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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Thailand
 What a Charming
 Destination!
여전히 매력적인 여행자의 천국
태국에는 늘 ‘세계 최고의 여행지’란 수식어가 붙는다. 

최근 정세 불안으로 이런 위상에 흠집이 조금 났지만 

그곳은 다양한 즐거움으로 여행자를 유혹하고 오감을 

만족시킨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여행자들은 열대의 

해변과 섬에서 지상 최고의 여유와 휴식을 즐기고, 

화려한 조명이 밝혀진 도시의 밤을 만끽한다. 낭만적인 

해변과 섬, 울창한 원시림, 화려한 도시의 야경 등 

여전히 매력적인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 협찬 태국정부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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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Chang 
Hidden Island of the East

태국의 주요 여행지는 휘황한 국제도시 방콕을 중심으로 섬과 해변이 있는 남부의 휴양지 푸껫과 

끄라비(Krabi), 초록빛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부의 치앙마이(Chiang Mai)와 매홍손

(Mae Hong Son), 빠이(Pai) 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들 지역은 연중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여행자로 

가득하고, 여행자들은 그곳에서 무한한 자유를 

탐닉하고 꿀 같은 여유를 즐긴다. 단 한 가지 흠

이라면, 너무 북적거린다는 점이다.

태국에서 이런 번잡하고 화려한 여행지를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처를 찾는다면 동쪽으로 가야 한

다. 캄보디아가 가까운 동쪽 끝자락의 바다에는 

코끼리가 엎드린 모습이어서 ‘꼬(섬)창(코끼리)’이

란 이름이 붙은 ‘휴식’ 같은 섬이 자리한다. 아름

답고 한적한 해변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부속 섬, 

울창한 밀림이 있는 천혜의 휴양지로, 그곳에선 

소박함을 덤으로 느낄 수 있다.

꼬창, 원시 자연이 숨 쉬는 마력의 섬
꼬창(Koh Chang)은 푸껫이나 파타야처럼 번화하지도 않고, 꼬사무이(Koh Samui)나 후아힌(Hua Hin)처럼 신혼여행객을 위한 최고급 

리조트가 있는 곳도 아니다. 대신 그곳에는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아름다운 해변, 아주 소박한 풍경과 사람들이 있다.

White Sand Beach
한 여성이 백사장에 비스듬히 서 있는 나무 위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꼬창에서는 동양인은 

거의 볼 수 없고,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등에서 온 여행자가 많다. 

1 꼬창의 화이트 샌드 비치는 태국어로 ‘핫 사이 까오’(Hat 

Sai Khao)로 불린다. 꼬창의 중심 해변으로 나무 그늘 

아래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기 좋다. 2 화이트 샌드 비치 

백사장에서 만난 귀여운 개. 3 해변을 따라 식당과 카페, 

리조트가 들어서 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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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해제를 경험하는 평온한 낙원

꼬창은 태국에서 푸껫, 꼬사무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이다. 하지

만 다른 유명 휴양지에 비해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탓에 한결 

여유롭다. 섬까지의 직항편은 없고 방콕에서 자동차로 5시간이 넘게 

달려가서 또 배를 타야 이를 수 있다. 

물론 한적한 곳을 찾는 유럽 관광객에게는 꾸준히 인기가 높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여행객이 많고, 최근에는 러시아인의 방문

이 급격히 늘었다. 그곳에선 늘씬한 유럽의 미녀들이 눈길을 끌 뿐,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길거리 상점의 간판에

도 영어와 스웨덴어, 독일어, 러시아어가 적혀 있다.

꼬창은 서쪽과 남쪽에 풍광이 수려한 해변이 즐비하다. 특히 서쪽은 

백사장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들 해변에는 크림처

럼 부드러운 감촉의 모래가 깔려 있다. 이 중 최고의 해변은 화이트 

샌드 비치(White Sand Beach)와 론리(Lonely) 비치다. 

화이트 샌드 비치는 이름 그대로 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

으로 꼬창의 중심지답게 조금 번화하고 사람도 많다. 그렇다고 파타

야나 푸껫의 해변처럼 북적이지는 않는다. 커다란 소음으로 달콤한 

휴식을 방해하는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 제트스키도 찾아볼 수 없

다. 사람들은 그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쉬거나 해변을 거닐며 지난

다. 바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혹 들려올 뿐이다. 해변에는 

Koh Wai
꼬창에서는 주변 섬을 돌아보는 투어에 참가할 수 있다. 나무로 만든 선창과 태국식 건물, 무성

한 야자수가 이국적인 꼬와이에서는 선창 바로 옆에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 

사진 / 태국정부관광청 제공

1 꼬와이 선창에서 만난 원주민들. 이들은 섬 투어에 참가한 여행객을 이곳저곳으로 실어 나른다. 2, 3 꼬창 섬 투어의 백미는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이다. 섬 가까운 곳에 산호초가 있어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열대어와 수영을 즐길 수 있다.

1 2 3



56  201409  201409  57

Koh Lao Ya
꼬창 남동쪽의 어촌 마을인 살락펫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꼬라오야는 눈부시게 하얀 

해변과 하늘 높이 치솟은 야자수, 해변 뒤편의 숲길이 여행자를 유혹하는 곳이다. 

소형 리조트와 오두막, 현대적인 디자인의 식당

과 바가 들어서 있다.

화이트 샌드 비치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해넘이다. 해 질 녘이 되면 관광객들은 파

도가 할짝거리는 백사장을 걷거나 해변 식당과 

카페에 자리를 잡는다. 식당 앞 해변에는 사람

들이 올라앉을 수 있는 평상 모양의 자리도 마

련돼 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태양과 지구

가 그려내는 환상적인 풍경에 푹 빠져든다.

좀 더 한적한 장소를 원한다면 화이트 샌드 비

치 남쪽으로만 가면 된다. 클롱 프라오(Klong 

Prao), 까이배(Kai Bae) 등 고요하고 적막한 

해변이 즐비하다. 혼자만의 무한한 자유와 평

화를 만끽할 수 있는 해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론리 비치는 호젓한 분위기를 찾는 이에게 

제격이다. 화이트 샌드 비치엔 가족 단위 여행객

이 많은 반면, 론리 비치는 젊은이가 대부분이다. 

해변에서는 젊은이들이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

거나 일광욕을 즐기고, 바에 모여들어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광경을 목도할 수 있다.

섬과 바닷속으로 떠나는 보트 투어

꼬창 해양국립공원에는 꼬막(Koh Mak), 꼬와이(Koh Wai), 꼬라오야

(Koh Lao Ya), 꼬랑(Koh Rang) 등 50개 이상의 섬이 있다. 그만큼 

꼬창 주변에는 가볼 만한 아름다운 섬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꼬와이, 

꼬라오야 같은 섬은 숙박 시설만 있고, 사람이 살지 않아 열대 무인도

에서 외로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주변의 섬은 방바오(Bang Bao)나 

살락펫(Salak Phet)의 선창에서 보트를 이용해 갈 수 있다. 

꼬창 남쪽의 꼬와이는 살락펫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다. 나

무로 만든 이국적인 선창과 주황색의 태국식 건물, 무성한 초록빛 야

자수, 에메랄드빛 바다 등 선명한 색깔이 조화를 이룬 풍경이 눈을 맑

게 해주는 곳이다. 특히 섬 주변은 다채로운 빛깔과 모양의 산호초가 

산재한 스노클링 명소다. 선창에서 조금만 헤엄쳐 가면 열대어, 산호

초를 감상하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꼬와이 북쪽의 꼬라오야도 관광객이 더러 찾는 곳이다. 야자수가 하

늘을 찌를 듯 높이 서 있는 눈부시게 하얀 해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 여행객의 조용한 휴식을 위한 숙박 시설. 2 여행자가 꼬라오야의 아름다운 숲길을 

걷고 있다. 숲길 왼쪽으로는 숙박 시설이 들어서 있다. 3, 4, 5 모래사장 바로 앞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지치면 야자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휴식을 취하면 된다. 6 하얀 

모래와 선창이 있는, 고즈넉한 꼬라오야의 해변.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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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뻗은 해변 뒤편으로는 낭만적인 야자수 숲길이 조성돼 있어 산책을 즐기기 좋다. 숲길 

뒤로는 숙박 시설이 띄엄띄엄 자리한다. 투명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모래사장이나 야자

수 그늘 아래 누워 있으면 세상 어디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온몸으로 전

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꼬창 해양국립공원에는 산호초 군락이 곳곳에 있다. 꼬창에서 좀 더 멀리 가면 스쿠버다이빙

을 즐기는 데 그만인 하늘색 석호(Lagoon)도 볼 수 있다. 

여흥과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

꼬창에는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해변과 섬,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화이트 샌

드 비치를 따라 나란하게 놓인 도로는 꽤 흥미롭다. 식당과 술집, 카페, 여행사, 오토바이 대여

점, 마사지 숍, 기념품점, 미술품 판매점 등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섬 내에서 여행자들의 발걸

음이 가장 잦다.

한낮 이곳 도로에는 여행객을 여기저기로 실어 나르는 미니버

스와 송태우(트럭을 개조한 택시)가 끊임없이 지나고, 대여한 

오토바이에 오른 여행객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저녁나

절이 되면 상점이 모인 거리 한편은 싸고 맛 좋은 먹거리를 파

는 수레로 북적인다. 튀김, 어묵, 꼬치, 과일 등 종류가 다양

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거리를 지날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해 허기진 여행객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가 지면 이곳 도로는 또 한 번 변신한다. 울긋불긋 조명을 

화려하게 밝힌 식당과 술집이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하며 밤의 

여흥을 찾는 여행객을 유혹한다. 여행객들은 세련된 분의기

의 식당이나 바에서 맥주나 음료를 홀짝이며 하루를 마감하

곤 한다.

1, 2 화이트 샌드 비치 뒤편 도로 풍경. 3 미술품 판매점. 4 화이트 샌드 비치 뒤편 도로변에 있는 

오토바이 대여점. 꼬창에서는 많은 여행자들이 오토바이로 여행을 즐긴다. 5 도로를 따라 

현대적인 식당과 카페, 미술품 판매점이 들어서 있다. 6, 7 저녁나절이 되면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수레가 거리 한편을 차지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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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태양에 화이트 샌드 비치 앞바다가 황홀한 빛으로 물들고 있다. 
해넘이는 꼬창 여행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풍경이다.



Feature

62  201409  201409  63

Forest 
Adventures
원시 밀림에서의 반전 액티비티
꼬창은 산과 숲의 섬이다. 해안을 벗어나면 이내 짙푸른 숲이 앞을 가로막는다. 최고봉인 

살락펫은 해발 744m에 달한다. 해변과 바다에서의 휴식이 지겨워졌다면 원시림으로 가면 

된다. 코끼리 트레킹, 짚라인 등 역동적인 활동이 나른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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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사이를 건너는 꼬창의 타잔

꼬창에서는 ‘밀림의 왕자’ 타잔이 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섬 남서쪽 해변의 

트리 톱 어드벤처 파크(Tree Top Adventure Park)에 가면 밀림 속에서 시원

하게 펼쳐진 바다를 내려다보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모험을 할 수 

있다.

이 시설은 파타야, 끄라비, 칸차나부리(Kanchanaburi)에도 있지만 원조는 꼬

창이다. 이곳에는 유격 훈련장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돼 있다. 

나무 사이를 밧줄로 이어놓은 다리를 건너고, 마치 타잔처럼 밧줄을 타고 숲

속을 지나는 그네와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짚라인 등을 체험하며 가슴이 콩

닥거리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체험 전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교가 시범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은 이동하기 전에 항상 안전 장비에 부착된 버클을 쇠줄이나 고리에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밧줄을 꼭 붙잡고 팔과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동할 때마다 긴장감이 돌고,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진

다. 그렇지만 나무 사이를 통과할 때마다 야릇한 흥분과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또 높은 곳에 오르면 꽤 근사한 해안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이동 기구는 총 20개로 구성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30분, 대개는 1시간 정도 

걸린다. 체험은 신장이 140㎝가 넘는 사람이라면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

나 할 수 있다.

코끼리 타고 아슬아슬 밀림 탐험

‘시리폰’(Siriporn)이란 예쁜 이름이었다. 평균수명의 절반을 살짝 

넘긴 36살 암컷이었다. 높이가 2m가 넘을 듯한 등에 설치된 철제 

안장에 조심스레 앉자 이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시리폰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도 동시에 출렁거리며 자꾸만 균

형을 잃었다. 무슨 불만이 있는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그녀는 수

차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빼액~’ 하고 소리를 내질렀다. 곧 다른 코

끼리들을 앞질러 짙푸른 숲속으로 뛰듯이 향했다. 테마파크의 롤

러코스터 맨 앞자리에 탄 듯 코끼리가 뛰는 동안 안장은 계속 출렁

였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

꼬창을 방문한 이라면 한번쯤 도전하는 액티비티 중 하나는 바로 

코끼리 트레킹이다. ‘코끼리 섬’이라고 해서 꼬창에 코끼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오래전 육지에

서 데려온 녀석들이다. 거대한 등에 올라타 원시림을 헤치고 계곡과

개울을 건너는 코끼리 트레킹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전한다.

코끼리 트레킹은 1시간과 2시간 코스가 있다. 1시간 코스는 원시

림만 산책하듯 지나지만 2시간 코스를 선택하면 강에서 코끼리와 

수영을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30분 동안 걸어서 힘

이 빠진 코끼리들이 몸을 식히려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등에 탄 사

람도 강물에 온몸을 적시게 되는 것이다. 코끼리는 강을 만나면 갑

자기 속도를 내며 뛰기 때문에 안장을 꽉 붙들지 않으면 물속에 빠

지게 된다. 

코끼리 캠프에서는 코끼리를 타고 진행하는 불교식 결혼식도 올릴 

수 있다. 결혼식은 태국 전통음악이 연주되고 무희들이 전통 춤을 

추는 가운데 승려가 주례를 한다. 또 코끼리 발 스파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코끼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발을 물로 씻고 이물

질을 제거해 주는 활동으로, 코끼리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꼬창은 한적하고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료한 섬은 아니다.

            폭포를 찾아가는 정글 트레킹을 즐길 수 있고 코끼리 트레킹, 짚라인 등 초록빛 나무가 

무성한 원시림 속에서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짜릿한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다.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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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Stroll in
                        Bangkok낮보다 매혹적인 방콕의 밤
방콕에 밤이 찾아오면 화려한 조명이 불을 밝힌다. 무더위가 잠시 기세를 멈춘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밤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선다. 

루프톱 바(Rooftop Bar)와 리버 크루즈에서는 눈부신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도심에서는 축제 같은 일상을 엿볼 수 있다.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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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톱 바, 방콕 야경 감상의 명소

이글거리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하늘이 푸른

빛을 잃어갈 무렵, 차가운 싱아(Singha) 맥주 한 잔을 들

고 센타라(Centara) 그랜드 호텔 55층의 루프톱 바 ‘레

드 스카이’(Red Sky)의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폭신한 

소파에 몸을 기댔다. 

투명한 유리 난간 너머로는 시암 파라곤(Siam Para- 

gon)과 켐핀스키(Kempinski) 호텔이 있는 방콕 번화가

가 내려다보이고, 다른 쪽으로는 홀리데이인 방콕, 그랜

드 하얏트 에라완 등 호텔과 고층 빌딩이 영롱하게 불을 

밝힌 칫롬(Chitrom) 지역이 은하수라도 쏟아져 내린 듯 

화사하게 펼쳐졌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태국의 젊은이

도, 맥주나 칵테일을 손에 든 여행객도, 시선은 도심의 

화려한 야경에 고정돼 있었다. 

방콕 여행에서 한 번쯤 분위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면 루프톱 바가 제격이다. 방콕에는 이렇듯 황홀한 도심

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루프톱 바가 많다. 르부아

(Lebua) 호텔의 ‘시로코’(Sirocco), 반얀트리 호텔의 ‘버

티고’(Vertigo), ‘레드 스카이’가 대표적인 명소이고, 소피

텔 수쿰빗의 ‘르 어파르트’(L’Appart), 메리어트 수쿰빗 

57 통러의 ‘헬리패드’(Helipad) 등도 명성이 꽤 자자하

다. 모두 천장이나 유리창이 없고 유리 난간만 있어 방콕

의 야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단, 복장 규정이 엄격한 곳

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짜오프라야 강에서의 낭만적인 디너 크루즈

라오스에서 발원한 짜오프라야(Chao Phraya) 강은 방콕을 지나 타이 만(灣)으로 유입되는 길이 

372㎞의 태국 최장의 강이다. 강줄기를 따라 고급 호텔과 리조트, 시장, 왕궁과 사원이 들어서 있는 

방콕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반얀트리 호텔의 루프톱 바 ‘버티고’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좋지만 짜

오프라야 강을 제대로 보려면 역시 배를 타야 한다. 특히 디너 크루즈를 이용하면 낭만적인 야경을 감

상하며 맛 좋은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방콕에는 다양한 디너 크루즈 상품이 있지만, 그중 샹그릴라 호텔에서 출발하는 ‘호라이즌(Horizon) 

디너 크루즈’가 가장 유명하다. 크루즈에 오르면 일단 식사를 즐긴다. 각종 해산물과 육류, 열대 과일

과 케이크 등을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다. 실내외에 있는 테이블은 예약할 때 미리 선택할 수 있다. 식

사를 마친 후에는 밖으로 나가 강변에 펼쳐지는 야경을 감상한다. 환하게 불을 밝힌 빌딩과 왕궁, 사

원, 시장, 다리가 차례로 지나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선상에서 크루즈의 느릿한 진동을 느끼며 바라

보는 광경은 그야말로 황홀하고 매혹적이다. 

사진 / 센타라 그랜드 제공

사진 / 센타라 그랜드 제공

River Cruise

Rooftop Bar
루프톱 바는 방콕의 야경을 감상할 수 

‘레드 스카이’, 짜오프라야 강변의 ‘버티고’와 ‘시로코’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방콕 중심 번화가의 

에서는 환상적인 도심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짜오프라야 강 디너 크루즈는 방콕 여행에서 가장 

강변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에 푹 빠져들 수 있다.

낭만적인 활동이다. 크루즈에서 뷔페 식사를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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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티크, 방콕의 떠오르는 쇼핑 명소

방콕 남부 짜오프라야 강변에 있는 아시아티크(Asiatique)는 방콕의 유행을 확인할 수 있는 쇼핑 

명소이다. 옷, 신발, 화장품, 액세서리 등 없는 품목이 없고 맛 좋은 레스토랑에 낭만적인 관람차까

지 있어 밤이면 관광객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는 팩토리(Factory) 구역,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 1천

여 개가 밀집한 차런크룽(Chareonkrung) 구역, 세련된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는 타운 스퀘어(Town 

Square) 구역, 강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워터프런트(Waterfront) 구역 등으로 

나뉘는데 유럽풍 건물과 아케이드가 현대적이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쇼핑과 식사를 즐긴 후 관람차를 타고 야경을 감상하거나 강변을 거닐며 한가로

운 시간을 보낸다. 

이곳은 1900년대 태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티크 

나무를 수출하려고 만든 무역항이기도 하다. 

시암·칫롬, 방콕 최대의 쇼핑센터 밀집 구역

방콕 중심부의 시암(Siam)과 칫롬은 방콕을 대표하는 쇼핑가로 1년 내내 세계 각지에

서 모여든 사람으로 북적거린다. 대형 쇼핑센터가 모여 있어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고, 

스카이트레인(BTS) 시암 역, 칫롬 역과 바로 연결돼 교통도 편리하다. 

시암 역 주변에는 시암 파라곤(Siam Paragon), 시암 센터(Siam Center), 시암 스퀘

어(Siam Square), 센트럴 월드(Central World) 등이 있고, 칫롬 역 근처에는 최근 문

을 연 센트럴 엠버시(Central Embassy), 센트럴 플라자(Central Plaza) 등 거대 쇼핑

몰이 즐비하다. 쇼핑센터 주변으론 고급 호텔이 들어서 있고, 여행자의 군침을 돌게 하

는 맛집과 분위기 좋은 커피숍, 패스트푸드점이 거리와 골목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밤만 되면 축제가 벌어진 듯 흥에 겨운 사람들로 넘쳐난다.

쇼핑센터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상점이 입점해 있는 것은 물론 젊은이를 유혹하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중저가 상품,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태국 전통 공예품과 식료품, 실

크 제품도 구비돼 있다. 또 영화관과 아쿠아리움, 스파 등이 있어 잠시 여유를 갖기에 

좋다.

이곳에선 쇼핑에 목적을 두지 않아도 좋다. 화려한 조명이 밝혀진 거리가 여행자의 마

음을 들뜨게 하고, 야외 술집과 카페에서는 야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

문이다. 

City Center

Waterfront
아시아티크는 방콕의 떠오르는 새 쇼핑 

상점과 디자이너 숍, 세련된 식당과 카페가 즐비해 저녁 

명소이다.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1천여 곳의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방콕 최대의 번화가는 시암과 칫롬 지역이다. 거대한 규모의 

맛집이 즐비해 여행객과 방콕 시민이 밤낮으로 모여든다.

쇼핑센터와 특급 호텔이 모여 있고, 주변으로는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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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모든 먹거리가 한자리에

태국을 대표하는 시장을 꼽으라고 하면 흔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는 방콕의 주말 시장인 ‘짜뚜짝’(Chatuchak)을 떠

올린다. 방콕을 처음 방문하는 이라면 으레 한번쯤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1.1㎢의 거대한 면적에 각종 공예품과 기념품, 

보석, 고서, 의류, 신발, 동식물 등을 판매하는 상점 1만여 개가 들어서 있다. 가격이 많이 싸서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태국 여행을 기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찾아온다.

짜뚜짝이 방콕 최대의 재래시장이지만 기념품을 살 생각이 없다면 방문은 한 번으로 족할 것 같다. 판매되는 물건이 자주 

바뀌지 않고 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으며 한 바퀴 돌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지기 때문이다. 

방콕 여행이 두 번째라면 이제 근처에 있는 ‘오또꼬 푸드 마켓’(Or Tor Kor Food Market)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좋겠

다. 이곳은 태국 최대의 식자재 시장으로, 짜뚜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오또꼬는 영문으로 ‘MOF’(Marketing Organization for Farmers) 마켓으로 불린다. ‘농부를 위한 마케팅 조합’으로 농부

가 상품을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곳이다. 태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 해산물, 건어물, 육류 중에서 가장 신선한 최고

의 상품만을 가져와 팔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 방콕에서 좀 산다고 하는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오또꼬
푸드 마켓
태국의 거의 모든 먹거리가 모여 

있는 시장이 있다. 그곳에 가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 해산물, 육류 

등 최고 품질의 태국 식자재를 

구입하고 맛볼 수 있다. 

Food
Market

오또꼬 푸드 마켓에서는 태국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상품이 판매된다. 태국의 거의 모든 먹거리를 한곳에서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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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 열대 과일의 천국 

오또꼬는 태국의 거의 모든 먹거리를 구입하고 맛볼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의 실내 시장이다. 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

람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도 방콕의 ‘꼭 가봐야 할 곳’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할 만큼 흥미롭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상품은 과일이다. 양쪽으로 늘어선 판매대를 지나면 향긋한 냄새의 열대 과일이 

쏟아질 정도로 가득하게 쌓여 있다.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과 ‘여왕’인 망고스틴을 비롯해 달콤하면서 시큼한 맛의 산톨(Santol), 아삭한 로즈 애플

(Rose Apple), 용안(Longan), 리치, 용과(Dragon Fruit), 망고, 수박, 파인애플 등 다양한 빛깔과 향기로 유혹하는 과

일이 지천이다. 최고급 상품만 진열해선지 썩은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곳에선 두리안, 망고 등을 말리거나 튀긴 것도 판매한다. 특히 튀긴 두리안은 후각을 자극하는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바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구입한다. 물론 이곳에서 파는 두리안은 신선해서 비교적 냄새

가 나지 않는 편이다. 

상인들의 인심도 후하다. 특정한 과일 앞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으면 즉석에서 시식할 수 있게 해준다. 과일 상점 몇 곳

만 지나면 이곳에서 판매되는 열대 과일 대부분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과일 맛에 반해 하나둘씩 구입하다 보면 양손이 

무거워질지도 모른다.

오감을 유혹하는 다양한 먹거리

오또고 시장에는 태국의 전통 음식과 과자, 떡도 있다. 코코넛 팬케이크인 까놈 끄록(Kanom Krok)과 코코넛 크레이

프인 까놈 부엥(Kanom Bueng), 달콤한 쌀떡 등이 있고, 파파야로 만든 샐러드인 솜땀(Somtam)과 볶은 채소 등 곧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판매된다.

한쪽에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구입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새우와 게, 오징어, 생선을 즉석에서 구워 포장한 후 판

매한다. 다양한 재료와 각종 향신료를 이용한 독특한 맛의 카레와 국물 요리도 포장해 갈 수 있다. 

물론 태국 요리에 사용하는 향신료와 채소도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시장 한쪽에는 조그만 푸드 코트가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각종 쌀국수와 태국식 볶음국

수인 팟타이(Pad Thai), 볶음밥인 카오팟(Khao Phat), 구운 굴 팬케이크 등을 먹을 수 있

으며, 주변에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있다. 시장을 돌아보다 힘이 들면 잠시 들러 

구입한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평소에는 많이 북적이지 않아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또꼬 푸드 마켓은 지하철 MRT 캄팽펫(Kamphaeng Phet) 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닿을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1 오또꼬 푸드 마켓의 커피숍. 2, 4, 5 시장에서는 다양한 열대 과일과 해산물, 건어물 등이 

판매된다. 3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푸드 코트. 6, 7, 8, 9 오또꼬 푸드 마켓에는 방문객

들이 구매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다.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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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창 판비만 리조트

클롱 프라오 해변에 있는 

태국 전통 디자인의 고급 

리조트이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 빌라형 객실 

50개를 보유하고 있어 

가족이나 연인이 이용하기 

좋다. 객실마다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발코니도 있다. 조용하고 깨끗한 전용 해변을 끼고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과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쪽 해안 중간쯤에 있어 섬의 주요 여행지를 돌아보기에도 편리하다. 

www.panviman.com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

방콕의 중심인 시암 지역의 

센트럴 월드에 있는 특급 

호텔이다. 로열 스위트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디럭스 

등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객실 509개를 

갖추고 있다. 객실에는 

위성 TV, 미니바와 냉장고, 금고,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이곳 

55층의 루프톱 바 ‘레드 스카이’는 방콕 최고의 야경을 선사하는 곳 중 

하나로 유명하다. 센트럴 월드와 곧바로 연결돼 쇼핑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www.centarahotelsresorts.com

방바오

남쪽 해안에 있는 선창 마을로 꼬막, 꼬꿋(Koh 

Kood) 등 꼬창 주변 섬 투어 출발의 중심지이다. 

남쪽 바다를 향해 설치된 기다란 선창을 따라 

양쪽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다양한 물건을 파는 예쁜 상점, 커피숍, 어부들의 

가옥이 들어서 있다. 또 선창에는 섬 투어를 위한 

화려한 배들이 정박해 있고, 끝에는 눈부시게 

하얀 등대가 서 있다. 입구에는 섬 투어를 예약할 

수 있는 여행사도 있다.

화려한 거리 축제 ‘타일랜드 해피니스’(Thailand Happiness) 개최 

태국 방콕에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틀간 거리 축제인 ‘타일랜드 해피니스’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태국이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전 세계 여행자를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방콕의 중심지인 시암 역 인근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조명이 밝혀졌고, 태국인의 화려한 복식을 엿볼 수 

있는 흥겨운 거리 퍼레이드와 음악 공연, 인형극 등이 펼쳐졌다. 또 각종 기념품과 공예품을 파는 노점이 

거리를 따라 들어섰다.

한편 태국정부관광청은 이 행사에 앞서 전 세계 47개국 기자, 블로거, 여행사 관계자 900여 명을 초청해 

‘타일랜즈 베스트 프렌즈 포에버(Thailand’s Best Friends Forever) 메가 팸 트립 2014‘를 진행했다.

25일 열린 관련 행사에서 타왓차이 아룬익 태국정부관광청장은 “태국은 지난 7~8개월간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돼 외국 관광객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며 “현재는 국가평화질서위원회의 

관리 아래 평화와 질서가 되돌아 왔고, 태국이 단결될 때까지 평화와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관광청은 한편 ‘타일랜드 트래블 실드’(www.tourismthailand.org/thailandtravelshield)라는 보험 

상품을 마련해 여행자들이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왕궁

방콕을 대표하는 명소로 역대 

국왕이 생활했던 궁전과 수호 

사원인 왓 프라깨우(Wat Phra 

kaew)가 자리한다. 사원 본당에는 

높이 66㎝의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 불상을 지닌 

나라는 영화를 누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경내에는 다양한 모양과 빛깔의 화려한 불탑이 들어서 있는데 날씨가 

좋은 날 가야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다. 

클롱 프라오(Klong Prao) 운하

화이트 샌드 비치와 까이배 해변 사

이에는 클롱 프라오 운하가 자리한

다. 운하를 따라 분위기 좋은 해산

물 식당과 작은 호텔이 들어서 있

다. 특히 이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

면 반딧불이 보트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작은 보트를 타고 운하 안쪽

으로 들어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 나타나는데, 물가 나무에서 어두운 밤을 밝히

는 반딧불이를 만나는 낭만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살락펫

남동쪽에 있는 어촌으로 꼬와이, 

꼬라오야 등 인근 섬을 돌아볼 

수 있는 보트가 출발하는 곳이다. 

선창에는 허름하지만 예쁜 모양과 

빛깔의 가옥이 들어서 있고, 한적한 

분위기의 식당에서는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해산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현지인의 집에서 숙식하는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 남쪽에는 

리조트와 레스토랑, 세일링 센터가 위치한다.

INFORMATION

Hotel & Spa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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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 이어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후 군부 출신들이 

과도의회를 꾸렸으며, 현재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 계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꼬창이나 방콕에는 계엄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지난 6월 말 일부 

국경 지역을 제외한 태국 대부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2단계)에서 

가장 낮은 ‘여행 유의’(1단계)로 

조정했다. 

          방콕-꼬창 이동 방법

방콕에어가 방콕(수완나품 공항)-뜨랏(Trat) 노선을 1일 

3회 운항한다. 1시간이 걸리며 편도 요금은 최저가가 

2천550바트(약 8만2천 원)이다. 뜨랏 공항에서 다시 

미니버스나 송태우를 타고 페리가 출발하는 선착장으로 

가야 한다. 

5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여행사의 

세단이나 미니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방콕에서 

꼬창의 숙소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이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과 돈므앙 공항, 시내 호텔에서 출발한다. 4인 

페리 요금이 포함된 미니버스 1대의 편도 가격은 

5천~5천100바트(약 16만~16만4천 원)이다. 

방콕 카오산에서는 탐마찻(Thammachat) 

선착장으로 가는 대형 버스(1일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에까마이(Ekkamai, 동부터미널)와 

머칫마이(Mochitmai, 북부터미널), 수완나품 

공항에서도 뜨랏 시내나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인천-방콕 노선

한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다양하다. 

에어아시아의 계열사인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www.airasia.com)는 인천과 방콕을 잇는 

저비용항공사로, 인천국제공항과 태국 돈므앙 공항을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한다. 인천에서는 오후 

4시 50분에 출발하고 방콕에서는 오전 8시 5분에 

이륙하는 일정이다. 337석 규모의 에어버스 A330-

300이 투입된다.

기본 정보

꼬창

방콕

까이배(Kai Bae) 전망대

화이트 샌드 비치에서 남쪽으로 

15분 정도 떨어진 해안 언덕 위에 

있는 전망대로 꼬만나이(Koh Man 

Nai), 꼬만노크(Koh Man Nork) 

같은 섬을 내려다볼 수 있다. 특히 

꼬만나이는 썰물 때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섬에는 작은 

해변이 있고, 스노클링이나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산호초도 

발달해 있다. 로켓 모양의 빨간 우체통도 마련돼 있다.

꼬와이

꼬라오야

방바오

까이배
전망대

론리 비치

시암 파라곤

방콕 최대 번화가인 시암 지역에 있는 최대의 

쇼핑센터다. 페라가모, 구찌, 프라다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상점이 입점해 있고, 보석 전문점, 

영화관, 오페라 극장, 수족관 등이 들어서 있다. 

또 실크 제품, 공예품, 향신료 등 태국의 전통 

물품도 살 수 있다. 태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과 푸드 

코트도 있다. 

디(Dii) 웰니스 메드 스파

최근 개장한 쇼핑센터인 센트럴 

엠버시 빌딩에 들어선 고급 

스파 ‘디바나’(Divana)의 대표 

브랜드이다. 체질과 건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ww.dii-divana.com
사진 / 디바나 스파 제공

사진 / 센타라 그랜드호텔 제공

사진 /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제공

꼬창

탐마찻 선착장

화이트 
샌드 비치

트리 톱 어드벤처 파크

살락펫

살락펫 산
(744m)

클롱 프라오 운하

촘프라삿2 산
(626m)

촘프라삿1 산
(661m)

N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둘러볼 만한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