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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의 전통적인 해변 휴양지를
방문해 보세요. 빼어난 자연 경치, 
역사적인 궁전들과 사원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보는 건 어떨까요? 
바다와 산들 사이에 평화로운 휴식을

제공하는 조용한 은둔지가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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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차
부리

Ratchaburi

라차부리 시내와 주변지
역에는 여러 개의 뛰어

난 사원이 있다. 
하지만 여행객들이 놓치지
말고 꼭 가봐야 할 곳은 담넌
싸두억 (Damnoen Saduak)
에 있는 수상시장이다. 미로
처럼 복잡한 수로를 따라 과
일이나 음식을 파는 상인들
을 만나볼 수 있다

앙코르에 있는 탑들을 연상
시키는 우아한‘쁘랑 (Prang)

나컨 빠톰 (Nakhon Pathom)처
럼, 라차부리 또한 드와라와티
(Dvaravati) 시대로거슬러올라
간다. 라차부리는 "왕의 도시"를
뜻하며 방꼭 (Bangkok)에서 서
쪽으로 80km 떨어져 있다. 그
지역은 5,000 평방 킬로미터로
미얀마 (Myanmar)와국경과맞
닿아있다.

시내에서
가볼만한곳

시외에서
가볼만한곳

왓 프라씨라따나
- 옥수수를 엎어 놓은 듯한
모양의 탑’으로 유명한 이
사원은 매끌롱 (Mae Klong)
강 서쪽 둑에 있는 마을의 북
서쪽에 위치해 있다. 

라차부리박물관

탐카오빈

강 근처에 있는 워라뎃 로드
(Woradet Road)에 위치한
라차부리 박물관은 그 지역
의 역사를 상세하게 나타내
는 예술과 고대 공예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22년에 지어졌으며 1988
년부터 박물관으로 사용되

고 있다. 개관 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이며 수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관람 가능
하다.

탐 카오 빈은 이 지역에서 가
장 드라마틱한 동굴로 촘 부
엥 (Chom Bueng)으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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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하게 생긴 왓 카논은 포
타람 (Amphoe Photharam)
지역에서 10km 떨어져 있
다. 이 사원에는‘낭 야이

왓카논

길에 있는 마을에서 20km
떨어져 있다. 이 동굴은 2km
거리의 곁길 옆에 있으며 깊
이가 300m도 넘는다. 바닥과
천장은 종유석과 석순으로
그 웅장함이 장관을 이룬다.

(Nang Yai)’라고 하는 그림
자 연극의 소품이 있다. 이
그림자 연극은 조각가의 기
술과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
람의 우아한 기교가 어우러
진 태국의 전통적인 놀이이
다.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 연극을 감상
할 수 있다.

담넌싸두억
수상시장

방꼭에서 80km 떨어진 담넌
싸두억 수상시장은 외국인
이나 내국인 모두에게 가장
유명한 시장이다. 
끌롱 똔 켐 (Klong Ton

Khem)에 있는 가장 큰 시장
은 배로 갖가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인들과 사진 찍기
에 바쁜 관광객들로 언제나
북적인다. 
만일 좀더 조용한 곳을 원한
다면 수로 주변을 따라 보트
를 타고 태국 시골 생활을 구
경하며 느긋한 휴식을 취하
는 것도 좋다. 
수상시장은 오전 7시부터 9
시까지가 가장 방문하기에
좋다. 
특히 쌈빤 (Sampan) 지역
사람들이 갖가지 화려한 농
산물을 높게 쌓아놓는데 매
우 아름답다.

교통
●자가용
방꼭에서 서쪽으로 4번 고속
도 로 를 타 고 나 컨 빠 톰
(Nakhon Pathom)을 지나
서 있다.

●버스
방꼭 남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자주 있다. 
전화: 0 2435 1199 (냉방버
스) / 0 2434 5557 (일반버스)

●기차
매일 방꼭 너이 (Noi) 역과
후 아 람 퐁 (Hua Lam-
phong) 역에서 출발하는 기
차가 라차부리를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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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차부리
&차암

페차부리 지방은 그 지방
의 중심지에 매우 훌

륭한 역사공원과 사원들이
있다. 
평온한 해변들과 멋진 동굴
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
양하고 신선한 해산물들 등
페차부리에는 볼 것들, 즐길
것들이 많이 있다. 
페차부리는 6,225 평방
km 넓이이며 빽빽
한 림과 미얀마
와 국경을 맞댄
지역의 산악지대
들, 그리고 80km에
이르는 동쪽으로 펼쳐진 태

페차부리는 도로나 기차를 이용
해서남쪽으로계속여행하기전
에 잠시 들르는 명소이며 또한
꼭 한번 둘러볼 가치가 있는 곳
이기도하다.

국만의 해변 등이 유명
하다. 

크메르 왕조의 전
초기지 으며 아
유타야 (Ayutt-

haya) 시대의 중요
한 왕실 요새 던 페차부리

는 잘 보존된 사원들과 아름
다운 왕궁이 남아있는 역사
적인 마을이다.

시내에서
가볼만한곳
프라나컨키리

역사공원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언덕
위에 아름답게 세워진 라마
왕 4세 (King Rama Ⅳ)의 여
름 별장은 1860년에 세워졌
다. 원래 프라 나컨 (Phra
Nakhon)이라고 명명되었지
만 지역 사람들은 보통 카오
왕 (Khao Wang)이라고 부
른다. 

카오 왕은 왕실 홀(Hall)과
사원들, 그리고 다른 건물들
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태국, 서양의 신고전주의와
중국의 건축양식이 조화롭
게 섞 다. 서쪽 언덕 꼭대기
에 위치한 프라 나컨 키리 박
물관은 라마왕 4세와 5세가
소유한 왕실의
소유물들을
전시하고 있
는데, 대부
분 장 식 이
있는 조각품
들과 중국, 일본, 유럽에서
온 도자기들이다. 언덕을 오
르려면 걷거나 혹은 톱니 궤
도식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Phet-chaburi
& Ch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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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반다이잇
카오 왕 (Khao Wang) 남쪽
으로 불과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121m의 언덕
은 아유타야 (Ayutthaya) 시
대의 고대 사원이 있던 곳으
로 언덕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다. 

탐카오루앙 왓마하탓워라위한

왓깜팽라엥

프라람랏차니엣

왓야이수완나람

(King Rama Ⅴ)가 갖다 놓
은 부처상을 비롯한 많은 부
처상들이 있다. 언덕 기슭에
는 왓 탐 끌랩 (Wat Tham
Klaep) 혹은 왓 분 타위
(Wat Bun Thawi)라고 불리
는 큰 수도원이 있는데, 매우
큰 방과 아름답게 조각된 문
이 있는 예배당이 있다.

왓 마하 탓 워라위한은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페차부
리 (Petchaburi) 강 옆에 있
는 오래된 사원으로 대승불
교 스타일로 지어진 5층 석
탑이 있다. 위한 (Viharn: 부
처를 모셔 놓은 조그마한
집)과 우보솟(Ubosot: 아침,
저녁으로 수도승들이 기도
하는 부처를 모셔놓은 조그
마한 집) 위에 그려진 치장
벽토 문양은 그 지방 공예가
의 뛰어난 기술을 그대로 보
여주고 있다. 

시내에 위치한 이 사원은 시
청 동쪽으로 1km 떨어져 있

으며 300년 된 오래된 벽화가
있는 창 없는 납골당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때 아유
타야 (Ayutthaya)의 왕궁에
있던 다목적 방은 완전히 티
크목재로 지어졌으며 문을
비롯해 모든 부분이 아름다
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방은 또한 방꼭 스타일의
복잡한 나무 조각과 금으로
덮여있는 있는 교단이 있다. 

시내에 세워진 이 사원은 원
래 크메르(Khmer) 시대에
의식이 행해졌던 곳이었지

만 후에 부처님을 모시는 사
원으로 변했으며 납골당도
세워졌다. 하지만 이 사원의
본래 모습은 아직도 사암 벽
과 4개의 크메르 양식의 탑
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
진 이 궁전은 원래 왕 반 뿌
엔 (Wang Ban
Puen)이라고
불렸으며 시
내에서 남쪽
으로 위치해
있다. 라마 왕 5
세가 1916년에 우기 동안에
머물 별장으로 짓도록 했으
며 재위기간 동안 방문자들
을 접대하고 편히 쉴 수 있도
록 사용되었다. 

탐 카오 루앙 (카오 루앙 동
굴)은 카오 왕 (Khao Wang:
Wang 산)의 북쪽 언덕 5km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아름
다운 동굴에는 라마왕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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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적인 해변은 시내에
서 남동쪽으로 15km 떨어져
있으며 위대한 왕인 나래수
안 (King Naresuan)과 에까
톳싸롯 (King Eka Thotsarot)
이 여러 번 찾아와 그 아름다
운 경치에 탄복했다는 전설
이 있다. 그 후 마을 사람들
이 이곳을 왕실의 휴양 해변
(Royal Leisure Beach)이란
뜻인 핫 차오 쌈란 (Hat
Chao Samran)이라고 이름
지었다. 수 세기가 지나
1918년에 라마 왕 6세가 이
곳에 해변 궁전을 짓게 했으
며 그 이름을 핫 차오 쌈란

핫차오쌈란

시외에서
가볼만한곳

궁 (Hat Chao Samran
Palace)이라고 명명하 다. 

핫뿌엑띠안
핫 차오 쌈란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져있으며 넓고 긴
해변으로 유명하다.

핫라엠루앙
핫 라엠 루앙은 핫 차오 쌈란
에서 북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하얀 백사장
이 2km나 뻗어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탐카오요이

왓꾸띠

카오 요이 (Khao Yoi: Yoi
산) 기차역 뒤에 있는 이 동
굴 은 페 차 부 리 (Phet-
chaburi) 시내에 도착하기

22km 전에 있다. 이 동굴에
는 많은 부처상 들이 있고 몽
꿋 왕 (King Mongkut)이 승
려시절에 명상을 수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카오 요이 (Khao Yoi) 북쪽
방켐 (Bang Khem)에 있는
이 사원은 완전히 티크 목재
로 조각된 우보솟 (Ubosot)
이 유명하다. 그 바깥 벽은
부처의 일생을 묘사하고 있
는 장면들로 조각되어 있고,
문은 얽히고 설킨 작은 가지
무늬의 세공이 돋보이며 장
인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 

라오쏭혹은타이
쏭담부족마을

카오 여이 (Ampho Khao
Yoi) 마을, 특히 반 농 쁘롱
(Ban Nong Prong)과 반 탑
캉(BanThap Khang)에는
많은 부족 마을이 있다. 이
부족의 선조들은 라오스에
서 이주했으며 아직도 그들
의 몇몇 오랜 관습을 고수하
고 있다. 매년 4월, 민속놀이
와 유희가 어우러진 그 부족
들만의 축제가 펼쳐진다. 

왓카오따크라오
반 라 엠 (Amphoe Ban
Laem) 마을에 위치한 이 사
원에는 싸뭇 쏭크람 (Samut
Songkhram)에 있는 매끌롱
(Mae Klong) 강 입구에서
발견된‘루앙 포 카오 따크
라오 (Luang Pho Khao
Takhrao)’라는 추앙 받는
좌불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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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엔깽끄라찬
깽 끄 라 찬 로 드 (Kaeng
Krachan Road) 남쪽으로
53km에 위치한 이 댐은 높
이 58미터, 폭 760미터로 저
수지와 그 섬들의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다.

핫차암

마르카타이야완궁

핫 차암 (Hat Cha-Am)은 소
나무가 해변을 따라 줄 서있
는 곧게 뻗은 해변으로, 페차
부리(Phetchaburi)
시내에서 남쪽으로
40km, 태국 상류층
이 주로 찾는 유명
한 해양 휴양지인
후아힌 (Hua Hin)에서 북쪽
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
치해 있다. 차암은 원래 어촌
이었으나 라마 왕 6세가 이
곳에 마루에카타이야완 궁
(Maruekhatha iyawan
Palace)을 지은 후 왕실과 상
류층이 여름 휴가지로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
이곳은 맛있는 해산물 요리

깽끄라찬국립공원
깽 끄라찬 국립공원은 태국
에서 가장 넓은 공원으로
2,915 평방미터에 달하며 대
부분의 지역이 아직도 답사
되지 않았다. 이 공원은
1981년에 개장되었으며 사
무소는 크엔 깽 끄라찬 넘어
3km 지점에 있다. 표범, 호
랑이, 코끼리 등등 많은 동식

물들이 서식하는 이 공원에
는 빽빽한 녹색산림과 많은
강들의 수원(水源)이 있는
따나오씨 (Tanaosi) 산맥이
있다. 
남똑 토 팁 (Namtok Tho
Thip)이란 18층 폭포는 이 공
원에서 가히 압권이다. 싸이
왕원(Sai Wang Won)에있는
공원 사무소로부터 약 54km
떨어진곳에새벽안개로덮인
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있는데새와나비를구경
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출발해서 페
차부리 (Phetchaburi) 강을 따
라 가는 뗏목여행은 놓칠 수
없는기회이다.

차암
와 안락한 호텔 혹은 저렴한
숙박을 원하는 태국 사람들
사이에 매우 유명한 곳이 되
었다.

‘사랑과 희망의 궁전’이라
는 뜻의 이 여름 별장은 차암
과 후아힌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1923년 라마 6세 때 지
어진 이 궁전은 2층으로 된
목조 정자와 일련의 살롱들
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붕으
로 덮인 긴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바다에 바로
닿을 수 있게 되
있다. 매일 관람
이 가능하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

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
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일
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
터 오후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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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ADVENTURE

태국쏭담축제

INTERESTING
ACTIVITIES 

가는방법

SPECIAL 
EVENTS

카오 여이 (Khao Yoi)에 있
는 BRC Adventure Park에서
는 전문적인 가이드와 함께
슬라이딩과 암벽등반과 같은
흥미진진한 스포츠 어드벤처
를 즐길 수 있다. 좀 더 자세
한 정보는 방꼭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Tel: 0 2434 6100, 

0 2435 5797
Fax: 0 2435 5797

RAFTING ALONG
MAENAM PHETCHABURI
좀 더 흥미진진한 어드벤처
를 원한다면 거센 급류를 따
라 신록의 숲과 까렌 고산족
마을(Karen hilltribe village)

을 통과하는 5시간의 뗏목 여
행은 어떨까? 이 여행은 페차
부리 (Phetchaburi) 시내에
서 뗏목 어드벤처 출발점까
지 4WD 트럭으로 3시간을
가야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
는 방꼭에 있는 후지 투어
(Fuji Tour) 혹은 라비앙 림
남 투어 (Rabiang Rim Nam
Tour)로 문의하면 된다. 

Fuji Tour: 0 2918 6067
Rabiang Rim Nam Tour: 
0 3241 0695

2월
카오 왕(Khao Wang)
으로도 알려진 프라

나컨 키리(Phra Nak-
hon Khiri)는 라마 4세 (King
Rama IV)의 여름 별장이 있
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
한 곳 이 다 . 페 차 부 리
(Petchaburi)의 문화 유적을
찬양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
은 카오 왕 (Khao Wang)에

서 프라 나컨 키리 축제
(Phra Nakhon Khiri Fair)를
연다. 5일간 펼쳐지는 이 축
제의 하이라이트는 다라와디
(Daravadi)와 씨 위 자 야
(Sivijaya) 왕조 시기에 페차
부리 (Phetchaburi)를 통치하
던 군주들의 의복행렬이다.
이 축제는 지역 역사와 고고
학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 박
람회, 그 지역의 유명한 요리
소개, 그 밖에도 다양한 볼거
리와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카오 여이 (Khao Yoi) 지역
의 쏭담 마을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갖가지의 게임
과 즐길 거리, 그 지역 사람
들만의 독특한 요리를 경험
할 수 있다. 축제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들의 전통의상
을 입는다. 

●자동차
총 123km로, 방꼭에서 싸뭇
싸컨 (Samut Sakhon)과 싸
뭇 쏭크람(Samut Songkhram)
을 경유하는 35번 고속도로
를 타 고 가 다 페 차 부 리
(Phetchaburi) 로 향하는 4번
고속도로를타고달리면된다. 
●버스
방꼭의 남부 터미널에서 페
차부리 (Phetchaburi) 행 버
스를 타면 된다. 냉방 설비가
된 버스와 안 된 버스 둘 다
이용 가능하다. 

연락처: 0 2435 1199 ~ 1200
페차부리투어(Phetchaburi
Tour): 0 2435 7408

●기차
방 꼭 의 후 아 람 퐁 (Hua
Lamphong) 또는 너이 (Noi)
역 두 곳에서 출발한다.

문의 사항 시 연락처: 1690

프라나컨키리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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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쭈업
키리칸&

후아힌
Prachuap

Khiri Khan 
& Hua Hin

쁘라쭈업 키리칸 (Prachuap
Khiri khan) 지방의중심지는방
꼭에서 남쪽으로 281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옛 도시는 1760년
대 아유타야 (Ayutthaya)의 몰
락과 함께 사라졌으나 1845년
새로운도시가세워졌다. 

오늘날 이 지방은 자연적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

한 바다와 산들, 넓게 펼쳐진
파인애플 농장들, 그리고 많
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낚시
장소로 유명하다. 이 지방의
주요 관광지인 후아힌 (Hua
Hin)은 태국인들 뿐만 아니
라 외국 관광객들
에게도 유명한
해변 휴양지 중
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쁘라
쭈업 키리칸 (Prachuap
Khiri Khan)은 아름다운 해

변 경관을 자랑한다. 태국만
(Gulf of Thailand)

의 서쪽에 위치
한 후 아 힌
(Hua Hin)은

방꼭에서 200km
(방꼭에서 남서쪽으로 차

로 3시간) 거리이며, 태국에

서 가장 전통적인 해변 휴양
지로 유명하다. 1920년대 라
마 7세 (King Rama VII)가
이곳에 여름 별장을 지은 이
래로 많은 수의 태국 상류층
이 방꼭의 뜨거운 태양을 피
해 여름 휴가를 즐기러 이곳
에 왔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도 년 중 일정 시간을 이곳에
서 보낸다. 
후아힌 (Hua Hin)은 해산물
식당이 많이 있는 전통적인
어촌으로, 항구 옆에 있는 바
위투성이의 곶에서부터
3km쯤 완만하게 굽은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사원들이
있는 남쪽 지점까지 펼쳐진

빼어난 백사장으로 유명하
다. 후아힌 (Hua Hin)은 모
든 시설이 구비된 완벽한 해
변 휴양지이다. 
만 (Gulf)의 반대쪽에 위치
한 오랜 역사의 휴양지인 파
타야 (Pattaya)와는 반대로
후아힌 (Hua Hin)은 조용하
고 느 긋 한
전 형 적 인
태국 분위
기를 자아
낸다. 
후아힌 (Hua Hin)은 가족단
위나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
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
적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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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힌기차역

시내에서
가볼만한곳

라마 왕 6세 때 지어진 화려
한 양식의 건물로,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꼽힌다. 

후아힌공예예술센터
후아힌 공예 예술 센터는 냅
케핫 (Napkhehat) 로드에
있는 전형적인 오래된 건물
내에 있다. 이 곳에선 현대
태국 예술, 고풍스런 가구와
후아힌의 옛 사진들을 전시
한다. 

끌라이깡원궁
라마 왕 7세는 1926년 여름
궁전을 후아힌의 북쪽에 짓
게 했는데, 바다를 향해있는
세 개의 스페인식 빌라로 이
루어져 있다. 
개장시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연락처: 0 3251 1115 

꼬씽또
후아힌 (Hua-Hin) 혹은 카
오 따끼압 (Khao Takiap) 에
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섬은 보트를 빌려서
하루 코스로 여행할 수 있다. 

핫카오따오
이 해변은 후아힌 (Hua-
Hin)에서 남쪽으로 10km쯤
에 위치해 있으며 진입로를
따라 1km 들어가야 한다. 이
곳은 소나무가 늘어서 있으
며 후아힌보다 더 외진 곳에
있고 방갈로에서 숙박할 수
있다. 

남똑빠라우
이 폭포는 일년 내내 신록이
우거지는 숲 속에 있으며, 특

쑤안쏜쁘라디팟
이 해변 지역은 군 복지회관
에 소속되어 있으나 일반인
들에게 개방된다. 후아힌

카오따끼압
Khao Takiap(젓가락 산) 언
덕은 후아힌 해변의 서쪽 끝

에 솟아있다. 사원이 자리한
꼭대기까지 길이 놓여있으며
카오 따끼압 해변 근처에는
대부분 방갈로 숙소가 많다.

(Hua-Hin) 남쪽 8km 지점
에 있으며 숙박시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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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엿 (300개의 산 봉우
리)은 선원들에겐 경계표시
로, 폭풍을 만난 배들에겐 피
난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원 내에 있는 관광지로는
카오 댕 (Khao Daeng)이라
는 곳이 있는데 공원 사무소
에서 400m 떨어져 있고 빼
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수로
를 따라 자리한 마을인 반 카
오 댕 (Ban Khao Daeng)은
야생 조류를 관찰하기 위한
보트 여행의 출발점이다. 
또한 핫 쌈 프라야 (Hat Sam
Phraya)는 소나무가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공원 사무소에서
북쪽으로 3.5km 지점에 위

치해 있으며 숙박이 가능
하다. 종유석과 석순으
로 가득한 탐 깨오

(Tham: 동굴, Kaeo:
유리 - 종유석과
석순이 유리처럼
빛난다고 해서 이

름 지어짐)는 공원 사무소
북쪽으로 15km 지점에 있
다. 마을 근처에서 동굴 탐험

히 아침에 다양한 종의 새와
나비들을 볼 수 있다. 총 11
개의 큰 폭포가 있으며 일부
는 트렉킹 코스를 따라 도달
할 수 있다. 

카오쌈로이엿
국립공원

이 공원은 후아힌 남쪽으로
63km 지점에 있다. 총 98평
방 킬로미터로, 굽이치는 석
회암 산맥, 열대의 관목
으로 덮인 늪 그리고 해
변들이 공존해있다. 이
곳엔 다양한 종류의
지역 새들이 서식
하고 있고 또한 많
은 새들이 이주해 오기도 하
는데 특히 11월부터 2월 사
이에 많이 볼 수 있다. 수 많
은 산등성이와 함께, 카오 쌈

에 쓰이는 기름램프를 대여
할 수 있다. 탐 싸이 (Tham
Sai)는 공원 사무소 북쪽으
로 9km 떨어져 있는데 그 동
굴을 탐사하는 데는 약 30분
이 소요된다. 
쿵 따놋 (Khung Tanot) 마
을 근처에서 기름 램프를 대
여할 수 있다. 핫 램 쌀라
(Hat Laem Sala)는 공원 사
무소에서 16km 북쪽에 있는
해변이다. 
배로 가거나 방 뿌 (Bang
Pu) 마을에서 걸어서 언덕을
지나 도착할 수 있다. 해변에
있는 산을 올라가다 보면 관
광객들은 탐 프라야 나컨
(Tham Phraya Nakhon)이
라는 유명한 동굴에 도착할
것이다. 

탐프라야나컨
이 동굴은 빛이 들어오는 꼭
대기에 큰 구멍이 있어 다양
한 식물들의 서식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것
은 빛이 프라 티낭 쿠하 카루
핫 (Phra Thinang Khuha
Kharuehat) -쁘라쭈업 키리
칸 (Prachuap Khiri Khan)
의 유명한 상징이 된 태국 스
타일의 정자 - 를 비추는 것
이다. 4개의 현관이 있는 나
무로 된 이 정자는 라마 왕 5
세 재위 기간인 1890년에 방
꼭 (Bangkok)에서 지어졌
고, 이후 분해되어 이 동굴로
옮겨져 재건축 되었다. 그 정
자의 지붕은 왕이 직접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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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총끄라촉

쁘라쭈업
키리 칸

쁘라쭈업 키리 칸 (Prachap
Khiri Khan)은 그 지방의 중
심지로, 아름답게 휘어진 만
의 옆과 가파른 산들 사이에
위치한 뛰어난 지역 조건을
갖춘 어촌이다. 

시내에서
가볼만한곳

바닷가 옆에 있는 마을의 북
쪽으로 날카롭게 솟은 이 산
위의 정상에는 경외 받는 수
도원이 있다. 395개의 계단
을 올라 도착하면 작은 탑과
짓궂은 원숭이 무리들을 볼
수 있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

서면 해안선과 해변 경치, 그
리고 근접한 내륙지방까지
아우르는 웅장한 한 편의 파
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아오마나오
이 아름답게 휘어진 만은 마
을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으
며 태국 왕실 공군 (Royal
Thai Air Force)이 보호한다.
이 곳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태국인과 일본인이 전투를
벌인 곳이다. 숙박은 공군 측
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전화: 0 3261 1017, 

0 3261 1031 ext.2146

와꼬
이 지역은 라마 왕 4세 집권
기 이래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 왕은 월식을 보기 위
해 와 꼬를 방문했다. 소나무
가 늘어선 긴 하얀 백사장은
찾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기
분 좋게 한다. 마을 남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는 4번
고속도로의 KM335에 위치
해 있다.

단씽컨
카오 힌 턴(Khao Hin Theon)
암석 공원에서 4km 떨어진,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걸친
클롱 완 (Khlong Wan)에 위
치한 이 산은 버마군의 전략
적 침입 경로로써 역사적으
로 중요한 곳이다. 

남똑훼이양국립공원
이 공원은 따나오씨 산맥
(Tanaosi Mountain Range)
에 있는 숲으로 덮인 지대를
포함한다. 
4번 고속도로의 KM 351 분
기점 표시를 따라 7km를 운
전하면 이 공원 사무소에 도
착한다. 공원 사무소 근처에

있 는 훼 이 양 (Huai
Yang) 폭포가 가장 압권

인데 휴양지 주
변에 있는 다섯

개의 작은 폭포
로 이루어져 있다. 

카오힌턴암석공원
카오 힌 턴 암석 공원은 마을
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4
번 고속도로 분기점 KM
331-332를 따 라
8km를 더 들어가
면 나온다. 흩어
져 있는 옥석들 사
이로, 시내와
바다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 정상 위

시외에서
가볼만한곳

의 넒은 바위투성이에 이르
는 좁은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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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방법쁘라쭈업 키리 칸 (Prachap
Khiri Khan)에서 남쪽으로
22km, 그 곳에서 또다시 진
입로를 따라 3km를 들어가
면 국립공원이 나온다. 핫 와
나껀 국립공원은 소나무가
늘어선 7m 길이의 해변이 유
명하다. 숙박에 관한 문의는
방꼭 까쎄싸트(Kasetsart) 대
학교 산림학과로 하면 된다.
연락처: 0 2579 0520

아오매람
아오 매 람은 KM 399 분기
점에서 방 싸판 마켓 (Bang
Saphan market) 을 경유해
가 는 쁘 라 쭈 업 키 리 칸
(Prachuap Khiri Khan) 남
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
치한 아름다운 만이다. 숙박
시설과 해산물 레스토랑 이
용이 가능하다. 

아오보통랑
해변을 따라 있는 아오 매 람
(Ao Mae Ramphueng)의
뒷 편으로 4km 떨어져 있는
이 만은 맑고, 깨끗한 하얀
백사장이 있어 수 하기에
좋다.

꼬탈루, 꼬쌍& 꼬씽
이 세 섬들은 낚시하기에 더
없이 좋다. 방 싸판 (Bang
Saphan)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반 빡 클롱 (Ban Pak
Khlong)이라는 곳에서 보트
로 20분 안에 갈 수 있다. 

쁘 라 쭈 업 키 리 칸
(Prachuap Khiri Khan)은

풍부한 건어류와 파인애플,
코코넛, 바나나, 알로에 같은
과일 생산물로 유명하다. 또
한 유명한 생산물로는 파 핌
콤마팟 (Pha Phim Khom-
maphat) - 목화에 날염한 옷
감 - 이 있다. 컵 받침이나 식
탁보, 베갯닢 등 다양한 종류
의 목화제품을 살 수 있는데,
특히 후아힌 (Hua-Hin) 시
장에서 구하기 쉽다. 

●자동차
방 꼭 에 서 싸 뭇 쏭 크 람
(Samut Songkhram)을 거쳐
35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가 페차부리와 후아힌을 경
유하는 4번 고속도로를 타고
쁘라쭈업 키리 칸으로 간다.
총 거리는 281km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나컨 빠톰,
라차부리, 페차부리를 경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총 거리

는 320km이다. 

●버스
방꼭 남부 터미널에서 후아
힌과 쁘라쭈업 키리 칸으로
가는 버스가 자주 다닌다. 
전화: 0 2435 1199 (냉방버
스) 혹은 0 2434 5557-8 (일
반버스)

●기차
방 꼭 의 후 아 람 퐁 (Hua
Lamphong) 기차역에서 출
발하는 후아힌으로
가는 기차편이 매일
12회, 쁘라쭈업 키
리 칸으로 9회가
운행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
은 전화 0 2223
7010, 0 2223 7020로 문의할
수 있다. 

●비행기
Bangkok Airways는 방꼭-
후아힌-꼬 사무이를 매일 운
행한다. 예약을 위해서는, 방
꼭 전화 0 2305 0075, 후아
힌 전화 0 3252 2305-6 혹은
www.bangkokair.com으로
방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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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FICE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1600 New Phetchaburi Road, 
Makkasan, Ratchathewi, 
Bangkok 10310, THAILAND
Tel: 66 2250 5500 (120 Lines)
Fax: 66 2250 5511 (2 Lines)
http://www.tourismthailand.org 
E-mail Address: center@tat.or.th

TAT OFFICE
4 Ratchadamnoen Nok Avenue 
Bangkok, 10100 Thailand
Tel: 66 2282 9774-6

ASIA & PACIFIC
KUALA LUMPUR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Suite 22.01, Level 22nd Floor, Menara 
Citibank, 165,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 3) 216-23480
Fax: (60 3) 216-23486
E-mail Address: sawatdi@po.jaring.my
Areas of Responsibility: Malaysia 
and Brunei Darussalam

SINGAPORE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C/o Royal Thai Embassy, 
370 Orchard Rd., SINGAPORE 238870
Tel: (656) 235 7901
Fax: (656) 733 5653
E-mail Address: tatsin@singnet.com.sg
Areas of Responsibility: Singapore, 
Indonesia, The Philippines

BEIJING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Rm 902, Office Tower E1., Oriental Plaza, 
No.1 East Chang An Avenue, Dong 
Cheng District, Beijing, 100738. CHINA
Tel: (86 10) 8518 3526-29 
Fax: (86 10) 8518 3530
E-mail Address: tatbjs@tat.or.th
Area of Responsibility: Hong Kong, 
Macau,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1601 Fairmont 
House, 8 Cotton Tree Drive, Central, Hong Kong
Tel:(85 2) 2868 0732, 2868 0854
Fax:(85 2) 2868 4585
E-mail: tathkg@pacific.net.hk
Areas of Responsibility: Hong Kong, 
Macau,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TAIPEI
Thailand Tourism Division 13th Floor, 
Boss Tower, No 111 Sung Chiang Rd., 
(Near Nanking East Road Junction) TAIPEI 104
Tel: (886 2) 2502 1600
Fax: (886 2) 2502 1603
E-mail Address: tattpe@ms3.hinet.net
Areas of Responsibility: Taiwan

SEOUL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Coryo Daeyungak Center Building RM. 
No.1205, 12th Fl., 25-5, 1-Ka, 
Chungmu-Ro, Chung-Ku, 

Seoul 100-706, KOREA
Tel: (82 2) 779 5417, 779 5418, 771 9650
Fax: (82 2) 779 5419
E-mail Address: tatsel@tat.or.kr 
Areas of Responsibility: Republic of Korea

TOKYO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Yurakucho 
Denki Building, South Tower 
2nd Fl., Room 259, 1-7-1 Yurakucho, 
Chiyoda-ku, Tokyo 100-0006, JAPAN
Tel: (81 3) 3218 0337, 3218 0355
Fax: (81 3) 3218 0655
E-mail Address: tattky@hpo.net
Areas of Responsibility: Northern Area of 
Honshu Island: Tohoku, Kanto 
and Hokkaido Island

OSAKA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echnoble Yotsubashi Bldg., 
3rd FL. 1-6-8 Kitahorie, Nishi-ku Osaka 
550-0014, JAPAN
Tel: (81 6) 6543 6654,6543 6655
Fax: (81 6) 6543 6660
E-mail Address: tatosa@ca.mbn.or.jp
Areas of Responsibility: Southern Area 
of Honshu Island: Kinki, Chugoku and Chubu

FUKUOKA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EL Gala Bldg. 6th Fl., 1-4-2, Tenjin,
Chuo-ku Fukuoka, 810-0001 JAPAN
Tel: (81 92) 725 8808
Fax: (81 92) 735 4434
E-mail Address: tatfuk@tatfuk.com
Areas of Responsibility: Kyushu Island, 
Shikoku Island and Okinawa

SYDNEY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2nd Floor, 75 Pitt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 (61 2) 9247 7549
Fax: (61 2) 9251 2465
E-mail Address: info@thailand.net.au
Areas of Responsibility: Australia, 
New Zealand and South Pacific

EUROPE 
LONDON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3rd Floor, Brook House, 
98-99 Jermyn Street, 
London SWIY 6EE, ENGLAND 
Tel: (44 207) 925 2511 
Fax: (44 207) 925 2512
E-mail Address: info@tat-uk.demon.co.uk
Areas of Responsibility: United Kingdom, 
Ireland, South Africa, Iran, Iraq, Jordan, 
Lebanon, Syria and the Middle East: Bahrain,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U.A.E.

FRANKFURT
Thailandisches Fremdenverkehrsamt
Bethmann Str.58, D-60311 Frankfurt/M., 
GERMANY
Tel: (49 69) 1381 39 0 
Fax: (49 69)1381 39 50
E-mail Address: info@thailandtourismus.de 
Areas of Responsibility: Germany, 

Austria, Slovenia, Croatia, Switzerland, 
Liechtenstein, Romania, Yugoslavia, 
Bulgaria, Moldova, Macedonia, Albania, 
Czech Republic, Slovakia, Poland, 
Hungary, Bosnia-Herzegovina 

PARIS
Office National du 
Tourisme de Thailande
90, Avenue des Champs-Elyees, 
75008 Paris, FRANCE
Tel: (33 1) 5353 4700
Fax: (33 1) 4563 7888
E-mail Address: tatpar@wanadoo.fr
Areas of Responsibility: 
France, Belgium,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STOCKHOLM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Drottninggatan 33 GF, 
11151 Stockholm, SWEDEN
Tel: (46 8) 700 56 90 
Fax: (46 8) 700 56 99 
E-mail Address: info@tat.nu
Areas of Responsibility: Sweden, 
Norway, Denmark, Finland, Iceland, 
Russia, Belarus, Ukraine, Georgia, 
Armenia, Azerbaijan, Kazakhstan,
Uzbekistan, Turkmenistan, Tajikistan, 
Kyrgyz,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ROME
Ente Nazionale per il Turismo 
Thailandese Via Barberini, 68, 
4th Floor., 00187 Roma, ITALY
Tel: (39 06) 420 14422, 420 14426
Fax: (39 06) 487 3500
E-mail Address: tat.rome@iol.it
Areas of Responsibility: Italy, Spain, Greece,
Portugal, Israel, Egypt, Turkey and Cyprus

THE AMERICAS
LOS ANGELES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611 North Larchmont Boulevar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04 ,U.S.A.
Tel: (1 323) 461 9814
Fax: (1 323) 461 9834
E-mail Address: tatla@ix.netcom.com
Areas of Responsibility: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Idaho, 
Kansas, Montana, Nebraska, Nevada, 
New Mexico,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South Dakota, Texas, Utah, 
Washington, Wyoming, Guam Island and 
all Central and Southern America Countries.

NEW YORK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C/o World Pablications
304 Park Avenue South, 8th Floor
New York, N.Y. 10010
Tel: (1 212) 219 4655
Fax: (1 212) 219 4697
E-mail Address: tatny@aol.com
Areas of Responsibility: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Illinois, Indiana, Iow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New York, New Hampshire, 
New Jersey, North Carolina, Ohio,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Vermont, Virginia, Washington D.C., 
West Virginia, Wisconsin, Puerto Rico, 
The Bahamas and Canada

LOCAL OFFICES 
NORTH
TAT Northern Office: Region 1 
105/1 Chiang Mai-Lamphun Rd., 
Amphoe Mueang, Chiang Mai 50000 
Tel: 66 5324 8604, 66 5324 8607, 

66 5324 1466
Fax: 66 5324 8605
E-mail Address : tatchmai@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Chiang Mai, 
Lamphun, Lampang and Mae Hong Son 

TAT Northern Office : Region 2 
448/16 Singhakhlai Rd., Amphoe Mueang, 
Chiang Rai 57000
Tel: 66 5371 7433, 66 5374 4674~5
Fax: 66 5371 7434
E-mail Address: tatchrai@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Chiang Rai, 
Phayao, Phrae and Nan 

TAT Northern Office : Region 3 
209/7-8 Surasi Trade Center, 
Boromtailokanat Rd., Amphoe Mueang, 
Phitsanulok 65000
Tel: 66 5525 2743, 66 5525 9907
Fax: 66 5525 2742
E-mail Address : tatphlok@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Phitsanulok,
Phetchabun, Sukhothai and Uttaradit 

TAT Northern Office: Region 4
193 Taksin Rd., Tambon Nong Luang, 
Amphoe Mueang, Tak 63000
Tel: 66 5551 4341~3
Fax: 66 5551 4344
E-mail Address: tattak@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Tak, Phichit and Kamphaeng Phet

CENTRAL REGION
TAT Central Region Office : Region 1 
Saeng Chuto Rd., Amphoe Mueang, 
Kanchanaburi 71000
Tel: 66 3451 1200, 512-150
Fax: 66 3451 1200
E-mail Address : tatkan@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Kanchanaburi, 
Nakhon Pathom, Samut Sakhon and 
Samut Songkhram 

TAT Central Region Office : Region 2
500/51 Phetchakasem Rd., 
Amphoe Cha-Am, Phetchaburi 76120
Tel: 66 3247 1005, 66 3247 1502
Fax: 66 3247 1502
E-mail Address : tatphet@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Phetchaburi (Cha-am), Ratchaburi 
and Phrachuap Khiri Khan

TAT Central Region Office: Region 3
609 Mu 10 Phra Tam Nak Rd., 
Tambon Nong Prue, Amphoe Bang 
Lamung, Chon Buri 20260
Tel: 66 3842 7667, 66 3842 8750
Fax: 66 3842 9113
E-mail Address : tatchon@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Chon Buri (Pattaya)



TAT Central Region Office: Region 4
153/4 Sukhumvit Rd., 
Amphoe Mueang, Rayong 21000
Tel: 66 3865 5420~1, 66 3865 4585
Fax: 66 3865 5422
E-mail Address : tatryong@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Rayong and Chanthaburi

TAT Central Region office: Region 5
100 Mu 1 Trat-Laem Ngop Rd., 
Tambon Laem Ngop, Amphoe Laem 
Ngop, Trat 23120
Tel: 66 3959 7255, 66 3959 7259-60
Fax: 66 3959 7255
E-mail Address: tattrat@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Trat and its Islands 

TAT Central Region office : Region 6
108/22 Mu 4, Amphoe Phra Nakhon 
Si Ayutthaya, Phra Nakhon 
Si Ayutthaya 13000
Tel: 66 3524 6076~7
Fax: 66 3524 6078
E-mail Address : tatyutya@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Phra Nakhon Si Ayutthaya, Saraburi, 
Ang Thong, Suphan Buri, 
Pathum Thani and Nonthaburi

TAT Central Region office : Region 7 
Rop Wat Phrathat Rd., Amphoe Mueang, 
Lop Buri 15000
Tel: 66 3642 2768~9
Fax: 66 3642 4089
Areas of Responsibility : 
Lop Buri, Nakhon Sawan, Uthai Thani, 
Chai Nat and Sing Buri 

TAT Central Region office : Region 8
182/88 Mu 1 Suwannason Rd., 
Tambon Tha chang, Amphoe Mueang, 
Nakhon Nayok 26000
Tel: 66 3731 2282, 66 3731 2284
Fax: 66 3731 2286
E-mail Address: tatnayok@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Nakhon Nayok, 
Sa Kaeo, Prachin Buri and Chachoengsao 

NORTHEAST
TAT Northeastern Office : Region 1 
2102-2104 Mittraphap Rd., Tambon Nai, 
Mueang, Amphoe Mueang,
Nakhon Ratchasima 30000
Tel : 66 4421 3666, 66 4421 3030 
Fax : 66 4421 3667 
E-mail Address : tatsima@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Nakhon Ratchasima, Buri Ram, 
Surin and Chaiyaphum 

TAT Northeastern Office : Region 2
264/1 Khaun Thani Rd., Amphoe 
Mueang, Ubon Ratchathani 34000
Tel : 66 4524 3770~1
Fax : 66 4524 3771
E-mail Address : tatubon@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Ubon Ratchathani, Amnat Charoen, 
Si Sa Ket and Yasothon

TAT Northeastern Office : Region 3 
15/5 Pracha Samosorn Rd., 

Amphoe Mueang, Khon Kaen 40000 
Tel. 66 4324 4498~9
Fax. 66 4324 4497
E-mail Address : tatkhkn@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Khon Kaen, 
Roi Et, Maha Sarakham and Kalasin

TAT Northeastern Office : Region 4 
184/1 Sunthon Wichit Rd., Tambon Nai 
Mueang, Amphoe Mueang, 
Nakhon Phanom 48000 
Tel : 66 4251 3490~1
Fax : 66 4251 3492
E-mail Address : tatphnom@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Nakhon 
Phanom, Sakon Nakhon and Mukdahan

TAT Northeastern Office : Region 5
16/5 Mukmontri Rd., Amphoe Mueang, 
Udon Thani 41000
Tel : 66 4232 5406~7
Fax : 66 4232 5408
E-mail Address : tatudon@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Udon Thani, 
Nong Bua Lamphu, Nong Khai and Loei

SOUTH
TAT Southern Office : Region 1
1/1 Soi 2 Niphat Uthit Rd., 
Hat Yai, Songkhla 90110
Tel : 66 7423 1055, 66 7423 8518, 66 7424 3747
Fax : 66 7424 5986
E-mail Address : tatsgkhl@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Songkhla (Hat Yai) and Satun

TAT Southern Office : Region 2 
Sanam Na Mueang, Ratchadamnoen Rd., 
Amphoe Mueang, 
Nakhon Si Thammarat 80000
Tel : 66 7534 6515~6
Fax : 66 7534 6517 
E-mail Address : tatnksri@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Nakhon Si 
Thammarat, Trang and Phatthalung 

TAT Southern Office : Region 3
Tourist Information Center,
102/3 Mu 2 Tambon Kaluwo Nuea,
Amphoe Mueang, Narathiwat 96000
Tel : 66 7351 6144, 66 7352 2411
Fax : 66 7352 2412 
E-mail Address : tatnara@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Narathiwat, Yala and Pattani 

TAT Southern Office : Region 4 
73-75 Phuket Rd., 
Amphoe Mueang, Phuket 83000
Tel : 66 7621 1036, 7621 2213, 7621 7138 
Fax : 66 7621 3582 
E-mail Address : tatphket@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Phuket, Phang-nga and Krabi

TAT Southern Office : Region 5 
5 Talat Mai Rd., Ban Don, 
Amphoe Mueang, Surat Thani 84000
Tel : 66 7728 8818~9, 66 7728 1828
Fax : 66 7728 2828
E-mail Address : tatsurat@tat.or.th
Areas of Responsibility : 
Surat Thani, Chumphon and Ran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