다.

택시 Taxi

인원이 3~4명이라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씨롬이나 쑤쿰윗까지는 약 200B, 카오산 로

드까지는 약 250B 정도가 예상된다. 서비스 요금 50B이 추가되며 고가도로를 탈 경우 별도 요

금을 내야 한다. 입국장에서 외부로 나오지 말고 1층으로 내려가면 택시 승차장이 있다. 

쑤완나품 공항 층별 주요 시설

지하  공항 철도

1층  공항버스, 셔틀버스, 택시 승차장

2층  입국장, 관광안내소, 환전소, 렌터카, 여행사, 호텔 예약

3층  식당, 만남의 장소

4층  출국장, 항공사 카운터, 면세점

● 돈므앙 공항 Donmuang Airport

에어아시아, 녹에어, 오리엔트타이가 돈므앙 공항을 이용한다. 에어아시아와 녹에어는 국내

선과 국제선 노선을 모두 운항하며, 오리엔트타이는 국내선인 치앙마이, 푸껫 노선만 운항한

다. 돈므앙 공항의 출발은 2층, 도착은 1층에 자리했다. 

 

·돈므앙 공항에서 시내 이동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시내로 갈 수 있다.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일반 버스는 29번(후

알람퐁 역), 59번(카오산 로드, 싸남루앙), 95번(람캄행 로드)이 운행된다. 에어컨 버스는 

4번(씨롬 로드), 29번(전승기념탑, 후알람퐁 역), 10번(전승기념탑, 남부 터미널), 13번(쑤

쿰윗 로드, 동부 터미널), 555번(쑤완나품 공항)이 있다. 

공항에서 카오산 로드까지 택시를 타면 170B~200B의 요금이 나온다. 고가도로를 이용

할 경우 두 번의 이용 요금을 승객이 내야 한다. 

※  PNR(항공예약코드): 쑤완나품 신공항 BKK, 돈므앙 공항 DMK

※  국제선은 대부분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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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Rail▶▶

방콕의 기차역은 후알람퐁Hualamphong 과 톤부리Thonburi가 있다. 후알람퐁은 방콕에

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기차가 출발, 도착하는 곳. 치앙마이Chiang Mai까지 북부 노선, 

태국 국경 남부 말레이시아 버터워스Butterworth까지 남부 노선, 넝카이Nong Khai까지 

북동부 노선, 아란야쁘라텟까지 완행기차가 후알람퐁 역을 드나든다. 톤부리Thonburi 

역에서는 깐짜나부리Kanchanaburi행 열차만 출발한다.

·후알람퐁 역 Hualamphong

서울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콕의 중심 역이다. 깐짜나부리 방면을 제외하고 태국 전

역으로 뻗은 철도가 후알람퐁을 시작으로 연결된다. 기차역 내부에는 짐 보관소, 샤워

장, 서점, 푸드 코트, 여행사, ATM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다. 매표소를 바

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안내소에서는 기차 시간표를 얻을 수 있다. 승차권은 아무 창구

에서나 구입할 수 있지만 외국인 전용 창구가 별도로 있으므로 영어로 문의할 때 편리

하다. 기차표를 구입할 때는 해당 목적지와 기차 시간을 말하고, 원하는 침대칸의 침

대(상, 하)를 선택하면 된다. 꼬 싸무이, 꼬 팡안, 꼬 따오로 갈 경우 섬까지 보트와 연

계되는 조인트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출발 및 도착 시간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태국 

철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1690, www.railway.c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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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 치앙마이

 역/기차번호 RAP SP ORD SP RAP SP SP RAP RAP EXP

EXP EXP EXP EXP

DRC DRC

111 9 201 3 109 1 13 105 107 51

객실등급(Class) 2-3 2 3 2 2-3 1-2 1-2 2-3 2-3 2-3

방콕 07:00 08:30 09:25 10:50 12:45 18:10 19:35 19:50 20:10 22:00

돈므앙 07:52 09:14 10:31 11:40 13:34 18:57 20:23 20:33 21:01 22:49

아유타야 08:37 09:43 11:26 12:15 14:18 19:45 21:01 21:14 21:42 23:30

롭부리 09:44 10:29 12:37 13:00 15:19 20:41 21:55 22:07 22:36 00:27

나콘 싸완 11:27 11:38 15:03 14:07 17:13 22:13 23:35 23:36 00:03 02:12

핏싸눌록 14:14 13:19 17:50 16:00 19:21 00:11 01:50 02:05 02:49 04:41

웃따라딧 16:00 14:45 - 19:10 21:13 - 03.13 03:52 04:46 06:20

람빵 - 18:11 - - 01:42 05.29 07:07 - - 10:37

람푼 - 20:05 - - 03:38 07:40 09:24 - - 12:37

치앙마이 - 20:30 - - 04:05 08:15 09:55 - - 13:05

·치앙마이  → 방콕

 역/기차번호 SP RAP EXP SP SP ORD RAP RAP SP RAP

EXP EXP EXP EXP

DRC DRC

4 108 52 14 2 202 106 112 12 102

객실등급(Class) 2 2-3 2-3 1-2 1-2 3 2-3 2-3 2 2-3

치앙마이 - - 17:30 16:00 17:00 - - - 08:45 05:45

람푼 - - 17:53 16:24 17:23 - - - 09:13 06:10

람빵 - - 20:00 18:30 19:19 - - - 10:54 08:32

웃따라딧 20:00 20:17 23:46 22:04 - - 07:35 08:40 13:53 12:10

핏싸눌록 21:40 22:06 01:31 23:39 00:09 06:05 08:59 10:18 15:08 14:01

나콘 싸완 00:04 00:33 03:56 02:00 02:12 08:39 10:52 12:52 16:52 16:11

롭부리 01:27 02:16 05:40 03:41 03:54 11:04 12:27 14:48 18:05 17:55

아유타야 02:33 03:14 06:45 04:45 04:59 12:18 13:28 16:05 18:53 19:14

돈므앙 03:14 04:12 07:36 05:34 05:58 13:14 14:13 17:03 19:27 20:09

방콕 04:00 05:10 08:30 06:30 06:50 14:05 15:05 18:00 2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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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 버터워스

역/기차번호 SP DRC RAP SP SP RAP EXP RAP RAP EXP SP SP

EXP EXP EXP EXP EXP

DRC DRC DRC

43 261 171 35 37 169 83 173 167 85 39 41

객실등급(Class) 2 3 2-3 1-2 1-2-3 2-3 1-2-3 2-3 2-3 1-2-3 2 2

방콕 08:05 09:20 13:00 14:45 15:10 15:35 17:05 17:35 18:30 19:30 22:50 22:50

나콘 빠톰 09:21 11:01 14:36 16:09 16:36 17:13 18:31 19:10 19:56 20:57 00:08 00:08

후아힌 11:26 13:50 17:14 18:42 19:10 20:07 21:07 21:51 22:31 23:33 02:20 02:20

춤폰 14:36 - 21:12 22:34 23:12 00:42 01:16 02:48 03:18 04:13 05:49 05:49

쑤랏타니 16:45 - 00:22 01:23 02:00 03:45 04:24 05:48 06:23 07:06 08:05 08:05

뜨랑 - - - - - - 08:05 - 10:31 - - -

핫야이 - - 05:52 06:35 07:20 09:15 - - - - - 12:34

빠당 베싸 - - - 07:55 - - - - - - - -

버터워스 - - - 12:55 - - - - - - - -

· 버터워스 → 방콕

역/기차번호 RAP EXP SP RAP RAP EXP RAP SP SP DRC SP SP

EXP EXP EXP EXP EXP

DRC DRC DRC

174 168 42 86 170 84 172 36 38 262 40 44

객실등급(Class) 2-3 1-2-3 2 2-3 2-3 1-2-3 2-3 1-2-3 1-2 3 2

버터워스 - - - - - - - 13:45 - - - -

빠당 베싸 - - - - - - - 17:40 - - - - 

핫야이 - - 16:23 - 14:45 - 15:39 18:45 18:10 - - -

뜨랑 - 13:29 - - - 17:25 - - - - - -

쑤랏타니 16:47 17:38 20:41 18:37 20:14 21:04 21:26 23:57 23:28 - 10:40 20:41

춤폰 19:36 20:31 22:49 21:22 23:23 23:59 00:44 02:34 02:06 - 12:46 22:49

후아힌 00:45 01:16 02:22 01:47 04:06 04:15 04:56 06:29 06:05 14:10 16:01 02:22

나콘 빠톰 03:38 04:03 04:36 05:00 07:24 07:02 07:43 09:01 08:40 17:52 18:24 04:36

방콕 05:10 05:35 05:55 06:30 09:00 08:35 09:15 10:30 10:10 19.25 19:45 05:55

·톤부리  → 남똑

역/기차번호 ORD ORD

257 259

객실등급(Class) 3 3

톤부리 07:50 13:55

나콘 빠톰 09:02 15:03

깐짜나부리 10:35 16:26

리버 콰이 브릿지 10:44 16:33

남똑 12:35 18:30

·남똑  → 톤부리

역/기차번호 ORD ORD

260 258

객실등급(Class) 3 3

남똑 05:20 12:55

리버 콰이 브릿지 07:12 14:40

깐짜나부리 07:19 14:48

나콘 빠톰 09:19 16:30

톤부리 10:25 17:40

RAP=Rapid Train 급행 열차     EXP.SP=Special Express Train 특급 열차     
EXP.SP.DRC=Special Express Diesel Railcar 특급 디젤 열차

방
콕  

브
리
핑



· 주요 구간 기차 요금(단위 B)

    1등석 침대            2등석 좌석                                         2등석 침대                     3등석 좌석 

    도        시 
에어컨

  
에어컨 팬

                     에어컨                               팬  
에어컨 팬

 

    UP LOW UP LOW

  핏싸눌록 1,164 449 309 629 699 409 459 - 219

  람빵 1,372 574 394 754 844 494 544 - 256

  람푼 1,435 603 423 763 833 523 573 - 268

  치앙마이 1,453 611 431 791 881 531 581 - 271

  후아힌 1,022 382 292 522 622 352 402 294 234

  춤폰 1,234 480 380 680 770 440 490 342 272

  쑤랏타니 1,379 578 438 758 848 498 548 397 297

  핫야이 1,594 675 535 855 945 555 605 439 339

  버터워스 - - - 1,120 1,210 - - - -

  톤부리-남똑 - - - - -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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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Bus▶▶

방콕에는 3개의 버스 터미널이 있다. 터미널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어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태국의 시외버스는 종류별로 24인승 VIP, 에어컨 VIP, 에어컨 버스, 일반 버스 등으로 

구분된다. 터미널의 매표소에는 목적지가 아닌 회사별로 매표소를 운영한다.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도시는 영어로 목적지가 표시돼 있다. 

24인승 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어컨 

버스로 우등 고속으로 생각하면 된다. 에어컨 

버스는 좌석 숫자와 시설에 따라 뻐 1(능)과 뻐 

2(썽)로 구분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버스 내부에 

화장실이 있느냐의 여부다. 요금이 조금 더 비싼 

뻐 능에 화장실이 딸려 있다. 에어컨 버스 

내부에는 차장이 있어 음료수나 담요, 물수건 

등을 적절한 시간에 제공한다. 빨간색의 일반 시외버스는 방콕 출발 기준으로 이용할 일이 

거의 없다. 지방 소도시에서 지방 소도시로 갈 때 종종 탈 수 있다.   

북부 터미널Northern Bus Terminal 콘쏭 머칫 마이 

방콕에서 가장 큰 버스 터미널인 머칫 마이Mochit 

Mai에서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쏜, 치앙콩, 

매싸이, 아유타야, 롭부리, 넝카이, 우돈타니, 묵 

다한, 컨깬 등 중북부 도시와 파타야, 뜨랏 

방면의 동부행 버스, 캄보디아 국경과 접한 

아란야쁘라텟행 버스가 드나든다. 가까운 

거리의 중부 지역 도시들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수시 출발한다. 장거리 북부행 버스는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인 19:00~22:00 사이에 출발한다. 야간 버스는 해당 목적지에 아침에 

도착하도록 출발시 간을 배정했다. 

  BTS 머칫 역에서 택시로 5분    02-936-3659, 0677



53

   *북동부 방면

  구간 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B)

  치앙칸 VIP 22:00 9시간 694

  묵다한 VIP 20:45, 21:00, 21:30 10시간30분 762

 2등석 에어컨 20:05, 20:15 10시간30분 381~

  나콘 빠놈 VIP 13:30, 20:10, 20:30, 21:00  11시간 823

 2등석 에어컨 06:00, 15:00, 19:00, 21:00 11시간 412

  넝 카이 VIP 20:30 10시간 700

   2등석 에어컨 19:00, 21:45 10시간 448

  러이엣 VIP 22:00 7시간 439

  싸컨 나컨 VIP 07:30, 18:15, 19:00, 20:10, 20:30,  10시간 720

  20:45

  우본 랏차타니 VIP 21:00 11시간 736

   2등석 에어컨 06:00, 19:50 11시간 368

  차이야품 2등석 에어컨 05:40, 15:00 5시간 196

  깔라씬 2등석 에어컨 21:30 8시간 330

  씨싸켓 2등석 에어컨 08:00, 21:00 9시간 314

  쑤린 2등석 에어컨 07:00, 08:30, 10:00, 11:00, 13:00,  7시간 248

  17:00, 19:30, 20:30, 22:00, 23:00

방
콕  

브
리
핑

*북부방면

구간 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B)

치앙마이 VIP, 에어컨 07:20~21:50(1일 16회) 10시간 VIP 876, 
에어컨 624~

매싸이 VIP VIP 07:30, 19:40 13시간 VIP 1,047

치앙라이 VIP, 에어컨 07:00~18:30(1일 30회) 13시간 VIP 935, 에어
컨 493~680

매홍쏜 1등 에어컨 14:00, 15:00, 16:00 16시간 718~838

프래 VIP, 에어컨 09:30~20:45(1일 18회) 8시간 482~692

난 VIP, 에어컨 08:00~19:30(1일 6회) 11시간 VIP 840, 에어
컨 497~540

람빵 VIP, 에어컨 07:30~22:00(1일 41회) 8시간 VIP 756, 에어
컨 486~567

핏싸눌록 VIP, 에어컨 07:30~01:30(1일 42회) 5시간 VIP 560, 에어
컨 304~490

쑤코타이 VIP에어컨 07:50~22:40(1일 38회) 7시간 VIP 437, 
에어컨 358

깜팽펫 에어컨 07:00~01:00(1시간 간격) 5시간 2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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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터미널 Southern Bus Terminal 콘쏭 싸이 따이 마이

삔끄라오에서 택시로 15분 가량 거리에 자리한 터미널로 푸껫, 쑤랏타니, 꼬 싸무이, 꼬 팡안, 

꼬 따오, 끄라비, 뜨랑, 핫야이, 쏭클라 등의 남부 지역과 깐짜나부리, 담넌 싸두악 수상시장 

등의 방콕 서쪽행 버스가 운행된다. 터미널 2층에서 모든 버스가 출발하며, 남부 섬으로 갈 

경우 조인트 티켓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카오산 로드에서 택시로 15분     02-435-1200, 02-434-7192

  구간 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B)

  팡아 VIP 19:30, 20:00 12시간 885

 1등석 에어컨 20:00 13시간 607

 2등석 에어컨 19:30 12시간 456

  라농 VIP 20:00 8시간 666

  푸껫 VIP 07:30, 17:30, 18:00, 18:30, 19:00 11시간50분 1,058

 1등석 에어컨 18:30, 19:15 12시간 794

 2등석 에어컨 05:00, 07:00, 09:30, 14:00, 16:00,  13시간 680
  17:30, 20:30, 21:30

 2등석 에어컨 06:00, 15:30, 18:00 12시간 529~543

  끄라비 VIP 19:30 12시간 1,055

 1등석 에어컨 18:30, 20:00 12시간 895

 2등석 에어컨 07:30, 17:00 12시간 680

  나콘 씨 탐마랏 VIP 19:00(단농), 20:00(카놈) 11시간 907

 2등석 에어컨 06:40, 16:30, 18:00, 22:00, 23:00 12시간30분 454

  뜨랑 VIP 19:00 11시간50분 969

 1등석 에어컨 19:30 12시간 623

 2등석 에어컨 07:30, 19:30 12시간 484

  얄라 VIP 17:30 14시간 1,218

 1등석 에어컨 17:00 14시간 783

 2등석 에어컨 14:00, 18:00 15시간 609

  싸뚠 VIP 18:00 12시간 1,114

 1등석 에어컨 07:00, 18:30 14시간 725

 2등석 에어컨 17:30, 19:00 14시간30분 564

  쑤랏타니 2등석 에어컨 10:50 12시간 379

  싸무이 VIP 07:30, 19:00, 19:30, 20:20, 20:30 11시간50분 1,200

 1등석 에어컨 19:00, 20:00 12시간 900

  싸무이 타 돈싹 2등석 에어컨 18:15 12시간 420

  팡안 VIP 19:50 11시간50분 837

 1등석 에어컨 19:30 12시간 538

 핫야이 1등석 에어컨 19:30 12시간30분 688

 2등석 에어컨 06:00 14시간30분 568

 2등석 에어컨 07:30 13시간 535

  쏭클라 VIP 18:00 12시간50분 1,126

 2등석 에어컨 08:00, 15:00, 19:00 14시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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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산 로드 여행사 버스
카오산 로드의 여행사에서 여행자를 모아 출발하는 여행자 버스로 

요금이 저렴해 배낭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한다. 북부 노선보다는 남

쪽 섬으로 가는 노선이 많은 편. 북부는 치앙마이 트레킹과 연계된 

치앙마이 노선이 저렴하다. 동부 방면은 꼬 싸멧과 꼬 창으로 가는 

노선이 많다. 요금이 여행사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몇 

군데 여행사에 들러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대략적으로 남부 섬들까

지 보트 티켓이 연계된 조인트 티켓은 꼬 팡안 700B, 꼬 피피 750B 

정도이며 치앙마이는 350B 이상으로 변동이 심하다. 

  구간 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B)

  쑹아이 꼴록 VIP 17:00 15시간 1,369

 1등석 에어컨 17:15 15시간 880

 2등석 에어컨 21:00 16시간 706

  구간 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B)

  파타야 1등석 에어컨 05:00~23:00, 40분 간격 2시간30분 128

  파타야, 좀티안 2등석 에어컨 04:40~21:00, 30분 간격 3시간30분 102

  라용 1~2등석 에어컨 04:00~20:00, 1시간 간격 3시간 166

  반 페 1~2등석 에어컨 07:00~18:30, 1시간 간격 3시간30분 178

  뜨랏 1등석 에어컨 06:00~23:30, 1시간 간격 5시간 275

 2등석 에어컨 04:00, 05:00, 06:30, 08:45, 15:00 7시간 258

 2등석 에어컨 06:00, 07:00, 09:00, 11:00, 12:30,  5시간30분 214

    14:30, 16:00, 17:30, 24:00

동부 터미널 Eastern Bus Terminal 콘쏭 에까마이

파타야, 반페, 뜨랏 등 동부 해안으로 가는 버스가 출발한다. 방콕에 있는 터미널 중에 규모가 

가장 작고, 노선도 가장 적다. BTS 에까마이 역과 가까워 시내에서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다. 

  BTS 에까마이 역    02-391-8097

방
콕  

브
리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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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Taxi▶▶

방콕에서 다른 도시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먼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는 건 부

담이 될 수도 있지만 짧은 일정으로 태국 동부나 중부 지역에 머물 예정이라면 택시를 이용하

는 것도 괜찮다. 특히 일행이 있고,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탄 경우라면 방콕에 숙소를 정하

는 것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지역 도시 거리 요금

   동부, 중부 나콘 나욕 Nakon Nayok 108km 1,100B

 라용 Rayong 210km 2,200B

 파타야 Pattaya 145km 1,500B

 뜨랏 Trat 325km 3,500B

 깐짜나부리 Kanchanaburi 150km 1,600B

 아유타야 Ayutthaya 80km 1,000B

 롭부리 Lopburi 170km 1,800B 

 후아힌 Hua Hin 250km 2,600B

   북부 넝카이 Nong Khai 615km 7,000B

 아란야쁘라텟 Aranyaprathet 220km 2,800B

 쑤코타이 Sukhothai 450km 4,600B

 람빵 Lampang 600km 6,300B

 치앙마이 Chiang Mai 700km 7,300B

 치앙라이 Chiang Rai 790km 8,300B

 매홍쏜 Mae Hong Son 650km 6,800B

   남부 춤폰 Chumphon 470km 5,000B

    라농 Ranong 570km 6,800B 

 쑤랏타니 Surat Thani 650km 7,900B

 팡아 Phangnga 790km 7,900B

 끄라비 Krabi 820km 8,000B

 쏭클라 Songkhla 950km 10,000B

 푸껫 Phuket 870km 8,500B 

 핫야이 Hat Yai 940km 10,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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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서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버스와 택시는 기본이고 지상철 BTS와 지하

철 MRT, 방콕의 명물 운하 보트와 뚝뚝까지 탈 수 있다. 버스나 택시를 탈 경우에는 한국과 운

전석의 위치와 신호 체계가 달라 자칫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또한 시내 중심가는 교통 혼잡

을 피하기 위해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지리를 빨리 익히려면 거리에 붙은 명칭을 확인하면 된다. 방콕의 도로는 현지어로 타논

Thanon이라고 표시돼 있고, 타논과 연결되는 골목길은 쏘이Soi라고 부른다. 즉, 타논 쑤쿰윗 쏘

이 12 Thanon Sukhumvit Soi 12하면 쑤쿰윗 거리 12번 골목이 되는 셈이다. 쏘이 번호는 왼쪽과 오

른쪽을 구분해 홀수와 짝수 번호를 붙인다. 

   버스 Bus▶▶

방콕에는 다양한 종류의 버스가 있는데 색깔로 구분된다. 빨간색 버스는 일반 버스로 에어컨

이 없어 창문을 열고 다니고, 오렌지색과 파란색은 에어컨 버스다. 자주색은 마이크로 버스로 

불리며 에어컨 좌석 버스로 생각하면 된다. 버스 요금은 차량에 따라 다르고, 거리에 따라 다

르다. 일반 버스 6B, 에어컨 버스 10B~20B, 마이크로 버스 25B. 

방콕 버스는 안내양이 돈 통을 들고 다니며 요금을 받는다. 버스에 탑승해 요금을 내고 목적

지를 말하면 탑승권과 거스름돈을 준다. 탑승권은 조그마한 종이로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휴

대하고 있어야 한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검사관들이 탑승해 승차권 휴대 여

부를 검사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버스의 경우 좌석이 다 차면 더 이상 승차가 불가능하며, 

탑승 시 요금을 지불한다. www.bmta.th

   택시 Taxi▶▶

방콕 전역에서 쉽게 눈에 띄는 택시는 미터 택시로 ‘Taxi Meter’라고 표시돼 있다. 기본요금 

35B으로 2B씩 요금이 올라간다. 가까운 거리는 50B~60B 정도면 갈 수 있으며, 카오산 로드

에서 싸얌을 갈 경우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80B 정도의 요금이 나온다. 시내에서 공항까지는 

200B 정도 생각하면 된다. 기사들이 차가 막히면 고가도로인 탕두언을 탈 것을 권유하는데, 

고가도로 이용료는 승객이 부담해야 한다. 방콕 택시의 좋은 점은 합승을 하지 않으며, 5~6명

이 탄다고 해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탑승할 경우 미터로 가지 않고 흥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택시를 타면 반드시 미터를 사용하는지 확

인해야 한다. 공항에서 택시를 탈 경우에는 대기료 50B이 추가된다. 

   뚝뚝 Tuk Tuk▶▶

방콕의 명물이며 애물단지인 뚝뚝은 바퀴가 

세 개인 삼륜차로 ‘쌈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택시TAXI라고 쓰여져 있지만 미터 요금제가 

아니라 흥정을 해야 한다. 탑승 전에 목적지

를 말하고 적당한 요금을 흥정해야 한다. 인

접한 거리는 40B~50B 정도면 가능하다. 택

시보다 요금이 싸지만 외국인의 경우 바가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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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광지에 세워져 있는 뚝뚝은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관

광객을 태우고 방콕 관광을 시켜준다며 기념품 가게와 보석 가게를 순례하며 커미션을 챙기

는 기사들도 있다. 근거리 이동에는 용이하지만 장거리 이동은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오토바이 택시 Moto Cycle▶▶

여행자들은 이용할 기회가 적지만 방콕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즐겨 탄다고 한다. 모또싸이

라고 부르며 교통체증이 심할 때 주로 이용하게 된다. 오토바이 택시도 타기 전에 흥정을 해

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10B~20B, 먼 거리는 흥정을 해야 한다. 운전사들은 번호가 적힌 붉은

색의 조끼를 입고 있다. 

수상 보트 Boat▶▶ 

방콕의 수상 보트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수단으

로 여행자들도 애용하는 편이다. 짜오프라야 

강은 물론 쌘쌥 운하 Khlong Saen Saep로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따라 보트가 운행된다. 버스처

럼 선착장에서 탑승해 안내양에게 요금을 내고 

원하는 곳에서 내리면 된다. 

▶ 짜오프라야 익스프레스 Chaophraya Express 르아 드언

짜오프라야 강 남단의 싸판 끄룽텝Krungthep Bridge(끄룽텝 다리)에서 방콕 북부 외각의 논타부

리Nonthaburi를 연결하는 보트. 05:50~19:00에 운행되며 출퇴근 시간(월~금, 06:00~09:00, 

16:00~18:00)에는 스페셜 익스프레스 보트가 운행된다.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종점

에서 종점까지 90분 정도 소요된다. 요금은 선착장에서 내거나, 보트 탑승 후 안내양에게 지

불하면 된다. 요금은 10B~32B으로 보트 종류와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트는 깃발에 따라 익스프레스 보트와 일반 보트로 구분된다. 노란색 깃발을 단 익스프레스 

보트는 논타부리에서 랏부라나 Ratburana까지 월~금 아침, 저녁 시간에 운행된다. 오렌지색 깃

발을 단 익스프레스 보트는 논타부리에서 싸톤 Sathon까지 월~토 러시아워에 운행된다. 깃발

이 없는 보트는 일반 보트로 모든 선착장에서 사람을 태우고 내린다. 보트는 출퇴근 시간에 5~10

분 간격, 보통 시간대는 15~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저녁 이후에는 보트가 운행되지 않는다. 

 02-445-8888
 

주요 선착장과 볼거리 

   선착장 (Tha, 타)  주변 볼거리

   타 테웻 Tha Thewet 테웻 꽃시장, 테와랏 시장, 국립 도서관

   타 파아팃 Tha Phra Athit 타논 파아팃, 방람푸, 카오산 로드

   타 롯 파이  톤부리 기차역, 법의학 박물관, 해부학 박물관, 

   Tha Rot Fai (Thonburi Railway Station) 왕궁 선박 박물관

   타 창 Tha Chang 왕궁, 왓 프라깨우

   타 띠안 Tha Tien 왓 포, 왓 아룬

   타 랏차웡 Tha Ratcha Wong 차이나타운

   타 씨파야 Tha Sri Phraya 리버 시티 쇼핑몰, 로열 오키드 쉐라톤 호텔

   타 오리엔탈 Tha Oriental 오리엔탈 호텔, 씨롬

   타 싸톤 Tha Sathon BTS 싸판 딱씬, 샹그릴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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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리버 페리 Cross River Ferry 르아 캄팍 

수상 보트가 정차하는 선착장에서 강 반대편으로 운행하는 보트. 정해진 노선 없이 강을 좌우

로 왕복한다. 모든 선착장마다 르아 캄팍을 탈 수 있으며, 선착장의 이름은 같지만 르아 캄팍

을 타는 곳과 짜오프라야 익스프레스 보트를 타는 곳은 다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

고 선착장 입구가 좌우로 구분된 정도다. 

요금은 3B. 여행자들은 타 띠안Tha Tien에서 왓 아룬Wat Arun을 운행하는 르아 캄팍을 주로 이

용한다. 타 창Tha Chang에서 왓 라캉Wat Rakhang에 갈 경우에도 르아 캄팍을 타야 한다. 

▶ 긴 꼬리 보트 Long Tail Boat 르아 항 야오

모터 엔진이 달린 스크류를 이용한 배로 가늘고 길게 생겼다. 방콕의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보트와 렌트용 등 두 종류의 보트가 있으며, 투어용 보트가 큰 편이다. 긴 꼬리 보트를 렌트할 

경우 1시간에 1,000B~1,500B 정도면 가능하다. 짜오프라야 강과 방콕 서쪽인 톤부리 지역

의 운하를 여행할 경우 렌트 요금은 1,500B 정도다. 투어 보트와 디너 크루즈 선착장으로 쓰

이는 리버 시티 선착장과 왕궁과 인접한 타 창 선착장 주변에서 배를 빌리기 쉽다. 

 

   쌘쌥 운하 보트 Khlong Saen Saep Boat▶▶

방콕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교통수단. 좁은 운하(크롱 Khlong)를 따라 보트가 정기적

으로 다닌다. 크롱 방람푸를 따라 운행되던 방람푸-후알람퐁 구간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크롱 쌘쌥을 따라 싸판 판파-쁘라뚜남-텅러-방까피 노선은 지금도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쌘쌥 운하 보트의 출발점은 타 싸판 판파Tha Saphan Phan Fa로 민주기념탑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싸판 판파(판파 다리) 아래에 선착장이 위치했다. 이곳에서 보트를 타면 보

배Bo Bae(보배 시장), 후어창Hua Chang(타논 랏차테위, 아시아 호텔, 싸얌 스퀘어), 쁘라뚜남 

Pratunam(쁘라뚜남 시장, 쎈탄 월드 플라자), 위타유Withayu, 나나Nana, 아쏙Asok(아쏙, MRT 펫

부리), 텅러 Thonglor, 에까마이Ekkamai 등 방콕 도심의 주요 거리와 인접한 곳에 있는 선착장까

지 갈 수 있다. 보통 선착장에서 주요 도로까지는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다. 

운하 보트는 타 쁘라뚜남을 경계로 서로 다른 보트가 운행되기 때문에 장거리 구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타 쁘라뚜남에서 다른 보트로 갈아타야 한다. 단, 보트 티켓은 처음 탑승할 때 구입

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10B~20B. 안전 헬멧을 쓰고 돈을 받으러 

다니는 차장에게 내면 된다. 

   지상철 BTS▶▶

BTS(Bangkok Mass Transit System)는 방콕 도심을 이동할 때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 수

단이다. 싸얌Siam, 나나Nana, 아쏙Asok, 씨롬 Silom 등 시내 중심가를 모두 경유하고, 씨롬 

Silom, 팟퐁Patpong에서 짜뚜짝 주말 시장Chatuchak Weekend Market을 30분만에 연결해 편리하

다. 노선은 머칫Mochit-배링Bearing을 연결하는 쑤쿰윗 노선Sukhumvit Line과 국립경기장National 

Stadium-방와Bang Wa를 연결하는 씨롬 노선Silom Line이 있다. 두 노선은 싸얌Siam 역에서 환승

이 가능하다. 

스카이트레인은 06:00~24:00 운행된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15B~55B으로 차등 적용된다. 1

회용 티켓은 자동판매기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판매기는 5B, 10B짜리 동전을 사용해

야 하기 때문에 지폐밖에 없다면 역마다 마련된 안내소에서 동전을 교환해야 한다. 자동판매

기에서 티켓 구입은 요금 환산 안내판을 보고 해당 역에서 가고자 하는 역까지의 요금에 해당

하는 번호를 누르면 된다. 요금에 해당하는 동전을 넣으면 플라스틱으로 된 1회 편도 티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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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다. 안내소에서는 정액권 티켓만 판매한다. 티켓은 1회용 티켓을 포

함해 정액권과 정해진 횟수만큼 탑승할 수 있는 카드로 구분돼 있다.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탑승이 가능한 1 Day Pass는 130B이다. www.bts.co.th 

   지하철 MRT▶▶

BTS가  방콕 시민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방콕 지하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6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4년 7월에 개통한 방콕 지하

철 MRT는 20km 길이에 총 18개 역을 지난다. 후알람퐁 기차역을 시작으로 

타논 프라람 씨Thanon Phra Ram 4를 따라 동쪽으로 씨롬Silom 입구-룸피니 

공원Lumphini Park까지 간 다음 북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아쏙Asok-랏차다

Ratchada를 관통, 짜뚜짝Chatuchak-방쓰Bang Sue까지 연결된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어른의 경우 15B부터 시작해 역

마다 2B~3B이 추가되며, 최대 요금은 40B이다. 지하철 편도 승차권 구입은 

자동판매기나 안내 창구에서 가능하다. 자동판매기는 모니터에 표시된 노

선도에서 해당 역을 선택한 다음 돈을 넣으면 된다. 모니터는 태국어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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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나 English를 누르면 영어로 전환된다. 티켓 판매기는 BTS와 달리 모든 

동전과 지폐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거스름돈이 동전으로만 나오니 고액권 지폐일 

경우 안내 창구에서 티켓을 구입하도록 하자. 안내 창구에서는 편도 티켓과 정액

권을 판매한다. 지하철은 승차권이 독특하다. 정액권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 티켓

이지만, 편도 승차권의 경우 바둑알처럼 생긴 검은색의 토큰을 사용한다. 

BTS와 환승이 가능한 역은 씨롬(BTS 쌀라댕과 연결), 쑤쿰윗(BTS 아쏙과 연결), 

쑤언 짜뚜짝(BTS 머칫과 연결) 등 3개 역으로, 두 개 교통편이 서로 통로를 통해 

연결되지는 않는다. www.mrta.co.th

BTS, MRT, 공항 철도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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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주변, 
    랏따나꼬씬✻Ratanakosin 
짜끄리 왕조와 방콕의 역사를 한눈에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삶과 유적이 어우러져 있어 단순히 
과거의 화려한 영화를 감상하면서 회상에 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랑 받고 있다.

Transportation ▶▶

 랏따나꼬씬 지역을 드나드는 BTS나 MRT는 없다. 역사 유적이 

많고 국왕이 사는 곳과 가까워 고가도로나 지상철인 BTS 운행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시내에서 왕궁 주변을 갈 때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 택시 요금은 

쑤쿰윗 또는 씨롬에서 100B~150B, 싸얌에서 100B 정도다. 

 랏따나꼬씬을 드나드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다. 타 창Tha Chang, 

타 띠안Tha Tian, 타 파아팃 Tha Phra Athit 선착장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싸얌에서 15번 버스를 타면 왕궁, 랏차담넌으로 간다.

01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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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남 루앙 Sanam Luang 

‘왕실 공원’이란 뜻의 긴 타원형 공원으로 카오산 로드와 왕궁까지 연결돼 있다. 공

원은 라마 4세 때 만들어졌으며, 라마 5세 때 싸남 루앙 주변에 국방부, 교통부, 통

신부, 국립 극장 등의 정부 건물을 신축하고 가로수를 심어 유럽풍의 공원으로 조

성했다. 쏭끄란, 국왕 생일, 왕비 생

일, 신년 행사 같은 큰 축제 기간에

는 대형 행사장으로 사용된다.

 카오산 로드 서쪽 끝 차나 쏭크람 

경찰서에서 좌회전. 싸왓디 카오산 인

을 지나면 큰길인 랏차담넌 끄랑

Thanon Ratchadamnoen Klang. 이 길을 건너

면 싸남 루앙이다. 카오산 로드에서 

걸어서 5분

 ✻ BEST SIGHTS 

랏따나꼬씬만 둘러봐도 방콕 볼거리의 절반은 보는 셈이다.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는 

왕궁, 왓 프라깨우, 왓 포, 국립 박물관이 있다. 짜오프라야 강 건너편에 자리한 왓 

아룬도 일정에 넣으면 좋다. 

1일 도보여행 코스▶▶  싸남 루앙 → 국립 박물관 → 탐마쌋 대학교 → 마하랏 

시장 → 왓 마하탓 → 씰빠꼰 대학교 → 왕궁 → 락므앙 → 국방부 → 왓 포 → 타 띠안 → 

왓 아룬 → 짜오프라야 강 유람

국립 박물관 National Museum 

태국에서 가장 크고 유서 깊은 박물관이다. 국립 박물관 건물은 태국 전통 양식으

로 라마 1세 때 지어진 것으로 시선을 압도한다. 라마 4세 때에는 개인 박물관으로 

사용됐으며, 라마 5세 때에는 왕궁에 있던 유물을 옮겨와 이곳에 전시했다. 지금

처럼 국립 박물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라마 7세 때부터다. 1967년과 1982

년에 건물을 추가 신축했다. 

박물관은 크게 4개의 건물로 나뉘

며 태국 역사 개요, 왕실 생활 용품, 

태국 역대 왕조의 미술품과 조각, 불

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카오산 로드에서 걸어서 10분. 싸남 

루앙 서쪽의 탐마쌋 대학교와 국립 극장 

사이   수~일 09:00~16:00   200B 

영어 무료 가이드 수, 목 09:30   

02-22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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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박물관 내 볼거리  |

태국 역사관 Thai History Gallery▶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태국 역사에 관해 소개하고 있

다. 관심을 가질 만한 전시물로는 태국 최초의 왕조인 쑤코타이 왕조의 람캄행 대왕이 만든 

석조 비문이다. 검정색 돌에 새겨진 비문은 태국 문자로 람캄행 대왕 때 창조돼 지금까지 전

해 오고 있다. 더불어 선사시대를 소개하는 곳에는 태국 동북부에 있는 마을인 반 치앙Ban 

Chiang에서 발굴된 도자기와 청동 제품이 전시돼 있다. 

왓 부다이싸완 Wat Buddhaisawan▶ 태국 역사관을 나와서 중앙 전시실로 가기 전에 보이는 건

물로 1787년에 세운 것이다. 이곳에는 왓 프라깨우에 모셔진 에메랄드 불상 다음으로 태국에

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불상인 프라 씽Phra Sing이 자리했다. 프라 씽은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져 

13세기에 쑤코타이로 건네졌으며, 란나 왕조가 있던 치앙마이를 거쳐 라마 1세 때인 1795년

에 방콕으로 옮겨졌다. 태국 사람들은 프라 씽이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사원 내

부에는 200년이나 된 벽화가 남아 있다. 

왓 부다이싸완 남쪽에는 붉은 집Red House이라고 불리는 땀낙 댕Tamnak Daeng이 있다. 금과 

티크목을 이용해 만든 쑤코타이 양식의 집으로 라마 1세의 누님인 씨 쑤다락Sri Sudarak 공주

와 라마 2세의 왕비 씨 쑤리옌Sri Suriyen이 살았던 곳이다. 내부에는 왕비가 쓰던 침구가 놓여 

있다. 

중앙 전시실 Central Hall▶ 국립 박물관의 중앙에 위치한 전시실로 궁전을 개조해 만들어 외관

부터 수려하다. 원래는 부왕이 거주하던 왕나 궁전Wang Na Palace에 속한 건물이라고 한다. 

전시실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장신구, 정교하게 조각된 상아, 전쟁에 사용하던 코끼리 갑옷, 

무기, 티크목 조각, 오래된 비문, 동남아 각 지역에서 수집한 희귀 의류, 태국 전통 악기, 도자

기와 벤자롱 등이 전시돼 있다. 

제1별관 Southern Building▶ 중앙 전시실 남쪽에 있는 건물로 태국과 주변 국가의 고대 문화와 

예술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제2별관 Northern Building▶ 아유타야Ayutthaya, 쑤코타이Sukhothai, 란나Lanna, 랏따나꼬씬

Ratanakosin 등 태국의 왕조에서 만든 예술품과 불교 조각을 전시하고 있다. 복잡하고 딱딱한 

태국 역사관이나 중앙 전시실에 비해 가벼운 마음으로 관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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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장례 마차 전시실 Royal Funeral Chariots▶ 왕실에서 사용하던 장례용 마차를 전시한다. 눈

여겨볼 만한 것은 웨자얀 라짜롯Vejayant Rajarot. 라마 1세가 자신의 장례를 위해 만든 마차다. 

높이가 무려 13m나 되는 마차는 우주 중앙에 있는 메루산Mount Meru을 상징한다고 한다. 또

한 무게 40톤이 나가는 티크목으로 만든 장례용 마차가 있는데, 300명이 힘을 합쳐 들어야 들

린다고 한다. 라마 7세의 왕비 장례식인 1985년에 사용된 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탐마쌋 대학교 Thammasat University

쭐라롱껀Chularongkorn 대학교

와 함께 태국에서 최고로 손꼽히

는 명문 대학으로 정치학부는 태

국 최고로 인정된다. 박물관에서 

나와 왕궁으로 향할 때 자연스럽

게 지나게 되므로 태국 대학교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 여행자 입

장에서 더욱 즐거운 건 학생 식당

에서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캠퍼스 중앙에 있는 운동장 뒤쪽, 짜오프라야 강변을 접하고 있어 식당 

분위기도 좋다. 영어로 된 책에 관심이 많다면 대학 도서관을 방문해 보는 것도 괜

찮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20B의 입장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다. 지하 3층에 다양

한 영어 서적이 소장돼 있는데, 특히 태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자료가 많

다. 탐마쌋 대학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민주화 항쟁을 이끌었던 학교로 

1934년 정치학부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국립 박물관 옆   마하윗타얄라이 탐마쌋   www.tu.ac.th

마하랏 시장 Talat Maharat 

타 창Tha Chang 선착장과 타 프라찬Tha 

Phra Chan 선착장 사이에 있는 타논 마하랏에 

자리했다. 불상이 조각된 펜던트인 크르엉 핌

이나 불교용품 등을 파는 상점과 노점이 많

다. 

 탐마쌋 대학교에서 강 쪽으로 도보로 5분 

 Thanon Maharat   딸랏 마하랏

왓 마하탓 Wat Mahathat 

아유타야 시대에 만들어진 사원으로 본래 이름은 왓 쌀락Wat Salak이었다. 짜끄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라마 1세부터 라마 5세 때까지 재건축을 실시해 확장했으며, 

사원의 이름도 왓 마하탓으로 바꿨다. 

태국 불교의 한 종파인 마하니까이Mahanikai 종파의 총본산인 왓 마하탓은 위빠싸

나 명상 센터Vipassana Meditation Center로 유명하다. 자신의 내부를 통찰하는 위빠

싸나는 미얀마와 인도를 중심으로 널리 퍼진 명상법이다. 위빠싸나 명상 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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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영어로 명상 수련을 진행해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명상 

시간은 매일 07:00~10:00, 

13:00~16:00, 18:00 ~20:00이다. 

또한 일정 기부금을 내면 사원 내

에서 체류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

다. 

 싸남 루앙 왼쪽, 탐마쌋 대학교와 씰

빠꼰 대학교 사이. 카오산 로드에서 도

보로 10분 

 3 Thanon Maharat    09:00~17:00    02-222-6011, 623-5685

씰빠꼰 대학교 Silpakorn University

왕궁 입구 건너편에 자리한 곳으로 실빠꼰 대학 미술관 Art Center을 방문하기 위

해 여행자들이 잠시 들린다. 대학생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는 곳으로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려 보자. 

 왕궁에서 도보로 3분    31 Thanon Na Phralan  마하윗타얄라이 씰빠꼰  

 월~금 09:00~19:00, 토 10:00~16:00   02-221-3841, www.su.ac.th

왕궁 Grand Palace & 왓 프라깨우 Wat Phra Kaew

태국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외관과 더불어 태국 종교 건축

과 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불상인 에메랄드 불상

을 보관하고 있는 왓 프라깨우 Wat Phra Kaew를 포함해 프라 마하 몬티안 Phra Maha 

Montien, 짜끄리 마하 쁘라쌋 Chakri Maha Prasat, 두싯 마하 쁘라쌋 Dusit Maha Prasat 

같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왕궁은 짜끄리 왕조를 창시한 라마 1세가 버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짜오프라

야 강 서쪽의 톤부리에서 현재 왕궁이 자리한 랏따나꼬씬으로 수도를 옮긴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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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그 역사를 시작한다. 그 후 새로운 왕

이 등극할 때마다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보

수, 확장, 신설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탐마쌋 대학교에서 왓 마하탓Wat Mahathat을 지

나면 된다. 걸어서 5분   08:30~16:30(티켓 판매 

15:30)  왕궁과 왓 프라깨우는 태국에서 가장 신

성한 장소로 외국 관광객들도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반바지, 슬리퍼, 미니 스커트, 민소매 옷 등의 

복장으로 입장할 수 없다. 입구의 복장 검사대에서 

긴 치마인 사롱이나 옷과 신발을 대여해 준다. 대여

료는 없으나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맡기거나 예

치금을 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10:00, 10:30, 13:30, 14:00에 진행되는 무료 영어 안

내 가이드를 따라가거나, 안내 테이프를 대여하면 된다. 테이프의 대여료는 100B이며 여권, 신

용카드 또는 보증금 5,000B을 맡겨야 한다.  500B(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만멕 궁전 입장 

가능, 70번 버스가 왕궁과 위만멕 궁전을 잇는다)   02-623-5500, www.palaces.thai.

net 

|  왕궁 내 볼거리 |

왓 프라깨우 Wat Phra Kaew ▶ 에메랄드 사원Emerald Temple이라고도 불리는 왓 프라깨우는 라

마 1세 때 만들어진 왕실 사원이다. 아유타야에 있는 왓 씨싼펫Wat Sisanphet과 동일하게 왕실

을 위한 사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승려가 살지 않는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바로 왓 프라깨우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부터 휘황찬란함에 현혹되기 십

상이다. 호기심 어린 외국 관광객들과 성지 순례를 온 듯 경건한 태국 현지인들로 늘 분주해 

더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리둥절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입구부터 동선을 따라 황금 

탑 Golden Chedi과 에메랄드 불상Phra Kaew, 벽화The Murals 등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왓 프라깨우의 멋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왕궁 Grand Palace ▶ 왓 프라깨우의 남서쪽 코너를 통해 사원을 벗어나면 왕궁 경내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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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정원과 거대한 건물들이 가득한데, 일부 건물은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왕궁은 라

마 8세까지 역대 왕들의 공식적인 거주 공간이었다. 현재 왕인 라마 9세는 두싯 지역에 있는 

찟라다 궁전에 머물고 있다. 왕궁은 왕실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 때만 사용된다. 주요 볼거리로

는 프라 마하 몬티안 Phra Maha Montien과 짜끄리 마하 쁘라쌋 Chakri Maha Prasat, 두싯 마하 쁘라

쌋 Dusit Maha Prasat, 왓 프라깨우 박물관 Wat Phra Kaew 

Museum 등이 있다. 

락 므앙 Lak Muang

락 므앙은 도시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기둥이다. 태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락 므

앙을 한 개씩은 갖고 있다. 방콕의 락 므앙은 약 

4m의 크기로 아담한 정원에 사당을 만들어 보

관하고 있다.

 왕궁 입구에서 도보로 5분  

 Thanon Lak Muang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락 므앙에서 왓 포 방면 왕궁 벽을 따라가다 보

면 보이는 유럽풍의 하얀색 건물이다. 라마 5세 

때 도시 경호를 위해 지은 병영 건물로 현재 국

방부로 사용된다.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

지만 아유타야 시대부터 사용된 40여 개의 대포

가 전시된 야외 박물관은 관람이 가능하다. 

 왕궁에서 도보로 5분. 락 므앙에서 도보로 1분    Thanon Sanamchai

왓 포 Wat Pho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으로 왕궁 바로 옆에 있다. 방콕이라는 도시가 성립

되기 전, 아유타야 시대 때인 17세기에 만들어진 사원으로 열반을 의미하는 와불을 

모시고 있어 열반 사원이라고도 한다. 왓 포의 입구는 두 곳. 타논 타이왕 Thanon Thai 

Wang의 입구는 왕궁 남쪽에 있

어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

하며, 타논 쩨뚜폰 Thanon 

Chetuphon의 입구는 정문에 해

당하는 것이다. 사원의 운치를 

만끽하려면 승려들이 거주하

는 공간과 가까운 정문을 이용

하는 게 좋다.  서쪽 구역 북서

쪽에는 유명한 와불The 

Reclining Buddha을 모신 불당인 

위한Vihan이 있다. 왓 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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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불상으로 그 크기만 길이 46m, 높이 15m에 이른다. 석고로 만든 기단 위

에 누워서 열반에 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불상은 황금으로 칠해져 있다. 위한의 크기

가 불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와불을 한눈에 바라보기는 힘든 편이다. 하지만 불

상의 발바닥 쪽에서 바라보면 와불이 전체적으로 보인다. 발바닥에는 자개를 이용해 

삼라만상을 그려 놓았다. 불상 오른쪽에는 108개의 작은 항아리가 있어 이곳에 동전

을 넣으며 행운을 얻는다고 한다. 

사원 자체의 볼거리 이외에 왓 포에서 빼

놓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바로 태국 전통 마

사지 체험이다. 태국 전통 마사지는 왓 포

에 설립됐던 교육기관 중의 하나인 전통 

의학에서 발전한 것. 지금까지도 태국 전

통 마사지 교육장으로 명성이 높다. 사원

에서 일반인들에게 마사지를 시술하기도 하며, 정기 코스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하

다.  또한 마사지를 직접 받을 수도 있다. 

 왕궁에서 걸어서 5분   08:00~17:00   100B   02-225-9595, 221-1375, www. 

watpho.com 

마사지 스쿨     타이 마사지 1시간 420B, 발 마사지 50분 420B, 마사지 교육 타이 마사지 30

시간 9,500B, 발 마사지 30시간 7,500B   

  02-221-2974, 225-4771, www.watpomassage. com 

왓 아룬 Wat Arun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형물이자 방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새벽 사

원이라고도 부른다. 태국의 10B짜리 동전에도 나오니 우리나라로 치자면 다보탑 정

도에 해당한다. 사원은 어느 각도에서 보거나 균형 잡힌 몸매를 뽐낸다. 높이는 

104m. 도자기 조각이 붙어 있어 상당히 아름다우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사한 꽃 모

양이 연속적으로 진열돼 있어 가치를 더한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려 아름다

움을 더하고 야간에는 인공조명을 받아 다양한 색채로 변모한다. 

  강을 사이에 두고 왓 포 건너편. 타 띠안Tha Tien에서 크로스 리버 페리를 타고 3분. 3B 

  08:30~17:30     50B      www.watar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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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프라야 강 Mae Nam Chaophraya 유람

방콕에 와서 짜오프라야 강을 놓칠 수는 없는 법. 왓 포와 왓 아룬을 오갈 때 잠시 리

버 크로스 페리를 타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짜오프라야 강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왓 포 앞의 따 띠안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배를 타면 왕궁 주변과 왓 라캉, 씨리랏 

의학 박물관, 톤부리 역, 삔끄라오 등과 연결된다. 남쪽 방면에서는 멋진 사원은 볼 

수 없지만 로열 오키드 쉐라톤Royal Orchid Sheraton과 오리엔탈 방콕Oriental Bangkok, 

페닌슐라 방콕Peninsula Bangkok, 샹그릴라Shangrila 등 특급 호텔 중심의 고층 빌딩들

을 볼 수 있다. 

▶▶  짜오프라야 강 주요 볼거리

왓 라캉 Wat Rakhang ▶ 야유타야 때 지어진 사원으로 라마 1세가 왕이 되기 전에 거주하기도 

했던 곳이다. 왓 아룬이나 왕궁에 비해 관광객의 발길이 적은 곳이지만 사원의 규모도 크고 

내부 벽화도 잘 보존돼 있어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다. 

 타 창Tha Chang 선착장에서 강을 건너는 르아 캄팍을 타고 타 라캉Tha Rakhang 선착장

에서 하차 

씨리랏 의학 박물관 Sirirat Medical Museum ▶ 아둔야뎃위콤 건물Adunyadetvikrom Bldg 2층에는 법

의학 박물관Forensic Medicine Museum, 병리학 박물관Ellis Pathological Museum, 기생물학 박물관

Parasitology Museum이 자리했다. 병리학 박물관에는 사고나 살인 등으로 죽은 사람들의 신체 기

관을 전시하고 있다. 폐, 심장, 사고 당한 어린이의 내부 등 사망 후의 인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법의학 박물관에 보관된 미라 중에는 1950년대 유명한 연쇄살인범인 ‘씨우이Si Ouy’의 미

라가 있다. 사람의 간을 먹고 생활해 당시 태국 사회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다. 기생물학 박물

관은 기생 동식물의 생활 방식을 전시하고 있다. 

아둔야뎃위콤 건물과 한 블록 떨어진 해부학 건물Anatomy Building은 해부학 박물관Condon 

Anatomical Museum, 선사학 박물관 및 실험실Prehistory Museum & Laboratory, 태국 의약 박물관Thai 

Medicine Museum으로 구성돼 있다. 해부한 인체와 샴 쌍둥이Siamese Twins 표본 등이 전시된 이곳

은 무료다. 

 짜오프라야 익스프레스를 타고 타 왕랑Tha Wang Lang에서 내리면 된다. 왕궁에서 올 경우, 

타 창Tha Chang에서 보트를 타고  타 왕랑에서 하차   월~금 08:30~16:30   40B



>>  RESTAURANT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왕궁 주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별로 없다. 대부분 국수나 덮밥을 파는 소규모 식당들. 

가벼운 간식거리로 적당하지만 정찬을 즐기기에는 무리다. 선착장을 

중심으로 저렴한 식당들이 몰려 있으므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면 된다. 

71

탐마쌋 대학교 구내식당 >> 탐마쌋 대학교의 학생 식당. 저렴하며, 강변에 자

리해 분위기도 좋다. 푸드 코트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여러 개의 식당이 입점해 있

다. 덮밥과 볶음류 위주의 간단한 음식이 주를 이룬다. 

 탐마쌋 대학교 내   태국요리 30B~50B

오봉뺑 Au Bon Pain >> 한국에도 지점이 있는 브랜드 베이커리로 태국에는 40여 

개의 지점이 널리 퍼져 있다. 방콕에도 주요 지점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는데 노점 외에 별다른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없는 왕궁 입구의 오봉뺑은 특히 

인기다. 나 프라 란 로드의 오래된 건물에 자리해 분위기도 꽤 괜찮다. 오봉뺑은 

커피 맛도 진한 편이지만 베이글이 특히 맛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왕궁 입구   Thanon Na Phra Lan   07:00~19:00   커피 60B~, 베이글 

에그&베이컨 샌드위치 70B, 연어 와사비 베이글 120B   02-226-1342~3, 

www.aubonpainthailand.com 

더 데크 The Deck by the River >> 왓 아룬 바로 맞은편 강 건너에 자리해 짜오프라

야 강과 어우러진 왓 아룬의 완벽한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자

리에서 왓 아룬이 조망되지만 1층보다는 2층의 전망이 좋고, 일몰 무렵에 절정

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므로 좋은 자리를 원한다면 예약을 하고 찾는 게 

좋다. 3층에 자리한 아모로사Amorosa 바 또한 전망이 매우 훌륭해 로맨틱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 그만이다. 

 타 띠안 선착장에서 우회전해 타논 마하랏으로 접어든 다음 쏘이 쁘라뚜 

녹융으로 우회전. 350m   36-38 Soi Pratu Nok Yoong, Thanon Maharat  

 월~목 08:00~22:00, 금~일 08:00~23:00   220B~   02-221-9158, 

www.arunresidence.com 

수파트라 리버 하우스 Supatra River House >> 강변 분위기를 만끽하며 식사를 즐

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는 물론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 반 타이와 반 쿤잉으로 나뉘어진 실내에서도 강 풍

경을 즐길 수 있다. 수파트라 리버 하우스는 태국의 유명 여성 사업가인 쿤잉 수

파트라의 집을 개조해 1998년에 문을 연 레스토랑이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

분에는 태국 전통 극장인 빠뜨라와디Patravadi의 수준 높은 공연 또한 펼쳐져 분

위기를 돋운다.

 왓 라캉과 씨리랏 병원 사이   266 Soi Wat Rakhang, Thanon Arunamarin  

 11:30~14:30, 17:30~23:00   250B~   02-411-0305,   

www.supatrariverhou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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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논 랏차담넌✻ 
Thanon Ratchadamnoen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타논 랏차담넌에는 왓 쑤탓, 푸 카오 텅 등의 볼거리와 
라마 3~5세 때에 건설된 사원들이 남아 있다. 국왕이 
거주하는 두 개의 공간인 왕궁과 두싯 지역을 관통하
는 도로도 민주기념탑 주변을 가로지른다. 왕궁에 비해 
찾는 이들이 적어 한적하게 유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Transportation ▶▶

 민주기념탑 주변까지는 BTS나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는다. 역

사 유적이 많고 국왕이 사는 곳과 가까워 고가도로나 지상철인 BTS 

운행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시내에서 민주기념탑 주변으로 갈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택

시 요금은 쑤쿰윗 또는 씨롬에서 100B~120B, 싸얌에서 80B~100B 

정도. 

 타 띠안Tha Tien 또는 타 파아팃Tha Phra Athit 선착장에서 내리면 

된다. 민주기념탑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걸린다. 

쑤쿰윗이나 싸얌에서 오갈 때는 운하 보트가 편리하다. 타 싸판 판

파Tha Saphan Phan Fa에 내려 도보로 5분이면 민주기념탑이 나온다.

 2, 3, 15, 32, 39, 42, 47, 59, 60, 68, 70, 79, 82, 91, 503, 

509, 511, 512, 12, 96번 버스가 민주기념탑을 경유한다.

02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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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논 랏차담넌Thanon Ratchadamnoen 

방람푸Banglamphu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로 카오산 로드 남쪽에 있다. 랏차담넌은 라

마 5세 때 만들어진 도로로 당시에 가장 크고 넓은 도로였다고 한다. 지금도 8차선 

도로로 넓은 편에 속한다. 랏차담넌은 ‘왕실 통행’이란 의미로 왕이 거주하던 두 개의 

건물인 왕궁과 두싯(위만멕 궁전)을 연결하고 있다. 거리 중앙 분리대에는 항상 국

왕이나 왕비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다. 

랏차담넌은 세 개의 길로 구분된다. 왕궁과 인접한 도로는 안쪽 도로란 의미로 타논 

랏차담넌 나이Thanon Ratchadamnoen Nai, 중간 도로는 가운데란 의미로 타논 랏차담넌 

끄랑 Thanon Ratchadamnoen Klang, 두싯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바깥쪽이란 의미로 타논 

랏차담넌 녹Thanon Ratchadamnoen Nok이라 불린다. 타논 랏차담넌이 건설될 당시에는 

도로 양옆으로 커다란 마호가니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으나 1941년 이후에 건물들

을 신설하면서 나무들을 뽑아버렸다고 한다. 건물들은 정부 청사로 사용됐으며, 현

재 복권청, 로열 호텔 Royal Hotel 등이 남아 있다. 도로를 따라 민주기념탑, 라마 3세 

공원, 퀸스 갤러리 등을 볼 수 있다. 

민주기념탑 Democracy Monument 

타논 랏차담넌 끄랑Thanon Ratchadamnoen Klang 중간에 있는 24m 높이의 탑. 카오산 

로드에서 남동쪽으로 300m 거리이며 타논 딘써Thanon Dinso를 따라 걸어 내려가면 

왓 쑤탓을 거쳐 왕궁으로 갈 수도 있다. 

1932년 6월24일, 절대 왕정이 붕괴되고 헌법을 제정한 민주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탑을 만들었다. 가운데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사람을 기리는 위령탑이 있고, 주

변에 4개의 탑을 세웠다. 탑의 높이는 모두 24m로 6월 24일을 상징한다. 탑의 하단

부에는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인민당의 행적이 묘사돼 있다. 

민주기념탑이 있는 랏차담넌 끄랑은 왕궁과 현재 국왕이 거주하는 찟라다 궁전

Chitralada Palace을 연결한다. 도로 중앙에는 국왕이나 왕비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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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국왕 생일이나 왕비 생일이 되면 휘황찬란한 야간 조명

이 설치되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5분. 타 싸판 판파에서 도보로 5분  

  아눗싸와리 쁘라차티빠타이

라마 3세 공원 Rama 3 Park

타논 랏차담넌 끄랑Thanon Ratchadamnoen Klang에 있는 공원으로 민주기념탑과 인접

해 있다. 공원 왼쪽에는 1990년에 만들어진 라마 3세 동상이 있다. 동상은 왕좌에 앉

아 있는 자세로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동상 뒤쪽으로 보이

는 탑이 바로 푸 카오  Phu Khao 

Thong으로 불리는 인공 언덕이

다. 

공원 오른쪽에는 뜨리묵 궁전 

Trimuk Palace(프라랏차 왕 뜨리

묵)이 있다. 태국 전통 양식의 정

자인 쌀라 Sala 모양으로 외국 귀

빈이 찾아오면 이곳에서 환영식

을 한다. 뜨리묵 궁전 뒤쪽으로

는 독특한 모양의 로하 쁘라쌋  

Loha Prasat이 있다. 

 민주기념탑에서 도보로 3분 

 쑤언 프라람 쌈

라마 3세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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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랏차낫다 Wat Ratchanatda 

라마 3세 공원 바로 뒤편에 있는 사원으로 라마 3세 때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사원처

럼 불상을 모신 불당 Ubosot과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꾸띠 Kuti가 사원 경내에 있

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물은 철의 신전으로 불리는 로하 쁘라쌋 Loha Prasat이다. 

 민주기념탑에서 도보로 5분    2 Thanon Mahachai    09:00~20:00

 02-224-8807, 225-5769

마하깐 요새 Mahakan Fort 

라마 3세 공원 옆, 싸판 판파 Phan Fa 

Bridge 건너기 전에 타논 마하차이 

Thanon Mahachai 코너에 보이는 하얀 

색의 요새. 타논 파아팃에 있는 파쑤

멘 요새와 더불어 방콕에 남아 있는 

두 개의 요새 중 하나다. 마하깐 요새

는 도시의 북동쪽 경계를 담당하던 

곳으로 주변에 짧게 도시 성벽이 남

아 있다. 라마 1세 때 지어졌으며 

1959년과 198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보수됐다. 

요새 동쪽에는 방콕의 성벽과 도시 외

곽을 연결하던 판파 다리가 있다. 다

리 밑으로 흐르는 운하가 라마 1세가 

방콕을 수도로 정할 당시의 도시 경계선인 셈이다. 운하를 따라 도심을 드나드는 운

하 보트가 이곳에서 출발한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15분. 민주기념탑에서 도보로 5분. 타논 랏차담넌 끄랑과 타논 마

하차이 교차로   뽐 마하깐

퀸스 갤러리 Queen’s Gallery 

국립 미술관에 맞먹는 훌륭한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5층의 전시관에 각각 다

른 주제로 회화, 사진, 설치 미술 등을 전시했다.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더 갤러리 

카페The Gallery Cafe에서는 기

념품, 엽서, 커피와 음료를 판

매한다. 

 101 Thanon Ratchadamnoen 

Klang   목~화 10:00~19:00  

 30B   02-281-5360

방
콕  

타
논 

랏
차
담
넌



76

푸 카오 텅 Phu Khao Thong

라마 3세 공원 뒤편, 왓 랏차낫

다 건너편에 있는 인공 언덕. 황

금의 산Golden Mount으로 불린

다. 높이 80m로 정상에 황금

색 쩨디가 세워져 있다. 라마 1

세가 방콕을 건설하면서 만든 

왓 프라깨우, 왓 포와 함께 건

설된 왓 싸껫Wat Saket이 경내

에 있다. 

왓 싸껫은 랏따나꼬씬 지역의 

성벽 외곽에 만들어진 사원이

다. 지금은 방콕이 워낙 커버려 

도시 밖에 있다고 느끼기 힘들

지만 건축 당시에는 도심의 복

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고 한다. 사원은 본래 평민들의 화

장터로 만들어졌으며, 19세기 초반에는 죄수들과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매장 

터로 사용됐다고 한다. 

푸 카오 텅에 가려면 사원 서쪽으로 연결된 32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힌두 신화

에 존재하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메루 산 Mount Meru을 형상화한 것. 라마 3세 때 쩨

디를 세웠으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라마 4세 때 다시 만들었다. 그 후 라마 

5세 때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유물은 쩨디에 보관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푸 카오 텅은 황금 쩨디로 보기 좋지만 무엇보다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어 좋다. 완

전한 평지에 놓여진 방콕이기 때문에 나지막한 언덕이지만 방콕 전경이 시원스레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고층 건물이 건설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 방콕에서 가장 높

은 곳이었다고 한다. 또한 매년 11월 첫째 주에는 불교 행사를 개최하는데 참배객들

이 찾아와 촛불과 연등을 들고 행렬을 한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20분. 민주기념탑에서 도보로 10분  Thanon Boriphat   

08:00~17:00   02-621-0576

왓 쑤탓 Wat Suthat & 싸오 칭 차 Sao Ching Cha 

왓 쑤탓은 태국의 주요 여섯 개 사원 중의 하나다. 라마 1세 때인 1784년에 만들기 

시작해 라마 3세 때에 완공됐다. 본당에 해당하는 위한은 2단 기둥으로 방콕에 있는 

사원 중에 가장 높다고 한다. 내부에는 8m 높이의 석가모니 불상Phra Sri Sakyamuni 

Budha이 안치돼 있다. 14세기에 쑤코타이에서 만들어진 불상으로 아유타야에 있는 

왓 마하탓Wat Mahathat에서 옮겨왔다. 본당의 문을 조각한 사람은 라마 2세로 그의 

신앙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사원 경내에는 작은 조각 전시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원 내부 벽을 둘러 안치해 놓은 156개의 불상. 그밖에 경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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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마 1세 때 중국에서 가져온 미국 

항해사 석상, 중국 학자들 석상과 8개

의 육각형 중국 탑 등이 있다. 

싸오 칭 차는 왓 쑤탓 입구에 있는 문처

럼 생긴 붉은색의 기둥이다. 창조와 파

괴의 신인 시바Shiva를 맞이하기 위한 

행사를 하던 곳으로, 대형 그네Giant 

Swing란 뜻의 싸오 칭 차로 불린다. 

힌두교의 브라만 행사로 짜끄리 왕조 

때는 매년 음력 2월에 행사가 개최됐

다. 그네에는 4명의 남자가 한 조가 돼 

그네 옆 25m 높이의 대나무 기둥에 매

달아 놓은 금 동전 주머니를 잡는 게임

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라마 7세 이후인 1930년대부

터 사용이 금지됐다. 현재 싸오 칭 차에는 그네 틀만 남아 있고 그네를 타기 위해 만

든 대형 널빤지는 없어졌다. 

싸오 칭 차 왼쪽거리에는 불교 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대형 불상부

터 스님들이 사용하는 용품까지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구입할 수 있다. 

 민주기념탑에서 도보로 10분   Thanon Bamrung Muang    09:00~17:00   20B

왓 랏차보핏 Wat Ratchabophit 

로하 쁘라쌋과 더불어 랏따나꼬씬 지역에 있는 독특한 형태의 사원이다. 라마 5세가 

유럽 방문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만든 사원으로 유럽적인 건축양식이 혼용돼 있다. 

사원의 중앙에는 높다란 쩨디가 있고 쩨디를 중심으로 우보쏫이 원형으로 배치돼 있

다. 불상을 모시고 있는 우보쏫은 외형상 전형적인 태국 양식을 띠고 있지만 내부는 

유럽 양식으로 치장돼 연회장을 연상케 한다. 위한은 우보쏫과 동일한 양식으로 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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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남북으로 대칭을 이룬다. 우보쏫과 위한의 외벽과 문에는 연속적으로 동일

한 무늬를 디자인했다. 금과 자개를 이용해 반짝이게 만들어 더욱 눈에 띈다. 또한 사

원의 출입문에는 유럽풍의 옷을 입은 경비병 조각을 만들어 독특함을 더한다. 

사원 동쪽은 라마 5세 때 주요 왕족들의 유골을 모셔 놓은 왕실 무덤 Royal Cemetery

이다. 왕비, 첩, 왕자와 공주의 유골을 쩨디와 쁘랑에 안치했다. 

 왕궁 또는 왓 포에서 도보로 10분    2 Thanon Fuang Nakhon    05:00~20:00

 02-222-3930, 02-221-0904

왓 라차쁘라딧 Wat Rachapradit 

왓 라차부라나 Wat Rachaburana, 왓 마하탓 Wat Mahathat과 더불어 왕실 행사를 목적으

로 만들어졌다. 대리석, 자개, 목조 조각을 혼합 구성해 태국과 유럽적인 요소를 가미

해 만든 위한 내부의 벽화가 볼거리. 19세기 방콕 사람들의 생활상과 싸오 칭차를 타

고 행사하던 내용이 그려져 있다. 위한 뒤쪽으로 크메르 양식의 탑인 쁘랑과 대리석

으로 만든 쩨디가 있다. 위치는 민주기념탑 남쪽이지만 거리상으로는 왕궁이나 왓 

쑤탓과 가깝다. 

 왕궁에서 도보로 10분.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15분   2 Thanon Sananrom   

05:00~22:00   02-283-8215, 62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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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LIFE & RESTAURANT
민주기념탑 주변에는 현지인들을 위한 저렴한 식당이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카오산 로드 주변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편이다 

브라운 슈거 Brown Sugar

태국을 대표하는 라이브 재즈 바 중 하나로 1988년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펍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1985년에 오픈할 당시에는 칫롬의 싸라씬 로드에 자리했었지만 지

금은 민주기념탑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다. 라이브 공연이 있는 실내 재즈 펍은 모던하면서

도 깔끔한 분위기. 모든 바와 테이블이 무대를 향하고 있어 공연에 집중하게 한다. 공연 프

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브라운 슈거에서는 음료 외에 샐러드, 파스타 등 다

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타논 랏차담넌 끄랑을 지나 타논 딘써에서 타논 프라쑤멘 방면으로 우회전. 민주

기념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469 Thanon Phra Sumen  17:00~01:00, 공연

시간 20:00~01:00, 월요일 휴무   맥주 180B~, 칵테일 220B~   02-282-

0396, www.brownsugarbangkok.com 

팁 싸마이 Thip Samai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음식인 팟타이 전문점으로 방콕에서 최고의 팟타이 맛을 낸다

고 소문난 집이다. 1966년부터 지금의 자리에서 레스토랑 문을 열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

다. 팁 싸마이의 메뉴는 팟타이가 전부지만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 팟타이와 면을 뺀 팟타

이, 새우를 얹은 오믈렛 팟타이, 새우와 게살을 곁들인 팟타이 쏭크롱 등이 대표 메뉴다. 

 왓 랏차낫다 건너편   313 Thanon Maha Chai   18:00~24:00   팟타이 

50B, 오믈렛 팟타이 70B   02-221-6280, www.thipsamai.com 

갤러리 카페 Gallery Cafe

퀸스 갤러리Queen’s Gallery에서 운영하는 카페. 기념품과 엽서를 파는 매장을 함께 운영한

다. 미술관이 옆에 있어서 젊은 분위기로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창 밖으로는 라마 3세 공원

과 푸 카오 텅이 바라보인다. 

 101 Thanon Ratchadamnoen Klang   커피 40B~50B, 아이스커피 45B~55B, 

프라페 Frappe 55B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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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싯✻ Dusit

가로수 길을 따라 왕궁과 사원, 공원, 유럽풍의 역사적인 건물이 가득한 
두싯은 라마 5세가 유럽을 방문한 후에 왕실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공간이다. 왓 프라깨우 주변의 번잡함을 피해 초록으로 가득한 궁전과 
관공서들을 건설했는데, 현재도 라마 9세가 거주하는 찟라다 궁전, 태국 
총리실을 포함한 주요 관공서가 들어서 있다. 또한 위만멕 궁전으로 
대표되는 볼거리 이외에 방콕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인 왓 벤차마보핏, 
전형적인 유럽 건물인 아난따 싸마콤 궁전 등이 몰려 있다. 
왕궁 주변과 함께 방콕 여행의 핵심에 해당하는 두싯은 무엇보다 
한적해서 좋다. 고층 빌딩보다 공원이 많고 단체 관광객보다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더 분주해 보기 좋다. 볼거리들도 밀집해 있어 
얼마든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03

Bangkok 
방콕  

Transportation ▶▶

 두싯 지역을 드나드는 BTS나 지하철 노선은 없다. 가장 가까운 

BTS 역은 파야타이Phayathai 또는 전승기념탑Victory Monument(아

눗싸와리 차이) 역이다. 역에서 두싯까지는 택시로 50B 미만, 10분 

이내 거리다. 

 70, 72, 503번 버스는 라마 5세 동상을 지난다. 카오산 로드 인근

에서는 타논 파아팃에서 503번 버스를 타면 된다. 18, 510, 515번 버

스는 모두 전승기념탑에서 위만멕 궁전으로 갈 때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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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웻 시장 Talat Thewet 

테웻 Thewet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수로 주변에 시장이 형성돼 있다. 큰 볼거리나 기

념품은 없고 야채, 생선, 고기, 향신료, 과일 등을 판매한다. 카오산 로드에서 멀지 않

으며, 테웻에 있는 국립 도서관 주변의 숙소에 머물게 된다면 지나가다 들리게 되는 

곳이다. 

  타논 쌈쎈, 크롱 끄룽 까쎔Khlong Krung Kasem 운하 변. 타 테웻 Tha Thewet 하차. 국립 도서관

에서 도보로 5분     딸랏 테웻

왓 벤차마보핏 Wat Benchamabophit 

라마 5세가 두싯 지역에 궁전을 건설하면서 만든 사원으로 방콕에 있는 사원 중 가

장 볼만한 사원으로 손꼽힌다. 건물의 주재료가 대리석이라 대리석 사원이라고도 불

린다.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을 사용한 것 이외에도 사원 주변의 보행로를 돌로 

포장한 것이나 사원 내부 창을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든 것 등이 여느 태국 사원과는 

다른 모습. 태국과 유럽식 건축양식이 혼합돼 있다. 

불당인 우보쏫Ubosot은 완벽한 태국 예술 건축물로 평가된다. 4면으로 된 4층의 지

붕이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우보쏫 입구에 세워진 사자모양의 씽하Singh 조각상도 

정교하고 매력적이다. 실내에는 금동 불상인 프라 부다 친나랏Phra Buddha Chinnarat을 

그대로 모사한 불상을 안치하고 있다.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중의 하나로 꼽

히며, 불상 아래에는 라마 4세의 유골을 안치했다. 사원 경내에는 내부 벽면을 따라 

불상을 전시했다. 불상 박물관이라고 평할 정도로 태국은 물론 주변 국가에서 가져

온 불상까지 전시했다. 

  타논 라마 하Thanon Rama 5와 타논 씨 아유타야Thanon Sri Ayuthaya 교차로    09:00~17:00   

  20B   02-282-7413

 ✻ BEST SIGHTS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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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실 Government House 

르네상스 양식과 고딕 양식을 혼합해 만든 건물이다. 라마 5세가 총애하는 장군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본래 명칭은 타이꾸파 Thaikoofah였다. 정성스레 만든 아치, 돔, 기둥

과 처마가 외관을 장식하고 있어 유럽에 있는 궁전을 연상케 한다. 내부에는 외국 귀

빈 접견실, 응접실과 침실 등이 있다. 

  왓 벤차마보핏에서 타논 프라람 하를 따라 남쪽으로 한 블록 떨어져 있다. 민주기념탑 쪽

에서 간다면 가로수가 가득한 타논 랏차담넌 녹에 있는 랏차담넌 무에타이 경기장을 지나서 

작은 수로를 건너면 된다

찟라다 궁전 Chitralada Palace

두싯 정원과 가까이에 있는 궁전으로 현재 국왕인 라마 9세 King Bhumibol Adulyadet와 

씨리낏 왕비 Queen Sirikit가 거주하는 곳이다. 두싯 동물원에서 타논 프라람 하 Thanon 

Rama 5 도로를 건너면 보인다. 인공 연못처럼 생긴 해자를 궁전 주변에 만들어 놓았다. 해

자 곳곳에는 왕실 경비병들이 배치돼 있다.  찟라다 궁전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왓 벤차마보핏에서 도보로 5분. 두싯 동물원에서 도보로 5분

라마 5세 동상 Statue of King Rama 5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 받는 라마 5세 쭐라롱껀 대왕 King Chulalongkorn

의 동상이다. 사령관 복장에 기마 자세를 취한 동상 앞에는 향을 피우고 묵념을 하는 사

람들이 많아, 그에 대한 국민적인 존경심을 엿볼 수 있다. 라마 5세 동상 앞이 가장 북적

거리는 날은 태국의 국경일인 10월 23일이다. 쭐라롱껀의 추도일로 일반인들은 물론 

정부 대표와 군경 고위 관리들이 동상에 봉헌하고 향과 촛불을 피우며 밤늦도록 추모

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동상 뒤쪽에는 유럽풍 건물인 아난따 싸마콤 궁전이 보인다. 길

을 따라 뒤로 돌아가면 두싯 동물원을 지나 두싯 공원의 오른쪽 입구가 나온다. 

  타논 랏차담넌 녹과 타논 씨 아유타야가 교차하는 광장

아난따 싸마콤 궁전 Ananta Samakom Palace 

라마 5세 동상 뒤쪽에 병풍처럼 받치고 서 있는 유럽풍의 건물. 라마 5세 때 건설하

기 시작해 라마 6세 때인 1925년에 완공됐다. 단일 건물로 태국에서 가장 큰 궁전으

로 대리석을 이용해 건물을 만들고 지붕에 돔을 얹은 전형적인 이태리 르네상스 네

오 클래식 양식의 건물이다. 대리석은 모두 이태리에서 수입했다. 

궁전 내부는 유럽에 있는 궁전 못지않게 화려하다. 정교하게 조각되고 채색된 실내

는 가루다 Garuda, 나가 Naga, 에라완 Erawan 같은 신들의 조각과 태국과 유럽 어린이

들의 조각이 궁전 내부에 조각돼 우아함을 더한다. 돔 내부는 화려한 그림으로 치장

했다. 짜끄리 왕조의 역사를 각각의 돔 내부에 묘사했는데 라마 1세부터 6세까지의 

주요 행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가장 높은 중앙 돔에는 국왕들의 행적 대신 라마 5

세를 상징하는 왕실 휘장을 새겼다. 궁전 내부 중앙에는 9층으로 된 황금 우산과 국

왕이 앉던 왕좌가 놓여 있다. 

타논 랏차담넌 녹 방향에서 라마 5세 동상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지만 입구는 후문 

82



83

방향이다. 동상 오른쪽 길인 타논 우텅 나이Thanon Uthong Nai를 따라 두싯 동물원을 

거쳐 위만멕 궁전 오른쪽 매표소로 들어가야 한다. 두싯 공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위

만멕 공원의 다른 입구로 들어가도 된다. 아비쌕 두싯 궁전 박물관Abhisek Dusit 

Throne Hall과 가깝다.

 라마 5세 동상에서 도보로 10분   Thanon Uthong Nai   프라티낭 아난따 싸마콤   

화~일 10:00~16:20   150B, 왕궁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 입장. 단 7일 이내에 사용해

야 한다.    02-283-9411, www.artsofthekingdom.com

두싯 동물원 Dusit Zoo 

라마 5세 동상에서 오른쪽 길로 돌아가면 동물원이 나온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

양한 동물과 식물을 볼 수 있다. 원래는 찟라다 궁전에 딸린 정원이었지만, 현재는 동

물원을 겸한 공원으로 일반에게 개방된다. 호수가 있어 보트를 타거나 나무 그늘 아

래 벤치에서 쉴 수 있다. 

 18, 28, 108번 버스나 528, 515, 539, 542번 에어컨 버스 이용   71 Thanon Rama 

5   카오 딘   08:00~18:00   어른 100B, 어린이 50B   02-281-2000, www.

zoothailand.org

두싯 정원 Dusit Garden 

라마 5세가 새로운 궁전을 건설하기 위해 두싯 지역에 조성한 공원. 잔디가 깔린 널

따란 부지에는 위만멕 궁전을 포함해 수많은 궁전과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다. 

공원 내에 있는 건물로는 위만멕 궁전 박물관 Vimanmek Palace, 아비쌕 두싯 궁전 박

물관 Abhisek Dusit Throne Hall, 쑤언 씨 르두 궁전 박물관 Suan Si Ruedu Residential Hall, 쑤

언 부아 궁전 박물관 Suan Bua Residential Hall, 창똔 왕실 코끼리 박물관 Chang Ton Royal 

Elephant Museum, 라마 9세 사진 박물관 King Bhumibol’s Photographic Museum, 왕실 의례 

사진 박물관Royal Ceremonial Photographic Museum, 왕실 차량 박물관Royal Carriage 

Museum, 왕실 의전품 및 초상화 박물관Paraphernalias of Rank & Portraits Museum, 고대 

의상과 서포트 박물관에서 만든 실크 박물관Ancient Cloth & Silk From The SUPPORT 

아난따 싸마콤 궁전 라마 5세 동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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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옛 시계 박물관 Old Clock 

Museum 등이 있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라마 5세와 6세 때 왕비나 공주들을 위

해 만들었다. 현재는 왕실 물품 또는 왕

실에서 선물 받은 도자기, 골동품 시계, 

불상, 사진 등을 전시한 소규모 박물관

을 운영한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30분. 뚝뚝으로 10분, 요금은 40B~50B에 흥정. 두싯 정원의 입구

는 모두 네 곳으로 정문은 타논 랏차위티Thanon Ratchawithi에 있다. 남문은 타논 씨 아유타야 

Thanon Sri Ayuthaya에 있는데 카오산 로드 쪽에서 갈 경우 출입하게 되는 문이다. 동문은 타논 우

텅 나이 Thanon Uthong Nai에 있다. 라마 5세 동상, 두싯 동물원과 가깝다. 서문은 타논 랏차씨마

Thanon Ratchasima에 있다   쑤언 두싯   화~일 09:00~15:30(15:15 티켓 판매 종료)   

100B  입구에서 구입한 표로 두싯 공원 내의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건물마다 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입장권을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왕궁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 입장. 

단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두싯 공원 내부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안내 팸플릿 지도가 

더 잘 돼 있다. 안내 팸플릿은 매표소에 있다. 왕궁처럼 복장 제한이 있다.   02-281-5454, 

www.vimanmek.com

▶▶  두싯 정원 주요 볼거리

위만멕 궁전 Vimanmek Palace 프라티낭 위만멕 ▶ 1897년 유럽에서 돌아온 라마 5세가 두싯 정

원 조성 때 함께 만든 궁전. 태국 전통을 유지한 유럽풍의 건물이다. 1901년에 완공돼 1906년

까지 라마 5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궁전으로 사용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티크목 건물로 유

명하다.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건축했으며, 내부에는 모두 81개의 방을 만들었다.

1932년부터는 왕실 용품 보관소로 사용됐고, 1982년에 현재 왕비인 씨리낏Queen Sirikit에 의

해 박물관으로 개조돼 일반에게 공개됐다. 팔각형의 4층 건물에는 침실, 국왕실, 욕실 등을 포

함한 31개의 전시실이 있다. 라마 5세 사진, 개인 소장 예술품, 공예품은 물론 은, 세라믹, 크

리스털 공예품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영어로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는 1일 2회 11:00, 14:00에 마련된다.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을 경우 내부 입장이 불가하므로 복장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

된다. 

아비쌕 두싯 궁전 박물관 Abhisek Dusit Throne Hall  프라티낭 아비쌕 두싯 ▶ 두싯 정원에 있는 여

러 개의 박물관 중에 위만멕 궁전 다음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 위만멕 궁전 동쪽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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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카오산 로드에서 버스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국립 도서관National Library 뒤편 

테웻 Thewet에 여행자 숙소가 몰려 있다. 조용한 골목에 있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곳

들이 대부분이라 친절하다. 무엇보다 카오산 로드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조용

하게 지내기 좋다. 카오산 로드에서 테웻으로 갈 경우 뚝뚝을 타면 50B 정도. 보트

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 파아팃Tha Phra Athit에서 북쪽 방향으로 보트를 타

고 타 테웻 Tha Thewet에 내려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버스는 타논 파아팃에서 

3번, 32번 버스를 타면 국립 도서관 앞을 지난다. 

샨티 로지 Shanti Lodge 

국립 도서관 뒤쪽에 있는 여행자 숙소 중

에 가장 인기 높은 숙소로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운영한다. 공동 욕실을 사용하는 

방들은 작지만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으며 

정갈하다. 일부 객실은 인도풍으로 꾸며

져 있다. 주인장이 친절하며 1층의 레스

토랑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37 Soi 16, Thanon Sri Ayuthaya   

도미토리 250B, 더블, 선풍기, 공동욕실 

500B, 더블, 선풍기, 개인욕실 750B, 트

윈, 에어컨, 개인욕실 850B  02- 

281-2497, www.shantilodge.com

씨 아유타야 게스트하우스 
Sri Ayutthaya Guest House 

샨티 롯지와 더불어 테웻에 있는 숙소 중

에 인기 있는 곳이다. 목조 건물의 매력을 

살려 만든 곳으로 바닥 또한 통나무로 돼 

있다. 아주 싼 방은 없지만 모든 방들이 무

난한 가격대다. 

 23/11 Soi 14, Thanon Sri Ayuthaya  

 더블, 선풍기, 공동욕실 450B, 더블, 

선풍기, 개인욕실 650B, 더블, 에어컨, 

개인욕실 850B~   02-282-5942, 

www.facebook.com/sriayuttaya 

타위 게스트하우스 Tavee Guest House 

씨 아유타야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주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골목 안쪽에 있어 조용

하다. 정원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 

주택 분위기의 숙소다. 방과 욕실이 깨끗

한 편으로 에어컨 룸을 겸비하고 있다. 

 83 Soi 14, Thanon Sri Ayuthaya   

트윈, 선풍기, 개인욕실 400B, 트윈, 에

어컨, 개인욕실 700B   02-282-

5983, 280-1447, www.facebook.

com/taveeguesthouse

다. 아비쌕 두싯 궁전도 라마 5세가 1903년에 만들었다. 빅토리아 양식의 궁전으로 목조 베란

다를 격자세공으로 조각했다.

라마 9세 때 궁전을 개조해 수공예품, 은공예품, 실크, 핸드백, 바구니 등을 전시한 박물관으

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 전시된 수공예품은 씨리낏 왕비가 지원하는 직업 및 관련 기술 증

진 단체(SUPPORT; Promotion of Supplementary Occupation & Related Techniques Foundation)에서 만든 것이다. 단체

의 이름을 따 서포트 박물관 Support Museum으로 불린다. 

창똔 왕실 코끼리 박물관 Chang Ton Royal Elephant Museum 피피타판 창똔 ▶ 태국에서 코끼리는 

국기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동물이다. 특히 흰색 코끼리는 국왕이 소유하는 신성한 동물로 

왕실에 귀속된다. 왕실 코끼리 박물관에는 흰색 코끼리와 관련한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위만멕 궁전이 있는 두싯 공원 안에 있다. 아비쌕 두싯 궁전 박물관과 가깝다. 만약 

타논 우텅 쪽의 위만멕 궁전 매표소로 들어온다면 매표소 건너편에 코끼리 박물관이 있다. 

  09:30~16:00     02-282-3336

방
콕  

두
싯



86

방람푸 & 타논 카오산✻
Banglamphu & Thanon Khaosan

저렴한 숙소, 여행자 입맛에 맞는 음식, 다양한 쇼핑, 전
국으로 연결되는 교통편과 투어 신청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최근에는 태국 젊은이들에게 호기
심을 불러 일으켜 여행자와 태국인이 서로 교류하며 공
감하는 장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Information ▶▶

관광안내소▶▶ 경찰서 앞에 i 표시의 노란 간판을 달아 놓은 태국관광청(TAT) 부스가 있고, 

경찰서 건너편 길가에 SCB에서 운영하는 환전소에 딸린 여행 안내 부스가 있다. 여기에서는 

팸플릿과 방콕 지도 등의 간단한 안내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여행 정보를 얻고 싶다면 삔

끄라오 다리 밑에 자리한 방콕 관광 안내소City of Bangkok Tourism Division를 찾아가면 된다. 방콕

을 지역별로 다룬 안내서와 다양한 도보 여행 코스  팸플릿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17/1 Thanon Phra Athit     09:00~19:00     02-225-7612~4, www. bangkoktourist.

com

환전▶▶ 은행, 환전소가 상당히 많다. 환전소마다 소폭의 환율 차이가 있다. 달러를 포함한 주

요 화폐의 환전은 쉽지만 원화를 태국 화폐로 환전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저기에 ATM이 설치

돼 있어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04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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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산 로드

Transportation ▶▶

  버스 노선은 다양하지만 현지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에게는 불편하다. 하지만 요

금을 생각한다면 가장 저렴하다. 503, 511, 532, 3, 15번 등의 버스가 카오산 로드에 정차한

다. 버스 정류장은 카오산 로드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타논 랏차담넌 끄랑Thanon 

Ratchadamnoen Klang과 타논 파아팃Thanon Phra Athit에 자리했다. 

  짜오프라야 익스프레스는 씨롬Silom, 싸톤Sathon으로 갈 때 매우 편리하다. BTS 싸톤 역

과 연계되는 타 싸톤Tha Sathon에서 보트를 타고 타 파아팃Tha Phra Athit에서 내리면 된다. 싸얌 

스퀘어Siam Square, 쁘라뚜남Pratunam, 나나Nana, 아쏙Asok 등으로 갈 때는 운하 보트를 탄다. 

민주기념탑을 지난 싸판 판파 아래 타 싸판 판파Tha Saphan Phan Fa에서 내리면 된다.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다. 하지만 도심은 늘 차들로 북적댄다. 특

히 출퇴근 시간에 쑤쿰윗Sukhumvit 지역으로 택시를 이용하면 오히려 길에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교통 체증이 없다면 방람푸에서 쑤쿰윗과 씨롬까지 100B 이내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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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차나 쏭크람 Wat Chana Songkhram

카오산 지역의 지리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원. 경찰서 건너편

에 위치했다. 사원 내부를 통해 후문으로 길이 연결돼 있어 낮 시간에는 지름길로 

이용되기도 한다. 사원에는 큰 볼거리는 없지만 가루다를 타고 있는 비슈누 조각, 

나가 모양을 이용한 불당 처마의 마무리, 유리 조각 모자이크 등으로 치장한 불당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있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1분     Thanon Chakraphong     05:00~20:00

파쑤멘 요새 Phra Sumen Fort

타논 파아팃Thanon Phra Athit과 타논 파쑤멘Thanon Phra Sumen이 교차하는 코너에 

자리했다. 하얀색의 성벽 같이 생긴 건물로 220여 년 전, 방콕을 수도로 정한 라마 

1세 때에 지어졌다. 도시의 방어를 위해 성벽을 축조하면서 14개의 요새도 함께 

만들었다. 그 중 2개가 현재 남아 있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10분. 타 파아팃 선착장에서 도보로 3분     뽐 파쑤멘

 ✻ BEST SIGHTS 

방람푸는 짜끄리 왕조가 들어섰던 랏따나꼬신 지역의 북단으로 방콕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지닌 곳이다. 왕궁이나 민주기념탑 주변에 비해 볼거리는 미약하지만 방콕

의 외곽을 둘러쌌던 성벽과 출입문의 흔적, 국왕들이 불교에 입문해 승려 생활을 했던 

사원 등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물과 사원이 여럿 있다. 

왓 차나 쏭크람 파쑤멘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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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띠차이 쁘라깐 공원 Santichai Prakan Park 

파쑤멘 요새를 끼고 짜오프라야 

강변의 타논 파아팃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공원의 규모는 작지만 

깨끗하게 꾸며져 한가로이 쉬어

가기에 좋다. 파란 잔디밭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짜오프라야 강

물을 보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

자. 라마 8세 대교가 보여 운치

도 그만이다. 주말이나 저녁때면 

비정기적으로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도보로 카오산 로드에서 10분, 타 파아팃 선착장에서 3분     쑤언 싼띠차이 쁘라깐

도시 성벽 Phra Sumen City Wall 

왓 보원니웻 앞, 타논 파쑤멘에 남아 있는 하얀색의 성벽과 출입문으로 방콕에 남

아 있는 유일한 성벽과 출입문이다. 랏따나꼬씬 왕조 시대 방콕의 경계를 나타내

던 성벽으로 건설 당시에는 도시 내부로 출입하는 16개의 문이 있었다고 한다. 라

마 1세 때 만들어진 출입문은 붉은색을 칠한 나무로 만들었지만, 현재 복원된 문은 

라마 5세 때의 재건축된 모델을 기초로 1981년 태국 예술원에서 복원한 것이다. 

  카오산 로드에서 도보로 5분, 왓 보원니웻 입구 맞은편

 

왓 보원니웻 Wat Bovonivet 

카오산 일대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높다란 황금색의 쩨디가 눈길을 끈다. 왓 보원

니웻은 라마 4세, 라마 6세, 라마 7세와 현재 국왕인 라마 9세가 수도승 생활과 출

가의식을 한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태국 불교의 초고승이 거주한다고 한다. 

  방람푸 시장 건너편     248 Thanon Phra Sumen     08:00~17:00

왓 보원니웻

방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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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PPING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노점상과 기념품 가게가 즐비하다. 외국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비싼 게 흠. 흥정은 필수다. 동일한 물건을 파는 노점이 많기 

때문에 몇 군데 둘러보면 대략적인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헌책방에서는 소설책, 가이드북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주로 영어와 일어로 된 책들

로 아쉽게도 한국어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밖에 헤나나 타투 등을 할 수 있는 

가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카오산 로드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려면 방람푸 시장으로 가면 된다.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밤 12시 이후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 한인업소
식당, 여행사, 게스트하우스 등이 주류를 이룬다. 예약을 원할 경우 인터넷 여행 동호회 

태사랑(www.thailove.net)의 한인업소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홍익인간 

카오산 지역 한인 업소의 터줏대감이다. 2009년에 새로 문을 열어 시설이 깔끔

한 편이다. 위층은 도미토리 등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에 에어컨 시설을 

갖춘 한국 식당이 자리했다. 카오산 일대의 한인 업소처럼 여행사 업무도 함께 

보고 있다. 

  차나 쏭끄람 사원 뒤     28/2 Soi Rambutri     도미토리 300B, 한식 180B~300B  

  02-282-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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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여행사 H.I.T Travel 

1997년부터 여행사 업무를 시작한 중견 여행사

다. 방콕 주변 일일투어, 버스, 기차, 항공편 예약, 

비자 업무 대행, 호텔 예약 등을 한다. 게시판을 

통해 한국에서도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싸왓디 스마일 인 옆   49/4 Soi Rongmai, 

Thanon Chao Fa   10:00~20:00, 일요일 14:00 

~20:00    02-282-4114, www.hongiktravel.com

 

 

동대문 

식당과 여행사, 도미토리를 함께 운

영하는 곳. 1층 식당에서는 한식과 

태국 음식, 각종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식당 메뉴로는 김치말이국

수가 유명하다. 또한 각종 투어와 교

통편 예약도 가능하며 2층은 도미토

리로 운영한다. 

 왓 차나 쏭크람 뒤. 람부뜨리 로드 안

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오 헝그리 레스토랑을 지나 에라완 하우스 첫 번째 작은 골목

으로 우회전하면 보인다   08:00~01:00   140B~350B    084-768-8372

디디엠 DDM 

게스트하우스와 레스토랑을 함

께 운영하는 한인 업소다. 카오산 

메인 로드에서 떨어져 있지만 시

설이 쾌적하다. 레스토랑의 주 메

뉴는 한식이지만 태국 요리도 맛

볼 수 있다. 한식과 태국식 모두 

무난하게 맛있어 태국인들도 즐

겨 찾는다. 

 차오파 로드에 자리했다. 국립 미술관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다   1 Thanon Chaofa  

 7인 도미토리 280B, 5~6인 도미토리 390B, 더블룸 2인 650B(싱글 이용시 550B), 패

밀리룸 3~4인 1,000B, 한식 140B~250B    02-28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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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LIFE
멀리건스 아이리시 펍 Mulligans Irish Pub

카오산 로드 버디 로지 2층에 자리한 펍. 

바와 포켓볼 당구대, 스포츠 채널이 나오

는 티브이 등의 모습은 일반 아이리시 펍

과 다를 바 없지만 수준 높은 밴드의 공연

으로 사랑 받는 곳이다. 월~토요일 밤 10

시부터 밴드의 연주가 있으며, 한 팀 당 두 

시간씩 두 번의 공연이 이어진다. 오후 

3~8시는 해피아워로 일부 맥주를 99B에 

먹을 수 있으며, 새벽 1~3시에는 맥주 하

나를 시키면 하나를 더 준다.

 카오산 로드 버디 로지 2층   265 

Thanon Khaosan   10:00~04:00   

맥주 120B~    02-629-4477

더 클럽 The Club

카오산 로드의 대표적인 나이트클럽이다. 

주말이면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태국 젊

은이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123 Thanon Khaosan  맥주 

100B~, 주말 입장료 300B   02-629-

2255, www.theclubkhaosan.com

라바 Lava

카오산 로드에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내부의 붉은

색 벽은 용암을 상징하는 듯하다. 주로 하

우스 음악과 힙합이 연주된다. 

 카오산 로드 중앙 바욘 빌딩 지하   

249 Bayon Bldg., Thanon Kaosan   

20:00~02:00   맥주 100B~150B, 칵

테일 180B 

브릭 바 Brick Bar 

경쾌한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바다. 

중앙의 무대를 중심으로 음악을 들으며 술

과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정기

적으로 특별 이벤트를 개최해 유명 가수를 

초대하기도 한다. 라이브 음악은 저녁 8시

부터 연주된다. 

 버디 로지 1층   265 Thanon 

Khaosan  19:00~01:30  

 맥주 130B~   02-629-4477, 4556, 

www.brickbarkhaosan.com

몰리 바 Molly Bar

저녁 시간에 어쿠스틱 밴드가 라이브로 

태국 팝을 연주한다. 여행자들 보다는 태

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시끄럽지 

않은 음악들이 연주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108 Thanon Rambutri  

 18:00~02:00    맥주 100B~ 

  02-629-4074

애드 히어 더 서틴스 블루스 바 
AD Here The 13th Blues Bar

재즈와 블루스를 듣기에 좋은 카페다. 실

내는 폭이 좁고 그리 넓지 않아 연주자와 

손님들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진

다. 가끔은 전문 연주자 외에 악기를 다

룰 줄 아는 손님들이 연주를 하며 흥을 

돋운다. 

 카오산 로드에서 쌈쎈 방향으로 방람푸 

수로를 건너 왼쪽    13 Thanon Samsen  

 18:00~24:00   맥주 100B~   

089-769-461

쉠록 Shamrock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판매하는 아이리시 

펍이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실내에는 묵

직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으며 한쪽에서

는 스포츠 중계를 틀어준다. 밤 시간이면 

다양한 곡을 선보이는 라이브 공연이 있

다. 공연이 쉬는 동안에는 흘러나오는 음

악에 맞춰 춤을 추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카오산 로드 중간, 카오산 센터 2층  

 80-84 Thanon Khaosan   20:00~ 

03:00   맥주 190B~



93

낀롬촘싸판 Khinlom Chomsaphan

라마8세 다리가 바라다 보이는 짜오프라

야 강변에 자리한 바이자 레스토랑이다. 

입구에 연못이 있으며, 3개의 커다란 파빌

리온 아래에 테이블이 마련돼 있다. 낀롬

촘싸판은 태국 왕실의 첫 번째 공주인 우

본랏의 단골 식당으로 이름을 알렸다. 레

스토랑 이름은 ‘다리를 바라보며 바람을 

먹는다’는 뜻. 다양한 태국 요리 중에서도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특히 맛있다. 저녁 

시간에는 라이브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

며, 쌈쎈 쏘이 3 입구까지 셔틀 뚝뚝을 운

행한다.

 쌈쎈 거리 쏘이 3 골목 끝. 카오산 로

드에서는 뚝뚝을 타고 가는 게 낫다. 10

분 가량 거리로 뚝뚝은 40B 정도에 흥정

하면 된다   11/6 Samsen Soi 3   

11:00~01:00   태국 요리 150B~480B, 

음료 35B~80B, 맥주 100B~   

 02-628-8382~3,   

www.khinlomchomsaphan.com

똠얌꿍 Tom Yum Kung Thai Restaurant

유럽풍이 가미된 태국 저택의 마당에 테

이블을 마련해 놓은 캐주얼 레스토랑. 여

행자들보다는 태국 젊은 층에게 인기다. 

여러 요리를 잔뜩 시켜 놓고 먹는 태국인

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행

자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똠얌꿍. 가게

의 이름을 똠얌꿍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똠얌꿍 맛은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메뉴는 그리 기대할 게 못 된다. 실내 좌석

이 없는 탓에 더위가 한창일 때에는 커다

란 선풍기 몇 대에 의존해야 하는 아쉬움

이 있으며,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지만 서

비스도 훌륭한 편이 아니다. 애초 카오산 

로드에 고급 레스토랑을 지향하며 야심 

차게 출발했을 때보다는 여러 면에서 기

대에 미치지 못하는 레스토랑으로 변했다

고 할 수 있다. 

 카오산 로드 경찰서쪽 초입. 간판이 

눈에 잘 띈다    9 Thanon Khaosan  

 11:00~24:00   똠얌꿍 소 180B, 대 

320B, 팟 팍풍 파이댕 120B, 쏨땀 

120B~, 볶음밥 120B~   02-629-

1818, www.tomyumkungkhaosan.com 

트루 커피 True Coffee

치앙마이의 고산족들이 재배한 커피를 로

스팅해 판매하는 트루 커피의 카오산 지

점이다. 트루 커피는 각 지점마다 다른 콘

셉트를 지니고 있는데 카오산 지점은 집

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지향한다. 실제 2층 

집을 개조해 커피숍으로 선보이고 있으

며, 실내에는 목조 테이블과 소파 등 편안

하면서도 고풍스러운 가구와 오래된 라디

오, 샹들리에 등의 소품들로 채워 놓았다. 

편안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은은한 음악

을 들으며 쉬어 가거나 노트북을 가져와 

휴식을 취하는 이들이 많다.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PC 이용도 가

능하다.

 카오산 로드 경찰서쪽 초입. 바로 옆

에 똠얌꿍 레스토랑이 자리했다   7, 9 

Soi Trok Ma Yom, Thanon Khaosan   

월~목 09:30~21:30, 금~토 09:30~22:00  

 아이스 아메리카노 80B    02-629-

0560, www.truecoffee.com

>>  RESTAURANT 

방람푸의 먹거리는 숙소만큼이나 많고 다양하다. 대부분 여행자를 위한 음식이라 

태국 음식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태국 음식의 맛과는 차이가 난다. 특히 파랑 음식

Farang Food이라고 불리는 토스트, 베이컨, 포리지, 무슬리, 과일 샐러드, 스파게티 등

은 허름한 식당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노점에

서는 50B 정도의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태국 젊은이들이 즐겨 찾

는 고급 레스토랑은 음식 한 접시에 100B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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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뷸러스 바 & 디저트 카페 
Fabulous Bar & Dessert Cafe 

조용한 분위기에서 쉬기 좋은 카페. 골목 안

쪽에 위치한 데다가 실내에는 잔잔한 음악

이 흘러나와 카오산의 소란스런 분위기와

는 사뭇 다른 공간이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

내도 장점이다. 실내는 중층 구조이며 각 공

간마다 넓은 소파, 평범한 테이블 등 각기 

다른 분위기의 좌석 배치가 돼 있어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커피, 음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레페, 케이크, 토스트 등 각종 디

저트 메뉴가 준비돼 있다. 디저트 카페답게 

안팎이 모두 아기자기하다.

 카오산 로드 경찰서쪽 초입. 똠얌꿍 식

당 맞은편   32 Thanon Khaosan   평

일 10:00~00:30, 주말 14:00~00:00   디

저트 120B~180B, 커피, 음료 80B~135B, 

맥주 120B~   02-629-1144, www.

fabulous-khaosan.com

센터 카오산 Center Khaosan 

전형적인 여행자 레스토랑. 카오산 로드

의 터줏대감 업소 중 하나로 태국 요리도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자극적이지 않게 

나온다. 카오산 로드에서는 규모가 큰 편

인데다가 카오산 로드 한가운데에 자리해 

낮에도 맥주를 마시며 이곳을 찾는 여행

자들이 많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오가는 

이들만 구경해도 시간이 잘 간다.

 카오산 로드 중앙   80-84 Thanon 

Khaosan   08:00~02:00   태국 요리 

50B~150B, 스테이크 290B, 음료, 맥주 

80B~120B     02-282-4366

실크 바 Silk Bar

전형적인 여행자 레스토랑이자 바. 카오

산 로드 한가운데에 자리해 카오산 로드

의 분위기를 잘 만끽할 수 있다. 맥주 한 

병 시켜 놓고 카오산 로드를 오가는 이들

만 구경해도 지루할 틈이 없다. 낮 시간에

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외

국 여행자들, 저녁 시간에는 음악을 들으

며 실내에서 춤을 추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다. 실내에는 에어컨이 나온다.

  카오산 로드 중앙    129-131 Thanon 

Khaosan   08:00~02:00   맥주 

50B~220B, 간단 안주 60B~    02-281-

9981, 629-4435

싸프론 Saffron

파아팃 로드에 자리한 작은 가게. 규모는 작

지만 방콕에서 소문난 빵집으로 유명 연예

인들도 즐겨 찾는다. 다양한 케이크와 쿠키

가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 손님들을 유

혹하고, 선택에 고민이 들게 한다. 케이크나 

쿠키를 사러 오는 이들 외에도 식사를 하러 

오는 이들도 꽤 있다. 식사로는 팟타이, 카우

팟, 덮밥 종류의 간단한 태국 음식이 주를 이

룬다. 아침 메뉴와 스파게티도 가능하며, 음

식 맛이 부담 없고 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파아팃 로드 중앙. 카오산 로드에서는 

걸어서 5분 가량   86 Thanon Phra Athit   

 08:00~21:00   케이크 80B~135B, 음

료, 커피 35B~105B, 태국 요리 80B~220B  

  02-281-4228, 081-399-9724

쿤댕 꾸어이짭 유안

배낭여행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국수 집. 태국의 여러 잡지에도 소개돼 현

지인들도 즐겨 찾는다. 간판이 태국어로 돼 

있어 한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초록 대

문 집 등으로 불리며, 실제 외관을 화사한 

연두색으로 꾸며 놓아 태국어를 읽지 못해

도 찾기에 어렵지 않다. 쿤댕 꾸어이짭 유

안은 ‘댕 아저씨의 베트남 국수’라는 뜻. 국

수 면발이 쫀득쫀득하다 못해 찐득찐득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이며 후추로 만든 햄, 

고추씨 가루 등이 들어가 전반적으로 맵다.

 왓 차나 쏭크람 뒷길에서 파아팃 로드

로 가는 좁은 길로 나와 왼편으로 50m 가

량   68/70 Thanon Phra Athit   월~토 

11:00~22:00   쌀국수 40B~52B, 계란프

라이 5B 추가   085-246-0111, 089-

056-5777

나이 쏘이 Nai Soi

파아팃 로드에서 이름난 국수 집이다. 한

국인들이 많이 찾아 간판에도 한국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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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쏘이’라 적어 놓았고, 주인도 ‘쌀국수’

와 같은 한국말을 조금 한다. 나이 쏘이의 

쌀국수는 쇠고기 육수에 부드러운 갈빗살

을 얹어주는 게 특징. 일반 국수에 비해 육

수가 진한 편이다. 든든하게 먹고 싶다면 

10B을 추가해 곱빼기를 시키면 된다. 국

수 외에 볶음밥 등 간단 메뉴도 있지만 대

부분의 사람들이 쌀국수를 먹기 위해 이

곳을 찾는다.

 파아팃 로드 타라 하우스 옆에 자리했

다   100/2-3 Thanon Phra Athit    

08:00~16:00   쌀국수 50B~75B    

086-982-9042

반 파아팃 커피 & 모어 
Baan Pra-A-Thit Coffee & More

파아팃 로드 아래 파쑤멘 요새 근처에 자리

한 커피숍. 카오산 로드에 브랜드 커피숍이 

들어오기 전에 명성을 얻었던 곳으로 지금

도 여전히 커피 맛이 좋다. 짜끄리 왕조 초

기 왕족이 살던 건물의 일부라 분위기가 좋

고 조용한 게 특징. 주변의 대학생과 직장

인들이 주 고객으로 커피, 주스, 직접 구운 

과자와 케이크 등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파아팃 선착장 맞은편. 카오산 로드에

서는 걸어서 5분 가량   12 Thanon Phra 

Atit   월~목, 일 10:00~21:00, 금~토 

10:00~22:00   커피, 음료 60B~95B, 샌

드위치, 샐러드 120B~150B, 태국 요리 

90B~105B   02-280-7878

로띠 마따바 Roti Mataba

여행자들 사이에 이름난 로띠 전문점이다. 

한창 때는 야외 테이블까지 손님들로 북적

이지만 간판이 작아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

이다. 야외에 2~3개의 작은 테이블을 놓아 

두었으며, 실내는 2층으로 이뤄져 있다. 2

층에는 에어컨이 나온다. 

로띠는 태국에서 무슬림 음식으로 통하지

만 인도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밀가

루 반죽으로 구워 낸 팬케이크다. 일반적

으로는 달걀이나 바나나 등을 넣고 시럽을 

뿌려 먹지만 로띠 마따바에서는 채소와 고

기 등을 넣어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카레 등

을 곁들여 먹으면 한끼 식사로 훌륭하다.

 파아팃 로드 파쑤멘 요새 맞은편에 자

리했다. 카오산 로드에서는 도보로 5분  

 136 Thanon Phra Athit   화~일 

09:30~22:00   플레인 로띠 11B, 바나

나, 치즈 로띠 35B~    02-282-2119, 

629-2613

조이럭 클럽 Joy Luck Club

파쑤멘 요새 맞은편에 자리한 태국 레스

토랑이다. 작은 레스토랑 안이 인형들과 

소품들로 가득 장식돼 있다. 실내에 에어

컨이 나와 더위를 절실히 피하고 싶은 여

행자라면 특히 찾을 만하다. 1991년부터 

영업을 해 지금까지 유지해 왔으니 어느 

정도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곳. 음식 맛과 

서비스 모두 무난히 괜찮다.

 파아팃 로드 파쑤멘 요새 맞은편에 자

리했다. 카오산 로드에서는 도보로 5분 

 8 Thanon Phra Sumen    

11:00~24:00   태국 요리 90B~160B, 

음료 30B~60B    02-629-4128

프리마베라 Primavera

카오산 일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정

통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다. 호주, 태국인 커

플이 운영하는 곳으로 실내와 실외에 모두 

좌석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음식을 주문하면 

바게트 빵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함께 나오

는 채소 피클이 꽤 괜찮다. 피자의 종류가 

15가지가 넘으며, 파스타는 면 종류를 선택

한 후 소스를 별도로 주문하면 된다. 태국 

음식도 있지만 종류가 매우 적다. 점심시간

에는 세트 메뉴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카오산 로드에서 걸어서 5분. 파쑤멘 

공원 근처    56 Thanon Phra Sumen  

 09:00~23:00    피자 225B~375B, 

파스타 195B~245B, 점심 세트

(11:30~14:00) 175B~195B    02-281-

4718, www.primavera-cafe.com

쪽 포차나 Jok Pochana

쌈쎈 쏘이 2에 자리한 현지인들에게 인기

인 태국 식당으로 카오산 로드에 머무는 

배낭여행자들이 즐겨 찾는다. 태국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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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지만 맛에 대

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진열대

에 식재료를 가득 전시해 놓고 원하는 음

식을 바로 요리해 주는데 볶음 요리와 해

산물 요리가 주를 이룬다. 무엇보다 밤 늦

도록 영업을 해서 인기인 집으로 카오산 

로드의 업소들이 문을 닫는 새벽 시간, 얼

큰한 안주와 함께 맥주 한잔하고 싶을 때 

제격인 곳이다.

 쌈쎈 쏘이 2  84 Soi Samsen 2, 

Thanon Samsen    18:00~04:00, 둘째 

넷째 주 화요일 휴무   맥주 70B~, 뿌 

팟 퐁 까리 300B    02-281-0453

반 차트 Baan Chart 

카페 분위기로 꾸민 널찍한 입구와 여유

로운 공간이 있는 고급 숙소다. 각 객실은 

인도차이나의 여러 모습을 모티브로 다양

하게 꾸며 놓았다. 고풍스러움과 산뜻함

이 동시에 보여진다. 내부 시설 모두 고급 

호텔 수준이며 옥상에는 수영장이 있다. 

각 층의 복도에서 내려다보이는 사원과 

인근 풍경이 시원스럽다. 입구 우측은 스

타벅스, 좌측에는 버거킹이 위치했다.

 차끄라퐁 거리, 왓 차나 쏭크람 맞은편 

 98 Thanon Chakraphong  2,500B~ 

 02-629-0113, www.baanchart.com

나왈라이 리버 리조트 Navalai River Resort 

파아팃 선착장 바로 옆에 자리한 고급 호

텔. 객실은 목재와 원색의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심플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다. 강 

쪽에 면한 객실에는 발코니가 마련돼 있어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강변의 1층 레스토랑

과 옥상에 있는 수영장에서는 짜오프라야 

강의 역동적인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파아팃 선착장 바로 옆   45/1 

Thanon Phra Athit   3,700B~   

02-280-9955, www.navalai.com

누보 시티 호텔 Nouvo City Hotel

현대적인 부티크 호텔로 객실은 하얀색의 

깔끔함에 요란스럽지 않은 포인트로 꾸며

져 있다. 각 객실은 여유로운 크기이며 고

급스러움이 느껴진다. 레스토랑, 카페, 피

트니스 등의 부대시설은 각각 독특한 분

위기를 갖추고 있다. 옥상에 위치한 수영

장에서는 방콕 시내 풍경이 펼쳐진다. 

 방람푸 다리 건너서 쌈쎈 2 골목 안

쪽으로 약 20m   2 Samsen 2, 

Thanon Samsen   인터넷 비수기 트

윈 2,600B~   02-282-7500, www.

nouvocityhotel.com

위앙따이 호텔 Viengtai Hotel

방람푸를 대표하는 중급 호텔이다. 시내

의 보통 호텔처럼 로비, 레스토랑, 수영장

을 갖추고 있다. 모든 객실은 에어컨 룸으

>>  ACCOMMODATIONS 

방람푸의 숙소는 대개 요금이 저렴하다. 100B 가량

의 도미토리부터 500B~1,000B 사이의 중급 숙소들

도 많아 숙소 선택의 폭이 넓다. 300B 이하의 저렴한 

숙소는 개인 욕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선풍기 한 대와 

침대 한 개가 놓인 작은 방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 에

어컨, 개인 욕실, TV, 냉장고가 설치된 숙소를 선별해 

소개한다. 숙소를 선택하기 전에는 직접 객실을 확인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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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넓다. 호텔을 리노베이션해서 산뜻해

진 느낌이 들지만 같은 가격대의 시내 호

텔에 비해서는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42 Thanon Rambutri   인터넷 

1,300B~   02-280-5434, 02-281-

8153, www.viengtai.co.th

버디 로지 Buddy Lodge

카오산의 고급화를 주도한 대표적인 업소

다. 가격에 비해 방이 크다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우 쾌적하다. 레스토랑, 스파, 수

영장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말 저

녁이면 도로 쪽 방은 약간 시끄러운 편이다. 

 카오산 로드 중앙   256 Thanon 

Khaosan   인터넷 1,600B~  

02-629-4477, www.buddylodge. com

포트빌 Fortville Guest House 

1989년에 문을 연 게스트하우스다. 지금

은 수리를 거쳐 부티크 게스트하우스 모

습을 갖췄다. 별다른 장식은 없지만 심플

함을 기본으로 한 독특한 분위기가 매력

적이다. 모든 객실은 금연실로 운영한다. 

1층에 카페가 있으며 옥상의 레스토랑에

서는 방람푸 운하를 감상할 수 있다. 

 파쑤멘 요새 옆 주유소 바로 옆  9 

Thanon Phrasumen  790B~   02- 

282-3932, www.fortvilleguesthouse.com

뉴 싸얌 3 New Siam 3 

람부뜨리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깔

끔하게 관리되고 있다. 객실은 좁은 편이지

만 냉장고, TV, 안전금고 등 필요 시설은 잘 

갖추고 있다. 뉴 싸얌 게스트하우스는 총 네 

군데에 자리했는데 파아팃 로드에 자리한 

뉴 싸얌 리버사이드도 시설이 괜찮은 편이

다. 대신 강이 조망되는 객실은 호텔 수준의 

요금을 받는다. 

 람부뜨리 거리, 왓 차나 쏭크람 모퉁

이 부분   Soi Rambutri   싱글, 더

블 840B  02-629-4844, www.

newsiam.net

람부뜨리 빌리지 인 Rambutri Village Inn

문을 열자마자 인기몰이를 한 중급 게스트

하우스다. 건물 외관과 객실이 깨끗하다. 

시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팬 룸 

등 다양한 형태의 객실이 있으며, 옥상 수

영장과 레스토랑, 여행사 등이 자리했다. 

 95 Soi Rambutri, Thanon Chak 

raphong   비수기 600B~1,400B, 극

성수기 650B~1,680B   02-282-

9162, www. khaosan-hotels.com

망고 라군 플레이스 Mango Lagoon Place 

호텔처럼 아늑하게 잘 꾸며 놓았다. 객실

은 두 종류가 있는데, 넓고 실내 디자인도 

우아하다. 1층 레스토랑은 넓은 정원에 자

리했으며, 통나무 테이블을 시원스럽게 

배치했다. 

 홍익인간 오른쪽    30 Soi 

Rambutri   900B~   02-281-

4783, www.mangolagoonplace.com

오 방콕 O Bangkok 

객실이 넓고 깨끗하다. 객실의 시설은 비

슷하나 방의 크기와 창문 유무에 따라 가

격 차이가 난다. 1층에 레스토랑도 있으

나 큰 인기가 없다. 식사를 하려면 같은 

골목 위쪽에 자리한 오 방콕 레스토랑O 

Bangkok Restaurant이 낫다. 

 홍익인간 옆   27/1 Soi Rambutri  

 인터넷 더블 550B~650B   

02-281-4777

뉴 월드 시티 호텔 New World City Hotel

카오산 로드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호텔이다. 수로 옆에 있어 조용하며 

주변은 주택가다. 여행자들은 물론 사업차 

방콕에 방문한 태국 사람들도 즐겨 묵는다.

 쌈센 로드, 방람푸 운하 건너자마자 

오른쪽  2 Samsen 2, Thanon Samsen  

 인터넷 1,200B~   02- 281-5596, 

www. newworldcityhotel.com



98

차이나타운✻Chinatown 
재래시장과 약재상, 샥스핀, 제비집 요리, 딤섬, 중국식 
사원, 보석 가게 등이 자리한 작은 중국. 태국의 화교는 
태국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적으로 부유
한 층을 이루고 있지만 차이나타운은 여전히 예스러
운 색채와 사람 사는 냄새를 간직한 편이다.  

Transportation ▶▶

 차이나타운 중심가를 지나는 BTS나 MRT는 없다. 지하철 후알

람퐁Hualamphong 역이 차이나타운 동쪽에 있다. 도보로 왓 뜨라이

밋Wat Traimit까지 5분, 차이나타운까지 10분이 소요된다. 

 1, 4, 7, 25, 53, 501번 버스가 차이나타운을 드나든다. 왕궁 주

변에서는 1, 53번 버스가, 쑤쿰윗과 싸얌 스퀘어에서는 501번 버스

가 타논 야왈랏을 지난다. 

 빡크롱 시장Pak Khlong Market → 파후랏Phahurat → 차이나타운으

로 이어지는 도보 여행을 계획한다면 타 싸판풋Tha Saphan Phut에 내

린다. 차이나타운의 핵심만 보고 싶다면 타 랏차웡Tha Ratchawong을 

이용한다. 

 카오산 로드에서 택시로 60B~80B, 쑤쿰윗과 씨롬에서 100B 

정도가 나온다. 소요시간은 대략 30분 내외. 

05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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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논 야왈랏 Thanon Yaowarat 

차이나타운의 중심이 되는 거리다. 왓 뜨라이밋

Wat Traimit 서쪽에서 파후랏 Phahurat 입구의 수로, 

크롱 옹앙 Khlong Ong Ang까지 1.5km 정도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금은방들과 한자로만 

쓰여진 간판. 중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금은방 이외에 약재와 제기, 향, 홍등, 부적 등 중

국 물품을 파는 가게와 국수, 만두, 딤섬, 샥스핀, 

오리 구이 등 먹거리를 파는 노점들도 많다. 노점

에서 파는 음식은 30B 가량. 저녁이 되면 차량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노점이 들어선다. 

쌈뼁 Sampeng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면서 가장 먼저 생긴 골목. 쏘이 와닛 능 Soi Wanit 1이라고도 불

린다. 1782년 라마 1세가 방콕을 수도로 정한 해에 형성된 거리로, 현재 차이나타운

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길인 타논 야왈랏보다 100년 이상 앞선 역사를 간직하고 있

다. 1km 가량 이어지는 골목에는 액세서리, 가방, 옷감, 의류, 캐릭터 용품, 시계, 보석, 

약재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다. 

쏘이 이싸라누팝 Soi Issaranuphap 

타논 야왈랏 중간에 있는 작은 골목. 쌈뼁이나 야왈랏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중국적

인 색채가 오히려 강하다. 이싸라누팝 남쪽은 구 시장인 딸랏 까오 Talat Kao이며, 북

쪽은 쏘이 씹혹 Soi 16이다. 고기나 생선이 거래되는 딸랏 까오는 아침에 활기를 띤

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면 타논 짜런끄룽 Thanon Charoen Krung이 나온다. 

 ✻ BEST SIGHTS 

쌈뼁 쏘이 이싸라누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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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후랏 Phahurat 

리틀 인디아 Little India라 불리는 파후랏은 차이

나타운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 힌두교 관련 종

교 용품, 인도 전통 복장인 사리Sari와 펀자비 

Punjabi, 인도 음식, 인도 영화나 음악 CD, 인도 향, 

인도 스타일의 옷과 가방 등을 판매하는 가게와 

인도 레스토랑 등이 즐비해 마치 인도에 온 듯한 

착각이 든다. 리틀 인디아 한 켠에는 고급 기념품

과 양질의 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올드 싸얌 

플라자 Old Siam Plaza가 자리해 가족이나 친구

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에도 그만이다. 

리틀 인디아는 쌈뼁 서쪽으로 작은 수로(크롱 

옹앙 Khlong Ong Ang)를 건너면 나오는 타논 파

후랏Thanon Phahurat과 타논 짜끄라펫Thanon 

Chakraphet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나컨 까쎔 Nakhon Kasem 

타논 야왈랏 서쪽 끝에서 타논 짜런끄룽 Thanon Charoen Krung에 이르는 넓은 지역. 공

구상, 농기계, VCD, VCR, 비디오 카메라 등의 전자 제품이 주로 거래된다. 한때 작가

나 예술가들이 모였던 곳이라 고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이나 악기 상들도 간간히 눈

에 띈다. 

크롱 톰 벼룩시장 Khlong Thom Market 

나컨 까셈 오른쪽의 타논 마하짝 Thanon Mahachak에 토, 일요일 밤인 20:00~24:00에 

형성되는 벼룩시장이다. 일반 가게는 낮에도 문을 연다. 가전제품, 계산기, 시계, 불

법 복제 CD 등의 중고품이 주로 거래된다. 헐값에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는 현지인들

로 늘 북적대는 편이다.   딸랏 크롱 톰

왓 망꼰 까말라왓 Wat Mangkon Kamalawat 

중국의 대승불교 사원으로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사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왓 

렝니이 Wat Leng Loei Yi라고도 

불리는데 한자로 쓰면 용련사 

龍蓮寺다. 

 쏘이 이싸라누팝의 북쪽과 접

한 타논 짜런끄룽에서 10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사원이 보인다  

  Soi 21 Thanon Charoen 

Krung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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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짜끄라왓 Wat Chakrawat 

태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불상인 프라방 Phra Bang을 안치했던 사원. 라마 3세 때에 

만들어졌다. 사원 내부에는 크메르 양식의 탑인 쁘랑과 짜오프라야 강과 연결되는 

수로를 이용해 만든 작은 연못이 있다. 사원에서 눈여겨볼 것은 불당 오른쪽에 자리

한 작은 동굴이다. 동굴 벽면에는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는 바로 부처의 그

림자라고 한다. 

 타논 짜끄라왓Thanon Chakrawat 남단     08:00~16:00 

왓 뜨라이밋 Wat Traimit 

후알람퐁 역 서쪽, 차이나타운 입구 동쪽에 있는 사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 

불상을 모시고 있다. 불상은 쑤코타이 양식의 온화한 이미지로 높이가 3m, 무게가 

5t에 달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400만 달러나 된다.

 후알람퐁 역에서 서쪽으로 걸어서 10분   Thanon Traimit    09:00~17:00   황금 

불상 40B, 전시관 100B

빡크롱 시장 Pak Khlong Market

방콕에서 가장 큰 야채, 꽃 도매시장. 가장 거래가 

많은 품목이 꽃이라 꽃 시장 Flower Market으로 불

리기도 한다. 19세기부터 형성된 시장으로 짜오

프라야 강변의 타논 짜끄라펫Thanon Chakraphet, 

타논 반모Thanon Banmo, 크롱 롯 Khlong Lot 남단에 

이르는 지역이 모두 시장이다. 24시간 장사를 하

는 재래시장으로 언제 방문해도 시장 구경이 가

능하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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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이다. 저녁이 되면 시장 인근의 싸판 풋 Saphan Phut 아래로 야시장이 들어선

다. 야시장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8시경부터 형성되며 옷, 가방, 신발 등을 

주로 판매한다.  빡크롱 시장은 차이나타운과 가까워 연결해서 보면 좋다. 랏따나꼬

씬 쪽에서 걸어간다면 왓 쑤탓 Wat Suthat에서 타논 띠텅 Thanon Ti Thong을 따라 남쪽

으로 1km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싸판 풋 Saphan Phut(Memorial Bridge)

짜오프라야 강에 만들어진 최초의 교량으로 라마 7세 때 만들어졌다. 1932년 4월 6

일에 짜끄리 왕조와 방콕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개통했다. 라마 1세에게 헌정됐기 

때문에 라마 1세 대교라고 불린다. 라마 1세 동상은 싸판 풋 입구에서 볼 수 있다. 현

재는 교통량이 증가해 철교인 싸판 풋 옆에 시멘트로 만든 싸판 프라 뽁끄라오 

Saphan Phra Pokklao를 추가로 만들어 다리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싸판 풋에는 수

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8시경에 벼룩시장이 형성된다. 

쌀라 찰름끄룽 극장 Sala Chaleumkrung

태국 최초의 서양식 영화관으로 콘 공연이 펼쳐

지는 왕실 극장이다. 콘은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

나를 태국식으로 각색한 라마끼엔. 가면을 쓴 수

십 명의 무용수들이 태국 전통의 노래와 춤을 선

보이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쌀라 찰름끄룽 극장에

서는 2005~2006년 태국 국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쁘라 차끄라와딴 Pra Chakrawatan이라는 고

급 콘 공연을 펼친데 이어 2006~2010년에는 하누만 찬깜행Hanuman Chankamhaeng

을 선보였으며, 현재에도 새로운 에피소드로 콘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진행되

는 공연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공연은 매주 목, 금요일 저녁 

7시30분에 시작된다. 

 차이나타운 센탄 백화점에서 타논 파후랏을 따라가다가 쏘이 부라파가 나오면 우회전한 

다음 타논 쩌런끄룽에서 좌회전해 40m   66 Thanon Charoen Krung   목, 금 19:30   

800B~   02-222-0434, 225-8757~8, www.salachalermkr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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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차이나타운에서 먹거리를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거리 곳곳에 식당과 

노점이 가득해 간식거리는 물론 푸짐한 식사까지 해결해 준다. 

후아 쌩 홍 Hua Seng Hong 

30년 전통의 중국 식당으로 늘 손님으로 

북적댄다. 규모가 꽤 큰 편이며 메뉴 또한 

다양하다. 샥스핀, 제비집 요리는 물론 씨

푸드, 국수 등 입맛에 맞는 요리를 선택해 

즐길 수 있다. 

 371~373 Thanon Yaowarat   

09:30~01:00  국수, 볶음밥 70B~160 

B, 중국 요리, 씨푸드 150B~900B, 샥스

핀 300B~1,000B, 훠궈 350B  02- 

222-0635, 222-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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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 텍사스 Soi Texas의 씨푸드 식당 거리 

차이나타운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 오후 6

시경에 등장하는 노천 씨푸드 식당이다. 본

래 거리 이름은 타논 파둥다오Thanon 

Phadung Dao지만 통상적으로 쏘이 텍사스

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거리를 메운 씨푸드 

레스토랑에서는 저렴하게 씨푸드를 즐길 

수 있어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에게 인기다. 

 타논 야왈랏과 연결되는 쏘이 텍사스  

 18:00~22:00   1인당 400B~600B 

캔톤 하우스 Canton House 

간판이 작아서 지나치기 쉽다. 차이나타

운 호텔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10여m 거

리에 자리했다. 시내 여러 곳에 체인점을 

두고 있다. 에어컨이 나오는 깔끔한 실내

에서 다양한 중국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

히 저렴하고 맛 좋은 딤섬이 인기다.  

 타논 야왈랏 차이나타운 호텔 옆   

530 Thanon Yaowarat   11:00~22:00  

 딤섬 20B~, 중국 음식 80B~650B, 음

료 20B~35B   02-221-3335

T&K 씨푸드 T&K Seafood 

서민적인 분위기의 아담한 해산물 전문 식

당이다. 간판이 따로 없이 벽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지나치기 쉽다. 식당 입구에서 직

접 조리하는 해산물들을 볼 수 있다. 새우, 

게, 조개 등 다양한 태국식 해산물 요리가 

인기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도 있다. 

 타논 야왈랏에서 쏘이 텍사스로 들어

서서 바로 오른쪽   49-51 Soi Phadung 

Dao   16:30~02:00   100B~500B  

 02-223-4519

텍사스 쑤끼 Texas Suki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

로 꼽히는 곳이다. 에어컨이 나오는 널찍

한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맛 좋은 쑤

끼 전문점으로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다. 쑤끼 외에 일품 메뉴도 다양하다.  

 쏘이 텍사스 씨푸드 거리 중간   17 

Soi Phadung Dao   11:00~23:00   

딤섬 30B, 중국 요리 45B~400B, 쑤끼 접

시당 20B~55B, 1인 쑤끼 예산 

200B~300B   02-233-9807

샹그릴라 Shangri-La

방콕의 고급호텔인 샹그릴라 호텔과는 전

혀 상관없는 중국 식당이다. 차이나타운

에서 대형 레스토랑에 속하는 곳으로 에

어컨이 나오는 실내에 있다. 개인보다는 

단체 또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다.  

 타논 야왈랏과 타논 랏차웡Thanon 

Ratchawong 사거리 모퉁이   306 Thanon 

Yaowarat   10:00~22:00   태국·중

국 요리 150B~1,400B  02-224-5807

로열 인디아 Royal India 

파후랏에 자리한 인도 식당으로 인도 카

레로 유명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

시 사람들이 주 고객을 이룬다. 

 392/1 Thanon Chakraphet   

10:00~22:00   인도 요리 100B~270B 

 02-221-6565

S&P

1973년부터 운영해 오는 곳으로 깔끔한 

유럽풍 실내가 인상적이다. 음식이 오래 

걸리지만 맛깔스럽게 조리돼 나오며 맛이 

좋다. 디저트 종류를 파는 작은 매장도 있

다. 방콕 시내 및 전국 곳곳에 체인점을 운

영한다. 

 타논 쩌런끄룽의 쌀라 찰름끄룽 극장  

 66 Thanon Charoen Krung  

08:00~21:00  샌드위치 125B~135B, 

파스타 125B~195B, 태국 요리 

95B~275B, 음료 50B~88B   02-225-

1739, www.snp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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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롬✻Silom & 
        싸톤✻Sathon  

방콕의 상업지역인 씨롬과 싸톤. 건축적으로도 훌륭한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방콕이 국제적인 도시임을 실감한다. 태국 은행과 외국계 은
행이 이곳에 본점을 두고 있다. 오피스 빌딩들 사이에 백화점이나 호텔들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다. 
태국 최대의 환락가인 팟퐁Patpong에는 저녁마다 호기심 가득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룸피니 공원에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방콕 사
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낮에는 매연으로 시름하는 복잡한 
도로와 차량들 사이에서 도심의 삭막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지만 밤에는 
방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색적인 풍경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씨롬
과 싸톤이다. 

Transportation ▶▶

 BTS 씨롬 노선Silom Line이 관통한다. 씨롬 초입의 팟퐁이나 타논 껀웬을 갈 경우 쌀라댕

Sala Daeng 역을 이용한다. 씨롬 남쪽 지역은 총논씨Chong Nonsi 역에서 내리면 된다. 총논씨 역

은 싸톤 중앙으로 갈 경우 편리하며, 쑤라싹Surasak 역은 싸톤 남쪽에 해당된다. 

 MRT는 씨롬Silom 역과 룸피니Lumphini 역이 타논 프라람 씨Thanon Rhra Ram 4를 지난다. 씨

롬 역은 룸피니 공원 입구로 BTS 쌀라댕 역과 환승이 가능하다. 팟퐁, 타논 쌀라댕, 타논 껀웬 등 

씨롬 초입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다. 룸피니 역은 응암 두플리 지역으로 갈 때 편리하

다. 싸톤과도 가까운데 반얀트리 호텔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다. 

 싸톤 남단의 싸판 딱씬Saphan Taksin 아래에 타 싸톤Tha Sathon이 있다. BTS 싸판 딱씬 역과 연

계돼 수상 교통과 환승이 편리하다. 싸톤이나 씨롬에서 왕궁, 왓 아룬, 카오산 로드로 갈 때 유

용하다. 

06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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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퐁 Patpong 

방콕 최대의 환락가로 손꼽히는 곳. 불과 200m 정도 되는 좁은 골목에 어 고고 바 

A Go Go Bar가 밀집해 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의 유흥을 위해 탄생한 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술 마시고, 철봉 쇼만 구경하는 곳이었

다면 팟퐁은 지금처럼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유흥가와 함께 야시장, 쇼핑몰, 

레스토랑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팟퐁만의 독특한 색깔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타니야 Thaniya 

팟퐁 바로 윗골목으로 역시 유흥가다. 팟퐁과의 차이점이라면 일본식 요정이 거리

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 일본어 간판이나 일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호

스티스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팟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으로 유럽인보다 

일본인 손님이 월등히 많다. 

씨롬 쏘이 4 Silom Soi 4 

팟퐁과 타니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놓인 골목. 씨롬 쪽에만 입구가 있으며 100m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해 골목이 짧다. 씨롬 쏘이 4는 한마디로 게이 골목. 방콕을 대

표하는 게이 바와 레스토랑, 클럽들이 밀집해 있다. 그렇다고 게이들만 찾는 곳은 

아니다. 업소마다 거리에 만든 노천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며 거리 풍경과 사람

들을 구경하는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이다. 텔레폰 펍 Telephone Pub, 발코니 Balcony, 

스핑크스 Sphinx가 유명하다. 

타논 껀웬 Thanon Convent 
씨롬 쏘이 4 반대편 거리로 ‘쏘이’가 아닌 별도의 거리 이름이 붙은 제법 긴 도로다. 

영어로 컨벤트 로드 Convent Road라고 적혀 있으나 태국인들을 ‘껀웬’으로 발음한다. 

다양한 음식 문화 거리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노천 식당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분위기도 다르고, 요리하는 음식도 제각각인 레스토랑들이 많다. 거리에서는 찜쭘

과 쏨땀을 먹을 수 있고, 스위스 식당에서 퐁듀를,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아이리시 

펍에서 기네스 맥주를 마실 수 있다. 

 ✻ BEST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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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톤 Sathon 

씨롬과 함께 방콕 최대의 상업 지구로 주요 은행 본사와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다. 

작은 수로, 크롱 싸톤 Khlong Sathon이 도로 가운데로 흐른다. 수로를 사이에 두고 4

차선 도로가 남북으로 놓여 있다. 북쪽(상행차선)은 타논 싸톤 느아 Thanon Sathon 

Neua, 남쪽(하행차선)은 타논 싸톤 따이 Thanon Sathon Tai로 불린다. 

응암 두플리 Ngam Duphli 

카오산 로드 Khaosan Road, 쏘이 까쌤싼 Soi Kasemsan과 더불어 방콕의 대표적인 여

행자 숙소 거리. 70년대부터 형성된 저렴한 숙소가 몰려 있는 곳이다. 카오산 로드

의 성장으로 지금은 주춤해진 편이다. 400B 이하의 숙소들을 구할 수 있으며 씨롬, 

싸톤, 룸피니 공원 등 시내와 가깝다. 

아시아틱 Asiatique

아시아에서 가장 큰 워터 프론트 엔터테인먼트 공간. 라마 5세의 모던하면서도 이

국적인 향취가 느껴지는 곳이다. 옛 건물을 복원해 만든 짜런끄룽 로드에서는 

1,500여 개의 기념품, 홈 데코 상점과 만날 수 있다. 조 루이스 극장, 칼립소 카바레 

등 공연장도 자리하며, ‘푸드 서커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다이닝 공간에서는 세계

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팩토리에서의 쇼핑과 워터 프론트에서의 환상적인 야경도 

놓치기 아쉽다.  

 BTS 싸판 딱신 역에서 선착장으로 간 다음 아시아틱 셔틀 보트(16:00~23:30)로 10분   

2194 Charoen Krung Road, Wat Prayakrai   02-108-4488, www.thaiasiatique.com

룸피니 공원 Lumphini Park

방콕 시민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공원. 씨롬 입구의 타논 프라람 씨Thanon Rama 4와 

타논 랏차담리Thanon Ratchadamri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울창한 녹지와 나무, 호

수가 도심의 빌딩 숲 속에 자리 잡아 휴식 공간으로 사랑 받는다. 이른 아침에는 태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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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권인 타이찌를 연습하는 사람들, 낮 시간에는 

가족 소풍을 나온 사람들, 오후에는 조깅을 하거

나 야외 운동장에서 헬스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을 볼 수 있다.  

큰 볼거리는 없지만 잔디밭과 열대 꽃, 야자수들

이 도심의 복잡함을 잊게 해준다. 공원 입구에는 

라마 6세 동상이 세워져 있다. 라마 6세가 자신의 

사유지를 공원 용도로 쓰도록 제공했기 때문이다. 

  BTS 쌀라댕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MRT 룸피니 

역에서 도보로 3분     쑤언 룸피니    04:30~20:00

동아시아 회사 East Asiatic Company

오리엔탈 선착장에 내리면 오리엔탈 호텔 건물과 

함께 눈에 띄는 흰색 건물. 선착장 오른쪽에 있다. 

라마 5세 때 싸얌에 진출한 네덜란드 상인들이 

1901년에 건설했다. 건물 외관을 장식한 아치 모

양의 창들이 특징적이다. 정면뿐만 아니라 골목을 

걷는 동안 마주치게 되는 측면도 아름답다. 마치 

유럽의 작은 골목을 걷는 느낌이 들 정도. 

  타 오리엔탈Tha Oriental에서 도보로 1분, BTS 싸판 딱씬 3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

짜오프라야 강변 디너 크루즈 Dinner Cruise 

방콕의 저녁을 낭만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배를 타자.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보트

를 타고 가며 밤바람을 맞으며 야경을 감상 할 수 있다. 선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유람하는 디너 크루즈는 대략 2시간이 소요되며, 보통 저녁 7시30분에 출발한다. 

배는 리버 씨티 River City(=리워 씨띠) 바로 앞의 씨파야 Si Phraya 선착장에서 출발

해 왕궁, 왓 아룬, 파쑤멘 요새Phra Sumen Fort, 라마 8세 대교를 왕복한다. 크루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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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식사는 대부분 뷔페 형태다. 라마 8세 대교까지 올라

가는 동안 식사를 하게 되고, 씨파야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선상에서 라이

브 밴드가 노래를 부르거나 재즈 음악을 연주해 분위기를 돋운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선착장보다 여행사를 통하면 할인된 요금에 디너 크루즈

를 즐길 수 있다. 픽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발 시간까지 해당 선착장으로 가

야 한다. 저녁 시간 방콕 교통 체증을 감안해 미리 움직이는 게 좋다. 디너 크루즈 

요금은 보통 1,000B~2,000B 정도. 식사 이외에 음료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짜오프라야 프린세스 Chaophraya Princess ▶ 방콕에서 가장 대중적인 디너 크루즈 회사. 한국 

패키지를 포함해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한다. 2층짜리 대형 크루즈 선박으로 뷔페로 제

공되는 식사도 다양하고 입맛에 잘 맞는다. 자리는 예약 시에 지정되지만 식사를 마치고 음악

이 연주되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음악이 흥겨워 2층 갑판은 즉흥 무대로 변

모하기도 한다. 씨파야 선착장에서 출발해 라마 8세 대교까지 왕복한다. 

 리버 씨티 앞 씨파야 선착장 투어 센터 1번   19:30~21:45   02-860-3700

리버사이드 크루즈 Riverside Cruise ▶ 방람푸 북쪽 끄룽톤 다리Saphan Krungthon(싸판 끄룽톤) 

옆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Riverside Hotel에서 출발한다. 다른 디너 크루즈와 다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가 이동한다. 싸톤 아래쪽의 라마 9세 대교까지 왕복하는데 2시간 30분이 소요된

다. 식사도 뷔페식이 아니라 직접 주문해야 한다. 씨푸드와 일반적인 태국 음식을 요리한다. 

태국 현지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크루즈로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

로 예약해야 한다. 대형 크루즈 선박으로 현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로

맨틱한 분위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식사가 끝나면 1층은 나이트클럽 분위기로 바뀐다. 

 리버사이드 호텔, 싸판 끄룽톤 서쪽 강변 톤부리 방향, 수상보트 타 쌍히Tha Shanghee 선착

장 남     19:30~21:30   02-883-1588

펄 오브 싸얌 Pearl of Siam ▶ 짜오프라야 프린세스 보다 규모가 작은 대신 분위기는 한층 세련

된 디너 크루즈다. 씨파야에서 출발해 라마 8세 대교까지 왕복하는 루트는 동일하다. 음식도 

뷔페로 비슷하며 출발 시간도 거의 같다. 단체 손님보다 연인이나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아 차

분하게 식사와 강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라이브 음악도 재즈풍의 감미로운 선율이다. 

 리버 씨티 앞 씨파야 선착장   19:30~21:30   02-861-0255

샹그릴라 호텔 디너 크루즈 Shangri-la Horizon Cruise ▶ 샹그릴라에서 운영하는 디너 크루즈. 샹

그릴라 호텔에서 출발해 끄룽톤 다리까지 왕복한다. 식사로 제공되는 뷔페는 호텔식으로 요

리의 종류가 다양하고 질이 좋다. 서비스 역시 호텔 급으로 훌륭하다. 

 BTS 싸판 딱씬 역에서 걸어서 5분   19:30~21:30   02-236-7777

러이 나바 디너 크루즈 Loy Nava Dinner Cruise ▶ 티크목으로 만든 목조 선박에서 즐기는 디너  

크루즈다. 70석 정도로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태국의 전통이 느껴지는 등 운치가 있다. 선상

에서 태국 전통 악기도 연주한다. 요리는 세트 메뉴로 태국 요리, 씨푸드 요리, 채식 요리 중에 

선택하면 된다. 대형 디너 크루즈에 비해 차분하고 정갈한 분위기로 외국 여행자들이 많은 편

이다. 

 씨파야 선착장   18:00, 21:00    02-437-4932, 7329, www.loynava.com 

기타 etc. ▶ 그 밖에 다양한 디너 크루즈는 www.cruise-thailand.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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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톰슨 타이 실크 Jim Thompson Thai Silk

국제적으로 유명한 타이 실크

의 대표 브랜드 짐 톰슨 매장의 

본점. 스카프, 목도리, 넥타이, 

쿠션 커버, 침대 커버, 핸드백 

등 직접 디자인한 품질 좋은 실

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실크 

제품 이외에 독특한 문양의 티

셔츠나 코끼리 모양 인형을 판

매한다. 짐 톰슨 타이 실크는 시내 주요 호텔이나 쇼핑센터에 매장을 운영한다. 저

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쑤쿰윗 쏘이 93에 있는 할인 매장을 찾아가면 된다. 

시내에서는 쎈탄 월드 플라자 내의 이세탄 백화점과 엠포리움 백화점이 가장 편리

한 위치다.

 BTS 쌀라댕, MRT 씨롬, 타논 쑤리웡과 타논 프라람 4 교차로   Thanon Suriwong 9   

09:00~21:00   02-632-8100~4, www.jimthompson.com 

팟퐁 야시장 Patpong Night Market

낮에는 평범한 도로가 저

녁이 되면 화려한 야시장

으로 변모한다. 거리 양 

옆으로는 유흥가가 줄지

어 있고 도로에는 노점이 

들어서는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현지인보다 외

국 관광객이 주된 손님들

이다. 방콕의 야시장과 달

리 기념품이나 수공예품보다는 의류, 가방, 시계가 주를 이룬다. 루이 비통 핸드백

이나 롤렉스 손목시계가 가장 먼저 눈에 띄지만 전부 모조품들이다. 카탈로그까지 

갖춰 놓고 손님 기호에 맞는 품목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모조품 시장치고 물건이 

다양하다. 주의할 점은 태국 물가를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가지 

상술이 심하다는 것. 방콕에서 가장 비싸게 물건 값을 부른다. 따라서 흥정은 기본

이다. 가족들이 함께 야시장을 구경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 

 BTS 쌀라댕 1번 출구   18:00~01:00  

 ✻ SHOPPING
팟퐁 주변의 타논 씨롬은 저녁 시간이면 노점들이 들어선다. 유명 브랜드의 모조

품과 성인 DVD를 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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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싼 백화점 Robinson Department Store

태국에서 인기 있는 백화

점. 고급 브랜드보다 실

속 있는 제품들이 많아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1층 액세서리, 2층 남성 

의류, 3층 여성 의류와 신

발, 4층 아동 용품 코너로 

구성돼 있다. 

 BTS 쌀라댕 3번 출구에

서 도보로 1분, MRT 씨롬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2 Thanon Silom   10:00~21:30   

02-266-3340 

씨롬 콤플렉스 Silom Complex

씨롬에서 C.P. 타워와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건물. 로빈싼과 더불어 

가장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는 쎈탄 백화점Central Department Store이 들어서 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쇼핑 상가와 식당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태국에서 인기 높

은 체인점들이 모두 입점해 있다.

 BTS 쌀라댕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MRT 씨롬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191 

Thanon Silom   10:00~22:00

씨롬 갤러리아 The Silom Galleria & 

주얼리 트레이드 센터 Jewelry Trade Center 

보석 전문 매장이 밀집해 있어 방

콕에서 제일 비싼 빌딩이라 불리

기도 한다. 1~4층은 씨롬 갤러리

아로 보석 매장보다 골동품 매장

이 주를 이룬다. 오래된 불상, 불

교 탱화, 조각상 전문 매장이 많

다.  6층부터는 별도의 출입 허가

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보석 전

문점들이다. 보석 딜러들이 드나

들며, 단체 관광객들이 예약된 업

소를 방문하기도 한다. 씨롬 갤러

리아에도 보석 원석을 파는 업소

가 더러 있다. 

 홀리데이 인 호텔 옆, BTS 쑤라싹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919/1 Thanon Silom Soi 19  

 02-630-0944~50, www.thesilomgall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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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 씨티 River City 

100여 개의 골동품 전문 매장이 밀집한 쇼핑센터로 태국과 중국, 미얀마, 캄보디

아,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된 회화, 도자기, 조각, 고가구 등이 거래된다. 한때 앙코

르 유적에서 도굴된 진품이 거래됐으며, 90년대 후반까지는 쇼윈도에도 이들이 

진열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방콕에 방문했을 때, 유물을 은

밀한 곳에 숨겼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당시 훈센 총리가 묵었던 호텔은 리버 씨티 

바로 옆의 로열 오키드 쉐라톤 호텔이었다. 

리버 씨티는 일반 관광객보다는 개인 수집가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편이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공개 경매가 실시되며, 경매에 나온 물건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이 가능하다. 

 로열 오키드 쉐라톤 호텔 옆, 선착장 타 씨파야에서 도보로 1분   23 Thanon Yatha   

10:00~22:00   02-237-0077, www.rivercity.co.th  

∷ Just Say‘No’ 
보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나라답게 보석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가 태국이다. 주

로 뚝뚝 기사가 접근해 방콕 시내 관광을 저렴하게 시켜준다며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닌 다음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보석 가게다. 세일 마지막 날이라느니, 한국에 갖고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둥의 말로 유혹하며 보석 가게까지 가도록 집요하게 요구한다. 뚝뚝 기사

가 데려간 보석 가게는 당연히 업소 주인과 미리 얘기가 된 곳으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손발이 잘 맞는다. 허름한 보석 가게에서 비싼 보석을 팔 리가 만무하므로 혹시 보석 가게까

지 갔다고 하더라도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보석을 미끼로 접근해 

오는 뚝뚝 기사나 잡상인에게 처음부터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 것. ‘No’라는 한마디로 애초에 

불씨를 제거하는 게 좋다. 

보석을 구입했다가 속은 사실을 알게 되면 가까운 관광경찰서에 신고해 일부 액수를 환불 받

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100% 환불 받기는 불가능하고 운이 없다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보석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태국 정부에서는 허가한 업소에 공인마크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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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LIFE
방콕 최대의 환락가 팟퐁을 가슴에 품고 있는 씨롬.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네온사인이 

불을 밝히면 팟퐁의 분위기와 술에 취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팟퐁은 성인들을 위한 유

흥가라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차분한 펍이나 바를 원한다면 타논 껀웬 또는 

호텔 라운지로 발길을 돌리자. 방콕보다 뉴욕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곳들이 많다. 

팟퐁 Patpong 

방콕 나이트라이프를 논할 때 반드시 등

장하는 팟퐁.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들을 

위한 유흥가로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적했던 낮의 거리는 네온사인에 

불이 켜지는 저녁이 되면 제 모습을 드러

내고 활기에 휩싸인다. 

팟퐁은 어고고 바 밀집 지역. 커튼 사이로 

새어 나오는 불빛 틈으로 비키니를 입고 

춤을 추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1층

의 업소들은 대부분 음악이 소란스럽거

나 춤이 퇴폐적이지 않아 여자들끼리 온 

여행자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하지만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한가한 시

간을 보내는 남자 여행자들이 대부분이

다. 2층의 업소들은 대부분 섹스 쇼를 하

는 곳이다.

맥주의 가격은 보통 120B 정도. 호객꾼을 

따라 들어가면 바가지를 쓸 확률이 높다. 

바가지 요금으로 마찰이 있을 경우 영수

증을 받아 가까운 씨롬 경찰서로 가면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업소 내에서 호객꾼들

과의 마찰이나 몸싸움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므로 술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BTS 쌀라댕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Thanon Silcom, Soi Patpong   

18:00~02:00 

아이리시 엑스 체인지 Irish X-Change 

방콕에 있는 아이리시 펍Irish Pub 중에 가

장 대표적인 곳.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를 보며 맥주를 마시느라 바쁜 영국인들

로 가득하다. 탭에서 뽑아내는 아일랜드 

흑맥주인 기네스Guinness 생맥주를 마실 

수 있다. 평일 점심에는 요일마다 각기 다

른 뷔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라

이브 음악을 연주한다. 

 BTS 쌀라댕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

분   1/5 Sivadon Bidg, Thanon Convent  

 11:00~02:00   기네스 맥주 180B, 

메인 요리 130B~350B   02-266-

7160, www.irishxchan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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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 Indigo 

타논 껀웬에서도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

다. 유럽풍의 건물 외관과 동양풍의 실내

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정원이 딸린 

마당에도 테이블이 준비돼 있다.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시끄

러운 분위기를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 권할 

만하다. 점심에는 런치 세트 메뉴가 있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스타터와 메인 

혹은 메인과 디저트 중에서 골라 맛볼 수 

있는 메뉴로 커피와 티도 포함돼 있다.  

 BTS 쌀라댕 4번 출구에서 걸어서 10

분. 아이리시 엑스 체인지 맞은편 골목 맨 

끝에 있다   6 Thanon Convent   

11:30~24:00   런치 세트 380B   

02-235-3268

씨로코 Sirocco 

방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야외 스카

이라운지. 200m 높이에서 바라보는 짜오

프라야 강변의 경치가 일품이다. 르브아 

호텔 63층에 만들어져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하며 방콕은 물론 아시아에서 베스트

로 꼽힐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메뉴는 파스타를 포함한 지중해 음식이 

주를 이룬다. 스카이라운지 가장자리에는 

스카이 바Sky Bar가 있다. 원형으로 만든 

바 주변에 서서 맥주나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스릴

이 넘친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라이브 재

즈 음악도 연주된다. 식사를 원할 경우 반

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BTS 싸판 딱씬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1055 State Tower, Thanon Silom 

State Tower 63층   18:00~01:00   맥

주 320B~, 칵테일 420B~  02-624-

9555, www.lebua.com/sky-bar

버티고 Vertigo

초특급 호텔인 반얀 트리 호텔에서 운영

한다. 59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다

음 걸어서 한 층을 올라가면 멋진 방콕의 

풍경이 펼쳐진다. 버티고 가장자리는 문 

바Moon Bar와 연결된다. 기상이 악화되면 

영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려면 

문의 및 예약은 필수다. 

 MRT 룸피니 역에서 도보로 15분, BTS 

총논씨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21/100 Thanon Sathon Tai, 반얀 트리 호

텔 61층   17:00~01:00   메인요리 

1,250B~3,900B, 맥주·칵테일 320B 

~540B  02-679-1200, www.

banyantree.com

뱀부 바 The Bamboo Bar

방콕 최고의 호텔 오리엔탈에서 운영하는 

재즈 바. 쉐라톤 그랑 호텔의 리빙 룸Living 

Room과 함께 라이브 재즈 바의 오랜 전통

을 이어가는 곳이다. 라이브 연주는 매일 

저녁 6부터, 라이브 음악은 매일 저녁 10

시부터 시작된다. 

 BTS 싸판 딱씬 역에서 도보로 10분, 

선착장 타 오리엔탈Tha Oriental에서 도보로 

1분   48 Oriental Ave. Thanon Charoen 

Krung Soi 40   11:00~01:00   맥주·

칵테일 340B~  02-236-0400, www.

mandarin oriental.com 

씨로코



>>  RESTAURANT
낮에는 주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주를 이루고, 저녁에는 이들에 더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합세한다. 레스토랑이 가장 발달한 골목은 타논 껀웬Thanon 

Convent. 싸톤에는 고급 호텔에서 운영하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라운지가 많다. 

뻬낑 레스토랑 Peking Restaurant 

중국인 주방장이 요리하는 100여 가지의 

다양한 중국 요리를 선보이다. 물만두, 찐

만두, 마파두부, 해물국수, 탕수 등을 저

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씨롬에 이어 

쑤쿰윗에도 체인을 냈다. 

 BTS 쌀라댕 역에서 도보로 1분. 1번 

출구 바로 앞에 자리한 오이시 스시 바 건

물 안   Thanon Silom, 타니야와 Soi 4 

사이  11:00~23:00  중국 요리 

50B~200B    02-237-8989

실버 팰러스 Silver Palace 銀宮樓 

씨롬 중심가에 있는 중식당으로 화교들은 

물론 중국, 일본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다

양한 딤섬과 씨푸드 요리도 좋지만 무엇

보다 북경오리가 일품이다. 쓰촨(사천성) 

음식도 맛볼 수 있다. 

 BTS 쌀라댕 2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5 Thanon Silom Soi 3  점심 

11:00~14:00, 저녁 18:00~22:00  

380B~1,200B    02-235-5118

잇 미 Eat Me 

타논 껀웬에서 20m 정도 떨어진 쏘이 삐

빳Soi Pipat으로 조금 들어가 자리한 잇 미

는 외관부터 모던해 보인다. 식사 공간 또

한 은은한 조명과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

며져 있어 고급스럽게 느껴지지만 소박한 

음식을 받고 나면 푸근한 마음이 든다. 분

위기에 맞게 서비스도 고급 호텔 레스토

랑에 뒤지지 않을 정도. 다양한 메뉴와 

100여 가지에 이르는 와인 리스트를 갖췄

으며 갤러리를 함께 운영한다. 오후 3시부

터 영업을 시작한다. 

  BTS 쌀라댕 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씨롬에서 타논 껀웬 방면   1/6 

Convent Soi Pipat 2   15:00~01:00   

 340B~1,400B   02-238-0931, 

www.eatmerestaurant.com

씨롬 빌리지 Silom Village 

공예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씨롬 빌리지 

중앙에 자리한 레스토랑. 건물이 태국 전

통 가옥의 형태다. 해산물을 비롯한 다양

한 태국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매일 저녁 

7시에는 태국 전통 무용을 공연한다. 

 BTS 쑤라싹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총논씨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286 Thanon Silom   200B~  

02-234-4448, www.silomvillage.co.th 

쏨분 씨푸드 Somboon Seafood

방콕을 대표하는 해산물 전문점. 반땃통, 

쑤라웡, 랏차다, 우돔쑥, 쌈얀 등 방콕에만 

5개의 지점이 자리했는데 여행자들은 쑤라

웡 지점을 즐겨 찾는다. 쑤라웡 지점은 4층

으로 돼 있어 좌석이 많은 편이지만 늘 모

든 층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다. 쏨분 씨푸

드의 대표 메뉴는 카레로 볶은 게 요리인 

뿌팟퐁까리. 1969년부터 역사를 이어오며 

번성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요리다. 그밖에 

해산물 요리는 일반적인 맛이다. 해산물 요

리의 가격대가 만만치 않지만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 현금 준비 필수. 또한 가끔 택

시나 뚝뚝 기사가 짝퉁 쏨분 씨푸드로 데려

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BTS 총논씨 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

분   169,169/7-12 Thanon Surawong  

 16:00~23:30  뿌팟퐁까리 S 320B, 

M 440B, L 800B~1,200B  02-233-

3104, 4499, www.somboonseafood.com

블루 엘리펀트 Blue Elephant 

해외에서도 이름난 레스토랑으로 런던, 파

리, 브뤼셀, 코펜하겐 등에 체인을 뒀다. 레

스토랑 건물은 오래된 유럽풍. 높다란 천장

과 아치형 창문 등으로 우아함을 더했다. 

건물뿐만 아니라 음식도 매력적이고 로맨

틱하다. 레스토랑 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

는 요리 강습 코스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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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싯 타니 호텔 Dusit Thani Hotel 

씨롬 입구에 있어 팟퐁 등과 가깝다. 197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오래된 호텔이지만 여

전히 고급 호텔로 인지도가 높다. 객실은 스위트룸 수준으로 넓으며 태국적인 색채를 가

미해 고급스럽게 꾸몄다. 부대시설인 타이 레스토랑 벤자롱Benjarong과 프랑스 레스토랑 

드센스D’sens가 유명하다.

  BTS 쌀라댕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MRT 씨롬 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946 Thanon Phra Ram 4(Rama IV Road), 타논 씨롬과 타논 프라람 4 교차로     인터

넷 비수기 더블 5,250B~8,500B     02-200-9000, bangkok.dusit.com 

>>  ACCOMMODATIONS 

씨롬과 싸톤은 저렴한 숙소는 거의 없고 2,000B 이상의 중급 호

텔들이 대부분이다. 싸톤에는 8,000B을 호가하는 일류 호텔들이 많

다. 메트로폴리탄, 애스콧, 메리투스 같은 최고급 호텔들이 영업을 개

시하면서 메트로폴리탄으로써의 면모를 갖춘 느낌이다. 씨롬 남단의 짜

오프라야 강변에는 오리엔탈 호텔, 샹그릴라 호텔 같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호

텔이 자리했다. 저렴한 숙소를 찾는다면 룸피니 공원 맞은편의 쏘이 응암 두플리 골

목으로 가면 된다. 카오산 로드와 함께 저렴한 여행자 숙소 골목을 이루는 곳이다. 

 BTS 쑤라싹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233 Thanon Sathon Tai, Thai-Chin 

Bldg.  점심 11:30~14:30, 저녁 

18:30~22:30   태국요리 260B~880B, 

런치 세트 590B~980B, 디너 세트 

980B~1,650B   02-673-9353~8, 

www.blueelephant.com 

쎌라돈 Celadon 

연꽃 연못과 정원에 둘러싸인 레스토랑. 

쑤코타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태국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손꼽힌다. 인테리어

는 고급스럽게 꾸며 호텔의 품격을 보여

주지만 음식 맛은 가정에서 요리한 듯 담

백하다. 가격은 일류 호텔이 비해 저렴한 

편이다. 

 MRT 룸피니 역에서 도보로 15분. BTS 

총논씨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Sukhothai Hotel, 13/3 Thanon Sathon Tai  

 점심 11:30~14:30, 저녁 18:30~22:30  

 태국요리 350B~900B, 런치 세트 

950B~1,250B, 디너 세트 1,500B~1,800B 

 02-287-0222, www.sukhothai.com 

반 카니타 & 갤러리 Baan Khanitha & Gallery 

싸톤 남부 쏘이 루암루디에 자리한 반 카

니타 & 갤러리는 전통 태국 레스토랑으로 

명성이 높은 반 카니타에서 운영하는 곳

이다. 차량 통행이 많은 큰길가에 자리했

지만 넓은 정원이 도심의 소음을 차단해 

실내에서는 태국 전통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1999년에 문을 연 반 카니타 & 갤러리는 

태국에서는 선구적으로 레스토랑과 갤러

리를 결합해 선보인 곳이다. 현재의 위치

로는 2005년에 옮겨 와 지금까지 이어오

고 있다. 목재 건물과 어울리게 실내는 나

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로 꾸며져 있다. 각 

테이블은 꽃으로 장식돼 있어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든다. 고풍스러운 식

기 세트도 눈길을 끈다. 분위기처럼 서비

스 또한 극진하며, 음식 맛도 훌륭하다.

  BTS 쌀라댕 역에서 가장 가깝지만 걸

어서 15분 가량 되는 거리다. 시내에서 이

동한다면 택시를 타는 게 낫다   67, 69 

South Sathorn, Thungmahamek 

Sathorn   11:00~23:00   일품 요

리 180B~, 1인 400B~    02-675-

4200~1, www.baan-khanit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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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만 방콕 호텔G Pullman Bangkok Hotel G

노보텔Novotel, 아이비스Ibis, 머큐어

Mercure 호텔을 포함해 전 세계에 4,000개 

이상 호텔을 운영하는 프랑스 어코Accor

에서 만든 고급 호텔. 방콕에 있는 어코 호

텔 계열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한다. 로비부터 객실과 레스토랑까지 

현대적인 감각과 포근함이 느껴진다. 

 BTS 총논씨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쌀라댕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188 Thanon Silom   인터넷 비수기 트

윈 5,050B~7,850B    02-238-1991, 

www.pullmanhotels.com

홀리데이 인 씨롬 Holiday Inn Silom

소피텔과 더불어 씨롬을 대표하는 고급 

호텔. 총 객실 수가 684개인 대형 호텔이

다. 객실이 넓은 편으로 침대, 가구, 데스

크, 소파, TV가 갖춰져 있다. 전 세계적으

로 체인을 갖고 있는 곳으로 일류 호텔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기

대하면 된다. 

 BTS 쑤라싹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981 Thanon Silom   인터넷 비수기 

트윈 3,000B   02-238-4300, www.

holiday-inn.com 

르부아 엣 스테이트 타워 
Lebua at State Tower

짜오프라야 강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황

금 돔이 건물 꼭대기를 장식하는 호텔. 서

비스 아파트 형태로 꾸며져 있으며 시설

은 5성급 호텔과 맞먹는다. 모든 시설이 

깨끗하며, 내부 시설도 심플하면서도 고

급스럽고 객실도 넓다. 가장 작은 규모가 

약 20평 정도로 다른 호텔의 스탠더드룸

에 비해 두 배 가까운 크기다. 서비스 아파

트답게 부엌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객실은 물론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방콕 

전망이 일품이다. 꼭대기 층에 방콕에서 

가장 높은 야외 라운지인 씨로코Sirocco가 

자리하고 있다. 

 BTS 싸판 딱씬 3번 출구에서 도보로 8

분   1055/111 Thanon Silom   인

터넷 비수기 5,000B  02-624-9999 

www.rebua.com 

쑤코타이 호텔 Sukhothai Hotel 

호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7천 

평에 이르는 정원. 정문 옆에 있는 쎌라돈 

타이 레스토랑의 우아함을 시작으로 펼쳐

지는 분수대와 바나나 나무들이 도심에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 한다. 

객실은 티크 목과 타이 실크를 사용해 전

통미와 현대미를 절묘하게 조화시킨다.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쎌라돈Celadon 타이 

레스토랑, 라 스칼라La Scala 이태리 레스

토랑, 라운지 주크 바The Zuk Bar, 스파Spa 

모두 일류 레스토랑과 서비스로 호평 받

는다.

 BTS 총논씨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

분, MRT 룸피니 역에서 도보로 10분   

13/3 Thanon Sathon Tai(=South Sathon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6,500B~   

  02-344-8888, www. sukhothai.com 

반얀 트리 방콕 Banyan Tree Bangkok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초일류 호

텔. 도로 안쪽에 입구가 있어 갑갑한 느낌

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

면서 일류 호텔다운 품위를 드러낸다. 또

한 모든 객실은 훌륭하면서 격조가 높다. 

높은 층에 머물수록 창 밖으로 시원스런 

방콕 전망을 볼 수 있다. 부대시설로 호텔

을 대표하는 스파를 운영한다. 60층에 하

얀 구름을 바라보며 중국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바이윈Bai Yun(白雲)과 옥상에 만든 야

외 라운지 버티고 & 문 바Vertigo & Moon Bar

도 인기가 높다.

 BTS 총논씨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

분, MRT 룸피니 역에서 도보로 10분   

21/100 Thanon Sathon Tai(=South 

Sathon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5,000B~  02-679-1200, www. 

banyant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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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방콕 Metropolitan Bangkok

런던과 방콕에 딱 두 개 밖에 없는 호텔. 

순백색으로 객실의 바탕색을 칠하고 도시

적인 소파와 침구, TV, 데스크, 욕조를 배

치했다. 조명 하나까지도 신선한 디자인

으로 돼 있으며 데스크에 다양한 문구용

품이 들어있는 것도 독특하다. 야외 레스

토랑 시안Cy’an과 48명이 앉을 수 있는 그

로우 카페Glow Cafe를 부대시설로 운영한

다. 멧 바Met Bar는 호텔 투숙객과 선별된 

VIP만 입장이 가능하다.

 BTS 총논씨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

분, MRT 룸피니 역에서 도보로 10분   

27 Thanon Sathon Tai(=South Sathon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3,800B~ 

 02-625-3333, www.comohotels.

com/metropolitanbangkok 

로열 오키드 쉐라톤 호텔 
Royal Orchid Sheraton Hotel 

세계적인 호텔 쉐라톤에서 운영한다. 태

국 최고의 호텔로 여러 번 선정되는 등 서

비스나 시설 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호텔에 자리한 타이 레스토랑 타라텅Thara 

Thong과 이태리 레스토랑 조지오Giorgio도 

유명하다. 강변 테라스 레스토랑인 타일

랜드 투나잇Thailand Tonight에서는 매일 저

녁 태국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다.

 MRT 쌈 얀Sam Yan 역에서 도보로 10

분  2 Captain Bush Lane Thanon Si 

Phraya 2   인터넷 비수기 트윈 

5,950B~   02-266-0123, www. 

royalorchidsheraton.com 

샹그릴라 호텔 Shangri-La Hotel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

텔이다. 끄룽텝 윙Krugthep Wing과 샹그릴

라 윙Shangri-La Wing 두 개의 빌딩에서 799

개의 객실을 운영한다. 수영장도 2개다. 

격조 높은 객실과 강변 전망이 일품이며, 

야자수 가득한 강변 수영장은 번잡한 방

콕을 잊게 해준다. 호텔 내에 자리한 레스

토랑인 안젤리니Angelini는 방콕의 이태리 

레스토랑 중 최고로 꼽힐 정도. 중식당 샹 

팰리스Shang Palace, 럭셔리 스파 치Chi, 디

너 크루즈Dinner Cruise도 유명하다. 

 BTS 싸판 딱씬 역에서 도보로 3분. 선

착장 타 싸톤Tha Sathon에서 도보로 5분  

 89 Soi Wat Suan Plu, Thanon Charoen 

Krung   인터넷 비수기 트윈 5,950B~  

 0-2236-7777, www.shangri-la.com 

오리엔탈 The Oriental 

1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최고의 

서비스로 손님을 맞는 호텔이다. 외관은 

볼품없지만 세계에서 1등 호텔로 선정될 

만큼 훌륭한 시설과 뛰어난 서비스를 지

녔다. 재즈 바인 뱀부 바Bamboo Bar, 오후

에 차 한 잔 마시기 좋은 오터스 윙 로비에 

있는 오터스 라운지Author’s Lounge, 이태리 

레스토랑 챠오Ciao, 프랑스 레스토랑 노르

망디Le Normandie, 디너 뷔페 리버사이드 

테라스The Riverside Terrace 등 호텔 레스토

랑과 바도 좋다. 

 BTS 싸판 딱씬 역에서 도보로 10분. 

선착장 타 오리엔탈Tha Oriental에서 도보

로 1분   48 Oriental Ave. Thanon 

Charoen Krung Soi 40   인터넷 비수기 

트윈 10,950B~   02-659-9000, www.

mandarinoriental.com/bangkok

페닌슐라 호텔 The Peninsula Bangkok 

현대적인 감각으로 중무장된 고급 호텔. 

오리엔탈 호텔과 세계 호텔 랭킹 다툼이 

치열한 곳이다. 호텔의 높이는 39층. 외관

부터 시선을 압도한다. 객실 또한 만만찮

다. 일반 슈피리어룸이 여느 호텔의 스위

트룸보다 넓고 고급스럽다. 방콕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된 제스터스Jester’s와 메

이장Mei Jiang 역시 놓칠 수 없다. 

 BTS 싸판 딱씬. 싸톤에서 전용 셔틀 보

트로 5분   333 Thanon Charoennakorn  

 인터넷 비수기 트윈 9,800B~   

02-861-2888, bangkok.peninsula.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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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

  쁘라뚜남을 관통하는 BTS 노선은 없지만 칫롬Chitlom 역이나 파야타이Phayathai 역에서 도

보로 20분 정도면 쁘라뚜남 시장에 갈 수 있다. 아눗싸와리는 BTS 전승기념탑Victory Monument 

역과 지상 연결 통로가 놓여 있다. 

  크롱 쌘쌥Khlong Saensaep 운하 보트의 환선 선착장인 타 쁘라뚜남Tha Pratunam이 쁘라뚜남

과 가깝다. 도보로 5분 정도 거리다. 

쁘라뚜남✻Pratunam & 
아눗싸와리✻
Victory Monument 

쁘라뚜남은 쁘라뚜Pratu(문)와 남Nam(물)이 합쳐진 
말로 영어로는 워터게이트Watergate라는 뜻이다. 
남쪽으로 크롱 쌘쌥Khlong Saensaep이 흐르고 쁘라뚜남 
시장이 자리한 지역으로 방콕 도심과 외각을 연결하
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의류 도매 상가인 쁘라뚜남 시장 주변은 어수선한 편이
지만 인접한 칫롬Chitlom과 함께 방콕의 다양한 모습
을 둘러보려는 여행자들이 종종 찾아온다. 

07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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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언 빡깟 박물관 Suan Pakkad Museum 

배추 정원이라는 뜻을 지닌 쑤언 빡깟은 라마 5세의 손자인 춤봇Chumbhot 왕자와 

빤팁Pantip 왕비가 살던 곳이다. 1952년 지어진 곳으로 태국 전통 양식이 잘 살아

있는 건물과 정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본래는 4동의 건물만 있었으나 현재는 갤러

리와 래커 박물관Lacquer Pavilion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쑤언 빡깟 박물관 매표소를 지나 가장 먼저 관람하게 되는 곳은 반 치앙 컬렉션Ban 

Chiang Collection으로 태국 북부의 반 치앙이란 마을에서 출토한 도자기,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도구, 보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반치앙 컬렉션 옆은 마씨 갤러리The 

Marsi Gallery로 젊은 작가들의 창작 회화와 설치미술품을 전시한다. 

정원에는 춤봇 왕자가 수집한 개인 소장품을 전시한 전통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건물마다 번호를 매겨 놓았지만 순서를 정해서 봐야 할 필요는 없다. 모두 2층 건

물로 1층보다는 2층에 볼거리가 많다. 그밖에 정원 남쪽에 있는 래커 박물관에도 

볼거리가 많다.

 BTS 파야타이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싸얌 씨티 호텔Siam City Hotel 맞은편  352-

354 Thanon Sri Ayutthaya   왕 쑤언 빡깟  09:00~16:00   100B   02-245-

4934, www.suanpakkad.com

전승 기념탑 Victory Monument 

쁘라뚜남 북쪽의 타논 파야타이 

Thanon Phayathai와 타논 랏차위

티Thanon Ratchawithi 교차로에 우

뚝 서 있는 첨탑. 프랑스가 일부 

차지했던 태국 땅을 제2차 대전

의 승리와 함께 회복한 것을 기념

하기 위해 만들었다. 첨탑은 총검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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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파워 King Power 

킹 파워는 방콕 내에서 브랜드 네

임을 가진 유일한 면세점으로 식사

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다. 다양한 종류

의 태국 전통 제품과 전 세계의 명

품 등을 면세 가격에 구입할 수 있

는 건 당연지사. 라마야나 레스토

랑에서는 격조 높은 점심식사와 저

녁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아카사

라 그랜드 극장에서는 조 루이스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5성급의 풀만 방콕 킹 파워 호텔도 바로 옆에 자리했다. 

 BTS 전승기념탑 역 2번 출구로 나와 킹 파워 전용 뚝뚝 이용   8 Thanon Rangnam   

10:00~21:00   02-677-8899, www.kingpower.com

쁘라뚜남 시장 
Pratunam Market 

아마리 워터게이트 호텔Amari 

Watergate Hotel부터 바이욕 스카이 

호텔Baiyoke Sky Hotel에 이르는 의

류 도매시장이다. 재래시장 분위

기로 서울의 동대문 시장과 비슷

하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의류, 티

셔츠, 가방, 속옷 등을 판매한다. 주

요 고객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모양으로 높이는 50m다. 첨탑 중간에는 육해공군 동상을 세웠고, 기단부에는 

1943년 전투에서 사망한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여행자들에게 전승 기념탑은 라이브 바인 색소폰Saxophone Pub & Restaurant을 찾

아가기 위한 이정표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은 방콕 교통의 요지로 의미가 깊다. 로

터리를 중심으로 여러 곳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방콕 대부분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가 드나든다. 아유타야로 가는 미니버스도 로빈싼 백화점 코너에 정차해 있다. 

  BTS 전승기념탑 역에서 도보로 1분    아눗싸와리 차이

 ✻ SHOPPING
쁘라뚜남 시장과 빤팁 플라자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옷과 컴퓨터 전문 

상가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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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보따리 장사들로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은 별로 없다.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BTS 파야타이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타논 펫부리Thanon Phetburi와 타논 랏차파롭Thanon Ratchaphrarop 교차로 서북쪽   딸랏 쁘라

뚜남   09:00~24:00 

플래티넘 패션 몰 Platinum Fashion Mall

2,000여 개의 매장에서 의류, 액세

서리, 신발, 가방, 기념품 등을 도소

매로 판매하는 쇼핑센터다. 짜뚜

짝 시장의 실내 버전으로 에어컨

이 나오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

처럼 쇼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한국의 동대문과 유사한 구조로 

마찬가지로 흥정도 가능하다. 푸

드 코트를 비롯해 블랙 캐니언, 후

지, 맥도날드 등의 체인 레스토랑

도 자리했다.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BTS 랏차테위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3분   

222 Thanon Phetchaburi    10:00~22:00    02-121-8000, 

www.platinumfashionmall.com 

빤팁 플라자 Panthip Plaza 

전자 종합 상가로 용산 전자 상

가의 축소판이다. 5층 건물 가득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

웨어를 판매하는 상가가 밀집해 

있다. 2층과 1층 안쪽에는 컴퓨

터 프로그램, 영화, 음악 관련 

CD, VCD, DVD와 MP3를 판매

하는 가게가 몰려 있다. 불법 복

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BTS 랏차테위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BTS 파야타이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선착장 타 쁘라뚜남Tha Pratunam에서 도보로 5분   604/3 

Thanon Phetchaburi     10:00~21:00    02-251-9008, www.panth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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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LIFE
나이트라이프를 위한 거리가 형성된 곳은 아니지만 유명 라이

브 바인 색소폰이 자리해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편이다. 

>>  RESTAURANT
한국 여행자에게 잘 알려진 방콕 스카이 레스토랑과 호텔 레

스토랑에서도 손꼽히는 태국 음식점인 타이 언 포Thai On 4

가 있다. 전체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보다는 현지인들을 

위한 일반 식당들이 주택가 골목에 많은 편이다. 저렴하게 

식사하고 싶다면 쁘라뚜남 센터Pratunam Center나 빤팁 플라

자Panthip Plaza에 있는 푸드 코트를 이용하자. 

색소폰 Saxophone Pub & Restaurant 

방콕을 대표하는 라이브 바. 재즈와 블루

스 위주의 음악을 매일 저녁 9시부터 연주

한다. 출연진의 연주 수준이 훌륭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색

소폰은 현지인과 방콕에 사는 외국인은 

물론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편이라 매우 

국제적인 분위기다. 밤이 깊을수록 빈자

리는 줄어들고 흥겨운 분위기가 고조된

다.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흔들거나 춤

을 추는 사람들로 실내는 즉석 클럽으로 

변하기도 한다. 

 3/8 Victory Monument, Thanon 

Phayathai   18:00~02:00    맥

주·칵테일 150B~250B, 위스키 

1,800B  02-246-5472, www.

saxophonepub.com

헨리 J. 빈스 바 앤 그릴 
Henry J. Bean’s Bar & Grill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레스토랑으로 아

마리 워터게이트 호텔Amari Watergate Hotel

에서 운영한다. 스테이크, 살몬 & 칩스

Salmon & Chips, 비프 파지타Beef Fajita 등이 

인기 메뉴다. 저녁 9시부터는 라이브 밴드

가 음악을 연주한다. 필리핀 밴드가 주로 

출연하며 팝송 위주의 경쾌한 음악이 주

를 이룬다. 다른 호텔 바에 비해 사람이 적

어 여유 있게 음악과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아마리 워터게이트 호텔 지하  847 

Thanon Phetchaburi, 아마리 워터게이

트 호텔 지하   17:30~01:00   맥

주130B~190B, 칵테일 180B  02- 

653-9000 

방콕 스카이 호텔 뷔페 
Bangkok Sky Hotel Buffet

태국에서 가장 높은 호텔인 바이욕 스카

이 호텔Baiyoke Sky Hotel의 75~76, 78층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 눈 아래 보이는 방콕 

전경이 일품이다. 최상의 맛이라고 하기

에는 부족하지만 가격과 분위기를 고려하

면 괜찮은 편이다.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

으며, 호텔 입구 매표소에서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면 된다. 

 쁘라뚜남에서 도보로 3분.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22 

Thanon Ratchaprarop, Baiyoke Sky Hotel  

 11:00~14:00, 18:00~22:00    점심 

600B, 저녁 980B    02- 656-3000, 

3456, www.baiyokehotel.com

타이 언 포 Thai On 4 

쉐라톤 그랑 호텔의 배즐Basil, 쑤코타이 

호텔의 셀라돈Celadon과 함께 손꼽히는 태

국 음식 전문 호텔 레스토랑이다. 태국 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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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욕 스카이 Baiyoke Sky Hotel 

태국에서 가장 높은 83층짜리 호텔. 방콕 

어디서건 우뚝 솟은 바이욕 스카이 호텔

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변이 시장이라 조

금은 어수선하다. 객실과 욕실은 넓은 편

인데 건물 코너에 있는 방들은 각이 져서 

문에서 침실까지 동선이 꺾여 있다. 객실 

조망은 훌륭하다.

 쁘라뚜남에서 도보로 3분. BTS 칫

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222 

Thanon Ratchaphrarop   인터넷 비

수기 트윈 2,700B~    02-656-

3000, 02-656-3456, www.

baiyokehotel.com

아마리 워터게이트 Amari Watergate 

방콕의 아마리 4개의 체인 중 가장 시설이 

좋다. 시내 중심가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

고 객실 시설도 훌륭하다. 부대시설로는 

타이 레스토랑 타이 언 포Thai On 4와 이태

리 레스토랑 그라피노Grappino, 라이브 음

악을 연주하는 헨리 제이 빈스Henry J. 

Bean’s 등이 있다. 

 쁘라뚜남에서 도보로 3분. BTS 칫

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847 

Thanon Phetchaburi   인터넷 비수기 

트윈 6,300B~   02-653-9000, 

www.amari.com/watergate

노보텔 방콕 플래티넘  
Novotel Bangkok Platinum 

플래티넘 패션 몰에 자리한 호텔이다. 283

개의 객실을 지녔으며, 두 개의 바와 레스

토랑, 회의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수피리어 객실은 조

금 좁은 느낌이 들지만 시설은 전반적으

로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쁘라뚜남

을 비롯해 싸얌 등지에 자리한 쇼핑센터

와 가까워 편리하다.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20

분. BTS 랏차테위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3분   220 Thanon Phetchaburi   

인터넷 비수기 3,100B~    02-160-

7100, www.novotel.com/Platinum-

Hotel

쑤코솔 The Sukosol

현대적인 건물의 싸얌 타워Siam Tower와 전

통적인 건물인 아유타야 윙Ayutthaya Wing

으로 구분된다. 총 객실 수는 437개. 태국

적인 인테리어가 가미된 객실은 넓은 편

이다. 타논 씨 아유타야에 있어서 교통이 

약간 불편하지만 프론짓이나 싸얌까지 택

시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BTS 파

야타이 역과 가깝다. 

 BTS 파야타이 역 4번 출구에서 도

보로 5분   447 Thanon Sri Ayutthaya 

 인터넷 비수기 트윈 3,600B~  

02-247-0123, www.siamhotels.com 

식에 관한 책을 쓰고, 요리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요리사가 주방을 총괄

하고 있다. 

 쁘라뚜남에서 도보로 3분.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847 

Thanon Phetchaburi, 아마리 워터게이트 

호텔 4층  11:30~14:30, 18:00~22:30  

  태국 요리 260B~640B  02- 

653-9000, www.amari.com 

>>  ACCOMMODATIONS 

쁘라뚜남 시장 주변에 중급 호텔들이 여럿 몰려 있다. 일부 호텔들은 쁘라뚜남을 찾

는 아프리카와 중동 사람들이 주 고객이다. 호텔 주변은 시장으로 인해 어수선한 편

이지만 가격에 비해 좋은 호텔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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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

  MRT가 타논 랏차다피쎅Thanon Ratchadaphisek을 관통한다. 랏

차다 초입의 프라람 까우Phra Ram 9 역은 포춘 호텔과 랏차다 쏘이 

4를 갈 때 이용할 수 있다. 쑨왓타나탐Thai Cultural Center 역은 RCA

까지 도보로 5분 거리다. 훼이쾅 사거리의 유흥업소들과 에메랄

드 호텔, 스위소텔 르 콩코드를 가려면 훼이쾅Huay Khwang 역에서 

내리면 된다. 

  쑤쿰윗에서 택시를 탈 경우 80B~120B 정도, 카오산 로드에서 

간다면 100B~160B 정도가 나온다. 소요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타논 랏차다피쎅뿐 아니라 인근의 아쏙Asok, 딘댕

Dindaeng, 프라람 까우Phra Ram 9도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에 속한다.

랏차다✻Ratchada & 
알씨에이✻RCA

랏차다와 RCA에서는 팟퐁이나 나나와는 전혀 
다른 나이트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암 업 누엇’
이라 불리는 마사지 팔러와 가라오케가 주를 
이루기 때문. 랏차다 쏘이 씨 Ratchada Soi 4와 
나이트클럽 댄스 피버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태국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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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차다 쏘이 4 Ratchada Soi 4

랏차다 쏘이 4에는 좁다란 골목을 사이에 두

고 가건물 형태의 업소들이 20여 개 밀집해 

있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펍을 겸한 

나이트클럽으로 라이브 음악을 연주한다. 어

둑한 분위기의 실내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

는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분위기와 함께 저렴

한 요금도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는 요소다. 

 MRT 프라람 까우Phra Ram 9 역에서 도보로 10

분. 카오산 로드에서 택시로 갈 경우 30분   

19:00~02:00 

알씨에이 RCA

타논 프라람 까우Thanon Phra Ram 9(Rama 9 

Road)에서 타논 펫부리 마이Thanon Phetburi 

Tud Mai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칭하는 RCA는 

로열 시티 애비뉴Royal City Avenue의 줄임 말

이다. 낮에는 조용한 작은 골목이지만 저녁이 

되면 차량이 통제되면서 나이트클럽이 붉을 밝히기 시작한다. 나이트클럽의 영토

임을 알리는 작은 바리케이드가 야외 도로 위에 설치되고 밤 10시를 전후해 삼삼

오오 태국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택시를 타는 게 가장 편리하다. 카오산 로드에서 120B~ 160B, 랏차다에서 50B, 쑤쿰윗

에서 80B~120B 정도가 나온다

 ✻ BEST SIGHTS 

싸얌 니라밋 Siam Niramit

객석의 수만 2,000석에 달하는 공연장에서 펼치는 대형 공연. 3막으로 나누어 싸얌

의 역사를 환상적으로 보여준다. 아시아

에서는 물론 세계에 내 놓아도 공연의 내

용과 규모가 뒤쳐지지 않을 정도다. 

 MRT 쑨 왓타나탐Thailand Cultural Center 

역에서 도보로 5분. 1번 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     20:00, 공연시간 80분  

  02- 649-9222, www.siamniramit.com 

 ✻ PERFORMING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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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LIFE
랏차다와 RCA에는 두 번의 퇴근시간이 있다. 바로 일반 사무실이 업무를 마감하는 

시간과 유흥업소가 문을 닫는 시간. 주말에는 새벽 2시 이후에 오히려 교통 체증이 

심할 정도다. 팟퐁, 쑤쿰윗, 카오산 로드에 비해 서양인의 비중이 적고 현지인이 많

은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루트 66 Route 66

RCA를 대표하는 업소 중 하나다. 힙합 음악을 틀어주는 곳과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곳

으로 구분, 각기 다른 콘셉트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RCA 블록 A    19:00~02:00    300B, 음료 두 잔 포함    02-203-0936, 

www.route66club.com 

슬림 & 플릭스 Slim & Flix

라마 9세 도로 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클럽. RCA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

랑한다. 하우스, 힙합, 라이브의 3개의 공간으로 분리돼 있어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RCA 블록 A    17:00~02:00    400B, 음료 두 잔 포함    02-203-0226

쏨분 씨푸드 Somboon Seafood

방콕에서 가장 대중적인 씨푸드 전문점. 방콕에만 4개의 체인점을 운영한다. 랏차다 지

점은 훼이쾅 사거리에 위치한다. 본점이나 타논 쑤리웡Thanon Suriwong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MRT 훼이쾅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Thanon Ratchadaphisek  16:00~ 

23:00   뿌팟퐁까리 S 320B, M 440B, L 800B~1,200B    02-692-6850

>>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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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배낭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는 전무하고 단체 관광객들이 즐겨 묵는 대형 

호텔들이 많다. MRT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졌다. 

래디슨 호텔 Radisson Hotel

일반 래디슨 호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다. 객실은 유럽 스타일로 넓고 깨끗

한 편. 타논 프라람 까우Thanon Phra Ram 9에 있어 RCA, 랏차다와 가깝다. 시내까지는 정기

적으로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

 MRT 펫부리 역에서 택시로 5분. 프라람 까우 역에서 택시로 5분   92 Soi 

Saengcham, Thanon Phra Ram 9   인터넷 비수기 트윈 3.150B~   02-641-

4777, www.radisson.com 

그랜드 머큐어 포춘 호텔 Grand Mercure Fortune Hotel

랏차다 초입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는 호텔. 호텔 바로 앞으로 MRT 역이 개통되면서 교

통도 편해졌다. 시내 중심가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비싸지 않은 가격에 넓은 객실에서 묵

을 수 있다.

 MRT 프라람 까우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타논 랏차다피쎅과 타논 프라람 까

우 교차로   1-7 Fortune Tower Bldg, Thanon Ratchadapisek   인터넷 비수기 

트윈 2,500B~    02-641-1500, www.fortunehotel.com 

스위소텔 르 콩코드 Swissotel Le Concord

대리석으로 마감한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로비와 태국적인 분위기를 가미한 포근한 느낌

의 객실을 지녔다. 랏차다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꼽히지만 주변에 유흥가가 많아 호텔에

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MRT 훼이쾅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훼이쾅 사거리   204 Thanon 

Ratchadapisek    인터넷 비수기 트윈 3,250B~    02-694-2222

그랜드 호텔 The Grand Hotel

모두 618개 객실인 대형 호텔로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다. 호텔 주변에 한국 식당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저녁 시간에는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로비 라운지를 운영한다.

  MRT 지하철 쑤티싼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238 Thanon Ratchadapisek  

  인터넷 비수기 트윈 2,100B~    02-27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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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얌✻Siam 
방콕의 패션 리더들이 모이는 곳으로 한국의 명동과 
비교할 수 있다. 타논 프라람 능Thanon Phra Ram 1을 중
심으로 싸얌 파라곤, 싸얌 센터, 싸얌 디스커버리, 마
분콩 등 대형 쇼핑몰이 밀집해 있다. 싸얌 스퀘어에
는 젊은이들 기호에 맞는 트렌드 룩, 액세서리 등을 
파는 가게와 레스토랑이 가득하다. 

Transportation ▶▶

 두 개 노선을 운행하는 BTS가 모두 싸얌을 지난다. 싸얌 스퀘어

로 가려면 싸얌Siam 역에서, 마분콩과 국립경기장, 쏘이 까쎔싼으

로 가려면 국립경기장National Stadium 역에서 내린다. 두 역은 도보

로 10분 정도 걸린다. 

 싸얌과 인접한 크롱 쌘쌥Khlong Saensaep 수상 보트 선착장은 타 

후어창Tha Hua Chang이다. 선착장에서 싸얌 스퀘어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BTS가 연결되지 않은 방람푸에서 갈 때 유용하다. 요금은 80B 정

도. 쑤쿰윗이나 씨롬에서 간다면 택시보다 BTS가 빠르고 저렴하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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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톰슨의 집 The Jim Thompson House

2차 대전 당시 미군 장교로 근무했던 짐 톰슨이 살던 집으로 크롱 쌘쌥 운하 변의 주

택가에 자리했다. 200년 이상 된 여섯 채의 티크목 건물이 정원에 들어서 있어 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건물 중 일

부는 아유타야에서 가져와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내부는 짐 톰슨이 수집한 골동품과 도자기, 회화, 불

상들로 가득하다.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수집품들

은 차이나타운의 나컨 까쌤 Nakhon Kasem이나 지

방을 돌아다니며 짐 톰슨이 직접 구입한 것들이다. 

짐 톰슨의 집은 일정 인원이 모이면 영어 또는 일어로 

가이드 투어를 진행한다. 가이드의 안내 후, 구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진 촬영은 할 수 없다. 매표

소 앞에는 짐 톰슨에서 운영하는 실크 매장과 카페가 있다. 다양한 실크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태국 전통 가옥의 분위기를 느끼며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다. 

 BTS 국립경기장National Stadium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6 Soi Kasaemsan 2, 

Thanon Rama 1   반 찜텀싼   09:00~16:00   100B   02-216-7368, www.

jimthompsonhouse.com 

싸얌 스퀘어 Siam Square 

태국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거리다. 독특한 디자

인의 의류나 액세서리, 신발 등이 쇼핑 아이템으로 

대부분 작은 개별 상점에서 판매된다. 밤이 되면 타

논 라마 1세 일대에 벼룩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다양한 품목의 의류, 잡화 

등이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은 쇼핑보다

는 유명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위해 싸얌 스퀘어를 

찾는다. 곳곳에 레스토랑이 자리했으며, 젊은이들

을 겨냥한 디저트 가게가 특히 많은 게 특징이다. 

 BTS 싸얌 역 하차   싸얌 스퀘

� 짐 톰슨
짐 톰슨(1906~1967)은 1945년 동남아 지역으로 발령 받은 OSS(CIA의 전신) 장교로 방콕 

본부장을 지냈다. 건축가이며 모험가이기도 했던 그는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방콕에 정착했다. 태국 실크에 대한 그의 지대한 관심은 새로운 디자인과 컬러로 태국 

실크를 고급화, 대중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태국을 대표하는 실크 브랜드인 짐 톰슨 타이 

실크Jim Thompson Thai Silk 역시 그렇게 탄생됐다. 하지만 짐 톰슨은 1967년 말레이시아의 

카메룬 하일랜드Cameroon Highland 방문 중 실종됐다. 그를 찾기 위해 엄청난 인원을 

투입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 BEST SIGHTS 

방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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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얌 오션 월드 Siam Ocean World 

복합 쇼핑몰인 싸얌 파라곤 지하 1, 2층에 자리한 아쿠아리움이다. 태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곳으로 400여 종의 어류를 딥 리프 Deep Reef, 리빙 오

션 Living Ocean, 레인 포레스트 Rain Forest, 오픈 오션 Open Ocean 등 7개의 테마 공

간으로 나누어 선보인다.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2층 높이의 거대한 수족관인 딥 

리프와 수중 터널인 오픈 오션. 지하 2층 입구의 터치 풀 Touch Pool과 출구의 피쉬 

카 Fish Car 등 아기자기한 즐길거리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다. 터치 풀은 물고

기를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조성한 수족관이며, 피쉬 카는 자동차를 수족관으로 만

든 것이다. 

 싸얌 파라곤 지하  B1~B2F, Siam Paragon   09:00~21:00(마지막 입장 20:00) 

 어른 900B, 어린이 700B   02-687-2000, www.siamoceanworld.co.th 

싸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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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 투소 방콕 Madame Tussauds Bangkok 

세계적인 유명 인사와 스타들의 밀랍 인형이 전시돼 있는 밀랍 인형 박물관이다. 

마담 투소는 176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런던으로 이주, 74세가 되어 그동안 만든 

밀랍 인형 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런던을 비롯한 전 세계에 마담 투소가 자리

했는데 방콕의 마담 투소는 

2010년에 문을 열었다. 박물

관은 유명 정치인과 스포츠 

스타, 팝 스타, TV 스타 등으

로 구분된다. 간디, 다이애나 

비, 오바마, 제라드, 데이비드 

베컴, 타이거 우즈, 마이클 잭

슨, 성룡, 브래드 피트 등 슈퍼 

스타들의 밀랍 인형 사이에는 

한국의 아이돌 스타인 닉쿤도 

있다. 

 싸얌 디스커버리 6층   

6F, Siam Discovery  10:00~21:00(마지막 입장 20:00)   800B   02-658-0060, 

www.madametussauds.com/Bangkok 

쭐라롱껀 대학교 Chulalongkorn University 

명실상부한 태국 최고의 대학으로 타논 파야타이 Thanon Phayathai를 사이에 두고 

대형 캠퍼스가 자리했다. 쭐라롱껀 대학은 1899년 라마 5세 때 왕궁에서 근무하

던 신하들을 위해 설립된 교육 시설.  대학 내에는 공연, 전시장으로 쓰이는 쌀라 

프라 끼에우 Sala Phra Kiew, 현대 미술 전시관으로 쓰이는 아트센터 Art Center, 도

서관 등의 시설이 있다. 도서관은 일반인의 출입도 가능하다. 

 BTS 국립경기장 또는 싸얌 역에서 도보로 10분   254 Thanon Phayathai  마하

윗타얄라이 쭐라롱껀   02-215-0871~3, www.chula.a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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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PPING
대형 쇼핑센터와 크고 작은 매장이 자리한 싸얌은 

그야말로 쇼핑 천국이다. 싸얌 스퀘어에는 젊은 

취향을 겨냥한 독특한 아이템이 많아 나만의 

상품을 건질 확률이 높다. 

싸얌 파라곤 Siam Paragon

2005년 오픈과 동시에 싸얌의 쇼핑 지형을 바

꾸어 놓은 곳이다. 망고, 자라 등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부터 샤넬,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

까지 쇼핑 아이템이 그야말로 다양하다. 4층

에 자리한 이그조틱 타이도 좋다. 태국 전통의 

의류, 소품 등은 물론 스파 용품을 한데 모아 

놓았다. 가장 많은 이들이 몰리는 곳은 레스토

랑과 카페가 몰려 있는 G층이다. MK 골드, 후

지 등 유명 레스토랑과 푸드 코트를 비롯해 대

형 슈퍼마켓인 구어메이 마켓이 자리했다. 그

밖에 아쿠아리움인 싸얌 오션 월드가 지하에, 

아이맥스 영화관, 볼링장 등이 5층에 있다. 

 BTS 싸얌 역과 연결돼 있다   991 Thanon Rama 1   10:00~22:00   

02-610-8000, 690-1000, www.siamparagon.co.th

싸얌 센터 Siam Center 

젊은 층을 겨냥한 캐주얼 브랜드 외에 레스토랑과 카페가 상당수 입점해 있는 쇼

핑센터다. 그레이 하운드는 물론 텅러의 유명 카페인 미스터 존스와 레스토랑 오

드리가 입점해 있으며, 싸얌 스퀘어의 쏨땀 누아도 크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매그넘 카페도 인기다. 4층에는 깔끔한 시설의 푸드 코트인 

푸드 리퍼블릭이 자리했다. 태국, 일본 요리 코너가 특히 많은데 한국 요리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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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칫롬과 싸얌에서 동시에 쇼핑을 즐기려면 스카이 워크Sky Walk를 이용하자. 

스카이 워크는 칫롬의 센탄 월드 플라자와 싸얌의 쇼핑센터를 잇는 통로다. 

가게는 없지만 주변 경치를 보며 도보로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곳도 있다. 싸얌 센터는 총 4층으로 비교적 낮지만 한 층의 매장이 넓은 편이

다. 리노베이션 후 2013년에 다시 오픈을 해 쇼핑 환경은 아주 쾌적하다.  

 BTS 싸얌 1번 출구   Thanon Rama 1   10:00~21:00   02-658-1000, 

www.siamcenter.co.th

싸얌 디스커버리 Siam Discovery 

명품 브랜드보다는 디젤, 캘빈클라인, DKNY, 아디다스, 크록스 등 중저가의 캐주

얼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쇼핑센터다. 4~5층에 자리한 인테리어 매장 로프트가 

둘러볼 만하며, 마담 투소가 자리한 6층에 더 나인스 카페, 트루 커피 등 카페와 아

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다. 

 BTS 싸얌 역 1번 출구 또는 국립경기장 역에서 도보로 3분   989 Thanon Rama 1  

 10:00~22:00   02-658-1000, www.siamdiscovery.co.th 

마분콩 MBK Center 

8층 건물에 2,000여 개의 매장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유명 브랜드는 별로 없고 신

발, 의류, 가방, 향수 등의 이미테이션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저렴한 액세서리, 복

고풍 의상, 포토 스튜디오, 초상화 가게, CD 가게, 카메라 상점도 많다. 음식점으로

는 밀크 플러스, 타 싸얌, 몬놈쏫 등을 비롯해 MK, S&P, 블랙 캐니언 등 태국의 유

명 체인들이 상당수 입점해 있다.  7층에는 SF 씨네마SF Cinema가 있다. 

 BTS 국립경기장 역과 연결돼 있다   444 Thanon Phayathai   10:00~22:00   

02-620-9111, www.mbk-center.c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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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젊은 층을 겨냥한 깔끔한 레스토랑이 많다. 대형 쇼핑몰에는 푸드 코트와 다양한 체

인 레스토랑이 자리했다.  

>>  NIGHTLIFE
쇼핑센터가 많아 나이트라이프는 조금 빈약한 편이다. 방콕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에게 인기 있는 하드 락 카페와 CM2 등이 유명하다. 

하드 락 카페 Hard Rock Cafe 

뚝뚝을 벽에 거꾸로 박아 놓은 독특한 인

테리어로 유명하다. 1층은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태국 젊은이들과 서양

인이 대부분이고, 오밀조밀하게 꾸며 놓

은 2층은 레스토랑으로 이용된다. 

 BTS 싸얌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424/3-6 Siam Square Soi 11   

11:00~01:00   맥주 140B~, 요리 

300B~620B   02-254-0830

CM2 

노보텔 지하 나이트클럽으로 서양인들에

게 특히 인기다. 지하는 이태리 레스토랑 

포카챠Focazzia, 노래방 센세이션Sensation, 

나이트클럽 CM2로 구성돼 있다. CM2는 

라이브 밴드가 댄스 음악과 팝을 노래하는 

플로어와 힙합 DJ가 있는 붐 룸Boom Room

으로 나뉘어져 있다. 노래방은 친구끼리 단

체로 찾아온 태국 젊은이들이 많은 편이다. 

 BTS 싸얌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Siam Square Soi 6    21:00~02:00  

 월~목, 일 220B(맥주 1병 포함), 금~

토 23:00까지 350B(맥주 1병 포함), 23:00

부터 550B(맥주 2병 포함)    02-255-

6888, www.cm2bkk.com

쏨땀 누아 Somtam Nua 

식사 시간이면 늘 긴 줄이 형성되는 유명한 

쏨땀 전문점이다. 간판에는 쏨땀Somtam만 

영어로 적혀 있고 느아นัว는 태국어로 적혀 있

지만 주변이 늘 붐벼 찾기에 어렵지는 않다. 

에어컨이 나오는 깔끔한 실내에 여러 개의 

작은 테이블을 놓았으며, 홀 가운데 오픈 

된 주방에서 쏨땀을 만든다. 기본적인 쏨땀

과 더불어 쏨땀 전문점답게 계란, 호박 등 

여러 재료를 더해 만든 다양한 쏨땀 요리를 

선보인다. 쏨땀과 더불어 까이텃도 인기. 

간장 소스를 바른 프라이드 치킨과 맛이 비

슷해 한국인들도 무리 없이 즐긴다. 

메뉴는 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돼 있으며, 

일부 메뉴는 사진도 곁들여 있다. 또한 인기 메

뉴에는 별 표시를 해 놓아 선택에 도움을 준다. 

싸얌 센터에도 쏨땀 누아가 입점해 있다. 

 BTS 싸얌 역 4번 출구 왼쪽으로 나와 

방콕 은행 옆 작은 골목인 쏘이 5로 들어

가면 된다. 역에서 5분 가량 걸린다   

392/14 Siam Square Soi 5   

09:45~21:30   65B~150B   02- 

654-6363, www.foubar.com

망고 탱고 Mango Tango

망고를 이용해 디저트와 음료를 만드는 

곳으로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

사고 합석을 하는 일도 종종 있다. 실내가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테이블 회전율

이 빠른 편이라 줄을 서서 기다리며 주문

을 하고 5~10분 정도 지나면 자리가 난다. 

망고 주스는 기본,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푸딩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데 망고

와 망고 푸딩, 망고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맛보려면 망고 탱고를 주문하면 된다. 노

란색의 망고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밝은 

색의 실내 인테리어도 상큼하다. 싸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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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어 외에 짜뚜짝 주말시장, 쑤쿰윗 K-빌

리지 등지에도 자리했다. 

 싸얌 스퀘어 쏘이 3에 자리하고 있다  

 Siam Square Soi 3   11:00~22:00  

  80B~145B   02-658-4660, www.

mymangotango.com 

반쿤매 Ban Khun Mae Restaurant

반쿤매란 태국어로 어머니의 집이라는 뜻

이다. 태국의 여느 가정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은 이러한 이름과 잘 어울린다. 모든 

좌석은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 마련돼 

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로 장식된 실내

는 비교적 어두운 편이다. 반쿤매는 오래 

전부터 여러 해외 가이드북에 소개되는 

등 외국 여행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태국 요리에도 강한 향료를 쓰지 않는 편

이다. 대신 요리가 전반적으로 짜다. 메뉴 

선택이 어렵고 2인 이상 함께 찾았다면 세

트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BTS 싸얌 역 4번 출구 왼쪽으로 나와 

쏘이 5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된다. 

역에서는 걸어서 5분 가량 걸린다  

458/6-9, Siam Square Soi 8  

11:00~23:00   태국 요리 130B~   

02-250-1952~3, 02-658-4112~3, 

www.bankhunmae.com  

밀크 플러스 Milk Plus

우유로 만든 음료와 토스트를 판매하는 카

페다. 더위를 식히며 잠시 쉬어 가는 이들

은 물론 저렴하고 가볍게 한 끼 식사를 해

결하려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다. 

키위, 딸기 등을 넣어 만든 우유 음료도 좋

지만 시원 달콤한 흰 우유도 괜찮다. 싸얌 

스퀘어 외에 마분콩에도 매장이 있다. 

 BTS 싸얌 역 2번 출구에서 디지털 게

이트웨이를 통과해 바로 맞은편  

430/30 Siam Square Soi 7   07:00~ 

22:00   아이스 밀크 35B~, 토스트 

20B~30B   02-255-3366

씨파 Seefah

1936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방콕에만 20여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태국 전통 레스토

랑이다. 쇼핑센터 내에 자리한 곳도 쾌적하

지만 싸얌 스퀘어처럼 개별 매장으로 이뤄

진 곳이 분위기가 더 낫다. 하늘색이라는 

뜻의 ‘씨파’라는 이름처럼 밝고 산뜻한 분위

기로 현지인은 물론 여행자들에게도 인기

다. 뿌 팟 퐁 까리가 맛있으며, 반찬과 밥이 

함께 나오는 덮밥류도 저렴하고 괜찮다.

  BTS 싸얌 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434-440 Siam Square Soi 7   

10:00~21:00    태국요리 80B~   

02-251-5517, www.seefah.com 

코카 쑤끼 Coca Suki

질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전통 쑤끼 집으로 

쑤끼 마니아들 사이에서 MK보다 낫다는 평

을 받는 곳이다. 가격은 MK보다 조금 비싸다. 

태국식 샤브샤브인 쑤끼 전문점으로 채소, 

고기, 해산물 등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 육

수에 익혀 먹으면 된다. 여러 개의 육수 중 

입맛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세트 메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채소(298B), 고기(508B), 

해산물 세트(728B) 외에 모든 재료를 골고

루 섞어 놓은 콤보 세트(538B)도 있다. 

잘 알려진 싸얌 스퀘어 외에 센탄 월드, 메

가 방나, 타임 스퀘어 등 쇼핑센터는 물론 

쑤쿰윗 39(BTS 프롬퐁 역), 쑤라웡(BTS 쌀

라댕 역) 등지에도 체인이 자리했다.

 BTS 싸얌 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416/3~8 Siam Square Soi 7   

10:00~22:00   1인 390B~   

02-251-6337, www.coca.com 

꾸어이띠아우 타 싸얌 Tha Siam Noodle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 자리했지만 노점 

포장마차 수준의 저렴한 국수 가격으로 사

랑 받는 집이다. 배 모양의 조리 시설에서 

국수를 만들어 내는데 국물이 진한 편이

다. 간판은 태국어로만 쓰여져 있지만 메

뉴는 사진과 영어를 곁들여 놓아 국수 종

류를 선택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BTS 싸얌 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까시꼰 은행 뒷 건물로 하드락 카페와도 

가깝다  Siam Square Soi 10   

09:00~21:30   29B~65B   081-515-

7081, 081-467-3082, www.thasiam.c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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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씻 To Sit

짜오프라야, 랑쑤언, 타논 파아팃, 에까마

이 등지에 각각 다른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투씻의 싸얌 스퀘어 지점. 젊은이

들이 즐겨 찾는 싸얌 스퀘어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 학교를 떠올리게 하는 하늘색

과 흰색의 파스텔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등으로 꾸며 놓았다. 젊은 층의 취향을 고

려해 록 계열의 음악을 볼륨을 높여 튼다. 

분위기는 젊은이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가

격은 그리 싸지 않은 편. 100B 이내에 먹을 

수 있는 덮밥류가 그나마 만만하다. 2~3층

에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며, 2층에서는 피

아노와 기타 라이브 공연을 한다. 

  BTS 싸얌 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

분. 싸얌 스퀘어 쏘이 3 중간에 자리했

다. 눈에 띄는 간판은 2층에 걸려 있다  

 Siam Square Soi 3   16:00~24:00  

 덮밥 65B~    02-658-4001, 

www.tosit.com

푸드 플러스 Food Plus

싸얌 스퀘어 쏘이 5, 6에 길게 형성돼 있는 

노점 음식점. 국수에서 덮밥, 볶음밥, 과일 

주스 등 태국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

든 음식들을 이곳에 모아 놓았다고 보면 된

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부터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까지 거의 모든 태국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 푸드 플러스의 강

점은 저렴한 가격. 30B 정도에 일품 요리 

주문이 가능하며, 100B 정도면 크게 한 상

을 차려 먹을 수도 있다. 노점에서 산 음식

은 옆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먹으면 된다. 

 BTS 싸얌 역 4번 출구 왼쪽으로 나와 

방콕 은행 옆 작은 골목인 쏘이 5로 들어

가면 된다. 역에서 3분 가량 걸린다  

Siam Square Soi 5, 6    30B~

싸얌 파라곤 푸드 홀 Siam Paragon Food Hall

싸얌 파라곤 쇼핑센터에 자리한 푸드 코트

다. 일반적인 푸드 코트와 마찬가지로 쌀국

수, 덮밥, 볶음밥, 쏨땀 등 다양한 종류의 태

국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식

사 후에 즐길 만한 주스, 디저트 가게들도 

입점해 있다. 

푸드 코트를 이용하려면 우선 입구에서 쿠

폰을 구매해야 한다. 적당한 금액을 예상해 

지불하면 카드로 된 쿠폰을 주는데 각 음식 

코너에서 카드를 돈처럼 쓰면 된다. 쓰고 남

은 금액은 카드 반납 시 되돌려준다. 싸얌 

파라곤의 푸드 홀은 고급 쇼핑센터에 자리

한 푸드 코트답게 다른 쇼핑센터의 푸드 코

트보다 10B~20B 가량 가격이 비싼 편이다.  

 싸얌 파라곤 G층 GF, Siam 

Paragon   10:00~22:00   쌀국수 

50B~, 쏨땀 45B~, 덮밥 50B~, 차와 주스 

35B~  

MK 레스토랑 MK Restaurant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레스토

랑. 태국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할 코스처

럼 여겨지는 곳이다. 일품 메뉴도 있지만 

MK의 대표 메뉴는 쑤끼. 태국식 샤브샤브

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 육수에 익혀 먹

는 방식이다. 메뉴는 크게 야채, 고기, 해

산물 등으로 나뉘는데 모둠으로 구성된 스

페셜 메뉴도 있다. 취향대로 골라 테이블

에 마련된 전기 냄비에 끓여 먹으면 된다. 

MK 레스토랑은 그야말로 없는 곳이 없다. 

방콕은 물론 태국의 시골에서도 MK 레스

토랑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형 슈

퍼마켓인 빅씨와 테스코 로터스에는 거의 

모두 입점해 있으며, 방콕 센탄 월드, 싸얌 

파라곤, 쌀라댕, 에까마이, 에스플라나드 

랏차다에는 MK 레스토랑의 고급 버전인 

MK 골드가 입점해 있다. 

 싸얌 파라곤 G층. 싸얌 역 6번 출구에

서 도보 2분 거리에도 자리했다  1인 

300B~   www.mkrestaurant.com

후지 Fuji

후지는 일본 음식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프

랜차이즈로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사시미, 돈가스, 튀김 요리 등 한국인의 입맛

에도 잘 맞는 일식 메뉴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일품 메뉴에 미소시루와 김치, 밥 등이 

포함된 세트 메뉴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

다. 싸얌 파라곤, 터미널21, 메가 방나에 자

리한 후지는 여행자들이 특히 찾기 쉽다.  

 싸얌 파라곤 G층  GF, S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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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on   10:00~22:00   1인 300B  

  www.fuji.co.th

만나 Manna

싸얌 파라곤 G층에 자리한 태국 레스토랑

으로 2005년에 문을 열었다. 쏨땀, 똠얌꿍 

등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의 전통 태국 요리

를 선보이는 곳으로 2007년, 2010년에 이

어 2012 태국 베스트 레스토랑으로 뽑힐 정

도로 맛을 인정 받았다. 어떤 요리를 시켜

도 만족할 만한 맛이지만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두 명이 찾아 몇 가지 요리만 시켜도 

1,000B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레스토랑 외

관은 고풍스럽게 나무로 장식했으며, 모던

한 테이블과 의자 등으로 단아한 멋을 더했

다. 싸얌 파라곤 G층에서도 안쪽에 자리해 

주변 환경도 조용한 편이다.  

 싸얌 파라곤 G층  GF, Siam 

Paragon   10:00~22:00   게살 볶음

밥 180B, 똠얌꿍 320B, 뿌팟퐁까리 670B  

  02-129-4555

>>  ACCOMMODATIONS 

싸얌 주변에는 저렴한 여행자 숙소가 몰려 있는 쏘이 까쌤싼Soi Kasemsan이 있다. 

카오산 로드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은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BTS 국립경기

장 역 3번 출구와 바로 연결된다. 200B 미만의 싸구려 숙소는 없고 500B 정도의 에

어컨 시설이 갖춰진 게스트하우스가 많다. 

끄릿 타이 맨션 Krit Thai Mansion 

국립경기장 맞은편 대로변에 자리한 중국

계 호텔이다.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모든 

방에 에어컨과 욕실이 갖춰져 있다. 전체

적으로 어두운 편이지만 방이 넓다. 1층에 

커다란 레스토랑이 자리했다.  

 BTS 국립경기장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931/1 Thanon Rama 1   트윈 

1,000B    02-215-3042

리노 호텔 Reno Hotel 

쏘이 까쌤싼Soi Kasemsan에 있는 중급 호텔

로 깔끔하다. 고급 호텔에 비하면 수준이 

떨어지지만 위치와 요금을 고려한다면 나

쁘지 않다.

  BTS 국립경기장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40 Soi Kasemsan 1    1,590B~  

  02-215-0026, www.renohotel.co.th

에이 원 인 A-One Inn 

쏘이 까쌤싼Soi Kasemsan에서 가장 유명하

고 친절하며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곳. 객

실 수가 26개 밖에 없으며 장기 투숙자가 

많아 방 구하기가 어렵다. 로비에는 인터

넷 카페가 있으며 투어 예약도 가능하다. 

  BTS 국립경기장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25/13-15 Soi Kasemsan 1   

1,100B   02-215-3029, 216-4770, 

www. aoneinn.com 

노보텔 싸얌 스퀘어 Novotel Siam Square 

프랑스 호텔 그룹인 노보텔의 방콕 지점. 

방콕에 있는 3개의 노보텔 중에 가장 시설

이 좋다. 싸얌 스퀘어 한복판에 자리해 지

리적으로도 매우 편리하다. 4성급 시설로 

3개의 레스토랑과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갖췄다.

 BTS 싸얌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392/44 Siam Square Soi 6   

4,000B~   02-209-8888, www.

novotelbkk.com 

빠뚬완 프린세스 호텔 Patumwan Princess 

마분콩MBK Center 바로 옆에 자리한 고급 

호텔. 최고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객실

이나 호텔 부대시설과 서비스가 수준급이

다. 스탠더드룸에도 소파와 테이블을 비치

했을 정도로 객실이 여유롭다. 

  BTS 국립 경기장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444 Thanon Phayathai    

4,500B~   02-216-3700~29, www.

pprinc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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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롬 & 프론짓✻
Chitlom & Phloenchit
센탄 월드 플라자와 게이손 플라자, 페닌슐라 플라
자, 센탄 백화점 등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선 칫롬과 
프론짓은 방콕을 대표하는 쇼핑가다. 주변에 고급 
호텔이 많으며 쁘라뚜남, 쑤쿰윗, 싸얌, 씨롬 등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Transportation ▶▶

  BTS 쑤쿰윗 노선Sukhumvit Line이 칫롬과 프론짓을 지난다. 칫

롬Chitlom 역은 센탄 월드 플라자, 게이손 플라자, 센탄 칫롬 백화점 

등과 연결된다. 랑쑤언Langsuan 일대의 레스토랑도 칫롬 역을 이

용하면 편리하다. 타논 위타유Thanon Withayu와 쏘이 루암 루디Soi 

Ruamrudee 주변 호텔과 레스토랑은 프론짓 역에서 도보로 10분 이

내 거리다. 

10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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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SIGHTS 

에라완 사당에서는 태국인들의 삶과 깊숙이 연관된 종교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쇼핑 

센터와 호텔이 몰려 있을 뿐 큰 볼거리가 없다. 

센탄 칫롬 백화점 Central Chitlom 
방콕을 비롯한 태국 전역에 자리한 센탄 백화점의 칫롬 지점이다. 1973년에 문을 

연 센탄 칫롬은 센탄 백화점 중 가장 먼저 생겼지만 시설만큼은 아주 훌륭하다. 층

별로 여성 의류와 남성 의류, 아동 용품, 화장품, 시계, 액세서리, 인테리어 매장 등이 

자리했는데 한국의 백화점과 비슷한 구조라 쇼핑하기가 편리하다. 주요 매장으로

는 1층의 짐 톰슨 실크, 탑스 슈퍼마켓과 7층의 B2S, 로프트 등이 있다. B2S는 문구

와 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대형 문구점이며, 로프트는 거의 모든 센탄에 입점해 있는 

대형 푸드 코트다. 

 BTS 칫롬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1027 Thanon Phloenchit   10:00~22:00  

02-793-7777, www.central.co.th 

센탄 월드 플라자 Central World Plaza 

타논 랏차담리에 자리한 초대

형 쇼핑센터. 과거 월텟이라 

불리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World Trade Center 쇼핑센터

가 있던 곳이라 지금도 월텟

으로 부르는 이들이 많다. 센

탄 월드 플라자의 매력은 2개

의 백화점과 각종 매장이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건

물 오른쪽은 이세탄Isethan 백화점, 왼쪽은 젠Zen 백화점이며 중앙은 쇼핑몰로 

 ✻ SHOPPING

에라완 사당 Erawan Shrine 
방콕 시내 한복판 타논 랏차담리Thanon Ratchadamri와 타논 프론짓Thanon Phloenchit 교차

로에 있는 작은 사당. 규모는 작지만 향을 피우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사당 바로 옆에는 사당과 관련이 깊은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호텔Grand Hyatt 

Erawan Hotel이 자리했다. 호텔을 건설하던 1953년,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있었

다. 호텔 측은 이런 사고가 호텔 위치가 영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믿

었고, 힌두 브라만교 성직자의 권고로 브라만 신을 위한 사당을 지었다. 이후 호

텔은 아무 이상 없이 완공돼 방콕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각광받게 됐다고 한다. 

  BTS 칫롬 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센탄 월드 프라자Central World Plaza 대각선 건너편  

  Thanon Ratchadamri     싼 프라 프롬  에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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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주요 매장으로는 1층의 짐 톰슨 실크와 나라야, 3

층의 아시아 북스, 6층의 키노꾸니야 서점, 7층의 SF 월드 시네마 등이 있다. 스타벅

스 커피, KFC, 던킨 도넛, 맥도날드, 블랙 캐니언 커피, MK 쑤끼, 코카 쑤끼, 씨파, 씨

즐러, 젠, 후지 등 유명 체인의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도 거의 모두 입점해 있다.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선착장 타 쁘라뚜남Tha Pratunam에서 도보로 5분    

1 Thanon Ratchadamri     10:00~22:00     02-635-1111, www.centralworld.co.th

|  센탄 월드 플라자 내 매장 |  

탄 Thann ▶스파 용품과 아로마 오일, 목욕 용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태국 브랜드. 2002년부

터 영업을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17개국에 지점을 운영한다. 태국 허브를 이용해 만든 현대

적이고 고급스러운 탄의 제품들은 자연 친화적인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다. 쌀과 각종 허브로 

만든 비누, 레몬그라스로 만든 아로마 오일, 쌀겨로 만든 바디 로션, 옥수수와 호두 추출물로 

만든 바디 스크럽 등이 그 예다. 싸얌 파라곤 G층과 4층, 싸얌 디스커버리 4층, 엠포리움 백화

점 3층과 5층, 게이손 플라자 3층에도 매장을 운영한다.

  쎈탄 월드 플라자 이세탄 5층과 젠 2층     10:00~21:00      www.thann.info 

나라야 Naraya ▶ 천으로 만든 가방, 옷걸이, 식탁보, 손수건, 화장품 케이스 등을 판매한다. 레

이스가 달린 디자인이나 밝은 색상을 선보여 여성들이 선호하는 편. 가격도 저렴해 대량으로 

구입하는 손님도 많다. 아시아틱, 아시아 호텔Asia Hotel 1층, 팟퐁의 타논 쑤리웡Thanon Suriwong 

입구, 쑤쿰윗 24의 엠포리움 백화점 옆에도 매장이 있다. 센탄 월드 프라자와 팟퐁 지점이 가

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팟퐁 매장 2층은 상설 할인 매장을 운영한다. 

  쎈탄 월드 플라자 1층     10:00~22:00     02-255-9522, www.naraya.com 

나라이 판 Narai Phand 

전통 공예품 매장으로 수공예품, 금은 제품, 보석류, 주석 제품, 전통 의상, 벤자롱, 

도자기, 실크 등을 취급한다. 게이손 플라자 옆 프레지던트 타워에 있으며 가격은 

정찰제다. 태국 고유의 도자기인 벤자롱, 셀라돈 도자기 같은 고가의 물건들과 비

교적 저렴한 기념품을 함께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짜뚜짝 주말시장이나 나이트 바

자에 비해 비싼 편이다.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선착장 타 쁘라뚜남Tha Pratunam에서 도보로 10분    

973 Thanon Phloenchit    10:00~20:00      02-656-0398~9, www.naraiphang.com

게이손 플라자 Gaysorn Plaza

루이 비통, 디올, 페라가모, 프라다, 발리, 셀린, 아르마니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가 총망라된 쇼핑센터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며 내부 통로가 넓어 

쾌적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패션에 관심이 많다면 태국 디자이너의 제품도 주

목할 만하다. 마크 제이콥스 밑에서 인턴 생활을 보내고 2003년에 데뷔한 디자이

너 핌다오가 만든 스렛시스Sretsis를 포함해 세나다 티어리Senada Theory 등의 매

장이 자리했다. 칫롬 역에서 싸얌 방면으로 스카이워크로 이동하면 게이손 플라자에 

쉽게 닿을 수 있다.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999 Thanon Phloenchit   10:00~20:00    

02-656-1149, www.gaysor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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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대형 쇼핑센터에 체인 레스토랑이 많으며, 랑쑤언Langsuan 과 쏘이 루암루디Soi 

Ruamrudee에는 유명 레스토랑이 몰려 있다. 

비 오가닉 Be Organic by Lemon Farm 

태국 내 레몬 팜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와 

과일 등을 이용해 자연식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다. 요리는 재료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간을 강하게 하지 않는 편. 자연 채광을 최

대한 살린 레스토랑 분위기도 산뜻하고 발

랄하다. 비 오가닉에서는 농산물, 잼, 오일 

등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도 함

께 운영한다. 선물용으로도 꽤 괜찮은 아이

템이 많으며, 비교적 저렴하다.  

 BTS 칫롬 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뒤돌

아 걸으면 나오는 쏘이 랑쑤언을 따라 

150m   1F the Portico, Soi Langsuan, 

Thanon Phloenchit   11:00~21:00(마지

막 주문 20:30), 슈퍼마켓 09:30~21:30  

 세트 메뉴 150B, 250B, 샐러드 110B~, 

일품요리 105B~, 유기농 차 40B~   

02-652-1975 

크레페스 & 코 Crepes & Co

1996년에 문을 연 크레페 전문점으로 방

콕에는 랑쑤언과 텅러에 매장이 있다. 랑

쑤언 매장은 쏘이 랑쑤언에서도 조금 들

어간 골목에 자리해 고즈넉한 분위기다. 

실내 목조 인테리어는 여기에 단아한 분

위기를 더한다. 야외의 작은 정원에도 몇 

개의 테이블이 마련돼 있는데 시원한 바

람이 유난히 불어 한낮에도 덥지 않다. 크

레페 외에도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올 

데이 브런치 메뉴도 마련된다. 서비스도 

수준급이다. 

 BTS 칫롬 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뒤돌

아 걸으면 나오는 쏘이 랑쑤언을 따라 

650m, 도보로 10분   59/4 Soi 

Langsuan, Thanon Phloenchit   월~토 

09:00~23:00, 일 08:00~23:00   크레페 

170B~, 브런치 490B, 과일 주스 85B~  

02-652-0208~9, www.crepesnco.com 

더 나인스 카페 The Ninth Café

1997년에 문을 연 레스토랑으로 깔끔한 분

위기와 맛을 자랑한다. 태국, 이탈리아, 퓨

전 요리를 비롯해 디저트까지 광범위한 메

뉴를 선보인다. 외부에도 몇 개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만 큰길과 접해 있어 그다지 추

천하지 않는다. 실내는 작지만 아늑한 분위

기다. 모든 메뉴에는 봉사료와 세금이 더해

지며, 본점인 쏘이 랑쑤언 외에 싸얌 파라

곤과 싸얌 디스커버리에도 매장이 있다.  

 BTS 칫롬 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뒤돌

아 걸으면 나오는 쏘이 랑쑤언을 따라 

650m, 도보로 10분   59/5 Soi 

Langsuan, Thanon Phloenchit   

11:00~23:30, 월요일 휴무   덮밥 

140B~, 볶음밥 160B~, 파스타 190B~, 피

자 320B~  02-255-7125~7, 

theninthcafe.com 

탕롱 Thang Long 

현대적인 분위기의 베트남 레스토랑으로 야

외의 작은 정원도 모던한 분위기를 풍긴다. 

실내는 조금 어두운 편으로 낮보다는 밤에 

찾아야 제대로 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BTS 칫롬 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뒤돌아 

걸으면 나오는 쏘이 랑쑤언을 따라 1km. 

도보로 13분   82/5 Soi Langsuan, 

Thanon Phloenchit 4   11:00~14:00, 

17:00~23:00   150B~   02-251-3504

응완 리 랑쑤언 레스토랑 
Nugan Lee Lang Suan 

다양한 씨푸드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인테

리어보다는 음식의 향이나 맛이 식당 분위

기를 활기차게 하는 곳이다. 랑 쑤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비해서는 허름한 편이다. 

 BTS 칫롬 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뒤돌

아 걸으면 나오는 쏘이 랑쑤언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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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m. 쏘이 랑쑤언 끝에 자리했으며 도

보로 16분 가량 걸린다   101/25-26 Soi 

Langsuan, Thanon Phloenchit  

18:00~23:00   중국 요리, 씨푸드 

50B~500B   02-250-0936, 251-8366

샤부시 Shabushi

태국인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레스토랑. 대형 쇼핑센터를 비롯해 방콕

에만 40개에 가까운 지점을 두고 있으며, 

태국 전역 주요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레스토랑이 밀집돼 있는 쇼

핑센터 내에서도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곳 중 하나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찾는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오이시 그룹의 샤부시는 일정 금액을 내

고 1시간15분 동안 음식과 음료를 마음껏 

먹는 뷔페식 레스토랑이다. 주 메뉴는 태

국에서는 쑤끼라 불리는 샤브샤브. 바에 

자리를 잡으면 1인용 냄비를, 테이블에는 

반반 다른 육수를 담을 수 있는 냄비를 세

팅해 준다. 치킨 수프와 똠얌 수프 등 육수

는 취향대로 고르면 된다. 육류, 조개, 생

선살, 어묵, 채소 등의 쑤끼 재료는 오픈 

된 주방에서 바로 만들어 회전 벨트에 올

려져 돌아간다. 쑤끼 외에 초밥과 튀김, 음

료, 디저트 등은 따로 마련된 코너에서 맛

볼 수 있다. 

 센탄 월드 플라자 6층   6F Central 

World   10:00~22:00   1인 320B   

www.oishigroup.com 

발리 Bali 

방콕에서 흔치 않은 인도네시아 음식 전문

점.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을 입은 종업원

들이 서비스를 한다. 가정집 분위기로 잔

잔한 발리 음악이 곁들여진다. 싸떼 아얌

Sate Ayam(닭고기 꼬치구이), 가도 가도Gado 

Gado(땅콩 소스에 찍어 먹는 야채 샐러

드), 나시 고렝Nasi Goreng(인도네시아 볶음

밥) 등 독특한 이름의 음식들이 가득하다. 

  BTS 프론짓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15/3 Soi Ruamrudee, Thanon 

Phloenchit   런치 11:00~14:00, 디너 

17:00~22:00, 일요일 휴무   1인 500B~  

 02-250-0711  

리옹 Lyon 

방콕을 대표하는 프랑스 레스토랑. 전통 

가옥을 개조해 1993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온 주방

장의 음식 솜씨도 높게 평가 받는다. 와인 

리스트도 다양하다. 

  BTS 프론짓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33/2 Soi Ruamrudee, Thanon 

Phloenchit   11:30~14:30, 18:00~ 

22:30   프랑스 요리 320B~950B, 런치 

세트 320B     02-253-8141

∷ 비어 가든 Beer Garden 

우기가 끝나고 선선한 날씨로 접어드는 10월 말이 되면 거리에 하나 둘씩 비어 가든이 

등장한다. 1년 내내 더운 방콕이라 하더라도 밤 기온이 20도를 넘나드는 겨울이 되면 시

원한 밤공기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 작은 공터만 있으면 테이블을 만들

고 생맥주를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비어 가든은 센탄 월드 플라자 앞에 만들어진다. 태국 맥

주 회사인 비아 씽Singha Beer과 비아 창Chang Beer을 포함 하이네켄Heineken, 클로스터

Kloster, 칼스버그Calsberg 같은 외국 회사까지 저마다 무대를 만들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도로 쪽에 음식을 요리하는 가판이 생기고 중앙 무대에는 라이브 

음악을 부르는 밴드가 흥을 돋운다. 현지인과 관광객이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

간을 보낼 수 있다. 연말이면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펼쳐진다. 유명 태국 연예인

들이 대거 출동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날 행사는 생방송으로 태

국 전역에 방송된다. 비어 가든의 운영 시기는 건기인 11~3월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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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칫롬과 프론짓 지역에서 저렴한 숙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시내 중심의 쇼핑가

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고급 호텔들이 주를 이룬다. 

아노마 호텔 Arnoma Hotel 

모든 것이 바로 옆에 있다고 호텔 홈페이지

에 광고할 정도로 위치 면에서 최고인 호

텔. 센탄 월드 플라자를 포함해 칫롬의 모

든 쇼핑몰을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

다. 객실은 고급 호텔 수준으로 침대 이외

에 소파와 책상 등의 가구가 비치돼 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것이 흠이지만 종업원들

의 친절한 서비스가 기분을 좋게 한다. 

 BTS 칫롬 9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99 Thanon Ratchadamri  인터넷 

비수기 트윈 2,100B~   02-655-

5555, www.arnoma.com 

스위소텔 나이럿 파크 호텔 
Swissotel Nai Lert Park Hotel 

힐튼 호텔을 싱가포르 최고의 호텔인 래플

스에서 인수해 운영하는 호텔. 도심의 널따

란 공원 부지에 만든 고급 호텔로 고층 건

물이 아니라 한결 여유가 느껴진다. 객실 

발코니에 앉아서 울창한 정원과 수영장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 속에 들어온 느낌이다. 

 BTS 프론짓 7번 출구에서 도보로 5

분   2 Thanon Withayu(Wireless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3,200B  

 02-253-0123, www.swissotel.com 

콘래드 방콕 Conrad Bangkok 

힐튼 호텔에서 운영한다. 모던한 외관은 

물론 고급스러운 타이 실크와 목재를 이

용해 품격 있게 꾸민 실내 인테리어가 눈

에 띈다. 서비스 또한 흠잡을 것 없이 훌륭

하다. 유혹적인 데코로 눈길을 끄는 호텔 

나이트클럽 87 플러스87 Plus 등의 부대시

설로 최고급 호텔의 멋과 분위기를 대변

한다. 

 BTS 프론짓 역에서 도보로 10분   

87 Thanon Withayu(Wireless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6,400B   02 

-690-9999, conradhotels.hilton.com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Grand Hyatt Erawan 

방콕의 고급 호텔 중에서도 손꼽히는 호

텔. 웅장한 외관과 로비에서 대하는 호텔 

첫 느낌부터 호화스러움이 단번에 느껴진

다. 객실은 태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현대

적인 디자인으로 아늑하다. 

 BTS 칫롬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494 Thanon Ratchadamri   인터

넷 비수기 트윈 7,000B~    02-254-

1234, www.bangkok.hyatt.com 

포 시즌 호텔 Four Seasons Hotel 

포 시즌의 명성 그대로 고품격의 객실과 서

비스를 제공한다. 태국적인 색채가 가득한 

실크와 티크목을 이용해 만든 침구와 가구

가 현대적인 시설과 조화를 이룬다. 부대시

설인 비스코티Biscotti 이태리 레스토랑, 신

타로Shintaro 일식당, 스파이스 마켓Spice 

Market 타이 레스토랑도 좋다. 피로를 풀고 

싶다면 만다린 스파Mandarin Spa에서 운영

하는 다양한 마사지와 스파를 받을 수 있다. 

  BTS 랏차담리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칫롬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155 Thanon Ratchadamri   인터

넷 비수기 트윈 9,300B~    02-126-

8866, www.fourseasons.com 

호텔 플라자 아테네 Hotel Plaza Athenee 

뉴욕과 파리, 방콕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고

품격 호텔. 방콕은 르 메르디앙 호텔Le 

Meridien에서 운영한다. 4층에 있는 수영장

에서는 도심의 빌딩 숲들이 보여 수영장

의 여유로움과 대조를 이룬다. 부대시설

로는 타이 레스토랑 스무드 커리Smooth 

Curry가 유명하다.

 BTS 프론짓 8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61 Thanon Withayu   인터넷 비수

기 트윈 4,200B~   02-650-8800, 

www.plazatheneebangk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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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

 쑤쿰윗 노선Sukhumvit Line이 관통한다. 나나Nana, 아쏙Asok, 프

롬퐁Phrom Phong 역과  MRT 쑤쿰윗Sukhumvit 역이 있으며, BTS 아

쏙Asok 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여행자들보다 현지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타논 쑤쿰윗 북

쪽의 크롱 쌘쌥Khlong Saensaep으로 운하 보트가 운행된다. 나나 

느아Nana Neua, 아쏙Asok 선착장을 이용한다. 선착장에서 타논 쑤

쿰윗까지 도보로 5~10분 정도가 걸린다. 

 BTS가 연결되지 않는 방람푸에서 갈 때 유용하다. 요금은 

100B~180B 정도. 싸얌이나 씨롬에서 간다면 택시보다 BTS가 

빠르고 저렴하다. 

쑤쿰윗✻Sukhumvit 
방콕에서 가장 긴 도로로 시내 중심가를 동서로 
관통해 방나Bang Na를 거쳐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뜨랏Trat까지 연결된다. 방콕의 쑤
쿰윗은 나나, 아쏙, 프롬퐁까지의 상업, 유흥 지역
과 동쪽 부도심에 해당하는 텅러와 에까마이까
지를 의미한다. 

11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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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Nana 

씨롬Silom의 팟퐁Patpong과 더불어 

방콕의 대표적인 유흥가다. 타논 쑤

쿰윗의 초입인 쏘이 3~5에 해당된다. 

북쪽은 쏘이 3에 해당하는 나나 느아

Nana Neua와 쏘이 5를 중심으로 아랍

인 거리가 펼쳐진다. 케밥을 팔고, 물 

담배인 시샤를 피는 사람들이 가득해 

중동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하지

만 밤이 되면 그레이스 호텔Grace Hotel을 중심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호

텔 앞쪽의 좁은 골목들에는 아랍인들을 위한 성인 업소들이 문을 열고, 쑤쿰윗에도 

거리 여성들이 늘어난다. 남쪽인 나나 따이Nana Tai 4는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다. 3

층 건물 가득히 어 고고 바가 자리한 나나 엔터테인먼트 플라자Nana Entertainment 

Plaza가 있기 때문이다. 

쑤쿰윗 쏘이 12 

리틀 코리아로 불리는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이다. 4층 건물인 쑤쿰윗 플라자

Sukhumvit Plaza에는 레스토랑, 여행사, 가라오케, 인터넷 카페, 당구장, 미용실 등 한

국 업소가 자리했다. 최근 태국에도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을 타고 이곳을 찾는 일

본인과 태국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 

쑤쿰윗 쏘이 21(아쏙 Asok)

쑤쿰윗의 간선 도로 중에 가장 넓은 

거리. BTS 아쏙 역과 지하철 쑤쿰윗 

역이 교차해 교통이 편리하다. 식료

품과 야채, 과일을 파는 허름한 시장

인 딸랏 아쏙Asok Market을 제외하고

는 현대적인 빌딩이 대부분이다. 유

명 사립대학인 씨 나카린위롯 대학Sri 

Nakharinwirot University이 이곳에 자

리했으며, 밤이 되면 유흥가인 쏘이 카우보이Soi Cowboy가 불을 밝힌다. 

쑤쿰윗 쏘이 33 

쑤쿰윗 쏘이 12가 한국인 거리라면 쑤쿰윗 쏘이 33은 일본인 거리다. 대형 상가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 업소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일식당을 기본으로 

마사지 숍, 일본 가라오케, 선술집, 후지 슈퍼Fuji Super가 있다. 엠포리움 백화점 옆

의 쑤쿰윗 쏘이 24에도 일본인 업소가 많은 편이다.

 ✻ BEST SIGHTS 

방
콕  

쑤
쿰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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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PPING
아쏙과 프롬퐁 주변에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다. 대표적인 곳은 터미널21과 

엠포리움 백화점.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편하게 쇼핑이 가능하다.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싶다면 나나 주변의 노점상들을 이용하면 된다. 

터미널21 Terminal21

BTS 아쏙 역 가까이에 자리한 쇼핑

센터. 터미널이라는 이름 그대로 캐

리비언, 로마, 파리, 도쿄, 런던, 이스

탄불, 샌프란시스코, LA 할리우드를 

테마로 LG층부터 6층까지 각 층을 

공항 터미널처럼 꾸며 놓았다. 샌프

란시스코의 금문교처럼 각 층에는 테마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해 이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이 많다. 

쇼핑센터에는 의류, 액세서리 매장 외에 레스토랑, 서점, 영화관, 슈퍼마켓 등 600여 

개의 업소가 자리했다. 고급 쇼핑센터처럼 브랜드 매장은 거의 없고 마켓 스트리트

처럼 소규모의 매장들이 주를 이룬다. 나이트 바자의 인기 업소들을 에어컨이 나오

는 실내에서 즐긴다고 생각하면 쉽다. MK, 후지, 씨파, 아이스 몬스터, KFC 등 체인 

레스토랑이 4~5층에 자리하며, 인기 푸드 코트로 떠오른 피어21은 5층에 자리했다.

  BTS 아쏙 역 1번 출구 혹은 MRT 쑤쿰윗 역 3번 출구 이용. BTS 아쏙 역과 연결돼 있다  

  2,88 Sukhumvit Soi 19    10:00~22:00    02-108-0888, www.terminal21.co.th 

타임 스퀘어 Time Square 

쑤쿰윗 플라자 옆 로빈싼 백화점 맞

은편에 있는 쇼핑 센터다. 4층까지는 

일반 쇼핑몰로 쓰이고 나머지는 회사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한인 상가인 

쑤쿰윗 플라자와 가까워 한인 업소가 

많이 입주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

당으로는 코카 쑤끼, 피자 컴퍼니 같은 체인점과 한식당 석촌 가든, 어선 등이 있다. 

  BTS 아쏙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246 Thanon Sukhumvit    07:00~23:00

로빈싼 백화점 
Robinson Department Store 

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백화점이

다. 쑤쿰윗 주변의 호텔에 머무는 여

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중저가

의 물건이 많다. 지하에 탑스 슈퍼마

켓과 푸드 코트가 있으며 1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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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맥도날드와 환전소가 있다. 

  BTS 아쏙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259 Thanon Sukhumvit Soi   

10:00~22:00    02-252-5121

엠포리움 백화점 Emporium

방콕을 대표하는 고급 백화점이다. G층에 샤넬, 

디올, 루이 비통, 프라다 등 명품 수입 브랜드 매장, 

1~4층에 DKNY, 게스, 자라, 에스프리 등 캐주얼 

브랜드 매장과 스포츠 브랜드, IT 매장, 서점 등이 

자리했다. 사람들로 가장 붐비는 곳은 5층. 스파 

용품, 침구, 의류 등 태국 전통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그조틱 타이와 푸드 코트, 레스토랑을 비롯해 

대형 슈퍼마켓인 구어메이 마켓이 있다. 6층에는 

영화관인 SFX 시네마가 자리했는데 백화점의 품

격에 걸맞게 고급스럽다. 

 BTS 프롬퐁 2번 출구에서 백화점으로 바로 연결   662 Sukhumvit Soi 24   

10:00~22:00     02-269-1000, www.emporiumthailand.com 

방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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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LIFE
쑤쿰윗의 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정도로 다양하고 화려하

다. 방콕을 대표하는 3대 유흥가 중 2곳이 쑤쿰윗에 자리했으며, 고급스러운 나이

트클럽도 많은 편이다. 

헌트맨 The Huntsman 
랜드마크 호텔Landmark Hotel 지하에 자리

한 브리티시 펍British Pub. 원목으로 가득

한 실내 인테리어가 유럽의 고풍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스포

츠 중계를 하며, 저녁 9시 이후에는 경쾌

한 팝을 부르는 라이브 밴드의 공연이 펼

쳐진다. 

 BTS 나나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138 Thanon Sukhumvit, 랜드마크 호

텔 지하   11:30~02:00   맥주 

150B~190B, 칵테일 220B   02- 

254-0404

베드 서퍼 클럽 Bed Supperclub

방콕을 대표하는 최고의 클럽이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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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태국 요리는 기본, 일본, 이태리, 인도, 지중해 요리는 물론 그리스 요리 전문 식당까

지 자리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저렴한 현지 식당부터 값비싼 고급 레스토랑까지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뉴욕 스테이크 하우스 New York Steak House 

JW 메리엇 호텔에서 운영하는 스테이크 

전문점. 일류 호텔의 부대시설답게 모든 

것이 고급스럽다. 무엇보다 신선하고 입

에 살살 녹는 스테이크가 일품. 방콕에 스

테이크 붐을 일으킨 업소로 2001년부터 

영업 중이다. 씨푸드 요리도 훌륭한 편. 와

인 리스트도 다양하다.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다. 

 BTS 나나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JW Marriott Hotel, 4 Sukhumvit Soi 4  

 스테이크 1,550B~   02-656-7700

가쯔이찌 勝一 
바와 클럽의 밀집 지역으로만 알려져 있는 

쑤쿰윗 쏘이 11의 숨은 맛집이다. 돈가스

의 일종인 히레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레스토랑으로 일본에서도 맛보기 힘들 정

도로 맛있는 히레가스를 선보인다. 흑돼지

로 만든 쿠로부타 히레가스가 추천 메뉴이

며, 육즙을 가득 머금은 두툼한 모양새는 

보는 것만으로 식욕을 자극한다. 히레가스 

외에 새우가스, 우동, 소바 등의 메뉴도 있

다. 저녁 시간에만 문을 여는데 조금 늦은 

저녁을 먹으려 한다면 백발백중 밖에 서서 

기다려야 한다. 예약을 받지 않는 주말에

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손님이 일본인이라 

레스토랑 내에서는 일본어가 주로 쓰이며, 

메뉴는 일본어와 영어로 돼 있다. 

  BTS 나나 역 3번 출구에서 나와 쑤쿰

윗 쏘이 11 방면으로 100m 가량 지나면 보

이는 베드 서퍼 클럽 맞은편. 넓은 주차장

이 있는 곳 2층에 자리했다    Sukhumvit 

Soi 11   17:30~01:00   히레가스 

240B, 소바, 우동 150B~200B    02- 

254-9171

코드가 있으며, 입장료를 별도로 내고 들

어가야 한다. 클럽에서는 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DJ들이 선별한 힙합, 

펑키, 하우스, 라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BTS 나나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26 Sukhumvit Soi 11  19:30~ 

02:00   600B~1,000B(요일, 파티마다 

다름)  02-651-3537, www.

bedsupperclub.com 

나나 엔터테인먼트 플라자 
Nana Entertainment Plaza 

팟퐁과 함께 방콕을 대표하는 유흥가다. 야

시장이나 레스토랑, 상점이 들어선 팟퐁과 

달리 나나에는 3층짜리 엔터테인먼트 플라

자 하나가 주변의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

다. 3층 건물 중앙은 노천 비어 바로, 건물 

내부는 어 고고 바로 가득 메워져 있다. 

 BTS 나나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Thanon Sukhumvit Soi 4  

18:00~02:00   맥주 100B~

쏘이 카우보이 Soi Cowboy 

쑤쿰윗 쏘이 21과 쏘이 23을 가로지르는 작

은 골목. 팟퐁이나 나나와 동일한 어 고고 

바 밀집 지역이다. 골목 좌우에 30개 정도

의 업소가 영업 중이다. 나나와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다. 주변에 유흥가가 

형성되지 않아 인기가 시들한 편이다. 

  BTS 아쏙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지하철 쑤쿰윗 역에서 도보로 1분   

Thanon Sukhumvit Soi Cowboy  

18:00~02:00    맥주 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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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Oskar

베드 서퍼 클럽, Q바 등 방콕의 유명 클럽

이 모여 있는 쑤쿰윗 쏘이 11에 자리한 레

스토랑 겸 바다. 2012 태국의 베스트 레스

토랑에 뽑힐 정도로 분위기와 음식 모두 

훌륭한 편으로 맥주나 와인을 즐기러 오

는 이들 외에도 샐러드와 버거, 피자 등 오

스카의 음식을 즐기러 오는 이들이 상당

하다. 실내와 실외로 구분돼 있으며, 분위

기는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흥분된 분위기

의 바에 가깝다.

 BTS 나나역 3번 출구에서 나와 쑤쿰

윗 쏘이 11 방면으로 걸어서 100m 가량  

 24 Sukhumvit Soi 11   16:00~ 

23:30   맥주 115B~, 식사 1인 500B  

 02-255-3377, www.oskar-bistro.

com 

캐비지 & 콘돔 Cabbages & Condoms 

독특한 이름 때문에 더욱 유명한 태국 음

식점이다. 쑤쿰윗 쏘이 12 골목 안쪽으로 

100m 정도 들어가면 있다. 울창한 나무들

에 둘러싸여 있어 전원적인 느낌의 야외

와 고급스럽게 단장한 실내로 구분돼 있

다. 에이즈 방지 및 가족계획에 관한 일을 

하는 NGO 단체인 태국 가족 협회에서 운

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실내에는 다양한 콘

돔이 진열돼 있다. 또한 식사를 마친 손님

들에게는 기념으로 콘돔을 준다. 

 BTS 아쏙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10 Sukhumvit Soi 12   11:00~ 

22:30  태국 요리 120B~250B   

02-229-4610, www.pda.or.th/

restaurant

가보래 

한인 타운이라 불리는 쑤쿰윗 플라자 1층

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명가, 두레를 함께 

운영한다. 주변에 유명 한식당인 아리랑, 

장원 등도 함께 자리했는데 가보래와 함께 

이 세 집이 맛집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치찌개, 비빔밥 등 기본적인 식사 메뉴 

외에 김밥과 떡볶이 등 분식류도 맛볼 수 

있는 게 특징. 삼겹살과 갈비 등 숯불에 구

워 먹는 고기류도 맛있다.

 BTS 아쏙 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212/16, Sukhumvit Plaza Soi 12   

10:00~23:00   고추장 삼겹살, 목살, 

녹차 갈비 300B, 식사류 150B~   

02-229-4658

장원 

한인 타운이라 불리는 쑤쿰윗 플라자 1층

에 자리한 레스토랑이다. 장원은 오픈 초

기부터 즉석에서 고기를 손질해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 신선한 육질과 다양한 

부위의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즐길 수 있

으며,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 등도 맛있

다. 요리를 시키면 10여 가지의 반찬이 함

께 나온다. 레스토랑은 1~3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에는 오픈 된 형태로 테이블이 

놓여 있으며, 2, 3층은 개별 방이다. 식사 

중간중간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살피는 등 

서비스도 괜찮은 편이다. 한국인 외에 태

국인들도 즐겨 찾는 집이다.

 BTS 아쏙 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212/9-10, Sukhumvit Plaza Soi 12  

 10:00~23:00   돼지갈비 290B, 식

사류 200B~    02-251-2636, 4367

피어21 Pier21

터미널21 5층에 대규모로 자리한 푸드 코

트다. 규모에 걸맞게 선보이는 요리가 매

우 다양하며,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쇼핑센

터의 특성에 맞게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30B에 쌀국수와 볶음밥 등 간단한 요리를 

주문할 수 있으며, 2인 기준 100B 가량이

면 2~3가지 반찬과 밥을 즐길 수 있다. 시

설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 밖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도 자리가 있지만 전망은 

그리 좋지 못 하다. 푸드 코트 이용 방법은 

다른 곳과 동일하다. 쿠폰 센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카드를 받아 카드를 돈처럼 사

용하면 되는 것. 남은 금액은 카드를 반납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터미널21 5층에 자리했다. 터미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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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TS 아쏙 역 1번 출구 혹은 MRT 쑤쿰

윗 역 3번 출구 이용   5F Terminal21, 

Sukhumvit Soi 19   10:00~22:00   

30B~

아이스 몬스터 Ice Monster

아이스 과일 빙수 전문점. 아이스 몬스터

에 가려고 터미널21을 찾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다. 잘게 부순 얼음에 연유와 

우유를 넣어 단단하게 만든 후 그 위에 신

선한 과일을 올려 먹는 빙수로 적당히 단

맛과 신선한 과일 맛이 어우러져 있다. 토

핑은 망고, 수박, 딸기, 리치, 키위, 초콜릿 

등으로 다양한데 망고처럼 태국에서 생산

되는 과일 토핑이 더 신선하고 맛있다. 빙

수는 크기와 토핑의 수에 따라 가격이 달

라진다. 작은 컵에는 두 개까지 토핑을 얹

을 수 있으며 큰 컵은 세 개까지 토핑이 가

능하다. 토핑의 가짓수만 많아질 뿐 올라

가는 과일의 양은 비슷하므로 토핑을 적

게 얹는 게 더 낫다. 그밖에 싸얌 스퀘어 

쏘이 6에 아이스 몬스터에서 운영하는 몬

스터 카페가 있다. 

 터미널21 5층에 자리했다. 터미널21

은 BTS 아쏙 역 1번 출구 혹은 MRT 쑤

쿰윗 역 3번 출구 이용   5F Terminal21, 

Sukhumvit Soi 19   10:00~21:00    

작은 컵 55B, 70B, 큰 컵 85B, 95B, 

125B   02-961-7760, www.

icemonsterthailand.com 

반 카니타 Baan Khanitha 

유명한 타이 레스토랑인 반 카니타의 본

점이다. 전통 가옥을 개조해 집안 내부에 

들어온 느낌이 든다. 베스트 타이 레스토

랑으로 매년 선정되는 명성 그대로 맛에 

관해서는 최고를 자부한다. 주말에는 예

약을 하고 가는 게 좋다. 

 BTS 아쏙 3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지하철 쑤쿰윗 역에서 도보로 15분   

36/1 Sukhumvit Soi 23   11:00~14:00, 

18:00~23:00   태국 요리 180B~   

02-258-4181, www.baan-khanitha.com

르 달랏 Le Dalat Restaurant

방콕을 대표하는 베트남 음식점이다. 주인

이 메콩 델타 지역 출신으로 베트남 쌀국

수 퍼Pho, 월남쌈 고이 꾸온Goi Cuon 같은 

기본적인 베트남 요리부터 씨푸드 요리까

지 다양한 베트남 요리를 선보인다. 

  BTS 아쏙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5

분, MRT 쑤쿰윗 역에서 도보로 10분   

14 Thanon Sukhumvit Soi 23   

11:30~14:30, 17:30~22:30   베트남

요리 120B~790B    02-664-0670

베이 오또  Bei Otto 

독일식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정

통 독일 레스토랑이다. 1984년에 문을 연 

곳으로 지금도 여전히 방콕에 거주하는 

이들과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에

어컨이 나오는 실내에는 빛바랜 사진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 베이 오또의 역사를 

말해준다. 나무로 된 바와 테이블 등에서

도 오랜 세월의 향기가 배어난다. 정원에 

마련된 자리에서는 가볍게 맥주를 즐기기

에 좋다. 그밖에 소시지와 치즈, 빵 등을 

판매하는 델리 숍 & 카페와 와인 바가 따

로 마련돼 있다. 

 BTS 아쏙 역 4번 출구에서 650m. 쑤

쿰윗 쏘이 20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윈

저 스위트 맞은편   1 Sukhumvit Soi 

20   레스토랑 11:00~24:00, 델리 숍 

08:00~23:00, 와인 바 18:00~23:00   

독일 생맥주 0.3L 95B, 0.5L 140B, 1L 

210B   02-260-0869, www.beiotto.

com 

레몬그라스 Lemongrass 

오랫동안 방콕을 대표하는 태국 음식점으

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골동품

으로 장식한 실내가 고풍스럽다. 2명이 찾

는다면 디저트까지 1,000B 정도 예상해야 

한다. 

 BTS 프롬퐁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5/1 Sukhumvit Soi 24    태국 요리 

100B~360B    02-258-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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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푸드 마켓 Seafood Market 

1,5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형 씨푸드 

레스토랑. 야외에 마련된 주방에서 분주

하게 움직이는 요리사의 모습이 인상적이

다. 해산물과 야채를 직접 골라 바구니에 

담은 후 원하는 대로 조리를 부탁해야 한

다. 해산물은 종류와 등급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조리에 대한 요금은 추가로 계산

된다. 

  BTS 프롬퐁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

분  89 Sukhumvit Soi 24  18:00~ 

23:00  씨푸드 1인 기준 400B~ 1,000B 

 02-261-2071, www.seafood.co.th

TWG

방콕의 고급 백화점 중 하나인 엠포리움 

G층에 2012년에 문을 연 티 숍. 백화점 입

구에서 들어서자마자 아주 잘 보이는 곳

에 자리하고 있다. TWG는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고품격 티 브랜드. 디저트 또한 다

양하게 선보이는 곳으로 마니아 층을 형

성할 정도로 사랑 받고 있다. 엠포리움의 

TWG에서는 400여 종류의 티를 맛볼 수 

있다. 상당한 페이지의 메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 선택에도 고민이 따른다. 티

는 녹차와 홍차 중 하나를 고른 후 향을 선

택하는 게 수월하다. 티 외에 티의 향기를 

머금은 8종류의 마카롱과 망고 크럼블 등 

디저트도 일품이다. 오후 3~6시 티 타임

에는 저렴한 가격의 티와 디저트 세트 메

뉴를 주문할 수도 있다.

  BTS 프롬퐁 역 2번 출구와 엠포리움 

백화점이 바로 연결된다. 엠포리움 G층  

 The Emporium, 622 Thanon 

Sukhumvit   10:00~23:30   티 

250B~530B, 티 마카롱 1개 50B   

02-259-9510, www.twgtea.com 

엠포리움 백화점 푸드 홀 

엠포리움 백화점 5층 식당가에 자리한 푸

드 코트다. 고급 백화점답게 푸드 코트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으며, 창가 쪽 테이블

에서는 방콕 시내가 내려다보인다. 푸드 

코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 방콕

에서 가장 고급스럽다고 알려진 엠포리움 

백화점에 자리한 곳이라 저렴한 가격이 

더욱 실감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푸

드 코트에 비해 10B~20B 정도 가격이 비

싸며, 메뉴는 쌀국수, 볶음밥, 덮밥, 치킨

가스 등으로 단출하다. 입구에서 돈을 내

면 종이로 된 쿠폰을 주는데 이 쿠폰을 돈

처럼 사용하면 된다. 남은 쿠폰을 반납하

면 돈으로 되돌려 준다. 푸드 홀 근처에는 

태국식, 서양식, 한식, 일식 등을 취급하

는 체인 레스토랑들과 카페를 비롯해 대

형 슈퍼마켓인 구어메이 마켓이 자리하고 

있다.

  BTS 프롬퐁 역 2번 출구와 엠포리움 

백화점이 바로 연결된다. 엠포리움 5층  

 The Emporium, 622 Thanon 

Sukhumvit   10:30~22:00    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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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저렴한 호텔은 거의 없으며, 1,000B 이상의 중급 호텔과 4,000B을 호가하는 고급 호텔

들이 주를 이룬다.  너무나 많은 호텔들이 비슷한 시설과 서비스를 선보여 우열을 가리

기는 힘들다. 비슷한 가격대라면 BTS 역과 가까운 호텔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면 된다. 

JW 메리엇 호텔 JW Marriott Hotel Bangkok 

모던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으로 대변되

는 호텔. 편리한 교통과 호화스런 객실로 

유명하다. 부대시설로는 스테이크 전문점 

뉴욕 스테이크 하우스New York Steakhouse

가 가장 유명하다. 중식당 만호Man Ho, 타

이 레스토랑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

와 스파를 운영한다.

 BTS 나나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4 Thanon Sukhumvit   인터넷 비

수기 트윈 5,100B   02-656-7700, 

www.marriott.com

워라부리 쑤쿰윗 Woraburi Sukhumvit 

방콕, 파타야, 푸껫 등에 중급 호텔을 운영

하는 워라부리 호텔의 쑤쿰윗 체인. 나나 

따이Nana Tai 안쪽에 있어 호텔을 찾아갈 때 

어수선한 느낌을 받지만 호텔 로비는 차분

하다. 객실도 깔끔하고 서비스도 훌륭한 

편. 하지만 주변에 나나 엔터테인먼트가 자

리해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BTS 나나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

분   128/1 Sukhumvit Soi 4   인터

넷 비수기 1,100B~   02-656-7029, 

02-656-7236, www.woraburi.com 

로얄 벤자 호텔 Royal Benja Hotel 

교통이 편리하고 요금도 저렴해 인기 있

는 호텔이다. 한국 관광객에도 잘 알려져 

있다. 최고급 호텔을 생각하면 실망스러

울 수도 있지만 넓은 객실과 창 밖으로 보

이는 도심 경관은 수준급이다. 

  BTS 나나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39 Sukhumvit Soi 5   인터넷 비

수기 트윈 2,000B~   02-655-2920, 

www.royalbenja.th.com 

랜드마크 호텔 The Landmark Hotel 

쑤쿰윗 중심가에 자리한 고급 호텔로 비

즈니스 여행자에게 인기가 높은 호텔. 시

내 중심가로 지리적으로 편리하고 BTS 역

도 인접해 있다. 수피리어룸Superior Room

부터 라이프 스타일 스위트Lifestyle Suite까

지 객실은 12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수피

리어룸도 두 명이 지내기는 충분한 공간

이다. 

 BTS 나나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138 Thanon Skhumvit     인터넷 수

피리어 트윈 3,400B   02-254-0404, 

www.landmarkbangkok.com 

앰배서더 방콕 Ambassador Bangkok

타원형의 커다란 외관이 눈에 띄는 중급 

숙소로 한국인이 많이 묵는다. 나나 역과 

아쏙 역 사이에 있어 교통과 위치가 좋다. 

객실과 시설이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BTS 나나 역, 아쏙 역 사이 쏘이 11  

 인터넷 비수기 트윈 1,900B~   

02-254-0444, www.amtel.co.th 

렘브란트 호텔 Rembrandt Hotel 

유럽 스타일의 고풍스러운 호텔로 객실이 

아늑한 편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 

골목 안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 소란

스럽지 않다. 다만 BTS 역까지 걸어서 10

분 이상 걸리는 게 흠이라면 흠이다. 

  BTS 프롬퐁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19 Thanon Sukhumvit Soi 18    

인터넷 비수기 트윈 3,650B   02- 

261-7100, www.rembrandtbkk.com

웨스틴 그랑 쑤쿰윗 
The Westin Grande Sukhumvit 

아쏙에 있는 쉐라톤 그랑 쑤쿰윗Sheraton 

Grande Sukhumvit과 함께 손꼽히는 고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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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그랜드 퍼시픽 호텔Grand Pacific Hotel을 

웨스틴 호텔Westin Hotel에서 인수해서 운

영 중이다. 입구가 어수선한 편이지만 로

비로 들어서면 고급 호텔의 분위기가 단번

에 느껴진다.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 

호텔로 쇼핑이나 교통이 모두 편리하다. 

 BTS 아쏙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259 Thanon Sukhumvit Soi 19   인

터넷 비수기 4,200B    02-207-8000, 

www.westingrandesukhumvit.com 

윈저 스위트 호텔 Winsor Suite Hotel

모든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호텔. 

객실마다 작은 거실이 있어 공간이 여유

롭다. 한국이나 일본 단체 투어 손님들이 

즐겨 사용한다. 흡연실을 체크인할 경우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로비가 어수

선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고급 호텔로 

지내기 무난하다. BTS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엠포리움 백화점도 가까

워 쇼핑도 편리하다. 

  BTS 프롬퐁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8 Thanon Sukhumvit Soi 20  인

터넷 비수기 트윈 2,600B  02-262-

1234, www.windsorsuiteshotel.com 

임페리얼 퀸스 파크 호텔
The Imperial Queen’s Park Hotel 

쑤쿰윗에 있는 대형 고급 호텔로 두 개의 

건물에 무려 1,287개의 객실을 운영한다. 

호텔 바로 옆에 벤짜씨리 공원Benjasiri Park

이 있어 주변 경관은 좋은 편. 시내 중심가

에 위치하며 BTS 역과도 가깝다. 고급 호

텔답게 객실도 넓고 서비스도 좋다. 하지

만 규모가 너무 커서 특별한 매력을 느끼

기는 힘들다. 

  BTS 프롬퐁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

분   199 Sukhumvit Soi 22   인터

넷 비수기 트윈 3,450B  02-261-

9000, www.imperialqueenspark.com 

데이비스 The Davis Bangkok 

단순하면서 독창적인 인테리어를 선보이

는 로비와 객실이 인상적이다. 호텔 뒤편

에는 반 데이비스Baan Davis라는 10채의 고

급 빌라가 자리했다. 외관은 태국 전통 가

옥을 재연했으며, 내부는 고급스러운 스

위트룸으로 꾸며져 있다. 부대시설이 미

비한 것과 쑤쿰윗의 BTS 역까지 걸어가기 

멀다는 것이 단점이다. 

 BTS 프롬퐁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88 Thanon Sukhumvit Soi 24  

 더블 6,000B~8,000B  02-260-

8000, www.davisbangkok.net 

세인트 제임스 호텔 St. James Hotel

아마리 계열의 깔끔한 호텔이다. 서비스

가 좋고 객실이 깔끔하지만 수영장이 작

은 게 흠이다. 엠포리움 백화점 뒤쪽에 있

어 쇼핑하기에 좋다.

  BTS 프롬퐁 역 2번 출구에서 도보

로 5분   Thanon Sukhumvit Soi 26  

 인터넷 비수기 트윈 2,950B   

02-261-0890, www.amari.com 

라마다 앙코르 방콕 Ramada Encore Bangkok 
쑤쿰윗 중심부에 자리한 호텔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인다. 188개의 객실은 5가

지(Cool, Chill, Deck, Hip, Suite) 형태로 꾸

며져 있다. 모든 객실에는 40인치 LCD TV

가 설치돼 있다. 

 BTS 나나 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

분    21 Sukhumvit Soi 10  표준 

할인 2,011B~   02-615-0999, 

www.ramadaencorebangkok.com 

아이비스 방콕 나나 Ibis Bangkok Nana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을 운영하는 아이비

스 그룹. 태국, 방콕에 여러 개의 체인점을 

갖추고 있다. 아이비스 방콕 나나는 저렴

한 가격과 편리한 교통으로 사랑을 받는 

곳이다.

 BTS 나나 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

분   41, Sukhumvit Soi 4  인터넷 

비수기 1,215B~   02-659-2888, 

www. ibis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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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러✻Thonglor &
에까마이✻Ekkamai

텅러는 방콕의 고급 주택가로 쑤쿰윗 쏘이 55를 일컫는다. 복잡한 
도심과는 다른 차분한 분위기의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가 골목골목 
자리했다. 텅러에서도 제이 애비뉴 인근은 방콕의 젊은이들과 여행
자들이 많아 활기찬 분위기. 동떨어져 자리한 일부 고급 레스토랑은 
부유한 방콕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 쑤쿰윗 쏘이 63에 해당하는 
에까마이에도 고급 바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며 텅러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추세다. 에까마이에는 동부 버스 터미널이 자리했다. 

12

Bangkok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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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러 

Transportation ▶▶

  BTS 쑤쿰윗 노선Sukhumvit Line이 텅러와 에까마이에 정차한다. 역에서 텅러 끝자락까지는 

걸어서 20~30분 가량 거리. 텅러 입구에서 썽태우처럼 운행하는 빨간 버스나 오토바이 택시

를 이용하는 게 한결 수월하다. 에까마이에서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 SHOPPING
텅러에는 대규모 쇼핑센터가 없다. 텅러 타운 센터에 탑스 슈퍼마켓, 제이 애비뉴에 빌

라 마켓이 자리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에까마이에는 게이트

웨이 에까마이 외에 에까마이 쏘이 6과 8 사이에 빅 씨가 자리했다. 아쏙 터미널21, 프롬

퐁 엠포리움 백화점이 가까우며 초대형 쇼핑센터인 메가 방나도 그리 멀지 않다. 

게이트웨이 에까마이 Gateway Ekamai

일본풍으로 꾸며진 대형 

쇼핑몰로 BTS 에까마이 

역과 연결돼 있다. 총 8개 

층으로 이뤄졌으며 일본 

레스토랑이 몰려 있는 M

층의 식당가가 독특하다. 

G층에는 푸드 코트인 오아

시스 푸드 파빌리온을 비

롯해 샤부시, 서브웨이, 

KFC, 던킨 도너츠, 스웬센 

등의 체인 레스토랑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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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했다. 그밖에 눈에 띌 만한 시설로는 5층의 어린이 시설이 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몰리 판타시Molley Fantasy는 그 중에서도 가

장 인기다. 

  BTS 에까마이 역 4번 출구와 연결돼 있다    982/22 Thanon Sukhumvit   10:00~ 

22:00     02-108-2888, www.gatewayekamai.com 

제이 애비뉴 J Avenue

텅러 쏘이 15에 자리한 4

층 규모의 쇼핑센터다. 1층

에 오봉뺑, 아이베리, 그레

이하운드 카페와 일본인들

을 위한 마켓인 빌라 마켓

Villa Market이 자리해 늘 사

람들로 붐빈다. 빌라 마켓

은 텅러 타운 센터의 탑스 

슈퍼마켓과 규모나 구성 

면에서 유사하다. 일부러 

찾을 정도는 아니지만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있다.

  텅러 끝자락인 쏘이 15에 자리,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텅러 입구에서 오토바이 택시나 빨간 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J Avenue, 

Thonglor Soi 15    10:00~22:00  

메가 방나 Mega Bangna

2012년 5월에 문을 연 초

대형 쇼핑센터. 로빈싼 백

화점, 이케아, 빅 씨, 홈 프

로, 메가 씨네플렉스가 함

께 자리해 연계 쇼핑이 가

능하다. 이름 그대로 어마

어마한 규모의 메가 방나

에는 200여 개의 패션 매

장, 100여 개의 레스토랑

과 카페, 60여 개의 스포츠, 

레저, 액세서리 매장, 30여 개의 웰니스 매장 등이 자리했다. 메가 방나 내에 자리한 

은행 등 금융권의 수만 16개에 이르니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패션 매장은 게스, 지

오다노, 망고, 자라, 캐스키드슨 등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가 대다수다. 레스토랑도 

마찬가지. 푸트 코트인 푸드 리퍼블릭을 포함해 MK, 후지, 샤부시 등 캐주얼한 분위

기의 체인 레스토랑은 거의 모두 입점해 있다고 보면 된다. 

  BTS 우돔쑥 역 5번 출구 세븐일레븐 앞에서 무료 셔틀버스(09:00~22:30) 운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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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 6 Thanon Bangna-Trad    10:00~22:00     02-105-1000, www.mega-

bangna.com 

이케아 IKEA

스웨덴의 유명 라이프스타

일 브랜드인 이케아의 방

콕 지점. 태국 최초의 이케

아 플래그십 스토어로 실

용적이면서도 아이디어가 

넘치는 인테리어 용품이 

많다. 이케아 방콕 역시 전 

세계 이케아와 마찬가지로 

동선을 따르며 쇼핑을 하

는 구조다. 총 2층 규모로 

모두 돌아보는데 최소 1시간30분 정도 걸리며, 천천히 쇼핑을 즐긴다면 3~4시간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2층 시작 지점을 통과하면 가구와 DIY 용품 전시 공간이 나

온다. 침실, 주방, 욕실, 거실 가구 등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테리어 용품이 쇼룸

에 전시돼 있다. 1층에는 조리 기구, 그릇, 조명, 욕실 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 홈 액세

서리 아이템과 카페테리아가 자리했다. 

  BTS 우돔쑥 역 5번 출구 세븐일레븐 앞에서 무료 셔틀버스(09:00~22:30) 운행    39 

Moo 6 Thanon Bangna-Trad     10:00~22:00     02-708-7999, www.ikea.com/th

씨빠이씻 나이트 바자 Sripaisit Night Bazaar

BTS 쑤쿰윗 노선인 뿐나

위티 역 주변에 자리한 나

이트 바자다. 넓은 부지에 

구획을 나누어 매장을 마

련해 놓았는데 입점한 가

게가 매우 적다. 일부 가게

에서 기념품과 의류 등을 

판매하며 건기에는 나이트 

바자 입구에 비어 가든이 

열린다. 

  BTS 뿐나위티Punnawithi 역 6번 출구 오른쪽으로 나와 도보로 7분    Sukhumvit Soi 

101/1 맞은편     18:00~24:00     02-744-8620~5, www.sripaisitnightbaza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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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가 많지만 체인 레스토랑도 많다. 텅러에서는 메인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 유어 게스트 Be Your Guest(BG)

텅러에서 한 블록 벗어난 쑤쿰윗 쏘이 53 

골목에 조용히 자리 잡은 레스토랑이다. 

큰길에서도 깊숙이 들어간 곳이라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하

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레스토랑은 정원과 수영장을 지닌 큰 규

모의 주택을 개조해 만들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실외와 실내에 함께 마련

돼 있는데 동서양의 골동품과 소품으로 

꾸민 내부가 더 고급스럽다. 실내는 나무 

테이블과 식탁으로 고풍스럽게 꾸민 공간

과 소파와 베드로 편안하게 꾸민 안쪽 공

간으로 나뉜다. 식사를 할 때에는 테이블 

공간이,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에는 

안쪽 공간이 낫다. 

프랑스 요리와 태국 요리가 메인 메뉴로 

일품요리로도 즐길 수 있지만 세트가 더 

저렴하다. 런치 세트는 메인 요리만 선택

할 수 있거나 스타터와 메인 혹은 메인과 

디저트를 함께 맛볼 수도 있다. 구어메이 

디너 세트는 7개의 코스 요리를 선보인

다. 코스 요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1

인 1,000B 가량 예산을 잡아야 한다. 분

위기와 맛을 동시에 즐기며 멋진 밤을 보

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레스토

랑이다.

  BTS 텅러 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쑤쿰

윗 쏘이 53 도로로 걸어서 3분   24 

Sukhumvit Soi 53   11:00~15:00, 

18:30~22:00   런치 세트 210B~, 구

어메이 디너 세트 1,590B   02-258-

7730, 081-637-9047, www.

beyourguest.asia 

모어 More

전통 태국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반 카니

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2004년에 오픈

해 2012년에는 태국 베스트 레스토랑 중 

하나로 꼽혔다.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는 쑤쿰윗 쏘이 53의 초입 격으로 고급 

차를 몰고 찾는 현지인들이 많다. 그래서

인지 정원 겸 주차장도 꽤 넓은 편이다. 

통유리로 마감한 레스토랑 건물이 인상적

이며, 실내와 실외에 다양한 형태의 다이

닝 룸을 갖추고 있다. 대저택의 다이닝 룸

을 연상케 하는 고풍스럽고 깔끔한 인테

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실외 공간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로 장식했다. 레스토랑 본 

건물 옆 작은 건물에는 디저트 전문점인 

비 유어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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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스위트가 따로 마련돼 있다. 

카레가 대표 메뉴지만 그밖에 스테이크와 

해산물 등 다양한 메뉴를 갖췄다. 오후 

6~8시 해피 아워에는 하우스 와인과 일부 

맥주에 한해 하나를 주문하면 하나를 더 

제공한다.

  BTS 텅러 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쑤쿰

윗 쏘이 53 도로로 걸어서 4분  31 

Sukhumvit Soi 53  11:00~14:00, 

18:00~23:00    230B~   02-259-

8530~3, www.curriesandmore.com 

바코 Bacco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겉에서 보기

에는 아담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테이블이 놓인 커다란 홀이 펼쳐진다. 입

구 왼쪽에는 개방된 형태의 주방과 화덕

이 자리해 화덕에서 직접 피자를 구워 내

는 모습도 볼 수도 있다. 

메뉴는 다양하다. 파스타와 피자는 물론 

해산물 요리 등 이탈리아 요리를 광범위

하게 선보인다. 파스타는 스파게티, 펜네, 

퓨질리, 부카티니, 링귀네, 리가토니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면 직접 만든 다양하

고 새로운 파스타를 맛볼 수 있다. 파스타 

소스도 수십여 가지에 이른다. 피자의 종

류도 마찬가지라 메뉴를 고르는 데에도 

고민이 필요하다. 

와인과 함께 요리를 즐기는 것도 괜찮다. 

바코는 200여 개에 이르는 훌륭한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레스토랑 옆에는 

바코 바가 자리해 저녁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BTS 텅러 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쑤쿰

윗 쏘이 53 도로로 걸어서 4분  35/1 

Sukhumvit Soi 53   11:30~14:30, 

17:30~24:00    파스타 200B~, 스페

셜 파스타 280B~, 피자 170B~   

02-662-4538, www.bacco-bkk.com 

오드리 Audrey

텅러의 조용한 골목에 2011년에 문을 연 

레스토랑이자 카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흰색으로 통일해 아주 깔끔한 느낌이다. 

테이블 세팅이나 샹들리에, 테이블과 의

자 등을 티파니 스타일로 사랑스럽게 꾸

며 놓아 트렌드를 쫓는 방콕인들이 즐겨 

찾는다. 그래서인지 여행자들은 그리 많

지 않지만 늘 손님들이 많다. 태국 퓨전 요

리와 간단한 서양식 요리를 선보이는데 

간단하게 요리를 즐기며 분위기에 취하고 

싶은 이들이 찾기에는 그만이다. 프랑스

와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수입한 다양한 

리스트의 와인 또한 갖추고 있다.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20

분 가량. 쏘이 11 가장 안쪽에 자리해 큰

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들어 끝까지 걸어

야 한다   136/3 Thonglor Soi 13   

11:00~22:00    샐러드 190B~, 파스

타 170B~, 볶음밥 130B~     02-712-

6667~8

톤 끄엥 Thon Krueng

텅러에 자리한 대표적인 태국 음식점. 평

범하지만 해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태국 

음식으로 태국인들에게 사랑 받는 레스토

랑이다.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실패 확

률이 적은 태국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여행

자들도 즐겨 찾는다. 내부에 자리한 주방 

외에 딤섬과 해산물을 요리하는 공간이 

바깥에 따로 자리하고 있다. 디저트 가게

인 티 스푼도 한 켠에 자리해 디저트류만 
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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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때 이용 가능하다. 식사 공간은 에어

컨이 나오는 실내와 실외로 구분된다. 

메뉴는 영어와 태국어가 함께 적혀 있으

며 사진도 큼지막하게 실려 있다. 추천 

메뉴 코너도 따로 있어 선택에 도움이 

된다.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20분 가량. 텅러 거의 끝자락인 쏘이 13

에 자리해 텅러 입구에서 오토바이 택시

나 빨간 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239 Thonglor Soi 13   11:00~ 

22:00   똠얌꿍 160B~, 게살 볶음밥 

80B, 딤섬 모둠 220B, 텃만꿍 180B   

02-185-2873, 712-7483, www.

thonkrueng.com 

미스터 존스 Mr. Jones

텅러 쏘이 13에 자리한 디저트 카페로 열

광에 가까운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카

페는 잠자리에 들어 이상한 나라로 모험

을 떠나는 어린 시절의 환상 콘셉트로 꾸

며져 있다. 카페 한가운데에는 회전목마

처럼 생긴 시계탑이 놓여 있고, 천장에는 

수 십 개의 테디 베어가 그네를 탄다. 계단 

위에는 다락방이 마련돼 있다. 카페 내부

에 자리한 테이블이나 소품들은 모두 나

무로 만들어져 정갈함을 더한다. 주방은 

오픈 된 형태. 뷔페 레스토랑처럼 진열돼 

있는 케이크, 파이 등 디저트를 골라 계산

을 하면 된다. 미스터 존스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 쓰이며, 싸얌 

센터에도 매장이 자리했다. 

  텅러 쏘이 13에 자리, BTS 텅러 역 3

번 출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텅

러 입구에서 오토바이 택시나 빨간 버스

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Seenspace, 

Thonglor Soi 13   11:00~23:00    홈

메이드 밀크 40B, 디저트 70B~    

02-185-2378

방콕 버거 Bangkok Burger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와는 차원이 다른 

튼실한 햄버거를 맛볼 수 있는 곳. 방콕에

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선보인다고 자

부하는 곳으로 메가 방나에도 매장이 자

리했다. 

방콕 버거의 메인 메뉴는 당연히 햄버거

다. 20 종류 이상에 달하는 햄버거는 쇠고

기와 돼지고기 패티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또 100g의 고기가 들어가는 일반 사이즈

와 150g의 고기가 들어가는 큰 사이즈 중

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 적당히 잘 익은 

두툼한 고기에서는 육즙이 흘러 나오고 

다양한 소스와 어우러져 최상의 맛을 낸

다. 햄버거를 주문하면 코울슬로가 따라 

나오며 감자 칩과 하우스 샐러드 중 하나

를 선택해 먹을 수 있다. 

추천 메뉴는 양키 버거와 베이컨 치즈 버

거. 선택이 힘들다면 베어 이센셜, 트리플 

치즈, 베이컨 치즈 등 세 가지 미니 버거가 

아이베리 



161

함께 나오는 BBC 슬라이더스를 맛보는 

것도 괜찮다.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걸어

서 15분. 텅러 입구에서 오토바이 택시

나 빨간 버스를 타고 쏘이 10에서 내리

면 편리하게 갈 수 있다  The Opius 

Bldg., 139 Thonglor Soi 10  11:00~ 

23:00   일반 245B~265B, 빅 

310B~350B  02-715-9407, 

bangkokburgercompany.com 

아이베리 Iberry

1999년에 생긴 태국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와 같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싸얌 파라

곤, 싸얌 스퀘어, 센탄 월드 등 방콕에만 

10여 곳의 매장이 있는데 텅러 제이 애비

뉴에 있는 아이베리가 가장 상큼한 느낌

이다. 텅러에는 타운 센터에도 아이베리 

매장이 있다. 

추천 메뉴는 열대 과일을 이용한 아이스

크림. 계절 과일을 이용해 그 계절에만 선

보이는 아이스크림도 있다. 아이스크림은 

컵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

며 콘에도 담아 먹을 수 있다. 스무디와 같

은 음료도 있다. 

  텅러 끝자락인 쏘이 15에 자리,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텅러 입구에서 오토바이 택시

나 빨간 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J Avenue, Thonglor Soi 15    월~

목 10:00~22:00, 금~일 10:00~23:30  

 컵 1스쿱 59B, 2스쿱 110B, 3스쿱 

165B, 콘 1스쿱 79B    02-712-6054, 

www.iberryhomemade.com 

그레이하운드 카페 Greyhound Cafe

태국의 대표 의류 브랜드인 그레이하운드

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심플함을 강조

한 모던한 카페로 방콕은 물론 홍콩 ifc몰

에도 입점해 있다.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장소는 텅러, 엠포리움, 센탄 칫롬 등. 제

이 애비뉴에 자리한 텅러 지점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도 좌석이 마련돼 있어 분위

기가 괜찮다. 카페와 별도로 작은 건물에

는 디저트와 커피, 차 등을 판매하는 스위

트 하운드도 마련돼 있다. 서양식과 태국, 

아시아식 등 메뉴는 다양하다. 대신 태국 

요리는 퓨전 요리에 가까워 본연의 맛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텅러 끝자락인 쏘이 15에 자리,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텅러 입구에서 오토바이 택시

나 빨간 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J Avenue, Thonglor Soi 15   

11:00~23:00   태국, 아시아식 

150B~, 서양식 190B~   02-712-

6547~8, www.greyhoundcafe.co.th 

미스터존스  그레이하운드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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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푸드 파빌리온 
Oasis Food Pavilion

게이트웨이 에까마이 G층에 자리한 푸드 

코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쌀국수, 볶

음밥, 덮밥 등 태국 요리를 알차게 선보인

다. 인근 식당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

이라 식사 시간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몰려든다. 

  게이트웨이 에까마이 G층. BTS 에까

마이 역과 연결돼 있다  Gateway 

Ekamai GF, 982/22 Thanon Sukhumvit 

  10:00~22:00    40B~

싸바이짜이 Sabaijai

싸고 맛있고 친절한 삼박자를 두루 갖춘 

집. 구운 닭인 까이양이 대표 메뉴로 고소

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까이양

과 궁합이 잘 맞는 쏨땀 메뉴 또한 다양하

게 갖추고 있으며, 볶음밥 등 일품요리도 

잘한다. 큰길과 인접한 자리보다는 뒤편 

정원이나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가 쾌적하

다. BTS 에까마이 역에서는 1.2km 거리로 

먼 편. 헬스랜드 에까마이 지점과 가까워 

더불어 찾기에 좋다. 

  BTS 에까마이 역 1번 출구로 나와 쏘

이 쑤쿰윗 63으로 우회전해 1.2km. 헬스

랜드 에까마이 지점의 대각선 맞은편에 

자리했다   65 Sukhumvit 63(Ekamai 

Soi 1)  10:00~24:00   까이양 S 

80B, L 150B, 쏨땀 50B~70B   

02-714-2622, www.sa-bai-jai.com 

더 커피 클럽 The Coffee Club

호주의 유명 커피 브랜드인 더 커피 클럽의 

에까마이 지점이다. 태국 내에 자리한 8개

의 더 커피 클럽 중 방콕에는 에까마이와 

쑤완나품 공항에 지점이 있다. 더 커피 클

럽의 특징은 커피 외에 아침 세트에서부터 

샌드위치, 파스타, 피자까지 다양한 레스

토랑 메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매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시원스러운 

통유리 창과 모던한 인테리어도 눈에 띄며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도 수준급이다. 

  BTS 에까마이 역 1번 출구    1239 

Unit B GF, Thanon Sukhumvit    일~

목 06:30~22:30, 금~토 06:30~23:30  

  에스프레소 75B~, 샐러드 150B~, 

샌드위치 245B~    02-381-2736

반 라이 카페 Ban Rie Cafe

야외 정원에서 요리와 맥주, 라이브 음악

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정식 이름은 반 

라이 카페지만 비어 가든 엣 에까마이Beer 

Garden at Ekamai라는 간판을 걸어 놓았다. 

아침 점심 시간에는 비교적 한산하지만 

해거름이 시작되면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

들기 시작해 어둠이 내리면 빈 자리를 찾

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붐빈다. 

 BTS 에까마이 역 1번 출구  4 

Sukhumvit 63    24시간    150B~  

  02-381-2772, 391-9784

로열 드래곤 Royal Dragon 

세계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으로 1992년

에 기네스북에 오른 거대한 규모의 씨푸

드 레스토랑이다. 이러한 규모에 걸맞게 

이곳에서 일하는 스태프만 1,000여 명에 

달한다. 

규모와 더불어 로열 드래곤의 자랑은 독

특한 이벤트. 로열 드래곤의 모든 종업원

들은 넓은 공간을 신속하게 오가기 위해 

롤러 스케이트를 신는다. 시간 단축은 물

론 보는 이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다. 

뿐만이 아니다. 한 손에 음식을 들고 줄을 

타고 내려오는가 하면, 물 위를 미끄러지

듯 걷기도 한다. 오후 6시30분~7시30분, 

오후 8시~9시에 선보이는 타이 전통 공연

과 타이 복싱도 큰 즐거움이다. 

  방나-뜨랏 하이웨이. BTS 언눗 역

에서 택시 이용   Royal Dragon 

Restaurant, 35/222 M.4 Bangna-Trad 

Road, Bangna Bangkok   월~목 

11:00~ 14:00, 17:00~02:00, 금~일 

11:00~ 02:00    02-398-0037~42, 

www.royal-dra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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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이나 카페에 비하면 호텔 시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텅러 일대만 돌아볼 

예정이 아니라면 쑤쿰윗이나 칫롬에 숙소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싸릴 호텔 텅러 Salil Hotel Thonglor

텅러와 쑤쿰윗 쏘이 53 사이에 조용히 자

리한 호텔로 텅러 일대를 돌아보기에 아

주 좋은 위치다. 수피리어와 디럭스 카테

코리의 111개의 객실이 있는데 대부분 수

피리어룸이며 시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

다. 부대시설로 레스토랑과 작은 수영장

을 갖추고 있다. 걸어가기에도 그리 멀지 

않지만 BTS 텅러 역까지 무료 뚝뚝 서비

스를 제공한다. 

  BTS 텅러 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쑤쿰

윗 쏘이 53 도로로 걸어서 5분  

44/14-17, Sukhumvit 53   비수기 인

터넷 1,800B~   02-662-5480~3, 

www.salilhotel.com 

써머셋 쑤쿰윗 텅러 
Sormerset Sukhumvit Thonglor

텅러 쏘이 5에 자리한 서비스 아파트먼트

다. 다른 호텔에 비해 객실이 넓은 편이며, 

주방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피트니스센

터,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

며, 텅러 역과 제이 애비뉴 등 인근 지점으

로 무료 뚝뚝 서비스를 제공한다.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9

분   115 Sukhumvit 55   비수기 인

터넷 3,500B~   02-365-7999, www.

somerset.com

팬 퍼시픽 Pan Pacific Serviced Suites

텅러 쏘이 8에 자리한 서비스 아파트먼트

로 2010년에 오픈했다. 총 148개의 객실을 

지녔으며, 사우나, 스파, 수영장 등의 부대

시설을 갖췄다. 객실에는 주방 시설도 딸

려 있다.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2

분   88/333 Sukhumvit 55   비수기 

인터넷 3,200B~   02-763-9000, 

www.panpacific.com 

41 스위트 방콕 41 Suite Bangkok

쑤쿰윗 쏘이 41에 자리한 부티크 호텔로 

BTS 역과는 조금 멀지만 텅러 일대를 돌

아보기에는 편리하다. 제이 애비뉴 등 텅

러 일대는 15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데 시

설 대비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수피

리어, 디럭스 등 5개 카테고리의 39개 객

실을 갖추고 있다. 

  BTS 텅러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0분    2/39-41 Soi Sukhumvit 41   

비수기 인터넷 1,200B~   02-662-

5055, www.41suitebangkok.com

방
콕  

텅
러
&
에
카
마
이



164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짜뚜짝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시장이다. 4만평 크기, 

27개 구역으로 나뉜 시장에 들어선 상점의 수만 1만5,000여 개에 이르고, 주말에 

한정되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 숫자가 3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하니 단순히 시장이

라고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딱히 살 것이 없더라도 호기심 삼아 둘러봐도 좋은 곳

이 짜뚜짝 시장이다. 

13

Bangkok 
방콕  

짜뚜짝 주말시장✻ 
Chatuchak Weeke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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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거래되는 물건은 의류, 액세서리, 인테리어 용품이지만 동, 식물, 중고 서적, 

골동품, 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곳도 쉽게 눈에 띈다. 특별히 사려고 생각해 둔 물

건이 없다면 미로처럼 연결된 시장을 걸으며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자. 만

약 어딘지 모르는 길을 무모하게 걷고 있다고 생각되면 짜뚜짝 시장 곳곳에 마

련된 안내 지도를 보거나 인포메이션 오피스(Section 27 앞 방콕 은행Bangkok 

Bank 옆, 02-272-4440~1)에 들러 지도를 달라고 하면 된다. 정확하게 구역을 

나눠 동일 물품을 취급하지는 않지만 동일 업종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한 지도를 

보면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물건 구입은 기본적으로 흥정을 요한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재래시장이 그러

하듯 물건 값을 깎는 재미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팟퐁 야시장이나 카오산 로드

의 노점처럼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비쌀 거라 생각하고 가격을 절반 이상 낮게 

불러 흥정을 시작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다른 시장이나 백화점보다 

물건 값이 저렴한 곳인 만큼 할인 폭이 적다. 어떤 곳은 정가대로 팔거나 여러 개 

사면 할인해 주기도 한다. 

짜뚜짝 시장은 토, 일요일 양일간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문을 연다. 대략 아침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경에 문을 닫는다. 일부 상점들이 금요일이나 평일에도 문을 열

지만 제대로 된 시장의 모습은 주말에 펼쳐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매치기. 사람

들에게 밀려 다니는 일이 다반사라 소지품은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해가 쨍쨍한 

날은 사우나를 연상할 정도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므로 충분한 수분 섭

취도 중요하다. 더위를 피해 아침 시간에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시장 내에서 동행한 사람을 놓치는 경우를 대비해 중앙 시계탑(Section 16과 

Section 17 사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TS 머칫Mochit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MRT 깜팽펫Kamphaengphet 역 2번 출구

에서 도보로 5분. 카오산 로드에서 3번, 503번 버스로 40분    금~일 09:00~18:00

>>  ACCOMMODATIONS 

라마 가든 호텔 Rama Gardens Hotel

512개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춘 초대형 고

급 호텔로 울창한 정원이 돋보인다. 2개의 

수영장과 리노베이션을 한 객실은 아늑한 

공간을 연출한다. 스파, 레스토랑, 연회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시내 주요 

쇼핑센터와 짜뚜짝 주말시장까지 셔틀 버

스를 제공한다.

 돈무앙 공항에서 호텔 셔틀버스로 10

분, 쑤완나품 공항에서 호텔 셔틀버스로 

40분   9/9 Vibhavadi Rangsit Road, 

Laksi   인터넷 비수기 2,400B~   

02-558-7888, www.ramagardens 

hotel.com

소피텔 센타라 그랜드 Sofitel Centara Grand

방콕 북쪽 상권 중심에 자리한 고급 호텔. 

주변으로 짜뚜짝 주말시장과 센트럴 플라

자 쇼핑몰&방콕 컨벤션 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MRT, BTS 역과도 가까워 시내로 이

동하기 편리하다. 607개의 우아한 객실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바와 시원스러운 

수영장이 돋보인다.

 MRT 파혼요틴 역에서 도보로 10분, 

BTS 머칫 역에서 택시로 5분  1695 

Phaholyothin Road, Chatuchak  인터

넷 비수기 2,591B~  02-541-1234, 

www.centarahotelsres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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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넌 싸두악 수상 시장 
Damneon Saduak Floating Market 

방콕에서 서쪽으로 104km 떨어진 나콘 

빠톰과 싸뭇 쁘라깐 중간에 자리한 수상 

시장이다. 담넌 싸두악 시장에서 가장 번

성한 시장은 100년 이상 된 똔 켐 시장

Thalat Ton Khem. 이곳의 수로를 따라 연

결된 가옥 사이를 헤치고 지나는 배들은 

시장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담넌 싸두악 수상 시장은 오전에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져 오전 8~9시경이면 가

장 활기를 띤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찾아오

는 오전 12시까지도 물건을 담은 나룻배들이 수로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상 시장에 도착해 나룻배를 빌려 수로를 따라가다 보면 과일을 실은 배, 국수

를 실은 배, 기념품을 파는 배 등 각종 배들과 만나게 된다. 배를 잠시 멈추고 과

일이나 국수를 사먹을 수도 있고, 환한 웃음으로 관광객들을 대하는 상인들의 배

를 세워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다. 동양의 베니스라 칭할 만한 이국적인 담넌 싸

두악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암파와 수상 시장 Amphawa Floating Market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80km 가량 떨어진 싸뭇쏭끄람Samutsongklam 지역 암파와

에 자리한 수상 시장으로 방콕 남부 터미널에서 1시간30분 가량 거리다. 아유타

야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암파와 수상 시장은 관광지화된 담넌 싸두악 수상 시

장에 비해 소박한 모습을 간직한 곳. 수상 시장의 풍경과 더불어 운하 마을의 정

취를 맛보러 많은 태국인들이 시장이 문을 여는 주말에 이곳을 찾는다. 하여 주

말이면 수로를 따라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다. 

암파와 수로를 따라서는 과일이나 먹을 것 등을 풍성하게 실은 나룻배들이 돌아

다닌다. 투어용 보트를 이용해 수로를 다녀도 되고, 수로를 걸으며 시장 풍경을 

구경해도 된다. 구경 중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지나가는 배에 신호를 보내 세

운다. 그렇게 산 음식은 수로 주변에 마련된 노천 테이블이나 길에 앉아서 먹는

다. 가격은 국수류가 30B 가량으로 저렴한 편이다. 

암파와에서는 시장 구경이 대충 끝나더라도 밤을 기다려야 한다. 어둠이 내릴 즈

음 시작되는 반딧불이 투어 때문이다. 반딧불이 투어는 이름 그대로 배를 타고 수

로를 떠다니며 반딧불이를 감상하는 투어다. 투어 시간은 1시간30분 가량. 나무 주

변에 가득 모여 불을 밝히는 반딧불이 덕분에 암파와의 나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를 밝힌 듯 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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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주변 볼거리



쌈프란 리버사이드 Sampran Riverside

방콕 시내에서 불과 32km 거리인 로즈 가든에는 태국의 전통과 자연의 향취가 

물씬 풍겨난다. 11~1월이면 여기저기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고, 난과 허브 등 은은

한 향기를 지닌 꽃들이 일 년 내

내 끊이지 않고 피어나 도심인 

방콕과는 다른 상쾌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장미 정원, 로즈 가든. 온갖 꽃들

과 나무들이 자라나는 정원이자 

전통문화 체험장이다. 정원을 산

책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기본. 매일 오전 10~12시 사이에는 과일 조각, 태국 실크 만들기, 태국 전통 춤 

배우기 등의 전통 마을 체험 프로그램Living the Thai Culture이 진행되고, 매일 오후 3

시경에는 민속 무용, 타이 복싱, 닭싸움 등 12가지로 구성된 전통 공연이 펼쳐진다. 

하루에 이들을 모두 보기 힘들다면 로즈 가든에 마련된 숙소를 이용하자. 로즈 가

든이 자리한 타친 강변에는 현대적인 시설의 리버사이드 호텔Riverside Hotel과 태

국 전통 가옥 형태의 앤티크 타이 티크 하우스Antique Thai Teak House가 자리했

다. 아루사야 스파Arusaya Spa에서는 로즈 가든에서 직접 채취한 허브를 이용하

는 스파를 즐기고, 국제 수상 경력의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까지 즐길 수 있으

니 여정이 풍요로워지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 

 방콕과 후아힌 사이, 30분 거리    Km 32 Pet Kasem Road, Sampran, 

Nakorn Pathom    034-322-544, www.rosegardenriverside.com

므엉 보란 Muang Boran

1,280㎢에 이르는 넓은 대지 위에 태국 각지의 문화와 건축물을 옮겨 놓은 므엉 

보란. 고대 도시Ancient City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태국의 역사와 건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므엉 보란은 태국 전체를 여행해야 볼 수 있는 주요 왕궁과 사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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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및 전통 가옥을 재연하거나 실제 건축물을 한자리에 모았으며, 잘 가꾼 정원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을 맞고 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연된 건물은 본

래의 웅장한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화려하게 복원됐다. 이들은 

1963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현재 116개의 규모에 이른다. 

도보로 공원 전체를 둘러보려면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여 짧은 시간에 므

엉 보란을 훑어 보려면 트램을 이용해야 한다. 트램을 타면 영어 가이드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공원 입구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공원 안에 식당과 기념품 가게 등의 시설도 들어서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

 511번 에어컨 버스(남부 터미널-빡남 노선)를 타고 종점에서 하차, 36번 썽태우로 갈

아탄 후 므엉 보란 정문에서 하차   33 (old) Sukhumvit Road, Bangpoo   

08:00~17:00    성인 500B, 어린이 250B    02-709-1644, www.ancientcity.com

사파리 월드 Safari World

동물들을 방목하는 오픈 형태의 동물원으로 자가용이나 코치 서비스Coach Service

를 이용해 돌아볼 수 있다. 사파리 월드의 볼거리는 크게 사파리 파크Safari Park와 

마린 파크Marine Park로 나뉜다. 사파리 파크는 사자와 호랑이, 기린, 얼룩말 등 수

백 여 종의 육상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전 10시30분에는 호랑이와 사자 먹이

주기 쇼Tiger & Lion Feeding Show를 진행한다. 사파리 파크는 차로 45분 가량 돌아

야 모두 볼 수 있다. 마린 마크에서는 돌고래 쇼, 물개 쇼, 오랑우탄 복싱 등 8개의 재

미난 공연이 연이어 펼쳐져 공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가버린다. 

 10번 버스 이용   99 Panyaintra Road, Samwatawantok, Klongsamwa, Bangkok  

 09:00~17:00   02-914-4100~19, 518-1000, www.safariworld.com

방콕 주변 일일투어
방콕 주변의 볼거리를 단시간에 섭렵할 수 있는 

일일투어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 여행자는 물론 태국의 여러 

곳을 찾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도 유용하다. 투

어는 11인승 미니버스로 진행된다. 점심 식사와 

가이드가 포함돼 있으며, 07:00에 출발해 19:00

경에 카오산 로드로 돌아온다. 반나절Half Day 투

어의 경우 13:00경에 카오산 로드로 돌아온다. 

방콕 주변의 대표적인 일일투어 장소로는 아유

타야, 깐짜나부리, 수상 시장, 로즈 가든, 므엉 보

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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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타야 Ayutthaya 

1350년 우텅Uthong 왕이 건설한 태국의 고대 수도다. 1767년 미얀마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다섯 왕조에 걸쳐 33명의 왕이 아유타야를 통치했다. 짜오프라야 

강과 롭부리 강이 둘러싼 아유타

야에는 수많은 사원들이 자리했

다. 일일투어를 할 경우에는 왓 프

라나총, 왓 야이 차이몽콘, 왓 몽콘

보핏 등 3곳의 사원과 왕실 별장이 

있는 방파인Bang Pain을 방문한다. 

아유타야는 1999년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방콕-아유타야 구간은 배를 이용해 왕궁의 여름 별

장인 방파인을 거쳐 갈 수도 있다. www.cruise-thailand.com

깐짜나부리 Kanchanaburi

‘콰이 강의 다리’로 유명한 곳이다. 깐짜나부리 완행열차는 죽음의 철도를 따라 

남똑Namtok까지 운행된다. 시내에는 유엔군 묘지, 전쟁 박물관, 콰이 강의 다리, 

주변에는 에라완 폭포, 싸이욕 야이, 싸이욕 너이 폭포 등의 볼거리가 있다.  깐

짜나부리 투어는 하루 동안 깐짜나부리를 둘러보는 코스와 1박 이상을 하며 깐

짜나부리를 포함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분된다. 하루 코스는 유

엔군 묘지, 전쟁 박물관, 콰이  강의 다리를 들러 죽음의 철도를 타고 남똑 역에

서 하차, 에라완 폭포까지 보는 것이다. 

수상 시장 Floating Market + 콰이 강의 다리 

+ 나콘 빠톰 Nakhon Pathom

담넌 싸두악 수상 시장, 콰이 강의 다리, 나콘 빠톰 일정으로 진행되는 투어로 흔

히 3in1이라 불린다. 방콕을 연결하는 수로에 위치하던 수상 시장들은 방콕의 확

장으로 인해 지금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방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담

넌 싸두악Damneon Saduak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상거래를 하고 있다. 나콘 빠톰

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인 프라 빠톰 쩨디Pra Pathom Chedi가 있다. 이곳은 태

국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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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부, 동부

03
Middle &
East



중부

01 아유타야✻Ayutthaya 

02 깐짜나부리✻Kanchanaburi

03후아힌✻Hua Hin

04 카오 야이 국립공원✻Khao Yai National Park

05 피마이✻Phimai

동부

01 파타야✻Pattaya

02 라용✻Rayong

03 꼬 싸멧✻Koh Samet

04 꼬 창✻Koh Chang

     -꼬 막✻Koh Mak

     -꼬 꿋✻Koh K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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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타야는 1767년 버마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417년간 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국이

다. 1350년 우텅 왕이 아유타야를 세운 이후 33명의 왕을 배출하며 아유타야는 왕국을 이끌

어 갔다. 태국과 서양의 접촉이 처음으로 이뤄졌던 곳도 바로 아유타야에서다. 당시 아유타

야는 한 포르투갈의 모험가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라 일컬을 만큼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는 침략과 파괴의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아유타야 왕궁의 화려했

던 과거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잔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아유타야✻
Ayutth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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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타논 씨 싼펫Thanon Si Sanphet에 태국관광청(TAT)사무소가 자리했다. 각종 

교통편의 출발 시간을 알려주며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왓 마하탓, 왓 씨싼펫을 포함한 주요 사

원 입구에서는 아유타야 사원의 안내 책자를 판다. 게스트하우스나 자전거 대여소에서도 간

단한 지도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태국관광청 035-246-076, 인포메이션센터 035-

322-730, 관광경찰서 035-241-446

우편▶▶  타논 빠톤Thanon Pathon에 아유타야 우체국이 자리했다. 

아유타야 방향잡기▶▶  아유타야는 빠싹 강, 롭부리 강, 짜오프라야 강으로 둘러싸인 섬이다. 

왓 마하탓, 왓 씨싼펫 등 주요 사원들이 섬 안에 자리했다. 기차역은 강 건너에 있으며, 타논 

나레쑤언에는 여행자 숙소가 밀집했다. 각종 편의 시설은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콕행 

버스는 타논 나레쑤언에서 출발하며 치앙마이를 포함한 북부행 버스는 강 건너 외곽에서 출

발한다. 

버스 Bus ▶▶
 

방콕의 북부 터미널인 머칫 마이에 아유타야로 가는 버스

가 수시로 있다. 방콕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요

되는 시간은 대략 2시간 가량이다. 아유타야에서 방콕으

로 가는 버스는 타논 나레쑤언에서 출발한다. 그 외에 아

유타야에서 치앙마이, 쑤코타이 등 북부로 가는 버스는 빠

싹Pasak 강 건너편 타논 로차나 Thanon Rochana에 자리한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타논 나레

쑤언에서 북부행 버스 터미널까지는 뚝뚝으로 20분 이상 걸린다.  

   여행사 버스 Mini Bus ▶▶
 

타논 나레쑤언에서 방콕 북부 터미널 외에 남부 터미널이나 아눗싸와리로 가는 여행사 버스

가 운행된다. 

기차 Rail ▶▶

방콕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대부분 아유타야에 정차한다. 

소요 시간은 1시간30분 가량. 아유타야 역에 도착, 빠싹 

강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타논 우텅Thanon 

Utong이다. 타논 우텅에서 여행자 거리인 타논 나레쑤언까

지는 걸어서 5분 가량 걸린다.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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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타야 여행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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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유적지는 타논 나레쑤언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 다만 강 건너의 왓 야이 차이몽콘과 왓 

차이 와타나람은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멀다. 왓 마하탓, 왓 라차부라나, 왓 씨싼펫, 국립 박물관 

등지는 자전거를 빌려 돌아보고 왓 야이 차이몽콘과 왓 차이 와타나람은 오토바이 택시나 뚝뚝을 

타고 가면 된다. 기차역에 도착했다면 왓 야이를 먼저 보고 왓 마하탓을 시작으로 사원을 걸어서 보

면 된다.   자전거 대여 40B~50B, 오토바이 택시 20B~30B, 뚝뚝 30B~50B, 1시간 대절 200B

왓 프라 씨 싼펫 Wat Phra Si Sanphet

방콕 왕궁 내 에메랄드 사원과 비교될 만큼 중요한 사원이다. 아유타야 왕궁 내에 

자리했으며 아유타야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고 한

다. 입구에 들어서면 3개의 

높다란 쩨디가 눈에 들어온

다. 이곳이 왓 프라 씨 싼펫

이 있었던 자리로 과거, 

170kg의 금을 입힌 16m 높

이의 입불상이 있었던 곳이

다. 입불상은 1767년 버마

인들이 불을 질러 녹아 없어졌다. 왓 프라 씨 싼펫이 있던 왕궁은 아유타야의 첫 번

째 왕부터 100년 가량 왕실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됐다. 이후 1448년 보롬뜨라이록

까낫 왕이 새로운 왕의 거주 공간을 만들면서 승려가 살지 않는 왕실 사원의 역할을 

하게 됐다.    50B

 Local Transportation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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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몽콘 보핏 Wat Mongkhon Bophit

왓 프라 씨 싼펫 옆에 자리한 사원. 프라 몽콘 보핏을 모시고 있다고 해 ‘위한 프라 몽

콘 보핏’으로 불리기도 한다. 위한은 태국어로 불당, 사원이라는 뜻이다. 왓 몽콘 보핏

은 1767년 버마에 의해 파

괴됐다가 1956년에 버마로

부터 기부금을 받아 원형대

로 복구했다. 15세기에 만

들어진 대형 청동 불상을 모

시고 있는 곳으로 연인이 함

께 사원에 들어가면 헤어진

다는 속설이 있다. 

왓 로까이쑤타람 Wat Lokaysytharam

왕궁 뒤편에 있는 사원으로 42m 크기의 와불상으로 유명하다. 왓 라캉Wat Rakhang

과 왓 워라쳇타람Wat Worachettharam 사원이 주변에 있으며 왕궁과는 약 800m 떨어

져 있다. 

왓 프라 람 Wat Phra Ram

왕궁 동남부에 위치한 사원으로 라메쑤안 왕이 그의 아버지인 우텅 왕의 화장을 거

행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사원의 이름인 프라 람은 사원 앞의 석호에서 연유한 것으

로 지금도 사원 앞의 공원에는 작은 호수가 남아 있다.    50B

왓 마하 탓 Wat Maha That

왓 프라 씨 싼펫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원. 타논 치 꾼Thanon Chee Kun과 타

논 나레쑤언Thanon Naresuan 거리의 교차로에 위치했다. 왓 마하 탓은 14세기경에 

세워진 사원. 사원 여기저기에는 머리가 잘려나간 불상, 머리만 남은 불상 등이 나뒹

굴어 참혹한 과거를 말해준다. 특히 잘려나간 머리가 나무 뿌리에 감긴 불상은 세월

왓 프라 람 왓  마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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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묻혀버린 과거를 대변하는 듯하다. 1956년 태국 정부가 아유타야의 파괴된 유적

을 재건하기로 했을 때 예술부Fine Arts 

Department는 이곳에서 금불상 몇 점과 

금, 루비, 크리스털로 만든 장식품들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했다. 이 유품들은 

현재 방콕에 있는 국립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50B

왓 라차부라나 Wat Ratchaburana

아유타야의 7대 왕과 그의 동생의 화장

터 위에 만들어진 사원으로 상당한 보물

이 묻혀 있던 곳이다. 그 중에는 금과 보

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왕관과 보물

들도 있다. 왓 마하  탓 건너편에 위치했

다. 

  50B

왓 야이 차이몽콘 Wat Yai Chaimonkhon

왓 차오 프라야 타이Wat Chao Phraya Thai로도 알려진 곳이다. 왓 야이 차이몽콘은 

1357년 우텅 왕이 스리랑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승려들의 명상을 위해 세운 사원. 

사원에는 거대한 와불과 쩨디가 자리했다. 쩨디는 나레쑤언 왕이 1592년 버마와 싸

울 때 코끼리를 타고서 맨손으로 버마의 왕자를 죽여 승리를 거둔 후, 쩨디 푸 카오 

텅Chedi Phu Khao Tong에 대비하는 의미로 세운 것이다.    50B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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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차이왓타나람 Wat Chaiwatthanaram

1630년에 프라쌋왕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 세운 사원으로 앙코르 왓을 모델로 

건축한 것이라고 한다. 사원 중앙에 육각형의 탑인 높은 쁘랑이 솟아 있고 사방에 8

개의 작은 쁘랑이 있는 등 실제 모습이 앙코르 왓과 많이 닮았다. 작은 쁘랑 내부에는 

벽화가 남아 있다.    50B

쑤리요타이 쩨디 The Chedi of Queen Suriyothai

아유타야 짜끄라빳 왕의 왕비였던 쑤리요타이는 태국에서 여자 영웅으로 칭송 받는 

여왕이다. 1548년 버마가 침략했을 당시 왕을 보좌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다. 왕비가 죽은 이후 왕비를 위한 쩨디를 만들고 그녀의 

유골을 안치했다고 한다. 

짜오 쌈 프라야 국립 박물관 Chao Sam Phraya National Museum

태국관광청 맞은편 타논 로차나 Thanon Rochana에 자리했다. 두 개의 전시관과 전통 

태국 가옥으로 이뤄진 박물관에는 아유타야, 롭부리, 우텅, 쑤코타이, 드바라와티 양

식의 불상과 목조 조각 등이 전시돼 있다. 왓 마하 탓과 왓 프라 람에서 발굴된 유물

들도 볼 만하다.    150B

방파인 별궁 Bang Pa In Summer Palace

17세기 중엽, 아유타야 왕에 즉위한 프라쌋 통 왕Prasat Thong이 세운 궁전. 로열 썸

머 팰리스Royal Summer Palace라고도 불린다. 프라쌋 통 왕은 길이 400m, 폭 40m의 

강 위의 섬에 춤폰 니까야람 사원Chumphon Nikayaram과 별궁을 지었다. 하지만 버마

가 아유타야를 점령한 후 방파인은 수 년 동안 방치된 채 버려지게 된다. 지금의 모습

으로 복원된 건 라마 4세와 라마 5세 시절. 이태리, 그리스에서부터 빅토리아, 고대 

중국의 건축양식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기차를 타고 방파인 역에서 내리면 된다. 방파인 역에서 방파인까지는 뚝뚝 이용. 

방콕에서 바로 갈 경우에는 유람선을 타고 갈 수 있다. 방콕-야유타야 배편 서비스 Reua 

Duan Chao Phraya 02-222-5330, Reua Monora 02-476-0021~2, Reua Mit Chao 

Phraya 02-623-6169, Reua Mek Khla 02-256-6666, Reua River Sun Cruise 02-266-

왓 차이왓타나람 쑤리요타이 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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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랏 차오 프롬 Talat Chao Phrom

타논 나레쑤언 오른쪽 끝자락에 자리한 

재래시장이다. 야채와 과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하며 시장 안쪽에

는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식당도 꽤 있

다. 평일에도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지

만 좀 더 활기찬 분위기의 시장은 주말

에 볼 수 있다. 발을 딛기 힘들 정도로 많

은 이들이 찾아 축제를 보는 듯하다. 

암폰 백화점 Amporn Department Store

딸랏 차오 프롬 맞은편에 자리한 백화

점.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아유타야

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쇼핑센터다. 1층

에 대형 슈퍼마켓이 자리했으며, 1~3층

에 걸쳐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

하는 중저가 매장이 자리했다. 백화점 

입구에는 스웬센, MK 쑤끼, KFC, 피자 

컴퍼니 등 체인 레스토랑과 노점 음식점 등이 자리했다.

 ✻ SHOPPING

6125~6, Reua Horizon Cruise 02-236-7777, World Travel Service 02-234-4875, Reua 

Benjarong 035-211-036, Reua Navanakorn 01-928-2887    08:30~16:30     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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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토니스 플레이스 Tony’s Place

타논 나레쑤언에 자리한 전형적인 여

행자 레스토랑으로 태국 요리부터 서

양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

다. 주변에 레스토랑이 적은 탓에 여행

자들이 많이 찾는 편이다. 

  12/18 Thanon Naresuan  

 09:00~24:00   60B~150B  

  035-252-578 

창 하우스 Chang House

타논 나레쑤언에 자리한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에 마련된 프로젝션 티브이로 프리미어 

리그 등을 볼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다. 늦은 밤까지 영업하며, 태국식, 서양식, 인도

식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14/10 Thanon Naresuan Soi 1    09:00~23:00    60B~150B  

  089-414-1448 

싸얌 레스토랑 Siam Restaurant

왓 마하 탓 건너편에 자리한 곳으로 태국 요리와 베트남 요리를 선보인다. 인근에서는 노

점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레스토랑으로 전반적으로 깔끔한 분위기다. 에어컨이 나오는 1

층과 야외 테라스인 2층으로 구분돼 있다. 2층은 저녁 시간에만 문을 연다. 

  11/3 Moo1, Thanon Maha That    09:30~22:00    60B~150B  

  035-211-07

>>  RESTAURANT
타논 나레쑤언에 몇 군데의 여행자 레스토랑과 카페가, 암폰 백화점 입구에 스웬센, 

MK 쑤끼, KFC, 피자 컴퍼니 등 체인 레스토랑이 자리했다. 타논 나레쑤언 뒷길의 

현지 식당 중에도 저렴하고 맛있는 곳이 꽤 있다. 

끄룽씨 리버 호텔 Krungsri River Hotel

빠싹 강 건너편에 자리한 호텔이다. 총 객실 수는 220개. 객실에서 빠싹 강과 아유타야 일

대가 조망된다. 레스토랑, 수영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인기가 많다.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 힘들다. 

  27/2 Moo 11 Rochana Road     인터넷 트윈 1,560B  

  035-244-333, www.krungsriri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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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까메오 Classic Kameo

주방을 갖춘 호텔 겸 서비스 아파트먼트다. 객실이 상당히 넓으며 모든 시설이 수준급으

로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하다. 강 건너편에 있어서 여행자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

이 있다. 

  210 Rochana Road    인터넷 트윈 2,000B~  

 035-212-531, www.kameocollection.com

아요타야 호텔 Ayothaya Hotel

타논 나레쑤언에 자리했다. 강 건너편에 자리한 다른 호텔에 비해 아유타야 유적지와 가

까운 게 장점이다. 특별히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객실은 깔끔한 편이다. 

  12 Moo 4 Tessabarn Sai 2 Road    인터넷 비수기 수피리어 950B  

  035-232-855, www.ayothayahotel.com 

아요타야 리버사이드 호텔 Ayothaya Riverside Hotel

끄룽씨 리버 호텔 옆, 빠싹 강변에 자리했다. 객실 전망은 끄룽씨 리버 호텔에 떨어지지 않

지만 가격은 훨씬 싸다. 호텔의 꼭대기 층에 자리한 스위트룸은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

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91/1 Moo 10 Wat Pako Road   수피리어 850B, 디럭스 1,000B  

  035-234-873, www.ayothayariverside.com  

찬타나 하우스 Chantana House

타논 나레쑤언에 자리한 2층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다. 모든 객실에 욕실이 있으며, 2층에는 

테라스가 딸린 객실도 있다. 일대의 게스트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다. 

  12/22 Thanon Naresuan Soi 1    비수기 에어컨 더블 400B, 2층 테라스 450B  

  035-323-200 

아유타야 게스트하우스 Ayutthaya Guest House

여행 정보와 인터넷, 여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로 타논 나레쑤언에 자리했

다. 객실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운영되며 화려하게 꾸며 놓은 욕실이 눈에 띈다.  

 12/34 Thanon Naresuan Soi 2    비수기 에어컨 더블 450B    035-2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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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짜나부리 하면 흔히 콰이 강의 다리를 떠올린다. 전쟁이 부른 참혹

한 상처의 흔적. 세월은 흐르고 흐르지만 콰이 강의 다리에는 여전히 

옛 흔적이 남아 있는 듯하다. 또한 깐짜나부리 한 켠에는 폭포와 동굴 

등 강과 산악 지형이 만들어낸 수려한 자연이 펼쳐진다. 깐짜나부리

에서는 역사가 자연을, 자연이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깐짜나부리✻
Kanchanab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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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타논 쌩추또Thanon 

Saengchuto의 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태국관

광청(TAT)이 있어 버스를 타고 도착했을 경

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깐짜나부리 지도

와 교통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깐

짜나부리에서 출발하는 투어 정보는 호텔

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얻을 수 있다. 환전, 

우편 등의 시설도 타논 쌩추또에 몰려 있다.

 태국관광청 034-511-200, 관광 경찰서 034-511-000, 기차역 034-511-285, 버스 

터미널 034-511-552

  기차 Rail▶▶
 

방콕의 톤부리 역에서 깐짜나부리행 기차

가 출발한다. 후알람퐁 역이 아니므로 헷갈

리지 않도록 한다. 깐짜나부리 역은 타논 쌩

추또의 유엔군 묘지 건너편에 있다. 기차는 

콰이 강의 다리를 지나 남똑까지 연결된다. 

외국인은 구간에 관계없이 한번 탑승에 

100B을 내야 한다.

· 기차시간표

톤부리 → 깐짜나부리 → 남똑 

        톤부리  나콘 빠톰  깐짜나부리 리버 콰이 브릿지 남똑 

   ORD. 257 3 07:45 09:03 10:50 10:56 12:20

   ORD. 259 3 13:55 14:55 16:19 16:26 18:30

남똑 → 깐짜나부리 → 톤부리

        남똑 리버 콰이 브릿지 깐짜나부리 나콘 빠톰  톤부리  

   ORD. 260 3 05:20 07:12 07:19 09:01 10:10

   ORD. 258 3 12:50 14:36 14:44 16:24 17:35

How to Go

중
부  

깐
짜
나
부
리



깐짜나부리

184  



185

버스 Bus▶▶
 

방콕의 남부 터미널인 콘쏭 싸이 따이 마이에

서 깐짜나부리를 잇는다. 

운행 시간은 04:20~20:00로 20분 간격이

다. 깐짜나부리 버스 터미널은 타논 쌩추또에 

있다. 버스 터미널에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가 출발하지만, 방콕행은 농민은행 옆에 

별도의 버스 정류장에서 운행된다. 

  여행사 버스 Mini Bus▶▶
 

카오산 로드에서 매일 아침 7시에 깐짜나부리행 여행사 버스가 출발한다. 요금은 250B. 삔끄

라오에서 택시로 15분 정도 거리의 남부 터미널까지 100B 가량의 택시 요금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여행사 버스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깐짜나부리에서 방콕으로 올 때에도 여행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콕 싸남 루앙의 로열 

호텔 앞에 내려주는데 카오산 로드까지는 걸어서 10분 여 거리다. 

버스 터미널에서 제스 전쟁 박물관, 유엔군 묘지는 걸어서 갈만한 거리다. 대중교통 수단인 

썽태우는 큰길을 따라 버스 터미널-기차역-콰이 강의 다리 구간을 수시로 오간다. 요금은 

5B~10B이다. 오토바이, 쌈러(자전거 형태의 인력거)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한다면 흥정

을 해 30B 정도에 가면 된다. 자전거로 시내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자전거는 하루 30B이면 

대여가 가능하다. 오토바이 대여료는 200B 가량이다. 

죽음의 철도 Death Railway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군은 미얀마를 포함한 서부 아

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태국에

서 미얀마를 잇는 철도를 1942

년 9월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다. 

철도의 건설을 위해 동남아 지

역에서 전쟁 포로가 된 6만 명 

이상의 연합군 포로가 공사에 

투입됐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포함해 

Local Transportation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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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만 명의 아시아 노동자가 투입됐다. 이후 전쟁에 다급해진 일본은 난 코스의 공

사를 강행해 1만 6천 명의 연합군 포로와 10만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으며 16

개월 만에 철로를 완공시켰다. 그리하여 이 구간의 철로는 죽음의 철도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철로는 일본이 항복하는 1945년 8월까지 약 20개월간 사용됐다. 일본 패망 이후 태국 

정부는 쓰리 파고다 패스에서 남똑 구간까지의 철로를 제거했다. 현재 철로는 남똑 역

에서 끝이 난다. 

죽음의 철도는 지금도 하루 세 차례 깐짜나부리에서 남똑까지 완행열차로 운행된다.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가량. 기차는 콰이 너이Kwai Noi 강을 따라 가며 시원한 풍경

을 선보이다가 절벽에 만들어진 탐 끄라쌔 역을 천천히 지난다. 이때에는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스 전쟁 박물관 
Jeath War Museum 

당시 포로 수용소를 재연해 만든 야

외 박물관이다. 사진, 그림과 각종 신

문 기사 등을 통해 당시의 참혹함을 

전하고 있다. 

 버스 터미널에서 강 남쪽으로 이정표

를 따라 걸어서 10분   08:30~16:30  

  40B

유엔군 묘지 War Cemetery 

깐짜나부리에는 쑤싼 쏭크람 청까이 

Chong Kai묘지와 쑤싼 쏭크람 던락 

Don Rak 등 2개의 유엔군 묘지가 있

다. 2개의 유엔군 묘지 중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쑤산 쏭크람 던락. 죽

음의 철도 공사에 투입된 후 사망한 전쟁 포로 중 6,982구의 유해를 안치한 곳이다. 

유엔군 묘지 옆에는 화교들 묘지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유엔군 묘지 오른   

편 태국-버마 철도 센터Thailand-Burma Railway Center 는 박물관을 겸한 세미나실, 

도서관,  커피숍을 갖추고 있다. 

  제스 박물관에서 썽태우로 5분     08:00~18:00 

2차 세계대전 박물관 World War 2 Museum

아트 갤러리 & 전쟁 박물관Art Gallery & War Museum으로도 불린다. 콰이 강의 다리 

좌측에 자리한 박물관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시멘트 건물에 잡다한 소장품을 전

시하며 2차 세계대전에 관한 내용은 왼편 건물에 사진과 스케치, 모형을 이용해 전시

한다. 오른편 건물에는 아유타야 시대의 무기, 태국 왕들의 초상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유엔군 묘지에서 이정표를 따라 걸어서 10분     09:00~18:00     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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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 강의 다리 Bridge On The River Kwai 싸판 매남 쾌

깐짜나부리를 대표하는 볼거리로  콰이 야이Kwai Yai 강 위에 놓여진 다리다. 다리의 

아름다움보다는 영화의 명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콰이 강의 다리는 태국에서 버마

까지 415km를 연결하던 죽음의 철도의 한 구간으로 전쟁포로를 동원해 만든 것이다. 

목조로 만들어진 교량은 1943년 2월에 최초로 기차가 지나간 후 3개월 후에 철교로 

바뀌었다. 이후 1944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후, 종전 이후 다시 복구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서 걸어서 10분

헬 파이어 패스 Hell Fire Pass

죽음의 철도 공사 구간 중 가장 어려웠

던 구간인 꼰유Konyu 지역으로 남똑에

서 18km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에서 철도 공사를 하는 동안 횃불을 피

워놓고 24시간 강제 노동을 했는데, 불

을 밝힌 모습이 지옥불처럼 보인다고 

해 헬 파이어 패스라는 이름이 붙여졌

다. 헬 파이어 패스 입구에는 기념관을 

설립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사진과 모형도를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 입구에서 

꼰유 절벽까지는 300m. 길이 좋지 않아 걸어서 왕복 1시간 이상은 소요된다. 듬성듬

성 그날의 아픈 상처를 증명하듯 끊어진 철도와 횃불을 꽂아둔 흔적이 남아 있다.

에라완 폭포 Erawan Waterfall

깐짜나부리에는 여러 개의 폭포가 있

다. 그 중 손꼽히는 곳이 에라완, 싸이

욕, 훼이 카민Huay Khamin이다. 에라완 

폭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깐짜나부리에서 북서쪽으로 75km의 

거리에 있다. 폭포는 길을 따라 7개가 

차례로 나타나는데 산책과 수영을 하

기에 적합하다. 

  깐짜나부리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     200B

콰이 강의 다리2차 세계대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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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욕 너이 폭포 Sai Yok Noi Waterfall

남똑 역과 가까워 여행자들의 발길

이 잦은 폭포다. 남똑 역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어 산책하듯 걸어가

거나 오토바이나 썽태우를 타고 갈 

수 있다. 깐짜나부리에서 8203번 버

스가 싸이욕 너이-헬파이어 패스-

싸이욕 야이-쌍크라부리 구간을 

운행한다. 

깐짜나부리 일일투어

시간 여유가 없는 여행자들에게 좋다. 깐짜나부리에서 출발하는 일일투어는 에라완 

폭포, 헬파이어 패스, 죽음의 철도 기차 탑승, 코끼리+뗏목 타기 등을 섞어서 만든 투

어. 대부분 미니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간 다음 자유 시간이 주어지고 오후 시간에 기

차를 타고 콰이 강의 다리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투어 요금에는 교통편, 기

차 요금, 점심, 국립공원 입장료가 포함된다. 08:00에 출발해 18:00에 숙소로 돌아온

다. 그밖에 미얀마 국경 지대인 쌍크라부리Sangkhla Buri 트레킹 상품도 취급한다.

  A.S. Mix Travel 034-512-017, Erawan 98 Travel 034-624-260, B.T Travel Centre 

034-624-630, Safarine The River Adventure 034-624-140

래프팅 & 크루즈 Rafting & Cruising

깐짜나부리 주변의 많은 숙소에서 

래프팅과 크루즈 상품을 함께 운영

하고 있다. 깐짜나부리에서 출발해 

싸이욕 국립공원, 쌍크라부리 등 주

요 관광지까지 분위기 있게 갈 수 

있다. 요금은 포함 사항에 따라 차

등 적용된다. 인근의 숙소와 여행사

에 문의하면 된다. 

카약 Kayak 

카약을 이용해 깐짜나부리를 여행하는 방법이다. 안내자, 카약, 장비, 점심, 음료, 과일 

등이 제공된다. 죽음의 철도 탑승을 연계한 일일투어를 포함해 3박4일 카약 투어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사파린 리버 어드벤처 Safarine The River Adventure 034-624-140, www.safarine.com

 ✻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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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여행자 거리인 쌩추또와 콰이 강의 다리 주변으로 음식점이 몰려 있다. 각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한 점은 없다. 

플로팅 레스토랑 Foating Restaurant

콰이 강의 다리 바로 아래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여행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수십 가지가 넘는 다양

한 메뉴와 외국 여행자들의 입맛에 맞

는 요리가 장점이다.

  콰이 강의 다리 오른쪽   

10:30~23:00    태국 요리 150B~ 

400B     034-512-595

싸바이찟 Sabayjit 

서민적인 분위기로 비교적 저렴한 가

격에 다양한 태국 음식을 맛볼 수 있

다. 영어 간판은 없으나 영어 메뉴와 

사진 메뉴가 있어 주문이 어렵지 않

다. 현지인이 많지만 여행객들도 종

종 보인다.

  쌩추또 거리 리버 콰이 호텔 

바라보고 왼쪽으로 약 20m   

284/54-55 Thanon Saengchuto  

  08:00~16:00   태국 음식 

70B~90B, 음료 15B~25B    034-511-931

씃짜이 Sudjai 

씃짜이 다리를 건너다 보면 보이는 강

변에 위치하고 있다. 평범한 분위기

의 대형 식당으로 강을 향한 전망이 

좋다. 가족 단위 현지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각종 해산물 요리와 기본적인 

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영어 메뉴

가 있어 주문이 어렵지 않다.

  씃짜이 다리 건너 바로 오른쪽  

  151 Sutjai Bridge    10:00~ 

22:00    태국 음식 50B~170B, 

해산물 요리 280B~300B, 맥주 

75B    034-51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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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강변과 쌩추또 거리에 배낭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가 많다. 중

급 이상의 숙소들은 대부분 외곽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펠릭스 리버 콰이Felix River Kwai

콰이 강의 다리 왼편에 자리한 대규모 고급 리조트다. 객실 수만 해도 255개로 패키지 관

광객도 많이 투숙한다. 깔끔한 객실과 우아한 레스토랑, 넓은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9/1 Moo 3 Thamakham   비수기 인터넷 트윈 2,490B   034-515-061, 

www.felixriverkwai.com

리버 콰이 호텔 River Kwai Hotel

깐짜나부리 중심가인 타논 쌩추또

에 자리한 중급 호텔이다. 교통이 

편리하며 비어 바, 레스토랑, 나이

트클럽, 스파, 마사지 숍, 은행, 수

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

고 있다.

 284/15-16 Saengchuto 

Road   비수기 인터넷 트윈 

1,250B   034-511-184, 

www.riverkwai.co.th

풍완 리조트 & 스파(콰이 야이) Pung-Waan Resorts & Spa(Kwai Yai) 

깐짜나부리 시내에서 강을 따라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스파 겸 리조트다. 시내에

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넓은 수영장, 멋진 산책로, 스파 및 마사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콰이 너이Kwai Noi에도 방갈로 형태의 리조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72/1 Moo 2 Tumbol Thamakham Ampur Muang     비수기 인터넷 트윈 1,600B  

  034-625-270, www.pungwaanriverkwai

슈거캐인 게스트하우스 Sugar Cane Guest House 

정원을 둘러싼 객실과 수상 객실을 

같이 운영한다. 정원에 있는 객실

이 조금 저렴하지만 강 전망은 좋

다. 아담하고 조용하며, 수풀에 가

려지지 않은 시원한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레스토랑

과 마사지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22 Soi Pakistan, Thanon 

Maenam Kwae  트윈, 팬 

150B~450B, 트윈, 에어컨 

550B    034-624-520, www.sugarcaneguest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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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펜 게스트하우스 Pong Phen Guest House 

저렴하고 기본적인 시설의 객실과 비싸지만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춘 객실까지 선택의 폭

이 다양하다. 강은 수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객실이 수영장을 감싸고 있어 시원

한 느낌이다. 서비스가 친절하며 

손님이 늘 북적이는 곳이다.

  5 Soi Bangladesh River 

Kwai   트윈, 에어컨, 개인 욕

실 400B~1,300B   034-

512-981, www.pongphen.

com

블루 스타 게스트하우스 Blue Star Guest House 

저렴한 에어컨 객실에서 방갈로 타입까지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운영한다. 각 객실에 따

라 시설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잘 둘러보고 원하는 방을 선택하면 된다. 비싼 객실은 인근 

게스트하우스들보다 가격 대비 시

설이 좋은 편이다. 

 241 Thanon Meanumkwai  

 트윈, 팬, 개인 욕실 200B~ 

350B, 트윈, 에어컨, 개인 욕실 

350B~750B   034-512-161, 

www.bluestar-guesthouse.com

애플 게스트하우스 Apple's Retreat & Guesthouse

씃짜이 다리 건너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조용하다. 객실 모두 넓은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

며, 2층에서는 강이 보인다. 객실은 널찍한 편. 객실 한 켠에 넓은 마루가 설치돼 있고 그 

위에 두꺼운 매트리스가 놓여져 있는 형태다. 도로 맞은편에 애플 리트릿 레스토랑을 운

영하고 있다. 

 씃짜이 다리 건너 오른쪽으로 약 70m   153/4 Sutjai Bridge Moo 4 

Thamakham   싱글, 트윈, 에어컨, 개인 욕실 690B     034-512-017, 

applesguesthouse.com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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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남서쪽으로 210km 떨어져 있는 후아힌은 

1920년 말 라마 7세가 여름 궁전인 끌라이 깡

원 Klai Kangwon을 지은 후 휴양지로 개발됐

다. 태국의 왕실 휴양지답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제트스키 등 요란한 해양 스포츠보다 

승마와 같은 한가로운 풍경이 해변 분위기와 

훨씬 어울리는 곳이다. 

후아힌 자체에는 크게 볼거리가 없으나 남쪽으

로 45km 떨어진 곳에 카오 쌈 러이 욧 국립공

원과 그 중간 중간에 자리한 사원과 동굴 등이 

볼만하다. 파타야처럼 북적이지도 않고 방콕

에서 불과 3시간 거리라 자국민들을 비롯해 조

용한 해변을 즐기려는 유럽인들로 붐빈다. 

후아힌✻
Hua Hin

여행정보수집▶▶  후아힌 기차역에서 해변으로 곧장 가는 담넌 까셈 거리Damnoen Kasem Road

와 차암에서 이어지는 펫까셈 거리Phet Kasem Road가 만나는 대로 변에 자리한 시청 건물 1층

에 관광안내소가 있다. 관광안내소에서는 후아힌 상세 지도뿐만 아니라 각종 숙소 정보와 식

당 정보, 투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태국관광청(TAT)은 차암에 있다.

  태국관광청 032-471-005, 관광경찰서 032-515-995

환전, 우체국▶▶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많다. 보통 10:00~21:00에 영업한다. 우체국은 담넌 

까셈 거리에서 해변으로 가는 길에 자리했다. 우체국 옆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으

며 이곳에서 국제전화도 할 수 있다. 

  버스 Bus▶▶
 

가장 편리하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에어컨 버스가 방콕 남부 터미널에서 04:00~22:20

에 40분~2시간 간격으로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다.

  후아힌 버스 터미널 032-511-230, 차암 버스 터미널 032-471-654

Information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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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Rail▶▶
 

방콕-차암·후아힌을 잇는 기차가 매일 운행된다.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4시간 정도다. 

시간표와 요금은 방콕 교통편 참고. 

 후아힌 기차역 032-511-073, 차암 기차역 032-471-159

후아힌과 차암은 규모가 작아 걸어서 다니면 된다. 먼 거리의 관광지로 이동하려면 썽태우를 

이용하거나 오토바이를 대여하면 된다. 썽태우 버스 요금은 가까운 거리일 때 10B~20B 가량

이다. 오토바이 대여료는 하루에 200B 정도에 흥정하면 된다.

 Local Transportation

후아힌 비치 & 차암 비치 Hua Hin Beach & Cha Am Beach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해변으로 고급 리조트들이 해안을 차지하고 있다. 후아힌 비

치에는 소피텔 센트럴 후아힌 리조트와 힐튼 후아힌 리조트 & 스파를 비롯해 명성 

있는 리조트들이 가득하다. 차암 비치는 후아힌에서 방콕 방면으로 25km 떨어져 있

다. 두싯 리조트를 비롯한 최고급 호텔에서부터 가격이 저렴한 해변 방갈로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소가 들어서 있다. 

 ✻ BEST SIGHTS 

볼거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조용하고 한가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이들이 대부분 후아힌

을 찾는다. 걸어서 갈만한 거리로는 야시장이 있으며, 예쁜 건물과 어우러진 후아힌 기

차역이 볼만하다. 

중
부  

후
아
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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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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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힌 기차역 Hua Hin Railway Station

후아힌 기차역은 라마 6세 때 지

어진 것으로 태국에서 가장 오래

된 기차역 중 하나로 꼽힌다. 태

국의 화려한 전통 양식으로 지어

진 아름다운 역이다. 화려한 외

관에 외부에는 증기 기관차도 전

시하고 있어 기차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더불어 관광객까지 늘 오

가는 곳이다.  

  Hua Hin Soi 76, Thanon 

Damnoen Kasem     032-511-

073

플런완 PlearnWan

의류 매장, 커피숍, 레스토랑, 사탕 가게, 야

외 영화관 등지를 돌아보며 후아힌의 과거

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곳. 단순히 쇼핑센터

라 하기에는 독특하고 고풍스러운 볼거리

가 많다.  ‘Play and Learn’이라는 모토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는 

동시에 후아힌의 과거를 배울 수 있다. 

 후아힌 시계탑에서 북쪽으로 약 3km. 쏘

이 38~40 사이  11:00~22:00   032-

520-311, www.plearnwan.com

중
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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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 파크 Santorini Park 

하얀 벽과 파스텔 톤이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 산토리니 분위기

로 꾸며 놓은 야외 쇼핑몰이다.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 리, 클

락 등 중저가 브랜드 매장이 입

점해 있다. 건물은 모두 2층 규

모로 아기자기한 커피숍과 기념

품 가게도 곳곳에 자리했다. 쇼

핑이 아닌 목적으로 골목골목 

정처 없이 걸으면 한 시간 정도

면 충분히 돌아볼 규모다. 10개

의 놀이기구가 있으며 놀이기구 이용권은 공원 내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후아힌 북쪽으로 약 30km, 차암 북쪽으로 약 5km  월~금10:00~20:00, 토 

09:00~22:00, 일, 공휴일 09:00~21:00  입장료 50B, 놀이기구 1개 120B, 4개 480B, 

10개 1,080B   032-772-997, www.santoriniparkchaam.com

따끼엡 Khao Takiap

힌 렉 파이에서 바다는 정면으로 

보이지만 따끼엡 정상에 있는 사

원에 오르면 왼쪽으로는 후아힌 

시내가, 오른쪽으로는 드넓은 바

다가 펼쳐진다. 활시위 모양으로 

부드럽게 휜 후아힌의 전경을 감

상할 수 있다. 사원 주변으로는 

수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 원

숭이 언덕 Monkey Hill으로도 불

린다. 따끼엡 북쪽으로 거대한 

금색의 불상이 바다를 향하고 

있는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끼엡 입구에는 해산물을 파

는 야외 식당들이 줄지어 있어 

오며 가며 식사를 즐기기에도 

좋다. 후아힌 시내에서 남쪽으

로 4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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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렉 파이 Khao Hin Lek Fai View Point

후아힌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힌 렉 파이에서는 후아힌 시내 및 해

변의 전경을 감상하기 좋다. 드넓은 초록을 지나 아기자기해 보이는 후아힌 시내, 해

변에 즐비한 호텔 너머로 넓은 수평선이 펼쳐진다. 특히 이른 새벽이나 해질녘에 풍

경을 감상하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다. 정상까지 차량이나 뚝뚝으로 이동이 가능하

며 전망 포인트까지는 숲이 깊지만 잘 가꿔 놓은 산책로가 있어 가볍게 다녀올 수 있

다. 정상에서는 라마 7세 동상도 볼 수 있다.

야시장 Night Market

후아힌에서 꼭 한번은 들러봐야 할 곳. 데찬누칫 거리Dechanuchit Road의 한 귀퉁이에

서 시작한 야시장이 길 건너 맞은편 블럭까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야시장에서는 각

종 해산물과 태국 요리 등 푸짐한 

먹거리를 일반 식당보다 저렴한 가

격에 맛볼 수 있으며, 각종 기념품,  

옷, 생활용품 등을 살 수 있다. 

  Hua Hin Soi 72, Thanon 

Dechanuchit   17:00~24:00

>>  RESTAURANT
해변 도시답게 후아힌에는 해산물 요리가 풍부하다. 선착장 주변에 대형 해산물 레스

토랑이 들어서 있으며 밤마다 열리는 야시장에도 신선하고 풍성한 해산물로 가득하다. 

브라세리 드 파리 
Brasserie De Paris

후아힌 선착장 주변에 해변을 따라 해산

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레스토랑이 몰

려 있다. 주로 저녁시간 때에 사람들이 많

이 찾으며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바다 위에 목조건물로 지어져 전망

도 좋다. 

  Thanon aresdamri   11:00~22:00  

 씨푸드 250B~595B, 파스타 250B~ 

350B 

나렛담리 거리 Naresdamri Road 

다양한 식당과 바들이 모여 있는 거리로 

힐튼 호텔이 있어 이정표가 된다. 태국 음

식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음식 등 각종 서

양 음식을 요리하는 레스토랑을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밤이 되면 저렴한 가격의 맥

주와 해산물 바비큐로 여행자들의 발길을 

잡는 펍들로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는

다. 레스토랑 외에도 옷 가게, 기념품 가

게, 마사지 숍 등이 가득해 시간을 보내기 

좋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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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51 COCO51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야외 레스토랑으로 

키 큰 야자수가 있는 정원에 테이블이 배

치돼 있다. 편안한 분위기의 고급 레스토

랑으로 각종 해산물 요리와 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와인 리스트도 다양하다. 

 51 후아힌 바다 쪽으로 도로 끝   

Thanon Naebkehat Soi 51   11:00~ 

23:00   해산물 요리, 스테이크 220B~ 

790B, 태국 요리 150B~490B   032-

515-597, www.coco51.com

오션사이드 
Oceanside Beach Club & Restaurant

푸타라싸Putharacsa 풀빌라 안쪽으로 바

다에 면해 있는 우아한 분위기의 야외 

레스토랑. 풀빌라 안쪽에 위치한 만큼 

매우 조용하며 잔잔한 분위기다. 각종 

해산물 요리와 코스 요리, 일품요리 등

을 선보인다. 

 푸타라싸 풀빌라 안쪽   22-65 

Naebkaehat   11:30~22:30   해산

물 요리 250B~750B, 음료, 맥주, 칵테일 

90B~200B   032-531-470, www.

oceansidebeachclub.com

라 그라빠 La Grappa 

전문 레스토랑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고급 식당이다. 야외 테이블과 더불어 

에어컨 나오는 실내도 있다. 홈메이드 파

스타와 리조또 전문점이며 피자를 굽는 

화덕을 직접 볼 수 있다. 가격은 비싼 편

이지만 맛이 좋아 인기가 좋다. 특히 저

녁 시간에는 예약 손님이 많아 자리 잡기

가 쉽지 않다.

  왓 후아힌 뒤쪽    20/5, 20 Poolsuk  

 런치 12:30~14:30, 디너 18:00~ 

23:00   리조또, 파스타 320B~460B, 

피자 280B~420B, 맥주 130B~150B   

032-516-510, www.lagrappa-

ristorante.com

하이디 가든 레스토랑 
Heidi’s Garden Restaurant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태국 음식

을 맛볼 수 있는 곳. 깔끔하게 요리되어 

나오며 전반적으로 맛도 괜찮다. 매번 갈

아주는 흰색의 테이블보가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 준다. 서비스 또한 편안하고 

친절한 편이다.

 왓 후아힌 뒤쪽   2/1 Poolsuk   

11:00~24:00   태국 요리 40B~160B, 

해산물 요리 230B~320B, 음료 30B~ 

70B, 맥주 45B~170B    032-532-367, 

www.heidis-gerdenrestaurant.com

센타라 그랜드 리조트 
Centara Grand Resort & Villas

1923년에 라마 왕의 여름 별장에 오는 손

님들을 위해 지은 곳이다. 동물 모양으로 

가지를 쳐 가꾼 정원은 후아힌 소피텔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호텔에는 2개의 퍼

팅 그린과 3개의 수영장, 테니스 코트, 당

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 클럽 등

의 부대시설이 있다.

 Hua Hin Beach   1 Damnernkasem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4,400B  

 032-512-021,  www.

centarahotelsresorts.com

>>  ACCOMMODATIONS
차암부터 후아힌까지 해변을 끼고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서 있다. 저렴한 숙소인 게

스트하우스는 선착장 방면과 시내 방면에 있지만 시설에 비해 많이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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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후아힌 리조트 & 스파 
Hilton Hua Hin Resort & Spa

후아힌 시내 해변가에 위치해 있어 지리

상으로 상당히 좋다. 초고층 빌딩의 개인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싸얌만의 야경

은 후아힌의 아름다움을 대변해 주며 특

히 17층에 마련된 중국 레스토랑은 이러

한 풍경과 함께 중국 본토의 최고급 요리

를 제공한다. 스파, 테니스, 스쿼시, 하이

킹, 승마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Hua Hin Beach   33 Naresdamri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5,200B  

  032-538-999, www.hilton.com 

치바솜 헬스 리조트 & 스파 
Chiva-Som Health Resort & Spa

온천 휴양지이자 건강 리조트로 유명한 치

바솜. 리조트에 묵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숙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치바솜에

서는 지압 서비스, 건강과 미용 상담, 라이

프 스타일 강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회원제로 운영되지만 외국인은 임시 

회원 가입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Hua Hin Beach   73/4 Phetchakasem 

Road   032-536-536, www. 

chivasom.com

하얏트 리젠시 후아힌 Hyatt Regency Hua Hin

외관에서부터 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가

득한 리조트. 객실 내부는 원목을 사용해 

모던하게 꾸몄다. 수영장은 라군 형태의 

수영장과 해변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등

으로 나뉘어져 있다. 해변 수영장에서는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Hua Hin Beach  91 Hua Hin-

Khao Takiab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4,400B    032-521-234, www. 

huahin.regency.hyatt.com 

아난타라 리조트 & 스파
Anantara Resort & Spa

태국 전통 양식의 건물과 정원으로 둘러

싸인 스파 전문 리조트다. 8가지의 다양한 

고급 스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여

행자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객실도 넓

고 우아하며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Hua Hin Beach    43/1 Phet 

kasem Beach Road    인터넷 비수

기 트윈 4,500B    032-520-250, 

www.anantara.com 

두싯 리조트 & 폴로 클럽
Dusit Resort & Polo Club

차암 비치 남쪽에 자리한 고급 리조트. 넓

은 수영장과 아름다운 정원이 장점이다. 

부대시설로는 5개의 레스토랑, 4개의 바, 

해양스포츠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Cha-Am    1349 Petchkasem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4,800B  

  032-520-009, www.dusit.com

리젠트 차암 비치 리조트
The Regent Cha-Am Beach Resort

700개의 객실을 갖춘 후아힌 최대 규모

의 고급 리조트로 해변과 맞닿은 넓은 

수영장이 인상적이다. 객실은 3개의 단

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3

개의 수영장, 9개의 레스토랑, 사우나 

시설 등이 있다. 

  Cha-Am Beach   849/21 Cha-

Am Beach   인터넷 비수기 트윈 

2,590B   032-508-123~7, www. 

regent-chaam.com 

에바손 후아힌 리조트 & 스파
Evason Hua Hin Resort & Spa

비수기라 할지라도 12,000B을 상회하

는 단독 풀 빌라를 갖추고 있어 허니문

으로 인기가 많은 리조트다.

  Pranburi, Paknampran Beach    9 

Parknampran Beach   인터넷 비수기 

트윈 3,356B   032-632-111, www.

sixsenses.com/evason-hua-hin

중
부  

후
아
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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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규모 면에서 

세 번째로 큰 카오 야이 국립공원은 잘 보존된 원시림과 강, 

폭포, 초원 등이 펼쳐져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다. 이곳에

서 각종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트레킹, 암벽등반, 

래프팅 등 다양한 산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카오 야이 숲Khao Yai Forest은 동 파야옌

Dong Phayayen과 더불어 2005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카오 야이 국립공원✻
Khao Yai National Park

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카오 야이 국립공원 중앙에 국립공원 사무실Head Quarter과 방문자 센터가 

자리했다. 

  037-356-033, 044-249-305, khaoyai_np@hotmail.com 

기후▶▶ 이곳의 기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기Rainy Season는 5~10월 사이로 많고 적은 

양의 비가 계속 온다. 이 시기에는 계곡의 물이 많아져 거대한 폭포가 이루는 장관을 볼 수 있

으며, 비가 온 뒤에는 맑게 갠 환상적인 하늘이 열린다. 우기 뒤인 11~2월 사이에 찾아오는 한

기Cold Season는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해 최저기온이 10도 정도로 쌀쌀하고 춥다. 낮에는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하이킹이나 트레킹 등의 레포츠를 즐기기에 좋다. 건기Hot Season는 

3~4월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데 기온은 20~30도 정도로 덥고 건조하다. 이 기간에

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4월 정도에는 종종 폭포가 마르기도 한다.

복장▶▶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복장은 가급적이면 화려하고 다채로운 의상보다는 카키색

이나 황토색 계열의 의상을 위아래로 맞춰서 입는 것이 좋다. 야생동물이 놀라지 않게 하며 

더욱 자연 생태계를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관찰이나 트레킹, 암벽등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등산화를 신으면 가장 좋겠지만 험한 곳을 가지 않는다면 평소에 신던 

편안한 운동화도 나쁘지 않다. 우기에 방문할 경우에는 우비를 챙기는 것이 좋으며 카메라 등

의 장비를 위해서 방수가 가능한 가방이 있으면 좋다. 



201

How to Go

개별 여행자가 카오 야이 국립공원에 바로 찾아가는 방법은 쉽지 않다. 대중교통의 연결이 복

잡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도 길을 찾아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에 방콕에서 여행사를 통해 미리 일정을 예약한 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미니밴인 롯뚜를 이용해 빡청을 거쳐 카오 야이 국립공원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하다. 방콕 전승기념탑에서 빡청으로 가는 미니밴이 05:00~20:00에 1시간마다 운행된

다. 빡청에서 방콕으로 가는 미니밴은 빡청 시내에서 04:00~20:00에 1시간마다 운행된다. 

  잠농투어Jamnong Tour 방콕 080-981-9603, 빡청 089-616-1952

   조류 관찰 1박 2일 투어 

1일차>> 06:00 방콕 출발 → 08:00 카오 야이 국립공원에 도착 후 조류 관찰지로 이동  → 11:00 

장비(쌍안경, 망원경 등) 사용법 교육  → 12:00 점심 식사  → 13:00 산길 이동 방법 교육  → 14:00 

조류 관찰 후 호텔 체크인  → 18:30 저녁 식사  → 20:00 관찰한 조류 목록 확인 및 슬라이드 감상 

21:00 숙소 

2일차>> 05:00 기상  → 05:30 아침 식사 후 조류 관찰  →12:00 점심 식사  → 13:00 호텔 체크

아웃 후 조류 관찰  → 16:00 관찰한 조류 목록 확인 및 다과  →19:00 방콕 도착 

버드 아이 뷰 Bird Eye View Tours Co., Ltd.    02-742-0194~5, birdeyeviewtour@yahoo.com 

   암벽등반, 트레킹, 래프팅 

사리카 어드밴처 포인트 Sarika Adventure Point    037-328-432, sarika_ad@hotmail.com 

중
부  

카
오
야
이

국
립
공
원

카오 야이 국립공원 
Khao Yai National Park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오 야이 국립공원은 1962

년에 지정된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이다. 규모 면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국립공

원으로 싸라부리Saraburi, 나콘 나욕Nakon Nayok, 나콘 랏차시마Nakon Ratchasima, 프라

친부리Prachinburi 등 무려 4개 주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이 약 2,165.55㎢으로 지리

산 국립공원의 약 5배 크기다. 거대한 원시림과 폭포,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 군이 살

고 있는 이곳은 1982년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서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

기도 했다. 

카오 야이 국립공원에는 많은 산과 강, 폭포 등이 있다. 가장 높은 산인 카오 롬Khao 

Rom은 약 1,351m 높이이며 그밖에 카오 렘Khao Lam, 카오 깜빵 Khao Kampang, 카오 쌈 

욧Khao Sam Yod 등 많은 산들이 솟아 있다. 이 지역 안에는 광대하게 펼쳐진 초원과 

비옥한 숲이 넓게 들어서 있다. 

국립공원에는 총 5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강은 쁘라친부리 강Prachinburi River과 이 지

역의 농업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콘 나욕 강Nakhon Nayok River, 람 타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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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강Lam Ta Kong River, 쁘라쁠렁 강

Praplerng River, 무앙 렉 천Muag Lek 

Stream 등이다. 또한 20여 개의 폭포가 

구석구석에 있어 시원한 경치를 자아

낸다. 

카오 야이 국립공원은 대부분이 열대

림으로 돼 있다. 이 거대한 숲에는 무

려 2,0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

며 300여 종의 조류, 70여 종의 포유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방콕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류 서식지인 카오 야이 

국립공원은 다양한 종류의 새를 관찰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조류를 관찰하기 위해 유럽

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한다.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가지고 숲

으로 들어가서 곳곳에 숨어 있는 새를 

관찰하는 재미가 카오 야이의 매력 가

운데 하나다. 

또한 백만 마리에 가까운 박쥐들이 살

고 있다. 이를 보기 위해선 공원의 북쪽 

입구에서 6km 가량 가야 한다.  하지만 

동굴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므

로 입구에서 박쥐 떼가 날기까지 기다

린 다음에 여유롭게 사진 촬영 등을 하

는 게 좋다. 

야간에는 차량을 타고 공원 사파리 투

어에 참가할 수 있다. 해가 저물고 난 

뒤에 국립공원의 여러 지역을 이동하

며 각종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사

슴이나 원숭이 떼는 힘들이지 않고 쉽

게 발견할 수 있으며, 운이 좋을 때는 

야생 코끼리나 야생 돼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산을 즐기는 사람에게 카오 야이 국립

공원은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

곳에서는 암벽등반을 비롯해 트레킹, 

래프팅, 로프 하강 등의 레포츠를 할 수 

카오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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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방콕에서 카오 야이 국립공원

까지 왕복하는 투어가 있어 어렵지 

않게 다양한 산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공원의 이곳 저곳에 캠핑장이 마

련돼 있어 텐트를 설치해 야영할 

수 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새소

리와 향긋한 풀 향기를 즐길 수 있

으며 종종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방콕에서 출발하는 여행사 투어

에 숙소와 식사가 포함돼 있기 때

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식

사는 숙소의 식당에서 먹거나 야

외 활동 중에는 여행사에서 준비

한 도시락 등을 먹는다. 다만 매점

이 많지 않아서 출출함을 해결할 

간식 등은 출발 전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촉차이 농장 Farm Chokchai

촉차이는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낙농 농장이다. 

농장에서 마련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농장의 

삶을 체험하고, 동물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투어는 시간에 맞춰 

단체로 출발해 약 3시간 가량 진행된다. 투어에는 소 젖 짜기 체험과 카우보이 공연 

등이 포함된다.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춰진 촉차이 농장 캠프에서는 1박

2일 또는 2박3일 캠핑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촉차이 농장에는 먹거리도 

풍부하다. 우유 음료와 아이스크림, 캔디 등은 간식거리로, 햄버거, 스테이크 등은 식

사로 좋다. 

  159-160 Moo 2, Nong Nam Daeng    화~금 10:00, 14:00, 토~일, 공휴일 09:00~11:40, 

13:00~15:40 20분 간격    어른 300B, 어린이 150B   방콕 02-998-9381, 농장 044-

328-386, 485, www.farmchokchai.com 

빡청 카오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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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쏨분 클럽 Thongsomboon Club

말 타기, 루지, 고 카트, 플라잉 폭스, 스카이 리

프트, 로데오, ATV 등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포츠 시설이 있는 곳이다. 통쏨분 클

럽 입구에서 차터카를 타고 2km를 가면 자연

에 둘러싸인 액티비티 장소가 나온다. 

 119 Moo 10, Highway 2243, Pak Chong   08:30~18:00   차터카 50B, 각 시설 150B  

  044-312-248, www.thongsomboon-club.com 

쉽랜드 Sheep Land

빡청에서 카오 야이 국립공원으로 진입하는 

타논 타나랏Thanon Thanarat에 자리한 양 목장

이다. 여기저기 양 인형을 배치하는 등 아기자

기하게 꾸몄지만 양 목장이라고 하기에는 양

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태국 단체 

관광객들은 양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입구 가게를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꾸며 놓고 양 인형, 양 크림, 양이 그려진 옷 등 양과 관련된 기념품을 판매한

다. 

  빡청 시내에서 카오 야이로 가는 길인 타논 타나랏    09:00~18:00, 수요일 휴무    

40B     087-715-6795

그랑몬테 아쏙 밸리 GranMonte Asoke Valley

자연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쏙 밸리에 

자리한 와이너리. 카오 야이 국립공원에서도 

편리하게 닿을 수 있다. 예약 후 주말에 찾으

면 무료 와이너리 가이드 투어가 가능하다. 와

이너리 내에 자리한 몬티노 숍에서는 와인은 

물론 포도 주스, 잼, 건포도 쿠키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 빈코토에서는 로맨틱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52 Moo 9 Phayayen, Pak Chong    10:00~    081-923-2007, www.granmonte.com 

PB 밸리 와이너리 PB Valley Khao Yai Winery

태국인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을 선보

이고자 1989년에 설립한 대규모 와이너리. 

한때 싱하 비어 회장을 역임한 설립자Piya 

Bhirombhakdi의 이름을 따 PB밸리라 이름 지

었다. 방콕에서 150km 동북쪽 카오야이 국

립공원 끝자락에 자리했으며, 리조트와 레스

토랑을 갖추고 있다.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30분, 3시30분에는 와인 테이스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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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와이너리 투어가 마련된다. 

  10 Moo 5 Phayayen, Pak Chong    08:30~16:30    036-226-415~6, www.

khaoyaiwinery.com 

빨리오 카오 야이 Palio Khao Yai

빡청에서 카오 야이 국립공원으로 진입하는 

타논 타나랏에 자리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

을을 본떠 만들었다는 빨리오에는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작은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카

오 야이 인근에 자리한 농장인 짐 톰슨 팜, PB 

밸리 와이너리 등에서 운영하는 가게도 있어 

기념품을 구입하기에도 좋다. 입구에 자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알 프레스코를 비롯

해 레스토랑과 카페도 여럿 있는데, MK 레스토랑과 푸드 빌리지가 가장 인기다. 푸

드 빌리지는 40B~60B 정도에 태국 요리를 먹을 수 있는 푸드 코트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낸다. 

  빡청 시내에서 카오 야이로 가는 길인 타논 타나랏    146/1 Thanon Thanarat    044-

365-888

프리미엄 아울렛 카오야이 Premium Outlet Khao Yai

빡청 시내 중심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아울렛. 라꼬스떼, 디젤, 미스 식스티 등 

중저가의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

로 만나볼 수 있다. 도로 맞은편에는 대형 할인

점인 로터스가 자리했다. 

  888 Moo 7 Nong Nam Daeng, Pak Chong    

09:00~20:00    044-377-555, www.outletmallthailand.com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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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PPING

 ✻ ACTIVITIES
라이프 파크 카오 야이 Life Park Khao Yai

슬라이드, 스피드 웨이, 클레이 사격 등 20여 

가지가 넘는 놀이 시설을 갖춘 공원. 카오 야

이 국립공원이 바라보이는 그리너리 리조트 

내에 자리했다. 범퍼 보트, 미니 카 등 아이들

을 위한 놀이 시설도 다양하다. 

  188/1 Thanon Thanarat, Pak Chong    

09:00~18:00   패스 160B, 8패스 1,200B, 14패스 1,960B    044-297-668, lifepark.

greenery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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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야시장 Night Market

방콕행 미니밴이 

서는 빡청의 타논 

밋뜨라팝Thanon 

Mittraphap 인근에 

매일 저녁 형성되

는 시장이다. 관광객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므로 기념품과 같은 품목은 거의 

없고 먹거리, 과일, 잡화 등을 판매한

다. 현지인들과 어울려 국수, 꼬치구이, 

생선구이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다. 

란리라 Larn Lee Lar

카오 야이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레스토

랑 겸 카페다. 나무로 지은 레스토랑 건물

은 빈티지한 느낌을 한껏 살려 암파와 수

상 시장의 옛 집과 같은 느낌이 든다. 구석

구석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분위기를 

더해 커피를 마시며 쉬어 가기에 좋다. 

 빡청에서 타나랏 로드로 진입해 9km 

 119/19 Thanon Thanarat   커피 50B~  

 09:00~20:00   081-801-4759

촉차이 스테이크버거 Chokchai Steakburger

촉차이 농장에 자리한 버거 전문점이다. 

촉차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고기로 두툼

한 패티의 버거를 선보인다. 패티는 소고

기와 돼지고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와규나 쿠로부타는 오리지널보다 조금 

비싸다. 버거에는 치즈, 베이컨, 양파를 

추가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넣어야 

최상의 맛이 난다. 사이드 메뉴로 감자튀

김과 미트볼, 소시지도 판매한다. 촉차이 

스테이크버거는 촉차이 농장 내에 두 군

데에 있으며, 매표소 근처에는 촉차이 스

테이크 하우스도 자리했다. 

 촉차이 농장   159-160 Moo 2, 

Nong Nam Daeng  오리지널 110B, 

풀옵션 오리지널 150B   08:00~19:00

란초 찬위 컨트리 클럽 Rancho Charnvee Resort & Country Club

카오 야이 국립공원 동 파야옌의 푸르름과 

어우러진 골프 코스다. 18홀 72파의 챔피언

십 코스로 2011년에는 태국 태틀러 잡지에

서 선정한 ‘태국 최고의 골프 코스’로 뽑혔다. 

클럽 하우스와 레스토랑, 로커 룸 등의 부대

시설을 포함해 리조트를 함께 운영한다. 

  333/2 Moo 12 Khanongphra, Pak Chong    044-756-210~3, www.ranchocharnvee.com 

마운틴 크릭 골프 리조트 Mountain Creek Golf Resort & Residences

메이저 대회에서 5회나 우승한 세베 바예스테

로스가 디자인한 27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 하

일랜드, 크릭, 밸리로 나뉘어진 코스는 힘과 정

교함을 동시에 요구한다. 클럽 하우스와 레스

토랑, 로커 룸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해 5성급 

리조트를 함께 운영한다. 

  99/9 Moo 12 Mittraphap, Pak Chong    044-756-100~5, www.mountaincreekthai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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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 야이 국립공원 내 숙소 
National Park Accommodations

대중교통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카오 야

이 국립공원을 찾았다면 공원 내에 묵는 

게 현명하다. 공원 밖의 숙소는 너무나 멀

고 썽태우는 한정돼 있다. 또한 공원을 입

장할 때마다 입장료 400B을 내야 하므로 

비용도 만만찮다. 호텔처럼 좋다고 할 수

는 없지만 공원 내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

가 가능한 방갈로와 로지가 마련돼 있다. 

방갈로는 적은 인원이, 로지는 많은 인원

이 쓰기에 적당하다. 캠핑장도 나쁘지 않

다. 태국의 국립공원에 자리한 캠핑장들

은 취사장, 샤워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

다. 텐트와 기타 장비들도 대여 가능하다. 

숙소를 예약하려면 인터넷 예약(www.

dnp.go.th/parkreserve/reservation.asp) 후 

입금(끄룽타이 039-6-02816-0)을 하

고, 예약 코드, 예약자 이름, 국립공원 이

름을 적어 확인 메일(np_income@dnp.

go.th)을 보내야 한다. 

 카오 야이 국립공원 내  방갈로 

800B~, 로지 2,000B~, 캠핑 사이트 30B, 

텐트 대여 250B~   037-356-033

빡청 랜드마크 Pak Chong Landmark

카오 야이 국립공원 입구까지는 차로 30분, 

빡청 시내까지는 차로 5분 가량 거리에 자

리한 비교적 저렴하고 깔끔한 호텔이다. 객

실 시설에 비해 로비가 화려한 편이며, 수영

장도 아주 크다. 객실은 넓은 편으로 객실 

내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51/1 Thanon Mittraphap   인터넷 

비수기 1,400B~   044-280-047, 

www.pakchonglandmarkhotel.com 

디스커버리 힐 Discovery Hill

카오 야이 국립공원 입구까지는 차로 25분, 

촉차이 농장까지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자

리했다. 별다른 부대시설은 없지만 카오 야

이의 자연과 잘 어우러진 녹색 풍경이 좋은 

곳이다. 객실에는 발코니가 딸려 있다. 

  379 Moo 1, Nong Nam Daeng  인

터넷 비수기 1,300B~   083-796-8064

그리너리 리조트 The Greenery Resort

카오 야이 국립공원 인근에 자리한 대규

모 리조트. 그리너리 룸에서 그린 밸리 스

위트까지 8개 타입의 객실을 갖췄다. 부

대시설로는 수영장, 스파, 레스토랑을 비

롯해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춘 라이프 파

크가 있다. 

 188/1 Thanon Thanarat, Pak Chong 

 3,500B~  044-297-668, www.

greeneryresort.com 

무티마야 풀빌라 
Muthi Maya Forest Pool Villa Resort

카오 야이를 대표하는 고급 리조트. 2010

년에는 로이터에서 선정한 가장 로맨틱

한 전 세계의 리조트 중 7위에 오르기도 

했다. 레스토랑, 스파, 수영장 등 부대시

설에 더해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를 지녔다. 

 1/3 Moo 6 Thanon Thanarat, Pak 

Chong  USD786~  044-426-000, 

www.muthimaya.com 

>>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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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청 랜드마크 그리너리 리조트  무티야마 풀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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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이는 태국 동북부의 자그마한 마을에 불과한 곳이지만, 태국 내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앙코르 시대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당시 앙코르 제국은 캄보디아 

본토와 태국의 동북부는 물론 라오스의 남부까지 영토를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이 같은 건축물들을 곳곳에 남겨 놓았다. 특히 피마이는 제국의 중심지에서 

라오스 지역을 오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던 주요 지역 중 하나였다. 

현재 피마이에는 중앙의 사원만이 보존돼 있다. 마을을 둘러쌌던 성곽은 

허물어지고 문의 형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성 한가운데 있던 사원은 태국 

정부가 복원 작업을 통해 역사공원 Historical Park이라는 이름으로 정비했다. 

캄보디아 씨엠리업에 자리한 앙코르 유적만큼 광대하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앙코르 유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므로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찾아 

봐도 좋을 것이다. 

피마이는 태국 동북부의 자그마한 마을에 불과한 곳이지만, 태국 내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앙코르 시대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당시 앙코르 제국은 캄보디아 

본토와 태국의 동북부는 물론 라오스의 남부까지 영토를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이 같은 건축물들을 곳곳에 남겨 놓았다. 특히 피마이는 제국의 중심지에서 

라오스 지역을 오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던 주요 지역 중 하나였다. 

현재 피마이에는 중앙의 사원만이 보존돼 있다. 마을을 둘러쌌던 성곽은 

허물어지고 문의 형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성 한가운데 있던 사원은 태국 

정부가 복원 작업을 통해 역사공원 Historical Park이라는 이름으로 정비했다. 

캄보디아 씨엠리업에 자리한 앙코르 유적만큼 광대하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앙코르 유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므로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찾아 

봐도 좋을 것이다. 

피마이✻
Phimai

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코랏의 관광청사무소와 호텔 등지에서 코랏 지도와 근교 몇몇 볼거리에 관

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환전▶▶  피마이 곳곳에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으므로 환전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버스 Bus▶▶
 

방콕에서는 피마이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다. 피마이로 가려면 동북부의 대표

적인 도시인 나콘 랏차시마 Nakhon 

Ratchasima로 먼저 가야 한다. 참고로 나

콘 랏차시마는 본 이름보다 코랏 Khorat, 

Korat이라는 별칭으로 더 자주 불린다. 

북부 터미널 3층에서 나콘 랏차시마행 

표를 판다. 1등석 에어컨 버스의 요금

은 198B. 여러 버스 회사에서 24시간 

내내 15~30분 간격으로 1대씩 운행하

며 코랏까지는 3시간 가량 소요된다. 

그밖에 2등석 에어컨 버스도 운행된다. 

코랏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두 곳 있

How to Go

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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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이 유적 Phrasat Hin Phimai

피마이 역사공원(쁘라쌋 피마이)은 태국에서 가장 

큰 앙코르 스타일의 대승불교 사원이다. 오늘날 피

마이는 나콘 랏차시마에 속한 자그마한 마을에 불

과하지만 캄보디아의 앙코르 제국이 이 지역을 지

배할 당시에는 씨엠리업과 라오스 지역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던 행정 중심지였다. 역사공원으로 

꾸며져 있는 이곳의 탑과 성벽은 1036~1046년경 

작성된 피마이에 관한 기록에 수리야바르만 1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수리야바르만 1

 ✻ BEST SIGHTS 

다. 그중 피마이행 버스가 출발하는 곳은 제 2터미널이다. 방콕의 북부 터미널에서 코랏으로 

가는 표를 살 때에 어느 터미널로 가는지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제 2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

는 게 덜 번거롭다. 태국어로 제 1터미널은 버커써 능이라고 하고, 제 2터미널은 버커써 썽 혹

은 새 터미널이란 뜻의 버커써 마이라고 한다. 혹시 제 1터미널로 도착했다면, 뚝뚝으로 제 2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한다. 코랏에서 피마이로 가는 버스는 05:00~19:00에 30분마다 1대씩 

운행된다. 1시간30분 가량 걸리며, 요금은 에어컨 버스가 50B, 팬 버스가 37B이다. 

  기차 Rail▶▶
 

방콕에서 나콘 랏차시마까지 기차가 다닌다. 하지만 버스보다 오래 걸리고, 피마이로 가는 버

스를 타기 위해 다시 버스 터미널로 가야 해 불편하다. 나콘 랏차시마에 머물며 피마이를 오간

다면 고려해 볼만한 수단이다.  

방콕 → 나콘 랏차시마    

   SP RAP EXP  ORD RAP  EXP RAP EXP EXP RAP RAP
   EXP  DRC    DRC   DRC  
 DRC
  21 135 71 233 145 77 139 67 73 141 143

    2 2-3 2 3 2-3 2 2-3 1-2-3 2 2-3 2-3

  방콕  05:45 06:40 10:05 11:40 15:20 18:30 18:55 20:30 21:50 22:25 23:40

  나콘 랏차시마  10:02 12:12 14:27 16:50 21:15 22:48 00:07 01:33 02:00 03:34 05:25

나콘 랏차시마 → 방콕    

   RAP RAP SP  EXP RAP  ORD EXP RAP RAP SP EXP
     EXC     DRC   EXP DRC
   DRC       DRC
  144 142 74 68 140 234 72 136 146 22 78

    2-3 2-3 2-3 1-2-3 2-3 3 2 2-3 2-3 2 2-3

  나콘 랏차시마  20:46 22:32 22:54 23:37 00:51 08:22 10:18 12:33 14:50 18:47 23:06

  방콕  03:15 04:25 04:35 05:50 07:30 14:15 14:50 18:40 21:00 23:15 05:0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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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때(1002~1050년)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107년 건축된 앙코르 왓보다 

앞선 것이다. 

사원의 외부는 현재는 물론 당시 사람들이 살던 마을로 그 외각에는 다시 붉은 벽돌

로 쌓은 성벽이 둘러쳐 있었고 동서남북 정 방향으로 각각 문이 나 있었다. 현재 성벽

은 모두 무너지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 있으며, 각 방향의 문도 그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인 정문은 쁘라뚜 차이(승리의 문)라 불리는 남쪽 방

향의 문이다. 당시 앙코르로 향하는 고대 도로와 연결돼 있던 남쪽 문은 현재 바로 안

쪽에 버스 터미널이 있어 쉽게 가 볼 수 있다. 

당시 번화했던 피마이가 쇠락한 이유로는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이 견고하지 않아 붕

괴되기가 쉬웠고, 이 지역이 인간 활동이나 기후에 불리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유적의 입구는 외부 성곽 남문과 마주보고 있는 사원의 남쪽 문이다. 이곳으로 입장

을 하면 나가 장식이 있는 십자형 다리가 계단 위에 있고, 특이하게 생긴 돌 사자 두 

마리가 계단 양측에 앉아 보초를 서고 있는 게 보인다. 이 다리는 신이 살고 있는 메

루산(수미산)으로 가는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리를 건너는 것은 신의 세계로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다리의 옆쪽으로 건물이 하나 있다. 당시에 쓰이던 동전이 이

곳에서 발견돼 ‘귀중품을 보관했던 곳’이라는 의미로 다르마살라 Dharmasala라고 부

르지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시 나가 다리로 돌아와 

다리와 연결된 고푸라(입구 탑)를 통과하면 ‘기록을 보관했던 곳’이라는 의미인 반

날라이 Bannalai라는 직사각형 건물이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경전 등을 보관했

던 장소로 추측하고 있다. 다음 건축물은 회랑이라는 뜻의 클로이스터 Cloister로, 안

쪽의 세 탑을 빙 둘러싸고 있으며, 각 정 방향으로 문이 하나씩 나 있다. 안쪽의 눈에 

띄는 하얀 사암 건물이 중앙 탑으로, 쁘라쌋 피마이의 중앙 사당이다. 이 탑은 이런 종

류의 사원 중 태국 내에서 가장 크다. 사원은 2단으로 된 기단 위에 세워져 있고, 위로

는 탑이 올라가 있는데, 이는 신이 사는 높은 산을 의미한다. 탑은 연꽃의 봉오리 모양

을 모방한 것으로 일반적인 크메르 유적의 탑들과는 다르게 각 방향에는 가루다가 

처마를 지키고 서 있다. 이 지붕의 모양은 앙코르 왓과 흡사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다. 탑의 하단 부분은 마름모꼴 나뭇잎 형태와 연꽃 잎과 같은 식물에서 모티브를 얻

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장식돼 있다. 

피마이는 1954년부터 복원 프로젝트가 성립됐고, 1962년 프랑스 정부 산하 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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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승인 아래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1981~1989년에 진행된 2차 프

로젝트로 현재의 역사공원으로 꾸며졌다.    07:00~18:00    100B

피마이 국립 박물관  Phimai National Museum 피핏타판 피마이

이곳에는 나콘 랏차시마를 비롯해 차이야품, 부리람, 쑤린, 씨싸껫 등 태국 이싼의 

남쪽 파트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한데 모아 전시해 놓았다. 대부분의 전시물들은 캄

보디아의 유적과 관련이 깊다. 1964년 야외 박물관 형식으로 개관됐다가, 1989년 

정부 산하 미술부의 지원 아래 재개발 사업이 이뤄져 1993년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선보였다.    09:00~16:00     100B

싸이 응암 Sai Ngam

피마이에서 동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수령 350여 년의 보리수

들이 약 15,000 평방m의 공간에 그물처럼 엉켜 있는 곳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큰 보리수 공원 중 하나다. 규모에 비해 그다지 웅장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한적

하고 조용한 분위기다. 

>>  RESTAURANT
마을 내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기껏해야 피마이 호텔 내

의 식당과 바이떼이 Bai Teiy 정도가 영어 메뉴를 가지고 있는데, 두 곳 모두 맛은 그다지 신

통치 않은 편이다. 그 외에 자그마한 규모의 현지 식당들이 몇 곳 있다. 특히 저녁 때면 방

콕 은행 앞에 야시장이 펼쳐지고 그 부근에 쌀국수 등을 파는 노점들이 등장한다.

>>  ACCOMODATIONS
피마이는 작은 마을이다. 또한 여행자 숙소가 많은 코랏에서 멀지 않은 거리라 피마

이 내에는 그다지 숙소가 많지 않다.

올드 피마이 게스트하우스 
Old Phimai Guest House

한 가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시설

은 좀 낡고 심플하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거쳐 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근교 여

행, 교통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개별적인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

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욕실이 딸린 방

은 없고, 모두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

전거 대여, 인터넷 등도 가능하다. 

 피마이 역사공원에서 도보로 3분   

214 Moo 14 Chomsuda Sadet Road  

 도미토리 100B, 팬 룸 싱글 170B, 더

블 200B, 에어컨 룸 싱글 450B, 더블 

450B    044-471-918

피마이 호텔 Phimai Hotel

몇 안 되는 마을 내 숙소 중 가장 고급 숙

소다. 가격대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객실이 

있는데, 시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이

다. 각방에 티브이가 설치돼 있고 욕실에

서는 순간 온수기도 사용할 수 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위치해 찾기 쉽다. 

 버스 정류장 종점 바로 옆   팬 룸 

250B~280B, 에어컨 룸 400B~540B, 아

침 식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할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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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각종 해양 스포츠로, 밤에는 휘황찬란한 유흥 시설로 여행

자를 유혹하는 파타야. 파타야는 태국 동부 해안 최고의 휴양지이

자 세계적인 휴양지다. 방콕에서 147km 거리로 버스로 2시간 정

도면 찾을 수 있어 여유가 많지 않은 여행자가 찾기에도 그만이다. 

파타야✻Patt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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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

 
 

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태국관광청(TAT)은 카오 프라 땀낙 언덕에 있어 가기가 쉽지 않다. 여행사

와 호텔 등 시내 곳곳에 비치된 무료 정보지가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 않아도 된

다. 현지의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인 www.pattayacity.com도 참고하면 좋다. 

  태국관광청 038-429-113

관광경찰서▶▶  타논 파타야 썽Thanon Pattaya 2에서 중앙 도로를 지나 북쪽 우측에 있다. 

  038-429-371

우체국▶▶  파타야 비치에 자리한 우체국은 로열 가든 플라자 위쪽 골목인 쏘이 포스트 오피

스Post Office에 자리하고 있다.    038-429-341

 항공 Air▶▶
 

파타야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우따파오Utaphao 공항이 있다. 비정기적으로 인천-파

타야 구간이 운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시로 운항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발 전 여행사와 항

공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 방콕 쑤완나품 공항에서 내려서 파타야로 바로 가려면 공항 1층 

여행 안내 데스크에서 택시나 미니버스를 대절하면 된다. 택시는 1대 당 1,050B 정도에 흥정

이 가능하고, 미니버스는 2,500B 정도면 된다. 파타야에서 쑤완나품 공항으로 향할 때는 조

금 저렴한 가격인 1,800B 정도에 가능하다.

  버스 Bus▶▶
 

파타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이 방법이다. 쑤완나품 공항 버스 터미널에서 1일 3회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콕 시내에서 파타야로 바로 간다면 동부 터미널이 편리하다. 기차

는 방콕 후알람퐁 역에서 1일 1회 출발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파타야 버스 터미널은 방콕-

파타야 간을 이동하는 큰 도로인 타논 쑤쿰윗과 파타야 북쪽 해변을 잇는 타논 파타야 느아

Thanon Pattaya Neua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파타야에서 촌부리, 라용, 뜨랏으로 이동하려면 파

타야 큰길인 쑤쿰윗 로드 소형 버스 터미널에서 승차를 해야 한다. 파타야에서 캄보디아 앙

코르 왓으로 이동하려면 파타야 버스 터미널-방콕 북부 터미널-국경도시 아란야쁘랏텟-

캄보디아 씨엠리업 순으로 이동한다.

  파타야 버스 터미널 038-429-777

  

   구분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에까마이-파타야 05:00~23:00, 30분 간격 2시간30분 113B~128B

   머칫 마이-파타야 05:30~19:00, 30분 간격 2시간30분 97B~126B

   싸이 따이 마이-파타야 05:30~19:30, 1시간30분 간격 2시간30분 121B

   파타야-에까마이 04:30~23;00, 30분 간격 2시간30분 113B~128B

   파타야-머칫 마이 04:30~21:00, 30분 간격 2시간30분 97B~126B

   파타야-싸이 따이 마이 06:00~10:00, 12:00~16:00, 1시간 간격 2시간30분 121B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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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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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태우▶▶  파타야의 주요 교통 수단은 썽태

우다. 버스로 이용되기도 하고 택시로도 이용

이 가능하다. 손을 들어 지나가는 썽태우를 세

우고 탄 후, 내릴 때 천장의 벨을 눌러 세운 다

음 내려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썽태우 버스 

요금은 1인당 10B이다. 파타야 버스 터미널에

서 파타야 비치까지는 썽태우 버스 요금이 

50B이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일 때에는 썽태우를 택시

처럼 대절해서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 파타

야 시내의 웬만한 거리는 100B 미만으로 흥정

하면 된다.

오토바이, 자동차 대여▶▶  100cc 급의 오토

바이는 시내 곳곳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요금

은 200B. 대여 시 보증금 1,000B이나 여권 등

을 맡겼다가 반환 시 찾는다. 

시내 곳곳에 For Rent라고 적어 놓은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 렌트도 가능하다. 오픈 지프

가 700B 정도고 에어컨이 나오는 소형 승용차

는 1,200B 정도부터 흥정이 가능하다. 대여 

시 보증금 1,000B이나 여권이 필요하다.

미터 택시▶▶  파타야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썽태우의 인기에 밀려서인지 타는 

이들은 많지 않다. 좀티안 등 파타야에서 어

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을 여러 명이 이동하

는 경우에 고려할 만한 교통수단이다. 미터

기를 사용하지 않고 흥정하려는 경우도 종

종 있다.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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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의 해변들

파타야에는 파타야, 좀티안, 방쌀레 등의 비치가 자

리했다. 바다 자체는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진 

않지만 제트스키와 패러세일링, 바나나보트 등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파

타야 비치는 꼬 란으로 떠나는 보트와 산책을 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혼잡한 분위기이며, 좀티안이나 방

쌀레는 이보다 조용한 편이다. 최근 방쌀레 비치는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해변을 단장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조용한 해변에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려면 방쌀레로 향하

는 것도 좋다. 

꼬 란 Koh Larn

파타야에서 일일투어를 다녀오기 좋

은 곳으로 흔히 산호섬이라 불린다. 파

타야 비치보다 물이 깨끗하며 해변의 

모래가 곱다. 섬은 가로 세로 약 2km, 

5km 크기로 따이야이 Tai Yai, 텅랑 

Thonglang, 따웬 Tawen, 티안 Thien, 싸매 

Samae, 누안 Nual 등 크고 작은 해변을 

품었다. 꼬 란의 해변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은 따웬. 한국과 중국에서 온 일일

투어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지라 파타야 비치보다 혼잡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핫 따

웬의 해변에는 단체 관광객을 위한 식당과 의류, 액세서리,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가

게들이 늘어서 있으며, 각종 해양스포츠 시설이 마련돼 있다. 

 파타야 발리하이 선착장에서 꼬 란 나반 선착장까지 페리를 운항한다. 발리하이-나반은 

07:00~18:30, 나반-발리하이는 06:30~18:00에 30분~1시간3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승객이 

차면 출발하는 등 운항 시간은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는다. 45분 소요, 편도 30B. 파타야 해변

에서 출발하는 스피드보트는 꼬 란 내에서 이동하는 요금이나 오가는 시간을 따지면 오히려 

효율적이다. 15분 소요, 왕복 250B가량으로 흥정이 가능하다. 꼬 란 내의 각 해변으로는 썽태

우나 오토바이 택시로 이동하면 된다. 해변에 따라 썽태우는 20~40B, 오토바이 택시는 

40~60B

미니 싸얌 Mini Siam

파리 에펠 탑, 중국 자금성, 미국 자유

의 여신상, 캄보디아 앙코르 왓, 한국 

남대문 등 세계의 건축물을 축소해 놓

은 테마파크다. 방콕에서 봤던 왕궁과 

사원들도 축소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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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인스 월드나 소인국 테마파크 등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터미널에서 우회전해 100m 가량 가면 큰길인 쑤쿰윗 도로가 나온다. 길을 건너 우측으로 

100m 가량 가면 미니 싸얌    07:00~22:00    200B

수상 시장 Pattaya Floating Market

파타야에서 싸타힙 방면의 쑤쿰윗 로드 위에 자리한 수상 시장이다. 담넌 싸두악이

나 암파와 수상 시장과는 달리 이곳의 수상 시장은 인공적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수

로를 따라 장이 펼쳐지는 수상 시장의 면모는 그대로 보여준다. 시장은 목조 데크로 

이어진 길을 따라 구경하면 된다. 의류, 액세서리, 먹거리, 전통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110여 개의 상점이 수로를 따라 형성돼 있다. 수상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마사지 가게도 있다. 시장 입구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도 수상 시장을 돌아볼 

수 있다. 

 파타야에서 가장 큰 도로인 쑤쿰윗 로드에서 싸타힙 방면 썽태우를 탄다. 수상 시장은 농

눗 빌리지 가기 전에 자리했다   09:00~20:00    200B   038-706-340, www.

pattayafloating market.com

미모사 파타야 Mimosa Pattaya

쇼핑과 미식, 즐길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꾸민 작은 마을.  밝고 화사

한 파스텔 톤으로 꾸며 사진을 찍기 위

해 일부러 찾는 이들도 많다. 미모사 파

타야의 집들은 옛 프랑스 건물을 본떠 

만들었다. 이곳에 쇼핑, 레스토랑, 마사

지와 같은 매장이 들어서 있다. 쇼핑 매장뿐만이 아니다. 음악 분수가 자리한 공연장

에서는 트렌스젠더들이 선보이는 카바레 쇼가 펼쳐진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분

수대와 웅장한 사운드, 화려한 조명이 이뤄내는 공연은 45분간 진행된다. 그밖에 놀

이 공원과 박물관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입장료에는 카바레 쇼가 포함되며, 패키

지 입장권을 구매하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모사 파타야 내 레스

토랑이나 바를 예약한 후 입구에서 확인을 받으면 입장료가 무료다. 

 좀티안 엠배서더 호텔 맞은편    28/19-20 Moo 2, Najomtien, Sattahip    10:00~22:00, 

공연시간: 월~금 15:00, 17:00, 19:00, 21:00, 토~일 13:00 추가    외국인 풀 패키지 900B  

  038-237-318~9, www.mimosa-pattaya.com

동 
부  

파
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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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네트워크 아마존  Cartoon Network Amazone

만화 채널인 ‘카툰 네트워크’의 테마

로 선보인 세계 최초의 워터파크. 파타야 

남쪽에서 15km 떨어진 방쌀레에 자리했

다. 내부는 크게 10개의 테마로 나뉜다. 

거대한 파도 풀인 메가 웨이브, 두 물살이 

만나는 역조에서 2인 1조로 튜빙을 즐기

는 립타이드 래피드, 서핑을 배우거나 즐

길 수 있는 서파레나 등은 어른들도 줄을 

서서 탈 정도로 흥미롭다. 6개 구역에 흩

어져 있는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슬라이

드부터 서서 타는 슬라이드까지 타는 방

법과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 개장 시간 중

에 펼쳐지는 카툰 네트워크의 캐릭터 공

연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카툰 네트

워크 아마존 내에서는 손목 밴드를 충전해 현금처럼 사용한다. 워터파크 내에 자리

한 레스토랑, 아이스크림 가게, 디저트 가게 등의 부대시설 또한 손목 밴드로 이용하

면 된다. 

 쑤쿰윗 로드, 농눗 빌리지 입구   888 Moo 8, Najomtien, Sattahip, Chonburi    

10:00~17:30    어른(13~64세) 1,590B, 어린이(3~12세), 노인(65세 이상) 1,190B    038-

237-707, www.cartoonnetworkamazone.com 

눙눗빌리지 Nong Nooch Village

파타야 남쪽 15km 거리에 자리한 정원. 태국어로는 ‘쑤언 농눗’이라고 부른다. 프

랑스 정원 French Garden, 이탈리아 정원 Italian Garden, 동물 왕국 Animals Kingdom, 나비 

언덕 Butterfly Hill 등 개성 넘치는 30여 테마로 정원을 꾸몄다. 꼼꼼히 돌아보려면 한

나절이 부족할 만큼 정원의 크기가 방대하고 볼거리가 풍성하다. 시간 여유가 없다

면 셔틀버스 Sightseeing Bus를 타고 30분가량 정원을 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농눗 

빌리지에서는 정원 외에도 태국 전통 민속 무용, 코끼리 공연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

다.  농눗 빌리지는 파타야의 핵심 볼거리 중 하나지만 대중교통으로 찾기가 불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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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썽태우가 다니는 쑤쿰윗 로드까지 나오려면 2km가량 걷거나 택시를 타야 하므

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투어 프로그램에는 

교통과 입장료가 포함돼 있다. 

 파타야에서 가장 큰 도로인 쑤쿰윗 로드에서 싸타힙Sattahip 방면 썽태우를 탄다. 30분 정도 

지나 농눗 빌리지 이정표가 나오면 벨을 누르고 하차. 이정표를 따라 2km를 걷거나 택시를 탄

다. 썽태우 요금은 30B   34/1 Moo 7, Najomtien, Sattahip    09:00~20:00    500B    

038-709-358~62,  nongnoochgardenpattaya.com 

타이타니 아트 & 컬처 빌리지 

Thai Thani Arts & Culture Village

가옥, 예술, 조각, 수공예품, 의상, 춤 등 

태국의 전통적인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순히 전시품을 감상하

는데 그치지 않고 과일 조각하기, 허브 

방망이 만들기, 버쌍 우산 만들기, 도자

기 만들기 등의 태국 전통 문화 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 즉석에서 만드는 코코

넛 푸딩 카놈 끄록, 바나나 케이크 카놈 

끄루아이와 같은 태국 전통 간식거리는 

주전부리로 그만. 전통 시장인 깟 모우아

에서는 태국 전역의 먹거리를 맛볼 수 

있으며, 저녁 시간에는 태국 북부 란나의 

숨결이 느껴지는 칸똑 디너쇼가 열린다. 

 농눗 빌리지 입구   88 Moo 3, Sukumvit 

Rd. Bangsare, Satahip, Chonburi    

10:30~20:00    300B    038-119-

080~1, 영어 094-498-5996, www.thaiarts-

culture.in.th 

왓 카오 치 찬  Wat Kao Chi Chan

푸미폰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60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황금 불상이다. 치 

찬 산을 깎아 불상을 음각, 금을 입힌 곳으로 높이는 130m, 너비는 70m에 이른다. 거

대한 크기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 

멀리서 바라봐야 한눈에 들어오

며 뷰 포인트 주변은 공원으로 조

성해 놓았다. 

  파탸야에서 싸타힙 방면으로 가

다가 농눗 빌리지를 지나 이정표 따

라 좌회전 

동 
부  

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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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레이크 Silver Lake

왓 카오 치 찬 인근에 자리한 포도 농장으로 피크닉을 즐기거나 쉬어 갈 수 있는 곳이

다. 포도 농장 일대에는 유럽풍의 건물과 조형물을 세워 놓았으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돼 있다. 이름 그대로 멀리 호수도 조망할 수 있다. 내부에 자리한 

기념품 가게에서 포도와 포도 주스, 포도로 만든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ATV를 

빌려 일대를 돌아볼 수도 있다.  

 파탸야에서 싸타힙 방면으로 가다가 농눗 빌리지를 지나 이정표 따라 좌회전 

백만 년 바위 공원과 악어농장 
The Million Years Stone Park & Pattaya Crocodile Farm

3만 마리의 악어, 1억 년이 넘은 화석 나무, 75

톤이나 되는 괴상한 바위, 200년 넘은 태국 

나무 등 아름다운 화석과 보기 드문 나무와 

꽃 등으로 가꿔 놓은 정원 겸 농장. 농장 내에

서는 악어 쇼, 원숭이 쇼, 마술 쇼 등이 펼쳐진

다. 가장 흥미를 끄는 악어 쇼는 09:00, 10:00, 

11:20, 13:00, 14:20, 15:30, 17:00에 있다. 

  파타야 시내에서 15분 가량 떨어진 파타야 북부 방랑웅 지역에 자리했다. 교통은 

정규 노선이 없어 불편하다. 썽태우를 대절해서 가야 하는데 편도 100B 정도에 흥정

이 가능하다. 돌아올 때는 농장 입구에서 썽태우가 파타야 시내까지 1인당 200B 이

상의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08:00~19:00     400B     038-249-347, www.

thaistonepark.org

씨랏차 호랑이 공원 Sriracha Tiger Zoo

200마리의 호랑이, 10만 마리의 악어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동물원과 달리 길들여

진 동물들의 쇼를 보거나 먹이 주기, 사진 찍기 등을 할 수 있다. 태국 최초의 돼지 달

리기 경주나 고양이처럼 온순해진 호랑이들의 재롱잔치는 특히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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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에서 촌부리 방향으로 가다가 324번 고

속도로에서 우회전    08:00~18:00    450B  

  038-296-556~8, www.tigerzoo.com 

카오 키여우 오픈 주 

Khao Kheow Open Zoo

파타야에서 방콕 방면으로 40~50분 가량 떨어진 촌부리에 자리한 동물원이다. 카오 

키여우 오픈 주는 이름 그대로 열린 형태의 동물원. 전동 카트나 차를 이용해 동물원

을 돌아다니면 사슴과 원숭이가 여기저기에서 불쑥 나타난다. 울타리 너머로 긴 목

을 빼고 다가오는 기린도 볼거리.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동물원 입구

에서 50B에 파는 야채 3종 세트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카오 키여우 오픈 주에는 

포유류 916마리, 파충류 298마리, 조류 6,804마리 등 총 8,000여 마리의 동물이 서식

하고 있다. 온순한 성격 덕분에 방사되는 동물 외에도 코끼리, 오랑우탄, 침팬지, 하

마, 사자, 호랑이 등 동물들이 많으며, 동물 쇼와 나이트 사파리도 즐길 수 있다. 

  파타야에서 방콕행 고속도로를 타고 30분 가

량 가다가 이정표 참고. 차량을 빌렸다면 직접 찾

아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행사 투어 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게 낫다. 차량, 입장료 등이 포

함된 상품을 800~1,000B 정도에 판매한다    

Moo7, Bang Phra Sub-district, Sri Racha 

District, Chonburi    09:00~17:00   300B   

  038-318-444, www.kkopenzoo.com 

해양 스포츠 Water Sports

파타야와 좀티안, 꼬 란 등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파타야와 꼬 란은 단체 

관광객이 많아 가격이 비싼 편이고 좀티안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각 해변마다 요

금표가 적혀 있지만 흥정이 가능하다.

 ✻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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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번지 점프 Pattaya Bungee Jump

지상 56m 높이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번

지 점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영문 각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 점프를 하고 나면 멤

버십 카드와 기념 티셔츠를 증정한다. 두 번째부터는 할인이 된다. 

  쑤쿰윗 도로에서 파타야 파크로 향하는 텝 프라씻 로드 중간

  Thep Prasit Road    09:00~18:00    1,600B    038-300-608

파타야 스피드웨이 Pattaya Kart Speedway

고 카트를 타고 엄청난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크기는 작지만 바람을 거꾸로 맞

기 때문에 속도감이 엄청나게 배가된다. 네 가지 종류의 카트가 준비돼 있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며, 수준별로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코스는 프

로 트랙과  초보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다. 

  텝 프라씻 로드, 파타야 번지 점프 옆    Thep Prasit Road    09:30~18:30    300B~  

  038-422-044

페인트 볼 파크 Paint Ball Park 

야외의 숲 속에서 군대 장비를 갖춘 후에 팀을 나누어 즐기는 서바이벌 게임장이다. 

게임 장비도 대여를 해주며 총알은 이름 그대로 페인트탄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

다. 16세 이상, 혹은 보호자와 동반한 12세 이상이어야 게임을 할 수 있다. 사전에 간

단한 강의와 함께 진행되며 총알의 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진다. 

  텝 프라씻 로드, 파타야 번지 점프 옆    Thep Prasit Road    09:00~18:00    500B~  

  038-300-608

파타야 슈팅 레인지 Pattaya Shooting Range

19개의 사격 라인을 갖추고 있는 실내 사격 연습장이다.  초보자라도 안전하게 사격

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도를 해준다. 

  파타야 세컨드 로드, 티파니 쇼 1층    464 Moo 9, Pattaya 2nd Road    09:00~22:00

  10발 500B~    038-4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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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PPING
파타야는 도시 전체가 쇼핑센터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거리 곳곳에 기념품 

가게, 스포츠 전문점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체인점과 대형 쇼핑센터가 즐비하다. 특

히 최고 번화가인 워킹 스트리트와 파타야 랜드 주변에 쇼핑센터가 많이 몰려 있다. 

하지만 정찰제를 실시하는 백화점 이외에는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런 경우에는 화를 내기 보다는 천천히 흥정해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면 된다.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비치 
Central Festival Pattaya Beach

파타야 비치 바로 앞에 자리한 대규모 쇼핑센

터다. 파타야의 쇼핑센터 중에서는 가장 큰 7

층 규모로 자라, 게스, 나라야 등 각종 의류와 

액세서리 매장에서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

다. 쇼핑 매장 외에도 레스토랑, 서점, 영화관, 볼링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자리했다. 특

히 몇 군데의 레스토랑은 파타야 비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해 추천할 만

하다. 가장 좋은 위치는 KFC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이곳에서는 맥주도 판매

한다.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푸드 코트인 푸드 로프트 Food Loft도 있다.  

  파타야 비치 로드 쏘이 9~10    333/99 Moo 9, Pattaya Beach Road     11:00~23:00  

  033-003-999, www.centralfestival.co.th 

센트럴 페스티벌 센터 
Central Festival Center

태국 대도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종합 쇼핑센

터다. 세계 유명 브랜드 체인점은 물론이고 크

고 작은 의류 전문 숍, 기념품 가게, 스포츠 전

문 숍, 미용실, 오락실, 전자 상가 등 모든 시설

이 갖춰져 있다. 입구에는 MK 쑤끼, KFC, 후지 등 체인 레스토랑이 있고 3층에는 최

신 설비의 극장과 오락실이 있다. 창고 형 할인 매장인 빅씨도 이곳에 있어 저렴한 가

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파타야 세컨드 로드, 알카자쇼 센터 옆    78/54 Moo 9, Pattaya 2nd Road    

10:00~23:00    038-361-443

로열 가든 플라자 Royal Garden Plaza

건물 외벽에 추락한 비행기 모형이 꽂혀 있어 

쉽게 눈에 띄는 쇼핑센터.  옷 가게, 서점, 기념

품 가게 등은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 센터, 극

장과 각종 식당이 들어서 있어 즐길거리와 먹

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파타야 비치 로드    218 Moo10, Pattaya Beach Road    11:00~23:00    038-710-

297~8, www.royalgardenplaza.c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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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LIFE

알카자 쇼Alcaza Show

세계 3대 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해진 

게이 쇼. 미스 게이 선발대회에서 뽑힌 게

이들이 모여 공연을 펼치므로 그야말로 여

자보다 예쁜 여장 게이들을 볼 수 있다. 공

연의 주요 내용은 춤과 무용, 판토마임 등.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코믹하게 진행된

다. 한국인들을 위한 부채춤 공연도 있다. 

공연이 끝나면 공연장 옆에서 무용수들과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단, 사진을 찍을 경

우에는 40B 이상의 팁을 줘야 한다. 

 파타야 세컨드 로드 북쪽. 건물이 

웅장해 찾기 쉽다    18:00, 19:30, 21:00  

 일반석 600B, VIP 800B    038-429-

694

티파니 쇼 Tiffany’s Show

1974년 개점한 이래 파타야에서 알카자 

쇼와 쌍벽을 이루는 게이 쇼다. 공연 내용

은 알카자 쇼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

 파타야 세컨드 로드 북쪽   18:00, 

19:30, 21:00   일반석 500B, 600B, VIP 

800B   038-421-700, www. tiffany-

show.co.th

워킹 스트리트 Walking Street

태국 휴양지 중 유흥시 설이 가장 발달된 

곳은 파타야다. 파타야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네온사인이 하나, 둘 불을 밝히

며 파타야의 화려한 얼굴이 드러난다. 나

이트라이프가 없는 파타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타야의 밤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대부분의 술집들은 서부극에 

나오는 스낵 바 형태인 노천카페가 주류

를 이루고 일본식 가라오케, 어 고고 바, 

디스코텍, 마사지 가게 등이 많다. 모든 술

집들은 파타야 해변을 따라 쏘이1에서 워

킹 스트리트까지 2km 내에 밀집돼 있다. 

그 중 가장 번화한 곳이 워킹 스트리트다. 

워킹 스트리트는 구 선착장 앞에서 부다 힐

Buddha Hill로 넘어가는 싸얌 베이 쇼어 호

텔Siam Bay Shore Hotel까지 이어진 거리.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차량 통행

이 금지된다. 쇼핑을 할 만한 가게들도 상당

히 많은 편이며, 다소 퇴폐적인 바와 노천카

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이 즐비하다. 

  파타야 비치 남쪽  

알카자 쇼 워킹 스트리트

아울렛 몰 Outlet Mall

언더워터 월드 가는 길에 자리한 대규모 쇼핑센

터다. 커다란 부지 위에 마련된 아울렛 매장에

서 각종 브랜드 아이템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다. 아울렛 몰은 한 건물에 여러 브랜드가 입점

해 있는 백화점 형태이며, 아울렛 빌리지Outlet Village는 각 매장이 독립된 형태다. 근

처에는 로터스가 자리했다. 

  쑤쿰윗 로드에서 싸타힙 방면 썽태우를 타고 로터스 근처에서 내리면 된다   666 Moo 

12, South Pattaya Thepprasit Road   10:00~22:00    03-842-7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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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스터 폿 Lobster Pot

워킹 스트리트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

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이다. 시내 곳곳

에 광고를 많이 한 덕분인지 저녁 시간에 

언제나 많은 손님들이 몰려든다. 시원한 

해변 쪽의 좋은 좌석에서 식사를 하려면 

17:00 정도까지는 도착해야 한다.

 워킹 스트리트 초입   10:00~01:00  

 각종 해산물 1인당 500B~   038-

426-083

낭누안 Nang Nual

파타야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각종 가이드 

북에 항상 소개되는 유명한 해산물 전문 

식당. 해변을 바라보며 싱싱한 해산물 요

리를 맛볼 수 있다.

 워킹 스트리트 남쪽 끝   10:00~ 

01:00   각종 해산물 1인당 500B~   

038-428-708

>>  RESTAURANT

알랑칸 Alangkan

호화 태국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는 초대형 

극장. 2,000석이 넘는 규모로 70m가 넘는 

무대 넓이, 최신 음향 시설 등을 자랑한다. 

태국의 역사적 사실을 화려한 의상과 춤으

로 표현하는 무대는 박진감이 넘친다. 별

도로 마련된 식당에서 뷔페식 식사를 할 

수 있다. 파타야 시내의 여행사에서 왕복 

픽업이 포함된 티켓을 판매하는데, 티켓은 

식사 포함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좀티엔, 농눗 빌리지 입구 근처

 Sukhumvit Road, K.M.155, 

Jomtien   디너 17:00~18:00, 공연 

18:00~ 19:00, 수요일 휴무  디너+

공연 1,200B, 공연 1,000B    038-

256-000

호프 브루 하우스 Hopf Brew House

파타야 비치 로드에 자리한 펍이자 레스

토랑으로 직접 만든 맥주와 화덕에서 구

운 피자 등을 맛볼 수 있다. 통나무로 마감

한 따뜻한 분위기로 저녁 시간에는 라이

브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조금 비싸

지만 현지 노천카페와는 또 다른 분위기

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파타야 비치 로드 로열 가든 플라자와 

마이크 쇼핑몰 사이    14:00~01:00  

라거 0.3L 110B~, 에일 0.3L 120B~, 

사이드디쉬 60B~150B, 피자 160B~300B  

  038-710-652~5

하드 록 카페 Hard Rock Cafe

하드 록 호텔에 딸린 술집으로 센트럴 파타

야에서는 고급스러운 곳에 속한다. 하드 록 

카페를 상징하는 커다란 기타가 입구 외벽

을 장식해 눈길을 끌며 내부 시설도 탁월하

다. 밤이 되면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카

페 내부 한 켠에는 티셔츠 등 하드 록 카페

의 기념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자리했다. 

 파타야 비치 로드   11:00~02:00  

 맥주 150B~180B   038-428-

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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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 하이 Bali Hai by the Sea

바리 하이 선착장 일대 바다를 조망하며 

뷔페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워킹 

스트리트 끝자락에 자리한 싸얌 베이 쇼어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날마다 조금

씩 다른 메뉴를 선보인다. 샐러드, 스시 등 

기본 메뉴를 비롯해 즉석 구이 메뉴를 무

한정 즐길 수 있는데, 구이 메뉴로는 새우, 

게, 오징어, 조개 등 다양한 해산물과 쇠고

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꼬치가 있다. 

 싸얌 베이 쇼어 리조트 맞은편    

저녁 뷔페 1인 750B  

푸드 웨이브 Food Wave

로열 가든 플라자에 자리한 푸드 코트다. 다

른 푸드 코트에 비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주문한 음식을 종업원들이 직접 가져다 준

다. 메뉴로는 태국 요리에서 서양 요리, 러시

아 요리까지 다양하다. 테이블은 실내와 실

외로 구분돼 있으며, 파타야 비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매우 훌륭하다. 다른 

푸드 코트에 비해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로열 가든 플라자 4층    10:00~ 23:00  

  태국 요리 90B~    038-426-239

알리 바바 Ali Baba

파타야 센트럴 로드 노바 로지 호텔 건너편

에 자리한 인도요리 전문 레스토랑이다. 입

구에 인도 전통 복장을 한 종업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며 레스토랑 내부도 깔끔하다.

 파타야 센트럴 로드   11:00~24:00   

인도요리 1인당 150B~   038-429-262

PIC 키친 PIC Kitchen

우거진 숲 속에 자리한 분위기 좋은 태국 정

통 레스토랑이다. 유흥업소가 많은 파타야

에서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로 맛과 

서비스 모두 만족스러운 곳이다. 

레스토랑 건물은 치앙마이에서 공수한 티크 

나무로 지어졌다.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

분되는데 식사는 일반적으로 건물 2층의 야

외 파빌리온에서 진행된다. 마루에 테이블

이 놓인 형태로 태국 전통 방석을 깔아 놓은 

분위기가 멋스럽다. 종업원들을 부를 때에

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을 울리면 된다. 에어

컨이 나오는 실내는 서양식 테이블과 의자

가 세팅돼 있으며, 목~월요일 저녁 8시부터 

라이브 재즈를 연주하는 펍이 따로 마련돼 

있다. 서양식 메뉴를 일부 갖추고 있지만 메

뉴는 대체로 태국식이다. 음식 맛은 태국 요

리 경연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이미 인정

을 받았다. 

 알카자 공연장에서 도로 건너 맞은편

인 쏘이 5 골목 안  Soi 5 Pattaya 2nd 

Road  11:00~14:00, 17:00~24:00(마

지막 주문 22:15), 재즈 펍 17:00~24:00 

 쏨땀 90B~, 똠얌꿍 소 270B, 대 490B, 

카레 요리 160B~, 볶음밥 120B~   038-

428-374, 387, www.pic-kitchen.com 

토스카나 & 뭄 탈레 Toscana & Moom Talay 

파타야 비치를 바라보고 선 큰 규모의 레

스토랑이다. 토스카나에서는 이탈리아 요

리를, 바로 옆 뭄 탈레 타이 레스토랑에서

는 태국 요리를 선보인다. 대충 레시피대

로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이탈리아 요리

와 태국 요리를 전문적으로 요리하므로 

일행의 입맛이 다를 때 찾기에 안성맞춤

인 집이다.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에 

야외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며,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는 유럽풍으로 꾸몄다. 

 파타야 비치 로드 쏘이 6-1 옆 골목 

 12:00~24:00   피자 220B~, 파스

타 280B~, 태국 요리 80B~, 볶음 요리, 

찌개 180B~  038-362-370, 

toscanapattaya.com 

키스 푸드 & 드링크 Kiss Food & Drink

쌀국수, 볶음밥, 덮밥 등 간단 요리에서 구

이, 찌개, 볶음 등 일품요리까지 다양한 태

국 요리를 선보이는 집이다. 파스타, 스테

이크 등 일부 서양 요리도 메뉴에 있는데 

푸드 코트처럼 마련된 주방에서 빠르고 

깔끔하게 내어 온다. 24시간 영업을 하므

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찾기에도 그만. 

가장 큰 장점은 부담 없는 가격이다. 

 돌고래상이 있는 로터리  265 Moo 

9, Nongprue  24시간  쌀국수 40B~, 

볶음밥 45B~   038-42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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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댕담 

타논 파타야 끄랑에 자리한 저렴한 현지 식당

이다. 간판이 태국어로 돼 있으므로 미리 위

치를 확인한 후 찾는 게 좋다. 쌀국수와 팟타

이 메뉴가 다양한 편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국수를 즐기는 이들로 북적댄다. 로열 가든 

플라자에 있는 쌀국수, 팟타이 코너도 댕담에

서 운영하는데 가격 차이는 두 배 정도 난다. 

 타논 파타야 끄랑  419/9 Moo 9, 

Central Pattaya Road  06:00~02:00 

 쌀국수 40B, 팟타이 50B~90B  

038-426-090

쏨땀욕크록

쏨땀, 까이텃, 까이양, 카오니여우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현지 식당이다. 쏨

땀은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는데 주문하면 

작은 옹기에 담아 귀엽게 내온다. 찹쌀밥

인 카오니여우와 까이텃, 까이양 세트 메

뉴도 괜찮다. 타논 파타야 끄랑에 자리했

는데 간판은 태국어로만 돼 있다. 

 타논 파타야 끄랑  10:00~22:00 

 쏨땀 35B~, 세트 요리 60B~70B 

  086-669-4555

쑤땅락 Suttangrak Restaurant 

파타야에서 30분가량 거리의 좀티안 비

치에 자리한 해산물 레스토랑이다. 파타

야에서 좀티안까지 이동하기가 번거롭지

만 이를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녔

다. 파타야 비치의 해산물 레스토랑에 비

해 맛과 양, 가격 모두 만족스럽다. 바다

가 바라보이는 야외와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 좌석이 마련돼 있으며, 저녁에는 

라이브 공연도 펼쳐진다. 

 좀티안. 나좀티안 비치 로드 싸타힙 

방면 끄트머리   99 Moo 1, Jomtien 

Beach Na Jomtien, Sattahip   월~

목 12:00~24:00, 금~일 12:00~01:00

  038-232-222, 085-066-6600,  

www.suttangrak.com 

아마리 파타야 Amari Pattaya

파타야 해변에서 5분 거리인 파탸야 해변

의 북쪽, 정갈하게 꾸민 정원 위에 단아하

게 자리한 리조트다. 아마리 파타야는 오

션 타워와 가든 윙의 두 건물로 나뉜다. 오

션 타워에는 바다 조망의 주니어 스위트, 

패밀리, 디럭스 타입의 297개의 객실이 

자리했다. 모든 객실에는 발코니가 딸려 

있다. 최고급 객실인 스위트는 탁 트인 전

망과 넓은 객실, 호화로운 욕실이 강점이

다. 가든 윙에는 테라스 스위트, 디럭스 

테라스, 디럭스, 슈피리어 타입의 226개

의 객실이 자리했다. 아마리 파타야에는 

8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자리했다. 만트라

Mantra와 아이스 바Ice Bar, 타원 바이 더 씨

Tavern by the Sea 등지는 파타야를 대표하

는 레스토랑과 바이기도 하다. 브리즈 스

파Breeze Spa에서는 일상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채우기에 그만이다. 

 파타야 비치 입구, 쏘이1   240 

Pattaya Beach Road    038-418-

418, www.amari.com/ocean-pattaya

홀리데이 인 파타야 Holiday Inn Pattaya

이그제큐티브 타워와 베이 타워의 두 건

물로 나뉜다.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2014

년에 선보인 시설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꾸민 로비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스위

트를 포함한 200개의 객실이 자리한 이그

제큐티브 타워에는 이그제큐티브 클럽과 

이어진 루프탑 바Rooftop Bar가 눈에 띈다. 

파타야의 그 어느 전망대보다 탁월한 조

망을 지닌 곳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그밖에 환하고 상큼한 분위기의 이스트코

스트키친East Coast Kitchen, 이탈리아 레스

토랑 테라조Terrazzo, 카리브해의 분위기를 

담은 하바나 바Havana Bar 등 부대시설도 

흠잡을 데가 없다. 

동 
부  

파
타
야



228  

 파타야 비치, 쏘이1   463/68, 

463/99 Pattaya Sai 1 Road    038-

725-555, www.holidayinn-pattaya.com 

케이프 다라 Cape Dara 

파타야의 햇살과 바람이 스며드는 로비에

서부터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비치 리

조트다. 다라는 태국어로 별이라는 뜻. 파

타야의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은 케이프 다

라에 이르러 쏟아질 듯 반짝인다. 로비에서 

바라보이는 인피니티 풀 너머로는 케이프 

다라의 전용 비치가 반짝인다. 전용 비치를 

지닌 케이프 다라에서는 파타야 비치를 온

전하고 고즈넉하게 즐기는 일이 가능하다. 

전용 비치 바로 앞에도 비치를 바라보고 선 

또 하나의 풀이 자리했다. 총 264개의 객실

은 디럭스, 스위트 등 11개 타입으로 나뉜

다. 전용 비치 앞의 빌라 객실 중 일부는 객

실 전용 인피니티 풀을 갖췄다. 

 북 파타야, 두싯 리조트 윗 골목, 쏘이

20   256 Dara Beach, Soi 20, 

Pattaya-Naklua Road    038-933-

888, www.capedarapattaya.com/en

힐튼 파타야 Hilton Pattaya

파타야에서 가장 번화한 비치 로드에 자

리했다. 센트럴 페스티벌 파타야 비치와 

함께 자리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

기에 그만이다. 바다가 조망되는 디럭스, 

스위트, 이그제큐티브 등급의 객실을 갖

췄으며, 야외 인피니티 풀에서는 파타야 

비치와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인터

내셔널 호텔 어워드 2013-2014에서 태국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우스 파타야   333/101 Moo 9, 

Pattaya Beach Road    038-253-

000, www3.hilton.com/en/hotels/

thailand/hilton-pattaya-BKKHPHI/

index.html 

풀만 파타야 Pullman Pattaya

조용한 나클라 해변 남쪽에 자리한 고급 리조트

다. 7개의 각기 다른 테마로 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해변과 접해 있는 넓은 수영장이 매력적

이며, 스파, 자쿠지, 레스토랑 등도 고급스럽다.

 North Pattaya   비수기 인터넷 

3,300B~   038-411-940, www. 

pullmanhotels.com

센트럴 웡 아멧 비치 리조트 

Central Wong Amat Beach Resort

나클라 쏘이 19에 자리한 스파 시설이 유명

한 리조트다. 17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

으며, 조용한 독립 해변을 사용한다.

 North Pattaya   비수기 인터넷 

2,400B~    038-426-990

두싯 타니 파타야 Dusit Thani Pattaya

파타야 비치 북쪽에 위치한 두싯 리조트

는 파타야 최고의 리조트 호텔이다. 대부

분의 방에서 바다를 볼 수 있도록 3개의 

윙으로 설계돼 있다. 스포츠 시설이나 쇼

핑센터 및 관광지와도 가깝고 교통도 편

리하다. 독립된 해변을 지니고 있으며 두 

개의 아름다운 수영장, 미식가의 입맛을 

돋우는 레스토랑 등 훌륭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파타

야 비치의 일몰도 멋있다.

 North Pattaya   비수기 인터넷 트윈 

4,500B    038-425-611, pattaya. dusit.

com

타이 가든 리조트 Thai Garden Resort 

두싯 리조트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조

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숙소다. 해변 옆에 자

리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대비 시설이 좋다.

 North Pattaya   비수기 인터넷 트윈 

2,100B    038-424-356

에이 원 로열 크루즈 호텔 

A-ONE The Royal Cruise Hotel

유람선 모양의 외관으로 인기가 많은 호

텔이다. 객실 디자인도 예쁘게 꾸며 놓았

다. 호텔 입구에 자리한 야외 레스토랑은 

저녁 시간이면 분위기가 특별해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499 North Pattaya Beach Road   

비수기 인터넷 2,000B~   038-259-

555, www.a-onehotel.com/ patt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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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부티크 호텔 Tim Boutique Hotel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진 부티크 호텔

이다. 파타야 2번 로드 중앙, 센트럴 파타야

에 자리해 주변에 상가와 유흥 시설이 밀집

해 있다. 해변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객실이 무척 깨끗하다.

 Pattaya 2nd Road   비수기 인터넷 

2,000B~   038-723-349~50, www. 

timboutiquehotel.com

하드 록 호텔 Hard Rock Hotel 

1996년에 미국의 올랜도를 시작으로 라스

베가스와 발리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어진 레저, 

휴양, 스파 전문의 특급 리조트다. 건물은 

파스텔 톤의 은은하고 화려한 분위기로 장

식돼 젊은 층에 크게 어필한다. 특히 늦은 

밤, 각양각색으로 건물을 뒤덮는 객실 외

등이 환상적이다. 로비로 들어서면 흰색 

바탕에 선명하면서 강렬한 색으로 포인트

를 이룬 독특한 모양의 가구 배치가 돋보

인다. 특히 미국 올랜도 하드 록 호텔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

롯해 세계적인 록 스타들의 의상 및 소품

이 눈길을 사로 잡는다. 인공 모래 섬이 있

는 샌드 풀Sand Pool에서는 모래성을 쌓을 

수도 있으며 수영 강습, 에어로빅 강습, 게

임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열린다. 

 Pattaya Beach Road   비수기 

인터넷 트윈 3,600B   038-428-755, 

www.hardrockhotelpattaya.com

몬티엔 파타야 호텔 Montien Pattaya Hotel 

고객 감동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어서 사용

자를 더욱 만족스럽게 하는 호텔이다. 파타

야 비치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로 유럽인들

이 많이 투숙한다. 객실이 모두 바다를 향하

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하드 락 호텔이 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주제를 

바꿔가며 뷔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매

주 금요일의 해산물 뷔페가 매우 인기 있다.

 Central Pattaya   비수기 인터넷 

트윈 3,000B   038-428-155, www. 

montien.com

베이뷰 파타야 The Bayview Pattaya 

파타야 비치 중심가에 자리한 대형 숙소로 

위치가 상당히 좋다. 인근에 여러 개의 대형 

쇼핑몰이 있고 유흥 지역과도 밀접해 있다. 

 Pattaya Beach Road   비수기 

인터넷 트윈 2,200B   038-428-728, 

www.siamhotels.com 

파타야 메리엇 리조트

Pattaya Marriott Resort & Spa 

파타야 최고 번화가인 로열 가든 플라자 옆에 

자리한 고급 리조트다.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고급 스파와 헬스 클럽을 보유하고 있다. 

 Pattaya Beach Road   비수기 

인터넷 트윈 3,700B   038-412-120, 

www.marriott.com 

싸얌 베이쇼어 호텔 Siam Bay Shore Hotel

파타야 비치 남쪽 중심가에 자리한 고급 

호텔로 객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숙

소다. 넓은 수영장과 고습 레스토랑 등 부

대시설도 훌륭하다. 

 Pattaya Beach Road   비수기 

인터넷 트윈 3,600B   038-428-677, 

www.siamhotels.com

로열 클리프 리조트 Royal Cliff Resort

7년 연속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의 호텔로 선정될 정도로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호텔이다. 거대한 열

대 정원 안에 로열 클리프 비치 호텔Royal 

Cliff Beach Hotel, 로열 클리프 테라스Royal 

Cliff Terrace, 로열 클리프 그랜드Royal Cliff 

Grand, 로열 윙Royal Wing 등 4개의 각기 다

른 특징의 리조트로 구성돼 있다. 이곳의 

레스토랑은 세계적인 그릴 요리를 전문으

로 하며, 250가지 이상의 와인을 보유한 

와인 저장고를 갖췄다. 객실은 목재와 실

크를 사용해 심플하게 디자인했다. 욕실

에는 샤워 부스와 세면대, 넓은 욕조가 있

다. 

 South Pattaya   트윈 3,600B~   

038-422-389, www. royalcliff.com 

동 
부  

파
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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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방콕에서 220km, 파타야에서 6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라용은 아

름답고 한적한 해안과 고급 리조트, 골프, 두리안으로 유명한 지역이

다. 라용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반 페 Ban Phe에 꼬 싸멧행 선

착장이 자리해 여행자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다.

라용✻Rayong

여행정보수집▶▶  라용 버스 터미널 주변에 여행사가 많다. 라용 근처 관광 지도와 꼬 싸멧 

관광 지도가 비치돼 있다.

 태국관광청 038-694-101, 관광경찰서 038-651-669, 라용 버스 터미널 038-611-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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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Go

라 용

  버스 Bus▶▶
 

방콕 동부 터미널인 에까마이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 파타야에서 

라용까지는 정규 노선이 없다. 방콕-라

용-반페를 잇는 버스가 파타야의 타논 쑤

쿰윗에 잠시 정차할 때 버스를 탈 수 있다. 

  

   구분 운행시간 소요시간

   에까마이-라용 04:00~22:00, 40분 간격 3시간

   라용-에까마이  03:10~17:00, 40분 간격  3시간  

   에까마이-반 페 07:00~20:30, 1시간 간격 3시간 30분

   반 페-에까마이 04:00~17:30, 1시간 간격 3시간 30분

썽태우▶▶  라용 주변의 해변과 꼬 싸멧의 관문인 반 페

로 가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터미널 옆에 썽

태우 정류장이 있고, 썽태우 상단에 목적지를 영문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은 없다. 정규 운행시

간은 10~15분 간격이나 인원이 모두 차야 출발한다. 요

금은 목적지 별로 조금씩 다르나 20B~50B이면 충분하

다. 여행자들이 주요 이용하는 반 페와 반 페 주변 해변을 

잇는 썽태우는 짙은 남색이다. 썽태우를 택시로 이용할 

경우는 반 페까지 300B 정도에 흥정하면 된다.

동 
부  

라
용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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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페 Ban Phe

반 페에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지만 꼬 싸멧으로 가려면 반 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 페는 꼬 싸멧으로 가는 선착장이 자리한 곳으로 여행자들에게는 라용보다 오히

려 더 익숙한 곳이다. 방콕에서 반 페까지는 동부 터미널에서 버스가 수시로 출발하

며, 카오산의 여행사에서는 꼬 싸멧까지 가는 버스+보트 조인트 티켓을 판다. 

매 람풍 비치 Mae Ramphung Beach 

라용 시내 남쪽에 자리 잡은 해변으로 길이가 10km나 되는 고운 백사장을 지니고 

있다. 외국 여행자들은 그다지 많이 찾지 않지만 현지인들에게는 꽤 알려져 있다. 

주변에는 카오 렘 야-꼬 싸멧 그룹 국립공원Khao Laem Yah-Koh Samet Group 

National Park이 있다. 

쑤파뜨라 랜드 파크 Suphattra Land Park

과일 천국이다. 두리안, 람부탄, 망고스틴, 포멜로, 스타 프루트, 드래곤 프루트, 망

고, 포도, 롱안, 구아바, 롱꽁, 로즈 애플, 코코넛, 패션 프루트, 파파야 등 20종 이상

의 열대 과일들이 이곳에서 자라난다. 농장에서는 트램카를 타고 돌며 열대의 과일

나무를 구경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다. 중간중간 트램카에서 내려 가까이에

서 과일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트램카 운전사는 가이드이기도 해 과일에 관

한 정보를 친절히 알려준다. 농장 투어의 중간에는 과일을 먹는 프로그램도 마련된

다. 제철을 맞은 열대 과일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여러 과일 중에서도 두리안

은 가장 인기. 방금 딴 두리안은 시중에 파는 두리안에 비해 확실히 냄새가 덜하다. 

 라용 시내에서 북쪽 방면 3183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3143번 도로를 만나면 좌회전

 70 Moo 10, Tambol Nong La Lok, Bankai, Rayong   08:00~17:00    450B    038-

892-048~9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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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라용 리조트Rayong Resort

라용을 대표하는 고급 리조트로 멋진 남

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숙소다. 넓은 

수영장, 우아하고 깨끗한 객실, 친절한 서

비스가 장점이다. 

 Ban Phe   186 Laem Tarn    인

터넷 비수기 트윈 3.900B    038-

651-000, www.rayongresort.com

반 페 카바나 Ban Pae Cabana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 해변과 가

까이 있으며 객실은 방갈로 형태다. 

 Ban Phe   206/1-2 Moo 3   인

터넷 비수기 트윈 1,500B    038-

648-489

노보텔 림 패 라용
Novotel Rim Pae Rayong

반 페 동쪽 해변에 자리한 리조트로 반 페

에서 썽태우로 10분 거리에 있다. 해변과 

닿아 있는 수영장이 일품이며 일반 객실

이 특급 객실처럼 넓고 우아하다. 다만 객

실의 방음 장치가 미약한 게 흠이다. 

  Laem Mae Phim Beach    4/5 Moo 

3, Pae- Klaeng-Kram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1,500B    038-468-002

힌싸이 남싸이 리조트 호텔
Hinsuai-Namsai Resort Hotel

노보텔 림 패 라용의 동쪽 통랑 언덕에 자

리한 숙소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해 객실

에서 라용 일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객실이 조금 오래된 게 흠이라면 흠이다. 

 Leam Thonglang   250 Moo 2, 

Sakpong District   인터넷 비수기 트윈 

1,300B    038-638-260

램 차런 씨푸드 Laem Charoen Seafood 

방콕을 비롯해 치앙마이, 컨깬, 우돈타니 

등지에도 지점을 보유한 유명 해산물 레

스토랑이다. 1979년에 설립한 라용의 램 

차런 씨푸드는 수많은 체인을 보유한 램 

차런 씨푸드의 원조. 현재까지도 라용 주

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레스토랑은 라용의 바다를 양쪽으로 끼고 

자리했다. 한쪽은 해변이고, 다른 한쪽은 

고기잡이 배들이 들어오는 부두라 양쪽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보다 야외에 마련된 

자리가 끌리는 이유다. 메뉴는 다양하다. 

게, 새우, 바닷가재, 생선, 오징어, 가리비 

등의 해산물을 다양한 양념과 조리법으로 

선보인다. 

 라용 시내 아랫쪽 바닷가   Riepjai 

fang Road Pak Nam, Rayong   10:00 

~22:00    038-940-094, 038-940-

082, www.laemcharoenseafood.com

땀난빠 Tamnanpar

1만2천여 평의 부지에 인공의 열대우림

을 조성해 만든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

의 3천여 좌석은 파빌리온과 숲 속 테이블 

등 여러 형태로 마련된다. 

메뉴는 태국 요리에서 서양 요리까지 다

양하다. 바다가 가까운 덕에 해산물 요리

도 신선한 편. 많은 수의 종업원들이 테이

블을 일일이 신경 쓰는 등 서비스도 아주 

좋다. 맛과 서비스를 떠나 열대우림에서 

맞는 식사는 그 자체로 특별하다. 

 라용 쑤쿰윗 도로에서 Sukhaphiban 

1로 우회전한 뒤 이정표 참고   167/6 

Moo 7, Sukhumvit Road, Phe, Rayong  

 10:00~21:00    038-652-884

동 
부  

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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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과 일출이 아름다운 섬 꼬 싸멧은 방콕 동남부 라용 

주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다. 방콕에서 200km 떨어져 

있으며 버스와 배를 갈아타고 3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길이는 남북으로 6km에 이르며 유난히 희고 고운 모래사

장이 매력적이다. 꼬 싸멧은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데다가 각종 리조트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휴식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즐기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다. 

꼬 싸멧✻Koh Sa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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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국립공원 입장료▶▶  입장료는 핫 싸이 깨우 앞의 국립공원 관리소National Park Office 앞에서 

징수한다. 아오 프라오 리조트나 싸멧 클리프로 바로 가는 여행자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200B

은행, 우체국, 환전▶▶  섬 안에 전화국, 은행, 우체국 등의 시설은 없다. 핫 싸이 깨우, 아오 파

이 해변의 몇몇 숙소에서 전화, 우체국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환전소는 핫 싸이 깨우, 아오 

콧 힌, 아오 파이, 아오 누안, 아오 웡드안 등 해변 곳곳에 있지만 방콕, 파타야에 비해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다. 

싸멧 보건소Samet Health Center▶▶  나단과 핫 싸이 깨우의 중간쯤 위치해 있다. 영어 가능.

인터넷▶▶  나단 선착장, 핫 싸이 깨우, 아오 콧 힌, 아오 파이, 아오 누안, 아오 웡드안에서만 

가능하다.     1분 2B

  보트 Boat▶▶
 

반 페에는 꼬 싸멧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선착장이 자리했다. 정규 페리를 운항하는 선착장은 

누안팁 Nuanthip, 반 페 Ban Phe, 씨리 페 Seree Phe.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선착장은 누안팁 선착장

이다. 꼬 싸멧의 각기 다른 선착장으로 향하므로 꼬 싸멧 선착장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누

안팁에서 꼬 싸멧 나단 선착장까지는 40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편도 70B, 왕복 100B이다. 

정규 노선 외 스피드 보트는 모든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정규 노선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

만 원하는 해변에 내릴 수 있어 편리하다. 누안팁에서 핫 싸이 깨우까지는 20분이 소요되며, 

왕복 350B이다. 

그밖에 아오 프라오 등 일부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리조트 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숙박 고

객은 무료다. 

  누안팁 038-651-508, 반 페 038-896-155~6, 씨리 페 038-651-134~5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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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태우▶▶  섬 안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

로 요금은 비싼 편. 나단 선착장에 내리면 썽

태우가 대기해 있다. 버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야 출발한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일 때는 

택시로 이용해도 된다. 나단 선착장을 제외한 

다른 해변에서의 이동은 흥정이 필수다. 

꼬 싸멧의 도로는 나단 선착장에서 핫싸이 깨

우까지만 포장이 돼 있다. 나머지 구간은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인 비포장 도로다. 처음 이동은 썽태우를 이용하더라도 해변에 

숙소를 정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해변을 따라서 걸어 다니는 게 좋다. 
  

   해변  버스 요금(1인당)  택시 요금(1대)

   핫 싸이 깨우 Hat Sai Kaew  10B  100B

   아오 파이 Ao Phai  20B  150B

   아오 프라오 Ao Phrao  30B  200B

   아오 웡드안 Ao Wongdeuan  30B  200B

   아오 탑팀 Ao Thapthim  40B  300B

   아오 와이 Ao Wai  40B  400B

   아오 끼우 Ao Kiu  50B  500B

오토바이 렌트▶▶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초보자에게는 위험할 뿐더러 태국의 여타 

지역보다 대여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    1시간 100B, 1일 400B

  여행사 버스 Mini Bus▶▶
 

카오산과 파타야의 여행사에서 미니버스와 보트를 연계

한 조인트 티켓을 판매한다. 카오산에서 꼬 싸멧까지 요

금은 편도 210B, 왕복 350B이며 소요 시간은 3시간30분 

가량이다. 

여행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파타야에서 꼬 싸멧

까지는 편도 150B~200B에 티켓을 판매한다. 국립공원 입

장료가 포함된 티켓은 편도 350B, 왕복 550B에 판매된다.

그밖에 꼬 싸멧 및 반 페의 여행사에서는 꼬 창으로 가는 미

니버스 티켓을 편도 200B에 판매한다. 반페의 누안팁 선착

장 앞에서 12시 정각에 미니버스가 출발한다.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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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너이나 Ao Noi Na

나단 선착장에서 무반탈레 리조트까지의 해변이다. 모래사장은 곱지만 선착장이 있

어서 물은 그리 깨끗하지 않다. 다만 해변이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 선착장으로 떠오

르는 일출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숙소로는 무반탈레 리조트, 싸

멧 헛, 싸멧 클리프 등 3개의 고급 리조트가 있다. 주변에는 부대시설이 거의 없어 인

터넷, 국제전화,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려면 나단 선착장까지 가야 한다. 선착장까지

는 걸어서 20분 정도 소요된다.

아오 프라오 Ao Phrao

꼬 싸멧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아오 프라오 리조트Ao Phrao Resort가 있는 해변

이다. 모래사장도 고운 편이며 수질도 깨끗하다. 다른 해변에 비해 유일하게 파도가 

세서 파도타기를 즐길 수 있다.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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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싸이 깨우

핫 싸이 깨우 Hat Sai Kaew

‘보석 모래 해변’이라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를 지닌 곳이다. 규모 또한 섬

에서 가장 크고 넓다. 해변에는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슈퍼마켓, 인터

넷 카페, 환전소, 해양 스포츠 숍 등 각종 편의시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편의 시

설만큼 여행자들도 많이 찾는 편이라 해변은 늘 번잡한 편이다. 숙소들은 대부분 

중·대형으로 해변에 접해 있으며 식당 등 모든 편의 시설을 겸하고 있다. 나단 선착

장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다. 

아오 힌 콕 

Ao Hin Khok

남쪽으로 핫 싸이 깨우 다

음에 자리했다. ‘돌 언덕·

돌산’이라는 뜻의 힌 콕은 

이름답고 자그마한 바위들

이 해변가에 많다. 모래사

장은 다른 해변에 비해 상

당히 고와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하며 유난히 일광욕

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숙소들은 언덕 위 숲 속에 

자리하고 있다.

동 
부  

꼬

싸
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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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파이 Ao Phai

핫 싸이 깨우, 아오 힌 콕에 이어 세 번

째 해변이다. 하지만 아오 힌 콕과 경계

가 분명치 않아서 같은 해변으로 분류

되기도 한다. ‘대나무 만’이란 이름에 

걸맞게 해변에는 대나무 그늘이 시원스

럽게 펼쳐진다. 군데군데 바위가 있고 

숲 속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다. 

해변은 모래가 곱고 바다 색깔도 투명

하다. 저렴한 숙소들은 해변가에 위치

해 있지 않고 언덕 위 숲 속에 있다. 아오 

프라오로 넘어가는 길목에 환전소 및 인터넷, 미니슈퍼 등 해변 부대시설들이 많다.

아오 탑팀 Ao Thapthim

핫 싸이 깨우로부터 네 번째 해변으로 ‘석

류의 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변의 

길이는 100m 정도로 작지만 다른 해변에 

비해 파도가 거의 없어 아이들과 함께 오

면 좋다. 해변 입구까지 썽태우가 다녀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해변에는 외

국 배낭여행객보다는 태국 현지인이 많

은 편이다. 숙소로는 풋사 비치 방갈로와 

탑팀 방갈로가 있다. 숙소에서는 여행사,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오 누안 Ao Nuan

양쪽으로 넓고 큰 바위가 있어서 격리된 느낌이 드는 50m 가량의 작은 해변으로 주

변에 있는 해변에 비해 파도가 센 편이다. 바다 색은 바위와 어우러져 유난히 푸르게 

보인다. 모래도 굵은 편. 숙소로는 미니 바를 함께 운영하는 아오 누안 방갈로Ao Nuan 

Bangalow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 묵는 여행자보다는 섬을 걸어서 일주하는 사

람들의 쉬어가는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 선풍기 방갈로가 있으며 부대시설이 없고 

오직 미니 바 하나만을 갖추고 있다. 물론 전화도 없다. 아주 조용히 쉬기를 원하는 사

람에게는 권할 만한 숙소로 깨끗하고 아름답다.

아오 처 Ao Cho

‘꽃송이 해변’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있는 해변이다. 폭은 그리 넓지 않고 길

이는 200m다. 모래가 곱고 간간이 파도가 친다. 가운데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선착장이 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한가로이 휴가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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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좋은 해변이다. 외국 배낭여행객보다는 태국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 이 

해변으로 가려면 반 페의 선착장에서 아오 웡드안까지 가는 보트를 이용, 걸

어서 이동하면 된다. 나단 선착장에 내리면 아오 웡드안까지 썽태우를 이용해

야 한다. 

아오 웡드안 Ao Vongdeuan

핫 싸이 깨우와 함께 섬을 대표하는 해변이다. 여행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4개

의 대형 리조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 반 페의 선착장에서 정규 노선 

보트가 다니고 각 리조트에서도 정규적으로 보트가 다니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

하다. 해변 한가운데로 배가 다니고 레스토랑과 여행자들이 많아 모래사장과 수

질은 그리 깨끗하지 않다. 숙소 및 부대시설은 핫 싸이 깨우에 버금갈 정도로 잘 

돼 있다. 국립공원 관리소, 레스토랑, 환전소, 인터넷 카페, 슈퍼마켓, 해양 스포

츠 숍, 카페 등이 있다.

아오 누안 아오 처

동 
부  

꼬

싸
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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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반탈레 리조트Moobantalay Resort

꼬 싸멧에서 르 비만 코타지와 더불어 최고 가격대의 리조트다. 각 객실은 단독 빌라로 돼 

있다. 해변 바로 앞의 비치 프론트 빌라는 침실에 누워서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부대

시설로는 150m의 전용 해변, 수영장, 피어 바, 풀 사이드 바, 기념품 가게, 스포츠 센터, 

전통 마사지 숍, 파노라마 레스토랑이 있다. 투숙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보트

를 갖고 있다. 반 페에서 20분. 

 Ao Noi Na   인터넷 비수기 트윈 방갈로 3,600B   038-616-788, www. 

moobantalay.com 

르 위만 코티지 리조트 & 스파 Le Vimarn Cottages Resort & Spa

아오 프라오 비치의 언덕 위에 바다를 굽어보며 서 있다. 리조트 내에는 31개 코티지와 빌라 

객실이 자리한다. 티크와 대나무로 꾸민 객실이 고풍스럽고, 모든 객실에는 발코니가 딸려 

있다. 코티지와 빌라는 열대 정원 혹은 바다를 조망한다. 인피니티 수영장과 레스토랑, 스파 

등 부대시설 또한 고급스럽다.  

  꼬 싸멧 아오 프라오   40/11 Moo 4, Phe, Muang, Rayong   038-644-

104, www.levimarncottage.com

아오 프라오 리조트 Ao Phrao Resort

라용과 꼬 싸멧을 대표하는 숙소로 한국 허니문 패키지의 숙소로도 많이 사용된다. 아오 

프라오 리조트는 아오 프라오 리조트와 르 비만 코티지, 싸이 깨우 비치 리조트를 함께 운

영하는 종합 리조트로 멋진 해변과 작은 언덕의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하고 있어 풍경이 상

당히 아름답다. 가격 대비 객실이 조금 좁지만 해변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아오 프라오 

리조트의 모든 룸은 바다를 향해 있다. 

  Ao Phrao, 반 페의 선착장에 아오 프라오 사무실이 마련돼 있고 투숙객은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비수기 트윈 5,000B   

038-651-134, www.aopraoresort. com 

싸이 깨우 비치 리조트 Sai Kaew Beach Resort

싸이 깨우 비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리조트다. 서쪽 해변을 거의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수영장, 레스토랑 등을 우아하게 꾸며 놓아 분위기가 좋다. 한국인도 많이 찾는 숙소 

중 하나다. 

 Hat Sai Kaew   비수기 인터넷 5,000B~    038-644-195, www.samedresorts.com 

>>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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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깨우 빌라 Sai Kaew Villa

핫 싸이 깨우 입구에 있는 대형 숙소로 레스토랑, 여행사, 인터넷, 미니슈퍼 및 해양 스포

츠 숍 등 모든 시설을 갖췄다. 반 페의 선착장에 싸이 깨우 빌라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에

서 예약을 할 수 있고 싸이 깨우 빌라까지 배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Hat Sai Kaew    1,050B~ 3,000B    038-615-852, www.saikaew.com 

싸멧 빌라 리조트 Samed Villa Resort

아오 파이 남쪽에 자리한 빌라 형식의 리조트. 잘 가꾸어진 정원이 해변에 붙어 있어 운치를 더

한다. 가격 대비 시설이 괜찮아 인기 있는 숙소다. 가든 뷰와 비치 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Ao Phai     비수기 가든 뷰 1,200B~    038-644-094, www.samedvilla.com 

말리브 가든 리조트 Malibu Garden Resort

여행사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대형 숙소다. 반 페 선착장 및 파타야에 사무실이 있어 예

약이 가능하다. 전용 보트, 전용 미니버스를 갖추고 있다. 방은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갖

추고 있다. 

 Ao Vongdeuan   트윈 1,950B~3,400B   038-427-277, www. malibu-

samet.com 

웡드안 리조트 Vongdeuan Resort

아오 웡드안을 대표하는 숙소로 여행사를 함께 운영한다. 선착장이 바로 앞에 있고, 전용 

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반 페에도 예약 사무실이 있다.

 Ao Vongdeuan   비수기 인터넷 1,800B~   038-644-171, www.

vongdeuan.com

파라디 리조트 Paradee Resort

꼬 싸멧 최남단 아오 키어우Ao Kiew에 자리한 5성급 리조트다. 바다 혹은 정원 조망의 빌

라에 6개 등급, 40개의 객실의 마련돼 있다. 침실과 거실,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뤄진 객

실이 아주 넓은 편이며 객실 내부는 티크 나무, 라탄, 태국 실크 등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일부 객실은 풀 빌라로 자그마한 개인 수영장도 갖추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수영장과 레

스토랑, 바, 피트니스센터 등이 자리했다. 

  꼬 싸멧 아오 키어우   76 Moo 4, Phe, Muang, Rayong   038-644-283, 

www.kohsametparad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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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남부와는 또 다른 해변의 정취와 고요함을 품은 꼬 창. 푸껫에 

이어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꼬 창을 포함한 주변 51개의 

섬이 해양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했지

만 태국 남부의 섬들에 비해 여행자들의 발길은 적은 편이다. 

꼬창✻Koh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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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무료 여행 정보지가 레스토랑과 숙소에 비치돼 있다. 지도가 최신 정보로 

돼 있어 유용하다.

은행, 환전▶▶  대부분의 은행들이 월~금 08:30~15:30에 문을 연다. 크룽 타이 은행은 월~금 

08:30~16:30로 다른 은행보다 업무시간이 1시간 길다. 환전소는 은행에서 함께 운영하며 매

일 10:00~20:00에 문을 연다.

주의사항▶▶  도로가 좁아 오토바이, 자동차 렌트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게 좋다. 썽태우를 

이용하는 게 낫다.

  항공 Air▶▶
 

방콕에어에서 방콕-뜨랏 노선을 운항한다. 요금은 비싸지만 소요 시간이 1시간 가량으로 짧다. 
  

 운항횟수  소요시간 요금

 1일 3회   1시간 편도 2,550B~3,795B

  여행사 버스 Mini Bus▶▶
 

방콕 카오산 로드에서 꼬 창으로 가는 여행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오산 로드에서 오전 

7~8시에 출발해 램 응옵으로 직행하며 보트 티켓도 포함된다. 그밖에 아오 탐마찻에서 방콕 

전승기념탑으로 가는 여행사 버스도 있다. 여행사 버스는 밴 형태라 일반 버스에 비해 좁고 불

편하다.

  버스 Bus▶▶
 

99 익스프레스 99 Express가 방콕 동부 터미널 에까마이에서 출발해 쑤완나품 공항을 거쳐 센터

포인트와 아오 탐마찻까지 직행한다. 따나까위 Tanakawee에서도 에까마이에서 아오 탐마찻으

로 가는 버스를 운행한다. 직행 버스 외의 버스로 꼬 창으로 간다면 우선 뜨랏으로 가야 한다. 

동부 터미널 에까마이와 북부 터미널 머칫마이에 뜨랏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 머칫마이보다는 

에까마이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더 많다. 머칫마이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쑤완나품 공항에도 들

른다.  뜨랏에서 버스를 내리면 램 응옵까지 썽태우를 타고 가야 한다. 뜨랏의 버스 터미널 근

처나 시장 주변에서 썽태우가 출발한다. 소요 시간은 30분가량이다. 

구 분 구 간 운행시간

99 익스프레스 에까마이→페리 터미널 07:45, 09:45

페리 터미널→에까마이 14:00

따나까위 에까마이→아오 탐마찻 08:30

아오 탐마찻→카오산 로드 11:30

일반 버스 에까마이→뜨랏 06:00~23:30, 1시간~1시간30분 간격

머칫마이→뜨랏 06:00, 08:30, 09:30, 12:30, 15:30, 17:30, 23:00

뜨랏→에까마이 07:00~23:30, 30분~1시간30분 간격

뜨랏→머칫마이 07:30, 08:30, 09:30, 12:30, 16:00, 17:30

How to Go

동 
부  

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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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Boat▶▶
 

아오 탐마찻에서 출발한 페리는 꼬 창의 아오 싸빠롯, 센터포인트에서 출발한 페리는 꼬 창의 센

터포인트 페리 터미널에 도착한다. 소요 시간은 40분가량. 뜨랏에서는 꼬 창의 인근 섬으로 향하

는 보트도 탈 수 있다. 

뜨랏의 램 쏙과 램 응옵에서 꼬 막, 꼬 꿋으로 가는 페리가 연중 운행된다. 뜨랏에서 출발한 페리

는 꼬 꿋의 아오 쌀랏에 도착하는데 아오 쌀랏에서 리조트까지는 리조트 차량이나 택시로 이동

해야 한다. 

10~5월 성수기에는 꼬 창의 방 바오와 까이 배에서도 인근 섬으로 보트를 운행한다. 꼬 창에서 

출발한 스피드보트는 꼬 와이, 꼬 캄, 꼬 막, 꼬 라양, 꼬 꿋에 순서대로 선다. 내리는 사람이 없으

면 해당 섬에 서지 않으므로 소요 시간은 때마다 다르다. 스피드보트는 모든 섬의 일반 선착장에

서 정박하지만 꼬 꿋은 해당 리조트에 세워 준다. 스피드보트를 탄 후 예약된 리조트의 이름을 얘

기하면 된다. 꼬 창 인근 섬으로 향하는 스피드보트는 정원이 있으므로 예약이 필수다. 스피드보

트는 페리에 비해 속도가 빠른 대신 요금이 비싸다. 

구 분 구 간 운행시간

아오 탐마찻 선착장 뜨랏→꼬 창 06:30~19:00, 45분 간격

센터포인트 선착장 뜨랏→꼬 창 06:00~19:00, 1시간 간격

방 바오 보트 꼬 창→꼬 꿋 09:00

꼬 꿋→꼬 창 09:00

방 바오 스피드보트 꼬 창→꼬 꿋 09:30, 12:00

꼬 꿋→꼬 창 09:00, 12:00

까이 배 스피드보트 꼬 창→꼬 꿋 11:00

꼬 꿋→꼬 창 11:00

분시리 하이 스피드 캐터머랜 램 쏙→꼬 막→꼬 꿋 10:45, 14:00

꼬 꿋→램 쏙 09:00, 12:00

꼬 막→램 쏙 12:40

리라와디 스피드보트 램 응옵→꼬 막 10:30, 14:00, 15:00

꼬 막→램 응옵 08:00, 10:30, 12:00

빠난 스피드보트 램 응옵→꼬 막 12:30, 16:00

꼬 막→램 응옵 09:00, 13:30

우든 페리 램 쏙→꼬 막 화, 토 11:00

꼬 막→램 쏙 월, 금 12:00

캐터머랜 램 쏙→꼬 막 금, 토 14:30

꼬 막→램 쏙 금, 토 12:00

꼬 꿋 익스프레스 뜨랏→꼬 꿋 12:30

꼬 꿋 프린세스 뜨랏→꼬 꿋 12:30

꼬 꿋 판타시 뜨랏→꼬 꿋 13:30

보트의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에 맞춰 썽태우가 운행된다. 핫 싸이 카오 50B, 크롱 프라오 60B, 까이 

배 80B, 론리 비치 100B, 방 바오 120B이다. 해변과 해변 사이를 이동할 때에는 지나가는 썽태우를 

세워 타야 한다. 오토바이는 1일 200~300B에 대여 가능하다. 

꼬 창 인근 섬인 꼬 막에서는 리조트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대여해 다

니면 된다. 택시 요금은 1인 50B, 최소 요금 100이다. 오토바이는 1일 250~300B, 자전거는 1일 

100~150B에 대여 가능하다. 

꼬 꿋은 리조트 바깥을 벗어날 일이 거의 없는 섬이다. 스피드보트를 이용하면 리조트 선착장에 내

려주고, 예정된 날짜에 맞춰 리조트 선착장으로 데리러 오며, 모든 생활이 리조트 내에서 이뤄진다. 

페리를 타고 아오 쌀랏 선착장에 도착했거나 인근 폭포 등지를 방문할 때에는 리조트 차량이나 택

시를 이용하면 된다. 흔치 않지만 택시가 있다. 오토바이는 1일 300B 정도에 대여 가능하다. 

 Local Transportation

동 
부  

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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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SIGHTS 

핫 싸이 카오 Hat Sai Khao

핫 싸이 카오는 하얀 모래 해변이라는 뜻으로 White Sand Beach라고도 불린다. 

단 까오 선착장에서 썽태우를 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해변으로 숙소 등 여행자 

편의 시설의 발달돼 있다. 해변에는 해변을 향해 허리를 굽힌 야자수가 가득하다. 

파도는 낮고 잔잔한 편. 층을 이뤄 해변을 향해 달려오는 파도의 모습이 독특하다. 

핫 크롱 프라오 Hat Khlong Phrao

단 까오 선착장에서 썽태우를 타고 가면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해변이다. 핫 싸이 

카오에 비해 한적하며 해변은 조금 검은 편이다. 태국 정부에서 꼬 창을 꼬 싸무이

처럼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핫 크롱 프라오에는 고급 리조트들이 상당수 

생겼다. 

핫 까이 배 Hat Kai Bae

핫 크롱 프라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변이다. 도로가 해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다가 해변에 야자수가 드리워져 있어 한적하다. 해변 앞에는 4개의 작은 섬이 떠 

있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몰이 아름답다. 

핫 크롱 프라오 핫 까이 배

동 
부  

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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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바오 Bang Bao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다. 주변의 산과 섬

이 바람과 폭풍우를 막아줘 고기잡이 배들

의 정박지로 적합하다. 방 바오 마을은 바

다 속에 대나무를 세워 그 위에 집을 지었

다. 집과 집은 다리를 연결해 오간다. 여행

자들에게 방 바오는 꼬 창 주변 섬으로 향하는 곳이자 최고의 쇼핑 장소다. 선착장

으로 가는 길 위에 의류, 기념품,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가게가 많다. 신선한 해산

물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도 몇 군데 자리했다. 

꼬 막 Koh Mak

꼬 창과 꼬 꿋 사이에 자리한 길이 10km, 폭 5km 크기의 섬. 천여 명 남짓의 주민들

이 고무를 생산하고 코코넛 나무를 키우며 살아간다. 꼬 막은 개인 소유의 땅이 

95%에 달해 개발이 더딘 편이다. 대형 리조트는 거의 없고, 작은 리조트와 방갈로

가 군데군데 자리했다. 일부 고급 리조트 외에 대부분은 방갈로 수준의 리조트라

고 보면 된다. 리조트와 레스토랑, 여행사 등 여행자 편의 시설은 아오 까오 Ao Kao

와 아오 쑤언 야이 Ao Suan Yai에 집중돼 있다. 뜨랏에서 오는 페리가 서는 아오 닛 

Ao Nid 인근에는 학교, 병원, 상점 등 주민 편의 시설이 자리했다. 바다는 매우 맑다. 

육안으로는 아오 쑤언 야이에 비해 아오 까오가 맑아 보이지만 바닥의 차이일 뿐

이다. 

꼬 꿋 Koh Kood

길이 25km, 폭 12km 크기로 꼬 창 인근 섬 중에서는 꼬 창 다음으로 크며, 태국 전

체로 따지면 네 번째로 크다. 꼬 꿋은 꼬 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땅이 산지로 이

뤄져 있다. 오염되지 않은 산에서는 맑은 물줄기가 흐른다. 바다 또한 청정하다. 바

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디맑은 바다가 색을 달리 하며 섬 전체를 감싸 안고 있

다. 대부분의 리조트는 고운 모래 해변에 자리해 바다 수영을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다. 스노클링, 카약 등의 액티비티도 리조트 인근 바다에서 하면 된다. 

꼬 꿋의 생활은 대부분 리조트에서 이뤄진다. 전용 해변과 레스토랑, 카페 등을 갖

춘 리조트를 벗어날 일은 거의 없다. 솔직히 리조트 밖에 딱히 즐길거리도 없다. 낮

에는 해변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어둠조차 삼키지 못한 파도 소

리를 즐기자. 도심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즈넉한 별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꼬 막 꼬 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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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꼬 창에서는 머물고 있는 리조트와 가까운 레스토랑이나 리조트나 방갈로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고급 리조트에서는 서양 요리와 타이 

요리 등 여행자의 입맛에 맞게 2~3개의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한다. 꼬 막이나 꼬 

꿋에서는 리조트 내에 자리한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넝 브아 씨푸드 Nong Bua Seafood

화이트 샌드에 자리한 타이,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다. 화이트 샌드에는 리조트 부

대시설인 레스토랑 외에 눈에 띄는 레스

토랑이 없어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

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크롱 프라오에도 

똑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화

이트 샌드에 자리한 넝 브아는 전형적인 

현지 식당 분위기. 가격은 저렴하지만 음

식 양이 적은 편이며, 맛도 일반적이다. 

종업원이 비싸고 양이 많은 생선 메뉴를 

지나치게 강요하기도 한다. 끄롱 쁘라오

의 넝 브아는 사방이 열린 야외 형태의 레

스토랑이다. 화이트 샌드에 비해 깨끗하

지만 위치가 애매한 게 흠이다. 

  꼬 창 화이트 샌드    17/4 Moo 4, 

White Sand  07:00~22:00   039-

551-595, www.nongbuarestaurant.com

까이 문 Kai Mun

회전구이 통닭인 까이 문과 쏨땀, 찰밥 등 

이싼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이다. 화

이트 샌드의 넝 브아 씨푸드 바로 옆에 자

리했다. 구운 치킨에 밥을 곁들인 카오 만 

까이 등 모든 메뉴가 매우 저렴해 간단하

게 식사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치킨은 반 

마리도 주문 가능하다. 

  꼬 창 화이트 샌드    17/4 Moo 4, 

White Sand   10:00~22:00

쩨 이우 씨푸드 Jae Eiw Seafood

크롱 프라오에 자리한 해산물 요리 전문

점이다. 저녁 무렵 테이블이 하나둘 차기 

시작해 어둠이 내린 후에는 발 디딜 틈 없

이 붐빈다. 외국인 여행자들보다는 태국 

현지인들이 많은 편. 넓은 홀에 테이블을 

놓고 형광등을 환하게 밝힌 실내 좌석과 

시냇가 야외 좌석이 마련돼 있다. 실내 좌

석이라 해도 창이 없이 뚫린 형태라 조명

의 밝기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쩨 이우가 외국인 여행자들은 물론 현지

인들에게 인기인 이유는 단연 맛이다. 같

은 레시피의 요리도 양념을 아주 잘한다. 

야외에서 선보이는 해산물 바비큐 요리도 

입맛을 자극한다. 한 번 찾은 이들은 극찬

을 아끼지 않는 맛집 중 하나다. 

  꼬 창 크롱 프라오    22/9 Moo 4, 

Khlong Phrao   10:00~21:30(마지막 

주문)   039-696-727, 081-982-

3954, 080-827-7848

푸 탈레 씨푸드 Phu-Talay Seafood 

라마야나 리조트 입구 오른편 골목의 안

쪽에 자리한 레스토랑이다. 길가에 접한 

허름한 입구의 분위기와는 달리 크롱 프

라오로 흐르는 물줄기가 조망되는 내부 

분위기가 아주 좋다. 야외 좌석은 흰색과 

파란색 페인트를 칠해 화사하게 연출했으

며, 실내는 원색의 소품으로 포인트를 줘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실내에 자리한 테

이블도 강변으로 난 유리창을 활짝 열어 

남국의 분위기가 물씬하다. 

메뉴의 대부분은 해산물 요리다. 생선, 새

우, 게, 오징어, 조개 등의 재료를 다양한 

레시피로 요리한다. 가격이 조금 저렴한 

대신 음식의 양은 적은 편이다. 외국인의 

입맛에 맞춘 덜 매운 조리 방식은 간이 조

금 심심하다. 태국식으로 주문해도 한국

인의 입맛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꼬 창 크롱 프라오    4/2 Moo 4, 

Khlong Phrao   10:00~22:00   039-

5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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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야라 씨푸드 Iyara Seafood

라마야나 리조트 입구 오른편 골목의 안

쪽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크롱 프라오 

해변과 인접한 강변에 자리했다. 열대 나

무가 무성한 입구를 지나면 나무 빛 선명

한 레스토랑 건물이 보인다. 레스토랑 내

부도 온통 나무로 꾸몄다. 나무 빛 마루와 

테이블, 발코니까지. 자연의 기운이 가득

하다. 내부로 들어설 때에는 우선 신발을 

벗어야 한다. 다음은 테이블을 선택할 차

례. 강변 좌석은 좌식 테이블이고 나머지

는 의자를 놓은 형태다. 분위기는 강변의 

좌식 테이블이 훨씬 낫다.  아이야라 씨푸

드는 레스토랑에서 시작해 호텔까지 운영

하는 곳이다.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좋고, 

음식의 맛이 훌륭한 덕분이다. 인근의 푸 

탈레 씨푸드에 비해 가격은 조금 비싸지

만 음식의 양이 많은 편이다. 픽업 서비스

도 제공해 편리하다. 

  꼬 창 크롱 프라오    24 Moo 4, 

Khlong Phrao   10:00~22:00   081-

751-0058, 039-551-353

까라띠 키친 Karatee Kitchen

라마야나 리조트 내에 자리한 타이, 해산

물 레스토랑. 리조트 레스토랑이지만 합

리적인 가격이 강점이다. 생선, 새우, 게, 

오징어, 조개 등 각종 재료로 다양한 해산

물 요리를 선보인다. 매운 요리의 경우 지

나치게 매운 경향이 있으므로 조금 덜 맵

게 주문하는 편이 낫다. 저녁에는 야외에

서 바비큐 요리를 직접 선보이며, 라이브 

연주도 한다. 

  꼬 창 크롱 프라오    19/9 Moo 4, 

Khlong Phrao   11:00~23:00   039-

551-033, www.karateekohchang.com

초우 레 씨푸드 Chow Lay Seafood

어촌 마을인 방 바오에 자리한 해산물 레

스토랑. 오랜 전통을 지닌 곳으로 태국 현

지인들은 물론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도 유

명하다. 레스토랑의 안쪽에는 바다가 조

망되는 좌석이 자리했다. 생선, 새우, 게, 

오징어, 조개 등 신선한 해산물을 다양한 

레시피로 선보인다. 꼬 창 주요 해변에 자

리한 해산물 레스토랑에 비해 가격은 약

간 비싼 편이다. 

  꼬 창 방 바오   09:30~22:00   

039-558-118, 081-940-6097, 081-

917-9084

르언 타이 씨푸드  Ruan Thai Seafood 

초우 레와 더불어 방 바오에서 인기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 중 하나다. 향신료를 살

린 깊은 맛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으로 레

스토랑 안쪽에 바다가 조망되는 좌석이 

자리했다. 

  꼬 창 방 바오   09:30~22:00   

086-374-5289

케이씨 그랜드 꼬 창 KC Grande Koh Chang

꼬 창 최고의 번화가인 화이트 샌드의 한

가운데에 자리해 위치적인 장점이 아주 뛰

어나다. 리조트는 바다 쪽의 시사이드 존

과 언덕 쪽의 힐사이드 존으로 구분된다. 

시사이드 존의 객실은 바다가 조망되는 객

실과 정원이 조망되는 객실로 나뉜다. 힐

사이드 존은 시사이드 존보다 이후에 조성

>>  ACCOMMODATIONS
꼬 창의 숙소 사정을 운운하는 것도 다 옛 말이다. 지금은 허니문도 손색이 없는 

고급 리조트가 많다. 꼬 막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리조트들이 대다수다. 대부분이 

방갈로 형태이며, 고급 리조트는 많지 않다. 태국에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바다를 

지닌 꼬 꿋에는 최근 들어 고급 리조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시설과 주변 환경은 최상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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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도로 건너 언덕에 자리해 해변과는 

거리가 있지만 최신의 시설이 강점이다.  

  꼬 창 화이트 샌드    1/1 Moo 4, 

White Sand   039-552-111, www.

kckohchang.com

카차 리조트 & 스파 Kacha Resort & Spa

케이씨 그랜드 꼬 창과 더불어 화이트 샌

드를 대표하는 리조트 중 하나다. 꼬 창에

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인 화이트 샌드를 

차지하고 있는 리조트로 바다 쪽에 96개의 

시사이드 객실과 언덕 쪽에 107개의 힐사

이드 객실이 자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객

실은 디럭스 비치 프론트 빌라와 씨뷰 디

럭스 풀 빌라. 샬레 형태의 객실로 바다를 

조망하며 자리했다. 

  꼬 창 화이트 샌드    88-89 Moo 4, 

White Sand   039-551-223, 039-

551-421~5, www.kohchangkacha.com

꼬 창 파라다이스 리조트 

Koh Chang Paradise Resort

화이트 샌드와 이어진 크롱 프라오 해변에 

자리한 리조트다. 260m의 비치 프론트를 

따라 바다와 정원 조망의 80개의 방갈로와 

빌라가 자리했다. 리조트는 5~6년 전에 지

었지만 깨끗하게 관리해 객실 상태는 괜찮

다. 가장 높은 등급의 객실인 풀빌라는 총 

12개로 3개의 씨뷰 풀빌라, 7개의 가든 풀

빌라, 2개의 패밀리 풀빌라로 구분된다. 

  꼬 창 크롱 프라오    39/4 Moo 4, 

Khlong Phrao  081-683-0830, 039-

551-100~1, www.kohchangparadise.

com

아나 리조트 꼬 창 Anna Resort Koh Chang

파드 나무 숲 속에 자리한 독특한 분위기의 

리조트다. 파드 나무는 태국에서도 뜨랏에

만 자생하는 품종. 아나 리조트에서는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리조트를 가꿔 나가고 

있다. 아나 리조트에는 바다 조망의 객실이 

없다. 모든 객실이 숲 혹은 프롱 크라오로 

흐르는 강을 조망한다. 대신 강변 아래 모

래톱을 전용 비치로 사용한다. 카약을 타고 

비치로 가면 미니 바, 선데크 등이 마련된 

아나 리조트 전용 공간이 펼쳐진다. 

  꼬 창 크롱 프라오    19/2 Moo 4, 

Khlong Phrao   039-551-137~8, 

www.aanaresort.com

라마야나 리조트 & 스파 

Ramayana Resort & Spa

크롱 프라오 해변 인근에 자리한 리조트

다. 리조트는 해변과 맞닿아 있지 않아 해

변으로 가려면 리조트 차량을 이용해야 한

다. 대신 리조트 전체를 연못으로 조성해 

비치 리조트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풍

긴다. 태국 전통의 분위기를 살려 나무로 

엮은 객실 내부는 소박하고 단정하다. 가

장 낮은 등급의 객실이라도 연못으로 발코

니가 나 있어 분위기가 좋다. 

  꼬 창 크롱 프라오    19/9 Moo 4, 

Khlong Phrao   039-551-033, www.

ramayana.co.th

판위만 꼬 창 Panviman Koh Chang

태국 전통의 깔래 형태의 지붕을 얹은 건

물이 매우 아름다운 리조트다. 50개의 객

실은 전망에 따라 등급이 나뉠 뿐 내부 구

조는 동일하다. 티크와 라탄을 사용해 전

통의 분위기를 살렸다. 널찍한 테라스는 

여유로운 휴식에 도움이 된다. 리조트 앞

에 펼쳐지는 크롱 프라오 해변은 메인 도

로에서 꽤 들어와 자리한 덕분에 매우 평

화롭다. 리조트에서는 메인 도로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꼬 창 크롱 프라오    8/15 Moo 4, 

Khlong Phrao   039-619-040~5, 

www.panviman.com/kohchang

바라리 비치 리조트 & 스파
Barali Beach Resort & Spa

크롱 프라오의 해변 한 켠을 차지하고 선 

리조트로 휴식을 모토로 한다. 완벽한 휴

식을 추구하기 위해 단체 손님은 받지 않

는 등 전체적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다. 일

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분위기를 만

끽하고자 한다면 바라리 비치 리조트는 최

상의 선택 중 하나다. 

  꼬 창 크롱 프라오    77 Mo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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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long Phrao   039-557-091~6, www.

baralikohchang.com

더 데와 꼬 창 The Dewa Koh Chang

총 59개의 객실을 지닌 비교적 작은 규모의 

리조트다. 리조트 가운데에 자리한 수영장을 

바라보는 곳에는 디럭스 객실이, 바다와 정원

이 조망되는 곳에는 독특한 지붕을 얹은 빌라 

건물이 자리했다. 디럭스 객실은 그리 넓지 

않지만 딱 필요한 시설들만 알차게 채워 놓았

다. 리조트 입구 반대쪽은 크롱 프라오 해변

이다. 야자수 아래에는 선데크가 놓여 있고, 

해변에는 비치 발리볼을 위한 네트가 마련돼 

있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크롱 프라오의 다른 

리조트에 비해 해변은 활기로 넘친다. 

  꼬 창 크롱 프라오    24/1/1, Khlong 

Phrao  039-557-339, www.thedewako 

hchang.com

디 에메랄드 코브 꼬 창 
The Emerald Cove Koh Chang

165개의 객실을 지닌 대형 리조트다. 크고 

환한 로비를 지나면 나무 데크로 만든 길이 

이어진다. 객실과 리조트 부대시설, 해변을 

잇는 나무 데크는 리조트의 정갈함을 대변한

다. 객실 또한 정갈하다. 눈에 띄는 인테리어

가 없지만 에메랄드 코브만의 색을 사용해 

지루하지 않게 꾸몄다. 

  꼬 창 크롱 프라오    88/8 Moo 4, 

Khlong Phrao   039-552-000, www.

emeraldcovekohchang.com

가자푸리 리조트 & 스파 Gajapuri Resort & Spa

리조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마을이다. 외부와

는 단절된 별세계처럼 정갈하게 꾸민 나무 방

갈로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리조트의 시설들

은 나무로 만든 길을 통한다. 자연 친화적이

고 정갈한 소재다. 길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

도 리조트 내에서 순환해 정화된다. 이 객실

은 종류에 따라 넓이만 조금씩 다를 뿐 내부 

구조는 유사하다. 나무로 마감해 자연 친화적

이며 발코니로 향한 창을 열어 객실과 발코니

를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꼬 창 까이 배    19/19 Moo 4, Kai Bae

 039-557-300, www.gajapuri.com

더 칠 리조트 & 스파 The Chill Resort & Spa

38개의 객실을 갖춘 소형 리조트. 규모는 작

지만 전체적으로 고급스럽다. 객실은 디럭

스, 풀 억세스, 자쿠지 스위트, 풀빌라로 나

뉜다. 가장 눈에 띄는 객실은 풀 억세스 룸. 

더 칠 리조트는 입구에서 해변까지 작은 수

영장이 강처럼 흐른다. 이 수영장 주변에 객

실 건물이 자리해 1층의 모든 객실은 풀 억세

스 룸에 해당한다. 

  꼬 창 까이 배    19/21 Moo 4, Kai Bae 

 039-552-555, www.thechillresort.com

에이와 꼬 창 Awa Koh Chang

2014년에 문을 연 리조트로 객실이며 부대시

설 모두 새롭다. 로비는 웅장하다. 독특한 문

양을 사용해 건물의 외벽을 장식하고, 대리석

으로 바닥을 마감했다. 로비 너머로는 수영장

이 길게 뻗어 있고 그 너머로는 바다가 넘실

댄다. 객실과 레스토랑은 수영장을 감싼 형태

로 자리했다. 수영장 아래로 계단을 따라 내

려가면 해변이다. 객실은 슈피리어, 디럭스, 

디럭스 프리미엄, 비치프론트, 비치프론트 스

위트로 나뉜다. 가장 낮은 등급의 슈피리어 

객실은 길 건너 언덕 쪽에 자리했다. 

  꼬 창 까이 배    6/5/1 Moo 4, Kai Bae  

 039-510-761~6, www.awakohchang.

com 

머큐어 꼬 창 하이드어웨이 
Mercure Koh Chang Hideaway

바이 란 해변에 자리한 리조트. 슈피리어, 디

럭스 풀 억세스, 디럭스 오션 뷰, 풀빌라, 비

치프론트 빌라, 하이드어웨이 스위트, 패밀

리로 나뉘어진 96개의 객실을 지녔다. 가장 

낮은 등급의 슈피리어 객실은 해변까지 5분 

정도 거리로 바다 조망이 없다. 대신 개별 담

장 내에 정원과 빌라를 갖춘 형태로 매우 독

립적이다. 바다와는 동떨어져 자리했지만 디

럭스 풀 억세스 룸도 인기다. 단 10개 객실에

서 메인 수영장과 별도의 수영장을 사용해 

매우 여유롭다. 

  꼬 창 바이 란    111/1, 111/3-4 Moo 

1, Koh Chang Tai   039-619-111, www.

merc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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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꼬 막

씨와나 비치 리조트 Seavana Beach Resort

아오 쑤언 야이에 바다를 바라보고 선 고급 

리조트다. 위치, 시설 면에서 꼬 막 최고의 리

조트라 해도 손색이 없다. 해변을 따라 비치

프론트 스위트, 비치프론트 디럭스 룸이, 해

변 뒤 작은 시냇물 뒤로 슈피리어 씨뷰, 발코

니 씨뷰 룸이 자리했다. 비치프론트 객실은 

몇 걸음 앞에 해변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위

치. 객실 앞 선데크에서 바다와 햇살을 마음

껏 즐길 수 있다. 

  꼬 막 아오 쑤언 야이    1/23 Moo 2, 

Koh Mak   090 864-5646, www.

seavanakohmak.com

꼬 막 리조트 Koh Mak Resort

스피드보트 선착장 바로 앞에 자리한 리조트. 

꼬 막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조트 중 하나다. 

많은 여행자들이 오가며 리조트의 레스토랑

과 바를 이용해 늘 활기에 넘친다. 객실은 선

착장 인근 해변을 따라 방갈로 형태로 이어진

다. 조금 낡았지만 해변과 가까워 좋다. 

  꼬 막 아오 쑤언 야이    1 Moo 2, Koh 

Mak   089-600-9597, 039-501-013, 

www.kohmakresort.com

아일랜다 리조트 호텔 Islanda Resort Hotel

아오 쑤언 야이가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자

리한 리조트. 바다와 해변의 모래사장을 즐

길 수는 없지만 둥글게 휜 아오 쑤언 야이의 

해안과 푸르른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조망

이 멋지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정갈하게 

꾸민 로비와 레스토랑, 수영장 등 리조트 시

설도 수준급이다. 객실 시설 또한 깔끔하다. 

  꼬 막 아오 쑤언 야이    1/12 Moo 2, 

Koh Mak  081-666-4436, www.

islandaresorthotel.com

꼬 막 코코 케이프 Koh Mak Co Co Cape

꼬 막 인근의 작은 섬인 꼬 캄과 일대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언덕 위에 자리했다. 코코 

케이프의 핵심은 리조트와 바다를 연결한 나

무 다리. 나무 다리 아래로는 그야말로 투명

한 꼬 막의 바다가 펼쳐진다. 나무 다리의 끄

트머리에는 작은 바와 정자가 마련돼 있어 쉬

어가기에 좋다. 객실은 방갈로 형태다. 여러 

타입으로 나뉘는데 시설은 그다지 좋지 않다. 

  꼬 막 아오 쑤언 야이    1/8-1/9 Moo 

2, Koh Mak  039-501-003, www.

kohmakcococape.com

마까타니 리조트 Makathanee Resort

아오 까오에 자리한 리조트. 비치 방갈로와 3

층의 호텔식 건물로 이뤄져 있다. 객실은 전

망이나 시설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는데 높

은 등급의 객실이라 해도 특별한 시설은 없

다. 방이나 발코니가 조금 넓은 정도다. 리조

트 부대시설로는 레스토랑과 수영장이 있다. 

리조트 바로 앞은 바다다. 리조트 정원에 선

데크를 놓아 두어 해변을 오가며 이용할 수 

있다. 바다는 물이 맑지만 바닥에 뾰족한 돌

멩이가 많아 물놀이에 방해가 된다. 

  꼬 막 아오 까오    50 Moo 2, Koh 

Mak   087-802-7575, www.makathan 

eekohmak.com

  꼬 꿋

소네바 끼리 꼬 꿋 Soneva Kiri Koh Kood

고급 리조트 체인인 식스센스를 일군 소누와 

에바 부부가 2009년에 선보인 최고급 리조

트다. 소네바 끼리의 모토는 친환경과 슬로

우 라이프. 리조트에 도착해 ‘No News, No 

Shoes’라고 적힌 가방에 신발을 벗어 넣으

며 그 여정이 시작된다. 리조트에는 1~6개의 

침실을 지닌 다양한 타입의 35개 풀빌라가 

자리했다. 자연 친화적으로 꾸민 빌라는 호

화스럽지 않지만 고급스럽다. 

  꼬 꿋 크롱 라한. 방콕 쑤완나품 공항에

서 바로 간다면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유료 

픽업 서비스가 괜찮다. 돈므앙 공항까지 차

량으로 이동한 후 전용 경비행기를 타고 꼬 

마이 씨의 리조트 전용 활주로에 내린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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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  

꼬

창

분 소요. 이곳에서 스피드 보트로 2km만 더 

가면 소네바 끼리다. 

  110 Moo 4, Koh Kood   039-619-

800, www.soneva.com/soneva-kiri

하이 시즌 꼬 꿋 High Season Koh Kood

꼬 꿋의 크롱 차오 해변에 자리한 5성급 리조

트다. 야자수 나무 가득한 숲 속에 개별 수영

장을 지닌 42개의 빌라로 구성, 철저하게 독

립적인 휴식을 보장한다. 객실은 비치프론트 

스위트 빌라, 그랜드 풀빌라, 풀빌라로 나뉜

다. 풀빌라는 작은 개인 수영장과 침실, 욕실

로 구성된다. 모든 객실의 내부는 자연 친화

적인 소재를 사용해 정갈하게 꾸몄다. 부대

시설로는 스파와, 메인 수영장과 레스토랑, 

바 등이 있다. 

  꼬 꿋 크롱 차오    117 Moo 2, Koh 

Kood   039-510-888, www.highsea 

sonresort.com

팅커벨 꼬 꿋 Tinkerbell Koh Kood

꼬 꿋의 크롱 차오 해변에 자리한 고급 리조

트다. 리조트의 객실은 8개의 비치프론트 빌

라와 7개의 풀빌라로 나뉜다. 비치프론트 빌

라는 크롱 차오 해변 바로 앞에 자리한 객실. 

풀빌라는 비치프론트 빌라 뒤편 숲 속에 자

리해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숙박객 외

에는 아예 출입조차 불가능하다. 부대시설로

는 레스토랑, 바, 메인 수영장이 있다. 

  꼬 꿋 크롱 차오    116 Moo 2, Koh 

Kood   02-966-1800~2, 081-826-

1188, 080-608-5522, 086-017-0055,  

www.tinkerbellresort.com/en

웬디 더 풀 Wendy The Pool

꼬 꿋의 크롱 차오 해변에 자리한 고급 리조

트다. 리조트 객실은 단 9개. 해변을 마주한 

대형 수영장 주변으로 8개의 풀 억세스 룸이 

자리했다. 객실 내부는 모던하면서도 빈티지

한 느낌. 모든 객실에서는 바다가 조망된다. 

나머지 하나의 룸은 로비 반대편에 자리한 

비치프론트 룸이다. 개별 수영장을 지닌 비

치프론트 객실은 철저하게 독립적인 휴식을 

보장한다. 부대시설로는 레스토랑, 바, 기념

품 가게 등이 있다. 

  꼬 꿋 크롱 차오    43 Moo 2, Koh 

Kood   02-966-1800~2, 081-826-

1188, 088-790-7870, www.wendythe 

poolresort.com

아날레 꼬 꿋 Analay Koh Kood

꼬 꿋 싸이 당에 전용 해변을 지닌 리조트다. 

방갈로로 구성된 리조트 시설은 조금 낡은 

편. 대신 꼬 꿋의 다른 리조트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방갈로가 자리한 언덕 아래

에는 아날레의 전용 해변인 싸이 당 비치가 

펼쳐진다. 바다를 향해 굽은 야자수와 고운 

모래 해변이 아름답다. 물은 아주 맑다. 육안

으로도 바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수심

이 깊지 않은 바다는 해수욕을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꼬 꿋 싸이 당    Nongsamed, Koh 

Kood   039-520-318, www.analay.com

더 비치 꼬 꿋 The Beach Koh Kood

방 바오 베이 가운데에 자리한 리조트로 모

래사장과 바위가 뒤섞인 해변을 지녔다. 모

래사장이 드넓지는 않지만 꼬 꿋 일대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물이 맑고 투명하다. 리조

트에서는 스피드보트의 선착장으로 사용되

는 나무 다리의 중간중간에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이 계단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 수영, 

스노클링, 카약 등을 즐기면 된다. 객실은 4

개의 빌라와 26개의 방갈로로 구성된다. 리

조트 내에 수영장은 없다. 

  꼬 꿋 방 바오    47 Moo 5, Koh Kood

 086-009-9420, 085-900-0890, 089-

115-2818, thebeachkohkood.com 

참스 하우스 Cham’s House

크롱 힌 해변에 자리한 모던한 리조트다. 오

너의 할머니가 짐 톰슨과 일했던 실크 장인

이라 스파를 비롯한 리조트 곳곳을 실크 테

마로 장식했다. 참스 하우스는 캄보디아 원

주민인 '참족의 집'이라는 의미. 꼬 꿋은 캄보

디아와 국경을 접한 지역이다. 객실은 23개

의 오션뷰와 32개의 풀빌라가 자리했다. 

  꼬 꿋 크롱 힌    2 Moo 5, Koh Kood

 082-878-2878



태국 북부

04
North



01 치앙마이✻Chiang Mai

     -람빵 Lampang

02 빠이✻Pai

03 매홍쏜✻Mae Hong Son

04 치앙라이✻Chiang Rai

     -매싸이 Mae Sai

     -치앙쌘 Chiang Saen

     -치앙콩 Chiang Khong

05 쑤코타이 ✻Sukhothai

     -씨 싸차날라이 Si Satchan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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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현재를,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고유의 문화가 

조화를 이룬 치앙마이는 흔히 ‘북방의 장

미’라 불린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화려한 

축제는 물론 고산족들의 다채로운 모습

이 생생한 치앙마이로 떠나는 여행자들

의 발길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어

질 것이다. 

치앙마이✻
Chiang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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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태국관광청(TAT) 사무소가 싸판 렉 철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유명 식당이

나 가게, 은행의 환전 창구 등에서는 몇몇 회사에서 출판하는 무료 치앙마이 관광 정보지를 구

할 수 있다. 영어판이나 일본어판이 대부분이지만 알찬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 
  09:00~16:00     태국관광청 053-248-604 

은행·환전▶▶  시내 곳곳에 환전소나 은행이 있어 환전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아도 

좋다. 주로 나이트 바자와 쁘라뚜 타패 근처에 모여 있다. 환전소 영업시간은 08:30~20:00 정

도다.

기후▶▶  보통 5~10월을 우기, 11~4월을 건기로 구분한다. 북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24.6도. 

12~2월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저녁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온도라도 

좀 더 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산중의 날씨는 무척 춥게 느껴진다. 겨울철에 트레킹

을 목적으로 북부 지역을 찾는다면 두꺼운 티셔츠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치앙마이 방향잡기▶▶  치앙마이 시내는 

일반적으로 성곽을 기본으로 한 구시가와 

그 주변의 신시가로 구분한다. 성곽 내는 

예부터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역

사적인 유물 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때문에 언제

나 한가하고 조용한 편이다. 성 바깥쪽에는 

상가와 집 등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다. 성

곽의 안과 밖은 성벽과 해자로 구분되며, 

문Gate이라는 뜻의 5개 쁘라뚜Pratu가 연결시켜준다. 동쪽은 쁘라뚜 쑤언 독Suan Dok, 서쪽은 

쁘라뚜 타패Tha Phae, 남쪽은 문이 2개로 각각 쁘라뚜 쑤언 쁘룽Suan Prung, 쁘라뚜 치앙마이

Chiang Mai, 북쪽은 쁘라뚜 창프악Chang Pheuak이다. 문 외에도 여러 곳이 도로나 다리로 연결돼 

있어 성 안과 밖을 나다니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신시가 중에서도 특히 붐비는 곳은 주로 서쪽의 쁘라뚜 타패 지역이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

명한 상권인 나이트 바자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여행자들의 편의 시설 역시 이 지역에 많이 집

중돼 있다. 게스트하우스, 여행자 식당, 여행사, 기념품 가게 등 여행자 편의 시설이 몰려 있는 

곳은 성 안쪽으로는 쁘라뚜 타패 바로 뒤쪽의 타논 문므앙Thanon Mun Meuang와 타논 랏차담넌

Thanon Ratchadamnoen 주변, 성밖으로는 쁘라뚜 타패 앞에서 매남 삥Mae Nam Ping까지 뻗어 있

는 타논 타패Thanon Thaphe와 타논 타패 남쪽으로 나란히 나 있는 타논 러이크로 Thanon Loi Khro 

등지다. 

시내 동쪽 방면으로는 치앙마이의 한강인 매남 삥Mae Nam Ping이 흐르고 있다. 삥 강 주변에

는 유명 레스토랑과 바가 많다. 삥 강 동쪽의 타논 짜런므앙Thanon Charoen Muang에는 기차역

이 자리했다. 구시가 북쪽에는 치앙마이와 주요 도시를 이어주는 버스 터미널인 치앙마이 

아케이드가, 치앙마이 아케이드 북쪽에는 근교 지역으로 가는 버스 터미널인 창프악 터미

널이 있다. 

북
부  

치
앙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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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r.koreanair.com)에서 인천과 치앙마이 직항편을 매일 운항한다. 타이항공(www.

thaiair.co.kr)의 경우에는 치앙마이로 직접 가는 티켓을 끊어도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탄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방콕에서 입국 수속을 할 필요 없이, 비행기만 갈아타고 치앙마이에서 바

로 입국 수속을 하면 된다. 방콕에서 출발한다면 비행기나 밤 기차,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항공 Air▶▶
 

치앙마이 공항에는 방콕, 치앙라이, 매홍쏜, 쑤코타이, 푸껫 등지에서 오는 국내선과 라오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서 오는 국제선이 있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방콕-치앙마이 구간. 타이항공과 방콕에어, 녹에서, 에어아시아, 오리엔트타이항공이 매일 

운항된다. 

  기차 Rail▶▶
 

치앙마이 역은 태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기차역

이다. 방콕 후알람퐁 역에서 치앙마이 역까지는 

하루 7대의 기차가 운행된다. 방콕-치앙마이 구

간의 기차는 보통 버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만 2등석 침대칸 이상의 등급은 버스보다 훨씬 

편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성수기 때에는 물론이고 보통 때라도 매진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으므로, 원하는 좌석으로 여행

하려면 예약은 필수다. 방콕-치앙마이 기차 요금 및 시간표는 방콕 교통편 참고.

  치앙마이 역 053-247-462

  버스 Bus▶▶

 방콕-치앙마이 터미널▶▶치앙마이에는 치앙마이 아케이드Chiang Mai Arcade(현지발음 치앙

마이 아케잇)와 창프악 터미널Chang Pheuak Bus Terminal이 있다. 방콕을 비롯해 쑤코타이, 아유타

야, 매홍쏜, 치앙라이 등 대부분의 도시는 치앙마이 아케이드로, 치앙마이 근교는 창프악 터미널

로 연결된다. 방콕에서는 북부 버스 터미널인 머칫 마이에서 치앙마이행 버스를 탈 수 있다.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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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치앙마이-방콕 07:00~21:50, 1일 16회 10시간

 치앙마이-치앙라이 07:00~19:00, 40분 간격 3시간

 치앙마이-빠이 06:30~14:30(미니밴), 1시간 간격 3시간

 

타논 카오산-치앙마이▶▶카오산 로드의 모든 여행사에서 카오산-치앙마이를 연결하는 

편도 버스 티켓 혹은 트레킹을 포함한 버스 티켓을 판매한다. 카오산에서는 매일 19:00경에 

출발해 07:00경에 치앙마이에 도착하며, 치앙마이에서는 20:00경에 출발해 07:00경에 방콕

에 도착한다. 요금은 버스의 종류나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300B~600B 가량. 

뚝뚝▶▶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뚝뚝 기사는 100B 이상의 요금을 부르고, 일행이 있을 경우에

는 1인당 요금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무조건 흥정을 해야 한다. 나이트 바자에서 타패까지는 

50B, 공항까지는 100B 정도에 흥정하면 된다. 

썽태우▶▶  뚝뚝이 택시라면, 썽태우는 버스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썽태우는 비노선 썽태우와 노선 썽태우가 있는데, 차

체의 색깔로 구분된다. 비노선 썽태우는 붉은색으로 시내를 

움직인다. 요금은 기본 20B으로 거리에 따라 20B~50B을 흥

정을 하고 타면 된다. 인원이 많다면 가격을 흥정해 택시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대절할 수도 있다. 노선 썽태우는 흰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등으로 노선

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출발하는 곳은 강변의 재래시장인 딸랏 와로롯 부근이다. 차체의 정

면 윗 부분에 노선을 적어 놓았으나, 대부분 태국어로만 표기해 놓아 외국인들은 이용하기에 

조금 혼란스러우므로 기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흰색 버쌍, 싼깜팽 방면 20B 하늘색 람푼 방면 20B 노란색 매림 방면 20B, 싼깜팽 온천 방면 30B

미터 택시▶▶ 공항에서 시내로 갈 때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공항 내에서는 썽태우나 뚝뚝을 타더

라도 택시 요금을 내야 하므로 에어컨이 나오는 미터 택시가 낫다. 다만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금은 120B.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미터 택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전거, 오토바이 대여▶▶  시내 이동은 자전거, 근교 이동은 오토바이

가 효율적이다. 시내 곳곳에 렌트 업소가 있지만, 여행자 밀집 지역인 타

논 문므앙 주변에 많은 편이다. 대여 시 여권이나 500B~1,000B 정도의 

보증금을 맡겼다가 반납할 때 찾아간다.

  자전거 24시간 40B~60B, 오토바이 24시간 150B~250B

자동차 대여▶▶  시내와 공항에 몇몇 유명 업체와 중소형 렌터카 업체

가 있다. 버짓Budget은 24시간 대여에 지프가 1,450B, 소형차가 1,600B 정도이며, 1주일 이

상 빌릴 때에는 하루당 대여 가격이 200B 가량 낮아진다.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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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시내 도보 여행

태국 제2의 도시인 치앙마이. 태국 북부의 란나Lanna 왕조가 세운 도시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성벽과 해자에 둘러싸인 전형적인 옛 왕조의 도시 구조

는 지금도 치앙마이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도시 곳곳에는 사원이 산재해 있다. 

황금색으로 치장한 사원과 더불어 치앙마이를 아름답게 꾸미는 건 사원 주변 일반 

주택들이다. 치앙마이의 오래된 집

들은 사원을 죽은 박물관이 아닌 생

활 공간으로 격상시킨다. 

치앙마이를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

면 사원 한 두 개는 지나치게 된다. 

단순히 트레킹을 위해 치앙마이를 

찾은 여행자가 아니라면 천천히 시

간을 내 사원을 둘러보자. 걸어서 해

자 안쪽의 사원만 둘러본다면 4시간 정도,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빌려서 일대의 

사원을 둘러본다면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쁘라뚜 타

패Tha Phae Gate 주변의 타논 문므앙Thanon Mun Meuang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아마도 쁘라뚜 타패일 것이다. 여행자를 위한 

시설들이 몰려 있는 타논 타패와 타논 문므앙이 연결된 곳인데다가 성벽을 둘러싼 

해자가 있는 문 중에 중심에 위치한 곳이기도 해서다. 

쁘라뚜 타패 Pratu Thaphae

치앙마이의 상징으로 성벽을 둘러싼 

해자의 중심 문이다. 구 시가의 중심으

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다. 영어

로는 타패 게이트Thaphae Gate로 표기

된다. 타패는 문을 말하며 쁘라뚜는 물

을 의미해 뿌라뚜 타패는 해자에 둘러

싸인 문이라는 뜻이다.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주

변에 식당, 게스트하우스, 여행사 등 여행자 편

의 시설이 몰려 있다.

왓 프라 씽 Wat Phra Sing

치앙마이 구시가 내, 경찰서 근처에 자리했다. 란

나 양식으로 지어진 유명한 사원으로 1345년 멩

라이 왕조의 파유 왕에 의해 건립됐다. 입구부터 

흰색 건축양식이 한눈에 들어온다. 치앙마이 사원 

중 단 한 곳을 봐야 한다면 꼭 방문해야 할 사원이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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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당 안에 안치된 프라 씽은 치앙라이에서 옮겨져 온 동으로 만들어진 불상으로 

태국 신년 축제인 쏭끄란 기간 동안 치앙마이를 돌며 불상 행렬에 참여하기도 한다.

 쁘라뚜 쑤언 독 근처, 쁘라뚜 타패에서 도보로 15분   Thanon Ratchadamnoen

왓 쩨디 루앙 Wat Chedi Luang

치앙마이 구시가 내 타논 랏차만카에 

자리한 사원으로 60m 높이의 쩨디로 

유명하다. 쩨디는 1401년에 90m 높이

로 세워졌으나 1545년 지진에 의해 손

상을 입었다. 현재는 60m 높이로 계단 

주변의 스투코(치장 회 반죽)와 쩨디 

중앙에 좌불상이 보존돼 있다. 사원으

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중요한 불교 행사인 푸자 행사가 열린다. 

  구시가 중앙, 쁘라뚜 타패에서 도보로 10분    Thanon Ratchamanka

왓 치앙 만 Wat Chiang Man

구 시가 북쪽에 자리했다. 1296년에 건립됐으며 치앙마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이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높게 평가 받는 불상인 프라 씰라Phra Sila와 스리랑카에

서 전래된 석조 조각인 크리스탈 부다로 불리는 프라 쎄딴가마니Phra Setangamani

로 유명하다. 멩라이 왕에 의해 건립된 사원이다.

  쁘라뚜 타패에서 북쪽 방면, 도보로 10분    Thanon Phra Pokklao  

 

왓 쑤언 독 Wat Suan Dok

‘꽃 정원 사원’이라는 이름을 지닌 예쁜 사원이다. 왕실 정원 부지에 세워졌으며 규

모가 크다. 쑤코타이 양식과 비슷한 종 모양의 쩨디를 볼 수 있다. 쩨디는 고승 마

하 테라 쑤마나를 기리기 위해 왕이 세운 것으로 황금빛의 웅장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쩨디와 인접한 곳에는 왕실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구시가의 쁘라뚜 쑤언 독에서 서쪽 방면, 도보로 15분    Thanon Suthep  

왓 치앙 만 왓 쑤안 독

북
부  

치
앙
마
이



268

왓 쨋 욧 Wat Chet Yot

슈퍼 하이웨이에 위치하며 치앙

마이 국립 박물관 옆에 자리했

다. 라테라이트 기단 위에 7개의 

쩨디가 올려져 있는 특이한 사

원이다. 사원의 건축양식은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또는 

미얀마 몬 양식과 유사하다. 라

테라이드 기단의 쩨디에는 스투코 조각들이 볼 만하다.

  구시가에서 썽태우로 10분     Lampang Super Highway

치앙마이 동물원 & 나이트 사파리 Chiangmai Zoo & Night Safari

태국 북부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다. 1977

년에 설립된 동물원으로 연간 70만 명 정

도가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많다. 동물은 

7,00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여 

종의 대규모 조류 공원이 마련돼 있다. 동

물원에는 판다가 있는데, 판다를 보려면 

어른 100B, 어린이 50B이 추가된다. 나이

트 사파리도 18:30~21:00에 개장한다.  치앙마이 나이트 사파리는 싱가포르, 중국 

광저우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인 야간 동물원이다. 

 시내에서 도이 쑤텝 방면으로 6km 떨어져 있다. 썽태우로 10분   100 Huay Kaew 

Road    동물원 08:30~17:00, 판다, 모노레일 08:30~16:00    동물원 어른 100B, 

어린이 50B, 아쿠아리움 어른 520B, 어린이 390B, 모노레일 어른 150B, 어린이 100B  

 053-221-179, www.chiangmaizoo.com

도이 쑤텝 Doi Suthep

도이 쑤텝을 두고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태국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 치앙마이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태국을 봤다고 할 수 없고, 치앙마이를 방문한 사람 중에 도

이 쑤텝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치앙마이를 봤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도이 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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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사원이다.

치앙마이의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는 도이 쑤텝은 치앙마이 북동쪽 해발 1,053m에 

자리했다. 이전에는 290여 개의 끝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야 도이 쑤텝 사원을 만날 수

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원 입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됐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곳에

는 거대한 황금빛 불탑과 크고 작은 불상들로 가득한 사원의 볼거리가 펼쳐진다. 

경내에 들어설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닭

이 신발을 벗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쪼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입구에는 닭의 

사진을 걸어 놓았다. 불공을 드릴 때는 먼저 기어 들어가서 봉안을 한 후에 스님에

게 다가가서 돈을 낸다. 또한 이 사원에서는 전생의 운을 볼 수도 있어서 많은 여행

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사원 주위에는 33개의 종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 종을 모두 두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 

 치앙마이 동물원 앞에서 붉은색 썽태우를 타면 된다. 40B. 도이 쑤텝에서 구시가까

지는 60B   입장료 30B, 케이블카 왕복 50B, 살롱 10B   053-295-012, www.

doisuthep.com

도이 뿌이 Doi Pui

치앙마이 트레킹을 할 만한 여유가 없

는 여행자라면 도이 뿌이에 가보자.  깊

은 산 속에서 살아가는 치앙마이 고산

족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

활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는 있다. 특히 

도이 쑤텝과 연계, 조금의 시간만 투자

하면 되므로 한 번쯤은 가 볼 만하다. 

도이 뿌이에 살고 있는 고산족은 몽족. 

태국 내 치앙콩 부근 라오스 국경 지대

를 중심으로 펫차분, 치앙라이, 난, 프레, 

람빵, 매홍쏜, 치앙마이, 딱 등지에 10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양귀비 재배로

는 고산족 중 으뜸으로 치며, 농업 이외에도 여성의 손재주를 이용해 민족 의상, 모

자, 가방,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 수입을 충당한다. 전통 의상의 색깔로 푸른 몽족인 

몽 유아와 흰 몽족인 몽 드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들은 서로 문화, 습관, 언어 등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치앙마이 동물원 앞에서 붉은색 썽태우를 타고 도이 뿌이까지 바로 갈 수 있다. 편도 

90B. 도이 쑤텝과 푸삥 궁전, 도이 뿌이를 모두 구경한다면 썽태우를 차례대로 이용하면 

된다. 푸삥 궁전에서 도이 뿌이까지 썽태우 요금은 30B. 치앙마이 동물원에서 푸삥 궁전

까지 썽태우 요금은 70B이다   10B, 활 쏘기 10B

치앙마이 국립 박물관 Chiangmai National Museum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치앙마이와 북부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곳이다.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치앙마이에서 배정해 놓은 시간이 넉넉하다

면, 국립 박물관-왓 쨋 욧-고산족 박물관을 연계해 반나절에 둘러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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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있는 왓 쨋 욧Wat Chet Yot은 7개의 

쩨디가 올려져 있어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

보디 사원 또는 미얀마 몬 양식과 유사한 

사원이다. 기단의 스투코 조각들이 볼 만하

다.

 피핏타판 치앙마이  09:00~16:00, 월~

화, 국경일 휴무    100B    053-221-308 

고산족 박물관 Tribal Museum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있지만 고산족

에 관심이 있다면 들러볼 만한 장소다. 호수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멋스러워 보이는 건

물이 특이하고, 각종 자료 또한 자세하게 정

리돼 있다. 

 시내 와로롯 시장에서 노란색의 매림행 썽

태우를 타면 된다. 다른 곳으로 가는 썽태우도 있으므로 기사에게 물어보고 타야 한다   

  피핏타판 차우카오    09:00~16:00 

버쌍 Bosang과 싼깜팽 Sankamphaeng

치앙마이 시내에서 20~30분 가량 떨어진 곳에

는 버쌍이라는 우산 마을이 있다. 종이 공예로 

우산을 만드는 곳으로 형형색색의 우산을 만든

다. 가장 인기 있는 공예점은 엄브렐러 메이킹 

센터 Umbrella Making Centre로 여행자들이 우산

을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으며, 구입도 할 수 있

다. 

길을 조금 더 이으면 싼깜팽 시장이 나타난다. 

싼깜팽 시장에는 공예품과 기념품은 물론 각종 먹거리를 파는 노점이 길게 이어져 

있다. 시장에서 선보이는 살거리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나이트 바자에서 봤던 

간단한 기념품들도 이곳에서 훨씬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은 제품이나 칠기, 

도자기 등 꽤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들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와로롯시장 경찰서 앞에서 흰색 썽태우를 타고 30분

온천 Hot Spring

싼깜팽 시내에서 20km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한 온천 지대로 버쌍 우산 

마을과 함께 둘러보기에 좋다. 리조트 

형태로 개발된 곳도 있지만 가장 유

명한 곳은 싼깜팽 온천 Sankamphaeng 

Hot Spring과 룽아룬 온천 Roong Ar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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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pring이다. 모두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 나들이 삼아 다녀오기에도 그만이다. 

싼깜팽 온천은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넓은 공원 형태로 이뤄져 

있다. 공원의 한 중간에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데 날계란을 사서 삶아 먹을 수도 

있다. 수로를 따라서는 온천수가 흘러 족욕을 즐길 수 있으며, 한 켠에는 작은 온천 

수영장이 마련돼 있다. 이들은 입장료만 내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그밖에 개인탕과 커플탕, 단체탕, 미네랄 수영장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요

금 차이가 있을 뿐, 룽아룬 온천도 비슷한 형태다. 단, 두 곳 모두 비누와 샴푸를 비

롯한 목욕 용품은 사서 사용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다. 

  와로롯 시장의 강변 육교 근처에서 노란색 썽태우가 온천으로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 온천에서는 16:00경에 막차가 출발한다.    싼깜팽 온천 입장료 어른 40B, 

어린이 20B, 개인탕 20B, 40B, 커플탕 200B, 단체탕 300B, 미네랄 수영장 어른 50B, 어

린이 30B, 수건 10B, 룽아룬 온천 입장료 어른 30B, 어린이 15B, 개인탕 15B, 30B, 단

체탕 200B, 수영장 어른 50B, 어린이 30B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 
Doi Inthanon National Park

해발 2,565m, 면적이 530평방㎞에 

달하는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치앙마이에서 여행사 투어로 트레킹

을 하면 좋다. 멋진 폭포, 숨막히는 절

벽, 울창한 숲을 지녔다. 험준한 산악

이 많아 트래킹을 하기에 적합하다. 

  치앙마이에서 106㎞ 떨어진 곳으로 여행사 버스로 1시간30분    200B

매싸 폭포 Mae Sa Waterfall

치앙마이에서 자동차로 4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 크고 작은 10개의 폭포

를 트레킹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폭포부터 마지막 폭포까지 이어진 트레킹 

트레일이 잘 닦여 있는 편이다. 중간중간에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나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테이블도 마련돼 있다. 폭포와 계곡을 즐기며 나들이를 즐

기는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편이며, 입구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는 이들도 있다. 트

레일 초입에 자리한 관광안내소에서는 간단한 지도를 나눠준다. 

매싸 폭포 인근은 종합 관광지라 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폭포 가는 길 쪽으로 대

형 리조트를 비롯해 난 공원, 코끼리 훈련소, 나비 공원 등 많은 관광지가 자리했

다.  ATV, 번지 점프, 고 카트 등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어 여행사 프로그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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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싸 폭포 반 타와미 



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 

  107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매싸 폭포  쪽으로 좌회전해 이정표 참고    50B

타이거 킹덤 Tiger Kingdom

매림에서 매사 폭포로 들어가

는 길 입구에 자리한 호랑이 동

물원이다. 우리 안에 가둬 놓은 

호랑이와 함께 놀며 사진을 찍

을 수 있는 곳으로 어떤 호랑이

와 얼마나 놀 것인가에 따라 요

금이 결정된다. 가까이에서 호

랑이를 만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다. 

 107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매싸 폭포 쪽으로 좌회전해 이정표 참고   51/1 Moo 7 

Rimtai   420B~620B, 패키지 840B, 1,260B, 1,480B, 1,900B  053-860-704, 

www.tigerkingdom.com 

매싸 코끼리 훈련소 Mae Sa Elephant Camp

매싸 계곡에 자리한 코끼리 훈

련소다. 잘 훈련된 코끼리 쇼를 

관람할 수 있다. 코끼리 쇼는 

08:00, 09:40 13:30에 시작된

다. 주변에는 매림 난초 화원과 

매싸 계곡이 있어 연계 관광으

로 함께 하면 좋다. 여행사 투어 

프로그램으로 많이 찾는다. 치

앙마이에 소재한 여러 여행사에 문의하면 된다.

  치앙마이 북쪽으로 107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매림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매싸 계

곡을 지난다. 자동차로 40분 소요   Thanon Samoeng, Maerim   08:00~15:00   

200B    053-236-069, www.maesaelephantcamp.com

반 타와이 Baan Tawai

태국 북부에서 가장 유명한 목공예 마을이다. 기술이 좋은 장인들이 나무로 빚어

낸 멋진 작품들을 전시 및 판매한다. 마을의 규모도 상당히 커 천천히 둘러보면 2

시간 이상은 걸린다. 선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식품도 많아 둘러볼 만하다.

 치앙마이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항동Hangdong에 위치, 썽태우로 25분   90 

Moo 2 ban-Tawai Khun Khong, Hangdong    081-882-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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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시장 Sunday Market

치앙마이 중심부에 해당하는 랏차담넌 거리에 일요일마다 형성되는 시장이다. 타

패 게이트에서 랏차담넌 거리를 따라 형성되는 시장은 태국 내 재래시장 중에서도 

최고라 할 정도. 노점 음식점은 물론 독특한 디자인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노점

과 마사지 노점 등 다양한 가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 음식점만 보더라도 국수, 

볶음밥, 튀김, 생선 구이, 꼬치, 스시, 햄버거, 케밥 등 그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한눈에 보는 듯하다.  일요 시장의 최대 장점은 구

시가 내에 시장이 자리했다는 점이다. 특히 먹거리 노점은 사원 마당에 차려지는 

경우가 많아 여유로운 느낌이 배가된다. 다만 쇼핑이 목적이라면 시장이 문을 열

기 시작하는 오후 4시경이나 아예 늦은 밤에 찾는 게 낫다. 저녁 6~9시경에는 걸

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16:00~23:00

토요 시장 Saturday Market

쁘라뚜 치앙마이 인근 성벽 외곽에 자리한 타논 우아라이Thanon Wualai에 토요일

마다 형성되는 시장이다. 구시가에서 공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인 우아라

이는 토요일이면 워킹 스트리트Walking Street로 바뀌어 여행자들을 불러 모은다. 

저녁 6~9시경에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다. 

토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품목

은 수공예품, 의류, 기념품, 액세

서리 등으로 일요 시장과 유사

하다. 곳곳에 먹거리를 판매하

는 노점들도 많다. 

  16: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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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바자 Night Bazaar

타논 창끄란Thanon Chang Klan 

일대에 형성된 나이트 바자다.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 깔래 나

이트 바자가 타논 창끄란을 사

이에 두고 자리했으며, 더 플라

자The Plaza, 빤띱 플라자Pantip 

Plaza 등 중저가 제품을 판매하

는 쇼핑몰도 있다. 나이트 바

자는 낮에도 더러 영업을 하지

만 저녁 시간이 돼야 대부분 문을 연다. 수공예품, 의류, 가방, 기념품 등이 판매되

며,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에는 그림을 판매하는 가게가 많다. 수공예품을 판매하

는 고산족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나이트 바자 주변에는 이름난 레스토랑, 

카페가 많아 쇼핑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찾을 만하다. 

아누싼 시장 Anusarn Market

타논 창끄란 끄트머리에 해당

하는 나이트 바자에 자리한 시

장으로 일요 시장이나 토요 시

장의 축소판이라 보면 된다. 저

녁이 되면 넓은 터에 가판대가 

설치돼 수공예품, 의류, 기념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다. 몇몇 

가게에서는 건조 과일과 북부 

전통 과자를 판매해 선물용으

로 구입하기에 좋다. 아누싼 시장의 특징은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시장 내에 자리했

다는 점이다. 대형 해산물 레스토랑, 인도 음식 전문점 등으로 호객 행위가 활발하다. 

  

센탄 에어포트 플라자 Central Airport Plaza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의 종합 쇼핑몰이다. 로빈

싼 백화점과 대형 극장 체인인 ‘메이저 씨네 플랙스’  등이 입점해 있으며, 각종 태

국 유명 브랜드들의 점포가 들

어서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깟 쑤언 깨우보다 세련된 느낌

이다. 

 공항 방면에 자리해 있다. 차

로 10분   2 Thanon Mahidol  

 10:00~21:30  053-999-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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깟 쑤언 깨우 Kat Suan Kaew   

센트럴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이 입점해 있는 쇼핑센터다. 

지하에는 탑스 슈퍼마켓과 푸

드코트가 있다. 1층은 씨즐러, 

2층은 스웬센, 3층은 서점 등이 

입점해 있다. 은행, 극장 등도 

있다.

 쁘라뚜 타패에서 차로 10분  

  99/4 Thanon Huay Kaew   

10:00~21:00    053-224-

444

타논 님만해민 Thanon Nimmanhaemin

치앙마이 중심부 서북쪽, 치

앙마이 대학교와 가까운 곳

에 자리한 거리다. 최신 트렌

드의 헤어 살롱, 네일 숍, 패션 

매장, 인테리어 숍, 갤러리 등

은 물론 프랑스, 이태리, 태국 

요리 등을 선보이는 트렌디

한 레스토랑이 님만해민 거

리의 골목 곳곳에 자리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치앙마이 

중심부와는 뚝뚝으로 15분 정도 거리에 자리했지만 한층 수준 있는 문화를 즐기

기 위해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와로롯 시장 Talat Warorot 

와로롯 시장은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각종 생활용품과 먹거리를 파

는 상설 시장으로 하루종일 문을 연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더욱 시장이 커지고 여

러 가지 물건들이 나와 재미가 

더해진다. 시장 옆은 치앙마이 

외각으로 빠지는 썽태우가 출

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08: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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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앙마이 트레킹
태국 고산족 마을에서 숙식을 함께하는 트레킹은 여행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치

앙마이 여행 코스다.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 치앙마이를 다녀온다면 최소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본격적인 트레킹은 버거운 게 사실이다. 이럴 때는 여행사에서 선

보이는 일일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일일투어 프로그램은 치앙마이 여행사에

서도 판매하며, 방콕에서 미리 예약할 수도 있다. 

트레킹을 살짝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일투어로는 코끼리 사파리+코끼리 훈련소

+난초 농원+고산족 마을+소싸움+대나무 뗏목 래프팅을 즐기는 프로그램과 고산

족 마을 방문+코끼리 타기+뗏목 래프팅 프로그램, 카렌, 아카, 리수, 빠동, 라후족 등 

고산족 마을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가격은 여행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여행사를 들러본 후 판단하는 게 좋다. 

 www.cmadven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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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빵 Lampang 

람빵은 태국 북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치

앙마이에서는 100km 

거리로 방콕과 치앙마

이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이곳을 통과한

다. 람빵이 형성되기 시

작한 것은 7세기. 왕 강

Maenam Wang이 흐르는 

좁은 골목들 사이에서는 옛 도시의 흔적이 배어난다. 람빵은 태국 북부의 다른 도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빈약하지만 왓 프라 탓 람빵 루앙Wat Phra That 

Lampang Luang이라는 중요한 사원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볼거리로는 치앙마이로 향

하는 11번 국도 상에 위치한 코끼리 보호 센터The Elephant Conservation Center가 있

다. 벌목을 법적으로 금지한 이래 할 일이 없어진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2년에 

설립한 이곳은 코끼리 트레이닝은 물론 코끼리 병원까지 만들어져 있어 방문할 만하

다. 하루에 두 차례 코끼리 쇼가 공연되며 코끼리 타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람빵에서

도 37km나 떨어져 있어 차가 없으면 다녀오기 불편하다. 치앙마이행 버스 중간에서 

내려 코끼리 보호 센터까지 2km를 걷든지 썽태우나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   

AROUND CHIANG MAI 
북
부  

치
앙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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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럿롯 Lert Ros

구시가 내에 자리한 인기 레스토랑. 골목 

안으로 100m 정도 들어가야 하지만 소문

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한국의 돼

지갈비 맛과 비슷한 무양과 쏨땀이 잘 어

울리며 맛도 좋다. 입구 조리대에서 굽는 

생선도 인기 메뉴.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아주 저렴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메뉴

는 사진과 더불어 태국어와 영어, 일본어

로 돼 있어 주문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

적인 서비스도 친근하다. 

 쁘라투 타패로 들어와 M호텔 뒷골목

으로 100m. 위앙 만뜨라 호텔 맞은편   

Thanon Ratchadamnoen Soi 1  

13:00~21:00   쏨땀 30B~, 무양 30B~, 

쁠라 탑팀 100B~, 똔쌉 40B~  089-

755-2233

롯이얌 Rote Yiam

진한 육수의 쇠고기 쌀국수를 선보이는 

집. 쇠고기 육수가 펄펄 끓는 모습을 입구

에서 볼 수 있다. 쌀국수는 동일한 육수를 

사용하며, 쇠고기, 비프볼 등 고명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공깃밥을 추가로 주문해 

진한 쇠고기 국물에 말아 먹는 이들이 많

다. 음식점은 늘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다. 님만해민에

도 매장이 자리했다. 

 쁘라뚜 타패에서 문무앙 로드 북쪽으

로 800m. 걸어서 10분  255 Thanon 

Moon Muang   08:30~17:00   50B~ 

  053-272-422

움 Aum

1982년에 문을 연 채식 레스토랑. 두부와 

채소를 이용한 태국 요리가 많으며, 아보

카도, 파프리카 등을 넣어 만든 일본풍의 

마끼 요리도 선보인다. 모든 요리에는 

MSG를 사용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간

이 강한 편이다. 실내는 1층과 다락방 형

태의 2층으로 구성돼 있다. 타패 바로 앞

에 자리해 위치가 매우 좋다. 

 쁘라투 타패 앞 블랙 캐니언 옆  65 

Thanon Moon Muang  10:30~20:30 

  70B~   053-278-315

아룬 라이 Aroon Rai

1957년에 문을 연 전통의 태국 음식점이

다. 여행자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인

기라 늘 사람이 많은 편이다. 아룬 라이가 

자랑하는 메뉴는 카레. 북부 카레 요리인 

깽항레를 포함해 5가지의 카레를 선보인

다. 기본적인 태국 요리는 다 하는데, 카레

와 더불어 버섯 찌개인 똠얌햇이 추천 메

뉴다. 메뉴를 고르기 힘들다면 진열대에 

있는 요리에서 고르면 된다. 

 쁘라뚜 타패에서 나와 우회전해 타논 

꼿차싼 방면으로 200m   45 Thanon 

Kotchasarn  10:00~22:00  카레 

55B~    053-276-947

다렛 하우스 Daret’s House

타패와 인근 해자가 바라보이는 곳에 자

리한 레스토랑. 좋은 위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 양이 많아 늘 여행자들로 

붐빈다.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다. 저녁 시간에도 저렴하게 맥주를 즐기

려는 여행자들로 레스토랑이 꽉 찬다. 

 타패 맞은편 차이야품 로드   4/5 

Thanon Chaiyaphum   07:00~22:30  

쌀국수 40B, 볶음밥 40B~50B  053-

235-440

아트 카페 Art Cafe

타패 게이트 길 건너 맞은편에 자리한 레

스토랑으로 이탈리아 요리, 멕시코 요리, 

태국 요리를 광범위하게 선보인다. 타패와 

가까운 데다가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 자

리하고 인테리어가 깔끔해 늘 손님이 많

다. 근처 레스토랑에 비해 가격은 비싼 편

이다. 실내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하다. 

 쁘라뚜 타패 맞은편   285-287, 

289, 291 Thanon Tha Phae  08:00~ 

23:00    볶음밥, 팟타이 100B, 스파게

티 160B~, 피자 190B~, 멕시코 요리 

100B~    053-206-365,   

www.artcafechiangm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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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룸 Mo Rooms

아트 공간으로 꾸민 12개의 객실을 지닌 

모 룸에서 운영하는 카페 겸 레스토랑이

다. 토루Toru라는 카페 이름이 따로 있지

만 모 룸 카페로 불린다. 호텔의 콘셉트에 

걸맞게 카페의 인테리어도 남다르다. 카

페 2층의 테이블은 선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타츠형부터 벤치형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 에어컨 실

내에 마련된 카페 1층은 모던하게 디자인

했다. 음료 외에 간단한 식사 메뉴가 마련

되며,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 

 타패에서 타논 타패 방면으로 약 200m 

 263/1-2 Thanon Tha Phae  

08:00~24:00   커피, 주스 60B~, 칵테

일 99B~   053-289-780, www.

morooms.com 

임페리얼 샤브 샤브 Imperial Shabu Shabu

임페리얼 매삥 호텔에 자리한 일식 레스

토랑이다. 태국식 쑤끼와 다른 일본식 샤

브 샤브를 맛볼 수 있다. 손님이 오면 테이

블에 화로를 놓아 주며, 뷔페로 차려져 있

는 각종 재료를 취향에 맞게 가져다가 끓

인 후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된다. 

 임페리얼 매삥 호텔 G층  153 

Thanon Sridonchai   17:30~22:00    

1인 320B~    053-283-900

창 가든 Chang Garden

임페리얼 매삥 호텔에 자리한 비어 가든

이다. 550석 규모의 좌석이 넓은 정원에 

마련돼 있어 시원한 야외 바람을 맞으며 

맥주와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비어 가든

은 건기인 10~4월에만 운영한다. 

 임페리얼 매삥 호텔 G층 야외  153 

Thanon Sridonchai  17:30~24:00  

053-283-900

깔래 푸드 센터 Kalare Food Center

깔래 나이트 바자에 마련된 야외 푸드 코

트. 태국 요리, 서양 요리 등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며, 맥주도 판매한다. 입구에

서 쿠폰을 구입해 돈처럼 사용한 후 남은 

쿠폰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으면 된다. 저

녁 7시30분에는 상설 무대에서 공연이 펼

쳐져 나이트 바자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깔래 나이트 바자 내  11:00~23:00 

  40B~

푸드 스테이션 Food Station

타논 창끄란의 더 플라자The Plaza 지하에 

자리한 푸드 코트다. 에어컨이 귀한 나이

트 바자에서 푸드 스테이션은 오아시스 

같은 공간.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어 

좋고, 저렴해서 더욱 좋다. 흰색과 주황색

으로 칠한 의자와 테이블도 상큼하다. 

 타논 창끄란 더 플라자 지하  100/1 

Thanon Chang Klan  10:00~22:00  

40B~

홀 어스 The Whole Earth

단아한 정원 위에 세워진 태국 전통 가옥에

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 식사 공간은 2

층에 자리했으며,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와 

정원 전망의 테라스로 구분된다. 식사 공간

으로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 메인 

메뉴로는 인도 요리와 태국 요리가 있는데 

카레 메뉴가 다양하다. 10%의 봉사료와 

7%의 세금이 따로 붙어 가격은 그다지 싼 

편은 아니다. 저녁 시간에는 정원 테라스에

서도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창끄란 로드에서 씨돈차이 로드로 좌

회전  88 Thanon Sridonchai  

11:00~22:00  150B~  053-282-

463, www.wholeearthrestaurant.com 

리버 마켓 The River Market

아이언 브리지와 삥 강을 조망할 수 있는 

태국 요리 전문 레스토랑으로 2012년에 

문을 열었다. 태국 버마 스타일의 레스토

랑 건물은 목재를 사용해 옛 방식으로 지

었으며, 천장이 높아서인지 강 바람이 잘 

통한다. 메뉴는 단출하지만 깔끔하다. 생

선 요리의 경우에도 토막을 내 재료로 사

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다. 식사를 

하는 동안 물도 서비스한다. 이처럼 고급

스러운 분위기와 서비스에 비해 가격은 

매우 합리적이다. 

리버 마켓 강 둔치에는 드넓게 잔디가 조성

돼 있다. 이곳에서는 러이끄라통 때 하늘로 

날리는 풍등인 콤러이를 사서 날릴 수 있다. 

 싸판 렉 철교 바로 옆. 타논 짜런프라

텟 쪽에 입구가 있다  33/12 Thanon 

북
부  

치
앙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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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oenprathet  11:00~24:00  태국 

요리 125B~  053-234-493, 

therivermarket.com 

꾸어이띠아우 카완

태국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레스토랑. 쌀국수를 비롯해 덮밥, 샐러드, 

튀김 등 간단한 요리를 선보인다. 인기 메

뉴는 단연 쌀국수. 비빔을 주문하면 돼지 

뼈를 고아 만든 육수가 함께 나오는데 구

수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고명으로 

나오는 고기도 씹는 맛이 좋다. 육수와 고

명은 따로 팔기도 해 추가해 먹는 이들도 

많다. 간판은 태국어로만 돼 있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싸판 렉 철교 건너 좌회전해 150m  

47 Thanon Chiang Mai-Lamphun  

09:00~18:00    40B~   053-302-

290

삥 강의 레스토랑과 바

와로롯 시장 맞은편 삥 강 주변에 유명 레

스토랑과 바가 몰려 있다. 대부분 오전 10

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은 리버사이드Riverside. 추

억을 쫓아 리버사이드를 찾는 여행자들이 

있을 정도지만 세월만큼 낡아 버렸다. 대

신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는 밤의 분위기

는 여전히 좋다. 분위기를 따지자면 데크

1Deck1과 더 갤러리The Gallery가 괜찮다. 가

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굿 뷰Good View는 

일대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 밤에는 

라이브 음악 소리가 커 목소리를 높여야 

대화가 가능하다. 

 싸판 나와랏 건너 좌회전해 200m 정

도 걸으면 데크1, 리버사이드, 굿 뷰, 더 

갤러리가 차례대로 보인다.

와위 커피 Wawee Coffee

와위 커피는 치앙마이에서 가장 자주 접하

게 되는 커피 브랜드다. 목 좋은 곳에는 무

조건 와위 커피가 들어서 있을 정도. 구시가 

타논 랏차담넌의 와위 커피는 잠시 다리를 

쉬어 가기에 좋고, 님만해민 쏘이 9의 와위 

커피는 도심 속의 여유를 즐기기에 좋다. 분

위기가 가장 좋은 곳을 꼽으라면 삥 강에 자

리한 와위 커피다. 특히 낮 시간에 삥 강을 

찾았다면 리버사이드 등 인근 레스토랑이

나 바보다 여기가 낫다. 우거진 나무 아래에

서 강을 조망하며 분위기를 만끽하자. 

 싸판 나와랏 건너 좌회전해 200m  

1/2 Thanon Charoen Rat  08:00~18:00 

  아이스커피 75B~    053-247-713

사하라 Sahara

님만해민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분위기

와 맛 모두 추천할 만하다. 모스크를 테마

로 실내를 장식했으며, 야외 테라스에도 

좌석이 마련돼 있다. 태국 요리와 서양 요

리를 모두 선보이는데 메뉴에 사진이 있

어 선택에 도움이 된다. 요리는 깔끔하고 

맛있는 편. 가격도 합리적이다. 

 타논 님만해민 쏘이 17 입구  59/9 

Thanon Nimmanhaemin  11:00~24:00 

 태국 요리 59B~, 볶음밥 69B~, 쏨땀 

79B~    053-222-088, www.

saharathai.com 

쿤머 Khun Mor’s Cuisine

쌀국수를 필두로 덮밥, 볶음밥, 태국 요리 

등을 선보이는 집. 1992년에 문을 열었다. 

주력 메뉴 중 하나가 국수로, 국수를 조리하

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소고기 육수를 

비롯해 맑은 육수, 똠얌 육수 등이 준비돼 

선택의 폭이 넓다. 깔끔한 분위기와 맛에 비

해 국수 가격은 저렴한 편. 에어컨이 나오는 

자리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타논 님만해민 쏘이 17  10/1 

Thanon Nimmanhaemin Soi 17  

07:30~22:00  쌀국수 50B~  053-

226-379

쿤천 Khun Churn

님만해민에 자리한 유명 채식 레스토랑으

로 두부와 버섯을 사용한 요리가 많다. 모

든 요리에는 MSG를 사용하지 않고 간을 

강하지 않게 한다. 깔끔하지만 호불호가 

나뉘어지는 맛이다. 평소에는 그다지 붐

비지 않지만 런치 뷔페 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꽉 찬다. 11:00~14:30

에 진행되는 뷔페로 오후 2시30분 이전까

지 식사를 끝내고 나가야 하므로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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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입장해야 한다. 

 타논 님만해민 쏘이 17  4 Thanon 

Nimmanhaemin Soi 17  08:00~22:00 

  태국 요리 65B~, 런치 뷔페 129B~  

  053-224-124

아이베리 iberry

1999년에 생긴 태국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전문점. 방콕을 비롯해 태국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님만해민의 아이베리는 특별하

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조형물

이 설치돼 있는 넓은 정원. 조형물을 배경

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이 많다. 정원에는 

작은 의자와 테이블로 이뤄진 야외 좌석이 

아기자기하게 마련돼 있으며, 에어컨이 나

오는 실내에도 좌석이 마련돼 있다. 

  타논 님만해민 쏘이 17로 진입해 처음 나

오는 사거리에 아이베리 이정표가 있다. 여

기에서 우회전한 후 쏘이 싸이남풍에서 다

시 좌회전  Thanon Sirimankhalanchan, 

Soi Sai Nampheung  10:30~22:00  

컵 1스쿱 59B, 2스쿱 110B, 3스쿱 165B, 

콘 1스쿱 79B, 스무디 80B    05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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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 콘셉트 The Salad Concept

샐러드와 건강 음료를 선보이는 레스토

랑. 신선한 샐러드를 먹으면 기름진 음식

에 느끼해진 속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샐

러드를 주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반 

샐러드의 경우, 5개의 무료 토핑과 드레싱

만 선택하면 끝. 베이컨, 소시지, 새우, 연

어 등의 토핑은 20B~40B을 더 내고 선택 

가능하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

다면 두부, 소고기, 연어, 새우, 참치 샐러

드 등으로 준비되는 스페셜 샐러드를 고

르면 된다. 샐러드는 비교적 양이 많은 편

이다. 음료로는 채소, 과일즙이 추천할 만

하다. 휘트그래스는 몸에 있는 나쁜 세균

의 증식을 막아 주며, 비트 즙인 디톡스는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타논 님만해민 쏘이 15 입구  49/9-

10 Thanon Nimmanhaemin  

11:00~22:00,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휴무 

 샐러드 60B~, 스페셜 샐러드 95B~, 

음료 45B~    053-894-455

망고탱고 Mango Tango

망고를 이용해 디저트와 음료를 만드는 

망고 탱고의 님만해민 매장. 방콕의 싸얌 

스퀘어 매장이 특히 유명한데 이곳 매장

은 한국, 중국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다. 망

고 주스와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푸딩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이들을 동시에 

맛보려면 망고 탱고를 주문하면 된다. 실

내에서는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 

 타논 님만해민 쏘이 11  Thanon 

Nimmanhaemin Soi 11  11:00~22:00 

 망고 알로하 65B, 망고 탱고 120B, 망

고 살사 85B  081-595-8494, 089-

191-0888

칸똑 디너 쇼 Khan Tok Dinner Show

칸똑이란 그릇을 뜻하는 칸과 밥상을 뜻

하는 똑이 합쳐진 말. 칸똑 쇼는 태국 북부

의 전통적인 춤과 음악을 즐기며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치앙마이에서는 올드 

치앙마이 문화센터Old Chiangmai Cultural 

Center와 쿰 칸똑Khum Khan Tok이 대표적이

다. 두 곳 모두 시내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여행사를 통해 픽업이 포함된 상품을 구입

하는 게 낫다. 가격은 1인 기준 500B~700B 

정도 한다. 

 올드 치앙마이 문화센터 053-275-

097, 쿰 칸똑 053-260-504

센탄 에어포트 플라자 푸드 코트

G층과 4층에 푸드 코트가 자리했다. G층 

란나 푸드 마켓Lanna Food Market 내 푸드 코

트는 태국 북부 음식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카우 쏘이를 비롯한 국수류, 볶음밥, 쏨땀, 

남쁘릭 엉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계산

은 음식점에서 직접 하면 된다. 4층의 푸드 

파빌리온에서는 쌀국수, 볶음밥, 덮밥 등

의 일반적인 메뉴를 취급한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구입해 각 음식점에서 계산하면 되

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공항 근처에 자리했다. 쁘라뚜 타패에

서 차로 10분  2 Thanon Mahidon  

10:00~21:30    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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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만다린 오리엔탈 Mandarin Oriental

초특급인 만다린 오리엔탈의 치앙마이 리

조트다. 일반 빌라에서 풀 빌라까지 다양

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

격 역시 천차만별이다.

 공항에서 싼깜팽의 리조트까지 30분 

소요   51/4 Thanon Chaing Mai-

Sankampaeng  인터넷 비수기 

24,000B~   053-888-888, www. 

mandarinoriental.com/chiangmai 

포 시즌 리조트 치앙마이
Four Seasons Resort Chiang Mai

세계적인 특급 리조트 체인인 포 시즌의 

치앙마이 리조트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

진 매림 계곡Mae Rim Valley에 자리했다. 란

나 양식의 우아한 외관과 호화로운 객실

이 압권이다. 

 매림 계곡   Mae Rim-Samoeng 

Old Road   인터넷 비수기 20,000B~  

 053-298-181, www.fourseasons. 

com/chiangmai

로열 프린세스 치앙마이
Royal Princess Chiang Mai

나이트 바자 옆에 자리한 두싯 계열의 고

급 호텔이다. 태국 전통 양식의 로비와 깔

끔한 객실이 눈에 띈다. 

 112 Thanon Chang Klan Road   인

터넷 비수기 2,150B   053-253-900, 

www.dusit.com 

홀리데이 인 Holiday Inn 

치앙마이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 하나로 

삥 강 건너 멩라이 다리와 인접하고 있는 

호텔이다. 일류 호텔답게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26개의 객실이 있다. 

 삥 강 남쪽의 람빵 거리   318/1 

Thanon Chaing Mai-Lumphun   인터

넷 비수기 2,000B    053-275-300

 

임페리얼 매 삥 호텔
The Imperial Mae Ping Hotel 

해자와 나이트 바자가 인접해 있어 위치 

상으로 상당히 좋은 호텔이다. 가격 대비 

시설도 훌륭해 호평을 받고 있다. 객실 수

는 371개이며, 5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

어가든이 매우 인기다. 

 해자 동쪽 외각 나이트 바자 근처   

153 Thanon Sridonchai   인터넷 비수기  

1,600B    053-283-900

 

엠프레스 호텔 The Empress Hotel

치앙마이의 고급 호텔로 시설 대비 가격

이 저렴한 호텔이다. 외관과 객실 내부 및 

부대시설이 훌륭하다. 다운타운 인Downtown 

Inn, 파크 호텔Park Hotel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타논 창 끄란   199/42 Thanon 

Chang Klan   인터넷 비수기 1,500B  

 053-270-240, www.empresshotel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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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가든 Tea Garden by Anotai

매림을 방문했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카페. 잘 정돈된 푸른 정원에서 차와 커피

를 즐길 수 있다. 오랜 수령의 나무들은 시

원한 그늘을 만들고, 나무 사이를 날아다

니는 새들은 경쾌하게 지저귀며 귀를 즐

겁게 한다. 티 가든의 정원에 앉아 있는 것

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며, 향긋한 티는 

머리를 맑게 한다. 

 매림 폭포 1km 전방  186/3 Moo 1 

Maeram, Maerim  10:00~18:30, 수요

일 휴무   커피, 아이스티 75B, 아이스

커피 85B, 티 120B, 스콘 65B~  053-

044-298



 

치앙마이 플라자 호텔 Chiang Mai Palza Hotel

나이트 바자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호텔

이다. 객실을 태국 북부의 란나 양식으로 

꾸며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타논 씨돈차이   92 Thanon 

Sridonchai   인터넷 비수기1,100B   

053-903-161, www.chiangmaiplaza.

com 

쑤리웡 호텔 Suriwongse Hotel

나이트 바자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중급 

호텔이다. 티크목 조각을 로비에 장식하

는 등 태국 전통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객실은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지

만 깔끔하다. 부대시설로 테라스 바와 레

스토랑 등이 있다. 

  110 Thanon Chang Klan   인터넷 

비수기 1,400B    053-270-360, www.

suriwongsehotels.com 

호텔 M Hotel M

쁘라뚜 타패에 자리한 호텔로 구시가 인

근을 돌아보기에는 최적의 위치다. 객실 

시설은 조금 낡은 편이지만 깔끔하게 관

리되고 있다. 티브이, 냉장고 등의 기본적

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시가 내 쁘라투 타패 바로 앞  

2-6 Thanon Ratchadamnoen  인터넷 

비수기 1,300B~   053-211-069, 

www.hotelmchiangmai.com 

IMM 호텔 IMM Hotel

쁘라뚜 타패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호텔

이다. 냉장고와 욕조가 없는 등 객실의 시

설을 간소화해 위치 대비 저렴한 가격으

로 손님을 맞고 있다. 고급 호텔의 우아한 

느낌은 찾을 수 없지만 깔끔하고 편리하

다. 기차역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IMM 에

코 호텔 IMM Eco Hotel도 마찬가지. 일반 객

실 외에 도미토리를 만들어 배낭여행자들

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7/1 Thanon Kotchasarn   인터넷 

비수기 1,030B~   053-283-999, 

www. immhotel. com 

나이스 아파트먼트 Nice Apartment

시설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게스트하우스. 

객실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냉장고, TV, 

옷장, 화장대 등 기본 시설은 모두 갖췄다. 

장기간 치앙마이에 머무는 여행자들이 저

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5 Thanon Ratchadamnoen Soi 1  

 팬 230B, 에어컨 320B    053-

218-290

미소네 

한인업소로 도미토리와 에어컨룸을 갖춘 

게스트하우스와 레스토랑, 여행사를 함께 

운영한다. 배낭여행자들 사이에 잘 알려

져 늘 한국인이 많은 편이다. 게스트하우

스 외에 한국식 점심 뷔페, 삼겹살 뷔페를 

선보이는 레스토랑도 인기다. 미소네는 

치앙마이의 타논 님만해민에 자리했다. 

주변에 산뜻한 분위기의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많은 건 장점. 반면 시내와는 거리가 

있어 교통은 조금 불편하다. 

 Thanon Nimmanhaemin Soi 7   도

미토리 150B, 에어컨 500B~700B   

084-045-7361

코리아 하우스

여행자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자리한 한인 업소로 게스트하우스와 더

불어 레스토랑, 여행사를 운영한다. 게스

트하우스는 도미토리, 트윈, 더블, 트리

플로 나뉘어지는데 모두 공동 욕실을 사

용한다. 

 Thanon Changmoi   도미토리 

100B, 트윈룸 250B, 더블룸 350B, 트리플

룸 500B    053-25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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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북부에 자리한 작은 마을 빠이. 작은 강이 흐르고 산

으로 둘러싸인 아무 것도 없는 이곳에 여행자들이 모여든

다. 여행자들은 빠이의 자연친화적인 숙소, 아담하고 정감 

가는 레스토랑을 대하며 라오스의 왕위앙이나 발리의 우

붓에서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듯하다. 

빠이의 명성은 어느덧 퍼져 치앙마이를 벗어나 많은 여행

자들이 빠이를 찾고 있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보고도 

남을 작은 마을이지만 태국 북서부의 전원 풍경을 만끽하

며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것이다. 여행자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며 빠이가 옛 멋을 잃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그래도 빠이는 빠이인지라 빠이의 자연과 자연을 

닮은 편안한 마을의 분위기는 잃지 않고 있다. 

빠이✻Pai

Information

은행, 환전, 인터넷▶▶  마을 곳곳에 은행이 많다. ATM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전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도 많다.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도 되고,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숙소

도 꽤 있다. 속도는 느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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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Air▶▶
 

칸 에어 Kan Air (www.kanairlines.com)에서 치앙마이↔빠이 노선을 운항한다.

    버스 Bus▶▶
 

치앙마이와 매홍쏜에서 빠이로 가는 버스를 운행한다. 치앙마이에서 빠이까지는 136km로 

가까운 편이지만 커브가 많은 산길을 가야 해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매홍쏜과 빠이 구간도 사

정이 비슷하다. 치앙마이에서는 치앙마이 아케이드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아침 7시에 출발하

는 로컬버스를 제외하고는 미니밴이 운행된다. 빠이에서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는 일찍 매진

되는 편이다. 최소한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원하는 시간의 버스를 탈 수 있다. 150B. 

   

 구간 운행시간

 치앙마이-빠이 06:30~14:30 (미니밴) 1시간 간격

 빠이-치앙마이 07:00~14:30 (미니밴) 1시간 간격

 빠이-쏩뽕-매홍쏜 08:30(미니밴), 10:00(로컬버스)

   여행사 버스 Minivan▶▶
 

아야 서비스A-ya Service에서 운영하는 여행사 미니밴이 치앙마이와 빠이 구간을 운행한다. 

치앙마이 아케이드 외에 쁘라뚜 타패, 치앙마이

역에 정차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치앙마

이에서는 타패 등 주요 지점의 여행사에서 예약

과 픽업이 가능하며, 빠이에서는 버스 터미널 

옆 아야 서비스에서 예약과 픽업이 이뤄진다. 

일반 버스보다 인기가 좋아 일찍 매진되는 편이

다. 

  08:00, 09:00, 10:00, 11:30~13:30 1시간 간격

오토바이, 자전거 대여▶▶  시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걸어서 다니기에도 충분하다. 조금 

더 편리하게 다니려면 자전거가 적당하고, 근교의 볼거리를 모두 구경한다면 오토바이를 빌

려야 한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대여소는 마을 곳곳에 자리했다. 

  오토바이 1일 100B, 150B, 자전거 1일 50B

How to Go

Local Transportation

북
부  

빠
이 



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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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Temples

빠이 중심가 인근에 왓 남 후 Wat Nam Hoo, 왓 후아 나 Wat Hua Na, 왓 루앙 Wat 

Luang, 왓 끌랑 Wat Klang, 왓 파 캄 Wat Pha Kam 등 몇 개의 사원이 있다. 큰 볼거리

는 아니지만 중심가 인근에 머문다면 가볼 만하다. 사원들은 대체로 마을에서 

2~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 된다. 

차이니스 빌리지 & 리수 빌리지 

Chinese Village&Lisu Village

자전거를 타고 돌아볼 만한 곳으로는 차이니스 빌

리지와 리수 빌리지가 있다. 빠이 소수민족들이 사

는 마을로 전통 가옥, 기념품 가게 등을 마련해 놓

고 손님들을 맞는다. 큰 볼거리는 아니지만 중심가 

근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묵는다면 잠시 짬

을 내 다녀올 만하다. 오토바이를 빌렸다면 이들 

마을을 본 후 모팽 폭포까지 가볼 수 있다. 

  빠이 중심가에서 북서쪽으로 3~4km

폭포 Waterfalls

산으로 둘러싸인 빠이 인근에는 모팽 폭포 

Mopaeng Waterfall, 팸 복 폭포 Pam Bok Waterfall, 무

앙 팽 폭포 Muang Paeng Waterfall 등 폭포가 많다. 폭

포는 대체로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편. 현지인들이 

나들이 삼아 찾기도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폭포를 

찾는 여행자들도 꽤 있다. 어떤 이들은 수영복과 도

시락을 준비해 폭포 한 켠의 큰 바위에 자리를 잡고 

온종일 머물기도 한다. 모든 폭포는 빠이 마을과 어

느 정도 거리가 있는 탓에 오토바이나 차를 렌트하

거나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찾을 수 있다. 

 ✻ BEST SIGHTS 

북
부  

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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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인 러브 Coffee In Love

빠이의 강과 산이 이룬 풍경을 한눈에 감

상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커피숍이다. 일일투어 프로

그램에 포함될 정도이며 오토바이를 타

고 일부러 찾는 이들도 많다. 목조로 지

은 커피숍과 예쁘게 꾸며 놓은 각종 소품

들이 풍경과 잘 어울린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빠이의 여유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빠이 중심가에서 치앙마이 방면으로 차로 10분    07:00~18:00    아이스커피 60B~  

 053-698-251

타 빠이 온천 Tha Pai Hot Spring

태국 북부에 자리한 수많은 온천 가운데

에서도 이색적이라 할 만한 곳이다. 욕조

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춰 놓은 일반적

인 온천과는 달리 노천 온천을 그대로 활

용해 온천으로 꾸며 놓았다. 원탕을 시작

으로 계곡을 이룬 온천은 상류는 아주 뜨

겁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미지근하다. 자

연 노천탕이라 수영복이나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하며, 샤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

지만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기분으로 한때를 즐기기에는 그만이다. 다른 온천

과 마찬가지로 원탕에서는 계란을 삶아 먹을 수 있다. 계란은 온천 입구에 자리한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빠이 중심가에서 치앙마이 방면으로 차로 20분 가량     어른 200B, 청소년 100B

기타 etc.

빠이 인근의 기타 볼거리로는 빠이 캐니

언 Pai Canyon, 메모리얼 브릿지 World 

War 2 Memorial Bridge, 코끼리 캠프촌 

Elephant Camp Village 등이 있다. 빠이 중

심가에서 치앙마이 방면으로 차로 15분 

가량 거리인 빠이 캐니언은 입구에서 걸어

서 100m 가량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작은 

협곡이다. 근처의 메모리얼 브릿지는 

1942년 제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지은 다리. 치앙마이와 버마를 잇는 루트로 사용됐

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주민들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바로 옆에 콘크리트 다리를 지어 

옛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 코끼리 캠프촌에는 코끼리 트레킹을 하는 몇 개의 업소가 

모여 있다. 코끼리를 타고 주변에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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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 일일투어 Tour

빠이 중심가에 자리한 여행사에서 각종 일

일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빠이 

주변 볼거리를 돌아보는 투어에서 코끼리 

트레킹, 롱넥족 방문 투어까지 프로그램 

종류는 다양하다. 예전에는 코끼리 트레킹 

정도로 투어가 미비했지만 지금은 매홍쏜

보다 활발하게 투어 프로그램이 선보여진다. 일례로 롱넥족을 보기 위해 더 이상 매

홍쏜을 찾지 않는 것. 빠이를 찾는 여행자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롱넥족 방문 

투어의 경우, 인근 동굴과 호수, 사원, 온천도 함께 다녀온다. 대부분의 투어는 그룹으

로 가격이 책정돼 기준이 되는 5명 정도로 팀을 꾸려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

다. 

  두앙 트레킹 Duang Trekking 053-699-101, 084-741-8648

 ✻ ACTIVITIES

야시장 Night Market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빠이 중심가에는 하나 둘 노점이 생긴다. 티셔츠, 스카프를 

판매하는 노점에서부터 지갑, 가방, 모자 등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고산족까지, 빠이 중

심가는 쇼핑 천국이 된다. 직접 디자인해 만든 액자와 장식품 등 독특한 기념품도 많

다. 야시장에서는 치앙마이 등 다른 북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빠이만의 독특한 아

이템을 볼 수 있어 기념품이나 선물을 준비하기에 좋다. 오후 5~6시에 시작되는 야시

장은 저녁 8~9시에 절정을 이룬다. 대부분의 가게는 밤 11시 이전에 문을 닫는다. 

무 MU

빠이 중심가에 자리한 아트 숍. 빠이 지도나 풍경을 담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엽서, 

마그네틱, 수첩, 티셔츠 등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한다. 주변에 밋타이 아트 숍 

Mitthai Art Shop, 싸바이디 갤러리 Sabai-dee Gallery 등 빠이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 이곳의 디자인이 훨씬 독특하고 개성이 넘친다. 

  10:00~22:00    muatpai@yahoo.com 

 ✻ SHOPPING

야시장 무

북
부  

빠
이 



빠이 포스트 스튜디오 Pai Post Studio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작은 술

집. 오픈된 형태라 빠이 중심가를 오가

며 볼 수 있다. 스튜디오의 대부분은 

무대로 사용돼 테이블은 거리에 마련

해 놓았다. 좌석은 편안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따뜻하다. 

 19:00~23:00   087-177-

7455, paipoststudio.multiply.com

버팔로 힐 Buffalo Hill

생맥주와 라이브 연주를 즐길 수 있는 곳. 빠이 고등학교 맞은편 작은 코너에 자리했다. 

나이트라이프를 즐길 만한 곳이 적은 빠이에서 많은 여행자들의 정보 교환의 장이 되기

도 한다. 라이브 공연은 20:30~11:45에 있다. 

  20:00~    쌩쏨 버킷 180B    086-729-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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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LIFE

>>  RESTAURANT

넝 비아 Nong Beer

빠이 중심가에서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 하

나다. 꽤 큰 규모로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09:00~22:00  39/1 Moo 1 

Chaisongkram Road   50B~   

053-699-103

빠이 나우 by 블랙 캐니언 
Pai Now by Black Canyon

블랙 캐니언의 빠이 체인. 블랙 캐니언의 

이미지를 버리고 빠이 특유의 색을 입혀 

체인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다. 원색의 

페인트로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이곳에

서 여유를 부리며 쉬어 가는 이들이 많다. 

사거리 모퉁이에 자리해 눈에 쉽게 띄며 

음식과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다. 

 10:00~23:00   50B~   053-

688-788

올 어바웃 커피 All About Coffee

오래된 목조 가옥을 개조해 운영하는 곳

이다. 커피 외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

다. 2층은 갤러리로 운영되며 기념품도 판

매한다.  

 100 Moo 1 Chaisongkram Road  

 08:00~19:30   아이스커피 60B~  

  053-699-429

빠이 컨트리 Pai Country

사거리 모퉁이에 자리한 가게로 서양인들

에게 인기다. 야외 테이블도 마련돼 있어 

거리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맞은편에 자리

한 반 빠이 Ban Pai도 비슷한 분위기다. 

  80B~    081-922-0105

로띠 Roti

야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점 중 하나

로 로띠를 전문적으로 판다. 로띠는 바나

나, 치즈, 계란 등 들어가는 재료와 그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대체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으며, 너무 늦게 가면 

재료가 떨어져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5B~, 바나나+치즈+계란 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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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ODATIONS

요마 Yoma

빠이 중심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

에 자리한 호텔이다. 수피리어, 디럭스, 

그랜드 디럭스, 빌라로 구분된 객실은 전

망이나 발코니의 유무를 빼고는 거의 같

은 형태다. 욕조는 없지만 모던하게 꾸민 

욕실이 눈에 띄며 욕실 용품도 고급스럽

다. 멀리 빠이 강이 바라보이는 전원적인 

풍경과 함께 어우러지며, 수영장, 라이브

러리 등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59 Moo 6 Tambol Viengtai    비

수기 1,700B~   053-064-348~50, 

www.yomahotel.com

더 쿼터 The Quarter

빠이 중심가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에 자

리한 리조트로 일대에서는 가장 고급스러

운 시설을 자랑한다. 수영장이 자리한 정

원을 바라보고 빌라 형태의 객실이 자리한 

형태. 1~2층에 걸쳐 24개의 더블룸과 12

개의 트윈룸이 자리했다. 객실에서 빠이의 

전원적인 풍경을 조망할 수는 없지만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여행자들에게는 안성

맞춤이다. 호텔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스

파,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패키지 프로그

램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245 Moo 1 Chaisongkram Road  

  비수기 3,500B~    053-699-

423, www.thequarterhotel.com

리 루 Li Lu

빠이 중심가에 자리한 호텔. 깔끔하고 세

련된 객실이 일대의 게스트하우스와 차별

화된 곳이다. 전원적인 풍경보다는 편리

한 시설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다.  

 13 Moo 4 Rungsiyanon Road   

비수기 1,000B~    053-064-351~2, 

www.liluhotel.com 

빠이 비만 Pai Vimaan

시내 중심가 근처에 자리한 고급 호텔, 리

조트 가운데에 가장 좋은 위치. 호텔 바로 

앞으로 빠이 강이 유유히 흐른다. 디럭스 

코티지, 주니어 스위트, 빌라 스위트로 나

뉘어진 객실 가운데 빌라 스위트는 그 어

느 리조트의 시설보다 단연 눈에 띈다. 빠

이 비만의 빌라 스위트는 텐트 형태. 커다

란 텐트 안에 집을 지어 이색적인 멋을 더

했다. 4인 기준, 6,000B 가량. 디럭스 코티

지나 주니어 스위트는 같은 형태의 객실

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조망이 다르

므로 체크인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73 Moo 3 Tedsaban1 Road   비

수기 2,500B~   053-699-403, 

www.paivimaan.com 

커피 티 싸판 Coffee Tea Sapan

메모리얼 브릿지 인근에 자리한 커피 전문점. 커피 인 러브(볼

거리 참조)와는 달리 야외 테이블은 거의 없고 에어컨이 나오

는 실내 테이블이 대부분이다. 자전거 등으로 장식한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며,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빠이 시내에서 치앙마이 방면. 메모리얼 브릿지 건너기 전  

  391 Moo 10 T.Tung Yao    07:00~19:00   아이

스커피 55B~    053-065-777, www.buralumpai.com 

커피 티 싸판

로띠

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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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에서 368km 북서쪽으로 자리잡은 매홍쏜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주변 자연

이 아름답고 목이 긴 빠동족 마을 Padoung Village을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매력적인 쫑캄 호수가 있어 운치를 더하며, 겨울에는 태국에서 가장 선선한 기

온을 즐길 수 있기도 하다. 

매홍쏜✻
Mae Hong Son

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호텔과 레스토랑, 여행사 등지에서 인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시내에 자리

한 여행사로는 로즈 가든 투어 Rose Garden Tour가 있다. 

은행, 환전, 우편▶▶  매홍쏜 시내 로터리 부근에 태국 대부분의 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근

처에 자리한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매홍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 스폿. 우체국은 로터리가 

자리한 삼거리 한 켠에 자리했다. 

    항공 Air▶▶
 

칸 에어 Kan Air (www.kanairlines.com)에서 치앙마이↔매홍쏜 노선을 운항한다.

   버스 Bus▶▶
 

매홍쏜은 북부 루트인 1095번 국도와 남부 루트인 108번 국도를 통해 치앙마이와 연결된다. 

빠이를 거쳐 가는 여행자들은 북부 루트를 이용하지만 운행하는 버스는 그리 많지 않다. 치앙

마이에서는 매홍쏜으로 가는 버스는 대부분 매싸리앙을 경유한다. 빠이를 경유하는 것보다 

거리는 더 멀지만 도로 사정은 훨씬 낫다. 250B. 

    구간 운행시간

 매싸리앙→치앙마이 2등 에어컨 10:30, 21:00

 빠이→치앙마이(미니밴) 07:00~14:00 (1시간 간격)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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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Transportation

뚝뚝▶▶  시내가 그리 넓지 않아서 걸어 다녀도 충분하나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뚝뚝을 이

용한다. 흥정이   요하며 차량의 수가 적어 요금이 다소 

비싸질 수 있다. 

  시내 30B 가량, 빠동족 마을 250B 가량

오토바이, 자전거 대여▶▶  시내 곳곳에 자리한 대여소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오토바이 1일 180B, 자전거 1일 80B

왓 프라 탓 도이 꽁 무 Wat Phra That Doi Kong Mu

매홍쏜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사원

으로 두 개의 하얀 탑인 쩨디를 볼 수 있다. 탑

은 1860년과 1874년에 건설됐으며 여러 개

의 불상이 있다. 전망대에서는 매홍쏜과 그 주

변을 겹겹이 두른 산들을 조망할 수 있다. 안개

가 낀 날은 더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다. 

  쫑캄 호수에서 서쪽으로 약 1km. 걸어서 약  25분 소요 

쫑캄 호수 Jong Kham Lake

아름다운 쫑캄 호수를 배경으로 왓 쫑 끄랑 

Wat Jong Klang, 왓 쫑 캄 Wat Jong Kham등 2개

의 사원이 서로 인접해 있다. 모두 미얀마 양식

의 사원으로 왓 쫑 끄랑에는 부처의 전생을 묘

사한 웨싼따라 자따까 Jataka와 목조 불상 등

을 전시한 전시실이 있다. 왓 쫑 캄은 매홍쏜 지역에 거주하는 타이야이샨) 족에 

의해 200여 년 전에 지어진 사원이다.

왓 후아 위앙 Wat Hua Wiang

매홍쏜 주변에 위치한 사원으로 미얀마 만달

레이Mandalay 양식으로 건축됐다. 사원 내에 

청동으로 만든 유명한 불상이 있다. 청동 불상

은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철문으로 막아 놓았다. 

매홍쏜 시장 Mae Hong Son Market

고산족들이 아침 일찍부터 내려와서 자신들이 손수 만든 공예품을 판매한다. 과

일, 건어물, 채소 등 싸고 맛있는 음식 또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 BEST SIGHTS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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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홍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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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Night Market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형성되는 

시장이다. 매홍쏜 로터리에서 쫑캄 호수 입구

까지 노점들이 들어서며 대부분 의류와 액세

서리, 기념품 등을 판매한다. 치앙마이나 치앙

라이 나이트 바자에서 파는 물건과 비슷하지

만 고산족을 캐릭터로 만든 마그네틱과 같은 독특한 아이템도 찾아볼 수 있다. 

고산족 트레킹

매홍쏜은 산악지형이 아름답고 폭포, 동굴, 강이 산재

해 있어 고산족 트레킹의 묘미를 더하는 곳이다. 매홍

쏜 주변에 거주하는 고산족으로는 샨족, 빠동족, 메오

족, 라수족, 카렌족 등이 있다. 게스트하우스와 여행

사에서 트레킹 상품을 판매하는데 트레킹 시간과 장

소, 인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빠동족 마을 반나

절 투어의 경우, 차를 타고 가는 훼이 쎈 타오가 

600B~700B, 나이 쏘이가 650B~950B이며, 보트를 

타고 가야 하는 남 삐앙 딘은 700B~950B 정도다. 메오족 마을 방문은 

500B~850B 정도 한다. 일일 투어는 보트 트립이 포함된 빠동 마을 방문, 코끼리 

 빠동족 Padoung Village

‘긴 목’ 빠동족은 미얀마 국내 분쟁

으로 인해 태국으로 피난 온 난민

들로 태국 내의 고산족 중 그 수가 

가장 적다. 빠동족은 황동으로 만

든 목걸이를 목에 차고 다녀 유명

해진 종족이다. 실제로 목에 차고 

다니는 것은 목걸이가 아니고 한 개로 이어진 코일이며 무게가 20kg 이상, 길이는 30cm 정도 

된다. 소녀 나이가 6살이 되면 목걸이를 차기 시작하며 매년 한 두 개씩을 더해 16살이 될 때

까지 목걸이의 수가 늘어난다. 목걸이를 차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빠

동 전설에 등장하는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용을 모방했다거나 호랑이가 목을 물어가지 못하

도록 목걸이를 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강하게 보여 타 종족 남자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빠동족은 매홍쏜 주변의 나이 쏘이Nai Soi, 남 삐앙 딘Nam Piang Din, 훼이 쎈 타오Huay Sen Thao 

등에 거주하고 있다. 빠동족 거주 지역은 모두 입장료 250B씩을 내고 들어가야 하지만 대신 

거주 지역 안에서는 자유로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나이 쏘이 마을은 가장 큰 빠동족 마을로 

관광객의 발길이 가장 많은 곳이다. 매홍쏜에서 북서쪽으로 35km 거리이며 썽태우, 오토바

이, 투어 등으로 다녀올 수 있다. 오토바이를 빌린다면 직접 다녀와도 무방하지만 비포장 도

로도 간간히 있어 위험하니 여행사 투어를 이용하는 게 좋다. 남 삐앙 딘은 빠이 강을 따라 배

를 타고 가야 한다. 매홍쏜 남쪽의 훼이 드아Huay Deua 선착장에서 배를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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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 선셋 뷰 카페 Before Sunset View Cafe′

매홍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왓 프라

탓 도이 꽁무에 자리한 카페로 선셋 무렵에

만 문을 연다.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일

대 풍경을 조망하며 선셋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야외 테이블이 주를 이룬다. 

주변 풍경과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카페

의 분위기가 매우 어울리는 곳이다. 

  왓 프라탓 도이 꽁무 입구 반대편의 기

념품 가게 근처   15:30~18:00   아

이스커피 40B~ 

펀 레스토랑&커피 Fern Restaurant&Coffee

시내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레스토랑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해 개별 여행자는 물론 

단체 손님들도 많이 찾는다. 에어컨이 나

오는 실내에 테이블이 마련돼 있는 평범

한 분위기로 태국요리가 주를 이룬다. 레

스토랑 바로 옆에 자리한 커피숍과 더불

어 매홍쏜 시내와 7km 정도 떨어진 곳에 

펀 리조트도 함께 운영한다.

  시내 로터리에서 우체국 지나 50m  

  87 Khunlumprapas Road   

10:030~22:00    100B    053-

611-374

미팅Meeting

쫑캄 호수를 바라보고 선 레스토랑. 호수

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2층 테이블이 

인기다. 메뉴 중 밥과 더불어 껭 쯧 등 수

트레킹 등이 포함된 상품이 1,000B~1,700B이다. 6~8명이 한 그룹을 이뤘을 때 가

장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로즈 가든 투어 053-611-681, 053-611-577, www.rosegarden-tou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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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타 호텔 Ngamta Hotel

매홍쏜 시내 중심에 자리한 호텔로 위치

가 상당히 좋다. 객실이 매우 넓은 편이며, 

바닥을 타일로 꾸며 깨끗하다. 에어컨, 온

수, 냉장고 등이 갖춰져 있으며, 티브이 채

널도 다양하다. 일대의 호텔이나 게스트

하우스에 비교해 가격 대비 최상의 시설

이라 할 만하다. 

 매홍쏜 시내 로터리   5-9 

Khunlumprapas Road, Jongkham   

800B   053-612-794, 053-611-

753, www.ngamtahotel.com

바이욕 샬레 Baiyoke Chalet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호텔로 위치가 상

당히 좋다. 인근에는 쫑캄 호수가 있어 산

책하기에도 좋다. 부대시설로 샬레 펍

Chalet Pub과 디너 가든 레스토랑Dinner 

Garden Restaurant이 있다. 

 90 Khumlumprapas Road   인터

넷 비수기 트윈 900B   053-611-486

룩스 홀리데이 Rooks Holiday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는 호텔로 레스토

랑, 수영장, 마시지 룸 등 고급 호텔이 갖

춰야 할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

다. 객실은 총 114개로 수피리어 방갈로, 

디럭스, 스위트로 나뉘어져 있다.  

 매홍쏜 시내에서 매싸리앙 방면 큰

길에 자리했다. 버스 터미널 인근  

114/5-7 Khunlumprapas Road, 

Jongkham   비수기 인터넷 1,750B~  

  www.maehongsonholiday.com 

임페리얼 매홍쏜 호텔
Imperial Mae Hong Son Hotel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매홍쏜을 대

표하는 호텔이다. 넓은 수영장과 격조 높은 

레스토랑, 우아한 객실이 자랑이다. 객실 

수가 많아서 패키지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

 시내에서 치앙마이 방면으로 약 

2km   149 Moo 8, Pang Moo   인

터넷 비수기 트윈 2,000B   053-

684-444~9

마운틴 인 호텔 Mountain Inn Hotel & Resort

시내에서 임페리얼 따라 호텔 가기 전에 

자리한 숙소다. 태국식 외관이 아름답고 

정원이 잘 가꿔져 있다. 객실은 조금 낡은 

편이다.

 112/2 Khunlumprapas Road   인

터넷 비수기 트윈 1,050B    053-

612-285

프를 제공하는 세트 메뉴는 아침식사로도 

괜찮다. 바로 옆에 비슷한 분위기의 선플

라워 카페 Sunflower Cafe′가 자리했다. 

 쫑캄 호수    09:00~22:00  

70B~  

라 타스카 La Tasca

피자 전문점으로 다양한 피자와 파스타 

요리를 선보인다. 분위기와 맛 모두 별로

라 태국요리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크게 

찾을 이유가 없다.  

 바이욕 샬레 바로 옆   10:00~ 

22:00   피자, 파스타 129B~   053-

611-355

헌 야이 깨우 Hern Yay Kaew

젊은 감각의 카페 겸 레스토랑. 커피, 쉐이

크 등 음료와 더불어 태국요리를 즐길 수 

있다. 저녁이면 라이브로 기타를 연주한

다. 카페 내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페에 전시된 엽서, 열쇠고

리, 가방, 신발 등을 팔기도 한다. 

 매홍쏜 시내 로터리에서 북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사거리에서 우회전. 도

보로 5분 가량 걸린다    08:00~22:30  

 커피 35B~, 쉐이크 45B~    084-

614-9428

북
부  

매
홍
쏜



치앙마이와 더불어 태국 북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치앙라이는 1262

년 멩라이 왕이 란나 왕국의 중심으로 세웠던 역사적인 도시다. 치앙라이가 

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도심에도 몇몇 볼거리가 있다. 하지만 실제 치앙라이

가 여행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변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주변지역들은 아침 일찍 출발한다면 하루 만에 다녀올 수도 있고, 현지 여행

사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도 있다. 

치앙라이✻
Chiang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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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수집▶▶  왓 프라 씽Wat Phra Singh 우측 

타논 씽클라이Thanon Singkhlai에 태국관광청

(TAT) 사무소가 자리했다. 치앙라이와 인근 지

역의 지도와 관광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다. 

  053-744-674

은행, 환전, 편의시설▶▶  도시 중간쯤에 남북으

로 비스듬히 뻗은 타논 파호료틴Thanon Phaholyothin

이 시내의 중심이다. 나이트 바자와 식당, 은행 

등이 이곳에 자리했다. 타논 쨋 욧Thanon Jet Yot에

는 게스트하우스, 식당, 마사지 업소  등 여행자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다. 

   항공 Air▶▶
 

· 방콕-치앙라이

타이항공과 에어아시아, 녹에어, 오리엔트타이에서 방콕과 치앙마이를 잇는 항공편을 운항한

다. 방콕에서 치앙라이까지는 버스로 12시간 가량 소요되므로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

할 만하다. 

   버스 Bus▶▶
 

방콕, 치앙마이, 쑤코타이 등 거의 모든 도시에

서 치앙라이로 가는 버스가 있지만 치앙마이를 

거쳐 가는 게 일반적이다. 치앙마이에서 치앙

라이까지 운항하는 버스가 가장 많다.  

시내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 터

미널이 자리했다. 방콕을 비롯해 치앙마이, 매

싸이, 치앙쌘, 치앙콩 등 북부 도시로 가는 모든 

버스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곳이다. 버스 터미

널에서 시내까지는 06:00~19:00에 썽태우가 

운행된다. 10B. 

시내에 있는 구 버스 터미널에서는 치앙라이 인근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

· 버스 터미널
  

   구분 운행시간  소요시간

   방콕-치앙라이 07:00~18:30 (1일 30회) 13시간

   치앙마이-치앙라이 06:30~17:30 (1일 24회) 3시간

   치앙라이-쑤코타이 07:30, 08:30, 09:30, 10:30, 12:00 7시간

How to Go

북
부  

치
앙
라
이



치앙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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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버스 터미널

   구분 운행시간  소요시간

   치앙라이-매싸이 05:50~18:30 (20분 간격) 1시간30분

   치앙라이-치앙쌘 06:20~17:30 (20분 간격) 1시간30분

   치앙라이-치앙콩 06:00~17:00 (1시간 간격) 2시간30분

시내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버스 터미널에 치앙마이 등지에서 오는 모

든 버스가 선다. 버스 터미널 주변에는 숙소나 식당 등 편의 시설이 거의 없어 우선 썽태우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자. 시내에 숙소를 잡았다면 나이트 바자 등 일대는 걸어서 다니면 된다. 

왓 프라 깨우나 왓 프라 씽은 시내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무더운 날이라면 걷는 것보다

는 뚝뚝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치앙라이 인근의 볼거리는 뚝뚝을 타거나 오토바이, 차를 빌

려 돌아봐야 한다. 오토바이는 150B~200B 선, 차는 1,000B 이상에 하루를 빌릴 수 있다. 

Local Transportation

 ✻ BEST SIGHTS 

고산족 박물관 Hilltribe Museum and Education Center

태국 내의 고산족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각 고산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들의 의상, 생활 도구 등이 전시돼 있고, 고산족에 대한 영상을 볼 

수도 있다. 입장권에 1층에 있는 유명 식당인 양배추와 콘돔Cabbage & Condom에

서 무료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쿠폰이 포함돼 있다.

 시내 서쪽 타논 타날라이Thanon Thanalai   620/25 Thanon Thanalai   월~금 

09:00~18:00, 토~일 10:00~18:00   피피타판 차우카오    50B     053-740-088

북
부  

치
앙
라
이



302

나이트 바자 Night Bazar

저녁 무렵 여는 시장으로 치앙마이의 나이트 바자보다 작은 규모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고산족들이 직접 만든 견직물이나 장식품 등 질이 좋고 값이 저렴한 물

건이 많이 있다. 상가 주변으로는 푸드코트 및 길거리 음식점도 많이 들어선다. 저

녁에는 중앙 무대에서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타논 파호료틴 버스 터미널 뒤편     17:00~23:00   나잇 바싸  

왓 프라 깨우 Wat Phra Kaew

왓 프라 깨우의 원래 이름은 왓 빠 이아 Wat Pa Yia였다. 왓 빠 이아는 ‘대나무가 울

창한 사원’이라는 뜻. 이름 그대로 사원에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볼 수 있다. 왓 빠 이

아가 왓 프라 깨우로 이름을 바꾼 건 1434년의 일이다. 당시 번개에 맞아 부서진 탑 안

에서 에메랄드 불상인 프라 깨우

가 발견된 것이다. 프라 깨우는 방

콕의 왓 프라 깨우에 모셨고, 이곳 

프라 깨우의 자리는 모조품이 대

신하게 됐다. 프라 깨우 외에도 쩨

디, 프라 자오 란 텅을 모신 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다. 

 타논 뜨라이랏Thanon Trairat의 오버

브룩 병원Overbrook Hospital 건너편  

∷  기타 볼거리
강변의 언덕 위에 있어 경치가 좋은 왓 프

라 탓 도이 텅 Wat Phra That Doi Thong과 시

내 여행자 거리 옆에 있는 왓 쨋 욧 Wat Jet 

Yot, 시계탑 가까이에 있는 왓 밍 무앙 Wat 

Ming Muang 등의 사원도 있다. 치앙라이에 

오래 머물며 여유가 있다면 찾아볼 만하

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지나는 길이라면 

멩라이 왕 동상도 눈 여겨 보자. 란나 왕국을 세우고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멩

라이 왕에게 이 지역 사람들은 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숭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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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 프라 씽 Wat Phra Singh

1300년대 중반 건립된 사원

으로 쑤코타이 시절부터 내

려오던 프라씽 불상이 안치

돼 있었는데, 현재는 치앙마

이에 있는 같은 이름의 사원

인 왓 프라 씽으로 옮겨져 

있다. 치앙라이의 왓 프라 

씽에는 같은 모양의 복제품

이 안치돼 있다. 본당은 전

형적인 태국 북부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시내 북쪽의 타논 씽클라이Thanon Singhakhlai 의 경찰서 부근

웁 캄 박물관 Oub Kham Museum

태국 북부, 란나 시대의 진귀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200~1,000년 

된 웁과 왕족 의상, 가마, 의자 등은 물론 1,000년이 넘은 불상 등 가치 있는 유물을 

미로처럼 얽힌 전시실에 짜임새 있게 전시한다. 참고로 웁은 란나 시대에 쓰던 밥

그릇 통을 일컫는 말이며, 웁 캄은 금으로 된 웁이다. 웁 캄 박물관에서는 왕족이 

쓰던 금으로 만든 웁과 서민들이 쓰던 나무로 만든 웁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지위고

하를 막론하고 웁의 내부는 모두 나무로 만들었다는 점이 재미있다. 

웁 캄 박물관은 가이드와 함께 하는 박물관이다. 유물 하나하나에 관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흥미는 배가 된다. 값비싼 유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 명

의 손님에게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구경이 끝나면 왕실에서 즐겼다는 천연 

녹차도 맛볼 수 있다. 

 치앙라이 시내에서 서쪽으로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차로 5분 정도 걸린다  

08:00~17:00     어른 300B, 어린이 100B   www.oubkhammuseum.com 

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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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라이 비치 Chiang Rai Beach

치앙라이 시내 북부를 관통하는 매 꼭 강변에 자리한 쉼터다. 비치라 이름했지만 

해변의 백사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모래톱과 자갈이 섞인 강변에 간이 건물을 

세워 놓고 장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평상이 놓여진 간이 건물에서는 음식과 

술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현지인들이 많다. 큰 볼거리가 없어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지만 오토바이나 차를 빌렸다면 나들이 삼아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치앙마이 시내에서 3km 가량. 이정표가 잘 돼 있다

매 파 루앙 예술 문화 공원 Mae Fah Luang Art & Cultural Park

매 파 루앙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울창한 숲, 넓은 정원과 더불어 란나 스타일

의 가옥과 불상, 예술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금으로 치장한 가옥인 호 캄

Haw Kham과 수공예 티크목과 기타 장신구로 꾸며진 가옥인 호 깨우Haw Kaeo가 특

히 유명하다. 

  치앙라이 시내에서 서쪽으로 4km 가량 떨어져 있다    10:00~18:00, 월요일 휴무   

가든 어른 50B, 호 캄, 호 깨우 어른 200B    053-711-968

매싸이 Mae Sai

태국 최북단의 도시로 작은 

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사이

에 두고 미얀마와 국경이 형

성돼 있다. 국경의 모습을 보

려는 관광객, 태국 최북단에

서 사진을 찍으려는 태국인

들, 태국 비자를 연장하기 위

해 당일치기로 국경을 넘는 

                  AROUND CHIANG RAI
치앙라이를 기점으로 고산족 트레킹과 미얀마 국경인 매싸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는 

치앙쌘, 라오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치앙콩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다. 개별적으로 다

녀와도 되지만 다양한 여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교통 및 숙식 등 여러모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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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자들도 매싸이를 찾는다.

미얀마는 비행기를 이용한 출입국 외에 육로나 해로 등을 이용한 여행객의 출입국

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싸이는 합법적으로 미얀마를 구경할 수 있는 육로 포

인트다. 이곳에서 입국 수속을 받을 경우 내륙 지방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근교 지역만 여행을 할 수 있다. 매싸이와 맞닿는 미얀마의 관문 따찌렉Tachilek은 

매싸이의 상권보다 활발하다. 토산품, 태국 CD·VCD 복제품, 중국제 무좀약,   코

파이 등의 외국 과자, 섬유제품, 가짜 전자제품 등을 주로 판매한다. 대부분의 상품

들은 정가보다 조금 비싸게 부르므로 흥정을 해야 한다. 

매싸이에서의 출국 수속은 국경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km 정도 떨어져있

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먼저 출국 수속 절차를 거친 다음 국경으로 가야 한다. 수속 

시 별도의 추가요금은 없다. 국경에 도착하면 오른쪽에 태국의 출입국관리소가 있

지만 그냥 통과해도 된다. 조금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미얀마 측 출입국관리소가 

나온다. 이곳에서 출입국카드를 작성하고 USD5와 함께 여권을 제출한다. 여권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그 대신 분홍색 딱지를 준다. 이 분홍색 딱지는 여권 

대용으로, 태국으로 돌아갈 때 여권과 교환해주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다시 태국

으로 입국할 때에는 국경 바로 앞에 있는 태국 측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수속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카드를 새로 써서 여권과 함께 내밀면 다시 90일간 태국에 체

류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준다. 

  치앙라이와 매싸이는 완행버스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아침 일찍 출발한다면 

하루 만에 다녀올 수도 있다. 매싸이에서 치앙라이로 가는 막차는 오후 4시경에 일찍 끊기는 

편이다. 당일에 치앙라이로 돌아가려면 매싸이 도착 직후 버스터미널의 시간표를 잘 확인하

고 늦지 않도록 한다

치앙쌘 Chiang Saen

치앙라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지점에 자리한 메콩 강

Mae Nam Khong을 사이에 두고 

라오스와 마주보고 있는 국경

도시다. 1328년 란나 제국의 멩

라이 왕의 조카인 샌푸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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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래 태국 북부의 란나 제국과도 교류가 있었을 만큼 번성했었다. 

16세기에 이르러 미얀마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고 1803년에 이르러 라

마 1세의 군대가 미얀마를 물리쳐 다시 되찾기 전까지 이 도시는 전쟁 

속에 살아야 했다. 이 와중에 미얀마의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많

은 불교 유적들이 세워지기도 했고 또한 전쟁을 통해 많은 유적들이 파

괴되기도 했다. 지금도 시내 곳곳에는 복원되지 않은 채 방치된 유적들

과 허물어진 성벽이 남아 있으며, 수시로 발굴되는 수많은 유적과 유물

들이 치앙쌘 왕조의 흥망성쇠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치앙쌘 시내의 볼

거리로는 근교의 사원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한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과 박물관 옆에 자리한 왓 쩨디 루앙Wat Chedi Luang, 왓 빠싹Wat 

Pasak이 있다.

치앙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이 국경

을 접하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 있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역 명칭은 솝루악Sop Ruak이다. 이곳은 한때 뉴욕에 반

입되는 아편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아편 경작지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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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현재는 관광객들을 위해 조그만 양귀비 밭과 아편박물관

House of Opium을 만들어 놓았을 뿐 메콩강을 바라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로 남았다. 

  치앙라이에서 완행버스로 1시간 30분. 매싸이에서 완행버스로 썽태우로 1시

간. 골든 트라이앵글은 치앙쌘에서 썽태우로 15분

치앙콩 Chiang Khong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용한 국경도시다. 라오스 여행의 관문

으로 치앙콩-훼이싸이-루앙프라방 루트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라오

스 행 출입국관리소 개방시간은 08:00~18:00. 수수료 USD30, 사진 1

장, 여권을 준비해 간단한 출입국 절차를 받고 보트로 라오스 국경을 넘

으면 15일짜리 관광 비자가 나온다. 보트 요금은 20B. 치앙콩까지 이동

은 방콕의 북부터미널에서도 가능하다. 시간이 넉넉한 여행자라면 태

국 북부를 여행한 후에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등에서 치앙콩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치앙콩으로 바로 가도 좋다. 버스로 방

콕에서 치앙콩으로 가는 경우, 소요시간은 12시간. VIP 버스와 1등석 

에어컨 버스가 운행된다. 치앙콩의 버스터미널은 출입국관리소의 남

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에서도 치

앙콩까지 가는 에어컨 버스가 운행된다. 치앙콩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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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바자 Night Bazaar

매일 밤 형성되는 시장인 나이트 바자는 

치앙라이의 가장 큰 먹거리 시장이기도 하

다. 나이트 바자 입구와 가까운 야외 식당

도 좋지만 저렴하고 푸짐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야외 식당과 나이트 바자를 

연결하는 노점 식당. 각 부스마다 튀김, 꼬

치, 밥, 국수, 쏨땀, 맥주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데 이곳에서 음식을 사 광장의 테

이블에서 즐길 수 있다. 한 켠에 마련된 무

대에서는 전통 공연도 펼쳐진다.

나컨 빠톰 Nakhon Pathom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현지 식당. 간판은 

태국어로만 돼 있지만 늘 사람들로 붐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나컨 빠톰의 주 

메뉴는 쌀국수로 돼지와 닭으로 낸 두 가

지 육수를 선보인다. 쌀국수 외에도 현지

인들에게는 돼지 수육이 인기다. 

  시내 중심 세븐일레븐에서 북쪽으

로 골목 두 개를 지나면 나온다   

08:00~ 15:00    쌀국수 40B~ 

예 레스토랑 Aye’s Restaurant

서양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태국요리에서 서양요리까

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나이트 바자 

바로 맞은편에 자리해 위치도 좋은 편이

며,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늦은 밤까지 

손님들로 북적대는 등 분위기도 좋다. 흠

이라면 너무 비싼 가격. 분위기와 시설을 

따지더라도 조금 과한 듯하다. 

 시내 중심 세븐일레븐 옆   월~토 

06:30~23:00    쌀국수 75B   

053-722-534

므앙 텅 Muang Thong

아침부터 새벽까지 영업해 늦은 밤에도 부

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깔끔한 것 외

에 별다른 특징은 없다. 메뉴는 다양하다. 

 나이트 바자 남쪽. 위앙 인 호텔 바로 

옆    월~토 09:00~03:00    60B~  

서울식당

라면, 김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을 맛

깔스레 선보이는 한국 식당이다. 식당이 

자리한 곳은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편의시

설이 밀집된 곳으로 서울식당도 게스트하

우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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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려면 뚝뚝을 이용한다. 장거리 뚝

뚝으로 흥정은 필수다. 치앙쌘에서 숙

박을 할 경우, 왓 후앙위앙Wat Hua 

Wiang 주변의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 

된다. 가격대는 250B 정도다. 출입국관

리소 우측에 자리한 반 끄루아팁Ban 

krua Thip 게스트하우스(053-792-

010)가 전망과 시설이 좋은 편이다.

>>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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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두싯 아일랜드 리조트 Dusit Island Resort

꼭 강Mae Nam Kok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리조트로 치앙라이를 대표하는 숙소다. 

가격 대비 시설이 훌륭해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

 1129 Kraisorasit Road   비수기 

트윈 3,600B~   053-607-999, 

chiangrai.dusit.com 

왕컴 호텔 Wangcome Hotel

시내 중심가에 있어 위치 상으로는 가장 좋

은 호텔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호텔답게 

서비스가 만족스럽고 객실도 품격이 있다. 

주변으로 여행자 편의시설이 잘 돼 있다.

 869/90 Pemawibhata Road   인

터넷 비수기 트윈 1,500B   053-

711-800, www.wangcome.com

위앙 인 Wiang Inn

번화가인 타논 파혼요틴에 자리하고 있어 

위치가 좋다. 현대적인 건물, 깨끗한 객

실, 맛있는 아침 뷔페가 장점이다. 

 893 Phaholyothin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1,600B   053-711-

533, www.wianginn.com

쌘 푸 플레이스 호텔 Saen Phu Place Hotel

시계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호텔

로 시내 중심가에서 도보로 10분 가량 거

리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호텔에 비해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 시

설은 아주 괜찮다. 1층에 자리한 바도 매

우 인기. 대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객실

까지 들리기도 한다. 

 시계탑에서 서쪽으로 100m 가량   

389 Banphaprakarn Road   500B  

  053-717-300~8

  왓 쨋 욧 앞   1006 Thanon Jet Yot  

  11:00~23:00    100B~     053-

602-125

푸드 센터 Food Center

시계탑 주변에 자리한 현지인들을 위한 

식당이다. 진열대에 만들어 놓은 각종 음

식 중에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라 먹은 후 

계산하면 된다. 홀로 식당을 찾아 밥과 요

리를 시켜 덮밥으로 먹는 이들도 꽤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찾는다면 밥을 따로 주문

하고 몇 가지 요리를 주문하면 된다. 시계

탑 주변에만 이런 푸드 센터가 4개 정도 

있는데 어느 한 곳을 추천하기 어려울 정

도로 모두 괜찮다. 푸드 센터 외에도 쌀국

수, 만두 가게, 튀김 가게 등 다양한 현지

인 식당이 주변에 자리했다. 

  30B~  

도이 창 Doi Chaang

공정 무역으로 생산하는 질 좋은 커피를 

선보이는 도이 창 커피의 체인이다. 커피 

맛은 다른 체인과 다를 바 없겠지만 열대 

정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정원 군데군데에 소파나 의자

를 놓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꾸몄으

며, 그 외에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2층 공

간과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로 구분된다. 

 타논 파호료틴과 타논 라따나껫이 

만나는 사거리의 모서리에 자리했다  

 50B~    www.doichaangcoffee.net 

캐비지&콘돔 Cabbages&Condoms

가족 계획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PDA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실내와 야외로 구분

된 레스토랑 분위기는 그리 특별할 건 없

지만 콘돔으로 만든 장식품이나 콘돔 착

용의 중요성을 말하는 포스터 등 재미있

는 볼거리가 많다.  

 고산족 박물관 1층    120B~   

053-952-314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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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코타이는 태국 최초의 수도로 1238년에 건설된 도시다. 13세기 당시 동남아에 거대한 제

국을 형성하고 있던 앙코르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등장, 람캄행 대왕을 거치며 영토를 확장

하고 태국 문자를 창조하기도 했다. 

쑤코타이 유적은 역사공원으로 지정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다. 고대 도

시의 향기가 물씬한 역사공원을 걸으면 야외 박물관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다. 쑤코타이 시

대의 또 다른 유적인 씨 싸차날라이 역사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행자 시설은 쑤코타

이 신시가에 위치하고 있다. 

쑤코타이 ✻
Sukhothai

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역사공원 매표소 입구에서 지도와 간단한 안내 책자를 준다. 신시가의 욤

강 다리 근처의 태국관광청 TAT에서도 지도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정보 등을 구할 수 있다. 

은행, 환전▶▶  역사공원 앞에 환전소가 있으며, 신시가 시장 쪽에 은행 및 편의시설들이 몰려 

있다. 

  항공 Air▶▶
 

방콕 에어에서 방콕-쑤코타이 구간을 독점 운항한다. 

   구간 운항횟수  소요시간  요금                    문 의

   방콕-쑤코타이 1일 2회 1시간 15분 1,950B    www.bangkokair.com 
        

How to Go



쑤코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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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Bus▶▶
 

쑤코타이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420km 떨어져 있다. 버스는 방콕 북부 터미널과 치앙마이 아

케이드에서 출발한다. 쑤코타이 터미널은 신시가에서 4km 거리에 위치한다. 쑤코타이 버스 

터미널에서는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비롯해 북부 도시로 가는 버스가 출발한다. 쑤코타이

는 방콕-치앙마이를 연결하는 철로 상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기차역이 없으며 철도를 이

용할 경우 1시간 거리인 핏싸눌록을 이용해야 한다. 

   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방콕-쑤코타이 07:50~22:40 (1일 38회) 7시간

   쑤코타이-치앙마이 06:20~17:30 (1시간 간격), 23:00, 01:30 5시간30분

   쑤코타이-치앙라이 07:30, 08:30, 09:30, 10:30, 12:00 7시간

   쑤코타이-매쏫 VIP 02:30, 03:00 
3시간  미니 밴 08:15~13:15, 1시간 간격, 15:15, 16:15

   
쑤코타이-콘깬

 1등석 에어컨 00:45 
7시간  2등석 에어컨 08:30, 11:00, 13:00, 14:00, 16:00

   쑤코타이-난 2등석 에어컨 14:30, 15:00 4시간

   쑤코타이-묵다한 VIP 18:45, 21:00 10시간

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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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가 그리 넓지 않아서 걸어 다녀도 충분하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때 대

중 교통수단인 뚝뚝이나 썽태우을 이용한다. 시내에서 12km 떨어진 역사공원으로 갈 때는 

썽태우가 가장 편리하다. 20B. 버스 터미널과 시내를 움직일 때는 뚝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50B. 버스 터미널에서 역사공원까지 바로 가면 120B 이다 .

역사공원을 둘러볼 때에는 자전거가 편리하다. 역사공원 매표소 앞에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이 많

다. 대여료는 30B.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면 걷거나 뚝뚝을 대절하면 된다. 뚝뚝은 흥정이 필요하다.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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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SIGHTS 

쑤코타이 역사공원 Sukhothai Historical Park

쑤코타이 성벽은 넓이 1,300m, 길이 1,800m의 직사각형 구조로 돼 있다. 쑤코타이

를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성벽 외각의 동쪽에 두 개의 누벽을 세웠으며 성벽 

내부에는 라테라이트와 해자를 만들어 놓았다. 성벽의 사면 중간에는 문과 방어를 

위한 탑이 건설돼 있다. 쑤코타이 역사공원은 성벽 내부에 해당하는 중앙 유적을 

중심으로 성벽 외곽을 동서남북으로 구분해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욤 강 건너편 세븐일레븐 옆에 역사공원으로 가는 썽태우 정류장이 있다. 역사공원까지는 

20~30분 정도 걸린다. 썽태우 요금은 20B  06:00~18:00  성벽 내부 100B, 성벽 외곽은 

구역별로 100B, 자전거 입장료 10B

▶▶ 역사공원 내 주요 볼거리

왓 마하탓Wat Mahathat ▶ 쑤코타이 유적 중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중앙 유적 입구에서 들어와 

왼쪽에 위치한다. 쑤코타이를 건립한 인뜨라딧 왕King Intradit 때 건설이 시작돼 1345년 리타이 

왕King Li Thai에 의해 완성됐다. 중앙의 연꽃 쩨디는 크메르 양식의 탑을 중심으로 연꽃 

봉우리를 형상화한 쩨디로 쑤코타이 양식의 전형적인 표현양식이다. 

왓 씨 싸와이Wat Sri Sawai▶ 왓 마하탓 남서쪽에 위치한 크메르 양식의 사원으로 태국에 의해 

불교 사원으로 변환되기 전에 지어진 힌두교 시바신을 위한 사원이다. 

왓 싸 씨Wat Sa Sri▶ 왓 마하탓 북서부에 위치한 사원으로 연못 내부에 위치한 섬처럼 보이는 

사원이다. 지면에서 하늘로 향하는 기다란 종탑 양식을 한 사원으로 쑤코타이 건축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람캄행 기념상과 박물관King Ramkhamhaeng Monument & Museum▶ 람캄행은 태국 문자를 만든 

왕으로 태국의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역사공원 내의 람캄행 기념상은 왓 

마하탓의 북쪽에 위치한다. 람캄행 박물관은 왓 마하탓의 동쪽에 자리한 국립 박물관으로 

쑤코타이 시대의 불상, 크메르 조각상, 스투코(치장 회반죽) 조각, 도자기, 람캄행 비문 복제본 

등을 전시하고 있다. 

 09:00~16:00   박물관 150B  

왓 씨 춤 Wat Sri Chum▶ 중앙 유적을 벗어나 남서쪽에 자리한 사원으로 왓 마하탓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다. 쑤코타이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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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부  

쑤
코
타
이

사원으로 무릎에서 무릎까지 11m, 

높이 15m의 좌불상이다. 중앙에서 

불상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벽면 

왼쪽의 작은 문에 계단이 나 있다. 

계단 입구를 통해 불상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벽면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입구는 대부분 닫혀 있다. 

쑤코타이 엽서에서 가늘고 기다란 

불상의 손가락이 등장하는 사원으로 

불상은 쁘라 아짜나Pra Achana라고 

부른다.

씨 싸차날라이 역사 공원 Si Satchanalai

쑤코타이 역사공원과 더불어 쑤코타이 시대의 건축과 도시 모델을 볼 수 있는 곳

이다. 13세기 중엽에 세워졌으며 쑤코타이에서 욤 강Yom River을 따라 북쪽으로 

57km 떨어져 있다. 쑤코타이의 수도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강변을 바라보는 위치

와 전원적인 풍경으로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하며, 여행자 숫자가 적어 한적하게 

유적들을 둘러볼 수 있다. 쑤코타이에서 버스로 약 1시간 거리로, 주변에는 여행자 

시설이 부족해 대부분 쑤코타이에서 하루 또는 반나절 코스로 다녀온다. 유적 입

구에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 

 100B. 자전거 입장료 10B

                   AROUND SUKHO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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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코 젱 헹 Kho Jeng Heng

중국풍의 태국 음식점으로 쑤코타이

에서 유일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레

스토랑이다. 오리구이와 더불어 다

양한 태국요리를 선보이는데 모든 

요리가 깔끔하고 맛있다. 가격도 저

렴한 편이며 종업원들도 친절하다. 

 버스 터미널 기준, 욤 강 다리 

건너자마자 우회전해 100m    

볶음밥, 덮밥 45B~    055-

612-538

쌀국수

아침 점심으로 현지인들이 줄을 서

서 먹는 쌀국수 가게다. 꾸어이 띠아

우 까이를 주문하면 닭 다리를 통째

로 국수에 올려 푸짐하게 내온다. 간

판이 태국어로 돼 있지만 늘 손님이 

많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영업은 오

후 2시에 끝난다.

  버스 터미널 기준, 욤 강 다리 

건너자마자 우회전해 100m    

쌀국수 30B~

꾼 따놋 Khun Tanode

욤 강변에 자리한 태국 음식점으로 강변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며 맥주를 마시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띈다. 

  버스 터미널에서 욤 강 다리를 건너기 전 강변 왼편에 자리했다    태국 요리 

50B~    055-612-613

드림 카페 Dream Cafe

숲으로 우거진 실내외 장식이 눈

에 띄는 곳. 카페 입구에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준다. 숲과 어울리게 카페 내부는 

목조 테이블로 꾸몄다. 시내 중심

부에서도 분위기 좋은 카페로 손

꼽혀 늘 손님이 많은 편이다. 

  시내 로터리에서 타논 인타

라팃을 따라 5분    태국 요리 

100B~   055-61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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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쑤코타이 트레저 Sukhothai Treasure

쑤코타이 시내와 역사공원 중간에 자리한 리조트다. 객실은 2층 건물에 자리했는데, 건물

이 가운데 정원과 수영장을 감싸 안은 형태다. 객실은 비교적 넓은 편이며, 각 객실에는 

발코니가 딸려 있다. 부대시설인 수영장은 꽤 넓은 편. 레스토랑에서 진행되는 조식은 호

텔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역사공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쑤코타이 신시가와 역사공원 사이  18/2 Moo 4 Jarodwithithong  인터넷 비

수기 1,400B~   055-611-555, www.sukhothaitreasure.com 

파일린 쑤코타이 호텔 Pailyn Sukhothai Hotel

쑤코타이를 대표하는 숙소다. 신시가 4km 역사공원 8km 사이에 있다. 고급 호텔이 갖춰

야 할 모든 조건을 갖췄다.

 10/2 Moo 1, Jarodvithithong Road   인터넷 비수기 트윈 1,200B  055-

613-310 

아난다 뮤지엄 갤러리 호텔Ananda Museum Gallery Hotel

호텔 이름과 어울리는 숙소로 아름다운 외관과 격조 높은 객실, 우아한 로비가 매력적이다.

  10 Moo 4, Banlum    인터넷 비수기 트윈 1,450B 

기타 etc.

쑤코타이는 저렴하면서 시설이 좋은 숙소가 많은 편이고 경쟁도 심하다. 욤 강변에 숙소

들이 많이 있는 편이지만 역사공원 입구에도 몇 개의 숙소가 영업 중이다. 대형 호텔 보다

는 중급 규모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들이 많다. 

리버 뷰 호텔River View Hotel     더블 500B     055-611-656 

싸왓디퐁 호텔Sawaddiphong Hotel     에어컨 400B     055-611-567

가든 게스트하우스Garden Guesthouse    250B~350B     055-611-395

야시장 Night Market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작은 편이다. 대부분의 노점이 음식점으로 볶음 위주의 

태국요리를 선보인다. 음식 값은 30B 내외로 저렴하다. 

북
부  

쑤
코
타
이



태국 남부

05
South



01 푸껫✻Phuket

02 씨밀란 군도✻ Mu Koh Simian

03 쑤린 군도✻ Mu Koh Surin

04 끄라비✻ Krabi

05 꼬 피피✻Koh Phi Phi

06 꼬 란따✻ Koh Lanta

07 뜨랑✻Trang

     -꼬 묵 Koh Muk

     -꼬 끄라단 Koh Kradan

     -꼬 응아이 Koh Ngai

08 싸뚠✻Satun 

     -꼬 리뻬 Koh Lipe

     -꼬 아당 Koh Adang

     -꼬 따루따오 Koh Tarutao

     -꼬 부론 Koh Bulon

09 핫야이✻Hatyai

10 꼬 싸무이✻Koh Samui

11 꼬 팡안✻ Koh Phangan

12 꼬 따오✻ Koh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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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만의 진주로 불리는 푸껫은 태국에서 가장 큰 섬

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방콕에서 862km 떨

어져 있으며 비행기로 1시간 20분, 육로로 약 14시간 

거리에 있다. 80년대부터 개발이 됐고, 1992년에 내륙

과 연륙되는 다리가 놓이면서 섬 아닌 섬이 됐다.  

세계적인 휴양지답게 푸껫에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고

운 백사장, 석회암 절벽, 우거진 숲이 자리했다. 주요 

해변은 빠똥, 까론, 까따 등. 해변마다 고급 리조트와 

주변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휴식과 여흥을 함께 즐기

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또한 꼬 피피 등 인근의 

섬들로 떠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까지 하면서 연중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푸껫✻Phu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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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Go

인천에서 푸껫까지 직항하는 비행기가 있으며 방콕에서는 수시로 비행기가 있다. 육로 이동

은 버스가 편리하다.

  항공 Air▶▶
 

푸껫 공항은 푸껫 타운에서 32km 떨

어져 있다. 방콕, 끄라비, 꼬 싸무이, 

핫야이 등지를 잇는 국내선과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를 잇는 

국제선이 운항된다. 방콕-푸껫 구

간은 매시간 비행기가 취항할 정도

로 인기 있는 노선이다. 비행시간은 

1시간20분 가량. 타이항공 외에 오

리엔트타이, 에어아시아, 녹에어 등 저가 항공사들도 운항하므로 이용해 볼만하다. 인천-푸

껫 직항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운항한다. 
 

 타이항공  www.thaiairways.com 

 대한항공  www.koreanair.co.kr

 아시아나항공  www.flyasiana.com 

 오리엔트타이항공  www.flyorientthai.com 

 에어아시아  www.airasia.com 

 녹에어  www.nokair.co.th 

·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공항에 내려 택시나 미니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택시    공항-푸껫 타운  600B 공항-빠똥, 까론, 까따  800B~

   미니버스    공항-푸껫 타운  150B 공항-빠똥, 까론, 까따  200B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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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Bus▶▶

항공편 이외에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교통편이다. 방콕은 물론 주변의 끄라비, 쑤랏타

니, 꼬 싸무이, 핫야이 등 남부 주요 도시를 연결한다. 방콕과 푸껫 타운 구간은 정규 노선 버

스와 여행사 버스가 많아 이용에 불

편함은 없다. 다만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무렵에만 출발하기 때문에 점

심시간 전후에는 버스를 타기가 힘

들다. 그러나 방콕이나 푸껫에 도

착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점심시

간에 버스를 타야 할 이유는 없다. 

방콕에서는 삔까오의 남부 터미널

인 콘쏭 싸이 따이마이를, 푸껫 타

운에서는 타논 텝까싸뜨리Thanon-

Thepkasatri에 자리한  버스 터미널을 이용한다. 푸껫에서 꼬 싸무이로 갈 경우, 섬까지 직행하

는 버스가 운행되므로 굳이 배를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 끄라비로 가는 모든 버스는 팡아Pha-

Nga를 경유한다. 푸껫까지는 기차가 운행되지 않는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 쑤랏타니를 경유

해 버스로 푸껫까지 가면 된다. 기차는 쑤랏타니까지 10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쑤랏타니-푸

껫은 버스로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방콕 → 푸껫

방콕의 남부 터미널 2층에서 티켓을  판매한다. VIP 버스의 경우 인기가 좋아 미리 티켓을 구입

해 놓지 않으면 매진일 가능성이 크므로 전날이나 늦어도 당일 오전 중에 예약을 하는 게 좋다. 
    

버스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VIP 버스   07:30, 17:30, 18:00, 18:30, 19:00 11시간50분 1,058B

1등석 에어컨 버스 18:30, 19:15 12시간 794B

2등석 에어컨 버스 05:00, 07:00, 09:30, 14:00, 16:00, 
17:30, 20:30, 21:30

13시간 680B

2등석 에어컨 버스 06:00, 15:30, 18:00   12시간 527~543B

·푸껫  → 방콕
   

버스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VIP 버스 07:30, 16:00, 17:20, 18: 20 13시간 1,058B

1등석 에어컨(40석) 버스 07:00, 15:00, 15:30, 16:00,  
17:00, 17:30, 18:00

13시간 794B

1등석 에어컨(50석) 버스 17:30 13시간 

·푸껫 → 끄라비(팡아 경유)
    

버스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1등석 에어컨 버스 07:00~18:30 30분~1시간 간격 3시간 200B

2등석 에어컨 버스 10:50, 12:50, 14:30 3시간 1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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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 → 타 도시

목적지 버스종류 소요시간 운행시간

핫야이 1등석 에어컨 버스 6시간 07:30~12:30 1시간 간격, 20:30

2등석 에어컨 버스 7시간 06:25, 07:45, 08:45, 20:30

쑤랏타니 1등석 에어컨 버스 4시간40분 08:00, 10:00, 12:00, 15:30

1등석 에어컨 버스 5시간 07:30, 09:00(카오락, 카오쏙 경유)

미니버스 4시간30분
07:00~17:00 2시간 간격
(몬뜨리 호텔 건너편 출발)

꼬 싸무이 1등석 에어컨 버스 8시간 08:00, 10:00(페리 티켓 포함)

꼬 팡안 1등석 에어컨 버스 10시간 08:00, 10:00(페리 티켓 포함)

팡아 완행버스 2시간30분 10:10, 12:00, 13:40, 15:20, 16:30

라농 1등석 에어컨 버스 5시간 10:00, 12:00, 15:10

쑹아이꼴록 1등석 에어컨 버스 11시간 06:00, 08:00, 20:00

뜨랑

  

1등석 에어컨 버스 5시간 07:00~17:00 1시간 간격(10:00 제외), 18:30 

2등석 에어컨 버스 5시간 06:00, 07:15, 09:15, 11:15

싸뚠 1등석 에어컨 버스 7시간 08:15, 10:15

춤폰 1등석 에어컨 버스            6시간 20분         08:30, 14:00

  보트 Boat▶▶

푸껫에서 피피로 갈 때나 피피에서 끄라비, 란따 등 다른 섬으로 이동할 때 배를 이용한다. 푸껫 

타운의 선착장은 푸껫 타운 동쪽의 라싸다 선착장이며 피피는 똔싸이 선착장이다. 푸껫 타운이

나 피피 모두 모든 회사에서 동일한 시간에 출발하므로 맘에 드는 회사를 골라 여행사에서 예

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표를 구입하면 된다. 
      

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푸껫 타운 → 피피 08:30, 11:00, 13:30 1시간30분 425B

피피 → 푸껫 타운 09:00, 14:30 1시간30분 425B

푸껫 → 아오낭 08:30 2시간 695B

아오낭 → 푸껫 15:00 2시간15분 695B

푸껫 → 란따 08:30, 13:30 3시간 820B

란따 → 푸껫 08:00 3시간 820B

피피 → 끄라비타운 10:30 1시간30분 440B

  유용한 전화번호

푸껫 한인회 콜센터  076-211-499

Police  191

Tourist Police  1155

Marine Police  076-211-833

Immigration  076-212-108

Bangkok Hospital  1719

Phuket International Hospital  076-249-400

Wachira Hospital 076-217-293

Patong Hospital  076-342-633

Bangkok Phuket Hospital 076-254-425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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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태우▶▶  트럭을 개조한 버스로 푸껫의 대중적인 교

통수단이다. 노선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따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움직인다. 버스 앞에 각 지역으로 가는 

노선을 영어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보고 타면 된다. 푸

껫 타운에서는 타논 라농의 타이 항공 앞(딸랏 라농 입

구)에서 썽태우가 출발한다. 썽태우 노선은 섬 전역을 

일주하는 것이 아니라 푸껫 타운을 중심으로 유명 해변을 왕복한다. 즉, 타운-빠똥, 타운-까

론·까따, 타운-방따오 식으로 각 해변을 드나든다. 빠똥에서 까론을 이동하거나, 해변과 해

변을 움직일 경우는 노선 썽태우가 없기 때문에 택시처럼 이용되는 뚝뚝을 흥정해야 한다. 썽

태우는 07:00~17:00에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므로 해변을 당일치기로 다녀올 경우 푸껫 타

운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푸껫  타운 ~ 해변 편도 요금 

 빠똥Patong  25B 까론/까따Karon/Kata  30B 라와이Rawai  30B

 쑤린Surin  30B 방따오Bangtao  30B 까말라Kamala  25B

 나이한Naihan  25B

뚝뚝▶▶  썽태우와 더불어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택시처럼 이용된다. 원하는 목적지까

지 요금을 흥정하고 타야 한다. 외국인을 상대로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기도 하므로 적절

한 대응이 필요하다. 태국관광청에서 제시하는 구간별 요금이 있으니 참고해 흥정하면 도움

이 된다.    

   푸껫 타운 출발 빠똥 300B(센트럴 페스티벌 출발 250B), 까론 & 까따 350B

   빠똥 비치 출발  센트럴 페스티벌 400B, 푸껫 타운 500B, 까론 & 까따 500B, 방따오 700B

   까론 비치 출발  푸껫 타운 300B, 빠똥 300B, 까따 100B, 라와이 190B, 까말라 190B

   해변 내에서 이동  푸껫 타운 100B, 빠똥 200B~300B

오토바이 택시▶▶  현지 발음으로는  '모떠 싸이'  라고 부른다. 가까운 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타운과 해변 번화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정확한 지명을 가르

쳐 줘야 한다는 단점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요금 등의 문제가 따르지만 그래도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주 먼 거리를 제외하고 50B 정도에 흥정하면 적당하다. 

시내버스▶▶  공무 수행 차량처럼 보이는 초록색 버스로 푸껫 타운에서 두 개의 노선이 

운행된다. 두 개 노선 모두 시내와 외각의 주요 쇼핑몰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한 교통편은 아니다.  10B

오토바이, 자동차 대여▶▶  섬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다. 대여점은 푸껫 타운, 

빠똥, 까론, 까따에 상당히 많다. 대여 시 보증금이나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묵고 있는 호텔 방 번호를 묻는 경우도 있다. 흥정 시 보험 가입의 유무를 확인하고, 

차체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기존에 흠집이나 고장 등이 있는 것이라면 미리 주인에게 

주지시키는 게 좋다. 가격 흥정은 필수다. 

 오토바이 250B~300B, 승용차 1,500B~2,000B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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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 타운✻Phuket Town
푸껫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생생한 푸껫 타운은 
푸껫의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다. 라농 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센트럴 백화점, 로빈싼 백화점 같은 현대
적인 쇼핑센터가 함께 자리했으며, 과거의 모습을 그
대로 간직한 포르투갈 양식의 건축물과 이슬람 양식
의 건축물, 중국 양식의 건축물들이 묘하게 어우러져 
거리를 돌아다니는 동안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해변의 비싼 물가에 비해 저렴하면서 좋은 숙소
들이 많아 푸껫 타운을 거점으로 해변을 드나들며 여
정을 즐기는 여행자도 많은 편이다. 

01

Phuket 
푸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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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포르투갈 양식의 건물들 Sino-Portuguese Architecture

타논 라농, 타논 탈랑, 타논 디북, 타논 팡아 등을 걷다 보면 태국적이지 않은 이국적

인 느낌의 건물을 대하게 된다. 19세기경 말레이시아 페낭 Penang에 거주하는 화교

들이 푸껫으로 이주해 오

면서 형성한 곳으로 고풍

스런 중국 건물들과 유럽

풍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 포르투갈 양식의 건

물들이다. 문이나 발코니

를 흰색, 분홍색, 초록색, 파

란색 등 파스텔톤으로 치

장해 눈길을 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건물

은 타논 푸껫과 타논 팡아가 만나는 사거리에 있는 경찰서다. 타논 팡아에 있는 더 메

모리(언언 호텔), 타논 라싸다에 있는 아유타야 은행, 타논 라농의 타이항공과 태국 

군인 은행 등도 볼거리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푸껫 타운 중심가의 거리들을 한 두 시

간 정도 걸어 보면서 옛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괜찮다.

카오 랑 Khao Rang

푸껫 타운 북서부 산 위에 조성된 공원으로 푸껫 힐 Phuket Hill이라고도 불린다. 카오 

랑의 볼거리보다 카오 랑에서 바라보는 푸껫의 전망 때문에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다. 또한 카오 랑 주변에 전망 좋은 레스토랑들이 여러 개 있어 분위기 있는 식사를 

즐길 수도 있다. 걸어서 가기는 힘들고 오토바이나 뚝뚝을 타고 가야 한다.   

 버스 터미널에서 오토바이로 10분

 ✻ BEST SIGHTS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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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 타운

여행정보수집▶▶ 시계탑에서 타논 몬뜨리Thanon 

Montri  방면으로 가다가 우체국을 지나 타논 탈랑

Thanon Thalang 으로 좌회전한 곳에 태국관광청(TAT)이 

있다. 태국 남부를 총괄하는 곳으로 푸껫과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와 각종 무료 안내 책자는 물

론 버스 시간표, 뚝뚝과 썽태우 요금표, 보트 시간표 등

을 받을 수 있다. 

  076-212-213, www.phukettourism.org 

 

은행, 환전▶▶  타논 몬뜨리Thanon Montri와 타논 라싸

다Thanon Ratsada 주변에 밀집돼 있다. 방콕 은행, 아유

타야 은행, SCB, 태국 군인 은행, 까씨꼰 은행 등 주요 은

행이 모두 들어서 있으며 별도의 환전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환전은 대부분 은행 영업시간 외에는 힘들다. 하지

만 거리 곳곳에 ATM이 설치돼 있어 24시간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월~금 08:30~15:30

 

우편▶▶ 우체국은 타논 몬뜨리와 타논 탈랑Thanon 

Thalang이 만나는 삼거리에 있다. 푸껫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럽풍의 건물도 볼거리다. 우체국에

서는 우편 업무 이외에 콜렉트 콜이 가능하다. 

  월~금 08:30~16:30, 토~일 09:00~12:00 

Information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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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랏 타이롯 왓 나까 Talat Thailot Wat Naka

푸껫 타운 서쪽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형성되는 주말시장이다. 방콕의 짜

뚜짝 시장과 비교하기에는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주말이면 차량이나 오토

바이를 통제할 정도로 인기다. 

 센트럴 페스티벌에서 오토바이로 5분

딸랏 라농 Talat Ranong

타논 라농 Thanon Ranong에 있는 푸껫 타

운에서 가장 큰 농산물 재래시장이다. 낮

에는 소매, 이른 새벽에는 도매 거래를 한

다. 시장 주변에는 국수, 꼬치 등을 파는 

음식점이 많다. 타논 라싸다에서 분수대 

로터리를 끼고 들어가면 나타난다.

 타논 몬뜨리 Thanon Montri의 시계탑에서 도보로 10분

센트럴 페스티벌 Central Festival Phuket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 3층에 영화관과 대형 푸드 코트가 마련돼 

있으며, 1층과 3층 곳곳에 이름 있는 레스토랑이 많다. 일본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1

층에 자리한 젠이나 3층에 자리한 후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그밖에 MK 쑤끼, 

KFC, 피자 컴퍼니 등 다양한 체인들이 

자리했다. 

 10:00~22:00   076-291-111, www.

centralfestivalphuket.com

 ✻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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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싼 백화점 Robison Department Store

푸껫 타운을 대표하는 쇼핑센터다. 총 5층의 대형 건물로 1층에는 탑스 스토어 

Top’s Store라는 큰 슈퍼마켓과 맥도날드, KFC 등 패스트푸드점이 입주해 있으

며, 그 외 각종 의류와 생필품 등의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5층에는 쿠폰 방식의 

푸드 코트가 있다.

 타논 띨록 우팃 Thanon Tilok Uthit    10:00~22:00

오션 쇼핑몰 Ocean Shopping Mall

로빈싼 백화점과 나란히 있는 또 다른 쇼핑센터로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많

다. 극장과 블랙캐니언 레스토랑 등의 체인점이 입주했다. 

 로빈싼 백화점 옆   10:00~22:00

 ✻ ACTIVITIES
정글 번지 점프 Jungle Bungee Jump

푸껫과 파타야, 치앙마이에서 1992년부터 

번지 점프를 운영하는 업체다. 50m 높이의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요금은 1,700B이

다. 한 번 더 이용하면 1,000B으로 할인된다. 

푸껫 타운을 벗어나 빠똥으로 넘어가는 방

면에 자리했다.

 푸껫 타운 센트럴 페스티벌 부근에서 썽태우로 15분   09:00~18:00   1,700B  

076-321-351, www.phuketbungy.com

푸껫 케이블 스키 Phuket Cable Ski

작은 호수에 선을 연결해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다. 배가 사람을 이끄

는 대신 자동으로 돌아가는 선이 사람을 이끈

다. 수상스키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푸껫 타운을 벗어나 빠똥 방면으로 가다가 카

투 폭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온다.

 푸껫 타운 센트럴 페스티벌 부근에서 썽태우

로 20분   10:00~18:30   076-202-525~7, 

www.phuketcableski.com 

고 카트 Go Kart

작은 경주용 차를 타고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작은 경주용 차는 지면과 5c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속도감이 그대로 몸으로 전해온다. 푸껫 타운과 빠똥 중간 지점

에 자리했다.

 푸껫 타운 센트럴 페스티벌 부근에서 썽태우로 25분  

 076-321-949, www.gokartthai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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쏨찟 

바미 국수 전문점으로 거리는 멀지만 맛이 

좋아 인기가 좋은 곳이다. 한국어로도 간판

이 쓰여 있다. 해물로 내는 국물 맛이 깔끔

하다. 고유의 소스로 만드는 비빔 국수도 

맛이 좋다. 음식이 오래 걸리니 인내심이 

필요하며, 준비한 국수가 다 팔리면 영업시

간과 상관없이 문을 닫는다. 가게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 손님도 많이 볼 수 있다.

 타운에서 차오파 거리 남쪽으로 차 또

는 오토바이로 약 15분  18/72 Chao Fa

 08:00~17:00  50B  085-641-

9955

>>  RESTAURANT
다른 지역과 달리 유난히 맛있는 국수류가 많다. 식당가는 따로 형성돼 있지 않으며, 

시내 곳곳에 분산돼 있다. 관광지답게 식당에는 주로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몰린다. 

 ✻ 한인업소

호텔 온리 Hotel Only

푸껫 자유 여행을 대표하는 여행사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푸껫의 모든 호텔과 끄

라비, 란따, 카오락, 팡아 등 주변의 모든 호텔을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일일

투어, 골프, 스파, 허니문, 픽업 등 여행에 관한 모든 상품을 취급한다.

 푸껫 타운 로터스 대각선 맞은편 골목   푸껫 52/102 Soi Jara-Vadee5, Chaofa-

Tawatok Rd, 서울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202호   푸껫 081-537-5664, 

서울 02-755-5544, www.hotelonly.com

대장금 

숯불갈비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2005년에 오픈한 곳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기

를 끌고 있다. 여행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태국인을 비롯해 푸껫 현지에 사

는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식당이다. 숯불 갈비를 비롯한 고기류와 찌개류, 비빔밥 등 

한식 메뉴도 있다. 한국인 사장님은 푸껫 인근에서 김치 강의를 하며 한식을 널리 알

리고 있다

 푸껫 타운 딸랏 씨비 근처   101 Thanon Bangkok   200B   076-246-350, 081-

958-0558

한국관

대규모 한식당으로 1층은 패키지 손님들이 

주로 차지하고 2층은 개별 룸으로 구성돼 있

다. 삼겹살, 차돌박이, 등심 등 고기 메뉴와 

기본적인 한식 메뉴를 갖추고 있다.

 푸껫 타운 ST플라자 근처   Thanon Chaofa  

 11:00~22:00   200B~   076-24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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쏨땀 왓 나까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야외에서 숯불로 구

워 파는 곳. 은근히 익히고 소스 맛이 강하

지 않아 맛이 훌륭하다. 가게는 허름하지만 

오랫동안 현지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간

판이 없지만 사원 입구 왼쪽에 야외에서 고

기를 굽는 것을 이정표 삼으면 된다. 영어 

메뉴는 없지만 구워지고 있는 고기를 직접 

골라 주문하면 되니 어렵지 않다. 쏨땀도 

맛이 좋다.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주문한 재

료가 떨어지면 일찍 닫기도 한다.

 딸랏 타이롯 맞은편. 왓 나까 왼쪽 

 11:00~18:00  닭고기 돼지고기 숯

불 구이 개당 10B~50B, 쏨땀 30B  

087-883-9436

농쫏 Nong Jote

간판에는 Sin Seng Leuong Co., Limited라고 

적혀 있다. 타논 라싸다와 타논 라농을 연결

하는 분수대가 있는 로터리에서 가깝다. 전

형적인 현지 식당으로 아침과 점심에만 문

을 연다. 진열장에 전시된 다양한 태국 요리

를 골라서 주문하면 되는데 특히나 점심시

간에 주변의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타논 야왈랏과 타논 팡아가 만나는 삼

거리 코너, 언언 호텔을 등지고 오른쪽으

로 150m   16 Thanon Yaowarat   태

국요리 40B~100B 

꼬삐 드 푸껫 Kopi de Phuket 

타논 푸껫에 자리한 카페다. 중국인이 운영

하는 커피 전문점으로 대리석 테이블 등으

로 고급스럽게 꾸며 놓았다. 에어컨이 나오

는 실내와 편안한 음악 등도 괜찮다. 가격

도 비싸지 않은 편이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 진한 커피를 맛보고 싶다면 Kopi를 

주문하면 된다. 

 태국관광청과 북스 서점The Books 사

이  61 Thanon Phuket   커피 

30B~90B, 퓨전 요리 60B~180B  

076-212-225, www.kopidephuket.

com

코띠 뷔페 Ko Tee Buffet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 각종 고기류를 1인 

145B에 맘껏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다. ‘음

식을 남기면 접시당 100밧’ 이라고 한국어

로 입구에 적혀 있다. 스프링 롤과 김밥 등 

고기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규모 뷔페 식

당이다.

 로터스 동쪽으로 차로 약 3분  141 

Moo 5 Yaowarat  16:30~24:00  뷔

페 1인 145B    076-254-350

파랑 Farang

퓨전 태국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 전문 레스

토랑이다. 맛있는 음식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양 배낭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에어

컨이 설치된 룸과 야외 테라스로 구성돼 있

다. 깔끔하게 정리된 야외도 좋지만 많은 

그림을 걸어 놓은 룸의 분위기도 괜찮다. 

파스타와 퓨전 덮밥 요리가 추천 메뉴다.

 인덱스 몰 옆   10:00~23:00, 월요

일 휴무   100B~   081-620-7429

101 능쑨능

태국 이싼 지방에서 이주한 주인이 운영하

는 곳으로 이싼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식당 인테리어는 나무를 엮어 외부로 오픈

된 형태다. 겉은 허름한 편이지만 맛 하나

만은 일품이라 현지인들에게 특히 인기다. 

갈비와 곱창 등을 재료로 한 음식들이 한국

인의 입맛에 딱 맞다. 김치가 그립다면 쏨

땀을 추천한다. 

 푸껫 타운 ST 플라자 근처  11:00~ 

24:00    50B~    081-895-7174

 

칫라유왓

바미 국수로 유명한 집. 매콤한 맛이 일품

인 바미 국수는 푸껫 타운을 찾았다면 한번

은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이다. 일반 쌀국수 

외에 매콤한 소스를 얹은 바미 국수가 주 

메뉴로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가 많다. 재료가 떨어지면 영업시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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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으니 바미 국수를 맛보려면 일찍 찾

는 게 좋다. 간판은 태국어로만 돼 있다. 

 메트로폴 호텔에서 펄 호텔 방면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환타시아 옆  

10:00~15:00   40B   081-891-4336

짠펜

한국의 돼지갈비와 똑같은 맛의 태국 이싼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으로 소주와 곁들이

면 한국의 돼지갈비 식당이 부럽지 않다. 

그밖에 무양과 돼지갈비, 찹쌀밥, 쏨땀 등

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다.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찾아 한국어 메뉴를 갖췄으며 주

인이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한다. 소주를 

갖고 갈 수 있으며, 얼음을 준비해 준다. 

 구 버스터미널 뒷길인 타논 루앙퍼  

 60B~

오이시 Oishi

저렴한 가격으로 스테이크, 스시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 체인 음식점이

다. 499B을 내면 1시간45분 동안 음식을 먹

을 수 있다. 방금 튀겨낸 바삭바삭한 튀김

요리가 일품이다.

 인덱스 몰 내 1층  76 Floor G-03 

Moo 5, Chalermprakait Rama 9 Road  

 11:00~21:00  499B~    076-

249-515

텅카 카페 Tung-Ka Cafe

카오 랑 언덕 정상에 자리한 카페로 푸껫 

타운과 해안이 한눈에 조망된다. 카오랑 정

상에 있는 레스토랑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

한 편이다. 음식 맛도 좋지만 여기서는 아

이스커피를 주문해 보자. 좋은 경치를 바라

보며 마시는 아이스커피는 운치가 있다.

 카오 랑 정상   Top of Rang Hill, 

Korsimbee Road   10:30~23:00   

커피, 음료 40B~, 태국 요리 70B~150B  

  076-211-500

땅깨 Tangkae

푸껫 동물원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팔라

이 비치 바로 앞에 자리한 분위기 좋은 씨

푸드 레스토랑이다. 주변의 씨푸드 레스토

랑 밀집 지역 중에서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

다. 바다를 조망하며 씨푸드를 먹기에 좋

다. 입구에 마련된 수족관에서 신선한 해산

물 선택하면 된다.

 푸껫 동물원에서 차로 10분 거리   

36 Moo 3, Soi Palai, Chaofa Road  

11:00 ~22:00

폰 Porn

한국 가이드들이 추천하는 가장 맛있는 태

국 음식점이다. 실내 인테리어는 허름한 편

이지만 까쫏끼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

는 외국인 선생님들도 즐겨 찾을 정도로 맛

있다.

 푸껫 타운 빌라5 내 까좃끼아 학교 

앞   78/5 Phuket Villa 5 Village, 

Chaofa-Nok Road   06:30~20:00 

  30B~100B    076-263-722

이싼 파네존 Esan Panajhon

이싼 음식 전문점으로 태국식 숯불갈비 

및 볶음밥 등 각종 태국 음식을 선보인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 특히 현지인들에게 

칫라유왓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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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 앤 락 Timer’n Rock

푸껫 타운을 대표하는 라이브 바. 저녁 10

시경부터 태국인 가수와 서양인 가수가 번

갈아 노래하는 라이브 무대가 펼쳐진다. 

주말이면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붐빈다. 

 타논 라싸다에 있는 언언 호텔을 끼

고 오른편의 타논 야왈랏에서 북쪽으로 

약 200m  118 Thanon Yaowarat  

맥주 100B   076-211-839

레몬 그라스 Remon Grass

자연 속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맥주 등

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타논 디북Thanon Dibuk 씨티 호텔 다리 

건너편   18:00~01:00   태국 요리 

80B~150B, 맥주 70B~150B

제임스 가든 Jame’s Garden 

전형적인 태국의 넓은 야외 술집으로 넓은 

정원에 테이블이 배치돼 있다. 밤에는 라이

브 연주를 한다.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곳

으로 초저녁에는 한산하며 밤이 깊어질수

록 손님이 북적댄다.

 푼뽄 거리 쏘이 7 안쪽으로 약 50m  

  Phunpon Soi 7       19:00~03:00   

  태국 음식 150B~, 맥주 110B~140B  

  082-425-2665

인기가 좋은 서민적인 분위기의 야외 식

당이다. 저녁 시간에 문을 열어 새벽 2시

까지 영업하며 간단한 안주류도 맛이 좋

아 밤에 술 한잔 하기에도 좋다. 영어 간판

이 없으나 인근에서 저녁에 영업을 하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푼뽄 거리 남쪽 끝, 묵 안다 플레이스 

호텔 맞은편  107/2 Phunpon  

17:00~ 02:00   태국 음식 

60B~120B, 맥주 70B~110B    089-

874-5601

     맛있는 호텔 레스토랑  Hotel Restaurants

 호텔명 레스토랑명 종류 영업시간  전화번호

 메트로폴 호텔  커피숍  뷔페  11:30~14:00 076-214-020

 Metropole Hotel 

텅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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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 백패커 Phuket Backpacker 

도미토리와 개별 룸을 갖춘 배낭여행자 숙

소다. 서양 배낭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여행자들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실

과 인터넷 시설이 1층에 자리했다. 객실은 

가격 대비 깨끗한 편이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해 푸껫 타운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썽태우 터미널 옆, 타이항공 맞은편  

 167 Ranong Road   비수기 도미

토리 팬 300B, 에어컨 350B, 더블 팬 

800B, 에어컨 800 B  076-256-680, 

www.phuketback packer.com

푸껫 크리스털 인 Phuket Crystal Inn

인기 있는 중급 숙소로 타논 몬뜨리 중심부 

시계탑과 가깝다. 깔끔한 외관은 물론 호텔 

수준의 로비와 깨끗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

다. 모든 객실이 에어컨 룸으로 티브이가 

설치돼 있다. 로빈싼 백화점과도 가깝다. 

 몬뜨리 로드 오션 백화점 대각선 오

른편   2/9 Soi Surin, Thanon Montri  

 더블 950B  076-256-789, www.

phuketcrystalinn.com

로열 푸껫 시티 호텔 Royal Phuket City Hotel

전반적인 시설이나 서비스가 동급 호텔에 

비해 훌륭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호텔 레

스토랑인 화이트 팜 레스토랑White Palm 

Restaurant은 음식 맛과 분위기가 좋기로 유

명하다.

 구 버스 터미널 앞쪽의 타논 팡아   

154 Thanon Pha-Nga   인터넷 비수

기 2,000B  076-233-333, www. 

royalphuket city.com 

메트로폴 호텔 Metropole Hotel

푸껫 타운 중심가인 시계탑 앞에 자리한 고

급 호텔이다. 중국계 패키지를 주로 받는

다. 2층에 있는 마사지 숍이 유명하며 중식

을 뷔페로 제공하는 레스토랑 등이 있다. 

 타논 몬뜨리 시계탑 옆   1 Thanon 

Montri   인터넷 비수기  1,200B~   

076-215-050, www.metropolephuket.

com

펄 호텔 Pearl Hotel

타논 몬뜨리 중심에 자리한 대형 숙소로 

212개의 객실을 지녔다. 건물은 낡은 편이

지만 주변이 번화가라서 인기가 있다. 스

카이 라운지 식당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다. 

 타논 몬뜨리 시계탑에서 약 100m   

 42 Thanon Montri   인터넷 비수

기  1,350B~   076-211-044, www.

pearlhotel.co.th

푸껫 크리스털 인푸껫 백패커

>>  ACCOMMODATIONS
최고급 호텔에서부터 도미토리까지 여러 종류의 숙소가 골고루 흩어져 있다. 그나마 

숙소가 밀집돼 있는 곳은 타운의 중심부인 타논 몬뜨리 시계탑 주변. 다른 지역의 숙

소와는 달리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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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노텔 Chinotel 

2011년에 오픈한 곳으로 모든 시설이 매우 

깔끔하다. 3개 등급의 객실이 있으며 가장 

저렴한 방은 이용자에 따라 조금 좁게 느껴

질 수도 있다. 모든 객실 요금은 간단한 서

양식 조식이 포함된 가격이다. 라농 거리의 

썽태우 정류장에서 가까워 여러모로 이용

이 편리하다.

 라농 거리 썽태우 정류장 앞  

133-135 Ranong Road  비수기 에

어컨 트윈 890B~1,090B  076-214-

455, www.chinotelphuket.com

푸껫 센터 아파트먼트 
Phuket Center Apartment

입구는 큰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나 

건물이 길어서 찾기 어렵지 않다. 널찍한 

객실 안에 커피 포트, 헤어드라이어, 냉장

고 등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숙소 바로 옆

에 중급 규모의 슈퍼마켓이 있어 이용이 편

리하다. 위치와 시설에 비하면 가격이 비교

적 저렴한 느낌이다.

 라싸다 거리 안쪽  62/20 Ratsada

 에어컨 트윈 900B~2,000B  076-

213-416, www.phuketcenterapartment.

com

파트라 맨션 Patra Mansion

주로 장기 거주자들이 지내는 곳으로 장기 

거주를 해도 호텔의 서비스 제공한다. 원룸 

스타일의 객실로 단기 여행자들을 위한 객

실은 많지 않아 예약이 필수다. 객실과 욕

실 모두 널찍하다. 꽤 넓은 수영장이 있으

며 큰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조용한 것도 

장점이다. 

116/23 Thanon Patipath Soi 

Noppakoon  에어컨 트윈 500B  

076-258-103~7, www.patramansion.

com

다라 호텔 Dara Hotel

푸껫 타운 쇼핑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센

탄 백화점에서 가까워 이용이 편리한 곳으

로 인기가 좋다. 밝은 원색을 사용해 꾸며 

놓아 분위기가 산뜻하다. 각 객실에 발코니

가 있으며 개인 금고도 설치돼 있다. 모든 

객실은 금연실로 운영하고 있다. 수영장과 

도서관, 식당 등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센탄 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14/18 

Moo 4 Thanon Chaofa   비수기 인터

넷 트윈 1,500B~3,000B   076-612-

846, www.daraphuket.com

로열 푸껫 시티 호텔

남 
부  

푸
껫



여행정보수집▶▶  여행사, 레스토랑, 고급 숙소 프론트에서 지도 

등 관광 안내 소책자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우체국 ▶▶  해변의 맥도날드 옆에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  월~토 11: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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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똥✻Patong

푸껫에서 가장 번화한 해변이다. 푸껫 타운에서 서 쪽
으로 15km 떨어져 있으며, 깊숙하게 패인 만 위에 
4km에 달하는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각종 편의
시설과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부터 최고급 호텔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박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레스토랑
이나 유흥 시설 또한 푸껫 내 최고 시설을 자랑한다. 
하지만 푸껫의 다른 비치에 비해 바다는 맑고 깨끗하
지 않은 편이다. 호젓하고 맑은 바다를 즐기길 원한다
면 북쪽의 까말라 비치나 남쪽의 까론, 까따 비치로 
향하는 게 낫다.

02

Phuket 
푸껫  

Information



빠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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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아 만

해양 스포츠 Water Sports

빠똥 비치 여기저기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해변으로 가면 호객꾼이 다가

와 가격을 흥정한다. 성수기와 비수기 때 가격이 조금씩 바뀐다. 

패러세일링 1,500B, 바나나 보트 1인당 600B, 제트 스키 1인당 1,500B 

 

꼬 피피 일일투어 Koh Phi Phi Tour

푸껫을 찾는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태국 해변 중에서도 가장 아

름다운 마야 비치, 바이킹 동굴을 비롯해 꼬 피피의 여러 섬을 일주한다. 중간 중간에 

맑디 맑은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백옥처럼 고운 해변에서 휴식도 취한다. 각 호

텔에서 07:00~08:00에 픽업 후 투어를 하고, 16:00~17:00에 도착해 호텔까지 픽업

해 주는 시스템이다. 예약은 전일까지 해야 하며 가격은 각 여행사마다 요금이 다르

므로 조건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게 좋다.   점심 식사 포함 1,000B~2,000B

팡아 만 투어 Phang Nga Bay Tour

영화 007 시리즈 <황금 총을 가진 사나이>에 등장했던 섬으로 떠나는 프로그램. 투

어 진행은 꼬 피피 투어와 비슷하다. 반나절 코스, 1일 코스, 선 셋Sun Set 코스 등 여

러 가지가 있다.   점심 식사 포함 1,200B~2,000B

 ✻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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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피피 

꼬 카이 투어 Khai Island Tour

꼬는 섬, 카이는 계란 프라이 형태를 이

르는 태국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로 섬 한 바퀴를 도는데 10분이면 충분

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카이의 투명한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열대어들이 살

아간다. 스노클을 착용하지 않고 육안

으로도 열대어를 관찰할 수 있으며 해

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열대어들을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편은 없으며 

여행사의 투어상품을 통해 찾아야 한다. 

씨밀란 투어 Similan Tour

씨밀란은 태국어로 아홉이라는 뜻. 푸껫에서 북서쪽으로 90km 가량 떨어진 9개

의 섬으로 태국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를 지닌 곳으로 유명하다. 몰디브와 비교되

는 바다를 지닌 씨밀란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씨밀란에 출입할 수 있는 기간

은 11~4월. 뱃길이 험난해 푸껫에 간다고 해도 씨밀란을 찾는 건 쉽지 않다. 출입

이 가능한 기간에는 대부분 투어상품으로 씨밀란을 방문하게 된다. 스노클링과 

해변 휴식, 점심 식사 등이 포함된 일일투어의 가격이 2,500B 가량. 숙소가 있는 4

번 섬의 텐트에 머문다면 2일 4,500B, 3일 5,500B이다. 방갈로에 머문다면 1일 

1,000B 가량이 추가되지만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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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Scuba Diving

태국의 바다는 따뜻한 수온과 맑은 시야, 잔잔한 파도 등으로 스쿠버 다이빙의 천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꼬 피피와 꼬 따오는 다이버들의 섬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곳으로 일년 내내 다이버들로 붐빈다. 꼬 피피는 겨울시즌, 꼬 따오는 여름시즌

이 다이빙에 적합한 기후. 두 곳 모두 한국인 강사가 교육하는 다이빙 숍이 위치해 있

으며 PADI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푸껫에서는 다이브아시아가 태국 내 PADI 5 

Star CDC Center로, 다이빙 스쿨을 연상케 할 만큼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국인 강사로 구성돼 있는 코리아 팀이 있으며 모든 일정을 한국인 강사와 함께한

다. 스쿠버 다이빙은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시 숙박도 제공한다.

1일 3,000B~  www.diveasia.com  

기타 etc.

꼬 피피, 팡아 만 투어 외에도 여행사마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장기 여행자

라면 코랄 섬 투어, 뱀부 래프팅, 카오락 투어, 사파리 투어, 푸껫 동물원, 코끼리 트레

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고 카트와 번지 점프 등도 있다.

✻  SHOPPING
정씰론 Jung Ceylon

방라 거리 옆에 2006년 12월에 들어선 대규모 쇼핑몰. 방라 거리의 오션 플라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다. 쇼핑몰 내에는 까르푸를 비롯해 여러 개의 테마 

쇼핑몰이 입점해 있다. 중앙에는 커다란 분수

대와 휴식 공간이 자리했으며, 각종 체인 레스

토랑을 비롯해 상당수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입

점해 있다.  

방라 거리 옆   181 Rat Uthit 200 Pee Road 

076-600-111, www.jungceylon.com 

오션 플라자 Ocean Plaza

빠똥 중심부인 타논 방라에 있는 쇼핑몰이다. 각종 의류를 비롯해 식품, 기념품, 푸드 

센터 등 모든 것이 구비돼 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정씰론으로 몰려 한가하게 쇼

핑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11:00~24:00   076-341-163

 ✻ 한인업소

푸껫 썬라이즈 Phuket Sunrise

1998년부터 푸껫 타운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2004년에 빠똥으로 자리를 옮긴 곳

으로 푸껫에서 가장 오래된 자유 여행사다. 오랜 세월 자유 여행자들에게 좋은 길잡

이가 되고 있다. 푸껫과 피피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 스파,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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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논 방라  Thanon Bang Ra

쇼핑몰, 레스토랑, 바, 디스코텍 등이 휘황

찬란한 불빛을 내뿜는 타논 방라Thanon 

Bang Ra는 빠똥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이다. 

타논 방라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정육

점을 연상케 하는 노천 바. 중심부에 자리

한 챔피언Champion 등은 맥주가 200B 내외

며, 오후에 서서히 문을 열어 새벽 2시경까

지 영업한다. 

노천 바 외에도 어 고고 바A Gogo Bar라는 

이름을 단 업소들도 많다. 대부분 스트립 

쇼를 하는 술집이지만 내용이 그다지 자극

적이지는 않다. 맥주가 보통 120B 선으로 

입장료는 따로 없다. 

나이트클럽은 바나나 디스코텍Banana 

Discotheque이 가장 인기다. 저녁 10시가 넘

어야 사람들이 많아지며, 새벽 2시까지 영

업을 한다. 입장료 200B을 내면 맥주, 콜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음료 쿠폰을 준다.

그밖에 방라 거리에서 인기 업소로 꼽히는 

나이트클럽은 할리우드Hollywood, 타이거

Tiger, 시덕션Seduction Beach Club & Disco이

다. 특히 시덕션은 다른 곳에 비해 입장료

가 두 배인 곳으로 현지인들보다는 서양인

들이 많다. 비싼 입장료만큼 다른 업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지만 자정 무렵에 가장 붐

비는 것은 마찬가지다.

빠똥의 가장 중심부로 휘황찬란한 

불빛을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싸이몬 카바레 Simon Cabaret

태국의 명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트렌스

젠더 쇼. 일반적으로 파타야의 알카자 쇼

가 제일 유명하지만, 푸껫 싸이몬 카바레

의 명성도 만만치 않다. 화려한 화장과 의

상의 ‘진짜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 들의 쇼

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공연장은 늘 만

원이다. 공연 후 관광객들과 배우들의 기

념 촬영이 가능한데, 이때는 어느 정도 팁

을 줘야 한다. 쇼는 매일 18:00, 19:45, 

21:30에 있다. 

빠똥 남쪽 끝, 까론 방향  19:30, 

21:30  일반석 700B, VIP석 800B  

076-342-011~5, www.phuket-simon 

cabaret.com 

>>  NIGHTLIFE 

남 
부  

푸
껫

일일투어, 차량 등 여행 관련 각종 예약 

업무를 취급한다. 

 빠똥 정씰론 뒤 반잔 마켓 우측 도로   

74/47 Soi Nanai Patong   076-296-822, 

www.joyphuket.com 

연

2002년부터 빠똥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식당. 오랜 영업 기간만큼이나 많이 알려져 

태국인, 서양인, 한인들이 두루두루 찾는다. 주 메뉴는 숯불 구이며 생삼겹살과 숯불 

고추장 삼겹살도 맛이 좋다. 김밥,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일품요리도 있다.

 랏우팃 도로 남쪽, 홀리데이 인 호텔 북쪽  210/4 Rat Uthit  12:00~24:00  김밥, 라

면 150B, 김치찌개, 된장찌개 250B, 고기 280B~  076-3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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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푸껫의 제일 해변인 만큼 빠똥에는 수많은 종류의 식당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씨푸드 레스토랑. 몇 만 원씩 하는 씨푸드부터 천 원 

남짓 하는 저렴한 해산물 볶음밥까지 다양한 종류의 씨푸드를 즐길 수 있다. 그 밖에 태

국 요리는 물론 이태리, 독일, 일본, 한국 등 빠똥에서는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반 림 빠 Ban Rim Pa

푸껫을 대표하는 최고급 태국 음식점이다. 

2002년부터 4년 연속 태국 최고 음식점에 

선정됐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식점으

로도 4년 연속 선정됐다. 해변과 맞닿은 절

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 멋진 풍광을 감

상할 수 있는 점도 자랑거리다. 특히 석양

이 질 무렵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라면 더더

욱 운치가 있다.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바

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고 음료만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스토랑 내에 예쁜 수공예

품을 판매하는 쇼핑점도 있다. 예약을 하면 

호텔로 픽업을 해주기도 한다. 

빠똥 비치 북쪽, 까말라 비치 넘어가

는 언덕 223 Kalim Beach Road  

12:00~23:00 카우팟 195B, 똠얌꿍 

285B, 맥주 145B~295B 076-340-

789, www.baanrimpa.com

조스 다운스테어 Joe’s downstairs

빠똥 해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

이 그만인 곳. 하얀색으로 꾸며 놓아 매우 

시원한 느낌이다. 주 메뉴는 그릴 요리와 

바닷가재 등 해산물 요리이며, 간단한 안

주류도 있다. 일몰 감상 포인트로도 인기

가 좋다

반림빠 레스토랑 북쪽 12:00~24: 

00 메인 요리 625B~1,295B, 음료, 

맥주 95B~390B 076-618-245, 

www.joesdownstairs.com

다 마우리치오 Da Maurizio

제대로 된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홈메이드 파스타와 야채, 허브 

등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며, 신선한 해산

물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와인 리스트도 풍

성하다. 목재와 잘 어우러진 나무 톤의 실

내 디자인이 편안한 분위기다. 반림빠, 조

스 다운스테어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바로 

면해 있어 풍경 감상에 그만이다.

조스 다운스테어 레스토랑 북쪽 

12 :00~24:00 파스타 485B~755B, 

고기, 해산물 메인 요리 820B~2,350B 

076-344-079, www.damaurizio.

com

더 포트 The Port

바닷가에 위치한 라이브 바로 반타이 호텔

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서비스가 좋다. 밤 

시간이면 필리핀 팀과 아프리카 팀이 번갈

아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흥에 겨운 여행

객들이 춤을 추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

성된다. 나이트클럽의 시끄러운 분위기가 

부담된다면 라이브 공연을 보며 저녁 시간

을 보내기에 괜찮다. 기본적인 서양 음식과 

태국 음식도 준비하고 있다.

해변 도로, 반타이 호텔 앞 94 

Tha weewong 18:00~02:00 맥

주, 칵테일 120B~210B 076-340-

850

반잔 마켓 주변 야간 노천 식당

반잔 마켓이 문을 닫은 후 주차장에 야간 포

장마차 노점 음식점들이 들어선다. 전체 규

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팟타이, 쌀국수, 

볶음밥, 씨푸드, 간단한 튀김류, 과일, 주스 

등 먹거리 종류가 다양하다. 빠똥의 엄청나

게 높은 물가에 비하면 매우 이성적이고 태

국스러운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다. 

반잔 마켓 앞 주차장  17:30~22:00  

20B~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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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일리 Briley

닭고기 삶은 물로 밥을 짓는 카우만 까이로 

유명한 현지 식당이다. 맛이 좋아 특히 현

지인에게 인기가 좋은 곳으로 도시락으로 

구매해 가는 사람도 많다. 밥을 주문하면 

닭을 우려낸 국물도 곁들여 준다. 이른 오

후면 문을 닫는다.

랏우팃 도로 북쪽 SCB 맞은편 

102 Rat Uthit 06:00~16:00 

40B~50B 081-597-8380

No.6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비싼 빠똥의 물가에 비하

면 월등히 싼 가격도 매력이지만 맛이 좋기

로 소문난 곳으로 하루 종일 손님이 북적댄

다. 현지인은 물론이고 각국의 여행자들도 

즐겨 찾는 식당이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

게까지 영업하는 것도 장점이다. 

랏우팃 도로 CN호텔 맞은편 186 

Rat Uthit 07:30~24:00 50B~ 

150B 076-342-219

샤부시 Shabushi

일식 뷔페 체인점인 오이시에서 운영하는 

또 하나의 뷔페 체인. 샤브샤브와 더불어 

각종 스시를 뷔페로 즐길 수 있다. 오이시

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 언제나 손님이 많

다. 식사 시간이면 줄을 서서 먹을 정도. 스

시, 마끼, 샤브샤브 메뉴는 물론 튀김과 어

묵도 있다. 

정씰론 안쪽 분수대 옆 11:00~ 

22:00 뷔페 1시간 15분 1인 345B 

www.shabushibuffet.com

와인 커넥션 Wine Connection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으로 편안하고 조용

한 분위기의 식당이다. 피자, 파스타와 스

테이크가 제대로 요리되어 나오는 곳으로 

인정 받고 있다. 이름처럼 다양한 와인도 

갖추고 있다. 해변 도로에 위치한 지점은 

바다로의 전망이 좋다. 태국 곳곳에 체인점

을 운영하고 있다.

정씰론과 해변에 각각 자리했다 

11:00~24:00 피자, 파스타 180B~ 

250B, 스테이크 280B~480B, 커피 

50B~80B, 맥주 110B~135B 076-

366-091, www.wineconnection.co.th

푸드 헤븐 Food Heaven

정씰론 지하 1층에 있는 푸드 코트. 볶음

밥, 팟타이, 쌀국수 등 각종 태국 음식과 인

도 음식, 음료, 디저트 등을 먹을 수 있다. 

원하는 금액만큼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 카드에 남은 금액은 당일에 한해 되

돌려 준다.

정씰론 지하 1층 11:00~22:00

100B~  076-600-111

라그리따 La Gritta

아마리 코랄 비치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이

탈리아 음식점. 빠똥 해변 가장 남쪽 언덕

에 위치해 전망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가

격은 비싼 편이지만 훌륭한 전망, 제대로 

된 서비스와 맛을 생각한다면 만족스럽다. 

성수기에는 좌석 예약이 필수다.

빠똥 해변 남쪽 아마리 코랄 비치 리

조트 안 2 Meun-ngern 10:00~ 

23:30 이탈리아 요리 530B~1,050B 

076-292-697

로열 파라다이스 호텔 건너편 노천 식당

빠똥 비치를 방문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

봤을 만한 저렴한 노천 해산물 식당들이다. 

빠똥의 중심 거리에 자리해 찾기도 쉽다. 

저녁 시간이면 10여 개 되는 식당들이 좌판

을 놓고 영업을 한다. 어느 집이든 사진으

로 된 메뉴를 갖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국어로 된 메뉴도 있어 편리하다. 해산물 

좌판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담고 요리

를 해달라고 하면 된다. 

타논 방라 입간판에서 북쪽으로 100 

m, 로열 파라다이스 호텔 맞은편  

17: 00~01:00  게, 새우, 바닷가재 

100g당 60B~100B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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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똥 씨푸드 Patong Seafood, 

사보이 씨푸드 Savoey Seafood

매일 아침 공수해 온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

를 한다. 노천 식당이 저렴함이 장점이라면 

이곳은 해산물을 우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논 방라 기점 빠똥 씨푸드는 남쪽, 

사보이 씨푸드는 북쪽  08:00~24:00  

게, 새우, 바닷가재 태국 요리 100g 

당 80B~300B, 기타 70B~  빠똥 씨

푸드 076-341-244, 사보이 씨푸드 

076-341-270

썽 피 농 Song Pee Nong

썽 피 농은 태국어로 두 명의 자매라는 뜻

이다. 실제로 자매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태

국 현지 음식을 저렴하고 맛있게 내기로 유

명해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타이

식에서 서양식, 씨푸드까지 모든 메뉴가 가

능하다.

홀리데이 인과 반 라이 마이 호텔 사

이의 골목 Soi Kepsup, Patong 

Beach  09:30~23:00 100B~  

081-968-0887

사바이 사바이 Sabai Sabai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레스토

랑이다. 팟타이, 샌드위치, 스테이크 등 다

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빠똥 메인 로드에서 우체국 옆 골목

으로 진입  100/3 Thaweewong Rd., 

Patong Beach 10:00~23:00 

100B~  076-340-222

버팔로 스테이크 하우스 
Buffalo Steak House

수입 쇠고기로 요리한 풍미 깊은 스테이크

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이다. 스웨덴 요리사

가 직접 요리를 한다. 스테이크와 더불어 

타이 요리도 선보이며, 샐러드 뷔페를 운영

한다. 까론과 까따에도 체인점이 있다.

방라 거리 빠똥 리조트 골목으로 

10m  94/25-26 Soi Patong Resort, 

Patong Beach  09:00~24:00 

195~875B  076-340-855

씨 브리즈 Sea Breeze 

홀리데인 인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요일마다 다른 다양한 디너 뷔페를 선보인

다. 빠똥에 자리한 호텔 레스토랑 중 가장 

인기가 많다. 부모 동반 자녀의 경우 만 12

세 미만 어린이 2인까지 무료다. 화, 토요일

의 해산물 뷔페도 인기. 여행사에서 예약하

면 할인이 가능하다. 

홀리데인 인 리조트 내

52 Thaweewong Road, Patong 

Beach  19:00~21:30 699B  

076-340-608

발루치Baluchi

빠똥에서 손꼽히는 정통 인도 음식점으로 

특히 탄두리 요리를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음식을 맛

볼 수 있어 좋다. 발루치는 파키스탄 서부 

지방 유목민이라는 뜻이다. 

13:00~23:00 세트 메뉴 424B~ 

590B, 탄두리 치킨 250B  076-292-

526~30

림스 Lim’s

실내 디자인이 돋보이는 태국식 레스토랑 

겸 바다. 멋진 조명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벽면에는 멋진 추상화를 걸어 

놓았다. 저녁 시간에는 각종 이벤트가 열

린다.

빠똥 해변로 북쪽에 자리한 반림빠 

레스토랑을 지나 우회전 후 500m  

18:30~23:00 태국 요리 200B~520B  

076-3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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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호텔 레스토랑  Hotel Restaurants

 호텔명 레스토랑명 종류 영업시간  전화번호

 로열 파라다이스  로열 키친  중식  11:00~22:00 076-340-661~6

 Royal Paradise Royal Kitchen 

 아마리 코랄  라 그리따  이탈리안  11:00~23:00 076-340-106~14

 Amari Coral La Gritta 

 르 메르디앙  포르토피노  이탈리안 19:00~22:00 076-340-480~5

 Le Meridien Phuket Portofino

 홀리데이 인  씨브리즈  뷔페 19:00~21:30 076-340-608

 Holiday Inn Sea Breeze 

 빠똥 임피아나  살라 부아  타이· 06:30~24:00 076-340-138

 Patong Impiana Sala Bua 인터내셔널

 빠똥 머린  카페 델 마르  타이· 10:00~24:00 076-340-037~41

 Patong Merlin Cafe Del Mar 인터내셔널

>>  ACCOMMODATIONS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 스파
Diamond Cliff Resort & Spa

빠똥 북쪽 해변의 초대형 고급 리조트다. 8

개의 독립된 빌라와 언덕과 해변에 자리한 

333개의 호텔형 객실을 갖췄다. 빠똥에서 

가장 큰 수영장과 객실 이용객만 사용할 수 

있는 스파가 유명하다. 번화가인 타논 방라

는 썽태우로 5분 거리에 있다. 

빠똥 비치 북쪽 284 Thanon Pra 

baramee  인터넷 비수기 6,160B  

076-340-501, www. diamondcliff. com 

노보텔 푸껫 리조트 Novotel Phuket Resort

노보텔 체인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호텔

이다. 210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3개의 수

영장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호텔이 갖

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부모 동반 12

세 어린이 최대 2명까지 객실 이용이 무료다.

빠똥 비치 북쪽 다이아몬드 클리프 옆  

Kalim Beach  인터넷 비수기 

3,500B~  076-342-777, www.

novotelphuket.com

빠똥 파라곤 호텔 Patong Paragon Hotel

시설 대비 가격이 저렴한 고급 리조트다. 7

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11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객실은 열대의 운치를 살린 

모던한 인테리어로 넓은 편에 속한다. 이그

제큐티브 디럭스는 풀 억세스 룸이다.

빠똥 비치 북쪽, 빠똥과 푸껫 타운 갈

림길 280 Thanon Prabaramee 인

터넷 비수기 3,910B~ 076-290-

555

아이비스 호텔 Ibis Hotel

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두고 있

는 호텔이다. 객실은 조금 좁은 편이나 발

코니를 비롯한 기본 시설을 모두 갖췄고 수

영장 등 필요한 부대시설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시설 대비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여

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빠똥 해변 북쪽, 스위스 팜 비치 리조

트 옆 10 Chaloemphrakiat 인터

넷 비수기 1,620B~ 02-659-2888, 

ibishotel.com/thailand

노보텔 푸껫 빈티지 파크 리조트 
Novotel Phuket Vintage Park Resort

2012년에 오픈한 곳으로 해변 북쪽에 위

치한 노보텔보다 여러모로 이용이 편리하



다. 객실은 손색 없이 고급스럽게 잘 꾸며

져 있다. 다양한 식당과 어린이를 위한 시

설, 널찍한 수영장도 갖추고 있다. 해변, 

방라 거리, 정씰론 모두 10분 정도의 거리

로 접근성이 좋다.

랏우팃 도로 북쪽 89 Rat Uthit

인터넷 비수기 2,220B~ 076-

380-555, novotel.com/8099

디바나 Deevana

빠똥 비치와는 10분 정도 거리로 조금 떨어

져 있지만 가격 대비 만족할 만한 시설을 

갖춘 곳이다. 건물은 수영장을 가운데에 두

고 세 면으로 둘러싼 형태다. 스파, 키즈 클

럽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빠똥 북쪽 방면, 아룬솜 씨푸드 레스

토랑 밀집지역 근처 오리엔탈 마사지 골

목  43/2 Rat Uthit 200 Pee  인터

넷 비수기 4,700B~  076-341-414

안다만 임브레이스 Andaman Embrace

현대식 건물과 수영장은 물론 정원, 연못 

등 자연이 어우러진 대규모 호텔이다. 

270개 객실을 갖추고 있다. 수영장 근처

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야외 마사지가 가

능하다. 오두막 형태의 객실인 로터스 빌

리지도 있다.

빠똥 북쪽 방면, 아룬솜 씨푸드 레스

토랑 밀집지역 근처 2 Thanon Had 

patong  인터넷 비수기 2,500B~  

076-370-000

밀레니엄 호텔 Millennium Hotel

정씰론과 연결돼 있어 최고의 접근성과 편

리함을 자랑하는 고급 호텔. 시설과 조건 

대비 가격도 합리적인 곳으로 인기가 좋다. 

객실은 넓고 화사하게 꾸며져 있으며, 4층

에 수영장이 있다. 빠똥 해변, 방라 거리와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정씰론 옆 199 Rat Uthit 200 Pee 

인터넷 비수기 4,400B~ 076-60 

1-000, www.millenniumhotels.com/

millenniumpatongphuket

랜턴 호텔 The Lantern

방라 거리까지 도보로 약 3분 거리, 해변까

지도 가까워 위치가 좋다. 심플한 분위기의 

중급 호텔로 객실이 넓고 환하다. 수영장이 

두 곳이며 어린이 수영장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 

방라 거리 맞은편 도로 안쪽으로 약 

80m 181/36-41 Rat Uthit 200 Pee, 

Soi Sansabai 비수기 인터넷 

3,500B~ 076-337-555, www.

lantern-resorts.com

아카 호텔 ACCA Hotel

랜턴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아담한 규모의 

호텔. 객실은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딱 필

요한 만큼의 크기로 적절하다. 요란스럽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위치와 시설에 비하면 합리적

인 가격인 편이다.

방라 거리 맞은편 도로 안쪽으로 약 

80m 179/79-82 Rat Uthit 200 Pee, 

Soi Sansabai 비수기 인터넷 

2,000B~3,000B 076-340-998, 

www.accapatong.com

빠똥 비치 호텔 Patong Beach Hotel

위치 상으로는 가장 번화가에 자리한 호텔

이다. 건물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방에 따

라 바다가 잘 보인다. 스파 및 마사지를 이

용할 수 있는 스파 와리Spa Varee와 빠똥에

서 손꼽히는 씨푸드 레스토랑인 바이똥

Baitong Seafood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빠똥 비치, 타논 방라 해변 남쪽  

124 Thanon Taweewong 인터넷 비

수기 트윈 4,500B 076-340-301~2, 

076-340-304~6, www.see2sea.com

반 타이 비치 호텔 Ban Thai Beach Hotel

빠똥 해변 한가운데 자리해 입지 조건이 좋

은 편이다. 바로 옆으로 맥도날드와 스타벅

스가 있다.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세련되고 

깔끔한 분위기다. 

빠똥 비치, 빠똥 비치로드 중앙 

94 Thanon Taveewong  인터넷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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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트윈 2,800B 076-340-850, 

www.banthaiphuket.com

홀리데이 인 리조트 푸껫 

Holiday Inn Resort Phuket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의 푸껫 

리조트다. 바다와 맞닿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어 주변의 시설 이용에 편리하고, 호텔 

내에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많다. 대형 수영장과 격조 높은 레스토랑이 

유명하다.

빠똥 비치, 빠똥 비치로드 남쪽  

86/11 Thanon Thaweewong 인터넷 

비수기 트윈 5,200B  076-340-

608~ 9, phuket.holiday-inn.com

부라사리 Burasari 

빠똥 해변에서 5분 거리의 호텔로 전체적

으로 깔끔한 분위기다. 모든 시설이 모던

하게 정리된 느낌으로 객실 건물이 수영장

을 둘러싼 형태다. 해변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1층 객실은 풀 

억세스 룸이다.

빠똥 비치 남쪽 오션 플라자 옆 포토랩 

골목 18/110 Thanon Ruamjai 인터

넷 비수기 4,600B~  076-292-929

빠똥 머린 호텔 Patong Merlin Hotel

빠똥 비치 남쪽 끝에 자리한 대규모 호텔이

다. 총 3개의 수영장이 잘 꾸며진 곳이다.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부대시설

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빠똥 비치, 빠똥 비치로드 남쪽 끝  

44 Thanon Thaweewong 인터넷 

비수기 트윈 5,800B  076-340-

037-41, www.merlinphuket.com 

두앙짓 리조트 & 스파 

Duangjitt Resort & Spa

넓은 정원이 매력적인 곳으로 잘 가꿔진 정

원에서는 공원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여유

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손색 없도록 잘 꾸며 

놓았다. 객실 수가 많아 예약이 용이한 것

도 장점이다. 다양한 종류의 객실을 보유하

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빠똥 해변까지

도 가까워 추천할 만하다.

빠똥 해변 남쪽 18 Prachanukroh

비수기 인터넷 2,400B~ 076-36 

6-333, www.duangjittresort-spa.com

아마리 코랄 비치 리조트 Amari Coral Resort

빠똥 비치 남쪽 끝 언덕에 자리한 호텔이

다. 숲이 우거져 있으며 모든 객실이 바다

를 바라보고 있다. 바로 앞의 해변은 북적

거리지 않고 조용한 편이다.

빠똥 비치, 빠똥 비치 최남단 104 

Moo 4, Patong Beach  인터넷 비수

기 트윈 3,700B  076-340-106

반 쑤코타이 호텔 Baan Sukhothai Hotel

아름다운 태국의 전통 가옥 스타일로 지은 

호텔이다. 최고 중심지이자 유흥 지역인 타

논 방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 장점

이다.

빠똥 비치, 타논 방라 70 Thanon  

Bangla  인터넷 비수기 트윈 2,200B  

076-340-195

로열 파라다이스 호텔 Royal Paradise Hotel

해변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가격 대비 시

설이 좋다. 25층에 있는 중식 레스토랑 로

열 키친은 전망이 좋기로 유명하다. 

빠똥 비치, 타논 방라 북쪽 300m 

135/23 Rat Uthit 200 Pee  인터넷 비

수기 트윈 3,300B  076-340-666, 

www.royalparadise.com

바우만부리 Baumanburi

빠똥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는 대형 호텔이

다. 건물은 낡아 보이지만 시설들은 깨끗하

게 정돈돼 있는 편이다. 수영장에 자쿠지 

시설을 갖췄다. 빠똥 해변 번화가에서 10분 

거리다.

빠똥 비치 남쪽 오션 플라자 옆 포토

랩 골목으로 끝까지 간 후 큰길을 건넌

다  239/1 Rat Uthit 200 Pee 인터

넷 비수기 6,700B~   076-345-951, 

www.baumanburi.com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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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론 & 까따
✻Karon & Kata

빠똥 해변의 남쪽에 길고 곧게 형성된 해변. 바다 빛깔
이 곱고 한적한 데다가 대부분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까론 해변은 해변 중
간에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있고, 편의 
시설은 북쪽과 남쪽에 집중돼 있는 편이다. 
북쪽 분수대 뒤쪽으로는 저렴한 숙소, 음식점, 여행사, 
환전소, 오토바이 대여점, 시장, 길거리 음식 등이 있는 
여행자 거리가 형성돼 있다. 푸껫 타운과 까따 해변의 
갈림길의 타논 타이 나Thanon Thai Na는 유흥 밀집 지
역으로, 북쪽 해변보다 더 번화하다. 

03

Phuket 
푸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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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따 뷰포인트 Kata Viewpoint

뷰포인트에 서면 까론과 까따 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일몰 무렵에는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드는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 단점이라면 

오토바이나 차를 렌트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다는 것. 뚝뚝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요금이 비싼 편이다. 

까따 비치 남쪽에서 나이한 해변 방면으로 5km 가량 지점

프롬텝 Promthep

석양이 아름다워 선셋 뷰포인트

라고도 불린다. 전망대에 오르

면 절벽으로 이뤄진 해안과 드

넓게 펼쳐지는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에는 불

상과 등대 등의 볼거리도 있지

만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다. 

할 수 있는 일은 천천히 전망대

를 산책하며 바다를 바라보는 

정도. 오토바이나 차량을 렌트

하지 않았다면 굳이 찾을 필요

는 없다.

까따 뷰포인트에서 남쪽으로 약 

7km

 ✻ BEST SIGHTS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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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론 & 까따

     맛있는 호텔 레스토랑  Hotel Restaurants

 호텔명 레스토랑명 종류 영업시간  전화번호

 뮈벤픽  와일드파이어 이탈리안 18:00~23:00 076-396-139
 Moevenpick Wildfire 

 힐튼  타이 타이  타이 18:00~23:00 076-396-038

 Hilton Thai Thai  

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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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디노 키친 Dino Kitchen

원시 시대 분위기를 살린 인테리어가 돋보

이는 레스토랑이다. 입구에 거대한 공룡의 

모형이 있어 눈에도 잘 띈다. 각종 요리를 

취급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요리는 해산물 

요리. 값도 저렴하고 맛있다.

까론과 까따 갈림길 마리나 코티지 

맞은편  11:30~23:30  80B~480B 

076-330-625

올드 싸얌 Old Siam

까론을 대표하는 태국 전통 요리 레스토랑

으로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분위기 있

게 식사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뷔페 코너를 열고 태국 전통 무용

을 공연한다.

까론 비치 중앙  17:30~23:00 

태국 요리 245B~495B, 뷔페 750B  

076-396-090

더 클리프 The Cliff

센트럴 까론 빌리지Central Karon Village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저녁 시간에만 영

업을 한다. 해변을 바라보는 전망이 좋고, 

우아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로 인기가 

많다.  

까론 북부 센트럴 까론 빌리지 안  

18:00~23:00 씨푸드 250B~890B  

076-28 6-300

까론 카페 Karon Cafe

까론 내에서는 비교적 오래된 업소로, 미국

인 부부가 운영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패밀

리 레스토랑이다. 샌드위치, 스테이크 등 

각종 서양 요리를 전문으로 하며, 중국과 

태국 요리도 있다. 스테이크 등을 주문하면 

샐러드 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까론 비치 입구 로터리에서 좌회전. 

센트럴 까론 비치 방면  33/76 Moo 

1, Thanon Patak  06:30~24:00  

115B~595B 076-396-217

오 툴스 O’ Tool’s Irish Pub

실내외에 좌석을 갖춘 편안한 분위기의 아

이리시 펍. 실내의 대형 티브이에서는 스포

츠 중계를 해준다. 기네스, 킬케니 등 아이

리시 생맥주를 판매한다. 

까론 중심가, 쎈트럴 까론 비치 호텔 

맞은편  10:00~늦은 밤  태국, 서

양 요리 80B~490B, 맥주 90B~210B  

076-398-262, www.otools-phuket. 

com 

온더락 On the Rock

마리나 푸껫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겸 카

페로 까론 비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작

은 절벽 위에 자리했다. 굳이 음식을 주문

하지 않고 음료만 시켜도 바닷가 전망의 자

리를 차지할 수 있어 잠시 여유를 갖고 쉬

어 가기에도 좋다. 

마리나 리조트 내에 위치 47 

Thanon Karon  11:00~24:00  

120B~990B

꿩 Kwong Shop Seafood

저렴한 가격의 맛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독특한 내부 인테리어로 유명한 집이다. 세

     맛있는 호텔 레스토랑  Hotel Restaurants

 호텔명 레스토랑명 종류 영업시간  전화번호

 까따 비치  아트리암  타이· 19:00~23:00 076-330-530
 Kata Beach Artriam  인터내셔널

 까따 타니  차나다  타이 18:30~24:00 076-330-124

 Kata Thani Chanadda 

까따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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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각국의 지폐와 동전으로 채운 한 면의 

벽이 인상적이다. 

디노 파크 지나 스마일 인 숙소가 자

리한 곳에서 좌회전해 200m 65 

Thanon Tayna  07:30~24:00 

50B~250B  076-285-201

카파니나 Capannina

파스타와 피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 담요 피

자로 유명한 집이다. 오이스터, 칠리, 버팔

로 스테이크 하우스가 모여 있는 식당이 많

은 까따의 거리의 가장 안쪽에 자리했다. 

까따 비치 리조트 맞은편 레스토랑 

밀집 골목의 가장 안쪽  30/9 Moo 2, 

Thanon Kata  11:00~24:00  파스

타 250B~, 피자 280B~  076-284-

318

말리 Mali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손님이 많은 곳이다. 

파스타와 피자가 주 메뉴라 손님의 대부분

이 서양인이다. 

까따 비치 리조트 맞은편 18 

Thanon Kata  100B~480B  076-

333-137

스몰 뷰포인트 Small Viewpoint

뷰포인트 가기 전 언덕 위에 자리한 레스토

랑으로 뷰포인트에서 보는 것만큼 좋은 전

망을 지닌 곳이다. 태국 요리와 서양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자랑한다. 

뷰포인트 가는 길 10:00~02:00  

음료 60B~, 요리 120B~350B  

081-397-2329

보트하우스 와인 & 그릴 
Boat House Wine & Grill

까따에 위치한 고급 와인 하우스 겸 레스토

랑이다. 가격은 그다지 저렴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그만큼 고급스럽다. 해변

과 맞닿아 있어 분위기가 더욱 좋다. 

까따 비치 Boat House, Kata 

Beach  11:00~23:00  290B~ 

890B  076-330-015, www.

boathousephuket.com 

까따마마 Kata Mama

바다가 조망되는 레스토랑 중 저렴한 메뉴

를 선보여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해변과 맞닿은 곳에 식

당이 자리해 위치 상으로는 최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장점은 없다. 음

식도 그다지 맛있지 않으며 종업원들도 손

님들에게 무성의한 편이다. 

까따 비치   10:00~02:00   

100~250B  076-284-006, 081-

894-7632

>>  ACCOMMODATIONS 

르 메르디앙 푸껫 Le Merdien Phuket

까론 북쪽의 작은 해변인 까론 너이 해변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고급 리조트다. 번화가

에서 벗어나 있어 한가롭고 조용하다.  

까론, 빠똥에서 까론으로 넘는 길의 

첫 번째 숙소 인터넷 비수기 트윈 

6,700B  076-340-480

워라부리 푸껫 리조트 & 스파
Woraburi Phuket Resort & Spa

가격 대비 객실과 시설이 만족스러운 숙소

다. 전문 호텔 예약 사이트보다 워라부리에

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더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다.

까론, 해변 북쪽  199, 201 Thanon 

Patak 인터넷 비수기 트윈 3,050B  

076-39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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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론 프린세스 호텔 Karon Princess Hotel

중급 숙소지만 고급 리조트처럼 객실이 깨

끗하다. 대부분의 객실은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 바다를 보는 전망이 좋다. 

까론, 해변 중앙  194 Thanon Ka 

ron  인터넷 비수기 트윈 1,500B 

076-286-484~6, www. phuket-

karonprincess.com

안다만 씨뷰 호텔 Andaman Seaview Hotel

수영장에 둘러싸인 호텔의 모습이 테마파

크에 와 있는 느낌을 준다. 특히 수영장에 

접해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분위기가 좋다.  

까론, 해변 남쪽  127/35 Moo 3, 

Thanon Patak  인터넷 비수기 트윈 

3,700B 076-398-111, 

www.andamanphuket.com

힐튼 푸껫 아카디아 리조트 & 스파
Hilton Phuket Arcadia Resort & Spa

까론 해변 중앙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다. 호텔 내 골프장과 넓은 호수를 

보유하고 있다. 

까론, 해변 중앙 333 Thanon 

Patak 인터넷 비수기 트윈 3,450B  

076-396-433~41, www.hilton.com

까따타니 푸껫 비치 리조트
Katathani Phuket Beach Resort

까론과 까따 해변의 숙소 대부분은 숙소 앞

으로 도로가 나 있지만 이 숙소는 해변과 

접해 있다. 수영장 바로 아래 맑디 맑은 바

다가 펼쳐진다. 

까론, 해변 남쪽 까따 너이  3/24 

Thanon Patak 인터넷 비수기 트윈 

4,500B 076-330-124~6, www.

katathani.com

뮈벤픽 Moevenpick   

힐튼과 더불어 까론에서 손꼽히는 대형 리

조트다. 일반 객실 외에 개인 풀이 딸린 플

런지 풀 빌라도 있다. 해변과 접해 있지는 

않지만 객실에서 바다 조망 가능하다.

까론 입구 로터리 지나 100m 가량  

509 Thanon Patak  인터넷 비수기 

3,950B~  076-396-139 

억세스 The Acess

모든 객실이 풀 억세스 룸으로 이뤄진 리조

트다. 모든 객실이 풀과 연결돼 있어 풀이 

긴 형태다.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한 실내 인

테리어도 괜찮다.

동쪽 입구 기준, 뮈벤픽과 힐튼 사이  

459/2 Thanon Patak  인터넷 비수

기 3,100B~  076-398-489

까론 비치 리조트 Karon Beach Resort

까론 해변에서 유일하게 비치와 접해 있는 

고급 리조트로 80여 개의 객실 모두가 바다 

전망이다. 유럽 손님들이 주로 찾는다. 수

영장과 까론 비치가 인접해 있어 남국의 평

화로운 분위기가 배가된다.

까론 비치 남쪽 끝자락   

27 Thanon Rasda  인터넷 비수기 

6,000B~  076-330-006

마리나 푸껫 Marina Phuket

숲으로 이뤄진 정원과 바다가 절묘하게 조

화를 이룬 리조트다. 가든 뷰, 정글 뷰, 오션 

뷰의 객실이 있다. 정원에는 오랜 세월 육

성한 나무와 꽃들이 가득하다. 해안 절벽에 

자리한 온더락 레스토랑이 유명하다.

까론 비치 남쪽 끝자락  47 Thanon 

Karon  USD220  076-330-625, 

www. marinaphuket.com

알피나 리조트 Alpina Resort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자랑하는 리조트

로 2007년에 문을 열었다. 일반 객실과 풀 

빌라로 구성돼 있다. 객실 건물 사이에 수

영장이 자리해 접근성이 좋으며, 1층 객실

은 풀 억세스 룸으로 구성돼 있다.

까따 비치 클럽 메드 지나 좌회전한 

길의 끝자락  7/1 Thanon Ketkwan   

인터넷 비수기 2,200B~  076-

370-999



방따오✻Bang Tao

라구나 푸껫이라고 불리는 반얀트리 푸껫, 알라만다 라
구나, 쉐라톤 그랜드 라구나, 두싯 라구나 리조트, 라구
나 비치 리조트 등 고급 리조트들이 모여 있는 해변. 해
변 옆에는 호수가 넓게 자리했다. 방따오는 리조트에 묵
는 이들 외에 개별적으로 찾는 여행자들이 거의 없어 한
가로운 휴가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해변에서는 패러세
일링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리조트 주변의 골프장과 승
마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방따오 아래로는 더 체디 푸
껫이 자리한 팬씨 비치Pansea Beach와  쑤린 비치Surin 

Beach가 자리했다. 그 아래쪽으로는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까말라 비치Kamala Beach가 자리했다. 까말
라 비치에는 유명한 관광지인 푸껫 환타씨가 자리했다.
방따오 북쪽으로도 크고 작은 해변이 여러 개 있지만 
푸껫 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는 나이 양 비치Nai Yang에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

04

Phuket 
푸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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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 환타씨 Phuket FantaSea

세종문화회관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의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대형 버라이어티 쇼

로, 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아기자기하고 귀엽

게 표현한다. 환타씨 쇼가 메인 공연이지만, 공연장 주변을 놀이공원 분위기로 재미

있게 꾸며 놓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다. 

별도로 판매하는 저녁 식사는 뷔페로 제공된다. 여행사에서 당일 오전 혹은 전일에 

예약하면 저렴하고 편리하다.

빠똥의 북쪽 해변인 까말라 비치  금~수 21:00  쇼 1,800B~, 쇼&디너 

2,400B~  076-385-000, 111, www.phuket-fantasea.com 

 ✻ BEST SIGHTS 

남 
부  

푸
껫

차바 Chaba

라구나 호수 옆에 자리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

랑. 다양한 메뉴와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있

다. 저녁 7~11시에는 라이브 음악을 연주해 

한층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방따오의 리조트

에 머무는 손님에 한해서 픽업 서비스도 한다. 

라구나 푸껫 입구 394 Moo 1 

Cherngtalay 11:00~24:00   260B~  076-271-580, 649

로터스 Lotus

방따오 비치 바로 앞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위치에 비해 저렴하고 맛있는 메뉴를 선보인

다. 해변을 따라 걸으면 방따오의 모든 리조트에서 10분 내에 닿을 수 있다. 미니 승합차를 

이용해 픽업 서비스도 한다. 

방따오 비치 바로 옆  38/2 Moo 6 Cherngtalay  11:00~22:30  180B~    

081-797-3110, www. lotusphuket.com 

>>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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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 트리 푸껫 Banyan Tree Phuket

세계 최고의 리조트로 선정된 바 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호텔이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쾌

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108개의 호화로운 단독 빌라와 넓은 개인 풀장, 새소리를 들으며 몸

을 담글 수 있는 야외 자쿠지,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들어내는 각국의 화려한 음식들까

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숙소다. 특히 스파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서 취재를 할 정도로 유

명하다.

방따오 비치, 빠똥에서 30분 소요  33 Moo 4 Thanon Srisoonthorn  인터넷 

비수기 13,600B~  076-327-338

앙사나 라구나 푸껫 Angsana Laguna Phuket

아름다운 호수와 바다에 둘러싸인 고급 리조트로 한국 신혼 여행객이 많이 찾는다. 부대시설

이 좋으며 대형 수영장이 인기 있다. 라군 단지 안에는 커넬 빌리지라는 쇼핑센터가 있다. 

방따오 비치, 빠똥에서 25분 소요  10 Moo 4 Thanon Srisoon thorn  인터넷 

비수기 가든 6,400B~  076-324-101~7

두싯 타니 라구나 푸껫 Dusit Thani Laguna Resort Hotel

명성 있는 특급 호텔답게 부대시설과 건물, 객실이 훌륭하다. 226개의 모든 객실은 발코니

를 갖췄다. 

방따오 비치, 빠똥에서 25분 소요  390 Thanon Srisoonthorn  인터넷 비수

기 6,000B~  076-324-174

라구나 비치 리조트 Laguna Beach Resort

호수와 파란 정원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리조트다. 다양한 객실, 격조 높은 서비스가 자랑이

다. 부대시설로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이 있다. 테니스, 골프, 스쿠버 등 각종 스포츠 시설

이 잘 돼 있다.

방따오 비치, 빠똥에서 25분 소요  323 Thanon Srisoonthorn 076-324-

352

더 체디 푸껫 The Chedi Phuket

방 따오Bang Tao와 까말라Kamala 사이의 쑤린Surin이라는 작고 조용한 해변에 자리한 고급 리

조트다. 세계적인 체인인 체디 만의 고급스러움으로 해변과 언덕에 걸쳐 우아하게 자리했다.

쑤린 비치 북쪽  118 Moo 3 Cherngtalay  인터넷 비수기 7,300B~  076-

324-252

인디고 펄 Indigo Pearl

푸껫 국제공항과 가장 인접해 있는 해변인 나이 양 해변에 자리한 고급 리조트다. 고급 리조

트답게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특히 스파 시설이 훌륭하다.

나이 양 비치, 푸껫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0분  Nai Yang Beach and 

National Park 인터넷 비수기 6,500B~ 076-327-006

>>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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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호텔 레스토랑  Hotel Restaurants

 호텔명 레스토랑명 종류 영업시간  전화번호

 쉐라톤  투찌니  이탈리안  06:00~22:30 076-324-101

 Sheraton Tuccini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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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밀란은 태국어로 아홉이라는 뜻이다. 푸껫에서 북서쪽으로 90km 가량 떨어진 9개의 섬으로 

태국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를 지닌 곳으로 유명하다. 몰디브와 비교되는 바다를 지닌 씨밀란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씨밀란에 출입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의 반 정도다. 우기인 5월1일~10월31일에는 뱃길이 험

난해 씨밀란을 찾을 수 없다. 출입이 가능한 기간에는 대부분 투어 상품으로 씨밀란을 방문하

게 된다. 투어에는 왕복 배편과 픽업 서비스, 스노클링, 씨밀란 국립공원 입장료, 생명보험, 커

피, 차, 음료수, 스낵, 점심 식사, 영어 가이드 등이 포함된다. 푸껫의 여행사에서는 2,500B 이상

에 판매되며, 탑라무의 여행사에 예약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콕에

서 바로 찾는다면 탑라무의 여행사로 예약하면 된다. 

씨밀란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양하다. 일일투어로 찾는다면 투어 프로그램에 맞게 스노클링을 

즐기면 된다. 다이빙이 가능하다면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숙박이 가능한 4번 섬과 8번 섬

에 머문다면 국립공원에서 조성해 놓은 네이처 트레일 Nature Trail을 즐길 수도 있다. 섬에 관한 정

보는 4번 섬과 8번 섬에 자리한 관광안내소에서도 얻을 수 있다. 

씨밀란의 섬에서 숙박을 한다면 투어 요금에 더해 추가 요금을 예상해야 한다. 두 섬 모두 텐트

를 이용할 수 있으며, 4번 섬에는 방갈로도 있다. 방갈로는 1일 기준, 팬 룸이 1,000B, 에어컨 룸

이 2,000B 가량이지만 그나마 방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4번 섬과 8번 섬의 레스토랑은 문을 

여는 07:00~19:00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섬에서 머문다면 섬에서 나가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 전날에 여행사 가이드에게 알리는 게 좋

다. 성수기에는 보트 좌석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섬 내에는 물가가 비싼 편이므로 물이나 과

일 등도 넉넉하게 준비해 가는 게 좋다. 

투어▶▶  Medsye Travel&Tours 076-443-276, www.similanthailand.com 

씨밀란 국립공원▶▶  076-453-272, eb2.dnp.go.th/parkreserve/asp/style1/default.asp

씨밀란 군도✽
Mu Koh Similan

How to Go

  버스 Bus▶▶

방콕 남부 터미널에서 푸껫행 밤 버스를 타고 탑라무Thaplamu에서 하차한다. 탑라무까지는 11

시간 가량 소요된다. 탑라무 버스 정류장에서 씨밀란행 스피드 보트 선착장까지는 오토바이 

택시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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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Boat▶▶

탑라무 선착장에 도착하면 왼편에 여행사가 여럿 있는데, 몇 군데를 둘러보고 가격 비교를 한 

후 투어를 예약하면 된다.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상품은 모두 일일투어가 포함된 것. 9개의 섬 

중에 4개의 섬을 돌며 스노클링을 하는 것으로 여행사마다 투어 내용은 유사하다. 

여행사 투어 Tour

푸껫에서 출발한다면 여행

사에서 하루 전에 투어를 

신청하면 된다. 조금 더 저

렴하게 이용하려면 탑라무 

여행사에 직접 예약하면 된

다. 푸껫 지역은 보통 오전 

06:30~07:00 정도에 픽업

이 이뤄진다. 투어가 끝나

고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19: 00~19:30 정도 된다. 

 ✻ ACTIVITIES

씨밀란 군도

남 
부  

씨
밀
란

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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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린은 미얀마 국경 라농과 안다만해의 씨밀란 군도 위에 위치한 군도로 총 5개의 섬과 두 개의 

암초로 이뤄진 작은 섬으로 구분된다. 11군데의 스노클링 포인트와 5군데의 다이빙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이곳은 산호와 열대어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천혜의 환경을 지닌 곳이지만 쑤

린 군도까지 가는 데에는 1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라 시간이 많지 않은 여

행자들이 찾기가 쉽지만은 않으며, 우기인 5월1일~10월31일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섬 자체의 개발이 금지된 터라 쑤린의 숙소는 텐트와 몇 개의 방갈로뿐이다. 숙소는 섬의 중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잡을 수 있다. 이 덕분에 섬은 여전히 깨끗한 환경으로 찾는 이들을 맞을 수 

있고, 섬을 찾는 이들 또한 이에 대한 답례로 최대한 섬의 자연을 아끼며 여유와 낭만을 즐기다 

간다. 섬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겠지만 작은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힘들다. 

야영장은 아오 마이 응암Ao Mai Ngam과 아오 총 캇Ao Chong Kaad 등 두 개의 해변에 마련돼 있다. 

텐트는 1박당 2~3인용 300B, 3~4인용 450B이다. 그밖에 침낭 30B, 매트 60B, 개인 금고 30B 

등이다. 

섬에는 특별한 부대시설이 없다. 아침, 점심, 저녁시간에 2시간씩 여는 식당이 하나 있고 그 안

에 자리한 작은 슈퍼마켓도 이 시간에만 운영된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스노클링을 하

지 않으면 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스노클링은 1일 2회, 09:30~11:30

과 14:30~16:30에 투어가 있다. 요금은 1인 80B이며, 오전 투어는 전날 저녁 8시 이전에 신청해

야 한다. 

방콕에서 막 떠나온 사람이라면 갑작스런 평화와 문명과의 격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물론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도 사무실에 있는 한 대가 고작이다. 하지만 뭔

가가 없다는 것에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다 보면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상쾌

쑤린 군도✽
Mu Koh S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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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 맑고 투명한 바다, 어디보다도 고

운 모래,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작은 숲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다. 

투어▶▶  Sabina Tour 017-375-801, 

076-491-867

쑤린 국립공원▶▶ 076-472-145, web2.

dnp.go.th/parkreserve/asp/style1/

default.asp?npid=202&lg=2 

How to Go

  버스 Bus▶▶

방콕 남부 터미널에서 쿠라부리Khuraburi를 거쳐 가는 푸껫행 버스를 타고 쿠라부리에서 하차

한다. 소요 시간은 약 9시간. 쿠라부리에서 선착장까지는 썽태우로 15분 가량 거리다. 

  보트 Boat▶▶

선착장에서 쑤린 섬까지는 스피드 보트로 1시간30분, 슬로우 보트로 2시간30분 소요된다. 요

금은 각각 1,600B, 1,200B이다. 쑤린 섬으로 들어가는 선착장에는 보트 티켓 구입, 공원 입장

객 등록, 투어 신청 등의 이유로 출발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스피드 보트는 08:30, 

09:00에만 출발하므로 시간을 잘 알아두는 게 좋다. 

  여행사 버스 Mini Bus▶▶

방콕 남부 터미널에서 쿠라부리로 가는 버스와 선착장까지 픽업, 쑤린 섬 보트 왕복권이 포함

된 상품을 여행사에서 판매한다. 카오산 한인 여행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접 이동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쑤린 군도

남 
부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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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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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대표하는 사진으로 간혹 암벽등반 사진을 보게 된다. 거무튀튀하게 솟아 있는 암벽 

뒤로 맑디 맑은 바다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풍경의 사진. 여태껏 만나왔던 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는 사진의 배경은 바로 끄라비다. 한때 끄라비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꼬 피피로 

가는 경유지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은 석회암 절벽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해변을 

만끽하기 위해 각국의 여행자들이 끄라비로 모여든다. 끄라비는 11~4월이 성수기다. 이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바다도 맑아 휴양이나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선보인다. 5월부터 시작되는 우기는 10월 말 즈음에 끝난다.

끄라비✽Kr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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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How to Go

  항공 Air▶▶
 

타이항공과 에어아시아, 방콕에어에서 방콕-끄라비 구간을 운항한다. 각 항공사에서 매일 

운항하며 소요시간은 편도 1시간20분 이다. 
  

 구간 항공사 운항시간

 방콕-끄라비 타이항공 08:00, 14:30, 16:50

  에어아시아 10:20, 10:30, 13:55, 13:55,  
   14:15, 17:15, 18:10

  방콕에어 08:00, 08:30, 09:00, 09:45, 
   10:00, 10:30, 11:00

 끄라비- 방콕 타이항공 10:10, 16:20, 19:00

  에어아시아 12:05, 12:15, 15:25, 15:35,  
   15:40, 19:10, 19:25

  방콕에어 10:05, 13:55, 16:00, 17:05, 
   17:35

·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공항 로비에 시내로 가는 차량을 예약하는 데스크가 있다. 차를 대절하거나 공항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항버스는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 운행된다. 
  

        구분 요금 

        공항버스 공항-끄라비 시내 90B, 공항-아오 낭 150B

        차량 대절  공항-끄라비 시내 VIP 500B, 승용차 350B, 밴 600B, 

    공항-아오낭 VIP 700B, 승용차 600B, 밴 800B

여행정보수집▶▶  끄라비 타운의 타논 마하랏 북쪽, 크리스털 호텔 맞은편에 태국관광청

(TAT)이 자리했다.  08:30~16:30 075-612-163

우편, 전화▶▶  끄라비 타운 선착장 앞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 건물 옆 

공중전화 박스에 놓인 일반 가정용 전화로 무료 콜렉트 콜을 이용할 수 있다. 

월~금 08:30~16:30, 토~일, 공휴일 09:00~12:00

환전▶▶  끄라비 타운에는 타논 우따라Thanon Utarakit에 은행들이 늘어서 있다. 방콕은행의 경

우, 월~금 08:00~17:00, 토~일 08:30~16:00 환전 업무를 한다. 아오 낭에는 해변 도로를 따라 

은행, 환전소, ATM 등이 많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08:00~20:00 환전 업무를 

한다. 라이 레에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환전소가 없다. 대부분의 호텔에서 환전을 해 주지만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끄라비 타운이나 아오 낭에서 환전하는 게 좋다.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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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Bus▶▶
 

방콕의 남부 터미널 콘 쏭 싸이 

따이마이에서 끄라비행 버스가 출발한다. 

티켓은 터미널 2층에서 판매한다. 소요 

시간은 12시간 가량.

끄라비의 버스 터미널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걸어서 다니기에는 무리다. 

버스 터미널에 내렸다면 썽태우를 타고 시내나 해변으로 이동하면 된다. 

· 방콕 → 끄라비  

   버스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VIP 버스 19:30 12시간 1,055B

   1등석 에어컨 버스 18:30, 20:00 12시간 895B

   2등석 에어컨 버스 07:30, 17:00 12시간 680B

· 끄라비 → 방콕  

   버스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VIP 버스 17:00 12시간 1,055B

   1등석 에어컨 버스 16:00, 17:00, 17:30 12시간 895B

   2등석 에어컨 버스 07:30, 16:00, 17:00 12시간 680B

· 끄라비 → 타도시

끄라비 남쪽의 싸뚠, 뜨랑, 핫야이 등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끄라비를 지나 팡아, 푸껫, 쑤랏타니 

등지로 이동한다. 끄라비를 시작으로 라농, 쑤랏타니 등지로 가는 버스도 있다. 

  여행사 버스 Mini Bus▶▶
 

방콕 타논 카오산과 푸껫, 꼬 싸무이, 꼬 팡아, 쑤랏타니, 뜨랑, 핫야이, 싸뚠, 쑹아이꼴록 등지를 

잇는 여행사 버스가 운행된다. 태국 외에 말레이시아 랑카위, 페낭,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포르를 

잇는 여행사 버스도 있다. 끄라비에서는 시내나 해변의 여행사나 숙소, 레스토랑 등지에서 여행사 

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숙소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점이 많아 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VIP 버스나 에어컨 버스에 비해 불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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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Boat▶▶ 
 

끄라비 타운 중심에서 3km 떨어진 크롱 낄랏Khlong Kilat 선착장(타 르아 크롱 낄랏)에서 꼬 피피와 

꼬 란따로 가는 보트가 출발한다. 티켓은 여행사,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이나 선착장에서 구입

할 수 있다. 꼬 피피나 꼬 란따에서 끄라비로 오는 경우, 대부분 보트 티켓에 선착장에서 숙소까

지 무료 픽업이 포함된다. 픽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썽태우를 이용한다.   

   구분 운행시간 소요시간

   끄라비-꼬 피피 09:00, *09:30, 10:30, *13:30, 14:30  1시간 30분

   꼬 피피-끄라비 *08:00, 09:00, 13:30, *14:15, 15:30 1시간 30분

   끄라비-(꼬 짬)-꼬 란따 10:30, 13:00 1시간 30분

   꼬 란따-(꼬 짬)-끄라비 08:00, 13:00 1시간 30분

*는 성수기 추가 운행 시간

썽태우▶▶ 끄라비 타운은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라 썽태우를 탈 일이 거의 없지만 버스 터미널

이나 아오 낭 등지로 이동할 때에는 썽태우를 이용해야 한다. 끄라비의 썽태우는 버스 터미

널-끄라비 타운-핫 놉파랏 타Hat Noppharat Thara-아오 낭을 노선 버스처럼 순환하며 운행한

다. 끄라비 타운에는 구 보그 백화점 옆에 썽태우 정류장이 있으며, 아오 낭은 프라 낭Phra Nang 

Inn 앞에서 썽태우가 출발한다. 그밖에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손을 들면 썽태우가 정차한다. 썽

태우는 22:00경까지 운행되며, 07:00~18:00에는 50B, 18:00~22:00에는 60B이다.

긴 꼬리 보트▶▶ 라이 레는 반도 형식으로 육지와 연결

돼 있지만 연결 부분이 산이어서 육로로는 출입이 불가

능하다. 끄라비 타운이나 아오 낭과 라이 레를 잇는 대

표적인 교통수단은 긴 꼬리 보트. 끄라비 타운은 동 라

이 레, 아오 낭은 서 라이 레로 보트가 드나든다. 끄라비 

타운 구간은 1인당 200B 가량으로 6명 이상이 모여야 

출발하며, 아오 낭 구간 100B 가량으로 8명 이상이 모

여야 출발한다. 그러나 1명이라도 최소 출발 인원의 요

금을 모두 지불하면 출발이 가능하다. 

그밖에 긴 꼬리 보트로 꼬 뽀Koh Poda, 꼬 까Koh Kai, 꼬 

Koh Hong 등으로 갈 수도 있다. 반나절이나 1일 대절도 

가능하다. 

택시▶▶ 일반적인 미터 택시와는 다른 형

태로 작은 썽태우를 연상하면 된다. 썽태우

가 가지 않는 지역이나 밤 늦은 시간에 버

스 터미널 등지에 도착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등지에서도 택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용하는 택시는 자가

용 형태다.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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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라비 타운 Krabi Town

끄라비 도의 제1 도시이자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지다. 여행자들에게는 

아오 낭이나 라이 레, 멀리 꼬 피피나 꼬 란따 등지로 이동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이 

크다. 하여 끄라비 타운에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다. 굳이 꼽으라면 상설 아침시장과 

씨티 호텔 City Hotel 건너편의 야시장, 강변 근처의 노천 식당 정도가 전부다. 여유가 

있다면 물가가 비싼 라이 레나 꼬 피피 등지로 떠나기 전에 끄라비 타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도 좋을 것이다. 

아오 낭 Ao Nang

태국 남부의 대표 휴양지인 아오 

낭. 끄라비에서도 여행자들이 가

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최근에 정

비를 하면서 해변가로 높은 벽을 

쌓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해변은 전반적으로 모던한 분위

기. 발리의 꾸따 해변을 연상케 하

기도 한다. 

라이 레 Rai Leh

아오 낭 한쪽에 바다로 돌출된 작은 반도로 실상 육지와 연결돼 있지만 북쪽 육로가 

차단돼 있어 섬과 같은 느낌을 준다. 라이 레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은 남, 동, 서쪽으로 

각각 프라 낭, 동 라이 레, 서 라이 레라고 불린다. 동 라이 레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해

변은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합한 바다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해변 옆에는 석회암 절

벽이 장엄하게 서 있어 기가 막힌 풍경을 선사한다.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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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Tour

아오 낭의 몇몇 여행사에서 각종 투어 상품을 판매한다. 투어를 하려면 최소한 전날

에 예약을 해야 한다. 
에코 네이처 투어 Eco Nature Tour ▶ 1,800B. 코끼리 트레킹, ATV, 우마차 타기, 피쉬 스파, 

원숭이 쇼, 코끼리 쇼 관람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무 농장 체험, 쌀 농사 체험, 과일 농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끄라비 인근 현지인 삶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바이킹 투어 Biking Tour ▶ 일일투어 1,700B, 반나절 투어 800B~1,000B. 자전거를 타고 끄라비 

주변의 다양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다. 일일투어는 에메랄드 풀로 불리는 호수 수영, 

국립공원에서의 야생동물 관찰, 폭포와 온천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반나절 

투어는 무슬림들의 섬인 꼬 끌랑Koh Klang 탐방 또는 어촌 마을 방문, 고무 농장, 야자수 농장, 

국립공원과 폭포 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끼리 트레킹Elephant Trekking ▶ 1,500B~2,700B. 코끼리 타기 1시간과 태국식 점심 식사는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 외에 동굴 구경, 폭포 구경 및 수영, 온천, 어업 연구 센터 등을 

방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팡아만 투어 Pang Nga Bay Tour ▶ 1,200B~1,400B. 긴 꼬리 배로 팡아만까지 이동, 석회 

동굴을 둘러본 후 코끼리 트레킹, 씨 카누를 즐기고, 제임스 본드 섬James Bond Island에 

다녀오는 일정이다.

정글 투어Jungle Tour ▶ 1,800B~2,400B. 국립공원, 호랑이 동굴 사원, 온천 방문, 호수 수영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카약+스노클링 투어Kayak+Snorkelling Tour ▶ 1,000B~2,500B. 끄라비 인근의 섬들과 해변을 

들러 카약과 스노클링, 수영을 즐기는 것으로 뷔페식 점심 식사도 제공된다. 

암벽등반 Rock Climbing

라이 레는 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벽등반 장소다. 라이 레의 

리조트나 해변 근처에 자리한 클라이밍 사무실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암벽등반 프로

그램도 마련돼 있다.  반나절 코스Half Day Courses 1,000B, 일일 코스One Day Courses 

1,800B, 3일 코스Three Day Climbing Courses 6,000B

 ✻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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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끄라비 타운에는 레스토랑이 상당히 많다. 선착장 옆에 자리한 야시장 등에서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아오 낭에는 소박한 레스토랑이 많은 편. 대부분의 레스토

랑에서 술을 함께 판매한다. 라이 레의 레스토랑은 대개 리조트에서 운영한다. 

야시장 노천 식당

끄라비 타운의 야시장은 저녁 시간에만 문

을 여는 시장이다. 해질 무렵이면 태국 요

리를 파는 노천 식당이 하나 둘 들어선다. 

음식의 가격은 20B~40B 가량이며 과일 쉐

이크는 10B이면 먹을 수 있다. 타논 콩카의 

선착장 옆에 자리했다. 

꼬 뚱 Ko Tung

저녁 시간에만 문을 여는 식당이다. 바로 

앞에 자리한 야시장보다 음식 가격이 

20B~30B 가량 비싸지만 손님들이 많은 편

이다. 

끄라비 타운 타논 콩카Thanon Khongkha

선착장 건너편  11:00 ~22:00 태

국 음식, 씨푸드 80B~ 280B  075-

611-522

까라비카 Karabica

강변이 바라보이는 타논 우따라낏에 자리

한 커피 전문점. 원목 테이블과 의자 등으

로 이뤄진 실내 인테리어가 진한 커피 향과 

잘 어울린다.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이다. 

끄라비 타운 방콕 은행 옆  커피, 

차 25B~75B 

메이 앤 마크 레스토랑 May & Mark Restaurant 

20년째 끄라비에서 태국 요리를 비롯해 각

종 세계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 식당이다. 

매년 각국 여행자들에게 요리를 배워 새로

운 메뉴를 추가하고 있다. 돈가스를 주문할 

경우 김치를 반찬으로 준다. 식당의 2층에

서 매일 구운 신선한 빵(머핀, 바게트, 식빵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마하랏 거리 남쪽 도로 변 6 Mah 

arat Soi 2 06:30~21:00  식사 

40~200B, 빵 40~120B  075-612-

562 

카페 유로파 Cafe Europa 

덴마크 출신 아저씨 두 명과 태국인 아주머

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1990년에 오픈한 

전통 있는 식당. 저렴한 가격에 친절한 덴

마크 사장이 직접 요리하는 훌륭한 덴마크 

요리(스테이크, 훈제 연어, 샐러드 등)를 맛

볼 수 있다. 각종 맥주, 양주를 다양하게 즐

길 수 있으며 클래식 재즈 음악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하랏 거리 가장 남쪽 럼 짓 골목 안 

1/9 Soi Rum-Jit 성수기 08:00~ 

23:00, 비수기 08:00~21:00 50B~ 

275B 075-620-407 

라스트 피셔맨 바 Last Fisherman Bar

아오 낭 동쪽에 자리했다. 고급스러운 느낌

의 대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해변에 마련돼 

있다. 가볍게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

에 좋다. 

아오 낭 동쪽  태국 요리 70B~, 

음료 30B~60B, 맥주 60B~150B, 칵테

일 120B~170B

피셔맨 바 & 그릴 Fisherman Bar & Grill 

2007년에 4203 내륙도로로 이전한 각종 생

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깔끔한 레스토랑이

다. 가게의 이름 그대로 생선 요리가 메인

이며 이밖에 똠얌꿍, 팟타이 같은 태국 요

리나 일반적인 서양 요리도 있다. 꼬치와 

밥, 메인 요리로 이뤄진 세트가 일주일마다 

새로운 메뉴로 바뀐다.

 아오낭 4203 내륙도로    175 Moo 2, 

Ao Nang   13:00~23:00   8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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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B, 세트 메뉴 150B   089-113-

2244 

라스트 카페 Last Cafe 

이름 그대로 아오 낭 동쪽 해변 가장 끝에 

위치한 카페로 한적하게 음악을 들으며 음

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카페에서 아름

다운 일몰을 바라볼 수 있다. 아쉽게도 해

가 지고 난 다음에는 문을 닫는다. 

아오 낭 해변 동쪽 끝 266 Moo 2 

Ao Nang  09:00~일몰 50B~  

075-637-968 

씨푸드 플라자 Seafood Plaza

아오 낭 서쪽 해변에 자리한 씨푸드 레스토

랑으로 아오 낭 씨푸드Ao Nang Seafood, 쌀

라 부아Sala Bua, 라비엥 탈레Rabieng Talay, 

반 라이 타이 키친Baan Lay Thai Kitchen, 크루

아 아오 낭 쿠이진Krua Ao Nang Cuisine 등이 

줄지어 자리했다. 가게에 따라 분위기가 조

금씩 다르지만 메뉴는 거의 비슷하다. 태국 

요리와 해산물 요리 외에 스테이크 등의 서

양 메뉴도 선보인다.

아오 낭 서쪽 09:00~22:00 

130B~450B

제씨오 JESEAO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이지만 태국 음식과 

씨푸드도 맛깔스럽게 요리되어 나온다. 도

로 너머로 시원한 바다가 보이며 식사 시간

에는 특히 손님이 많다. 넓고 시원시원한 

테이블 배치가 편안한 느낌이다. 비닐에 싸

인 숟가락 포크 세트가 청결함을 보여준다. 

친절하고 발랄한 서비스가 친근하다.

해변 도로 중간 273 Moo2 Ao 

Nang 11:00~23:00 피자, 파스타 

일부 품목 149B, 태국 요리 90B~220B, 

씨푸드 250B~450B 075-695-497, 

www.jeseao.com

엣 베르니에 At Bernie’s

직접 빵을 굽는 식당이다. 아침, 점심은 태

국, 서양 음식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며 저

녁은 뷔페로 운영한다. 뷔페는 샐러드 바를 

비롯해 육류와 해산물 등 20여 종의 메뉴가 

있으며, 직접 구운 빵, 와플과 아이스크림 

등의 후식 메뉴도 있다. 고기류와 해산물은 

고르는 대로 직접 구워준다. 특히 저녁 시

간에 손님으로 북적댄다. 채식주의자를 위

한 저녁 뷔페는 150B으로 할인된다.

아오낭 해변 도로 동쪽에서 맥도날드 

가는 방향으로 약 70m 247 Moo 2 Ao 

Nang 07:30~22:30, 저녁 뷔페 

18:00~22:30 태국, 서양 음식 50B~ 

250B, 저녁 뷔페 250B, 케이크 30B~ 

075-637-093

탄타스 타이 레스토랑 Tanta’s Thai Restaurant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모든 음식이 보

기도 좋고 맛도 좋게 잘 만들어져 나온다. 

다양한 메뉴가 준비된 곳으로 태국 음식, 

해산물 요리, 피자 등 어느 한 종류의 음식

이 주 메뉴다 할 것 없이 골고루 인기가 좋

다.  식당 한 켠에 피자를 굽는 화덕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여행자들에게 인기

가 좋다.

아오 낭 해변 도로 동쪽에서 맥도날

드 가는 방향으로 프라낭 인 지나서 바

로 195 Moo 2 Ao Nang 10:30~ 

22:30  태국 음식 100B~200B, 해산

물 요리 250B~400B, 피자, 파스타 280B 

~380B 075-695-606

라스트 바 The Last Bar 

라이 레의 대표적인 클럽으로 해가 저물면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다양

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거나 술, 

음료를 즐기기 좋다. 해질녘에 오픈하고 문 

닫는 시간은 일정치 않으나 손님이 있다면 

거의 밤새 영업을 하는 편이다. 저렴한 가

격에 취하고 싶다면 태국 위스키인 쌩쏨과 

콜라, 레드불, 얼음을 섞어 철제 양동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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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는 쌩쏨 버킷Samsom Bucket을 권한다. 

동 라이 레 해변 북쪽  18:00~늦은 

밤  맥주 60B~100B, 칵테일 150B 

081-536-3871 

플레임 트리 레스토랑 Flame tree Restaurant 

서 라이 레 해변에 위치한 열대풍의 레스토

랑으로 간판이 있는 아치를 지나면 좌우 양

쪽에 레스토랑이 나뉘어져 있다. 각종 태국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도시락 포장도 가능

해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이들에게 편리

하다. 식사 이외에도 주류와 담배 등을 판

매하고 있으며 바는 자정까지 운영한다. 레

스토랑에 ATM도 설치돼 있다. 

서 라이 레, 라이 레 빌라 리조트 왼쪽 

07:00~23:00  75B~ 083-

280-4660 

리얼 커피 Real Coffee 

라이 레 서쪽 해변에 위치한 야외 식당. 나

무 그늘 아래 목재 테이블이 배치돼 있고 

바다 바로 앞이라 해변의 정취가 물씬 풍긴

다. 간단한 서양 요리와 태국 요리, 해산물 

요리를 갖추고 있다.

서양, 태국 요리 60B~280B, 커피 

80B~130B

맘스 키친 Mom,s Kitchen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대부분인 

라이 레 동쪽 해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

민적인 분위기의 현지 식당. 평범한 분위기

의 야외 식당으로 전형적인 태국 음식점이

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태국 음

식을 맛볼 수 있다. 식당 앞쪽으로 편안하

게 좌식으로 앉아 음료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가게가 모여 있다.

라이 레 동쪽 선착장에서 북쪽, 다이

아몬드 리조트 전 태국 음식 60B~ 

2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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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타임 파크&스파 Maritime Park & Spa

끄라비 공항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

리했다. 221개의 고급스러운 객실을 지니

고 있으며, 객실에는 전용 발코니가 마련돼 

있다.

1 Thanon Tungfah  인터넷 비수

기  2,720B~  075-620-028, www.

mariti meparkandspa.com 

그랜드 타워 호텔 Grand Tower Hotel

끄라비 타운 중심가 타논 차오파와 타논 우

따라낏 교차로에 있는 저렴한 중급 호텔이

다. 끄라비 타운의 오래되고 비싼 호텔에 

비해 객실이 매력적인 편. 모든 객실에는 

욕실과 티브이가 딸려 있다. 

9 Thanon Chao Fa  비수기 팬 

300B, 에어컨 500B  075-621-456

위앙통 호텔 Vieng Thong Hotel

끄라비 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텔이다. 

시설은 중급 호텔 정도. 팬 룸은 그다지 권

장할 만하지 않다. 에어컨 룸은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고급스러워진다. 부대시설로

는 레스토랑과 여행사 등이 있다. 

155 Thanon Utarakit  인터넷 비수

기 에어컨 1,200B  075-620-020

타이 호텔 Thai Hotel

끄라비 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호텔이다. 객실의 종류가 다양하며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7 Thanon Isara  인터넷 비수기 

1,100B~  075-611-474, www.thaihote 

lkrabi. com

씨티 호텔 City Hotel

끄라비 타운 야시장 건너편에 자리한 저렴

한 호텔이다. 객실마다 깨끗한 정도가 다르

므로 미리 확인한 후 체크인을 하는 게 좋다. 

15/2-4 Thanon Maharat Soi 10 

팬 450B, 에어컨 550B~1,600B  

075-621-280

끄라비 리조트 Krabi Resort

야자수가 리조트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방갈로와 호텔 

형식의 79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독립된 

해변을 지니고 있어 조용하게 바다의 정취

를 느끼기에도 손색이 없다. 

232 Moo 2 Ao Nang  인터넷 비수

기 호텔 1,600B, 방갈로 2,550B~  

075-637-030~5, www.krabiresort.net 

프라 낭 인 Phra Nang Inn

42개의 객실을 갖춘 코코넛Coconut 윙과 주

니어 스위트 등 37개의 객실을 갖춘 비털넛

Betelnut 윙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개의 윙 

모두 해변과 마주하고 있으며, 메인 도로와 

떨어져 있어 한적한 휴식을 보장한다. 

인터넷 비수기  3,500B  075-

637-130 

골든 비치 리조트 Golden Beach Resort

리조트 뒤편으로 큰 바위 산이 병풍처럼 펼

쳐져 기막힌 풍경을 연출한다. 객실은 모두 

파빌리온 방갈로 형식으로 고급 호텔의 조

건을 모두 갖췄다. 최근에 3개의 방갈로를 

새로 지었다. 

254 Moo 2 Ao Nang  인터넷 비수

기 2,820B  075-637-870~4, www. 

goldenbeach-resort.com 

>>  ACCOMMODATIONS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고급 호텔까지 다양한 숙소가 자리했다. 아오 낭 등지의 

해변은 성수기에 숙소 가격이 비싸므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배낭여행자들은 끄

라비 타운에 숙소를 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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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낭 빌라 리조트 Ao Nang Villa Resort

리조트 바로 앞으로는 아오 낭이 펼쳐지고, 

뒤편으로는 바위 산이 펼쳐지는 아오 낭 빌

라는 아오 낭에서도 최상의 위치를 차지한 

리조트로 꼽을 만하다. 구불구불하게 디자

인한 독특한 수영장과 깔끔한 객실 등 시설 

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다. 

113 Ao Nang  인터넷 비수기 

4,000B~  075-637-270~4, www.

aon angvilla.com 

라야와디 Rayavadee

끄라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리조트 중 하

나다. 객실은 야자나무 숲 사이에 2층짜리 

파빌리온으로 형성돼 있다. 2층에 각각의 

객실이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거실, 2층에 

침실이 마련된 독채다. 객실은 모두 104개

로 일반 룸인 디럭스 파빌리온과 풀이 딸린 

풀 파빌리온, 자쿠지가 딸린 스파 파빌리온 

등이 있다. 라야와디 내 레스토랑은 끄라비

에서 유일하게 리조트 투숙객만이 이용할 

수 있다. 

214 Moo 2 Ao Nang   인터넷 비

수기 21,500B~  075-620-740~3, 

www.rayavadee.com 

리버사이드 호텔 Riverside Hotel 

끄라비 강 위쪽 조용한 곳에 위치한 중급 

호텔로 시내와 도로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

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객실과 복

도가 제법 넓어 쾌적하며 객실에는 TV와 보

온병,  옷장 등이 갖춰져 있다. 일부 방에선 

끄라비 강을 바라볼 수 있다. 

우타라킷 도로 북쪽 287/11 

Thanon Uttarakit  에어컨 770B  

075-612-128 

라이 타이 리조트 Lai Thai Resort 

뉴욕 출신의 사장이 운영하는 20개의 태국

식 방갈로를 갖추고 있는 리조트로 규모는 

작지만 수영장 주위에 배치된 방갈로와 주

변 환경과의 조화가 잘 된 숙소다. 검은색 

타일로 된 수영장에서 직접 또는 수면에 반

사된 산의 절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수영

할 수 있다. 객실마다 작은 테라스를 갖고 

있으며 TV, 냉장고, 욕조, 카드키 등의 설비

를 갖추고 있다. 

아오낭 4203번 내륙도로 맥도날드 북

쪽  25/1 Moo 2 Ao Nang  인터넷 

비수기 1,250B  075-637-281, 

www.laithai-resort.com

더 클리프 아오 낭 리조트 
The Cliff Ao Nang Resort 

우아한 조경과 고급스런 객실을 보유한 리

조트다. 태국식 방갈로로 돼 있는 객실은 

자연 친화적이며 천장이 높고 고급스럽다. 

특히 욕실은 지붕이 없어 외부와 연결돼 독

특한 기분으로 샤워할 수 있다. 돌출된 양

식으로 지은 수영장이 있으며 그 앞 1~2층

에는 레스토랑과 바가 있다. 

아오낭 4203번 내륙도로 북쪽  

85/2 Moo 2 Ao Nang 비수기 

3,500B~  075-638-118 

보그(웍) 리조트 & 스파  Vogue Resort & Spa 

수피리어, 디럭스, 스위트 등 총 3가지 종류

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객실에는 큰 창문

이 있어 주변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좋으

며 전체적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한 인테리

어가 바깥 풍경과의 조화를 잘 이룬다. 정

원 중간에 위치한 스파는 고급스러운 인테

리어와 세심한 서비스로 여행자들에게 편

안한 시간을 제공한다. 

아오 낭 4203번 내륙도로의 맥도날드 

북쪽 약 50m 244 Moo 2 Ao Nang  

인터넷 비수기 2,000B~  075-

637-635 

파카사이 리조트 Pakasai Resort 

아오 낭 해변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로 흰

색 톤의 인테리어를 한 산뜻한 객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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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테라스에서 주변 산과 공원의 경

치를 즐길 수 있다. 리조트에는 스파와 레

스토랑,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시설

이 갖춰져 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운행

하는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오 낭 해변에서 4202번 도로로 약 

50m 진입 후 우측  88 Moo 3 Ao 

Nang  인터넷 비수기 3,800B~  

075-637-777, www.pakasai.com 

자바바 게스트하우스  Zabava Guest House

아오 낭 해변 도로에서 골목 안쪽으로 자리

한 곳으로 해변과 가까운 것이 장점이다. 

저렴한 방은 가격 대비 시설이 별로지만 비

싼 방은 고급 호텔 못지 않게 잘 꾸며져 있

다. 방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며 욕실은 

평범한 수준이다. 바로 옆에 있는 라비니아

Lavinia 게스트하우스는 시설도 조금 떨어지

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아오 낭 해변 도로 중간, 아오 낭 쿠이

진 레스토랑 옆 골목 안쪽  에어컨 더

블 1,100B~1,500B  075-810-395

소피텔 Sofitel Krabi Phokeethra 

2006년 오픈했으며 총 276개의 객실을 보

유하고 있는 끄라비의 최고급 숙소 가운

데 하나다. 오픈된 넓은 로비와 호화로운 

객실, 고급스런 부대시설 등이 갖춰져 있

다. 객실에는 TV, 냉장고, 라디오, 에어컨, 

테라스 등과 고급스런 욕실을 갖추고 있

다. 비즈니스 센터 외에도 객실에서 LAN

선을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부

대시설은 레스토랑과 바, 스파, 사우나, 

자쿠지, 피트니스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이 다양하게 들어서 있다. 특히 수영장은 

끄라비의 숙소 중에서도 시설, 규모 면에

서 수준급이다. 

아오 낭 서쪽 도로변  Klong 

Muang Beach 인터넷 비수기 

3,500B~6,600B 075-627-800, 

www.sofitel.com 

텁켁 부티크 리조트 Tubkaak Boutique Resort 

총 44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중급 규모

의 리조트지만 매우 고급스런 시설을 갖

추고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숙소다. 전통 태국식 인테리어와 조경을 

적용해 태국 남부 바다와 잘 어울리는 분

위기를 자아낸다. 객실 안쪽은 바닥과 벽

이 나무로 돼 있으며 에어컨, 냉장고, 욕

실, 개인금고, 테라스 등의 시설을 잘 갖추

고 있다. 객실 중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방

이 가장 인기다. 아오 낭 시내와 다소 떨어

져 있지만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작은 마

트가 있어 물품을 구입하기 용이하며 이

외에도 레스토랑과 바, 수영장, 스파, 요

가, 요리 교실, 인터넷 카페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아오낭 서쪽 텁켁 해변  123 Moo3   

인터넷 비수기 수피리어 7,000B~  

075-628-400, www. tubkaakresort.

com 

센타라 그랜드 비치 리조트 
Centara Grand Beach Resort & Villas Krabi 

파이 플롱 해변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로 총 

19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가 

해변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500m 가량 되는 파이 플롱 해변을 소유하

고 있어 투숙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다. 태국 전통식의 넓은 객

실은 탁 트인 바다와 석회 절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나무로 된 테라스에서 일광욕

을 즐기기에도 좋다. 수영장과 어린이 수영

장, 피트니스센터, 뷰티 살롱, 스파, 레스토

랑, 바, 클럽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아오 낭 동쪽 파이 플롱 해변 396-

396/1 Moo 2 Ao Nang 인터넷 비수기 

4,165B~6,600B  075-637-789, 

www.centralhotels resorts.com/ck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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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만다 리조트 & 스파 
Nakamanda Resort & Spa 

고급 숙소가 몰려 있는 크롱 무앙 해변에 

위치한 리조트로 총 38개의 객실을 보유하

고 있다. 객실은 태국식 인테리어로 돼 있

으며 고급스럽지만 매우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스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다양한 타이 마사지를 비롯해 아로마 테라

피, 스크럽 등이 포함돼 있는 패키지 상품

을 이용할 수 있다. 레스토랑은 다른 손님

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며 테이블에서 아

름다운 일몰을 즐길 수 있다. 

아오 낭 서쪽 크롱 무앙 해변 126 

Moo 3  인터넷 비수기 5,800B~  

075-628-200, www.nakamanda.com 

다이아몬드 케이브 리조트 
Diamond Cave Resort 

라이레 동쪽 해변에 입구가 있으며 완만한 

경사 지형을 따라 넓게 객실이 배치돼 있

는 형태의 리조트다. 객실은 특별할 것 없

는 디자인이지만 여유로운 크기이며 깨끗

하게 관리되고 있다. 각 객실에 설치된 발

코니는 정원과 수영장을 향해 있다. 스파, 

편의점, 해산물 식당 등 부대시설도 잘 돼 

있다. 리조트 옆에 난 길을 따라 나가면 절

벽에 자리한 동굴인 탐프라낭 나이까지 가

깝다.

동 라이 레 해변 36 Moo1 인터

넷 비수기 900B~3,700B 075-622-

589, www.diamondcavehotel.com

뷰포인트 리조트 Viewpoint Resort  

팬 룸, 방갈로, 호텔식 객실, 가족실까지 다

양한 형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객실과 

욕실이 매우 널찍하며 나무와 바다, 해변의 

요소로 디자인돼 있다. 수영장, 마사지, 

ATM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

추고 있으며 해변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

도 인기가 좋다. 

동 라이 레 해변 북쪽 인터넷 비수

기 700B~5,000B 085-629-7070, 

www.viewpointresort66.com

샌드 씨 리조트 Sand Sea Resort 

서 라이 레의 긴 꼬리 보트가 드나드는 해

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리조트. 객실

은 정원 곳곳에 독립된 건물의 방갈로 타입

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 시설은 호텔 수준

으로 잘 갖춰져 있다. 객실과 발코니 모두 

널찍하며 환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바다

가 보이는 수영장도 널찍하며, 식당은 해변

에 바로 면해 있다.

서 라이 레 해변  39 Moo2 Railay 

인터넷 비수기 2,100B~ 075-

622-167, www.sandsearesort-railay.

com

라이 레 베이 리조트 Railay Bay Resort 

다양한 종류의 130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 바다가 보이는 객실은 많지 

않지만 정원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조용하

며 해변까지도 멀지 않다. 객실은 목조와 

대리석 등이 조화를 이루며 꾸며져 있다. 

수영장 너머로는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지며 수영장 주위로 자리한 식

당에서는 여유가 묻어 난다.

서 라이 레 해변 인터넷 비수기 

3,300B~ 075-622-998, www.

railaybayresort.com

라이 레 프린세스 리조트 & 스파 
Railay Princess Resort & Spa 

리조트 안쪽의 넓은 연못과 수영장이 인상

적인 곳으로 객실마다 에어컨, 욕실(온수), 

헤어드라이어, 냉장고, TV 등이 갖춰져 있

다. 일부 객실에서 멋진 석회 절벽을 볼 수 

있다. 아오낭 선착장에서 서 라이 레 사이

를 운행하는 긴 꼬리 보트를 제공한다. 

라이 레 동쪽 해변  145 Moo 2, Ao 

Nang 인터넷 비수기 2,600B~ 

075-6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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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의 라싸다 선착장에서 뱃길로 1시간30분 가량 떨어진 섬이다. 끄라비 주에 속하며 

푸껫에서 뱃길로 48km, 끄라비에서 42km 거리다. 섬은 크게 나누면 사람이 살고 있는 피피 

돈과 영화 <더 비치>로 유명해진 피피 레로 구분된다. 

선착장이 자리한 바다가 똔싸이 만, 반대편에 자리한 바다는 로달람 만이다. 한국 

여행자들은 며칠 머물며 피피를 돌아보기 보다는 투어 상품을 이용해 당일로 피피에 

다녀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 두 해변만 보게 된다. 피피에서는 한국인 뿐 아니라 

동양인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 현지인을 치더라도 90% 가량이 서양인이다. 물가 

또한 육지에 비해 비싼 편으로 술과 담배를 포함해 섬에서 쓸 소모품은 육지에서 미리 

사가는 게 좋다. 

꼬 피피✽
Koh Phi 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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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피피 

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여행사와 다이빙 숍, 숙소 등에 무료로 배포되는 지도와 정보지가 많다.

은행, 환전▶▶  싸얌 상업 은행 SCBSiam Commercial Bank과 

아유타야 은행Bank Of Ayudhya에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똔싸이 해변의 도로와 상가 지역에 ATM이 

많다. ATM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카드(Plus 또는 Cirrus)

로 태국 밧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아유타야 은행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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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SIGHTS 
꼬 피피 일일투어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피피 레 

섬이 주요 코스다. 영화 <더 비치>로 일

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마야비치와 

바이킹 동굴, 제비 집 동굴 등을 둘러보고 

스노클링을 즐기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이다. 일일투어는 많은 여행사와 숙소에

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각 업소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난다. 몇 군데 업소를 

확인한 후 투어를 신청을 하면 적정한 가격의 투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일일투어 300B~ 

전망대 View Point

피피 섬의 멋진 해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해발 186m에 자리한 전망대는 가파

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타난다. 그렇다고 올라가기에 아주 힘들지는 않다. 왕복으

로 1시간 정도 거리로 날씨가 너무 더운 시간만 피하면 체력에 큰 무리가 없다. 정상에

는 간단한 음료를 파는 가게가 있다. 

How to Go

  버스 Bus▶▶
 

방콕에서 피피로 가려면 푸껫이나 끄라비로 가서 보트를 이용해 드나들어야 한다. 방콕 카오산 

로드의 여행사에서 피피까지 버스+보트 조인트 티켓을 판매한다.

  보트 Boat▶▶
 

끄라비와 푸껫에서 꼬 피피행 보트가 수시로 드나든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보트 시간이 변경되니 푸껫이나 

끄라비의 선착장에서 배 시간을 확인하는 게 좋다. 피피의 

선착장은 똔싸이 선착장이다.

    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푸껫 타운 → 피피 08:30, 11:00, 13:30, 14:30 1시간30분 390B

  피피 → 푸껫 타운 09:00, 14:00, 14:30 1시간30분 390B

  피피 → 끄라비 10:30, 15:30 1시간30분 350B

  피피 → 아오낭, 라이 레 15:30 2시간 390B

  피피 → 꼬 란따 11:30, 15:30 1시간 3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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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VITIES

꼬 피피 중심지역

다이빙 SCUBA Diving

스노클링이나 씨카누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지만 피피의 대세는 다이빙이다. 다

이빙을 하기 위해 일부러 피피를 찾는 이들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 몇 걸음만 걸으

면 다이빙 업체가 나타날 정도로 다이빙 업체도 난립하고 있다.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다이빙 업체에서 유혹의 손길을 보내기도 한다. 그중 히포 다이빙과 오즈 다이

빙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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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피 바 & 레스토랑 Hippies Bar & Restaurant

힌콤 해변의 중앙에 자리한 바로 피피의 다른 바들과 달리 해변과 접해 있는 게 특징이다. 이

러한 특징을 살려 해변에 상을 펴 놓고 편안하게 술을 마시도록 인테리어한 공간도 있다. 불

쇼가 열리는 저녁 11시경에는 모든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다. 

타이거 바 Tiger Bar

밤이 되면 무에타이 경기로 분위기를 돋우는 곳이다. 무에타이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손님이 선수가 돼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가 격렬할 때에는 피를 보기도 한다. 

엘리트 Elite

일리 카페와 플루토 아이스크림을 취급하

는 레스토랑. 피피에서 몇 안 되는 에어컨

이 나오는 집이다. 코코넛, 망고 등 열대 과

일을 재료로 한 아이스크림이 인기. 한낮에

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 일쑤다. 

똔싸이 빌리지 입구  55 Moo 7, 

Koh Phi Phi  10:00~22:00 아이스

크림 80B~200B  076-393-398

똔싸이 씨푸드 Ton Sai Seafood

똔싸이 만을 바라보며 저렴한 가격으로 

씨푸드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메뉴에 있

는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 진열된 씨푸

드를 직접 골라 조리 방법을 요구해 주문

할 수도 있다. 게 요리의 경우 메뉴에 있는 

음식은 170B~180B 가량이며, 직접 고를 

경우에는 1kg에 400B 정도다. 

반얀빌라 앞  06:00~23:00 

075-611-233

코스믹 Cosmic

까르보나라와 피자가 맛있기로 유명한 집

이다. 파스타 종류는 130B 가량이며, 피자 

종류는 150B 정도 한다. 

피피 반얀 빌라 옆 골목으로 10m 가

량  10:00~22:00  017-877-284

H.C 앤더슨 H.C Anderson

네덜란드 주인이 운영하는 스테이크 전문

점으로 서양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대부분

의 스테이크가 양이 적은 데 반해 이 집은 

양이 푸짐한 게 특징이다. 

피피 반얀빌라 옆 골목으로 15m 가량  

10:00~22:00 70B~300B  

048-469-010

>>  NIGHTLIFE

>>  RESTAURANT

포 다이빙은 10년 전통의 오랜 역사를 지닌 

다이빙 업체. 한국인 스태프도 8명에 이른다. 

숍 내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도 가능하다. 

 히포 다이빙 디스커버 스쿠바 다이빙 장비 포

함 3,400B~   075-601-152, www.

hippodiv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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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피피 카바나 호텔 Phi Phi Cabana Hotel

로달람 만에서는 가장 좋은 리조트다. 예전

에는 방갈로 형태로 운영됐으나 쓰나미 이

후 최고의 멋진 리조트로 재탄생했다. 로달

람 해변을 바라보는 멋진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객실은 162개를 보유하고 있다. 헬스 

클럽, 사우나, 테니스 코트, 마사지 숍, 우아

한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선착장에 내려 왼쪽에 가장 좋아 보

이는 숙소  58 Moo 7, Koh Phi Phi  

인터넷 비수기 2,800B  077-

484-794, www.phiphiislandcabana 

hotel.com

반얀 빌라 Banyan Villa

상가 지역에 있는 피피 호텔Phi Phi Hotel과 

같은 계열이다. 빌딩 형태의 호텔로 똔싸이 

선착장 오른쪽에 있다. 바다와 접하고 있으

며 인근의 고급 숙소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

금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숙소

의 시설은 좋은 편이다. 각 방마다 발코니

가 있어 바다와 수영장이 보인다.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약 100m   

129 Moo 7, Koh Phi Phi  인터넷 비수

기 2,500B~  075-611-233

피피 뷰 포인트 리조트  Phi Phi View Point Resort

모래사장과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

변과 접하고 있어 경관이 매우 좋다. 크기

는 작지만 수영장도 있어 해변 경관을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든다. 에어컨 룸과 팬 룸 목

조 방갈로로 구분돼 있다. 에어컨 룸도 해

변과 가까운 방이 요금이 비싸다. 목조 팬 

룸 방갈로들도 매우 넓으며 발코니가 있어 

바다를 바라보도록 돼 있다. 작은 미니 슈

퍼와 마사지 숍을 함께 운영한다. 모두 50

개의 객실이 있다. 

로달람 해변 오른쪽 가장자리  

107 Moo 7, Koh Phi Phi  인터넷 비

수기 디럭스 씨뷰 1,900B, 힐사이드 방

갈로 씨뷰  1,800B~  075-622-351, 

www. phiphiviewpoint.com

피피 호텔 Phi Phi Hotel

꼬 피피 상가 지역에서 눈에 띄는 고층 빌

딩이다. 호텔 외관에서 보듯 고급 호텔 중

의 하나로, 객실의 전망에 따라 요금이 다

르다. 당연히 바다가 보이는 방이 비싸다. 

선착장에서 오른쪽 골목 안쪽  

129 Moo 7, Koh Phi Phi  비수기 인

터넷 2,000B~  012-303-112

나타차 호텔 Natacha Hotel

호텔 상가를 없애고 새롭게 만든 깔끔한 숙

소다. 모든 방이 에어컨이지만 기타 부대시

설은 없는 게 흠이다. 해변과 상가 등으로 

이동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다. 

피피 호텔 입구 오른쪽  비수기 

인터넷 1,300B~1,800B 018-950-

837

반 타이 게스트하우스 Ban Thai Guest House

동유럽 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게스트하우

스다. 새롭게 형성된 골목길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 주인아줌마가 상당히 친절하게 

여행자를 맞는다. 방의 시설은 가격에 비해

서 그다지 좋지 않지만, 배낭여행자들은 상

당히 좋아하는 숙소다. 새벽까지 술과 카드

를 즐기는 이들이 많다.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약 150m, 반얀 

빌라를 지나 왼쪽 상가 골목 안쪽 중간   

 비수기 700B~, 성수기 8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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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라비 주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푸껫

에서는 약 70km 떨어져 있다. 국립공원으로 

보호되는 데다가 섬 내륙은 개발이 힘든 산악

지형이라 서쪽 주요 해변을 제외하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편이다. 

꼬 란따는 작은 섬인 꼬 란따 너이Koh Lanta 

Noi와 큰 섬인 꼬 란따 야이Koh Lanta Yai로 나

뉘어져 있지만, 꼬 란따 야이가 여행자들 사이

에서는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꼬 란따라고 하

면 꼬 란따 야이를 일컬을 정도다. 

부드러운 모래와 황홀한 일몰은 꼬 란따의 자랑

이다. 꼬 피피에 이어 가족 단위 여행자는 물론 

배낭여행자들에게 꼬 란따가 부각되는 것은 이

러한 이유다. 하지만 유럽 여행자들에 비해 동양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꼬 란따✻Koh 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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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전화▶▶  몇몇 여행사에서 국제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직접 걸 경우에는 1분당 65B 정도고, 

콜렉트 콜의 경우 10분에 60B 가량이다. 

은행, 환전▶▶  대부분 섬의 중심 마을인 쌀라단에 자리했다. 세븐일레븐 건너편에 SCB와 삼

거리에서 오른쪽 길에 싸얌 시티 은행에서 별도로 환전소를 운영한다. 업무시간은 

08:30~20:00이다. 쌀라단 이외에 환전이 가능한 곳은 핫 프라애의 아유타야 은행과 SCB다. 

ATM은 쌀라단, 크롱 다오, 프라애, 크롱 콩, 크롱 닌 등지에 설치돼 있다. 

지리익히기▶▶  통상적으로 꼬 란따는 큰 섬인 꼬 란따 야이를 의미한다. 섬의 길이는 27km로 

서쪽으로 해변이 발달됐다. 섬의 중앙은 산악지형으로 열대 우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가장 높

은 지점은 해발 500m 정도다. 

마을이 형성된 쌀라단은 섬의 북쪽에 형성돼 있고 보트 선착장과 인접했다. 꼬 란따의 행정 시

설과 편의 시설이 몰려 있으며 여행사, 상점, 다이빙 숍 등이 이곳에 밀집해 있다. 그렇다고 규

모가 큰 도시는 아니고 삼거리를 중심으로 필요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정도다. 

쌀라단 아래는 핫 크롱 다오, 핫 프라애, 크롱 콩, 크롱 닌, 아오 깐땅, 아오 누이, 아오 크롱 짹, 

아오 마이 파이 해변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다. 크롱 다오부터 크롱 닌까지가 상대적으로 해

변이 길다. 

How to Go

 버스 Bus▶▶
 

꼬 란따 야이(이하 꼬 란따)는 육지와 가깝지만 아직까지 다리로 연결되지 않았다. 육지에서 갈 

경우 꼬 란따 너이를 거쳐 꼬 란따 야이로 가야 한다. 섬과 섬 사이를 갈 때에는 보트가 버스를 

싣고 이동하므로 버스에서 내려 보트로 다시 갈아탈 필요는 없다. 버스 요금에 보트 요금이 포

함돼 있다.  50B

Koh 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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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Boat▶▶
 

끄라비 타운과 꼬 란따 야이의 쌀라단 선착장을 직접 연결한다. 하지만 성수기에 한해서 하루 

두 차례 운행되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꼬 란따에서 꼬 피피로 직행하는 

보트도 있으나 역시 성수기에만 운행된다. 
   

   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끄라비 타운-꼬 란따  10:30, 13:30 
2시간 30분

   꼬 란따-끄라비 타운 08:00, 13:00  200B

   꼬 피피-꼬 란따  11:30, 14:00 
1시간 30분

   꼬 란따-꼬 피피  08:00, 13:00 

Local Transportation

 여행사 버스 Mini Bus▶▶
 

끄라비-꼬 란따 구간은 여행사 버스가 편리하다. 티켓은 숙소나 여행사에서 손쉽게 예약이 가

능하다. 뜨랑-꼬 란따 구간은 방콕에서 꼬 란따로 바로 연결할 때 편리하다. 방콕에서 뜨랑까지

는 야간 기차로 이동하고 뜨랑에서 꼬 란따까지는 여행사 버스를 이용한다. 여행사 버스는 뜨랑 

역 앞에 자리한 여행사에서 예약하면 된다. 
   

   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끄라비-꼬 란따  11:00, 13:00, 16:00,  
2시간

   꼬 란따-끄라비 08:00, 13:00    
200B

   뜨랑-꼬 란따  10:00, 11:30, 12:30, 13:30, 15:30 
3시간 

   꼬 란따-뜨랑  08:00, 12:00   

오토바이 택시▶▶  오토바이에 의자를 연결해 3~4

명이 탈 수 있도록 개조한 오토바이 택시는 꼬 란따에서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출발점은 쌀라단의 세븐 

일레븐 앞. 해변 도로에서는 지나가는 오토바이 택시를 

세워 목적지를 말하고 타면 된다. 일정 요금이 정해져 

있지만 탑승 전에 흥정을 하는 것이 좋다.

 쌀라단-핫 크롱 다오 20B~30B, 쌀라단-핫 프라애 40B~60B 

오토바이, 자동차 대여▶▶ 오토바이는 하루에 250B~300B, 지프는 하루 1,200B 정도면 

대여가 가능하다. 

보트▶▶ 꼬 란따에서 뜨랑의 주변 섬으로 가려면 

여행사에 운영하는 보트를 타야 한다. 정규 노선이 

아니라 매일 출발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스피드 

보트와 긴 꼬리 보트가 있으며, 스피드 보트가 빠른 

대신 요금이 비싸다. 꼬 응아이Koh Ngai까지 스피드 

보트는 1,000B, 긴 꼬리 보트는 1인당 500B, 혼자 탈 

경우 850B 정도다. 꼬 란따에서 남쪽으로 30km 가량 

떨어진 무인도 꼬 록Koh Rok까지는 4인 기준 스피드 보트로 1,400B 정도다. 대개 09:00에 

출발하지만 정확한 출발 시간이나 출발 인원은 여행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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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라단 Saladan

꼬 란따의 행정, 경제 중심지인 작은 

마을이다. 선착장과 가까우며 상점, 

여행사,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해

변에 비해 발달돼 있다. 그밖에 큰 

볼거리는 없다. 

핫 크롱 다오 Hat Khlong Dao

쌀라단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이다. 

길이 3km의 해변을 지녔으며 파도

는 잔잔한 편이다. 쌀라단은 물론 주

변 해변으로 이동이 쉽고 리조트 시

설이 많아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 

내륙 도로에 상점과 ATM 등 기본

적인 편의시설이 자리했다.

핫 프라애 Hat Phra-Ae

꼬 란따에서 가장 긴 해변을 지닌 곳

이다. 하여 핫 프라애라는 고유의 명

칭 대신 ‘롱 비치Long Beach’라 불린

다. 핫 크롱 다오에 비해 모래가 하

얀 편이고 해변을 따라 복잡하지 않

을 정도로 숙소가 들어서 있다. 저렴

한 숙소가 많아 배낭여행자들이 선

호하는 해변이기도 하다. 내륙 도로를 끼고 자리한 작은 마을에 세븐일레븐, ATM, 

여행사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핫 크롱 콩 Hat Khlong Khong

핫 크롱 다오나 프라애와 해변의 길

이는 비슷하지만 리조트들이 적게 

들어서 있어 한적한 바다 풍경을 즐

기기에 좋은 곳이다. 주변에 부대시

설이 적은 것도 한적한 해변의 운치

를 더한다. 저녁 때 물이 빠지면 바

위들이 드러나 수영하기에 약간 불

편하지만 스노클링을 즐기기에는 괜찮다.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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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크롱 닌 Hat Khlong Nin

꼬 란따 서쪽의 네 번째 해변으로 쌀라단과 

10km 가까이 떨어져 있다. 해변의 길이는 길

지만 리조트는 핫 크롱 콩 보다 더 적어 한적하

다. 상점, 여행사, ATM 등의 편의시설은 해변 

입구에 형성돼 있으며, 내륙 도로를 통해 섬 

동  의 어촌마을 및 전망대와 동굴로 향하는 

산길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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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트레킹 Elephant Trekking

코끼리 캠프에서 탐 카오 마이 깨우까지 트레킹과 코끼리 타기를 한다. 여행사와 

숙소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픽업은 무료다.  1,000B

타이 쿠킹 Thai Cooking 

타임 포 라임 Time for Lime과 란따 타이 쿠커리 

스쿨 Lanta Thai Cookery School에서 요리를 강

습한다.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타이 포 라임 11:30~15:30 1,500B~, 16:00 

~21:00 1,800B~  075-684-590, www.time 

forlime.net

란따 타이 쿠커리 스쿨 모닝, 애프터눈 

1,000B  086-821-2755, www.

lantathaicookery school.com 

스노클링 Snorkeling

보트를 타고 나가 주변 섬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는 꼬 란따에서 남  으로 47km 떨어져 있는 꼬 록Koh Rok. 꼬 록은 꼬 란따 

해양 국립공원에 속한 무인도로 꼬 록 녹Koh Rok Nok과 꼬 록 나이Koh Rok Nai 등 

100m 거리로 인접한 두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꼬 란따에서 꼬 록까지는 스피

드 보트로 1시간 가량 걸린다. 

꼬 록과 더불어 꼬 묵Koh Muk도 인기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다. 꼬 묵 투어에는 에

메랄드 동굴과 꼬 끄라단Koh Kradan, 꼬 츠악Koh Cheuak, 꼬 마Koh Ma, 꼬 왠Koh 

Waen, 꼬 응아이Koh Ngai 등의 코스가 포함돼 있다. 

스노클링 요금은 스피드 보트 혹은 긴 꼬리 보트의 사용 여부와 인원에 따라 조금

씩 차이가 있다. 쌀라단에 있는 여행사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리조트에서도 관련 

보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꼬 록 1,300B 가량, 꼬 묵 850B 가량

 ✻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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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 NIGHTLIFE 

쌀라단을 제외하고는 리조트에서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다. 메뉴는 외국인 

여행자들의 입맛에 맞춰 부담 없는 편이다. 

씨싸이드Seaside

꼬 란따 야이와 꼬 란따 너이를 가르는 바

다에 선상 가옥 형태로 만들어진 태국 음

식점이다. 태국 남부의 정취가 물씬 풍기

는 곳으로 분위기와 전망이 매우 좋다. 음

식도 맛있고 저렴한 편이다. 

쌀라단 삼거리 오른쪽 길  태국

요리 20B~60B, 샌드위치 20B~30B  

062-724-938

란따 씨푸드 Lanta Seafood

선상 레스토랑 형태로 전망이 좋으며, 특히 

저녁 시간에 다양한 씨푸드 요리를 선보인

다. 씨푸드는 레스토랑 입구에 전시하므로 

원하는 것으로 골라 요리를 부탁하면 된다. 

쌀라단 삼거리 왼쪽 길  태국요

리 70B~100B, 생선 150B~200B 

싸뚝 Satuck

쌀라단에서 흔치 않은 베이커리로 신선한 

커피와 빵을 즐길 수 있다. 샌드위치, 과일 

쉐이크, 케이크, 샌드위치 등 가벼운 먹거

리와 음료를 판매한다. 

쌀라단 삼거리 오른쪽 싸얌 시티 은

행 옆  케이크 22B~30B, 샌드위치 

45B, 커피 30B~65B  075-684-143

피카소 Piccaso

핫 크롱 다오에 자리한 차바 방갈로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다. 예술가가 운영하

는 레스토랑답게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태국요리는 물론 피자, 스파게티, 멕시코

요리까지 다양한 퓨전요리를 선보인다. 

차바 방갈로 내  075-684-118, 

09-738-7710

스쿠버다이빙 Scuba Diving

다이빙 포인트는 꼬 란따와 꼬 피피 사이에 몰려 있다. 꼬 란따의 서  에 자리한 꼬 

하Koh Ha도 인기가 높다. 다이빙 숍은 쌀라단에 많은 편이며, 일부 해변에서 지점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펀 다이빙 3,000B, 오픈 워터 코스 12,500B  꼬 란따 다이빙 센터Koh Lanta Diving 

Center www.kohlantadivingcenter.com, 란따 다이버Lanta Diver www.lantadiver.com, 고 

다이브Go Dive www.godive-lanta.com, 아틀란티스 다이빙Atlantis Diving www.atlantis-

diving.net 

동굴 탐험 Cave Trekking 

핫 크롱 닌Hat Khlong Nin 해변 초입에서 섬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꼬 란따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인 탐 카오 마이 깨우Tham Khao Mai Kaew가 자리했다. 해변에서 

동굴까지는 3km 정도 거리로 비포장 도로와 연결된다. 동굴 입구까지는 뚝뚝으로 

이동하고, 뚝뚝에서 내린 후 동굴까지는 걸어서 30여 분 정도 소요된다. 동굴 주변

은 울창한 정글로 뒤덮여 있다. 동굴 내부에서는 종유석과 박쥐 등을 볼 수 있다. 

동굴 가이드는 동굴 입구의 무슬림 마을에서 고용할 수 있다. 2시간에 200B 정도

다. 그밖에 호랑이 동굴로 불리는 탐 쓰아Tham Seu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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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바 Bomb Bar

밤 하늘을 보며 맥주를 즐기기에 좋은 곳

이다. 전형적인 해변 바로 해변에 쿠션을 

깔아 놓고 손님을 불러 모은다. 흥이 오르

면 해변에서 불춤Fire Dance을 추기도 한

다. 오후 시간은 해피 아워로 맥주 한 병을 

주문하면 한 병을 공짜로 준다. 

핫 크롱 다오 남쪽 란따 가든 홈 옆  

맥주 60B~80B, 칵테일 100B~120B

파파야 Papaya

이싼 음식 전문점으로 태국 음식 본래의 

맛과 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태국 음

식 초보자라면 약간 부담될 수도 있다. 쏨

땀, 무양, 남똑, 땀땡 등을 맛볼 수 있다. 

핫 프라애 내륙 도로 세븐일레븐 옆  

쏨땀 30B, 태국요리 35B~50B

샌디 비치 Sandy Beach 

테라스 형태로 꾸몄으며 바다와 접하고 

있어 전망이 좋다. 외국 여행자들의 입맛

에 맞게 요리를 선보여 인기가 많다. 

핫 프라애 북쪽 썸웨어 엘스 옆  태

국요리 60B~80B, 서양요리 100B~150B

펑키 피쉬 미스터 위 피자리아
Funky Fish Mr. Wee Pizzeria

피자는 물론 태국요리, 아이스크림, 칵테

일 등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겸 바. 나무 그

늘 아래 평상이 한가한 해변 풍경과 잘 어

울리는 곳이다. 

핫 프라애 사양 비치 리조트와 썸웨

어 엘스 중간  태국요리 55B~80B, 

피자 130B~170B

오피움 Opium

하우스 음악을 주로 트는 곳으로 댄스 파티

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변 바들에 비해 음

식 종류가 다양하며, 포켓볼이 설치돼 있다. 

핫 프라애 내륙 도로

쿡카이 레스토랑 Cook-Kai Restaurant 

통나무로 지은 레스토랑은 태평양의 어느 섬

에 있는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각종 태국 음식과 해산물 요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음료와 맥주, 와인 등을 마실 수 있다. 

Klong Nin Beach, Koh Lanta Yai, 

Krabi 크롱닌 해변  07:30~24:00  

70~300B, 커리 종류 120B, 스테이

크 300B  081-606-3015 

셈셈 벗 디퍼런트 Same Same but Different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여행자의 입맛

에 맞춘 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요리는 전

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이며 직원들의 서비

스도 나쁘지 않다. 백사장과 바로 연결돼 있

어 푹신한 모래를 밟으며 식사를 할 수 있다. 

Ba Kan Tieng Bay, Koh Lanta, 

Krabi 바 칸 띠엥 만 가장 남쪽  

10:00~22:00  70B~  081-787-

8670 

피자리아 파이젠 스테이크하우스 
Pizzaria Bajen Steakhouse 

갓 구운 피자를 먹을 수 있는 패밀리 레스

토랑으로 꼬 란따의 리조트에 딸린 식당

을 제외하면 시설이 훌륭한 편. 널찍하게 

오픈된 공간에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식사할 수 있다. 

주문할 때 기본으로 빵과 샐러드가 제공

되며 식사 등을 마치면 쌈부카Sambuca라

는 술을 디저트로 준다. 

263 Moo 2, Pra-Ae Beach, Koh 

Lanta, Krabi  프라애 해변 오피움 바

Opium Bar에서 북쪽으로 약 20m  

14:00~23:00   피자 240~270B, 스

테이크 390~450B  081-677-8495 

아일리쉬 엠버시 The Irish Embassy 

영국인이 운영하는 전형적인 아일랜드 펍

으로 맥주 등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좋

다.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TV도 설치돼 

있다. 1층은 바, 2층은 라운지 형식으로 

돼 있으며 대형 벽걸이 TV도 설치돼 있다. 

233 Moo 2, Pra-Ae, Saladan, Koh 

Lanta Yai, Krabi  롱비치 프라애 쪽

의 도로변에 위치  12:00~01:00  

60B~  086-905-7638

남 
부  

꼬

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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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베이 코티지 Golden Bay Cottage

수영장이 없을 뿐 객실이 깔끔하고 부대시

설도 잘 갖춰져 있어 중급 숙소로 손색이 없

다. 건물은 시멘트 방갈로로 이뤄져 있다. 

핫 크롱 다오 북쪽  비수기 스탠

다드 1,000B  075-684-161

오션 뷰 리조트 Ocean View Resort

호텔과 방갈로 형태의 숙소를 운영한다. 

요금은 비치 방갈로가 가장 비싸며, 씨뷰 

방갈로, 수피리어 에어컨, 스탠다드 에어

컨, 스탠다드 팬 순으로 싸다. 비수기 스탠

다드 룸의 경우는 배낭여행자들이 찾기에

도 무리가 없다. 

핫 크롱 다오 남쪽  인터넷 비수

기 스탠다드 1,100B  075-684-

089, www.oceanviewlanta.com 

사양 비치 리조트 Sayang Beach Resort

넓은 부지에 스위트 방갈로와 대나무 방

갈로, 시멘트 방갈로가 여유 있게 배치돼 

있다. 해변과 접한 레스토랑도 인기. 특히 

인도 음식이 유명하다. 

핫 프라애 북쪽   인터넷 비수기 가

든 뷰 1,200B  075-684-156, www. 

sayangbeach.com 

릴렉스 베이 Relax Bay 

꼬 란따를 소개하는 잡지에 반드시 등장

하는 리조트다.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곳

으로 해변의 에어컨 방갈로와 언덕 위에 

있는 팬 룸 방갈로로 구분돼 있다. 레스토

랑 또한 프랑스요리로 유명하다. 

핫 프라애 남쪽  인터넷 비수기 

트윈 1,400B  075-684-194, www. 

relaxbay.com 

나이스 엔 이지 하우스 Nice N Easy House

티크목으로 만든 방갈로들이 자연 친화적

인 느낌이다. 객실 내부도 고급스러운 산

장처럼 꾸며져 있다. 무엇보다도 수영장

을 지닌 게 큰 매력으로 시설에 비해 요금

이 비싸지 않은 편이다. 

핫 크롱 콩  인터넷 비수기 디럭

스 1,300B  068-912-764, www.

nice andeasylanta.com 

씨 란따 Sri Lanta

꼬 란따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급 

리조트다. 단독 빌라 형태의 숙소로 모두 

49개의 객실을 운영한다. 자연적인 느낌

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한다. 

핫 크롱 닌  인터넷 비수기 코티지 

2,350B  075-697-288, www. srilanta.

com 

나리마 리조트 The Narima Resort

얼기설기 엮은 야자수 나무 지붕으로 만

든 방갈로들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다. 

다른 고급 리조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

다. 수영장 시설도 괜찮다. 

핫 크롱 닌 남쪽  비수기 에어컨 

더블 1,000B~1,800B  075-607-

700, www.narimalanta.com 

트윈 로터스 리조트 & 스파
Twin Lotus Resort & Spa

아담한 풀 빌라와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고급 리조트. 넓은 정원과 포근한 객실, 나

무로 된 욕실, 넓은 테라스 등 모든 시설이 

고급스러운 편이다. 객실은 빌라와 호텔

식 방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바다가 보이

는 풀 빌라가 가장 인기다.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요리사의 훌륭한 태국, 서

양요리를 즐길 수 있다. 

199 Moo 1, Klong Dao Beach, 

Saladan, Lanta Yai, Krabi  크롱 다오 

해변  인터넷 비수기 더블 3,550B~ 

11,050B  075-607-000 

코스타 란따 Costa Lanta 

22개의 객실을 보유한 작은 규모지만 매

>>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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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리조트. 모던한 

인테리어와 심플하지만 매우 세련된 건물

의 내외부가 훌륭하다. 수영장과 레스토

랑의 시설 또한 타 고급 리조트에 비해 손

색이 없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Klong Dao Beach, Koh Lanta Yai, 

Krabi  크롱 다오 해변  인터넷 비

수기 트윈 3,200B~4,100B  075-

684-630 

반 란따 리조트 & 스파 
Baan Lanta Resort & Spa 

해변에 위치한 15개의 태국식 방갈로를 

갖춘 고급 숙소다. 목재와 주황색 톤의 타

일 등을 이용한 객실은 태국 전통 양식으

로 돼 있으며 구석구석 작은 소품에도 신

경을 많이 썼다. 큰 규모의 리조트는 아니

지만 투숙객을 위한 수준 높은 시설과 친

절한 직원들이 있는 숙소다. 

72 Moo 5, Ba Kan Tieng Beach, 

Koh Lanta Yai, Krabi  바 칸 띠엥 해

변  인터넷 비수기 2,000B~  

075-665-091 

문라이트 베이 리조트 Moonlight Bay Resort 

꼬 란따 야이 서쪽 중간 해변에 위치한 방

갈로식 리조트. 작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지어진 리조트로 강, 바다, 숲 등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객실이 있다. 태국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각각의 방갈로는 

포근하고 우아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바다와 바로 연결돼 넓은 백사장에서 수

영, 일광욕 등을 즐기기에 좋다.

69 Moo 8, Ban Klong Toab, Koh Lanta 

Yai, Krabi  크롱 톱 해변 남쪽에 위치  

인터넷 비수기 1,400B~ 5,050B  

075-662-590, www.moonlight-resort.

com 

라위와린 리조트 & 스파 
Rawi-warin Resort & Spa 

크롱 톱 해변의 숙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숙소다. 살라단에서 약 

2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으

로 이동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된다. 4개의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피트니스센터, 스

파, 고급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 와인숍, 

기념품 가게, 미니 영화관, 인터넷 카페 등 

굉장히 다양한 부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

다. 호텔 주방장이 강습하는 요리 교실도 

있어 다양한 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다. 

139 Moo 8, Koh Lanta Yai, Krabi  

크롱 톱 해변 중간  인터넷 비수

기 4,150B~13,650B  075-607-

400, www.rawiwarin.com 

피말라이 리조트 & 스파 Pimalai Resort & Spa 

꼬 란따 중간에 위치한 호화 대형 리조트. 

방갈로식으로 된 객실은 바다와 정원과의 

조화가 매우 잘 돼 있으며 객실은 고급스럽

고 여유 있는 태국 전통 방식의 인테리어로 

돼 있다. 특히 풀 빌라는 바다가 보이는 수

영장이 딸려 있으며, 넓은 침실과 테라스, 

주방, 거실, 바다가 보이는 욕조가 있는 욕

실 등의 호화로운 시설이 갖춰져 있다. 레

스토랑과 와인 바, 수영장 카페, 스파, 수영

장, 다이빙 센터, 피트니스센터, 인터넷 카

페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다. 

99 Moo 5, Ba Kan Tiang Beach, 

Koh Lanta, Krabi  바 칸 띠엥 해변  

인터넷 비수기 트윈 10,000B~  

075-607-999, www.pimalai.com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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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방콕에서 남쪽으로 828km, 안다만 해 끄라비 주 바로 아래에 자리한 뜨랑. 푸

껫이나 끄라비 등지에 비해 여전히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인 꼬 묵, 꼬 

끄라단, 꼬 응아이 등지로 가려는 여행자들이 뜨랑으로 모여든다. 뜨랑 타운 

자체는 별다른 볼거리는 없지만 중국 푸쩌우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룬 꼬

삐, 까놈 찐 등 음식 문화는 눈여겨볼 만하다. 

뜨랑✻Trang

여행정보수집▶▶  뜨랑 타운 시계탑에서 북쪽으로 30m 정도 떨어진 타논 른롬Thanon Ruen 

Rom에 태국관관청( TAT)이 자리했다. 뜨랑 지도와 숙소 등의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8:30~16:30 075-215-867

은행, 환전▶▶  뜨랑 타운 기차역 앞으로 이어진 타논 라마 혹Rama 6에 방콕 은행, SCB, 끄룽

타이 은행이 있으며 시계탑 왼쪽의 타논 위세꾼에 은행이 있다. 뜨랑 주변 섬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뜨랑에서 미리 환전하는 게 좋다.  월~금 08: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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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뜨랑 타운에 몇 곳의 인터넷 카페가 있다. 시간당 20B 가량으로 저렴하지만 한글 

지원이 되는 곳은 드물다. 뜨랑에서 들어가는 섬인 꼬 묵에서는 핫 파랑의 찰리 비치 리조트와 

싸왓디 리조트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다. 요금은 5분에 20B 정도로 비싸다. 

여행시기▶▶  안다만 해에 자리한 뜨랑 주변의 섬들은 건기인 11~4월에 여행하는 게 가장 좋

다. 이 기간에는 파란 바다를 볼 수 있다. 우기에는 섬으로 가는 배가 결항될 수도 있다. 

뜨랑 주변 섬▶▶  꼬 묵, 꼬 끄라단, 꼬 응아이에 숙박 시설이 있다. 꼬 츠악Koh Cheuak, 꼬 마

Koh Ma, 꼬 왠Koh Waen 등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꼬 응아이는 끄라비에 속하는 섬이지

만 뜨랑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게 편리하다.

뜨랑은 도시 규모에 비해 교통이 발달된 편이다. 방콕을 연결하는 국내선과 남부행 철도가 뜨

랑을 통과한다. 푸껫, 끄라비, 방콕 등지를 연결하는 버스편도 다양하다. 

  항공 Air▶▶
 

녹에어에서 방콕-뜨랑, 뜨랑-방콕 구간을 1일 2회 운행한다. 뜨랑 공항은 시내에서 5km 가

량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   

     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방콕-뜨랑  녹에어 07:00, 15:00  
1시간 30분

       뜨랑-방콕 녹에어 09:20, 17:25

  기차 Rail▶▶
 

방콕-춤폰-쑤랏타니-뜨랑 노선으로 기차가 운행된다. 태국 남부 철도 노선인 방콕-핫야

이 노선의 철도가 퉁쏭Thungsong 분기점에서 갈라져 뜨랑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뜨랑이 해당 

노선의 종착역이다. 방콕-뜨랑 구간 기차는 모두 야간기 차로 침대칸을 이용하면 장거리 이

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구간 운행시간 운행횟수  소요시간 

       방콕-뜨랑  17:05, 18:30 
1일 2회 약 16시간

 

     뜨랑-방콕  13:29, 17:25    

    

2등석 좌석 311B,  2등석 침대칸 501B~660B, 3등석 좌석 135B  

후알람퐁 역 02- 223-7010, 7020, 뜨랑 역 075-218-01

How to Go

남 
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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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Bus▶▶
 

방콕 남부 터미널에서 뜨랑까지 직행하는 버스가 있다. 뜨랑에서는 주변의 끄라비, 푸껫, 싸뚠, 

핫야이로 드나드는 버스가 있다. 뜨랑 버스 터미널은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

져 있다. 대부분의 버스가 이곳에서 정차하지만 일부 여행사 버스는 기차역 앞과 시계탑 주변

에 정차한다. 
   

   구분 버스종류 운행시간

   방콕-뜨랑 VIP 버스 19:00

  에어컨 버스 07:30, 19:30

   뜨랑-방콕 VIP 버스 17:00

  2등석 에어컨 버스 08:00, 16:30

   뜨랑-끄라비-팡아-푸껫 1등석 에어컨 버스 05:30, 07:00, 08:00, 09:00, 10:00, 12:00, 
   14:00, 15:00, 17:00, 18:30

    2등석 에어컨 버스 06:00, 07:30, 08:45, 11:30

    완행 버스 05:00, 06:30, 08:25, 12:20

   뜨랑-핫야이 완행버스 05:30~16:30 30분 간격

뜨랑 시내를 이동할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무조건 걷는 것이다. 도시 전체를 걸어서 볼 수는 

없지만 기차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몰려 있어 불편하지 않다. 

뚝뚝이나 오토바이 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 뚝뚝은 방콕에 비해 작고 앙증맞은 형태. 흥정을 

해야 하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오토바이 택시는 가까운 거리는 20B~30B 정도에 흥

정하면 된다. 

Local Transportation

여행사 버스 Mini Bus▶▶
 

뜨랑 역 앞에서 출발해 꼬 란따로 향하는 노선이 

가장 인기다. 이외에도 끄라비, 푸껫, 쑤랏타니, 

꼬 싸무이 등지로 가는 북부 노선과 핫야이를 포

함한 말레이시아 노선, 빡바라Pakbara 노선 등이 

있다. 빡바라는 꼬 따루따오, 꼬 리뻬 등 싸뚠의 

섬으로 갈 때 지나야 하는 선착장이다. 출발 시간

은 시즌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뜨랑 역 앞 여행사에서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뜨랑에서 꼬 묵, 꼬 끄라단, 꼬 응아이 등 주변 섬으로 이동할 때에는 여행사 버스+보트가 포

함된 조인트 티켓을 구입하면 된다. 요금은 꼬 묵 200B, 꼬 끄라단 250B, 꼬 응아이 250B 가

량이다. 섬으로 가는 선착장은 뜨랑에서 40km 거리인 빡멩 Pak Meng과 빡멩 남쪽의 꾸안뚱꾸

Kuantungku에 자리했다. 

찌뜨라다 투어Jitrada Tour 075-216-100, K.K Tour & Travel 075-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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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묵 Koh Muk 

뜨랑 주변의 섬 중에서 육

지와 가장 가까운 섬. 빡멩 

선착장에서 보트로 불과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육지와 가깝긴 하지만 꼬 

묵은 천연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섬의 동쪽

에는 수상 가옥 형태의 무슬림 어촌 마을이 형성돼 있다. 섬의 서쪽은 절벽과 해안

선이 만나 절경을 선사한다. 특히 에메랄드 동굴이라 불리는 탐 머라꼿Tham 

Morakhot에서는 천국에 들어온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탐 머라꼿은 동

굴 내부에 천연의 해변을 지닌 동굴이다. 동굴 내부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동굴 위로는 구멍이 뚫려 있어 원형의 하늘을 볼 수 있다. 뜨랑은 물론 꼬 란따에서 

이곳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여행자가 많으며, 태국 정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여행

지를 소개하는 언씬 타일랜드Unseen Thailand에도 소개됐다. 동굴 내부는 배로 들

어가지 못하고 수영을 해서 들어가야 한다. 동굴 내부가 어두워 손전등을 준비해

야 하는데, 보트 투어를 신청하면 여행사에서 손전등을 준비해 준다. 

꼬 묵은 주변 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숙소도 발달돼 있다. 저렴한 방갈

로도 많아 배낭여행자들이 묵기에도 좋다. 

꼬 끄라단 Koh Kradan

꼬 끄라단은 뜨랑 주변의 섬

들 중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졌다. 섬의 6분의 5 가

량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Hat Chao Mai National Park으

로 지정돼 있을 정도. 섬의 

동쪽은 길고 하얀 백사장으

로 이뤄졌으며, 바다 곳곳은 

스노클링 포인트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발렌타인 데이에 꼬 끄라단 앞 바다에서 열

리는 수중 결혼식도 볼거리다. 1996년부터 실시된 행사로 태국인 커플은 물론 각국

에서 온 신혼부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하지만 아쉽게도 섬 내에 시

설은 미비한 편이다. 꼬 끄라단 파라다이스 비치가 꼬 끄라단의 유일한 숙소다. 

꼬 응아이 Koh Ngai 

엄밀히 말해 끄라비에 속한 섬이나 뜨랑의 빡멩에서 보트가 드나들고, 주변 섬들

과의 이동도 편리해 뜨랑 주변의 섬처럼 여겨지고 있다. 빡멩에서는 불과 16km 거

                         AROUND T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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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따라 씨 카오 리조트 & 스파Anantara Si Kao Resort & Spa

뜨랑 타운에서 42km 가량 떨어진 창 랑 비치Chang Lang Beach에 자리했다. 객실은 디럭스 

가든 테라스, 디럭스 씨뷰, 디럭스 오션 프론트, 아난타라 스위트, 풀 스위트, 패밀리 

풀 테라스로 구성됐다. 객실은 호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

용할 수 있다. 

199 Moo 5 Had Pak Meng, Changlang Road, Changlang Beach  인터넷 비

수기 4,200B~  075-205-888, sikao.anantara.com

>>  ACCOMMODATIONS

∷ 꼭 맛보자
뜨랑에는 중국계 태국인이, 특히 중국 푸쩌우Fuzhou 福建省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다. 그

들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전통을 이어오며 독특한 음식 문화를 이뤘다. 그 중 하나가 꼬

삐Kopi. 태국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비해 향이 진하고 구수한 꼬삐는 필터로 걸러낸 걸쭉

한 맛을 자랑한다. 강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블랙 커피인 꼬삐 담을, 시원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꼬삐 옌을 주문하면 된다. 

국수 면에 카레를 얹은 카놈 찐Khanom Jin도 대표적인 먹거리다. 쌀국수와는 다른 부드러

운 면발과 카레 향이 잘 조화를 이룬다. 

디저트로는 케이크가 제격이다. 스폰지 케이크와 비슷한 뜨랑의 케이크는 카놈 켁이라 

불린다. 뜨랑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카놈 켁은 현지인은 물론 여행자들 사이에서

도 인기. 방콕이나 푸껫 등 대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케이크 한 두 개씩

이 들려있을 정도다. 

리로 보트로 1시간이면 도착한다. 

꼬 응아이는 꼬 하이Koh Hai로 불리기도 한다. 길이가 5km 정도되는 작은 섬이지

만 꼬 묵보다 개발이 한층 더 진행돼 고급 리조트들이 해변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

다 하더라도 꼬 란따나 끄라비, 푸껫에 비하면 한적하다 싶을 정도로 리조트와 리

조트 사이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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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

 
 

툼린 타나 호텔 Thumrin Thana Hotel

뜨랑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의 하나로 수

영장, 사우나, 스파, 기념품 가게 등을 갖

췄다. 289개의 객실을 운영하는 대형 호

텔로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과 티브이가 

있다. 쏭끄란 축제 기간에는 객실 요금이 

오른다. 

69/8 Trang Thana Road  인터넷 

트윈 1,500B  075-211-211, www. 

thumrin.co.th 

꼬 묵 찰리 비치 리조트
Koh Mook Charlie Beach Resort

꼬 묵의 서쪽 해변인 핫 파랑에서 가장 규

모가 큰 리조트다. 가격대도 꼬 묵에서 가

장 비싸다. 객실은 깨끗하고 레스토랑과 

스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췄다. 뜨랑 역

에서 리조트까지는 리조트에서 운행하는 

밴과 보트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 뜨랑 역 

앞, 툼린 호텔 건너편에서 09:30, 11:30에 

밴이 출발한다. 편도 요금 300B. 

17 Sathanee Road  인터넷 비수

기 2,050B  075-217-671, www. 

kohmook.com 

꼬 하이 환타씨 리조트&스파
Koh Hai Fantasy Resort & Spa

꼬 응아이에 자리한 자연 친화적인 리조

트다. 30개의 방갈로와 12개의 스위트룸

으로 구성됐다. 구역에 따라 발리 존과 캐

리비언 존으로 구분돼 있는데, 발리 존이 

더 깨끗하고 가격도 비싸다. 

66/24 Sathanee Rd  인터넷 비

수기 캐리비언 존 디럭스 1,200B

꼬 끄라단 파라다이스 비치
Koh Kradan Paradise Beach

꼬 끄라단에서 유일한 리조트다. 방갈

로 형태의 숙소로 해변 전망 여부에 따

라 요금이 달라진다. 객실 내 에어컨은 

일부 해변 전망의 객실에만 설치돼 있

으며 나머지는 모두 팬 룸이다. 레스토

랑을 함께 운영하며 스노클링, 보트 투

어 등을 실시한다. 

29-30 Stani Road  인터넷 비수

기 더블 팬 760B~, 에어컨 1,600B~  

017-127-727, www.kradanisland. 

com 

꼬 묵 시바라이 비치 리조트  
Koh Mook Sivalai Beach 

열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잘 이룬 고급 

방갈로식 리조트로 해변과 인접해 있다. 

모든 객실은 바다가 보이며 아늑하고 깔

끔하게 정돈돼 있다. 30일 전에 예약할 경

우 숙박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기타 레

스토랑, 바와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

29 Jermpanya Road  인터넷 비

수기 2,800B  089-723-3355, 

www. kohmooksivalai.com

꼬 응아이 리조트 Koh Ngai Resort 

뜨랑의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리조트로 

신혼여행자들이나 연인들에게 인기 있는 

숙소. 저렴한 팬 룸에서부터 패밀리 스위

트룸까지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

며, 객실은 심플하고 쾌적하게 꾸며져 있

다. 수영장, 마사지숍, 레스토랑, 해변 바, 

인터넷 카페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28-30 Santhanee Road, Tub 

Tiang, Koh Ngai  인터넷 비수기 

1,400B  075-206-924, www. 

kohngairesort.com

남 
부  

뜨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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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태국 서남쪽 최남단인 싸뚠 주의 행정 중심지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여행자들이 싸뚠을 지나는 이유는 말레이

시아 랑카위에서 보트로 태국 국경을 넘거나 꼬 따루따오 국립

공원 등 싸뚠 주변의 섬을 방문하는 경우다. 하지만 랑카위를 

제외하고는 핫야이나 뜨랑에서 교통이 연결되므로 싸뚠은 경

유 도시로써 가치도 떨어지는 편이다. 

싸뚠✻Satun

은행, 환전▶▶  메인 도로인 타논 싸뚠 타니Thanon Satun Thanee에 태국의 주요 은행들이 많은 편이

다. 방콕 은행, SCB, 아유타야 은행, 끄룽타이 은행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ATM도 설치돼 있다. 

우편▶▶  타논 싸만따 쁘라씻Thanon Samanta Prasit에 우체국이 자리했다. 

월~금 08:30~14:30, 토~일 09:00~12:00

지리익히기▶▶  남북으로 길게 놓인 타논 싸뚠 타니에 이슬람 사원, 은행, 경찰서, 터미널 등이 위

치했다. 타논 싸뚠 타니 남단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타논 싸만따 쁘라씻Samanta Prasit에 우체국과 

중국 사원이 있다. 타논 싸뚠 타니 왼쪽 길은 타논 부리와닛Thanon Buriwanit으로 상점들이 많다. 

방콕에서 싸뚠까지 에어컨 버스가 다니지만 인접한 뜨랑이나 핫야이에 비하면 교통이 불편하

다. 싸뚠 주변의 섬이 목적지라면 뜨랑이나 핫야이로 가는 게 더 편하다. 

  버스 Bus▶▶
 

방콕 남부 터미널에서 싸뚠행 에어컨 버스가 다닌다. 버스 종류에 따라 13~16시간 가량 소요

된다. 싸뚠 타운에는 타논 싸뚠 타니에 버스 터미널이 있지만 시내 주요 거리에서 타고 내릴 수 

있으므로 굳이 터미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싸뚠에서 뜨랑이나 핫야이까지는 

05:00~17:00에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된다. 
  

   구분 버스종류 운행시간

   방콕-싸뚠 VIP 버스 18:00

     1등석 에어컨 버스 07:00, 18:30

     2등석 에어컨 버스 17:30, 19:00

  

   구분 버스종류 운행시간

   싸뚠-방콕 VIP 버스 16:00

    1등석 에어컨 버스 07:00, 14:30

    2등석 에어컨 버스 15:30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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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

 
 

  보트 Boat▶▶
 

싸뚠 타운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탐마랑Thammalang에 선착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말레이

시아 랑카위Langkawi 행 보트가 1일 2회 운행되며 탐마랑-꼬 따루따오-꼬 리뻬를 잇는 보트

가 1일 1회 운행된다. 탐마랑-꼬 따루따오-꼬 리뻬행 노선이 운항되면 굳이 빡바라 선착장으

로 가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하지만 이 노선은 시즌에 따라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운행 여부를 알아보고 가는 게 좋다. 

싸뚠에서 빡바라까지는 직행 노선이 없다. 뜨랑으로 가는 일반 버스를 타고 중간에 라응우La 

Ngu에서 내려 썽태우로 갈아타야 한다. 싸뚠에서 라응우까지는 1시간 정도가 걸리고 요금은 

32B이다. 라응우에서는 썽태우로 빡바라까지 12B이며, 오토바이 택시를 탈 경우 40B이다. 

Local Transportation

꼬 리뻬 Koh Lipe 

꼬 따루따오에서 서쪽으로 43km, 빡바라에서 80km 가량 떨어진 외딴 섬으로 바

로 앞에는 꼬 아당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눈부실 정도로 파란 바다를 지닌 꼬 리

뻬는 사진이나 엽서를 보면 한눈에 반할 정도의 절경을 지녔다. 

섬에는 푸껫이나 꼬 란따에서 이주한 500여 명의 차오레들이 살고 있다. 마을은 

섬의 동편에 형성돼 있다. 섬은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로 해변에서 해변까지는 섬

을 가로질러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가장 긴 해변은 섬 남쪽의 핫 파타야Hat 

Pattaya. 태양에 반사되는 바다 빛이 환상적인 동쪽 해변은 선라이트 비치Sunlight 

Beach, 일몰이 아름다운 서쪽 해변은 선셋 비치Sunset Beach라 불린다. 

섬 내에는 저렴한 방갈로 시설과 레스토랑이 많다. 다이빙 업체도 5군데나 있어 

펀 다이빙 2,000B, 오픈 워터 코스 7,000B 가량의 요금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

다. 긴 꼬리 보트를 타고 주변 섬을 도는 스노클링도 가능하다. 스노클링은 1인당 

300B으로 최소 출발 인원이 4명이 돼야 한다. 카약은 반나절 대여에 400B이다. 

                                  AROUND SATUN

남 
부  

싸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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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섬으로는 꼬 아당, 꼬 힌응암Koh Hin Ngam, 꼬 라위Koh Lawi, 꼬 카이Koh Khai 

등이 있다. 꼬 아당을 제외한 나머지 섬에는 여행자를 위한 숙소는 없다. 이들 섬은 

보트 투어로 다녀오거나 긴 꼬리 보트를 빌려 다녀오면 된다. 

정기 노선 보트가 빡바라-꼬 따루따오-꼬 아당-꼬 리뻬 순으로 운행된다. 성수기에 1

일 2회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스피드 보트 4시간, 슬로우 보트 5시간30분 가량이다. 꼬 리

뻬에는 선착장이 없어서 섬 앞 바다에 보트를 정박해 놓고 긴 꼬리 배로 드나든다. 보트에

서 해변까지 긴 꼬리 보트 요금은 거리에 따라 30B~50B이다

꼬 아당 Koh Adang

꼬 리뻬에서 북쪽으로 2km 거리를 두고 마주한 섬으로 꼬 따루따오 국립공원의 

일부다. 섬 주변은 다이빙과 스노클링 포인트로 인기. 섬의 남쪽인 램쏜Laem Son

에는 국립공원 관리소와 숙소 등이 자리했다. 꼬 리뻬도 번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숙소를 잡고 주변 섬을 둘러보면 된다. 램쏜에서 30분 정도 산길을 걸어 오

르면 나오는 파 차도Fa Chado에서는 꼬 리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어른 200B, 어린이 100B   3인실 300B, 4인실 400B, 야영장 30B, 텐트+야영장 

150B

꼬 따루따오 Koh Tarutao 

안다만 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들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따루따오 국립공원

Tarutao National Park에서 가장 큰 섬이다. 꼬 아당, 꼬 리뻬를 포함해 주변의 51개 섬을 

관리하는 섬으로 말레이시아 국경과 불과 40km 거리다. 국립공원의 본부인 만큼 섬은 

잘 정비돼 있다. 하지만 부대시설이 거의 없어 배낭여행자들에게 각광받지 못하는 실정

이다. 

꼬 따루따오에서는 국립공원 관리소 및 선착장이 있는 해변인 아오 빤떼Ao Pante가 

가장 길고 모래도 곱다. 최고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찾는 이들이 거의 없어 한적한 해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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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아오 빤떼 아래에 있는 아오 짹Ao Jak, 아오 모래Ao Molae는 

걸어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으며, 아오 빤떼에서 2km 떨어진 아오 쏜Ao Son은 국

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트럭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서쪽에는 아오 딸로와우Ao 

Taloh Wow라는 해변이 있다. 1939년부터 1947년까지 감옥이 자리했던 섬으로 현

재는 아오 딸루와우 히스토리컬 트레일Ao Taloh Wow Historical Trail을 만들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 주변 섬이 한눈에 조망되는 파 또부Fa To 

Boo, 악어 동굴인 탐 짜라케Tham Jarakhe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꼬 리뻬 참고. 꼬 따루따오까지 소요 시간은 1시간30분 정도다  어른 200B, 어린

이 100B  섬 내 이동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트럭이 있다. 인원에 관계없이 동일 요

금을 받으므로 여러 명이 모이면 저렴하다. 아오 쏜 400B, 아오 딸로와우 600B. 긴 꼬리 

보트는 아오 쏜 800B, 섬 일주 2,500B

꼬 부론 Koh Bulon

빡바라 선착장에서 20km 가량 떨어진 섬으로 큰 

섬인 꼬 부론 레Koh Bulon Leh와 작은 섬인 꼬 부론 

돈Koh Bulon Don으로 이뤄져 있다. 꼬 부론은 싸뚠

에 있는 섬들 중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주변 

섬들에 비해 경관이 훌륭하지 않고, 편의 시설이 

미비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이 조용

하면서도 차분한 꼬 부론을 만드는 장점이기도 하

다. 환상적인 바다 경관을 찾는 이들에게는 실망스

러울 수도 있지만, 꼬 부론에는 무엇보다 친절한 섬 주민들이 있다. 바다 집시들인 

차오레Chao Leh가 이곳에 거주하는데 섬의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그들과 여행

자들이 적당하게 융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어울리고, 스노클링, 낚시 등의 투어

를 즐기다 보면 꼬 부론이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섬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빡바라 선착장에서 성수기 1일 2회, 비수기 1일 1회 가량 보트가 운행된다. 출발시간은 

약간씩 변동되므로 선착장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소 요시간은 약 1시간30분. 성수기에는 

꼬 부론에서 꼬 리뻬까지도 보트가 운행된다

남 
부  

싸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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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타임Time

싸뚠 타운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재봉틀을 개조해 만든 테이

블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태국 요리와 씨

푸드를 선보인다. 가족 단위 손님이 많으

며 가격도 적당하다. 

싸뚠 타운  태국 요리 35B~90B, 

씨푸드 100B~220B, 스테이크 100B  

074-712-286

임임 

전형적인 중국계 태국 식당으로 18:00~ 

04:00에 영업을 한다. 다양한 볶음 요리

를 선보이는 곳으로 현지인들에게 인기

가 많다. 

싸뚠 타운 타논 싸만따 쁘라씻Thanon 

Samanta Prasit 우체국 건너편  42 

Thanon Samanta Prasit  볶음 요리 

30B~80B  074-712-025

푸 레스토랑 Pooh’s Restaurant

꼬 리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다. 

섬 중간의 차오레 마을에 자리해 바다가 

보이지는 않지만 레스토랑 전체를 편안한 

분위기로 꾸몄다. 메뉴로는 태국 요리, 씨

푸드, 서양 요리 등이 있다. 푸 레스토랑은 

여행사와 섬 내에서 유일한 인터넷 카페

를 함께 운영한다. 

꼬 리뻬 차오레 마을  태국 요리 

60B~80B, 씨푸드 80B~120B, 스파게티 

110B, 커피 30B~50B, 맥주 50B~80B  

074-728-018, 8020, www.pooh 

lipe.com 

마운틴 리조트 Mountain Resort

꼬 리뻬 북쪽 언덕에 있는 마운틴 리조트

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다. 음식도 음

식이지만 이곳의 자랑은 빼어난 전망이

다. 언덕 위에 테라스로 꾸며 놓은 레스토

랑에서 내려다보는 꼬 리뻬와 꼬 아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해변에는 

까르마 바Karma Bar를 운영한다. 

꼬 리뻬 북쪽 언덕  태국 요리 

80B~100B, 씨푸드 80B~130B, 스파게

티 150B, 스테이크 250B 

삔 엔 무다스 레스토랑
Pin And Muddhas Restaurant

꼬 부론 아오 빵까 너이Ao Panka Noi에 자

리한 작은 레스토랑으로 한적한 해변의 

정취가 가득한 곳이다. 여행자들의 입맛

에 맞추지 않은 정통 태국 요리와 다양한 

종류의 카레를 맛볼 수 있다. 

꼬 부론 아오 팡까 너이  태국 요

리 60B~80B

꼬 따루따오 레스토랑

꼬 따루따오는 레스토랑을 국립공원 관리

소에서 운영한다. 볶음밥과 간단한 덮밥 

등을 주로 판다. 

태국 요리 40B~80B, 음료 20B

>>  ACCOMMODATIONS
싸뚠 따니 호텔 Satun Tanee Hotel

싸뚠 타운에 자리한 저렴한 호텔이다. 외관이나 로비는 오래되고 허

름하지만 객실 상태는 양호하다. 에어컨 룸과 팬 룸으로 구분된다. 

싸뚠 타운  더블+팬 150B~200B, 트윈+팬 220B, 더블+

에어컨 280B, 트윈+에어컨 350B  07-471-10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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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린 리조트 Valin Resort

꼬 리뻬 핫 파타야 중간에 새로 생긴 중급 

리조트다. 동일한 구조의 80여 개의 방갈

로를 운영한다. 침대, 침구 상태가 매우 양

호하며, 호텔처럼 생수와 비누, 수건 등을 

제공해준다. 

꼬 리뻬 핫 파타야 중간  더블+

팬 500B, 더블+에어컨 900B 

파타야 썽 리조트 Pattaya 2 Resort

꼬 리뻬에서 인기 있는 숙소 중 하나로 언

덕과 해변의 방갈로로 이뤄져 있다. 언덕

에 자리한 방갈로는 전망이 좋으며, 해변 

방갈로는 비싸지만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다. 

꼬 리뻬 핫 파타야 서쪽 가장자리  

200B~600B  074-728-034

차오 레 리조트Chao Leh Resort

넓은 부지에 방갈로들이 여유 있게 배치

돼 있다. 오래된 곳이라 시설에 비해 요금

이 싼 편이다. 

꼬 리뻬 동쪽 해변  300B~800B  

074-728-111

마운틴 리조트 Mountain Resort

꼬 리뻬와 꼬 아당이 조망되는 언덕 위에 

자리한 리조트다. 객실은 목조 방갈로로 

시설이 꽤 괜찮은 편이다. 

꼬 리뻬 동쪽 해변에서 북쪽 해변으

로 넘어가는 길 더블+팬 350B~ 

400B  074-728-040 

꼬 따루따오 숙소

꼬 따루따오는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숙소

를 운영한다. 아오 빤떼의 보트 선착장에 

도착하면 바로 공원 관리소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예약 업무를 담당한다. 방갈로

와 롱 하우스Long House 형태의 숙소가 있

으며 야영도 가능하다. 방갈로는 욕실이 

딸려 있는 팬 룸으로 2인실, 4인실이 있다. 

4인실에는 방과 욕실이 두 개씩 있다. 롱 

하우스는 싱글 침대 4개로 구성됐으며 공

동 욕실을 사용한다. 아오 빤떼 외에 숙박

이 가능한 곳은 아오 모래다. 아오 모래 해

변의 방갈로는 모두 팬 룸으로 욕실이 딸

려 있다. 성수기에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

우므로 출발 전에 미리 문의를 하는 게 좋

다. 

아오 빤떼 방갈로 2인실 600B, 4인

실 1,000B, 롱 하우스 500B, 야영장 

30B, 텐트+야영장 150B, 아오 모래 방

갈로 800B  074-729-002~3

부론 리조트 Bulon Resort

꼬 부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소다. 널따

란 잔디 위에 들어선 방갈로들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대나무 방갈로와 목조 방갈

로로 구분되며 목조 방갈로는 바다와 접

하고 있다. 요금은 방갈로의 위치와 욕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뒷줄의 방갈로는 

부론 리조트의 다른 방갈로에 비해 저렴

하지만 다른 숙소와 비교하자면 요금이나 

시설 면에서 매력이 없다. 

꼬 부론 동쪽 해변 북단  300B~ 

800B  018-979-084

팬샌드 리조트 Pansand Resort

꼬 부론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리조트

다. 해변을 따라 숲 속에 방갈로들이 여유 

있게 배치돼 분위기가 좋다. 요금은 방갈

로의 위치와 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꼬 부론 동쪽 해변 오른쪽  비수기 

1,200B~1,700B, 성수기 1,500B~2,000B  

01-397-0802, 뜨랑 사무소 075-

218-035, www.pansand-resort.com 

빵까 베이 리조트 Panka Bay Resort

아오 빵까 야이Ao Panka Yai에 있는 중급 리

조트다. 독립된 해변에 방갈로를 운영해 

조용한 게 장점이다. 해변에 목조와 시멘

트 방갈로가 있고, 언덕 위에 목조 방갈로

가 있다. 레스토랑과 다이빙 숍을 함께 운

영한다. 

꼬 부론 아오 빵까 야이  300B 

~500B  074-728-007~8 

남 
부  

싸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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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  기차역과 인접한 타논 니팟우팃 썽Thanon Niphat Uthit 2과 타논 니팟우팃 쌈

Thanon Niphat Uthit 3 교차로에 태국 주요 은행들이 몰려 있다. 

여행사▶▶  빡바라를 거쳐 싸뚠 주변의 섬으로 가는 보트 티켓이나 말레이시아행 버스 티켓을 

구입할 때 편하다. 기차역 앞에 몇 개의 여행사가 있으며, 캐쎄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케쎄이 투어Cathay Tour에서도 여행사 업무를 한다. 

핫야이는 태국 남부 교통의 중심지다. 비행기나 기차가 핫야이까지 바로 연결되며 주변 섬에

서 핫야이로 가는 버스도 많다. 싸뚠 주변 섬으로 갈 때에는 싸뚠을 거치는 것보다 핫야이로 가

는 게 편하다. 

  항공 Air▶▶
 

타이 항공에서 방콕-핫야이 구간을 1일 3회 운항한다.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요금은 편

도 3,440B이다. 에어 아시아(www.airasia.com)에서도 1일 6회 방콕-핫야이 구간을 운행한

다. 미리 예약하는 경우, 편도 500B 이내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예약 변경이나 취소 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 녹 에어(www.nokair.com)에서도 편도 1,550B 가량의 요금으로 방콕-

How to Go

태국 남부 교통의 중심지다. 싸뚠 주변의 섬으로 가려면 빡바라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야 하는

데 싸뚠보다 핫야이를 거치는 게 편하다.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로 갈 때에도 버스를 갈아타

기 위해 핫야이를 주로 거친다. 방콕에서 핫야이까지 거리는 933km. 인구 20만 명 가량의 대도

시로 규모 면에서는 푸껫이나 치앙마이와 견줄 만하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해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며, 이슬람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특징이다. 

핫야이✻Hat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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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램통 호텔Laem Thong Hotel

기차역에서 가까운 중급 호텔이다. 한자로 

金國大旅社라 적혀 있다. 방이 넓고 깨끗하

며 모든 방에 티브이가 설치돼 있다. 

기차역 정면에서 두 번째 사거리 지나 왼

편  46 Thanon Thammanoonvithi 

더블+팬+욕실 300B, 더블+에어컨+욕실 

400B  074-352-301

캐쎄이 게스트하우스 Cathay Guest House

핫야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행자 숙소다. 

에어컨 룸은 없지만 방들이 넓고 욕실이 딸

려있다. 단점이라면 오래됐다는 것. 관리 상

태는 양호하다. 친절하고 다양한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여행자들에게 매력이다. 

기차역에서 직진해 세 번째 사거리 오른

쪽 코너   93/1 Thanon Niphat Uthit 2    

160B~250B  074-243-815

라다 게스트하우스 Ladda Guest House

핫야이 기차역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다. 금

은방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로비가 있다. 

여행정보 등의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는 빈

약하지만, 객실 수준은 가격에 비해 매우 양

호하다. 

기차역에서 직진해 첫 번째 사거리 지나 

오른쪽  13-15 Thanon Thammanoon 

vithi  더블+팬+욕실 200B~250B, 더블

+에어컨+욕실 290B~320B  074-

220-233 

핫야이 구간을 1일 3~4회 운행한다. 핫야이 공항은 시내에서 약 12km 거리. 도착 시간에 맞

춰 시내까지 들어가는 미니버스가 운행된다. 요금은 60B. 

  기차 Rail▶▶
 

방콕-핫야이 구간을 1일 5회 운행한다. 그 중 1편은 말레이시아 버터워스Butterworth까지 연

결된다. 방콕에서 핫야이까지 단번에 이동할 경우, 침대칸을 이용하면 버스보다 편리하다. 

  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방콕-핫야이  13:00, 14:45, 15:10,   1등석 침대칸 1,394B 

 15:35, 22:50 
17시간 가량

 2등석 침대칸 선풍기 595B~665B 

  핫야이-방콕  16:23, 14:45, 15:39,   에어컨 755B~845B 

 18:10, 18:45   2등석 좌석 465B~575B

핫야이 기차역 앞에서 싸뚠 타운과 빡바라로 가는 여행사 버스가 출발한다. 꼬 따루따오나 꼬 

리뻬로 간다면 싸뚠 타운에 갈 필요 없이 빡바라 선착장행 여행사 버스를 타면 된다.
  

      구간  운행시간 요금 

      핫야이-싸뚠  06:30~19:00, 30분 간격  60B

      핫야이-빡바라 07:00~19:00, 1시간 간격 70B

남 
부  

핫

야
이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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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21km, 남북 25km, 면적 247㎢인 꼬 싸무이는 푸껫, 꼬 창에 이어 태

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섬 중앙에 635m 높이의 산을 기준으로 30여 

개의 크고 작은 산들이 숲을 이루고, 섬 둘레에는 고운 백사장과 에메랄드 

빛을 띠는 해변이 자리했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변은 차웽으로 

파타야나 푸껫의 빠똥 비치에 버금갈 정도로 번화하다. 차웽보다는 규모

가 작지만 개발이 잘 돼 있는 라마이나 때 묻지 않은 매남, 보풋 등 해변도 

인기다. 1년 중 가장 좋은 날씨를 보이는 4~8월은 싸무이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12~2월에도 여행자들이 찾지만 가끔 높은 파도로 인해 해변

을 즐기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 날씨에 관계없이 7~8월, 12~2월은 숙소

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여행자들이 몰린다. 

꼬 싸무이✻
Koh Sam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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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수집▶▶  나톤 선착장에 관광안내소가 있지만 해변의 레스토랑이나 여행사 등지에

서 꼬 싸무이 지도와 가이드북, 각종 티켓, 투어 등 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므로 

굳이 관광안내소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병원 ▶▶  차웽 비치 북쪽에 인터내셔널 싸무이 병원이 자리했다. 내과, 외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규모가 꽤 큰 편이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

을 찾는다. 

환전 ▶▶  나톤 선착장을 비롯 차웽 비치와 라마이 비치 등에 은행 출장소가 많다. 각 여행사

에서 환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은행 출장소에 비해 다소 환율이 떨어진다. 

비행기나 버스+보트, 기차+보트를 이용하면 된

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버스와 보트가 연계된 여

행사 조인트 티켓을 이용한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꼬 싸무이에 드나드는 거점 도시인 쑤랏타

니 정류장, 쑤랏타니 선착장, 꼬 싸무이 선착장까

지 별도의 티켓을 구입하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사 버스는 안락한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15~16시간 가량 장시간 

이동하는 방콕과 꼬 싸무이 구간은 기차나 999 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요금은 조금 더 비싸지

만 피로는 덜하다. 

버스+보트  카오산에 있는 모든 여행사에서 꼬 싸무이행 조인트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여행

사의 위치에 따라 오후 6~7시 사이에 출발하며 각 여행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버스를 타

면 된다. 꼬 싸무이에는 다음 날 10:30 정도에 도착한다. 꼬 싸무이에서 방콕으로 나올 때도 

각 여행사에서 같은 종류의 티켓을 판매한다.  소요시간 15시간  요금 1,000B~

기차+보트  방콕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기차와 보트를 연계하는 조인트 티켓을 판매한다. 조

인트 티켓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쑤랏타니 기차역에 내리면 여행사에서 선착장까지의 픽업 서

비스와 보트 티켓이 포함된 조인트 티켓을 판매하므로 우선 기차 티켓을 구입하는 게 순서다. 

기차+보트 티켓은 버스+보트 티켓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

차의 등급, 이동 구간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난다. 따라서 표를 구입할 때 1등칸 및 2등칸, 선

풍기 및 에어컨, 침대 및 좌석, 침대의 경우 상단 또는 하단 등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정확한 

요금을 산출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산출된 기차 요금에 보트 요금과 여행사 예약 수수료 

100B 정도가 추가된다. 방콕의 후알람퐁 역에서 출발하는데 도착 시간을 고려해 17:00 이후

의 기차를 이용하는 게 좋다. 소요시간 16시간  운행시간 방콕-쑤랏타니 1일 11편  요금 기차 

에어컨 628B~848B, 선풍기 458B~548B

조인트 티켓Joint Ticket

How to Go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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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Bus▶▶
 

999 버스와 에어컨 버스  방콕  남부 버스 터미널 콘 쏭 싸이 따이에 쑤랏타니, 꼬 싸무이행 버

스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24석 VIP버스인 999(까오까오까오)버스와 운송회사가 운영하는 1

등석 에어컨 버스(뻐 능), 에어컨 2등석 에어컨 버스(뻐 썽) 등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러 종

류의 버스가 있다. 모든 종류의 버스가 쑤랏타니까지 12시간 정도의 장시간 이동을 하기 때문

에 이른 아침에 1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후에 출발한다. 1등석 에어컨 버스는 24석, 32석, 34

석 등 세 종류가 있으며 요금도 각각 다르다. 쑤랏타니에 도착하면 여행사에서 보트 티켓을 구

입, 꼬 싸무이까지 이동한다. 

·방콕 남부 버스 터미널-쑤랏타니
  

     구간 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쑤랏타니 2등석 에어컨 10:50 12시간 379B

     꼬 싸무이 VIP 07:30, 19:00, 19:30, 20:20 11시간50분 1,200B

  1등석 에어컨 19:00, 20:00 12시간 900B

     꼬 싸무이 타 돈싹 2등석 에어컨 18:15 12시간 420B

  보트 Boat▶▶
 

꼬 싸무이에 가기 위해서는 쑤랏타니를 필히 거쳐야 한다. 쑤랏타니에서 선착장으로 이동한 후 

배를 타고 꼬 싸무이나 꼬 팡안, 꼬 따오로 이동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표를 끊는 불편함을 줄

이기 위해 대부분의 여행자는 쑤랏타니에 있는 여행사에서 선착장까지 버스+보트 조인트 티

켓을 구입해 이동한다. 쑤랏타니에는 3개의 선착장에서 회사별로 다른 배가 운행되고 있다. 어

떤 티켓을 구입하든 각 선박 회사별로 출발하는 선착장까지의 픽업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구간 소요시간(버스+배) 운행시간 요금

     쑤랏타니-꼬 싸무이 3시간 05:00~19:00, 1시간 간격 260B

 

·꼬 싸무이-꼬 팡안, 꼬 따오

꼬 싸무이에서 각 섬으로 이동하는 보트는 섬 북쪽의 매남 비치, 보풋 비치, 빅부다 비치 등과 섬 

서쪽의 나톤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위치상 꼬 팡안까지나 꼬 따오까지는 보풋과 빅부다 비치에

서 가는 게 유리하다. 운행시간, 요금은 수시로 바뀌므로 여행사에서 예약 시 확인해야 한다.

  항공 Air▶▶
 

서울에서 꼬 싸무이까지 직항은 없다. 방콕-꼬 싸무이 구간을 타이항공에서 1일 2회, 방콕 에

어(www.bangkokair.com)에서 1일 8~12회 가량 운항한다. 그밖에 방콕에어에서는 꼬 싸무

이에서 파타야, 푸껫, 끄라비 구간 직항을 매일 1~5회 운항된다. 싱가포르, 홍콩 노선도 매일 

1회 가량 운항되고 있다.

 구간 항공사 소요시간 운행시간

 방콕-꼬 싸무이 타이항공 1시간5분 1일 2회

 방콕-꼬 싸무이  1시간5분 1일 20회

 꼬 싸무이-끄라비  55분 1일 1회

 꼬 싸무이-푸껫  1시간 1일 5회

 꼬 싸무이-파타야  1시간15분 1일 1회

방콕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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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태우▶▶  꼬 싸무이의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주요 노선은 나톤 선착장에서 라마이, 차웽 구간. 매남, 

보풋, 빅부다, 차웽, 라마이를 잇는다. 썽태우 정면 혹은 

옆면에 영어로 경유 노선이 적혀 있으므로 확인, 흥정 후 

탑승하면 된다. 목적지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는 운전

수에게 미리 내릴 곳을 이야기하면 된다. 나톤 선착장에

서 차웽까지는 40분~1시간 정도 걸린다. 

나톤-차웽, 라마이 100B, 나톤-매남, 보풋 60B, 해

변 내 이동 30B

오토바이 택시▶▶  해변 내에서 짧게 이동할 때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노란 조끼를 입은 오

토바이 기사들이 곳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흥정은 필수. 

해변 내 이동 30B 가량

미터 택시▶▶  날씨가 무척 덥거나 짐이 많을 경우에는 노란색의 미터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이름은 미터 택시지만 대개 미터 요금을 지키지 않고 흥정을 한다. 

오토바이 대여▶▶  운전이 가능하다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해변 곳곳에 렌트 업소가 있으

며 각 숙소에서 대여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3일 이상 장기 대여를 하면 하루에 20B~50B 정

도 할인된 가격에 빌릴 수 있다. 거리마다 헬멧 미 착용시 500B의 벌금을 강조하는 안내판이 

걸려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헬멧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헬멧을 착용

하는 게 좋다. 꼬 싸무이의 도로는 해변과 가깝고 이로 인해 커브길 등에 모래가 깔려 있어 사

고의 위험이 높다. 오토바이 외에 지프 등 차량 대여도 가능하다. 

1일 200B~250B 가량

  

     구간  소요시간  운행시간  요금 

     꼬 싸무이-꼬 팡안 빅 보트 50분 1일 2회 빅 보트 300B

     꼬 싸무이-꼬 따오 페리 1시간 30분 1일 2회 페리 600B

Local Transportation

싸무이 자유투어 Samui Jayou Tour

2009년 자유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사로 오픈했다. 각종 투어, 호텔, 교통편 등의 
예약을 비롯해 여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웽 로드 북쪽, 싸무이 인터내셔널 병원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마이 프렌드 마사지 숍 

옆  14/61 Moo 2, Chaweng Road   10:00~19:00, 연중무휴  070-7584-4521, 

077-413-913, cafe.daum.net/samuijayoutour

 ✻ 한인업소

남 
부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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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웽 비치 Chaweng Beach  

꼬 싸무이의 동쪽, 나톤 선착장의 반대쪽에 위치했다. 꼬 싸무이 하면 차웽 비
치를 떠올릴 정도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싸무이에 오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만큼 해안 도로를 따라 바와 카페, 레스
토랑, 나이트 클럽, 쇼핑 숍, ATM, 여행사, 숙소 등 시설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 
7km에 걸쳐 이어진 해변과 깨끗하고 깊지 않은 바다도 차웽의 자랑이다. 차웽 
비치는 제트스키나 서핑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나톤 선착장에서 21km. 썽태우로 40분 소요 

 

라마이 비치 Lamai Beach

꼬 싸무이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으로 차웽 비치와 마찬가지로 각종 유흥 시설
과 숙소가 자리했다. 물가는 차웽 비치에 비
해 저렴한 편. 짧은 폭의 해변과 때때로 거센 
파도로 차웽 비치보다는 인기가 덜하지만 
조용한 해변과 스파 등을 즐기려는 여행자
들 사이에서는 인기다. 남녀 성기 모양을 한 
힌따, 힌야이 바위 등의 볼거리도 있다. 

나톤 선착장에서 18km. 차웽 비치에서 5km. 썽

태우로 50분 소요 

매남 비치 Maenam Beach

나톤 선착장에서 섬을 돌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북쪽의 긴 해변이다. 매남 비치는 
4km에 걸쳐 이어지는 멋진 해변과 부드러운 모래, 깨끗한 바다 등으로 인기. 
먼 바다도 수심이 깊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합하며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좋다. 이러한 이유로 꼬 싸무이에서 첫 번째로 방갈로가 들어서기
도 했다. 그밖에 중국식 사원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나톤 선착장에서 13km. 썽태우로 20분 소요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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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풋 비치 Bophut Beach

꼬 싸무이 북쪽의 매남 비치와 빅 부다 비치 사이에 자리한 조용한 어촌이다. 
보풋 비치는 차웽, 라마이 비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차웽 비치보다 보풋 비
치가 더 기억에 남는다는 여행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색다른 매력이 있는 
듯하다. 멀리 꼬 팡안을 바라보고 있으며 꼬 따오로 출발하는 스피드 보트가 이
곳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수심이 깊고 바닷물도 그리 깨끗한 편이 아니어서 수
영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 

매남 비치에서 4km. 썽태우로 10분 소요

보풋 피셔맨 빌리지 야시장 Bophut Night Market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야시장. 금요일 해질녘부터 슬슬 분주해지며 시간이 지
날수록 점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 벼룩 시장, 노점 먹거리, 현지 학
생들의 춤 공연 등으로 문화 거리도 형성된다. 북적거리는 인파까지 인기 있는 
야시장의 조건을 모두 갖춘 명소로 자리 잡아 시장 주변으로는 워킹 스트리트

가 조성된다.

보풋 해변 피셔맨 빌리지  매주 금요일 17:00~20:00

기타 볼거리 etc.

15m 높이의 대형 붓다가 있는 빅 부다 

사원Big Buddha Temple이 섬 북쪽인 방락 

비치Bang Rak Beach에 자리하고 있다. 해

변 언덕 위에 있어서 전망이 좋다. 날이 

맑으면 꼬 팡안까지 보인다. 차웽 비치와 

라마이 비치를 잇는 해안도로에는 랏꼬 

전망대Lat Ko View Point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방문하면 좋다. 그밖에 나무앙 폭포 코끼리 트레킹Namuang Waterfall Elephant 

Trekking, 악어 농장Crocodile Farm, 원숭이 극장Samui Monkey Theater, 뱀 농장Snake 

Farm 등이 있다. 교통이 불편하므로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여러모로 좋다.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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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 스쿠버다이빙 Snorkelling & Scuba Diving

꼬 싸무이 곳곳에서 다이빙 숍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가 형

성돼 있으며 숍에서 보트로 이동하는 포인트도 비슷하다. 다이빙 자격증 코스나 

펀 다이빙의 가격 차이가 난다면 이는 코스 중의 다이빙 횟수나 야간 다이빙 같은 

옵션의 차이다. 

오픈 워터 코스는 이론 교육, 수영장 교육, 해변 다이빙, 보트 다이빙 순으로 진행

된다. 보트 다이빙은 스노클링과 같은 투어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2박3일에서 3

박4일 정도 소요된다. 스노클링은 보통 오전 8시에 출발해서 꼬 따오 인근의 포

인트에서 1회, 점심 식사 후 다른 포인트에서 1회를 하고 오후 5시쯤 싸무이 섬으

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스노클링 1일 2,500B, 오픈 워터 코스 14,000B~16,000B

 

앙텅 해양 국립공원 투어 Ang Thong Marine National Park

꼬 싸무이의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국립공원으로 40여 개의 섬이 하나의 군도를 

이루고 있다. 앙텅 해양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아름다운 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일일투어는 대개 오전 8시에 출발해 오후 5시에 돌아오

는 일정. 보트, 점심 식사, 수영, 스노클링, 카약, 정글 트레킹 등은 옵션이다. 

일일투어 2,100B, 입장료 200B 별도

분홍 돌고래 투어 Pink Dolphin Tour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구분되고 있는 분홍 돌고래를 볼 수 있는 투어다. 돈싹 남

동쪽 카놈Khanom 인근 바다에 서식하고 있다. 분홍 돌고래와 더불어 역시 멸종 위

기에 처한 동물로 분류된 이라와디Irrawaddy 돌고래도 볼 수 있다. 투어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 요일에 따라 오후 3시 또는 5시쯤 끝난다. 점심이 포함돼 있으며 동

굴 탐험, 맹그로브숲, 어촌 마을 방문, 스노클링이 포함된 투어도 있다.

1,800B~2,400B

 ✻ ACTIVITIES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고운 모래 해변에서의 휴식과 수영, 스쿠버다이빙을 위해 꼬 싸무

이를 찾는다. 하지만 정작 꼬 싸무이에는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길 만한 포인트가 없

다. 꼬 따오 둘레와 인근에 포인트가 몰려 있으므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이 목적이라면 

꼬 싸무이보다 꼬 따오에 머무는 것이 비용 면이나 이동 면에서 유리하다. 기타 관광지

로는 이동이 불편해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다.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면 개

별적으로 다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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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타이 Muaythai

차웽 비치와 라마이 비치에 무에타이 경기장이 있

다. 챔피언이 시합하는 빅 매치가 열리면 확성기를 

단 썽태우로 메인 거리에서 며칠 동안 광고를 한다. 

확성기를 단 보트까지 동원해 바다에서도 광고를 

하므로 경기가 열리는 시간 등은 쉽게 알 수 있다. 

경기는 보통 오후 9시부터 시작하며 오픈 게임을 

포함해 7~8회 가량 열린다. 좌석의 위치에 따라 입

장료가 다르지만 경기장이 작아 어느 좌석에서나 

충분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여행사에서 예약하

면 보다 싼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링 주위 1,200B, 사이드 1,000B, VIP 1,500B

고 카트 Samui Go Kart

트랙은 작은 편이지만 속도를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나 수준

에 맞게 차량을 빌리는 것이 안전하다.

보풋 비치 뒤 순환도로  09:00~21:00  20분 1,900B~

아일랜드 사파리 Island Safari

꼬 싸무이와 주변의 여러 섬을 돌아보는 투어다. 여행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끼

리만 타는 프로그램에서 일일투어까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30분 700B, 코끼리타기·정글탐험·스노클링·지프타기·점심식사 일일투어 

1,700B

 

싸무이 사격장 Samui Shooting Range

타깃을 향해 실제 권총을 쏘는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다. 무제한 사격은 금지돼 있다. 

보풋 비치와 차웽 비치 사이 해안도로 중간  09:00~18:30  22구경 820B, 38구

경 1,280B, 45구경 1,010B, 샷건ShotGun 1,280B 

마사지 Massage

해변과 거리 곳곳에 마사지 업소

가 있다. 어디나 가격대나 서비스

가 비슷한 편. 시설이 좋은 업소는 

50B~100B 정도 가격이 비싸다. 

차웽 비치에서는 하이 클래스High 

Class업소가 인기다. 

타이 마사지 1시간 250B, 발 마사

지 1시간 250B, 오일 마사지 1시간 

350B

차웽 비치에 자리한 번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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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무이 씨푸드 레스토랑 
Samui Seafood Restaurant

무앙 싸무이 스파 리조트Muang Samui Spa 

Resort에서 운영하는 씨푸드 레스토랑이

다. 잘 가꿔 놓은 정원 분위기와 음식 맛이 

좋아서 인기. 씨푸드 전문 레스토랑이지

만 태국 요리와 이태리 요리를 함께 한다. 

차웽 비치 북쪽 도로변  12:00~ 

23:30  씨푸드 100g 당 200B~  

077-429-700, www.muangsamui. com

레드 스내퍼 Red Snapper

차웽 리젠트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스테이

크 전문 식당.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해 부드

럽다. 스테이크는 물론, 스파게티 등 다른 

메뉴들도 맛이 좋아 인기가 좋은 곳. 스테이

크를 주문하면 샐러드 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메뉴 주문 시 샐러드 바 이

용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저

녁 9시30분부터는 라이브 공연을 한다.

차웽 해변 북쪽, 차웽 리젠트 리조트 

옆 17:00~01:00, 마지막 주문 23:00 

샐러드 230B~320B, 파스타, 리조또 

320B~420B, 스테이크 890B~990B, 음료, 

맥주 75B~300B  077-422-008, 

www.redsnappersamui.com

본다이 Bondi

호주 음식점. 푸짐한 버거와 스테이크가 

맛이 좋다. 저녁에는 라이브 공연으로 시

끌벅적한 분위기가 된다. 식사는 물론이

고 특히 밤 시간이면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기는 여행자도 많다. 요일별로 

다양한 메뉴 행사를 진행한다. 라마이 비

치에도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차웽 해변 도로 북쪽, 그린 망고 입구

169/1-3 Moo 2 Bopuht 

10:00~02:00  샐러드, 버거 125B~ 

450B, 립, 스테이크 550B~1,090B, 음료, 

맥주 80B~200B  차웽 077-414-357, 

라마이 077-601-738, www.bondisamui.

com

더 커피 클럽 The Coffee Club

싸무이에서 몇 안 되는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가 있는 식당이다. 출입구 쪽은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내부는 충분히 시

원하며 금연으로 운영하고 있다. 샌드위

치, 파스타 등 서양 음식과 다양한 그릴 요

리를 선보인다. 실내는 깔끔하며 음식은 

맛깔스럽게 요리돼 나온다. 

차웽 비치로드 카오산 레스토랑 맞은

편  166/71-72 Moo 2 Bophut 

>>  RESTAURANT & NIGHTLIFE
차웽 비치의 메인 거리에 해산물 식당, 태국 식당, 이태리 식당을 비롯해 나이

트클럽, 바 등의 유흥 시설이 몰려 있다. 낮에 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여행

자들은 밤이면 이곳으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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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24:00  태국 음식, 서양 음식 

145B~490B, 커피, 음료 80B~135B 

077-414-616

카오산 레스토랑 Khaosan Bakery & Restaurant

이름 덕분인지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레스토랑이다. 태국 요리를 여행자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며,  갓 구워낸 빵과 서

양 요리 등도 괜찮다. 아침 식사가 가능하

며, 저녁에는 최신 영화를 상영한다.

차웽 비치로드 중앙에 있는 버거킹 맞

은편  07:30~01:00  70B~350B 

099-675-854

라이스 Rice

고기 및 생선 요리와 기본적인 피자 메뉴

까지 모두 이탈리아 정통 음식을 추구하

는 전문 식당. 편안하고 무겁지 않은 고급

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식당 한 켠

에 설치된 화덕에서 피자를 직접 굽는다. 

맛이 좋아 꾸준히 인기가 좋은 곳이다.

차웽 비치로드 버거킹 맞은편  

162/7 Moo 2 Tambol Bophut  

13:00~23:00 피자, 파스타, 리조또 

230B~450B, 음료 90B~160B 077-

231-934, www.ricesamui.com

윌 웨이트 Will Wait

차웽, 라마이, 나톤에 매장이 자리한 베이

커리 겸 레스토랑이다. 외국인의 입맛에 

맞춘 요리를 선보여 인기다. 깔끔한 실내

와 친절한 서비스도 좋다. 

차웽과 라마이 해변 도로 태국 요리, 

서양 요리 80B~390B, 음료, 맥주 80B~

더 페이지 The Page

더 라이브러리The Library에서 운영하는 비

치 레스토랑. 스테이크가 메인 요리인 디

너 세트가 추천 메뉴다. 스테이크는 매우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전채 요리와 샐러

드, 후식까지 모두 고급스럽게 요리되어 

나온다. 예약은 필수다. 붉은색의 수영장

이 인상적이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낮에는 비치 바로 운영한다. 

호텔의 도로 쪽 입구에 있는 드링크 갤러

리Drink Gallery는 색다른 분위기의 바 겸 레

스토랑이다.

차웽 해변 더 라이브러리 호텔 안  

14/1 Moo 2 Chaweng Beach Road  더 

페이지 1인 1,750B, 드링크 갤러리 태국 

음식 190B~550B, 칵테일 260B~  

077-422-767

바이똥 Bai Tong

바나나 판 씨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식당

으로 한쪽으로는 수영장이, 한쪽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다. 매주 월요일 저녁

에 선보이는 바비큐 뷔페가 인기다. 가격

은 750B으로 해산물 및 고기 바비큐를 비

롯해 다양한 샐러드 바와 디저트까지 잘 

갖춰진 메뉴를 선보인다. 평소에는 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차웽 해변 남쪽 바나나 판 씨 리조트 

안  201 Moo 2 Chaweng Beach Road  

07:00~22:30  태국 음식, 서양 음

식 160B~430B, 음료 70B~, 월요일 바비

큐 뷔페 750B  077-413-483

땀쌥 Tumzaap 

태국 이싼 음식 전문점으로 다양한 태국 

음식과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

는 곳이다. 평범한 분위기의 야외 식당으

로 깨끗하며, 친절하다. 중간 정도의 가격

대로 음식이 맛이 좋아 현지인도 여행객

도 즐겨 찾는 인기 업소다. 

왓 차웽 남쪽  74/18 Moo 6 Bopuht  

12:00~22:30 태국 음식, 해산물 요

리 90B~300B, 음료 60B~90B, 맥주 

40B~120B 077-413-058, www.

tumzaapsamui.com

더 클리프 바&그릴 The Cliff Bar&Grill

더 클리프에 들어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바

다로의 풍경에 눈을 뗄 수 없다. 지중해의 

어느 곳인가 싶게 꾸며진 테라스에서 스페

인, 이탈리아, 포르투갈풍으로 요리된 해

남 
부  

꼬 

싸
무
이



418

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해변까지 계단

을 설치해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을 즐기는 

여행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차웽 비치 남쪽의 뷰포인트에서 라마

이 비치쪽으로 약 2km  124/2 Moo 4 

Maret  12:00~01:00(마지막 주문 

22:00) 지중해식 해산물 요리 360B~ 

990B  077-448-508, www.

thecliffsamui.com

큐 바 Q Bar

차웽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

해 전망이 좋다. 야경은 물론이며, 일몰 감

상 장소로도 제격이다. 널찍한 실내에 편

안한 소파 의자와 여유 있는 테이블 배치

가 산뜻한 분위기다. 밤 11시가 넘으면 디

제이가 선곡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차웽 호수 북쪽 언덕 위 17:00~ 

02:00 안주류 220B~680B, 음료 

100B~, 맥주 180B~ 077-962-420, 

www.qbarsamui.com

아이스 바 Ice Bar

말 그대로 실내가 모두 얼음인 곳이다. 바 

내부 온도는 영하 7도로 유지된다. 온도가 

낮아 모자와 외투도 빌려준다. 얼음 뚝뚝, 

얼음 의자 등 내부 곳곳이 얼음으로 장식돼 

있어 맥주를 즐기기에는 너무 추울 수도 있

다. 저녁 시간이 되면 무료 썽태우가 해변 

도로를 계속 돌아다닌다.

차웽 호수 북쪽 도로변 16:00~ 

02:00 100B~ 077-484-933, 

www.baricesamui.com

스타즈 카바레 Starz Cabaret

싸무이에서 카바레 쇼로 가장 크고 괜찮

은 곳으로 꼽힌다. 파타야나 방콕에 비한

다면 비교할 수 없이 소규모지만 싸무이

에서는 미모로 손꼽히는 트랜스젠더들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따로 없으며 

맥주 값을 받는다. 마지막 공연이 끝나면 

여느 공연과 비슷하게 손님들과 흥겹게 

노는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차웽 비치로드 버거킹 북쪽으로 약 

50m    08:30, 09:30, 10:30    맥주 

1병 270B

트로피컬 머피스 Tropical Murphy’s

정통 영국 펍으로 싸무이 섬에서 드물게 

ESPN을 중계한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있는 날은 대형 스크린과 여러 대의 티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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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따부리 리조트 & 스파 
Kandaburi Resort & Spa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해변 쪽과 언덕 쪽으

로 객실과 부대시설이 구성돼 있다. 객실 

바닥은 마루로 마감돼 있으며 실내 분위

기는 태국 전통 양식을 도입해 꾸몄다. 객

실과 욕실이 매우 넓어 시원스러우며 쾌

적하다. 차웽에서 손꼽히는 대형 리조트

로 객실 수가 많아 예약이 용이하다. 열대 

정원과 잘 어우러진 수영장을 갖추고 있

으며 건물 사이의 정원도 잘 가꿔져 있다. 

차웽 중심가까지 조금 먼 것이 단점이지

만 그 외에는 모든 면에서 가격 대비 시설

이 만족스러운 곳이다.

차웽 해변 북쪽, 싸무이 인터내셔널 

병원에서 북쪽으로 도보 약 10분 20 

Moo 2 Chaweng-Chongmon Road  

인터넷 비수기 5,500B~ 077-428-

888, www.katagroup.com/kanda-buri

다라 싸무이 리조트 Dara Samui Resort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가 시선을 잡는 

곳. 태국 전통 양식으로 곳곳에 세심하게 

디자인돼 있으며 세련미가 느껴지는 부티

크 호텔이다. 객실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차웽 중심가와 가까우며 해변과 바로 연

결돼 있어 여러모로 이용이 편리하다.

>>  ACCOMMODATIONS
배낭여행자를 위한 값싼 방갈로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수영장을 

갖춘 리조트들이 들어서는 추세다. 값싼 숙소를 찾는 배낭여행자

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여행 경비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차웽 비치의 경우 해변 숙소들은 대

부분 1,000B이 넘는 수준으로 그 이하는 시설이 떨어지는 편이

다. 싸고 괜찮은 숙소를 원하는 여행자들은 라마이 비치나 보풋, 

매남 비치 등지로 가는 게 좋다. 

를 튼다. 기네스, 킬케니 등 다양한 생맥주

와 병맥주를 비롯해 각종 요리를 선보인다. 

 차웽 비치로드 중앙 맥도날드 맞은편  

 09:00~02:00   요리 100B~495B, 

맥주, 칵테일 80B~250B    077-413-

614

그린 망고 클럽 Green Mango Club

꼬 싸무이에서 가장 유명한 디스코클럽으

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대는 곳이다. 현지

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다. 정문과 후문쪽에 두 개의 무대가 있으

며 각기 다른 음악을 틀어준다. 

차웽 비치 호수 오른쪽 해변도로 안쪽    

Soi Green Mango, Moo2, Chaweng 

Beach  20:00~05:00  맥주 120B~  

077-422-231

레게 펍 Reggae Pub

1, 2층으로 구분돼 있는 500석이 넘는 대

형 클럽이다. 1층에 설치된 무대에서 라이

브로 연주되는 다양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

히 자정 무렵이 가장 활기찬 시간이다.

차웽 호수 남쪽  20:00~02:00  

맥주 120B~  077-422-331

솔로 바 Solo Bar

세련되고 깔끔한 분위기로 시선을 잡는 곳

이다. 해가 지면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그

다지 소란스럽지 않으며 부담 없는 분위기

로 한 잔 즐기며 거리 풍경을 즐기기에 그

만이다. 잠자며 보내기 아쉬운 여행자들이 

새벽까지 놀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차웽 비치로드 북쪽  15:00~02:00   

맥주 120B~200B, 칵테일 200B

남 
부  

꼬 

싸
무
이



420

차웽 해변 북쪽 162/2 Moo 2 

Chaweng Beach Road 인터넷 비수

기 7,000B~ 022-231-323, 

darasamui.com

아마리 팜 리프 리조트
Amari Palm Reef Resort 

아마리 계열의 고급 리조트로 검은 지붕이 

멋스러움을 더한다. 긴 독립 해변을 갖추

고 있으며, 객실이 넓고 깨끗하고 우아하

다. 레스토랑과 수영장, 스파 등 모든 부대

시설에서 격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웽 비치로드 북쪽  인터넷 비수

기 트윈 6,000B  077-422-015~8, 

www.amri.com

차웽 리젠트 비치 리조트
Chaweng Regent Beach Resort 

아담한 방갈로와 태국 전통 양식의 건물 

등에 142개의 객실이 들어서 있다. 객실은 

전용 테라스를 갖췄으며, 목조 양식으로 

꾸몄다. 작은 연못과 정원, 수영장, 레스토

랑, 스파 등을 갖춘 곳으로 차웽 비치를 대

표할 만한 리조트로 손색이 없다. 

차웽 비치로드 북쪽  인터넷 비수

기 트윈 4,500B  077-422-008~10, 

www.chawengregent.com

차웽 빌라 리조트 Chaweng Villa Resort

위치는 상당히 좋지만 객실이 낡은 편이

다. 해변에 자리한 숙소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배낭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다. 숙소 입구에 자리한 태국 레스토랑에

서는 매일 저녁 공연이 열린다. 

차웽 비치로드 북쪽  인터넷 비수

기 트윈 1,500B  077-231-123~4

싸무이 코럴 리조트 Samui Coral Resort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배낭여행자들에

게 인기다. 1~2층의 방갈로 형태로 해변

을 끼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수영장과 이

탈리아 레스토랑, 태국 레스토랑이 있다. 

차웽 비치로드 북쪽  1,600B  

077-251-005

더 라이브러리 The Library

객실이 26개가 전부인 곳으로 넓은 정원

에 2층짜리 건물들이 독채로 떨어져 있다. 

각 동은 1층은 스위트룸, 2층은 스튜디오

룸 등 2개의 객실로 구성돼 있다. 호텔 이

름처럼 도서관이 디자인 요소가 된 곳이

다. 객실은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고 심플

하며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곳이다.

차웽 해변 중간 14/1 Moo 2 

Chaweng Beach Road  비수기 인터

넷 10,005B~ 077-422-767, www.

thelibrary.co.th

알츠 리조트 Al’s Resort

최고급 호텔은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시설을 갖춘 호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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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도 번화가와 가깝고 해변과도 연

결돼 있다. 조금 저렴한 호텔을 찾는 이들

에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객

실은 널찍하며 가구가 아기자기하게 배치

돼 친숙한 분위기다.

차웽 해변 중간 162/21 Moo 2 

Chaweng Beach 인터넷 비수기 

2,200B~ 077-422-154, www.

alsresortsamui.com

반 차웽 비치 리조트
Baan Chaweng Beach Resort & Spa

객실은 물론 레스토랑, 정원, 수영장 등 모

든 시설이 깨끗하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 해변에 자리한 레스토랑

은 음식 맛과 전망이 좋아 인기다. 

차웽 비치로드 중앙  인터넷 비수

기 트윈 3,900B~  077-422-403, 

www.baanchawengbeachresort.com

반 싸무이 리조트 Baan Samui Resort

은은한 베이지색과 초록색의 조화가 어울

리는 숙소로 방갈로 형태와 호텔 형태의 

객실이 있다. 객실은 깔끔하고 멋스럽다. 

차웽 비치로드 중앙  인터넷 비수

기 트윈 3,400B  077-422-415

실버 샌드 리조트 Silver Sand Beach Resort

배낭여행자를 위한 방갈로다. 차웽 비치

의 중심부에 자리해 위치상으로는 최고라 

할 만하다. 객실은 대부분 아담한 팬 룸으

로 이뤄져 있다. 방갈로 앞에는 멋진 해변

이 자리했다. 

차웽 비치로드 중앙  인터넷 팬 룸 

800B  077-231-202

바나나 판 씨 리조트 Banana Fan Sea Resort

차웽 비치 중앙에 있는 리조트로 독립된 

해변을 갖추고 있다. 방갈로 형태의 숙소

에는 발코니가 있으며, 객실은 우아하고 

깨끗하다. 다른 숙소에 비해 서비스가 탁

월하며, 차웽 비치 중앙에 자리해 외식이

나 쇼핑을 하기에 편리하다. 수영장은 작

은 편이다. 

차웽 비치로드 중앙  인터넷 비수

기 4,800B~  077-413-483~6

센트럴 싸무이 비치 리조트
Central Samui Beach Resort

새하얀 건물과 싱그러운 정원이 푸른 바

다와 멋진 조화를 이룬다. 모든 객실은 바

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발코니를 갖추고 

있다. 수영장을 비롯한 부대시설 또한 매

우 고급스럽다.

차웽 비치로드 남쪽  인터넷 비수

기 6,200B~  077-230-500, www.

centralhotelsresorts.com

차웽 카바나 Chaweng Cabana

울창한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곳에 자리

해 숲 속의 집을 연상케 한다. 객실은 원두

막 모양의 방갈로 형태다. 바다와 가까이 

자리한 수영장은 멋스러움을 더한다. 

차웽 비치로드 남쪽  인터넷 비수

기 1,560B~  077-422-377

반얀 트리 Banyan Tree

언덕 곳곳에 70채의 건물이 있으며 모두 

풀 빌라 객실로 구성돼 있다. 객실은 목조

와 자연 재료가 잘 어우러진 분위기며, 세

심한 장식에서 반얀 트리 고유의 분위기

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경사진 기와 지붕이 

어우러져 단아한 분위기가 풍긴다. 수영

장이나 로비 바, 레스토랑 등 곳곳의 부대

시설에서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진다. 

라마이 해변 북쪽 99/9 Moo 4 

Maret  인터넷 비수기 29,080B~ 

077-915-333, www.banyantree.com/en/

samui

싸무이 자스민 리조트 Samui Jasmine Resort

흰색 리조트 건물과 길게 휜 야자수가 아

름다운 조화를 선보이는 곳이다. 객실은 

타이 실크로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꾸몄

다. 부대시설로는 스파 및 레스토랑이 있

다. 리조트 바로 앞에 은행과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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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레스토랑 등이 몰려 있어 위치상으로

도 괜찮은 편이다. 

라마이 비치 북쪽  인터넷 비수기 

3,500B~  077-232-446~9

위크앤더 리조트 Weekender Resort

조용한 해변을 끼고 있으며, 라마이 비치 

중심가에 있어서 유흥을 즐기기에도 좋

다. 객실은 태국식의 방갈로와 흰색 계통

의 호텔식으로 돼 있다. 아담한 수영장은 

해변과 연결돼 있으며 울창한 야자수와 

멋진 조화를 이룬다. 

라마이 비치 북쪽 인터넷 비수기 

방갈로 2,000B~  077-424-429

알로하 리조트 Aloha Resort

현대식 건물과 멋진 정원, 우아한 수영장

이 멋스러움을 자아낸다. 객실은 넓은 편

이며 바닥이 예쁜 타일로 돼 있어 카펫이 

깔려 있는 것보다 청결하다. 중급 리조트

지만 부대시설은 고급 리조트처럼 잘 돼 

있다. 

라마이 비치 중앙  인터넷 비수기 

1,800B  077-424-014

아이베드 Ibed

라마이에 위치한 도미토리 전용 숙소. 가

격은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깔끔한 시설

을 자랑한다. 주방과 세탁기, 개인 물품 보

관함 등 필요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수

영장도 있다. 여성 전용 도미토리 객실과 

2인실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객실에 에어

컨이 설치돼 있으며 모두 공용 욕실을 사

용한다.

라마이 해변 도로, 파빌리온 리조트 

맞은편  124/521 Moo 3 Lamai Beach 

도미토리 500B, 2인실 600B  

077-458-760, www.ibedsamui.com

아이비스 호텔 Ibis Hotel

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 체인 호

텔을 운영하는 곳. 호텔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나 시설을 최소화 

해 저렴한 금액으로 여행자들의 발길을 

잡는 곳이다. 특별히 고급스럽지도 않고 

객실도 그다지 넓지 않지만 객실은 깔끔

하게 꾸며져 있으며 모든 객실에 발코니

가 있는 것도 장점이다. 차웽까지 유료 셔

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풋 해변 서쪽  197 Moo 1 Rob 

Koh Road  인터넷 비수기 1,620B~  

02-659-2888, ibishotel.com/

thailand

보풋 리조트 & 스파 Bophut Resort & Spa

여성적 섬세함이 깃들어 있는 건물이 특

징인 숙소다. 공항이 인근에 있으며 꼬 팡

안, 꼬 따오를 향하는 선착장이 걸어서 갈 

만큼 가깝다. 야자수와 어우러진 수영장

은 상당히 넓고 예쁘다. 숙소를 끼고 있는 

해변은 잘 정돈됐으며 해변 모래가 백옥

처럼 곱다.

보풋 비치 중앙  12/12 Moo 1, 

Bophut  인터넷 비수기 5,900B~  

077-245-777

통싸이 베이 코티지 & 호텔
Tongsai Bay Cottages & Hotel 

싸무이 북동쪽 조용한 해변에 자리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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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숙소다. 전 객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

으며 보통 호텔의 스위트룸 이상의 시설

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숙소가 언덕 위에 자

리해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이 

매우 좋다. 

보풋 비치 동쪽 끝을 돌아 통싸이 비치  

84 Moo 5, Bophut  인터넷 비수기 

9,300B~ 077-245-480, www.

tongsaibay.co.th

W 리트릿 W Retreat

심플하고 모던한 분위기에서 더할 나위 없

이 세련된 고급스러움이 풍겨나는 곳이다. 

욕실은 실내는 물론, 외부에도 샤워 시설

이 있으며 수영장과도 바로 연결된다. 객

실 시설과 가구 배치 등도 시원시원한 독

특함이 돋보인다. 수면에 떠 있는 듯한 식

당의 야외 테이블, 널찍한 뷔페 식당 등 곳

곳에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잡는다.

매남 해변 4/1 Moo 1 Maenam 

인터넷 비수기 21,500B~  077-915-

999

나파사이 Napasai

야자수 사이사이에 풀빌라가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객실에서 바다로의 조망이 

가능하다. 전통 양식이 묻어나는 장식과 

소품을 비롯해 외관이 고풍스럽다. 목조

가 어우러진 객실은 편안한 분위기다. 산

책하기 좋은 정원이 조성돼 있으며 식당

과 스파 등 부대시설에서는 해변의 정취

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매남  65/10 Baan Tai, Maenam 

인터넷 비수기 9,100B~  077-

429-200, www.napasai.com

르 로열 메르디앙 반딸링 응암
Le Royal Meridien Baan Taling Ngam

싸무이 서쪽 딸링 응암 비치에 자리한 르 

로열 메르디앙 반딸링 응암은 싸무이 최

고의 휴양지로 손색이 없는 리조트다. 아

름답고 조용한 바다와 백사장, 호화스런 

빌라는 휴양지의 여유로 가득하다. 객실

은 태국 전통 스타일로 넓고 고급스럽게 

꾸몄다. 

나톤 선착장 남쪽으로 30분  295 

Moo 3, Taling Ngam Beach  인터넷 

비수기 7,650B~  077-423-019

인터콘티넨탈 반딸링 응암 
Intercontinental Samui Baan Taling Ngam Resort

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빌라 건물, 해변 

바로 앞에 자리한 독채, 계단식으로 지어

진 메인 건물까지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울창한 숲과 바다를 배경으

로 지어진 리조트로 싸무이 주변의 섬을 

조망할 수 있는 풍경도 멋진 곳이다. 객실

은 고풍스러움과 모던함이 잘 어우러진 

분위기다. 리조트 사이 공간은 정원이라

기 보다는 숲 속을 산책하는 듯하며, 바다

로 내려가면 전용 해변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다.

딸링 응암 해변 295 Moo3 Taling 

Ngam Beach 인터넷 비수기 

8,500B~  077-429-100, samui.

intercontinental.com

콘래드 호텔 & 리조트 

Conrad Hotel & Resort

80개의 모든 객실이 씨뷰 풀 빌라로 조성

돼 있다. 객실은 단아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으며 개인 수영장이 다른 고급 리조트

에 비해 넓은 편이다. 14개의 투 베드 룸 

풀 빌라는 복층 구조다. 언덕에 위치해 웅

장해 보이며, 레스토랑, 수영장 등 부대시

설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통크루 해변 49/8-9 Moo 4, 

Hillcrest Road 인터넷 비수기 

29,000B~  077-915-888

남 
부  

꼬 

싸
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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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싸무이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싸무이와 마찬가지로 섬 중

앙은 산과 정글 숲으로 덮여 있다. 섬 둘레를 따라 곳곳에 해변

이 놓여 있으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섬의 북쪽과 동쪽 해변 

몇몇은 보트 택시로 이동해야 한다. 꼬 팡안은 무엇보다 매달 음

력 보름에 열리는 풀 문 파티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풀 문 파티를 즐기기 위해 꼬 팡안을 찾으므로 이때가 되면 숙박

비가 오르거나 숙소가 아예 없다. 섬의 관문은 서쪽에 위치한 통 

살라 Thong Sala이며 이곳에 주요 관공서 등이 몰려 있다. 그밖

에 유흥 시설은 풀 문 파티가 열리는 핫 린 해변에 몰려 있다.

꼬 팡안✻
Koh Phangan

Information

여행정보수집▶▶  통 살라에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꼬 팡안을 오가는 인근 지역의 선착장이나 

숙소, 여행사 등 곳곳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안내 책자와 지도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통 살라 관광안내소  077-238-454, 077-377-261

우편, 전화, 환전▶▶  통 살라를 비롯해 핫 린 해변을 잇는 도로 곳곳에서 은행과 ATM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통 살라 메인 도로 오른쪽 블록에 우체국이 있으며 핫 린 나이에도 간이 우체국이 있다.

방콕-쑤랏타니-꼬 팡안 또는 방콕-춤폰-꼬 팡안의 순서로 이동한다. 쑤랏타니까지는 꼬 

싸무이 정보, 춤폰까지는 꼬 따오 정보와 동일하다. 

  보트 Boat▶▶
 

쑤랏타니에서 꼬 싸무이를 거쳐 가는 배편을 이용하거나 꼬 팡안까지 바로 가는 배편을 이용한

다. 카오산에서 출발하는 버스 조인트 티켓은 700B 가량으로 춤폰에서 배를 타고 꼬 따오를 거

쳐서 팡안까지 간다. 춤폰까지는 버스로 이동하며 춤폰에서 출발하는 배는 롬프라야 Romprayah, 

씨트란 Sea Tran, 쏭썸 Songserm 등의 회사에서 각 07:00, 13:00경에 출발, 1일 2회 운행한다.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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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싸무이-꼬 팡안 

풀 문 파티 해변인 핫 린 녹 Hat Rin Nok과 도보 10분 정도 거리인 핫 린 나이 Hat Rin Nai에서 꼬 

싸무이 빅 부다 Big Budda 선착장을 오가는 배편이 1일 왕복 8회 있으며 요금은 200B이다.

또한 풀 문 파티 당일에는 꼬 싸무이의 빅 부다 또는 보풋 Bo Phut 선착장에서 핫 린 녹까지 스

피드 보트가 운행된다. 꼬 싸무이 출발은 오후부터 자정까지, 꼬 팡안 출발은 새벽 1시부터 아

침 8시경까지이며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다. 요금은 700B. 

꼬 팡안은 도로 시설이 잘 돼 있지 않다. 통 살라에서 핫 린 구간과 찰럭 람 Chalok Lum 해변까지는 

포장이 돼 있으나 섬 곳곳에는 비포장도로가 많다. 포장이 된 도로라도 심한 경사로가 이어지

는 길이 대부분이다. 썽태우가 대중적으로 이용되는데, 통 살라에서 핫 린, 아오 찰럭 람, 아오 

통나이판을 오간다. 요금은 핫 린까지는 100B, 그 외의 구간은 150B 정도다. 오토바이는 하루 

200B~300B 정도에 대여가 가능하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추천할 만한 수단은 아니다.

Local Transportation

풀 문 파티 Full Moon Party

매달 음력 보름 핫 린 녹에서 열리는 풀 문 파티는 꼬 팡안으로 몰려드는 여행객들

이 스스로 만드는 축제다. 지금은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풀 문 파티는 1990년 

핫 린의 작은 방갈로인 파라다이스에서 조촐하게 시작됐다. 풀 문 때가 되면 해변

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여행객 중에는 풀 문 파티만을 위해 방콕에서 오랜 

시간을 달려 꼬 팡안을 찾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축제라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 그저 밤새도록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축제이므로 뭔가

를 기대하고 온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되는 파티는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된다. 마시고 노는 파티의 특성상 크고 작은 도난 사고 및 안전사고

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풀 문 파티 정보 www.fullmoon.phangan.info, www.fullmoonpartykohphangan.com

 ✻ BEST SIGHTS 

남 
부  

꼬 

팡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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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S

코코헛 빌리지 비치 리조트 & 스파 Cocohut Village Beach Resort & Spa

하얀 빛깔의 모래와 낮은 수심, 맑은 색의 바다를 끼고 있어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리조트

다. 풀 문 파티가 열리는 핫 린과 떨어져 있어 조용한 분위기가 좋으며 핫 린까지는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로 이동이 편하다. 

Leela Beach  130/20 Moo 6, Bantai  인터넷 비수기 2,000B~  077-

375-368, www.cocohut.com

산티야 리조트 & 스파 Santhiya Resort & Spa

통 나이 판 해변 북쪽 언덕에 자리 잡은 고급 리조트로 바다와 섬을 향한 전경이 멋진 곳

이다. 티크목으로 꾸민 리조트 내부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며 실내외 곳곳에 

고급스러움이 가득하다.

Ao Thong Nai Pan  22/7 Moo 5, Bantai  인터넷 비수기 10,000B~ 

077-428-999, www.santhiya.com

라사난다 리조트 Rasananda Resort

우아함과 낭만적인 고급스러움이 가득한 곳. 모든 객실에 크고 작은 풀이 갖춰져 있다. 객

실도 널찍하지만 자연으로 오픈 된 외부 공간을 여유롭게 두어 독특한 분위기다. 객실을 

채운 각종 설비도 모두 최신으로 갖추고 있다. 

Ao Thong Nai Pan  5/5 Moo 5, Thong Nai Pan Noi Beach  인터넷 비수

기 9,200B~  077-239-555, www.rasananda.com 

넵튠스 빌라 Neptunes Villa

핫 린 남쪽에 위치해 풀 문 파티가 열리는 해변까지 5분 정도 걸린다. 거리상으로도 편리

한데다가 일대가 그리 소란스럽지 않아 조용한 휴식도 즐길 수 있다. 모든 객실에 발코니

가 있어 일몰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Hat Rin  110/1 Moo 6, Ban Tai  인터넷 비수기 1,500B~

그린 파파야 리조트 Green Papaya Resort

목재와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하고 각종 소품으로 꾸민 객실이 아기자기하

고 우아한 분위기다. 수영장과 해변 앞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의 전망도 좋다.

Salad Beach  64/8 Moo 8, Salad Beach  인터넷 비수기 3,500B~  

077-374-230, www.greenpapayaresort.com

팔리타 로지 Palita Lodge

핫 린 북쪽에 자리 잡은 곳으로 객실은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다. 정원을 향해 개별 발코

니가 나 있으며 수영장과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Hat Rin  119 Moo 6, Hat Rin Beach  인터넷 비수기 1,800B~  077-

375-170, www.palitalodge.com

남 
부  

꼬 

팡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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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섬이란 뜻의 꼬 따오는 다이버

들의 섬이다. 섬을 돌아가며 스노클링 

포인트가 몰려 있으며 인근에 춤폰 피

나클, 샤크 아일랜드, 세일 락 등 다이

빙 포인트가 섬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

다. 특히 꼬 따오 북서쪽에 자리한 꼬 

낭유안은 지상의 낙원이라 할 만하다. 

꼬 낭유안은 세 개의 작은 섬이 하나의 

해변을 공유하는 특이한 풍경을 보여

주는 곳이다. 굳이 다이빙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꼬 따오는 개발되지 않은 

조용한 섬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

는 환상적인 경치를 제공한다. 

꼬 따오✻
Koh Tao 

Information

환전, 우체국▶▶  매 핫 Mae Hat 선착장과 싸이리 Sairee 비치 주변에 몇 곳의 환전소가 있다. 환

전소에는 ATM이 함께 설치돼 있으며, 이외에도 매 핫과 싸이리 비치에 몇 개가 더 있다. 우체

국은 매 핫 선착장 위쪽 도로에 있다. 업무 시간은 08:30~16:00. 우편 업무는 15:00까지만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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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변으로 이동하는 수단은 썽태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보트 도착 시간에 맞춰 매 핫 선착

장 주변에 썽태우가 대기하고 있으며 싸이리 해변과 찰럭 반까오 해변까지 1인 60B이다. 섬 

내부는 비포장 산길이 많아 섬 둘레의 각 해변으로 이동하는 보트 택시도 보편화돼 있으며 요

금은 거리에 따라 100B~300B 정도다. 오토바이는 1일 200B~300B 정도로 대여가 가능하지

만 섬의 도로 특성상 크게 추천할 만한 수단은 아니다.

Local Transportation

  버스 Bus▶▶
 

방콕 남부 버스 터미널에서 춤폰행 버스를 타면 된다. 11:00, 20:30, 21:30에 운행되며, 요금

은 VIP 529B, 1등석 에어컨 347B, 2등석 에어컨 270B이다. 버스 운행시간과 요금은 버스 회

사와 날짜에 따라 다르다.  

  보트 Boat▶▶
 

꼬 따오를 드나드는 선착장은 춤폰에 자리했다. 쑤랏타니와 마찬가지로 각 배의 회사에 따라 

선착장이 다르며 어떤 티켓을 예약하든 선착장까지 픽업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카오산에서 

출발하는 버스 조인트 티켓은 550B~600B 가량이다. 춤폰까지는 버스로 이동하며 춤폰에서 

출발하는 선박 회사는 롬프라야 Romprayah, 씨트란 Sea Tran, 쏭썸 Songserm 등으로 1일 2회,  

07:00, 13:00경에 출발한다. 

How to Go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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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따오의 해변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싸이리 해변 Sairee Beach이다. 숙소와 레스토랑 

등이 밀집해 있으며 다이빙을 위한 기초적인 연습 장소는 물론이고 그저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꼬 따오는 꼭 전문적인 다이빙 과정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노클링

이나 체험 다이빙을 경험하기 좋은 섬이다. 섬 주변으로 산재해 있는 스노클링 및 

다이빙 포인트는 개별적으로 방문하기보다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보트 투어를 이

용하는 게 편리하다.

꼬 낭유안  Ko Nangyuan

꼬 따오의 북서쪽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는 꼬 낭유안은 세 개의 작은 섬이 하나의 해

변을 공유하고 있는 특이한 곳이다. 산호가 매우 발달해 있고 해변에서도 열대어가 보

일 만큼 깨끗한 물과 얕은 수심으로 인해 스노클링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꼬 따오의 매핫 선착장에서 매일 08:00, 12:00에 정기적으로 배가 출발하며 돌아오

는 배는 09:00, 15:00에 있다. 요금은 편도 100B. 본인이 오가는 시간을 정하고 이용

할 수 있는 보트 택시는 2인 기준으로 300B~400B 정도다. 또한 춤폰에서 꼬 따오, 

꼬 팡안, 꼬 싸무이까지 운행하는 보트가 꼬 낭유안에 들른다.  입장료 100B

홍익인간 식당 Inter E-San, PARK Ⅱ

싸이리 플라자  10:00~23:00  한식 140B~220B 081-382-0926

한인 다이빙 바다소리들▶ 087-279-0126, ocean-sounds.net

  반스 다이빙▶ 087-266-6484

  부다 뷰▶ 086-062-6337

  코럴 그랜드 다이버▶ 086-277-6021, www.tkdive.com

 ✻ 한인업소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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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따오 몬트라 리조트 & 스파  Koa Tao Montra Resort & Spa

매 핫 선착장 북쪽에 위치한 리조트로 매우 널찍한 객실과 3개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널따란 침대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모든 객실에는 바다와 수영장을 

조망할 수 있는 발코니가 설치돼 있다.

Mae Hat  1/51 Moo 2, Sairee Beach  인터넷 비수기 3,400B~  077-

457-057, www. kohtaomontra.com

센시 파라다이스 비치 리조트 Sensi Paradise Beach Resort

모든 객실이 독립적인 방갈로 타입으로 꾸며져 있다. 객실 내부는 목조로 꾸며져 있으며 

발코니가 설치돼 있어 남국의 휴양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매 핫 선착장에서 남쪽으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로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Mae Hat  27 Moo 2  인터넷 비수기 2,500B~  077-456-244, www.

sensiparadise.com 

파라다이스 존 Paradise Zone

입구부터 매우 가파른 진입로를 올라가야 하는 곳으로 높은 위치만큼이나 전망이 매우 훌

륭하다. 꼬 따오의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은은한 빛

깔의 목재로 꾸며진 객실이 고급스러우며 바다를 향한 바와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다.

Ao Chalok Baan Kao  인터넷 비수기 4,500B~  077-456-133, www.

kotaoresort.com/ paradise

자마끼리 스파 & 리조트 Jamahkiri Spa & Resort

꼬 따오 남쪽의 샤크 베이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 샤크 베이는 근처의 바다에서 상어를 볼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다양한 자연환경만큼이나 다양한 형

태의 숙소가 꾸며져 있다. 가파르고 포장이 안 된 도로만 연결되는 탓에 매 핫 선착장과 리

조트를 오가는 셔틀 보트를 운영한다.

Shark Bay  2/12 Moo 3  인터넷 비수기 5,900B~  077-456-400, 

www.jamahkiri.com

꼬 따오 코럴 그랜드 리조트 Koh Tao Coral Grand Resort

모든 객실이 독립된 방갈로 형태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싸

이리 해변의 북쪽에 조용한 분위기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래사장과 인접한 수영장과 

레스토랑에서의 전망도 좋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코럴 그랜드 다이버가 있는 곳이다.

Sairee Beach  15/4 Moo 1, Sairee Beach  인터넷 비수기 2,900B~ 

077-456-431~4, www.kohtaocoral.com

낭유안 아일랜드 다이브 리조트 Nangyuan Island Dive Resort

꼬 낭유안에 있는 유일한 리조트로 섬 세 개 곳곳에 팬 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방갈로

가 있다. 레스토랑과 바, 다이빙 숍을 같이 운영한다. 

Koh Nangyuan  46 Moo 1, Koh Nangyuan  인터넷 비수기 1,600B~   

077-456-088, www.nangyua

>>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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