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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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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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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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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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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Bus▶▶

항공편 이외에 여행자들이 가장 많

이 찾는 교통편이다. 방콕은 물론 

주변의 끄라비, 쑤랏타니, 꼬 싸무

이, 핫야이 등 남부 주요 도시를 연

결한다. 방콕과 푸껫 타운 구간은 

정규 노선 버스와 여행사 버스가 많

아 이용에 불편함은 없다. 

다만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무렵에만 

출발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전후에

는 버스를 타기가 힘들다. 그러나 

방콕이나 푸껫에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점심시간에 버스를 타

야 할 이유는 없다. 

방콕에서는 삔까오의 남부 터미널인 콘쏭 싸이 따이마이를, 푸껫 타운에서는 타논 텝까싸뜨

리Thanon-Thepkasatri에 자리한  버스 터미널을 이용한다. 

푸껫에서 꼬 싸무이로 갈 경우, 섬까지 직행하는 버스가 운행되므로 굳이 배를 갈아타지 않아

도 된다. 끄라비로 가는 모든 버스는 팡아Pha-Nga를 경유한다. 푸껫까지는 기차가 운행되지 

않는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 쑤랏타니를 경유해 버스로 푸껫까지 가면 된다. 기차는 쑤랏타니

까지 10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쑤랏타니-푸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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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1시간50분 913B

1등석 에어컨 버스 16:30, 18:00 12시간 587B

·푸껫  → 방콕
   

버스종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요금 

VIP 버스 16:00, 18: 04, 19:00 13시간 913B

1등석 에어컨(40석) 버스 16:31  13시간 685B

1등석 에어컨(42석) 버스 15:30, 17:30, 18:30 13시간 587B

1등석 에어컨(46석) 버스 07:30 13시간 5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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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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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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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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슨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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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껫 올드 타운 Phuket Old Town

19세기경 말레이시아 

페낭에 거주하는 화교

들이 푸껫으로 이주하

며 형성된 마을이다. 타

논 라농, 타논 탈랑, 타

논 디북, 타논 팡아 등에 

페낭과 영국 식민지 건

축 양식이 혼합된 시노 

콜로니얼 Sino Colonial 

건물들이 줄줄이 자리

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타논 푸껫과 타논 팡아가 만나는 사거리에 자리한 경찰서, 타논 팡아의 더 메모리 언

언 호텔, 타논 라싸다의 아유타야 은행, 타논 라농의 타이 항공과 태국 군인 은행 등

은 굵직한 볼거리. 타논 탈랑의 가옥들은 오래 전부터 명맥을 이어온 약국, 철물점, 

음식점 혹은 요즘 트렌드를 담은 기념품 가게, 카페 등으로 선보인다.

 올드 타운 라농, 탈랑, 디북, 팡아 거리

푸껫 워킹 스트리트 마켓 Phuket Walking Street Market

올드 타운의 탈랑 거리에 일요일에 열리는 나이트 마켓이다. 평일에는 차량이 다니

는 도로를 통제하고, 각종 길거리 음식과 의류,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노점이 들어

선다. 저녁 5~6시부터 많은 이들로 붐빈다. 

 올드 타운 탈랑 거리   Thanon Thalang    일 04:00~22:00

 ✻ BEST SIGHTS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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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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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 랑 Khao Rang

푸껫 타운 북서부 산 위에 조성된 공원으로 일대를 조망하는 푸껫 시티 뷰 포인

트 Phuket City View Point 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근처에 전망 좋은 레스토랑이 여럿 

자리해 분위기 있는 식사를 즐기기에도 그만. 걸어서 가기는 힘들고 오토바이나 

뚝뚝을 타고 가야 한다.

 버스 터미널에서 오토바이로 10분

푸껫 인디 마켓 Phuket Indy Market

수, 목, 금요일에 열리는 시장으로 간단한 의류 매장과 음식 매장이 들어선다. 근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여행자들이 살만한 아이템은 전무한 편

이다. 룩춥, 토스트, 카우니여우 마무앙 등 태국 전통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노점에서 

주전부리를 즐기자.

 타논 디북의 라임라이트 애비뉴 앞   Thanon Dibuk   수~금 04:00~22:00

푸껫 타이후아 박물관 Phuket Thai Hua Museum

1934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을 개조해 선보인 박물관. 이주부터 생활 방식까지 

푸껫에 뿌린 내린 중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전반적으로 보여줘 올드 타운을 둘

러보기 전에 방문하면 도움이 된다. 오따우(굴전), 깽뚜미(생선 커리), 미팟호끼

엔(볶음국수), 까리마이판과 카놈찐(카레 국수), 남춥얌(새우 소스와 채소) 등 

푸껫 타운과 더불어 남부를 대표하는 요리 메뉴를 소개하는 코너는 특히 흥미

롭다. 

 시계탑이 있는 로터리에서 타논 푸껫 방면 입구   214/7-8, Thanon Phuket   

09:00~22:00   200B   076-216-293, thaihuamuseum.com

올드 타운 관광 안내소 Tourist Information Centre

1900년대 초반에 지은 시노 콜로니얼 양식의 건물에 자리한 곳으로 관광 안내소이

자 작은 박물관이다. 1층에는 올드 타운의 주택 모형과 지도, 핵심 볼거리들에 관한 

설명이 있고, 2층에서는 푸껫의 음식 문화와 관련된 전시를 한다. 2층 창문으로 바라

보는 탈랑 거리의 모습도 새롭다.

 탈랑 거리   Thanon Thalang   08:30~18:30   076-214-306, www.phuketcity.

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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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 타운

여행정보수집▶▶ 시계탑에서 타논 몬뜨리Thanon 

Montri 방면으로 가다가 우체국을 지나 타논 탈랑Thanon 

Thalang 으로 좌회전한 곳에 태국관광청(TAT)이 있다. 

태국 남부를 총괄하는 곳으로 푸껫과 주변 지역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와 각종 무료 안내 책자는 

물론 버스 시간표, 뚝뚝과 썽태우 요금표, 보트 시간

표 등을 받을 수 있다. 

  076-211-036 

 

은행, 환전▶▶  타논 몬뜨리Thanon Montri와 타논 라싸다

Thanon Ratsada 주변에 밀집돼 있다. 방콕 은행, 아유타

야 은행, SCB, 태국 군인 은행, 까씨꼰 은행 등 주요 

은행이 모두 들어서 있으며 별도의 환전소를 운영하

기도 한다. 환전은 대부분 은행 영업시간 외에는 힘

들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 ATM이 설치돼 있어 24시

간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월~금 08:30~15:30

 

우편▶▶ 우체국은 타논 몬뜨리와 타논 탈랑이 만나

는 삼거리에 있다. 푸껫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

주는 유럽풍의 건물도 볼거리다.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 이외에 콜렉트 콜이 가능하다. 

  월~금 08:30~16:30, 토~일 09:00~12:00

Information

남 
부  

푸
껫



딸랏 느아 Talat Nuea

푸껫 타운에서 가장 큰 농산물 재래시장으

로 딸랏 라농이라고도 한다. 낮에는 소매, 

이른 새벽에는 도매 거래를 한다. 시장 주

변에는 국수,  꼬치 등을 파는 노점이 많다. 

 타논 라싸다 분수대에서 로터리를 끼고 

들어가면 나온다   Thanon Ranong

로빈슨 백화점 Robinson Department Store

푸껫 타운에서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

키고 있는 쇼핑센터다. 1층에 탑스 슈퍼

마켓이 있으며, 맥도날드, KFC 등 패스

트푸드점이 입점해 있다. 

 타논 라싸다 분수대에서 도보 15분   

36 Thanon Tilok Utis 1   10:30~22:00  

 076-256-500

오션 쇼핑몰 Ocean Shopping Mall

로빈슨 백화점과 더불어 푸껫 타운에서 

오랫동안 영업하고 있는 쇼핑센터다. 작

은 매장 위주로 운영되며, 저렴하게 현지 

의류를 구입하기에 나쁘지 않다. 

 타논 라싸다 분수대에서 도보 15분   

36 Thanon Tilok Utis 1   10:00~22:00   

076-2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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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페스티벌 푸껫 
Central Festival Phuket

푸껫 타운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다. 1층

에는 타이 실크 브랜드인 짐 톰슨이 자리

했다. 슈퍼마켓과 대형 푸드 코트가 자리

한 센트럴 푸드 홀도 1층에 있다. 본 건물

과 구름다리로 이어진 건너편 건물에 탑

스 마켓이 있지만 센트럴 푸드 홀의 규모가 더 크고, 상품이 다양하다. 2층에는 왓슨

스, 부츠 등 드러그 스토어와 한, 탄 등 태국 홈 스파 브랜드가 자리했다. 체인 레스토

랑으로는 1층 샤부시, 와인 커넥션과 3층 MK 레스토랑, 후지 등이 있다. 

 타논 라싸다 분수대에서 빠똥 방면으로 2.7km   74-75 Thanon Wichitsongkran   

10:30~22:00   076-291-111, www.centralfestivalphuket.com

빅 씨 Big C

대형 마트 체인. 빠똥 정씰론의 빅 씨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상품의 종류가 많다. 건

물 내에 푸드 코트도 저렴하다. 

 타논 라싸다 분수대에서 빠똥 방면으로 

3.2km   72 Moo 5 Thanon Wichitsong 

kran   09:00~23:00   076-249-444 

~58

테스코 로터스 Tesco Lotus

푸껫 타운에 자리한 또 하나의 대형 마트. 

슈퍼마켓 외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S&P, 

피자 컴퍼니 등 체인 레스토랑과 카페, 푸

드 코트 등이 다양하게 입점해 있다.  

 타논 라싸다 분수대에서 공항 방면으로 

4.3km   104 Chalermprakiat Ratchakan 

Thi 9   06:00~24:00   076-254-888

푸껫 나카 주말시장 Phuket Weekend Night Market Na Ka

푸껫 타운 서쪽에 매주 주말마다 형성되는 시장으로 오토바이와 차량을 통제할 정

도로 현지인들에게 인기다. 의류, 액세서리를 비롯해 과일과 각종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이 가득 들어서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준다.  

 센트럴 페스티벌에서 오토바이로 5분   Thanon Wirat Hong Yok   토~일 

16:00~23:00   087-973-9100

 ✻ SHOPPING 

 ✻ ACTIVITIES
푸껫 웨이크 파크  Phuket Wake Park

호수 위에 케이블을 연결해 수상스키를 즐기

는 곳이다. 배가 사람을 이끄는 대신 케이블

과 연결돼 자동으로 돌아가는 선을 잡고 수

상스키를 즐기는 방식이다. 초보자를 위한 

트레이닝 케이블, 숙련자를 위한 빅 케이블 

등 다양한 코스를 다양한 종류의 보드로 즐

길 수 있다. 일반 수상스키보다 간편한 시스템이라 수상스키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

에게 꽤 유용하다. 

 푸껫 타운에서 빠똥 방면. 센트럴 페스티벌 인근에서 썽태우로 20분   86/3 Moo 6 

Thanon Wichitsongkran   09:00~18:00   087-973-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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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번지 점프  Jungle Bungy Jump

푸껫과 파타야, 치앙마이에서 1992년부터 번지 점프를 운영하는 업체다. 50m 높이

의 점프대가 호수 위에 설치돼 있다. 일반적인 번지 점프부터 물에 살짝 들어갔다 나

오는 번지 점프, 둘이 함께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푸껫 타운에서 빠똥 방면. 센트럴 페스티벌 인근에서 썽태우로 20분   61/3 Moo 6 

Thanon Wichitsongkran   09:00~18:00   076-321-351, www.phuketbungy.com

빠똥 고 카트 스피드웨이  Patong Go-Kart Speedway

작은 경주용 차를 타고 스피드를 즐길 수 있

는 곳. 750m 트랙에서 140cc에서 400cc까

지 다양한 경주용 차를 즐길 수 있다. 작은 

경주용 차는 지면과 5cm밖에 떨어지지 않

는데다가 시속 40~110km의 빠른 속도로 

달려 속도감이 그대로 몸에 전해진다. 

 푸껫 타운에서 빠똥 방면. 센트럴 페스티벌 인근에서 썽태우로 25분   118/5 Moo 7 

Thanon Wichitsongkran   10:00~19:00   076-321-949, www.gokartthailand.com

킴스 마사지 & 스파  Kim's Massage & Spa

가격 대비 시설이 좋고 저렴해 인기인 마사지 업소. 푸껫 타운에 지점이 많다. 개별 마

사지 룸을 갖췄으며, 타이 마사지 룸은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은 형태다. 시설이나 가

격 면에서 작은 헬스랜드 같은 분위기. 마사지사들의 기술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

다. 올드 타운과 가까운 매장은 팡아 거리에 자리했다. 

 올드 타운 인근 팡아 거리   131 Thanon Phangnga   10:30~22:30    타이 마사지 

1시간 300B, 1시간30분 450B, 2시간 500B   076-3390-677

뚜깝카우 Tu Kab Khao

음식 저장고라는 뜻의 레스토랑. 120년

이 넘은 역사적인 건물로 내부는 하얀색

과 파란색을 사용해 상큼하고 고급스럽

게 꾸몄다. 남부 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태

국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늘 손

님이 많은 편이다. 

 쑤리야뎃 로터리에서 야오와랏 로드

를 따라가다가 팡아 로드로 우회전해 

60m   8 Thanon Phangnga   

11:00~24:00  삑까이놈쏫(치킨 윙 튀

김) 135B, 남춥얌(채소를 곁들인 새우 소

스) 175B, 무헝푸껫(푸껫 스타일 돼지고

기 조림) 265B  076-608-888, www.

facebook.com/tukabkhao

토리스 Torry's

인기 만점 아이스크림 부티크. 올드 타운

의 분위기를 담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와 플레이팅이 눈에 띈다. 아이스크림은 

스쿱 혹은 스페셜 메뉴가 있다. 코코넛 

밀크 맛의 아뽕, 팥이 함유된 셔벗 아이

스크림 오에우는 올드 타운의 감성을 담

은 토리스만의 메뉴다. 

 올드 타운 관광 안내소 옆 골목인 쏘

이 롬마니  Soi Rommani  

11:00~21:30, 월요일 휴무  아이스크

림 1스쿱 59B, 아이스 아메리카노 65B 

 076-510-888

맥 치아토 하우스 Mac-Chiato House

올드 타운 탈랑 거리 가운데에 자리한 카

페다. 실내는 간디, 만델라, 달라이라마 

등 유명 인사의 사진 액자로 장식했다. 

카페 안쪽의 문으로 나가면 나무 테이블

과 의자를 놓은 야외 가든 공간이 나온

다. 올드 타운의 업소 중 일찍 문을 여는 

편이다.  

 올드 타운 관광 안내소 맞은편   48 

Thanon Thalang  08:00~21:00  아

이스 아메리카노 60B  076-215-

701, www.facebook.com/Macchiato 

House

꼬삐띠암 바이 윌라이 Kopitiam by Wilai 

꼬삐띠암은 말레이어로 식당이라는 뜻. 커

>>  RESTAURANT
다른 지역과 달리 유난히 맛있는 국수류가 많다. 식당가는 따로 형성돼 있지 않으며, 

시내 곳곳에 분산돼 있다. 관광지답게 식당에는 주로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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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SAGE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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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국수. 자장면이 연상되는 진한 소스에 

생선살, 어묵, 돼지고기 등이 고명으로 

올라가는 미똔포가 추천 메뉴다. 미똔포 

외에 랏나, 팟키마우 등 볶음국수와 똠얌 

국수, 볶음밥, 덮밥 등 메뉴가 다양하다. 

 시계탑이 있는 로터리에서 타논 푸

껫 방면 입구   214/7-8, Thanon 

Phuket    09:00~22:00   미똔포 

70B/80B    076-216-293

쏨찟 Som Chit(푸껫 거리)

미똔포 바로 옆에 자리한 호키엔 스타일

의 국수를 선보이는 또 하나의 집. 미호

끼엔, 바미 등 면을 선택한 후 국물 유무

와 보통 탐마다, 곱빼기 피쎗, 점보 짬보 

등으로 크기를 선택하면 된다. 중국식 만

두(완툰)인 끼여우를 넣으면 5B이 추가

된다. 

 시계탑이 있는 로터리에서 타논 푸

껫 방면 입구   214/6, Thanon Phuket   

 09:00~22:00   탐마다 50B, 피쎗 

60B, 짬보 70B    081-693-7705

바미 쏨찟(차오파 거리)

거리는 멀지만 맛이 좋아 인기인 곳이다. 

미호끼엔, 바미, 쎈렉, 쎈미, 쎈야이, 운

쎈 등 면을 선택한 후 국물 유무를 선택

하면 된다. 추천 면은 미호끼엔 혹은 바

미. 고명으로는 돼지고기, 새우, 채소가 

골고루 올라간다. 중국식 만두(완툰) 끼

여우도 맛있다. 보통 탐마다도 양이 많은 

편이다. 

 타운에서 차오파 거리 남쪽으로 차 

또는 오토바이로 20분  18/72 Moo 8 

Chaofa   08:30~17:00  탐마다 

60B, 피쎗 70B, 짬보 100B    085-

641-9955

꼬 앙 씨푸드

적은 양의 요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현

지인들의 씨푸드 외식 장소. 입구는 좁지

만 내부는 매우 넓은 편이며, 에어컨 룸

도 따로 있다. 새우와 새우 페이스트, 라

임, 고추, 샬롯 등이 들어가는 남프릭꿍

은 남춥얌이라는 푸껫 전통 요리다. 

 시계탑이 있는 로터리에서 타논 푸

껫 방면 약 120m 오른쪽   Thanon 

Phuket   18:00~24:00   남프릭꿍 

120B, 뿌팟퐁까리 140B/220B, 똠얌꿍 

140B/220B, 쁠라믁 팟카나 90B/150B  

  076-221-460

카놈찐 빠마이

카놈찐 전문 현지 식당. 입구에 진열된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등 여러 종류의 

카레 중 마음에 드는 카레를 골라 카놈찐 

피와 함께 팟타이, 호끼엔미, 커리 등 간

단한 요리 메뉴를 선보인다. 가격이 저렴

한 편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바바

뇨냐 스타일의 실내 인테리어도 정겹다. 

 올드 타운 탈랑 거리  14, 18 

Thanon Thalang  11:00~17:30, 

18:30~21:00, 일요일 휴무   

80B~120B  083-606-9776, www.

facebook.com/kopitiambywilai

디 올드 푸껫 커피 The Old Phuket Coffee

올드 타운의 야오와랏 거리와 탈랑 거리

가 만나는 사거리에 자리한 카페. 간단한 

음식도 함께 판매한다. 건물 2층 외벽에 

자전거를 매달아 놓았으며, 실내는 오래

된 라디오와 괘종시계, 흑백 사진으로 장

식했다. 위치가 좋아 잠시 쉬었다가 가기

에 괜찮은 곳이다. 

 야오와랏 거리와 탈랑 거리가 만나는 

사거리  72/1 Thanon Yaowarat  아

이스 아메리카노 70B    099-475-

6846

록티엔 Lock Tien

푸껫 로컬 요리를 판매하는 푸드 코트. 

호끼엔 국수, 돼지고기 사떼 등 간단한 

요리와 오에우와 같은 디저트를 판매한

다. 국수 전문점과 비슷한 가격 수준인데 

맛은 전문점에 미치지 못 한다.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려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다. 

 야오와랏 거리와 디북 거리가 만나는 

사거리   Thanon Dibuk  

10:00~17:00, 화요일 휴무  호끼엔 

45B(계란 추가 5B), 오에우 15B  

087-387-3703

라야 Raya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가옥에 자리한 레

스토랑. 바닥 타일과 목재 창틀이 건축 

당시의 것일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이지만 서비스 등 여

러 면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거리

가 멀다. 가격은 매우 높은 편이다.

 야오와랏 거리와 디북 거리가 만나는 

사거리  Thanon Dibuk  10:00~ 

22:00  깽느어뿌-바이차프루 400B 

/600B, 팟팍루엄 200B/250B, 쁠라믁팟

바이까프라우 250B/350B  076-

218-155

 

미똔포 Mee Ton Poe

푸껫 타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점 중 

하나다. 대표 메뉴는 호키엔 스타일의 볶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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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  

푸
껫

 Thanon Krabi  19:00~02:00   

탐마다(보통) 50B, 피쎗(곱빼기) 60B, 

짬보(점보) 70B, 꼬벤짬보(특 점보) 

100B, 무끄럽 100B    084-060-

7799, m.facebook.com/GoBenzPhuket

대장금

2005년에 문을 연 한국 식당으로 한인들

을 비롯해 태국 현지인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 받고 있는 곳이다. 숯불갈비 등 고

기류와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등 

기본적인 한식 메뉴는 다 갖추고 있다.  

 푸껫 타운 딸랏 씨비 근처  101 

Thanon Bangkok  10:00~22:00   

200B~    076-246-350

퉁카 카페 Tung-Ka Cafe

카오랑 언덕 정상에 자리한 카페로 푸껫 

타운과 해안이 한눈에 조망된다. 전망 좋

은 야외 좌석이 여러 형태로 자리하며, 

음료가 30B~40B부터 준비돼 전망을 즐

기며 잠시 쉬어가기에 손색이 없다.  

 카오랑 정상  Thanon Khosimbi 

 11:00~22:00   토마토 스무디 

60B, 아이스커피 70B    076-211-

500

빨라이 씨푸드 Parlai Seafood

푸껫 동물원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빨

라이 해변에 자리한 해산물 전문점이다. 

해변과 접해 있어 분위기가 좋으며, 인근

에서 가장 인기 있다. 조개, 새우, 생선, 

게 등 해산물 요리가 다양하며, 머드 크

랩 뿌담, 블루 크랩 뿌마 등을 이용한 요

리의 값은 때에 따라 다르다. 

 푸껫 동물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빨

라이 비치  Soi Pa Lai   10:00~22:00  

 쏨땀타이 80B, 텃만꿍 150B    

076-283-038, 076-282-174

면에 올려 먹으면 된다. 테이블에 놓인 

각종 절임 채소와 생 채소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먹으면 된다. 삶은 계란 카오똠은 

값을 따로 받는다. 

 타논 싸뚠과 타논 디북의 교차로   

Thanon Satun  06:00~12:00   카놈

찐 40B, 카오똠 8B    076-258-037

찟라유왓 

푸껫 타운의 유명 호키엔 국수 집 중 하

나다. 밀가루와 계란을 넣은 호끼엔 면, 

바미 면을 비롯해 쌀국수 등 다양한 면의 

국수를 선보인다. 국수는 국물이 있는 

남, 국물이 없는 행, 맵고 신 똠얌 중 선

택하면 된다. 

 메트로폴 호텔에서 펄 호텔 방면으

로 가다보면 나오는 환타시아 옆   

Thanon Phangnga  08:30~16:30   

50~80B    081-891-4336

브렉땍

차와(자바) 국수를 비롯해 다양한 국수

를 선보인다. 두부, 치킨, 채소 고명이 골

고루 들어간 차와 국수는 맵고 신 똠얌 

베이스의 비빔국수. 고명과 어우러진 국

수가 아주 맛있다. 함께 나오는 국물은 

취향대로 섞어 먹어도 된다. 매우 깔끔한 

가게에서 주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타논 팡아 동쪽  Thanon Phangnga 

 07:00~17:30, 수요일 휴무   꾸어

이띠여우 차와 탐마다 50B, 피쎗 60B  

  095-198-9328

짠펜

한국의 돼지갈비와 똑같은 맛의 이싼 음

식을 선보이는 식당으로 소주와 곁들이

면 한국 돼지갈비 식당이 부럽지 않다.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찾아 한국어 메뉴

판을 갖췄으며, 주인이 기본적인 한국어

를 구사한다. 소주를 갖고 갈 수 있으며, 

얼음을 준비해 준다. 

 구 버스터미널 뒷길인 타논 루앙퍼 

 46/1 Thanon Luangpohw  10:00 

~22:30   60B~    076-210-879

꼬 벤

현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돼지고기 요리 전문점이다. 끓인 밥에 돼

지고기와 돼지 내장 고명을 올린 카우똠

행, 돼지고기 육수에 말아먹는 국수인 꾸

어이짭, 겉을 바삭하게 튀긴 삼겹살 무끄

럽 등이 모두 맛있다. 카우똠행과 꾸어이

짭 모두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다. 

 빠티팟 로드와 끄라비 로드 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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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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Ranong Road   150B~600B 

 076-25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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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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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2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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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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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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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B~1,050B 

 076-258-103~7, www.patraman 

s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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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B~3,500B   076-612-

846, www.daraphuket.com

푸껫 크리스털 인푸껫 백패커

로열 푸껫 시티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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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푸
껫



빠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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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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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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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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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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SAGE & SPA

✻  SHOPPING

렛츠 릴렉스 Let's Relax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유명 마사지 숍. 쾌적한 시설과 상향

평준화된 마사지 실력이 강점이다. 예약을 하고 찾는 게 좋으며, 피크 시즌에는 홈페

이지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다. 빠똥에만 두 개의 지점이 자리했다.

정씰론 근처 랏우팃 썽러이삐 로드, 정씰론에서 방라 복싱 스타디움 방면 지나  

209/22-24 Thanon Ratuthit Songroipi, 184/14 Thanon Pangmuang Sai Kor   

10:30~24:00  타이 마사지 1시간 600B, 2시간 1,000B   076-346-080, 076-366-

724, www.letsrelaxspa.com 

오리엔탈라 스파 Orientala Spa

넓은 로비와 쾌적한 마사지 룸을 갖춘 스파.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면 좀 더 저렴한 가

격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하므로 매장을 찾기 

전에 확인하자. 마사지사마다 실력 차이가 있는 편이다. 

랏우팃 썽러이삐 로드 빠똥 우체국 근처  49/145 Thanon Ratuthit Songroipi    

10:00~23:00  타이 마사지 120분 950B   076-290-435~6, www.orientalaspa.com

몬트라 Montra

정씰론 센스 오브 웰니스 존에 자리한 마사지 숍. 넓은 로비와 쾌적한 마사지 룸 등 저

렴한 가격 대비 시설이 좋다. 정씰론 지하 1층의 타이라피 존에도 매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발 마사지만 받을 수 있다. 환경을 따진다면 3층 매장을 이용하는 편이 낫

다. 

 정씰론 3층 센스 오브 웰니스 존과 지하 1층 타이라피 존  181 Thanon Ratuthit 

Songroipi  11:00~22:00  타이 마사지 60분 300B   076-366-164

정씰론 Jung Ceylon

방라 거리 옆에 자리한 빠똥 최고의 쇼핑센터

다. 슈퍼마켓, 기념품, 스파 용품, 의류, 액세서

리 등 쇼핑 매장은 기본, 마사지와 스파 등 웰니

스 매장과 각종 체인 레스토랑을 비롯한 상당

수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입점해 있다. 여행자

들이 선호하는 곳으로는 우선 대형 마트인 빅 

씨를 꼽을 수 있다.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물품을 위주로 배치하는 등 여행자들의 

구매 욕구에 맞춘 독특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띈다. 스파 용품, 수공예품, 마그네틱 등 

태국 기념품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구역인 댓츠 싸얌 That's Siam도 인기다. 길거리 노

점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쾌적하게 쇼핑을 즐

길 수 있다. 지하 1층 타이라피 Thairapy와 3층 센스 오브 웰니스 Sense of Wellness 구

역에는 마사지 가게가 밀집해 자리했다. 같은 마사지 가게라도 타이라피보다는 센

스 오브 웰니스 구역의 환경이 쾌적하므로 참고하자. 정씰론에 자리한 수많은 레스

토랑 중에서는 MK 골드가 가장 인기다. 

방라 거리   181 Thanon Ratuthit Songroipi   11:00~22:00   076-600-111, 

www.jungceylon.com

남 
부  

푸
껫

스위트 레몬그래스 마사지 Sweet Lemongrass Massage

꽤 먼 거리임에도 입소문을 타고 온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사지 숍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격증이 있는 마사지사들의 높은 실력. 로비와 마사지 룸의 구분이 

커튼으로 돼 있고, 바깥 소음이 차단되지 않아 휴식에 방해가 되는 점은 아쉽다.

빠똥 타워 골목 안쪽  162/5 Nanai soi 8  10:00~22:00  타이 마사지 90분 

350B   081-537-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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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T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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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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야 Pan Yaah

빠똥 비치 북쪽 해안가에 빠똥 비치와 광활

한 바다를 조망하며 자리했다. 전망 자체는 

아기자기한 맛이 떨어지지만 전통 가옥 특

유의 멋스러움이 있다. 빠똥 고급 레스토랑

의 물가에 비해 요리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

다. 10% 봉사료가 따로 붙는다.

빠똥 해변 북쪽, 까림 해변 지나 

249 Thanon Phrabarami 11:00~23:00, 

월요일 휴무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B, 과일주스 90B 076-2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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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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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618-

076, www.baanrimpa.com

조스 다운스테어 Joe’s down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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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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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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비싼 씨푸드부터 저렴한 해산물 

볶음밥까지 다양한 종류의 씨푸드를 즐길 수 있다. 그 밖에 태국 요리는 물론 이태리, 

독일, 일본, 한국 등 빠똥에서는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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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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B~60B 081-597-8380

넘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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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B 076-342-219

넘버 9 세컨드 No.9 2nd

태국 요리는 물론 서양 요리, 일본 요리 등 

광범위한 메뉴를 자랑하는 레스토랑이다. 

수많은 요리를 제대로 해낼까 싶지만 모든 

요리의 맛이 평균 이상은 한다. 음식 양은 

적은 편. 테이블 관리 또한 깔끔하다.

빠똥 북쪽, 프라바미 거리 143 

Thanon Phrabarami 11:30~22:30, 

매월 5일, 20일 휴무 태국 요리 

75B~265B 076-624-445, no92nd.

restaurantwebexperts.com

스위트 레스토랑 Sweet Restaurant

우체국 옆 쏘이 포스트 오피스에 자리했다. 

물수건과 손 세정제를 챙겨줄 정도로 위생

에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골목에도 

테이블을 놓아두었는데 주변 환경이 아주 

깔끔하다. 일반적인 태국 요리에 비해 음식

은 자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우체국 옆 골목 안쪽 100/29 Soi 

Post Office 10:30~23:00(마지막 주

문 22:30) 태국 요리 70B~180B 

080-534-6102, www.thesweetrestau 

ra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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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411, www.wineconnection.co.th

푸드 바자 Food Baz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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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껫에서 운영하는 이탈리아 음식

점. 빠똥 해변 가장 남쪽 언덕에 위치해 전

망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가격은 비싼 편

이지만 훌륭한 전망, 제대로 된 서비스와 

맛을 생각한다면 만족스럽다. 성수기에는 

좌석 예약이 필수다.

빠똥 해변 남쪽 아마리 푸껫 안 2 

Meun-ngern 10:00~ 23:30 이탈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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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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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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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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B~  

076-3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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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B~  076-342-777, www.

novotelphuket.com

빠똥 파라곤 리조트 & 스파 
Patong Paragon Resort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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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스 푸껫 빠똥 Ibis Phuket Pa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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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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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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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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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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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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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

일의 해산물 뷔페도 인기. 여행사에서 예약

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홀리데인 인 리조트 내

52 Thaweewong Road, Patong 

Beach  18:30~21:30 499B~8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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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002년부터 빠똥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식

당. 오랜 영업 기간만큼이나 많이 알려져 

태국인, 서양인, 한인들이 두루두루 찾는

다. 주 메뉴는 숯불 구이며 생삼겹살과 숯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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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150B, 김치찌개, 된장찌개 

250B, 고기 280B~  076-3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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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 Thanon Ruamjai 인터넷 비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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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팃 로드  44 Thanon 

Thaweewong 인터넷 비수기 트윈 

3,200B~  076-34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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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껫 Amari Phu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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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anon Meun Ngern  인터넷 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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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5-16 Rat Uthit 200 Pee  인터

넷 비수기 트윈 1,6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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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B~   076-349-

861, www.baumanb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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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랑 밀집지역 근처 2 Thanon Had 

patong  인터넷 비수기 2,500B~  

076-370-000

밀레니엄 리조트 Millennium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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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B~ 076-

601-999, www.millenniumhotels.com/

millenniumpatongphuket

랜턴 리조트 The Lantern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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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똥  ACCA Pa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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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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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B 076-340-301~2, 

076-340-304~6, www.see2sea.com

반 타이 비치 리조트 Ban Thai Beach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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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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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Thanon Thaweewong 인터넷 비

수기 트윈 3,400B~  076-370-200, 

phuket.holidayinnresort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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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똥 비치로드 남쪽 



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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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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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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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론 & 까따

>>  RESTAURANT

디노 파크 Din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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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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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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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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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20, Thanon Patak   

10:00~01:00  태국, 서양 요리 80 

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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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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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24:00  파

스타 250B~, 피자 280B~  076-

284-318

말리 Mali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손님이 많은 곳이다. 

파스타와 피자가 주 메뉴라 손님의 대부분

이 서양인이다. 

     맛있는 호텔 레스토랑  Hotel Restaurants

 호텔명 레스토랑명 종류 영업시간  전화번호

 까따 비치  아트리움  타이· 06:00~23:00 076-360-300
 Kata Beach Artrium  인터내셔널

 힐튼  타이 타이  타이 18:00~23:00 076-396-038

 Hilton Thai Thai  

까론
까따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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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따 비치 리조트 맞은편 18 

Thanon Kata  100B~480B  076-

333-137

애프터 비치 After Beach

뷰포인트 가기 전 언덕에 자리한 레스토랑

으로 야외 테이블에서의 전망이 좋다. 서양 

요리와 태국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

는데 가격대가 있는 편이다. 가볍게 음료를 

마시며 풍경을 즐기는 것도 괜찮다.

뷰포인트 가는 길 44 Thanon 

Kata  09:00~21:00  수박 주스 

90B, 아이스커피 100B  089-594-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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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23:00  290B~ 

2,8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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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B~  076-3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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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200 Thanon 

Patak 인터넷 비수기 트윈 1,800B~  

076-363-050

남 
부  

푸
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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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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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로, 

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표현한다. 환타씨 쇼가 메인 공연이지만, 공연장 주변을 놀이공원 분위기로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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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얀 트리 푸껫 Banyan Tree Phuket

세계 최고의 리조트로 선정된 바 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호텔이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쾌적

한 시설을 자랑하는 108개의 호화로운 단독 빌라와 넓은 개인 풀장, 새소리를 들으며 몸을 

담글 수 있는 야외 자쿠지,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들어내는 각국의 화려한 음식들까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숙소다. 특히 스파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서 취재를 할 정도로 유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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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OMMODATIONS



방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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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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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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u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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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리거 라구나 푸껫 비치 리조트 Outrigger Laguna Phu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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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360-

600

더 쑤린 푸껫 The Surin Phuket

방 따오Bang Tao와 까말라Kamala 사이의 쑤린Surin이라는 작고 조용한 해변에 자리한 고급 리

조트다. 해변과 언덕에 걸쳐 우아하게 자리했다.

쑤린 비치 북쪽  118 Moo 3 Cherngtalay  인터넷 비수기 7,300B~  076-

316-400

더 슬레이트 푸껫 The Slate Phu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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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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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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375-661~2, www.similanthailand.com 

씨밀란 국립공원▶▶  076-453-272

씨밀란 군도✽
Mu Koh Si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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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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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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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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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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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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린 군도✽
Mu Koh S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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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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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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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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끄
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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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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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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끄
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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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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최근에 정비를 하면

서 해변가로 높은 벽을 쌓는 등 안전

에도 만전을 기했다. 해변은 전반적

으로 모던한 분위기. 발리의 꾸따 해

변을 연상케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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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라 낭, 동 라이 레, 서 라이 레라고 불

린다. 동 라이 레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해변은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합

한 바다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해변 옆에는 석회암 절벽이 장엄하게 서 있어 기가 막

힌 풍경을 선사한다. 

끄라비 워킹 스트리트 Krabi Walking Street

금~일요일에 형성되는 야시장으로 

최근 끄라비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

다. 끄라비 타운 보그 백화점 뒤편으

로 기념품,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과 

음식점 노점이 가득 들어서고, 무대에

서는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아오 

낭의 여행사에서 워킹 스트리트 픽업 

상품을 200B에 판매한다. 

끄라비 타운 보그 백화점 뒤편 Thanon Maharat 금~일 16:00~22:00

 ✻ BEST SIGHTS 
끄라비

남 
부  

끄
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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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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끄
라
비

렛츠 릴렉스 Let's Relax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여행자

들이 선호하는 유명 마사지 숍. 쾌

적한 시설과 상향평준화된 마사지 

실력이 강점이다. 끄라비에는 아

오 낭 서쪽 홀리데이 인 리조트와 

아오 낭 동쪽 웨이크 업 호텔의 두 

곳에 자리했다. 

아오 낭 서쪽 홀리데이 인 리조

트, 아오 낭 동쪽 웨이크 업 호텔 

123 Moo 3 Ao Nang, 121/3 Moo 2, 

B~1F Wake Up Hotel  

10:00~24:00  타이 마사지 1시간 

600B, 2시간 1,000B  075-810-

888 ext 4, 075-695-029, www.

letsrelaxspa.com

아따락 Atta-Rak

평범한 현지 마사지 숍. 무슨 영문인지 여행자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하다. 발 마사지 

의자 몇 개와 타이 마사지를 위한 매트 몇 개가 전부인 작은 규모다. 타이 마사지 공간

은 커튼으로 구분된다. 지하에 자리해 조용한 편이다. 

아오 낭 해변 동쪽에서 맥도날드 가는 방면으로 400m 오른쪽 86/2, Moo 2 Ao 

Nang  10:00~22:00  타이 마사지 60분 300B  087-674-4005, www.facebook.

com/attarakaonang

 ✻ MASSAGE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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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레스토랑에 비해 일부 메뉴가 저렴하

며, 해산물 요리를 원하는 양과 조리법으로 

주문할 수 있다. 부가세와 봉사료 17%가 

따로 붙는다.  

아오 낭 동쪽 해변 254 Moo 2, 

Ao Nang  팟팍루엄밋·똠얌꿍 160 

B, 해산물 시가  075-637-870 

더 라스트 피셔맨 The Last Fisherman

아오 낭 동쪽 해변 끝에 바다를 조망하며 

자리했다. 태국 요리, 서양 요리, 바비큐 

등의 메뉴를 선보이는데 가격대는 조금 

높은 편이다. 한낮에 나무 그늘 아래에 앉

아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기에는 

그만이다. 

아오 낭 동쪽 해변 끄트머리 266 

Moo 2, Ao Nang  12:00~24:00 

태국 요리 100B~, 바비큐 세트 점심 

350B, 450B, 저녁 500B, 600B  

081-458-0170, www.facebook.com/

thelastfisherman

보트 누들 아오 낭 Boat Noodle Ao Nang

보트 누들 꾸어이띠여우 르아와 다양한 태

국 요리를 선보이는 현지 식당. 다양한 종

류의 덮밥이 60B으로 아오 낭의 물가에 비

해 아주 저렴하다. 1층에 바 테이블이 있으

며, 2층 루프탑에 넓은 테이블 좌석이 마련

돼 있다.

아오 낭 해변 동쪽에서 맥도날드 가

는 방면으로 950m 오른쪽 420/14-

15, Ao Nang 17:00~21:00, 일요일 

휴무 덮밥 60B, 꾸어이띠여우 르아 

느어 50B 086-281-5185

제임 푸드 센터 Jame Food Center

해산물 구이, 할랄 푸드, 이싼 요리 등 다양

한 음식을 판매하는 스톨이 푸드 코트 형태

로 밀집해 있다. 쏨땀과 채소 볶음이 50B, 

생선 한 마리가 220B가량으로 매우 저렴하

다. 각 스톨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테이블로 

배달해 주고 반납은 직접 하는 형태다. 

아오 낭 해변 동쪽에서 맥도날드 가

는 방면으로 900m 왼쪽 249/2 4203, 

Ao Nang 가게마다 다름 50B~ 

똔마욤 Ton Ma Yom

태국 요리와 서양 요리를 다양하게 선보인

다. 메뉴에 이싼 요리 코너가 따로 있는 점

도 특이하다. 해변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야시장 노천 식당 Krabi Night Market Food Stalls

콩카 선착장 인근에 자리한 노점 음식점 밀

집 지역이다.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으로 볶

음밥이나 덮밥류는 50B가량이며, 요리는 

100B 정도로 저렴하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렴한 식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당한 장

소다.  

끄라비 타운 콩카 선착장 인근 7 

Thanon Khongkha 15:00~03:00 

50B~

꼬뚱 Kotung

1979년에 오픈해 현재까지 현지인들의 많

은 사랑을 받고 있는 레스토랑. 태국, 중국, 

해산물 요리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깔끔한 

시설을 갖춘 대형 레스토랑으로 전통적인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끄라비 타운 마하랏 로드. 여행자 거

리에서 차로 13분 66 Thanon 

Maharaj  11:00 ~22:00 80B~  

075-656-822, www.facebook.

com/kotungkrabi2522

뿌담 Poo Dam 

끄라비 타운 게 조형물 맞은편에 자리한 해

산물 식당이다. 현지인들에게 인기인 곳으

로 타운 중심가와 가까워 대중교통으로 찾

기에도 편리하다. 가격이 정해진 일부 메뉴

를 제외하고는 재료와 조리 방법을 차례대

로 선택해 주문하면 된다. 재료의 100그램

당 가격을 칠판에 적어 놓았다. 

끄라비 타운 게 조형물 맞은편 

Thanon Utarakit 17:00~23:00 시

가 081-53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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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0~21:00  빵 

40~120B  087-759-4521 

타이타이 레스토랑 Thai Thai Restaurant 

아오 낭 동쪽 해변에 자리한 골든 비치 리

조트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다. 인도를 

사이에 두고 바다를 조망해 분위기가 좋다. 

남 
부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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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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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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태국 요리와 한국, 일본, 서양 요리를 푸

드 코트처럼 운영한다. 기념품, 마사지 가

게와 펍도 입점해 있다. 

아오 낭 해변 서쪽, 놉파랏 타라 비치

로 가는 길 Ao 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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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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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이나 타운에 비해서는 그다지 저렴하

지 않다. 음식 맛은 평범한 편이고, 서비스

는 친절하다. 

아오 낭 해변 동쪽에서 맥도날드 가

는 방면으로 1.5km 지나 센타라 리조트 

쪽으로 우회전. 80m 지나 삼거리가 나

오면 좌회전해 120m 262/7 Moo 2 

Leela Valley, Ao Nang Soi 11 

08:00~14:00, 17:00~21:30, 월요일 휴

무  태국 요리 80B~390B  076-

6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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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프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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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 2 Ao 

Nang 11:00~23:00 피자, 파스타 

일부 품목 149B, 태국 요리 90B~220B, 

씨푸드 250B~450B 086-978-7949

딴따 레스토랑 T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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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싸이 씨푸드 Wang Sai Seafood

아오 낭 서쪽 해변 바닷가에 자리한 해산물 

레스토랑이다. 블루 크랩 뿌마, 머드 크랩 

뿌담을 비롯해 새우, 오징어, 조개 등 각종 

해산물을 무게 단위로 판매한다. 규모가 크

며, 테이블이 매우 넓다. 

아오 낭 서쪽 해변 끄트머리 98 

Soi Hemthanon 3 10:30~22:00  

뿌팟퐁까리(뿌마) 350B, 뿌팟퐁까리(뿌

담) 400B, 해산물 시가 075-638-

128, www.wangsaiseafood.com

홀리데이 비치 워크 Holiday Beach Walk

홀리데이 인 리조트 아오 낭 앞에 자리한 

상점 밀집 지역. 대부분의 가게가 음식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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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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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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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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3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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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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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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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2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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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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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cave-rail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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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463~4, www.krabisandse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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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bi-

railayb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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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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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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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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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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SIGHTS 

 ✻ ACTIVITIES

꼬 피피 중심지역

꼬 피피 일일투어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피피 레 

섬이 주요 코스다. 영화 <더 비치>로 일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마야비치와 바이

킹 동굴, 제비 집 동굴 등을 둘러보고 스노

클링을 즐기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다. 일일투어는 많은 여행사와 숙소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각 업소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난다. 몇 군데 업소를 확

인한 후 투어를 신청을 하면 적정한 가격의 투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일일투어 5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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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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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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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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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OMMODATIONS

피피 아일랜드 카바나 Phi Phi Island Cab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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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

601-170~7, www.phiphi-caba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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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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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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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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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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편이고 해변을 따라 복잡하지 않을 

정도로 숙소가 들어서 있다. 저렴한 

숙소가 많아 배낭여행자들이 선호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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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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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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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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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꼬

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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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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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an Laanta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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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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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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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91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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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662-688, www. srilanta.

com 

나리마 방갈로 리조트 
Narima Bunga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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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ma-lant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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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리조트. 모던한 

남 
부  

꼬

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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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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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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뜨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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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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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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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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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20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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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 리조트 Paradise Resort

꼬 끄라단에서 가장 먼저 생긴 리조트

다. 방갈로 형태의 숙소로 해변 전망 여

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객실 내 에

어컨은 일부 해변 전망의 객실에만 설

치돼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팬 룸이다.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며 스노클링, 

보트 투어 등을 실시한다. 

29-30 Stani Road  인터넷 비수

기 더블 팬 760B~, 에어컨 1,600B~  

017-1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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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ooksivala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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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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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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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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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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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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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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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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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린 리조트 V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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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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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으로 

넘어가는 길 더블+팬 350B~ 400B  

074-728-040 

꼬 따루따오 숙소

꼬 따루따오는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숙

소를 운영한다. 아오 빤떼의 보트 선착장

에 도착하면 바로 공원 관리소가 나오는

데 이곳에서 예약 업무를 담당한다. 방갈

로와 롱 하우스Long House 형태의 숙소가 

있으며 야영도 가능하다. 방갈로는 욕실

이 딸려 있는 팬 룸으로 2인실, 4인실이 

있다. 4인실에는 방과 욕실이 두 개씩 있

다. 롱 하우스는 싱글 침대 4개로 구성됐

으며 공동 욕실을 사용한다. 아오 빤떼 

외에 숙박이 가능한 곳은 아오 모래다. 

아오 모래 해변의 방갈로는 모두 팬 룸으

로 욕실이 딸려 있다. 성수기에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출발 전에 미리 문

의를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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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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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끼얏 타니 호텔 Sinkiat T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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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721-056

남 
부  

싸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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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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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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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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핫

야
이
 

Local Transportation



101100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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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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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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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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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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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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빅 보트 300B

     꼬 싸무이-꼬 따오 페리 1시간 30분 1일 3회 페리 600B

Local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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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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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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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과 숙소가 자리했다. 물가
는 차웽 비치에 비해 저렴한 편. 짧은 폭의 해변과 때
때로 거센 파도로 차웽 비치보다는 인기가 덜하지만 
조용한 해변과 스파 등을 즐기려는 여행자들 사이에
서는 인기다. 남녀 성기 모양을 한 힌따, 힌야이 바위 등의 볼거리도 있다. 

나톤 선착장에서 18km. 차웽 비치에서 5km. 썽태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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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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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Big Buddha Temple이 섬 북쪽인 방락 비치

Bang Rak Beach에 자리하고 있다. 해변 언덕 

위에 있어서 전망이 좋다. 날이 맑으면 꼬 

팡안까지 보인다. 차웽 비치와 라마이 비치

를 잇는 해안도로에는 랏꺼 전망대Lat Ko 

View Point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방문하면 

좋다. 그밖에 나무앙 폭포 코끼리 트레킹Namuang Waterfall Elephant Trekking, 악어 농장

Crocodile Farm, 원숭이 극장Samui Monkey Theater, 뱀 농장Snake Farm 등이 있다. 교통이 

불편하므로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여러모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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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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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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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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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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타이 Muaythai

차웽 비치와 라마이 비치에 무에타이 경기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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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경기는 보통 오후 9시부터 시작하며 오픈 게임을 포함해 7~8회 가량 열린다. 좌

석의 위치에 따라 입장료가 다르지만 경기장이 작아 어느 좌석에서나 충분한 현장

감을 느낄 수 있다. 여행사에서 예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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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나 수준에 맞게 차

량을 빌리는 것이 안전하다.

보풋 비치 뒤 순환도로  09:00~21:00  20

분 1,900B~

아일랜드 사파리 Island Safari

꼬 싸무이와 주변의 여러 섬을 돌아보는 투어다. 

여행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끼리만 타는 프로

그램에서 일일투어까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30분 700B, 코끼리타기·정글탐험·스노클링·지프타기·점심식사 일일투어 

1,700B

 

 ✻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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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페스티벌 Central Festival

차웽 비치 인근의 쇼핑센터. 3층 규모의 센트

럴 백화점, 길거리 숍 형태로 의류, 수영복, 샌

들, 가방 등을 판매하는 비치 바자 Beach 

Bazaar, 슈퍼마켓인 탑스 마켓, 푸드 코트 푸드 

파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MK 레스토랑, 더 

커피 클럽, 와인 커넥션, 샤부시, 스타벅스, 블

랙 캐니언 커피, 스웬센스 등 체인 레스토랑

과 카페도 많다. 스파 브랜드로는 한과 헬스 랜드가 독립 매장을 꾸리고 있으며, 센

트럴 백화점 내에 도나 창, 바스&블룸 등이 자리했다. 탑스 마켓의 규모도 꽤 커 빅 

씨나 로터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다. 

차웽 비치 로드와 차웽 호수 사이  167/1, Bo Phut  11:00~23:00  077-962-777

 

빅 씨 Big C

대형 마트 체인. 저렴한 슈퍼마켓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같은 건물에 MK 레스토랑, 스타벅스, 

KFC 등 체인 레스토랑이 자리하며, 푸드 코트

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차웽 비치에서 북쪽으로 약 4.2km  

129/19 Moo 1, Bo Phut  09:00~20:00  

077-960-711

테스코 로터스 Tesco Lotus

빅 씨와 더불어 저렴한 슈퍼마켓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형 마트. 슈퍼

마켓 외에 MK 레스토랑, 후지 등 체인 레

스토랑과 푸드 코트 등이 다양하게 입점

해 있다. 

차웽 비치에서 북쪽으로 약 2.8km  

1/7 Moo 6, Bo Phut  08:00~23:00  

077-2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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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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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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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z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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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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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해변까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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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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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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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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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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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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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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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30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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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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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aragrand/

c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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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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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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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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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3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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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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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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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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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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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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Tongsai Bay Hotel 

싸무이 북동쪽 조용한 해변에 자리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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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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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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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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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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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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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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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타라 라사난다 꼬 팡안 빌라 Anantara Rasananda Koh Phangan Vi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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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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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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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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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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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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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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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다이빙 바다소리들▶ 070-8239-0243

  다이빙 스쿨▶ 087-266-6484

  부다 뷰▶ 084-424-2212

  코럴 그랜드 다이빙▶ 092-913-7472

  다이브 리조트▶ 077-456-133

  D.J.L다이빙▶ 084-852-4211

 ✻ 한인업소

 ✻ BEST SIGHTS 

남 
부  

꼬 

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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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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paradiseresor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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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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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gyuan.com

>>  ACCOMMODATIONS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