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정보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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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태국 개황

1. 태국 개관
•
•
•
•
•
•
•
•
•
•
•
•
•
•
•

국 명 : 타이왕국 (Kingdom of Thailand)
국기 : 민족, 왕실, 종교를 각각 상징하는 적색, 청색, 백색 등 3색으로 되어 있
음. (1927년 채택)
정 체 :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 푸미폰 국왕(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
* 차크리왕조 제9대왕 (1946년 즉위)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총 리 : 아피시트(Abhisit Vejjajiva)
외교장관 : 까싯(Kasit Piromya)
의 회 : 양원제
수 도 : 방콕 (Bangkok : 인구 약 995만 명, 면적 1,560㎢)
면 적 : 51.4만 K㎡ (한반도의 2.3배)
인 구 : 약 6,500만 명 (2007년)
민 족 : 타이족 (81.5%), 화교 (13.1%), 말레이족 (2.9%), 기타(2.5%)
종 교 : 불교 (소승불교, 국민의 95%가 불교도)
언 어 : 타이어 (공용어)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이며, 3계절로 대별됨
(3월∼5월 고온, 6월∼10월 우기, 11월∼2월 비교적 저온)
- 연평균 기온 : 27.6℃ (최고 36.5℃, 최저 23.7℃)
- 연평균 강우량 : 1,600 mm

•
•
•
•

- 연평균
한국과의
화폐단위
주요자원
경제지표

습 도 : 79% (최고 94%, 최저 60%)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
: Baht (1Baht =100 Satang),US$ 1 ≒ 33.38Baht(2009년 평균)
: 천연고무 및 가스, 타피오카, 쌀, 주석, 텅스텐, 안티모니

- 국내총생산 : 2,721억 미불(2008년)
- 1인당 GDP : 4,073미불(2008년)
- 경제성장율 : -2.7%(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
- 수출 : 1,753억미불(2008년)
- 수입 : 1,751억미불(2008년)
- 외환보유고 : 1,384억미불(2009년말)
- 외채 : 699억미불(2009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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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활안내

1. 한국대사관
가. 대사관 개요
•

주 소 :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20
* 주소(태국발음) : 이씹삼, 타논 티얌루엄밋, 라차다피섹, 켓 후어이쾅

•

전 화 : 66(태국) - 2(방콕) - 247-7537/39(Fax 247-7535)
-영사과 : 66(태국) - 2(방콕) - 247-7540/41(Fax 247-7534)

•

홈페이지 : http://tha.mofat.go.kr/kor/as/tha/main/index.jsp

•

이메일 : koembth@gmail.com

•

직원현황 : 총 19명

•

대사관 규모 : 총 6,000평, 단독 건물(국유재산)

•

시 설 : 지상 3층 지하 1층의 본관, 관저 및 직원주택 2동

나. 근무시간 및 당직제도
•

근무시간(월-금, 공휴일제외) : 08:30-16:30(점심시간:12:00-13:30)

•

당직근무 : 토·일요일·공휴일
- 공관자동응답기에 당직자 연락전화번호를 주어 연락토록 함.

2. 각종증명서 신청
•

재외국민 등록(개인별 등록)
: 도착직후 등록(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사진 2매, 여권 사진부착면, 입국사증면 사본)

•

거주확인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결혼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 장기체류비자 신청 혹은 연장시 필요(호적등본 및 동 영어 번역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증 : 사진(1인치) 2매 및 한국 국내면허증 첨부 신청(약 1개월 소요)

* 외국인 소지 태국면허증은 1년 유효 임시 면허증으므로 발급 후 11개월 정도 지나서
갱신조치 필요
3. 은행구좌 개설
•

구좌개설 : 본인이 여권 및 여권사본 지참, 직접 은행에 가서 서명 등록 후, 개설 가능
- 구좌종류 : 현지화/달러화, 저축/보통예금 선택 가능

•

은 행 : Bangkok Bank 외 4-5개 은행 이용 가능

•

신용카드(VISA, AMEX등) : 현지화 구좌를 개설할 경우 이용 가능
* 주재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아 사용에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위조방지를 위해
마이크로칩이 부착된 카드신청 필요

4. 주택임차
•

기본적으로 주택 및 아파트 형편이 양호하여 주택임차에는 편리한 상황

•

개인별로 임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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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유의사항
- 1-2개월전 사전 통보방식 등 포함 필요

•

임차료 지불 : 연불, 분기불, 월불로 계약에 따라 상이

•

주차장 : 대부분의 주택에는 지정 주차장이 있음(주차장 사용료 없음)

•

사용료(개인부담)
- 전화료,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물값, 위성TV 시청료, 소규모 시설유지비(전기,
간단한 자재비) 등

•

주택관련 보험제도 : 임차인에게는 해당 없음.

•

계약 해지시 시설 및 비품훼손 변상은 개인부담이며, 입주전 계약체결시 주택상태,
비품고장, 파손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사진촬영보관 요망

5. 식 품
•

한국식품점 : Sukhumvit Soi 12 에 위치한 Sukhumvit Plaza 에 한국식품점 있음

•

식육점 : 수쿰빗 Soi 33 빌라마켓 뒤 "Thai French"(한우와 비슷한 맛)
전화 : 02)258-5087와 원일 정육점(Sukhumvit Soi 23) 전화 : 02)664-0463 등이 있음

•

야채·생선 등 : "아속"(Asoke), 끄롱떠이(Klongtoey)시장(백화점 내 수퍼마켓보다 저렴한 편임)

•

일본식품 : Sukhumvit Soi 35 "Fuji Market" 또는 백화점 내 일본식품 코너

•

전반적으로 우리 식생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방콕내 Sukhumvit Soi
12 에 위치한 한인상가인 Sukhumvit Plaza 에 식당, 식품점 다수 소재, 기타 시
내곳곳에 한국식당 위치)
- 대부분 채소, 육류 등은 현지에서 구입가능

•

한국식품도 현지에서 구입가능하나 가격은 다소 비싼 편임.

•

도착 직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어물(김, 미역, 멸치 등), 고추가루, 된장, 고추장
등 양념류는 준비 바람직(단, 고추가루는 여유있게 준비 필요)

6. 자동차 구입(Ⅱ-2-다 자동차 구입항목 참조)
•

한국차는 개인별로 한국회사에 주문하는 상황이며, 현지에서 인도기간이 약 2개월
정도가 소요(기아의 카니발 등 일부차량은 현지 DEALER SHOP에서 주문이 가능)

•

운전 면허증 : 운전시 항시 휴대 필요

•

자동차 보험 : 가입 필요(현대 소나타 경우 연간 약 500-700미불, 일제차 경우연간
약 750-1,000미불)

7. 초·중·고 교육(자녀 취학)
•

학제개요
-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

초·중·고교
- 학기 : 8월 신학기 시작, 익년도 6월 종료
- 입학절차
. 신청서 제출 : 여권사본, 성적증명서(최근 2년),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사항 증명용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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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및 시험(영어, 수학) 치른 후 학년 및 ESL 등급 (초·중·고급반) 결정
- 학교 선정시 유의사항 : 위치, 교통편, 학비 등 고려, 결정
•

한글학교 :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4시간씩 한글, 산수교육)
- 2006년도 약 187명 (유치반, 초등 및 중학교)이 재학중임
(등록비 25미불 및 연간 수업료 100∼140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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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학 교 명

학 비

주소 및 전화번호

비 고

2/23 Moo 5 Soi
The
Bangkok
Pattana
School

입학금 :5,300미불

Lasalle, Sukhumvit

등록금(6개월) :

Rd. Bagkok

2,800-4,500미불

Tel : 02)398-0200

ESL(6개월) : 700-1,100미불

Fax : 02)399-3179

기타(6개월): 약 1,200미불

http://www.patana.ac.th
reception@patana.ac.ch
42 Moo4, Soi Rumrasi,

입학금 : 2,600미불

Ramkhamhaeng Rd.,

Ruamrudee

등록금(6개월) :

Minburi

International

3,000-4,000미불

Tel : 02)518-0320/29

School

ESL(6개월): 800미불

Fax : 02)518-0334

기타(6개월): 약 800미불

http://www.rism.ac.th
info@rism.ac.th
39/7 Soi Nichada

입학금 : 4,500미불

Thani Samakee Rd.

International

등록금(6개월) :

Amphur Pakkret Nonthaburi

School
Bangkok

6,500미불-7,100미불

Tel : 02)963-5800

ESL(6개월): 2,300미불

Fax : 02)583-545432

기타(6개월): 약 1,400미불

http://www.isb.ac.th

New
International
School
(UN School)

입학금 : 4,230미불
등록금(6개월) :
3,300미불-4,300미불
ESL(6개월) :1900-2400미불
기타(6개월): 약 1,200미불
입학금 : 400미불

International

등록금(6개월) : 3,200미불

School

기타(6개월) : 400미불

입학금 :2만밧트
등록금 :3만바트
-3만5천바트(학기별)

(영국계)
※ 한국학생
적음.

초.중.고교(
천주교
계통)
10학년이
상ESL과정
무
※교포.상사
주재원
자녀다수

초.중.고교
(미국계)
※ 한국학생
다수

register@isb.ac.th
36 Sukhumvit Rd.

Saint John's

Korean
Internatio
nal
School
of
Bangkok

초.중.고교

Bangkok

초.중.고교

Tel : 02)651-6399

(영국계)

Fax : 02)253-3800
http://www.nist.ac.th

※ 한국학생
다수

nist@nist.ac.th
Ladphrao, Bangkok

초.중학교

Tel : 02)513-8575,

신생학교

02)513-8590

※태국인
다수
Fax : 02)513-8588
#29/19 M.6 Soi 28
한국 교육부
Mitmatri Khufangneua
승인
Nongchok, Bangkok 10530
한국
Tel : 02)543-6981
교육과정
Fax : 02)543-6980I
운영
http://www.kisbangk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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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교 교육
•

학제개요 : 4년제, 1년 2학기, 낙제제도 있음.

•

입학조건 :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학력을 인정받은 자, 외국인의 경우 학교가 실시
하는 소정시험에 합격한 자

•

입학구비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등학력을 인정받는 서류 등

9. 이사화물 통관 및 수령
•

이사화물 도착후 선하증권(B/L)을 첨부, 태국 외교부의 통관허가를 득한 후 대행
회사가 통관전화 완료 후 자택까지 배달(통관 및 배달수수료는 약 350-500미불 소요)
※ 일부 아파트에서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이삿짐 하차작업 규제함(소음우발 우려)

10. 공 항
•

주요 국제 공항은 방콕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수왓나품 공항(2006년 9.29.개항)이며,
국제선과 국내선이 함께 위치해 있음(시내진입 소요시간은 승용차로 30-50분 소요)

•

국제선 대한항공 카운터는 M, 아시아나 카운터는 L, 타이항공 카운터는 H 사용

•

공관-공항간의 거리 : 약 20Km, 차량 30분 소요

11. 재외동포현황
가. 재외동포수 (2009년 3월 현재)
•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 약 166명

•

체류자(유학생 포함) : 약 20,034명

•

합 계 : 약 20,200명

나. 동포사회 형성과정
•

제 1세대는 현재 동포사회 원로들로서 2차대전중 일본군에 징용되어 태국 혹은
동남아 지역에 진출 후 태국에 정착 하였으며 대부분 무역·제조업에 종사하여 대
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 생존자는 몇 명되지 않음.

•

제 2세대는 월남전 종전후 태국에 이주, 정착한 교민들과 중동건설 붐과 함께 중
동으로 태국 인력송출 등을 하면서 정착한 인사들로서 주로 무역·여행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며 교민사회 지도층임.

•

제 3세대는 80년대 후반이래 한국의 해외여행 개방에 따라 태국에 대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산업관련 진출한 교민들과 한국 투자 진출증가 등 한·태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따른 파견상사 지사원 및 투자 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 4세대는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실직당한자들이 취업등의 목적으로 태국에 와서
주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음

•

다. 재외동포단체 현황
•

재태국 한인회(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 창립 : 1964년
- 회장 : 전용창(제 25대)
- 회보 `태국 한인소식' 발간(월간)
- Tel : (662) 653-3880~2, Fax : (662) 653-3668

•

지역 한인회 지회
- 파타야 한인회, 푸켓 한인회, 치양마이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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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외동포학교
•

방콕한국국제학교
- 태국 내 최초 전일제 국제한인학교(2002.3.31 개교)
- 2002.2.18 한국 교육부 및 2003.9 태국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획득하여
설립, 운영중이며, 2003.10 우리 교육부에 중등과정 설립취득
- 2006년도 현재(학생 145명(초등 1-6년, 중등1년), 교직원 16명)

•

방콕 한인토요학교
- 토요학교로서 1964년 개교
- 위치 :방콕한국국제학교내(전화 :07-500-2053/54)

12. 현지 주재 우리기관 및 상사 등 현황
•

지·상사, 금융기관, 투자진출업체 등 약 200여개
- 방콕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bangkok)를 통해 상세내역 입수가능

•

여 행 사 : 200개 (협회등록 업체수)

•

요식업체 : 방콕 및 파타야 등 지역에 100여개

13. 교통·통신·우편제도
•

교통수단 : 자가용, 버스(에어컨 장착 기본요금12바트/14바트, 에어컨 미장착 기
본요금 7바트/8바트), 택시(기본요금 35바트, 시간, 거리병산제), 툭툭(TukTuk,
삼륜차로서 방콕의 명물, 요금은 흥정으로 결정), Quick Service(오토바이, 요금은
흥정, 다소 위험)

•

통신 및 전화제도
- 공중전화 : 1바트 및 5바트 동전 사용
※ 한국호출 국제전화 요령 : 001-82(한국)-2(서울), 000-0000 (전화번호)

14. 태국 언론매체
가. 공보·언론 행정체제
•

공보행정 : 총리실 공보담당장관
- Public Relations Department(PRD)
- Mass Communications Organization of Thailand(MCOT)

•

언론행정 : 내무부장관(언론매체등록, 대외관계업무 등)

나. 주요 신문
•

영자지
- Bangkok Post (중립·보수, 약 6.0만)
- The Nation (중립·진보, 약 6.5만)
- Business Day (중립·경제지, 약 2.5만)

•

태국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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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ichon (약 50만부, 지식인 구독)
- Thai Rath (대중지, 약 100만부)
- Daily News (지식인 구독, 약 80만부)
- 기타 Naew Na, Manager Daily, Krungthep Turakij, Siam Sports,
Bangkok Business 등
•

중국어지
- Sing Sian Yit Pao(성산일보, 보수, 약 5.5만)등 4개지

다. 통신사
•

Thai National News Agency
- MCOT가 운영하는 국영통신이나, 각 언론사의 활용도는 낮음

라. 방송 및 TV
•

방송 : PRD산하 국영 Radio Thailand(전국 네트워크)외에
전국에 491개 방송국 및 지국(AM, FM)

•

TV : Channel 3, 5, 7, 9, 11 및 iTV(CH 5는 군운영 TV)

•

케이블 TV 는 UBC 가 대표적으로, 뉴스·영화·오락·스포츠 등을 24시간 방영

마. 언론보도 정책
•

대부분의 TV, 방송사는 정부·군에서 소유 또는 운영하며, 여론 형성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순수한 의미의 민영 TV인 I-TV가 96.7월 설립.
- 군자체 보도기관 운영(CH 5 TV)

•

신문·잡지등 기타 언론매체 운영 및 출판은 매우 자유로움.
* 우리특파원 : KBS와 연합통신 특파원 상주

15. 긴급상황 대처요령
•

화재시 : 199

•

범죄․재난신고 : 195(경찰청 중앙수사부)

•

방콕기동경찰(사건․사고 신고센터) : 191(타지역에서 191을 누르면 그 지역 관할
경찰로 연결됨)

•

고속도로경찰 : 1193(고속도로, 국도상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

긴급의료지원
- 긴급의료기관 요청전화 : 02)252-2171/5 (경찰병원), 구급차 요청도 가능
- 앰블런스 요청 : 02)252-2171/5, 02)246-0199(경찰병원)

•

전화고장시 : 1177 가입국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

국제전화 신청 : 100

•

한인회 : 02)653-3880~2

•

수왓나품 공항(국제선) : 출발

02)132-9324~27, 도착 :02)132-9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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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세제도
•

면세점
- 킹파워(Kingpower)면세점이 방콕, 푸켓, 치앙마이, 핫야이(남부 주요도시)에 소
재하며, 방콕에는 수완나품 국제공항내, 소이랑남(빅토리아 모뉴멘트 근처)등 2
곳에 위치
- 백화점을 비롯한 일반상점(VAT 환급 스티커 부착)에서도 면세로 구입 가능(여권
지참 필요, 출국시 환급절차를 거쳐 부가세 7% 환급)

17. 쇼 핑
•

백화점 및 일반상점(가구, 전자제품 전문점 등 다수)
- 개점시간 : 10:30-21:30(일부백화점 22:00까지 영업)
- 수퍼마켓(백화점 지하층) : 10:30-24:00
※ Sukhumivit 지역소재 주요 백화점 : Robinson, Central, Emporium
Time Square, Landmark Plaza 등

18. 어학 교육기관 또는 학원
•

현지어(태국어), 영어, 일어학원 등이 다수 있음.
- ECC (Thailand) : 영어, 일어, 중국어
Tel : 02)279-4977,02) 278-1598
- Berlitz :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태국어
Tel : 02)250-0950-2
- A. U. A : 영어, 태국어
Tel : 02)252-8170/3
- I. C. L : 영어, 일어, 컴퓨터
Tel : 02)246-0611/2
- Inter Academy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Tel : 02)253-5410, 9149
- Oxford English Centre : 영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Tel :02)252-9378

•

요리학원
- UFM Baking &Cooking School, Tel : 02)259-0620/30
- Institute Culinary Art (ICA), Tel :02) 235-8758, 02)23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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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Baking School, Tel : 02)272-5692/3
•

꽃꽃이학원
- Siam Flower Lab. Co., Ltd., Tel : 02)233-6240, 5855
- Progress florist, Tel : 02)271-2415/6
- Susita Flower, Tel : 02)361-8835/40

•

기타 사교 및 취미활동 등
- 아파트내 옥외수영장, 꽃꽃이, 골프 등 다양

19. 관 광
가. 한국인의 태국관광
•

한국인의 태국방문은 해외여행 완전자유화(89년)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도 효도관광, 신혼관광, 가족휴가 등으로 매년 약30% 증가하고 있음.
- 96년 이후 연간 약 100만명의 아국 관광객이 방문
- 2002년도에는 약 71만명, 2003년에는 약 70만명, 2004년에는 약 90만명,
2005년 약 85만명, 2006년 약 110만명, 2007년 약 109만명, 2008년 약 87
만명의 아국인이 태국을 방문

나. 주요 관광지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동남아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 임. 해안선이 2,614km에 달하고 동쪽으로는 타이만과 서쪽으로는
안다만해와 각각 접하고 있어 많은 뛰어난 경관을 가진 휴양지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북쪽은 산악지역으로서 수려한 산세와 산악 트레킹도 즐길 수 있음. 이러한
태국은 지리적 특성상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뉘어짐. 즉, 수도 방콕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푸켓섬을 비롯 많은 해변 휴양지자 있는 남부, 메콩강을 끼고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해
있는 동북부, 그리고 많은 고산족들과 골든 트라이앵글로 우리들에게 더 잘 알려
진 북부지역 등으로 나뉘어짐. 각각의 지역들은 산악지역 혹은 해안지역 등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특색이 있음.

1) 방콕 및 중부지역
가) 방콕시내
일명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방콕은 태국의 수도이자 태국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며, 아울러 동남아 경제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답게 수많은 외국의 기
업들과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는 동남아 최대의 도시중 하나임.
① 왓 프라깨우(에메랄드 사원) : 정식 명칭은 “왓 프라 씨랏따나 싸싸다람” 임. 절
안에는 높이 75cm의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 불상은 톤부리 왕조의 시조인
딱신 왕 때에 당시 프라마하 까?쓱 (후에 라마 1세가 됨)이 라오스를 정벌하고
1778년에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임. 불상은 황금가사를 입고 있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왕이 손수 가사를 갈아입히는 행사를 갖기도 함.
② 왕 궁 : 왓 프라깨우 뒤편에 위치. 현재 국왕은 이곳에 살고 있지 않으며, 과거7
대왕 때에 왕궁으로 쓰였던 곳으로 아름다운 태국의 전통 건축양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채의 건물들이 있음. 왓 프라깨우와 왕궁에 들어갈 때에는 반바지나 슬리
퍼 등을 착용하고 입장할 수 없음. 만일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정문 옆에 무료로
옷을 빌려주는 곳이 있어 단정하게 복장을 갖추고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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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왓 포(열반의 사원) : 왕궁옆에 위치한 사원으로서 정식명칭은 '왓 프라체뚜폰 위
몬망칸라람'임. 이 사원에 열반을 뜻하는 길이 49m 높이 12m 의 거대한 와불상이
있기 때문에 '왓 포(열반의 사원)'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아유타야 시대에 세웠으며,
그 후 방콕왕조에 들어서 라마 1세에 의해 개축되었음.
④ 왓 아룬(새벽 사원) : 왕궁과 짜오프라야강을 끼고 마주한 톤부리에 위치하고 있
음. 정식 명칭은 '왓 아룬랏차와라람' 이며 톤부리 왕조 딱신 왕때부터 지어지기 시
작하여 라마3세 때 완성된 사원임. 이 사원원 높이 82m의 '프라쁘랑(탑)'이 있어 멀
리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주위로 4개의 작은 탑들이 둘러싸고 있음. 이 4개의 탑들
은 각각 부처의 탄생, 출가, 득도, 설법을 나타낸다고 함. 중앙에 있는 탑은 가파른
계단을 통하여 올라갈 수 있음.
⑤ 왓 벤짜마버핏(대리석 사원) : 라마 5세에 의해 완성된 사원으로 방콕에서는 비교
적 연대가 짧은 사원중의 하나임. 지붕은 중국산 기와로 되어 있으며 건물의 외벽은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일명 대리석 사원이라고 불리
움. 또한 고대 로마 양식을 기초로 한 정면 입구의 원기둥과 스테인드글라스로 된
창 등은 서구의 건축술을 도입한 흔적임을 알 수 있음.
⑥ 국립박물관(피핏타판 행 찻) : 에메랄드 사원에서 북쪽으로 1km정도 떨어져 있
음.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태국의 역사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음.
⑦ 차이나 타운 : 방콕의 중심도로인 라마4세 거리에 접해 있으며, 야와랏 거리에 위
치하고 있어서 일명 '야와랏' 이라고도 함. 많은 중국계 사람들과 한자로 쓰여진 간판
들로 인해서 한눈에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음. 이곳은 진품 골동품에
서 조잡한 모조품까지 그리고 최신상품에서부터 중고품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음. 이 거리에 들어서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금은
방이며, 각종 약재를 취급하는 한약방도 많이 있음.
나) 방콕근교
① 로즈가든(쑤언 쌈 프란) : 방콕에서 차로 1시간 거리로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열대의 대정원임. 장미가 피는 계절 은 겨울철인 11월 ∼1월
이며, 오후 2시에 태국민속 공연이 펼쳐지는데 공연내용은 전통무용, 타이복싱, 투
계, 소수 민족의 전통문화 등 매우 다양하여 짧은 시간 안에 태국의 문화를 이해하
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
② 악어농장( 쩌라케) : 방콕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싸뭇 쁘라간
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악어농장임. 남국적인 분위기의 농장 내에는 약 2만마리 정
도의 악어가 사육되고 있음. 하루에 약 7∼9회에 걸쳐 악어 쇼가 펼쳐지는데 대형악
어와 사육사가 펼치는 묘기가 볼만함.
③ 고대도시(므엉보란) : 싸뭇 쁘라깐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
꺼번에 둘러볼 수 있는 일종의 야외 유적박물관임. 태국 전역에 있는 100 여개의 역
사 유적지를 모아놓은 곳으로 실물보다 약간 축소하여 만들어 놓았음. 이곳의 전체적
인 형태는 태국 국토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쑤코타이, 아유타야 등의 왕궁과 사원
그리고 각종 건축물들이 잘 배치되어 있음.
④ 수상시장(딸랏 남) : 방콕의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음. 이곳의 지명을 따
서 '담넌 싸두억 수상시장' 이라고 부르기도 함. 태국 사람들은 예전 부터 많은 운하
를 도로처럼 이용하였으며 집이나 상점들을 운하 주변에 지었으며, 시장도 운하 위에
서 형성되는데 이것이 '딸랏 남'임. 아침 일찍부터 야채, 과일, 생선, 꽃 등은 물론
국수와 밥, 반찬 등을 조그마한 배에 싣고 나온 상인들이 배에 탄 채 직접 매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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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프라빠톰 쩨디 : 방콕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나컨 빠톰시의 중
심에 위치해 있는 세계 최대의 불탑임. 나컨 빠톰은 본래 최초로 태국에 불교가 전
해진 지역이기도 함. 이 불탑은 높이가 127m로 스리랑카 양식의 종 모양을 하고 있음.
2) 중부지역
가) 아유타야
•

방콕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아유타야는 쑤코타이에 이어 태국의
두번째 왕국의 수도였던 곳임. 한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였으나 1767년
미얀마에 의해 멸망하면서 거의 폐허가 되었으며 현재도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음.

•

방빠인 궁 : 아유타야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방빠인에 위치한 궁전으로
짝끄리 왕조의 별궁으로도 유명함. 아유타야 왕조의 쁘라삿 텅 왕에 의해 세워졌
으며 아유타야의 멸망과 함께 페허가 되었다가 짝끄리 왕조의 라마 4세, 5세에 의
해 재건되어 왕실의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부터 동서양
의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환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

나) 깐짜나부리
•

깐짜나부리는 미얀마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도임. 우리에게는 '콰이강의 다리'로
더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함. 깐짜나부리는 평야지대인 중부지역에 있는 몇 안 되는
산악지대로서 휴양지가 많이 있으며,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임.
① 콰이강의 다리(싸판 매남 쾌) : 깐짜나부리 시내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2차대
전 당시 일본이 미얀마 침략을 위한 철도건설의 일환으로 연합군 포로들을 동원
하여 건설한 다리로서 많은 포로들이 여기서 사망하였던 곳이기도 함. 현재의 다
리는 폭격에 의해 부서진 것을 나중에 복구한 것임.
② 에라완 폭포 국립공원(남똑 에라완) : 깐짜나부리에서 버스로 두시간 거리에
있음. 폭포주변이 석회암지대여서 모양이 특이함. 폭포는 모두 7단계로 되어 있으
며 정상까지는 왕복 3 시간이면 충분함.

다) 차암과 후아힌
•

차암과 후아힌은 방콕의 남서쪽, 타이만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을 위한
휴양지로는 최적의 장소임.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남부에 속하나 행정구역상
으로는 중부에 속함. 차암은 방콕에서 약 173km, 후아힌은 198km 떨어져 있다.
차암과 후아힌은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해변이 그 특징임. 이곳에는
많은 호텔들과 숙박시설들이 있으며 외국인보다는 주로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휴양
지이기도 함. 후아힌은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휴양지로도 유명함. 라마7세 왕이
그곳에 여름별장을 지으면서 '끌라이 깡원(걱정은 멀리에)'라는 별칭을 수여할 정
도로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태국 상류계
층의 사람들이 휴양지로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요즘도 왕족들이 일정기간을 후아
힌에서 휴가를 보낼 정도임.

라) 팟 타 야
•

방콕에서 약 147km,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팟타야는 태국 최고의 휴양지
로 매년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임. 본래 팟타야는 베
트남 전쟁 때에 미군 휴양소로 개발된 곳이며 현재는 다양한 호텔과 식당 그리고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임. 팟타야는 크게 팟타야 해변과 쩜티얀 해변으로 나뉘어 지는데
팟타야 해변에 모든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반면에 쩜티얀 해변은 조용한 분위기
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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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부지역
•

태국의 북부지역은 많은 부분이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악지역 안에는 약
70만명에 이르는 소수 민족이 살고 있으며 그들을 고산족이라고 부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워지는 밀림 속에서 양귀비 재배로 생계를 꾸
려나가고 있음.

가) 치앙마이
•

1296년 멩라이 왕이 건설한 고대 란나 타이 왕국의 수도로서 오랜 역사와 아름다
운 자연을 자랑하는 치앙마이도(인구 155만명)의 도청소재지임. 방콕에서 북쪽으
로 약 700km 떨어져 있으며 17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는 태국 제2도
시이며 미인이 많기로 유명함.
① 왓 프라 씽 : 치앙마이 최대의 사원으로서 랏차담넌 거리의 서쪽 끝에 있음.
사원 내에는 3기의 부처가 모셔져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매우 신
성시 됨.
② 왓 프라탓 더이쑤텝 : 치앙마이 시내에서 16km 정도 떨어진 더이 쑤뎁 산 중
턱에 서 있는 사원으로 왕실사원이며 치앙마이 관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음.
1383년에 건립된 이 사원은 부처의 사리를 모시고 있어 많은 태국인들의 독실
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 입구에는 306개의 계단이 있고 양옆으로는 거대한
용이 조각되어 있어 '용의 계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함.
③ 푸핑 여름궁전 : 시내에서 약 21km 북서쪽에 있는 푸핑궁전은 1961년에 건축
되었음. 왓 프라탓 더이쑤텝에서 약 5km 정도 더 산을 올라간 지점에 위치한
태국 왕실의 별궁임. 머무르지 않을 때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며 금요일부터 일
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개방됨.
④ 버쌍 마을 : 가지각색의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린 대나무 우산으로 유명한
이 마을은 시내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음. 마을안에는 대나무 우산뿐만 아니
라 티크가구 공장, 은 세공공장 등 다양한 수공예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음. 수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수도 있고 원하는 모양으로 주문생산도
가능함.
⑤ 싼깜팽 : 버쌍마을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태국 실크와 면제품으로
유명한곳임. 이곳에서는 누에고치에서 부터 실을 뽑아 실크를 만드는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음. 선물용품점의 수가 많아 각종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음.
⑥ 올드 치앙마이 컬츄럴 센터 : 시내의 남쪽에 있는 관광객을 위해 만든 고산족
마을임.
이곳에서는 '칸똑 디너쇼'라는 것이 열리는데 고산족의 전통음식과 더불
어 고산족의 전통민속공연이 이어짐. 음식은 바닥에 앉아 먹는 방식이며 나오는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편임.
⑦ 야시장(나이트바자) : 치앙마이 시내에 세워지는 야시장은 조잡한 노점상에서
부터 큰 상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매일 저녁 거리를 메움.

나) 치앙라이
•

치앙마이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도시는 북부 제2 도시임. 1262년
멩라이왕이 건설하였으며 1296년 치앙마이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란나타이 왕
국의 수도였음. 1556년 미얀마의 침략으로 란나타이 왕국이 멸망한 후 미얀마에
의해 200여년동안 지배를 받기도 하였음.
① 왓 프라깨우 : 치앙라이에서 가장 유서 깊은 사원으로, 현재 방콕의 에메랄드
사원에 있는 에메랄드 불상이 원래부터 모셔져 있던 곳으로 유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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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싸이 : 치앙마이에서 260km 정도 떨어진 매싸이는태국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미얀마와 다리 하나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국경도시임. 국경너머에서 생산된 일
용품과 수공예품들이 이곳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음.
다) 치앙쌘
•

1328년 란나타이 왕국시대에 건설되었음. 한때 북부 란나타이 왕국과도 교류를
했을만큼 번성하기도 하였음. 16세기 미얀마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200여년 동안
미얀마 지배를 받기도 하였음. 많은 사원들과 유적지 등이 있음.

•

골든 트라이앵글 : 치앙쌘의 북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이 만나는 지역을 말하며 아편재배 및 매매지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함.

라) 쑤코타이
•

'행복한 새벽'의 뜻을 가진 쑤코타이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427km 떨어져 있음. 태
국 최초의 국가인 쑤코타이 왕국의 수도였음. 전성기 때에는 쑤코타이 지방을 중
심으로 말레이반도 전역을 지배하였던 강력한 국가였음. 불교를 받아들이고 문자
를 창제하는등 태국 초기문화의 기반을 다졌으나 국력이 쇠퇴하여 1438년 아유타
야에 합병되었음.
① 쑤코타이 역사공원 : 1978년 UNESCO의 도움을 얻어 쑤코타이 왕국을 재현하
기 위해 당시의 왕궁, 사원, 성 등을 복원시켜 놓은 곳임. 이곳은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되어 영구 보전할 수 있게 되었음.
② 람캄행 국립박물관 : 1964년에 개관하였으며 쑤코타이의 유적들을 복원하면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음.

4) 동북부지역
•

태국의 동북부지역을 태국인들은 '이싼'이라고 하기도함. 대부분 고원 및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활수준이나 자연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임. 대
부분 화전이나 농사를 짓지만 수확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농한기 때에는 방콕이나
기타 지역으로 일거리를 찾아 대이동을 하기도 함. 방콕의 후아람퐁 역에 가면 노
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동북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임. 이 지역은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라오스와 그리고 남쪽은 캄보
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과거 영화를 누렸던 크메르의 영토로서 당
시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그 외에도 선사시대의 유적 등이 있음.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음.

가) 나컨랏차씨마
•

방콕에서 약 240km 떨어져 있으며 이싼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동북부 최
대의 도시이자 중심도시임. 태국인들은 흔히 이 지역을 '코랏'이라고 부름. 이 곳
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지는데 북으로는 컨깬, 넝카이를 지나 라오스까지 이
어지며 동쪽으로는 부리람, 쑤린, 우본랏차타니로 이어짐.

나) 피마이
•

작은 시골마을로 이곳에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크메르식 사원이 있는데 힌두사
원 으로서 '쁘라 힌 피마이'라고 하며 약 1,000년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됨. 크
고 작은 탑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또한 세계 최대의 보리수나무인 '싸이 응암'과
선사시대 유적인 '반쁘라' 은 선사시대의 유물과 유골이 발견된 곳임.

다) 쑤린
•

쑤린은 방콕에서 457km 떨어져 있음. 캄보디아와 접해 있으며 많은 크메르 유적
과 11월말에 열리는 코끼리 축제는 전국에서 이 축제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
려올 정도로 매우 유명한 축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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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던타이
•

방콕에서 동북쪽으로 564km 떨어져 있으며 월남전 때 세워진 미군공군기지로 인
해 급성장한 도시임. 이싼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임. 이 곳에는 시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반치앙'이라는 세계적인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는데 메소
포타미아 문명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마) 넝카이
•

이싼의 북쪽 끝에 위치한 넝카이는 방콕으로부터 615km 떨어져 있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얀과는 불과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라오스까지 다리로 연결되
어 있어 육로로 라오스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곳을 거쳐감. 태국과 라오
스를 연결하는 다리는 '우정의 다리(싸판 밋뜨라 팝)'라고 부르며 1994년에 개통
되었음.

5) 남부지역
•

태국의 남부지역은 서쪽으로는 안다만해, 인도양과 동쪽으로는 타이만, 태평양 등
대부분 바다와 접해 있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지들이 많이 있음. 해변도
많이 오염되지 않았고 일부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다지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조용하기도 함. 또한 남부는 태국에 최초로 불교가 유입된 곳이
기도 하며 말레이지아를 통해 이슬람교가 유입된 곳이기로 함. 아직도 타이 무슬
림의 중심지이며, 태국내 무슬림 중 90% 이상이 남부 4개도 (빳따니, 얄라, 나랏
티왓, 싸뚠)에 분포되어 살고 있음.

가) 푸껫
•

푸껫은 인도양에 있는 섬으로 방콕에서 약 862km 떨어진 곳임. 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세계적인 주석산지이기도 함. 섬이기는 하
지만 현재는 다리가 놓여 있어 내륙과 연결되어 있음.

나) 팡아
•

푸껫에서 95km 떨어져 있는 팡아는 작은 항구도시이며 도시안에는 관광지가 전혀
없음. 그러나 팡아만 앞바다에는 20km에 걸쳐 161개의 섬들이 펼쳐져 있으며 태
국에서도 그 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국립공원임. 많은 섬들중에 이름난 섬들은
70년대 중반에 촬영된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의 주 촬영무대였던 일명 '제임
스 본드 섬(꺼핑칸)'이 있고 그 섬 앞에는 못을 닮았다고 해서 '못섬(꺼 따뿌)'으로
불리우는 섬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임.

다) 끄라비
•

푸껫에서 약 180km 떨어져 있는 끄라비는 인구 16,000여명의 중소도시로서 매우
아름답고 조용한 해안도시임. 끄라비는 전부터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시설도
잘되어 있고 신선하고 값싼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곳임. 또한 주위의 해변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휴양지들이 많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드는 곳임.

•

피피섬(꺼 피피) : 끄라비에서 서쪽으로 40km, 푸켓에서 남동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피피섬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지구 최후의 낙원"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곳임. 총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 볼
수 있는 곳은 피피던 섬(꺼 피피던)과 피피레섬(꺼 피피레) 두 곳임.

라) 싸무이 섬(꺼 싸무이)
•

싸무이 섬은 방콕에서 약 720km, 쑤랏타니에서 약 80km 떨어진 태국의 동쪽 해
안에 있는 섬임. 신비의 섬이라 불리우는 싸무이 섬은 주위에 크고 작은 80여개의
섬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싸무이 섬, 파응안 섬, 그리고 따오 섬 등 세 개의 섬이
주요 섬들임. 과거 1970년대 배낭족들이나 히피들이 즐겨 찾으면서 개발되기 시
작하여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된 곳임. 지금은 최고급 호텔이 들
어 설 정도로 발전되고 항공편도 운항되고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관광하기에 전
혀 불편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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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웽 해변 : 싸무이 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해변임. 공항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공편으로 도착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임. 여행객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과 다양한 숙박시설, 유흥시설, 그리고 해양스포츠 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② 라마이 해변 : 싸무이 섬에서 두 번째로 큰 해변이며 차웽 해변 남쪽에 위치해
있음.
바다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암괴석들이 매우 아름다우며 싸무이섬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곳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던 곳이기도 함.
마) 쏭클라
•

남부 최대의 도시 쏭클라는 방콕에서 950km 떨어져 있음. 남부 최대의 교통 요충
지이자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관문인 핫야이가 도청 소재지인 쏭클라보다 더 발
전되었고 화려함. 핫야이에는 대규모의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싱가포
르나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밀수품들로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많은 태국인들도
물건을 사기 위해 핫야이로 몰리기도 함.

20. 주요 식당
•

한국식당 : 방콕 및 파타야 지역 등에 약 100여개 소재(방콕의 경우 찌개류,백반류
주문시 1인당 150-200바트 수준)
- 가 보 래............................02)252-5375
- 가

빈 ...........................02)261-9290, 01)330-5150

- 경 복 궁............................02)651-3266
- 고려정..............................02)253-8895
- 금수강산...........................02)651-0988
- 도리원..............................02)712-8070
- 두 레 ................................02)653-3815
- 민속관..... .........................02)234-2979
- 서 라 벌.............................02)204-1203
- 석촌가든............................02)251-0230
- 어

선...............................02)253-8011

- 신 라..................................02)663-4296
- 유 림 정.............................02)252-5301
- 유천...................... ...........02)655-5344
- 한 국 관.............................02)253-5090
•

일식당 : 주요호텔 및 백화점에 소재 (1인당 : 10-40미불 정도)
- Shindaikoku, Sukhumvit 19, 02)254-9981-3
- Edogin, Shangri-la Hotel, 02)236-7777
- Shogun, Dusit Thani Hotel, 02)236-0450

- 17 -

- Genji, Hilton Hotel, 02)253-0123
•

중국식당 : 주요호텔에 소재 (1인당 20-40미불 정도)
- Hong Teh, Ambassador Hotel, 02)255-0444
- Shang Palace, Shangri-al Hotel, 02)236-7777
- Noble House, Hilton Hotel, 02)253-0123
- Chinatown, May flower, Dusit Thani Hotel, 02)236-0450
- Dynasty, Sofitel Plaza Bangkok Hotel, 02)541-1234
- Yok, Emerald Hotel, 02)276-4567

•

태국식당
- Benjarong, Dusit Thani Hotel, 02)236-0450
- Thanying, Pramuan Road, 02)236-4361
- Nipa, Landmark Hotel, 02)254-0404
- Ruen Thai, Grand Hyatt Erawan Hotel, 02)254-1234
- Baan Khanitha, Sukhumvit Soi 23, 02)258-4181
- Salathip, shangri-la Hotel, 02)236-7777

•

Sea food 식당
- Sea food Restaurants, Sukhumvit Soi 24, 02)261-2074

21. 주요 호텔
•

세계 최고 수준의 Oriental Hotel, Shangrila Hotel 을 비롯한 고급시설을 갖춘 각급호텔
들이 많으며 주요 호텔은 아래와 같음.
- Amari Airport

02)566-1020

- Westin Grand Sukhumvit

02)651-1000

- Dusit Thani

02)236-0450

- Emerald

02)276-4567

- Fortune

02)641-1500

- Grand Hyatt Erawan

02)254-1234

- The Grand Hotel

02)274-1515

- Hilton International

02)25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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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rial Queen's Park

02)261-9000

- JW Marriott

02)656-7700

- Landmark

02)254-0404

- Swissotel Le Concorde

02)694-2222

- Oriental

02)236-0400

- Radison

02)641-4777

- Royal Orchid Sheraton

02)266-0123

- Royal Princess Larn Luang

02)281-3088

- Shangrila

02)236-7777

- Sheraton Grande Sukhumvit 02)653-0334
- Siam City

02)247-0123

- Westin Banyan Tree

02)679-1200

- Windsor Suites

02)262-1234

22. 의료 및 건강진단
•

병원수준은 양호하고, 종합 건강진단이 가능하나 의료수가는 다소 비쌈 (1회 감기
진료시 약 30-40미불)
※ 한국인 거주지역인 Sukhumvit 및 대사관 인근에 시설이 양호한 종합병원 다수 위치
- Piyavate Hospital, Rama 9 Rd, Tel : 02)641-4400/99
- Rama 9 Hospital, Rama 9 Rd, Tel : 02)248-8020
- Samittivej Hospital, Soi 49 Sukhumvit Rd. Tel : 02)711-8000(교환)
- Bumrungrad Hospital, Soi 3 Sukhumvit Rd. Tel : 02)667-1319(한국어)
- Bangkok Hospital, Soi 2 New Petchburi Rd. Tel : 02)310-3467

23. 기후 및 의복
가. 기 후
•

태국의 기후는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이며, 기상조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것은 열대 몬순 기류임. 즉 전국의 연평균기온이 약 28℃로 더우면서 연평균
습도는 약 70%임. 계절은 여름, 우기 그리고 겨울의 3계절로 구분하는데 강수량
에 따라 우기와 건기로 양분하기도 함. 통상 여름은 2월 중순∼5월, 우기는 6월∼
10월, 겨울은 11월∼2월초로 구별하며 이에 따라 우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건기
는 11월에서 5월까지로 나눔. 그러나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뚜렷하여 연간 강수
량의 대부분이 고온 다습한 서남몬순의 영향을 받는 우기에 집중. 전국의 연간 평
균 강수량은 1,550mm이나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많아 동부해안 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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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mm로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남부지방은 1,400∼2,400mm, 서부지역 특히
따우나씨 산맥의 서쪽은 비 그림자의 영향으로 매우 건조함. 각 계절별 기후의 특
징은 다음과 같음.
① 여름에는 적도에서 발생한 동남 몬순 계절풍의 영향으로 덥고 비가 많지 않은
날이 계속됨. 전국적으로 4월이 가장 더우며 3월∼5월에 걸쳐 전국 평균기온이
33℃∼38℃를 기록. 내륙지역인 나컨싸완, 깐짜나부리, 롭부리 등지가 해안지방보
다 더 더움. 1960년 우따라딧 도는 4월에 44.5℃에 달한 기록이 있음. 방콕을 중
심으로 한 중부지방의 여름기온은 약 40℃ 전후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높지 않
은 습도와 열대 몬순의 특징으로 내리는 스콜(Squall)의 영향으로 실제 체감온도
는 이보다 낮음.
② 우기에는 남서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음. 전국적으로 일년 평균 강수량의 대
부분이 5월∼10월 사이, 특히 8월∼9월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남부지방은 거의
연중 비가 내림.
특히 나컨씨탐마랏, 쏭클라, 빳따니 등 말레이지아와 인접한
국경지역에 비가 많음. 하루중 20분 내지 1시간, 또는 그보다 더 짧게 스콜
(Squall)이 쏟아지고 그 후는 맑게 갠 하늘을 볼 수 있음.
③ 겨울에는 중국대륙과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동북 몬순 계절풍의 영향으로 차
고건조한 날씨이며, 전국의 연평균 기온은 약 18℃정도임. 특히 동북부와 북부의
산간지역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 치앙마이 도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의 겨
울철기온은 5℃∼6℃까지 내려가며 1974년 러이(Roi or Loi)도의 최저기온이 0℃
를 기록한 바 있음. 전국적으로 12월말에서 1월초까지가 최저온도 기록. 태국지
형의 해발고도는 북부와 미얀마와의 서쪽국경을 따라있는 산간지역을 제외하면 해
발 0∼500m의 평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특히, 짜오프라야강 하류의 델타 평야지
역은 수도 방콕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해발이 3m이하에 불
과하여 매년 홍수의 피해를 겪고 있음. 지역적으로는 푸껫 산맥을 마주보고 있는
라넝도가 전국에서 가장 비가 많은 지역으로 연평균 강우량이 약,106mm에 이름.
또 다른 비가 많은 지역은 남부의 춤펀에서 빳따니에 이르는 동부 해안지역임. 동
북부와 북부와 북부 그리고 서부 해안지역은 8월에 가장 강수량이 많으며 중부
와 남부는 9월에, 남쪽의 동부해안 지역은 11월에 비가 가장 많이 옴.
나. 의 복
•

남성 : 양복 필요(하복 및 춘추복, 정장, 바지와 긴팔 Y-shirts는 여유있게 준비하
며, 대부분 실내 냉방시설이 양호한 점을 감안, 반팔 Y-shirts 보다는 주
로 긴팔 Y-shirts 착용)

•

부인 및 자녀 : 사무실, 식당등 각종 공공장소의 실내 냉방을 감안, 긴팔 의류 필요
※ 고온 다습한 기후에 대비한 100% 면 속내의도 충분히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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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일반사항

1. 한국과의 시차(섬머타임 없음)
•

한국보다 2시간 늦음.

2. 환전 : 은행 및 주요거리에 위치한 환전소이용 가능
•

환율 : 1미불 = 약 33.38바트(2009년 평균)

3. 한국신문 구독 : 현지 지국을 통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제지 등 구독가능
•

월 구독료 : 약 30미불 (배달료 포함)

4. 은행, 우체국, 식당, 상점, 박물관 등 영업시간 휴무일
•

은 행 : 일과시간 09:30-15:30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우체국 : 일과시간 08:30-17:00 (매주 일요일 휴무)

•

식당, 상점 : 보통 10:00-22:00

•

박물관 : 관람시간 화 - 일요일 09:00-16:00, 월요일 휴관

5. Tip 제도
•

태국은 어디를 가나 Tip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음.

•

음식점에서 식사후 계산서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대개 US$
1 정도의 Tip을 지불함.

6. 미용 및 이발
•

미용 : 8-60미불(Sukhumvit Soi 12 소재 Sukhumvit Plaza내 "헤어뱅크,헤어
짱, Time Square 내, 모아 미용실등 이발도 가능)

•

이발 : 8-20미불(Sukhumvit Soi 11 소재 "Manhattan Hotel" 사우나장내 이발소,
Sukhumvit Soi 14 근처 Time Square 내 모아 미용실, 라차다 Sriwara
아파트 1동 6층에 소재 까꼬뽀꼬 등)

7. 태국 공휴일(2010년도)
1.

1(금)

2.

28(일)

NEW YEAR'S DAY (신정)
MAKHA BUCHA DAY (만불절)

3.

1(월) SUBSTITUTION FOR MAKHA BUCHA DAY (만불절 대체 공휴일)

4.

6(화) CHAKRI DAY (왕조 창건일)

4.13(화)-16(금)

SONGKRAN FESTIVAL DAY (태국 전통의 설날)

5.

5(수)

CORONATION DAY (현 푸미폰 국왕 대관식일)

5.

13(목)

PLOUGHING DAY (권농일)

5.

28(금)

WISAKHA BUCHA DAY (석가 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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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월)

7. 27(화)

ASALHA BUCHA DAY (석가모니의 최초 설법기념일, 불교 사순절의 시작)
BUDDHIST LENT DAY

8.12(일)-13(금)
10. 23(토)

HER MAJESTY THE QUEEN'S BIRTHDAY (왕비 탄신일)

CHULALONGKORN DAY (라마 5세 서거일, 태국 현충일)

10. 25(월)

SUBSTITUTION FOR CHULALONGKORN DAY (라마 5세 서거일, 태국현충일 대체 공휴일)

12. 5(일)

HIS MAJESTY THE KING'S BIRTHDAY AND NATIONAL DAY (국왕 탄신일)

12. 6(월)

SUBSTITUTION FOR HIS MAJESTY THE KING'S BIRTHDAY AND NATIONAL DAY
(국왕탄신일 대체 공휴일)

12. 10(금) CONSTITUTION DAY (제헌일)
12. 31(금) NEW YEAR'S EVE (섣달 그믐)
* 상기 공휴일이 토․일요일이 될 경우,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 실시

8. 태국인의 관습 및 접촉시 유의사항
•

국왕 등 왕실에 대한 존경표시
- 각계 각층의 왕실에 대한 존경심은 절대적이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왕실에
대한 적절한 존경심을 표해야 함.
※ 극장에서 영화상영전 국왕찬가 연주시 예외 없이 태국인과 동일하게 기립하여야 함.

•

불교 및 승려에 대한 존경표시
- 태국인은 오랜 독립국가 유지로 자존심이 높고 독실한 불교도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언동은 삼가야 함.
- 거리에서 주홍색의 승복을 입은 승려에게는 존경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무렇게나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므로
조심해야 함.
- 여성은 승려를 대할 때 몸이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직접 물건을
건네주어서는 안되며, 주변의 남자를 통해서만 건넬 수 있음
- 사원의 본당을 오를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며, 샌들류는 피해야 하고 사원 방문시
불상에 손을 대어서는 안됨 (여성의 경우, 사원 방문시에는 무릎이하 긴치마 착용,
남자도 반바지 착용 금지)

•

태국식 인사방법
- 태국식 인사는 동성 또는 이성간에도 상호 합장(불교식 Wai)을 하고 절을 함.
그러나 상류층은 외국인과 접촉시 서양식 악수를 하는데 익숙해 있음.

- 22 -

•

태국인의 관습
- 발은 신체중 가장 비천한 부분으로 믿으므로 발로 차거나, 남에게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는 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짐.
- 환담시 1인용 소파가 아닌 3인용(장의자) 소파가 상석이며 통상 장의자에 나란히
앉아 환담함.
- 음주시 술잔 돌리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을 권하는 것은 실례임.

•

도 박
- 태국은 법으로 도박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태국 입국 후 포커, 고스톱 등
도박성 게임을 하여서는 안됨.

•

마 약
- 태국의 마약 단속 법규는 매우 엄격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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