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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도 2022년 8월 29일, TPC
의 프리빌리지 멤버십 서비스 사업은 19주
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
해 그동안 전세계 엘리트 회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거의 20년에 달하
는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객 여러분들
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TPC 
프리빌리지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저희를 믿고 지속적으로 멤버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회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
람들과 함께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진

심으로 기원합니다. 태국에서의 즐거운 체
류와 무탈한 여행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
되는 혜택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뉴스와 최
신정보 뿐만 아니라 엄선된 최고급 서비스 
및 유익한 정보까지 담은 월간 e-뉴스레터
도 여러분의 여행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 9월호에서, 저희는 회원분들
을 위해 ‘태국의 꼭 방문해봐야 할 명소’나 
‘ 믿기지 않는 태국의 아름다움, 그 새로운 
시리즈’를 다시 연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오랫동안 여행
의 즐거움을 잊고 계셨을 저희 회원분들을 
위해 태국 5개 지역 곳곳의 다양한 명소들
을 탐험하고 모험할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프리빌리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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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호에서는 워크인 은행계
좌 개설, 반려동물과 동반입국시 수입허가 
신청방법, 일본에서의 타일랜드 플렉시블 
플러스 로드쇼, 치앙마이의 엘리트 익스피
리언스 트립, 태국 납세 거주 증명서, 범룽
랏(Bumrungrad) 병원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 등 저희 회원분들을 위한 독점 제공서
비스도 담았습니다.
  이번 9월호에서 저희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분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세

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e-뉴스레터에 많은 관
심을 가져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국 입국절차와 
태국에서의 체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보
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
요하시다면 저희 회원 고객센터(이메일 :  
memberservice@thailandelite.com  
또는 전화번호 02-352-3000) 로 문의해
주십시오.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팀

mailto:memberservice%40thailandelite.com%20%20?subject=




워크인 계좌개설 (예약 없이 방문 계좌 개설)

  저희는 이번 9월호에서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비자 소지자인 여러분은 태국 내
에서의 보다 원활한 금융활동을 위해 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권에 타일랜드 엘리트 비자가 기재되어 있고,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저희 회원 고객센터에 사전예약할 필요없이 방콕은행이나 카시콘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아래의 서류를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유효한 여권(타일랜드 엘리트에 등록된 여권)

• 유효한 태국 엘리트 프리빌리지 입국 비자(PE) 또는 특별 입국 비자(SE)

• 타일랜드 엘리트 멤버십 카드

• 귀하의 태국 휴대폰 번호와 우편수령 가능한 태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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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바트예금계좌의 경우 최소 500바
트의 예금액이 필요합니다. 

• 외화보통예금(FCD) 계좌의 경우 저
축계좌에 최소 예금액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 태국바트예금계좌의 경우 최소 예금
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화보통예금(FCD) 계좌의 경우 예금
계좌에 USD 5,000(또는 그에 상당하
는 금액)가 필요합니다. 

Bangkok Bank (방콕은행)

Kasikorn Bank (카시콘은행)

	 	 *	외화보통예금(FCD)계좌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회원분들은 태국
바트예금계좌를 먼저 개설하여 최소	2,000바트의 잔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
습니다.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이	1년간 없고 계좌잔액이	2,000바트 미만일 경
우 해당 계좌가 비활성화될 때까지 매월	50바트의 계좌유지수수료를 공제하
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시콘은행과 방콕은행의 특정 지점에서만 외화보통예
금(FC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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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10개의 외화 목록

  타일랜드 엘리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셨거나 멤버십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
들은 방콕은행과 카시콘은행에서 워크인 
은행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 방문 최소 5영업일 전
에 저희 회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전 예
약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UD

EUR

CAD

GBP

HKD

CNY

• 호주 달러

• 유로

• 캐나다 달러

• 영국 파운드

• 홍콩 달러

• 중국 위안

CHF

USD

JPY

SGD

• 스위스 프랑

• 미국 달러

• 일본 엔

• 싱가포르 달러

  또한 당사의 엘리트 개인 연락 서
비스(Elite Personal Liaison service) 
를 사용하여 방콕은행 실롬가 본점 
(Silom Road)이나 카시콘은행 사톤 본점
(Sathorn)에서 계좌개설을 원하시는 경우, 
최소 5 영업일 이전에 저희 회원 고객센터로 
예약해주시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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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수입허가 신청서

  최근 다시 국경을 개방한 태국을 
방문하는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분들 중 입
국이 거부되어 돌아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국 거부 사례 중 많은 수가 사
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인데, 태국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입국시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국
시에는 태국 국립축산국(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미리 받아야 예상치 못한 입국거부
로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동반 입국시 다음과 같
은 서류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적격서류
를 모두 제시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은 여행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태국 여행에 앞서, 여
러분과 반려동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반
려동물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화물로 이송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자세한 
정보를 항공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동반입국시
필요서류

• 여권
• 백신접종증명서 

(Health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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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나품(Suvarnabhumi) 국제 공항
이나 다른 국제 공항에 도착하시면 입
국 심사완료 후 수하물과 반려동물을 
찾으십시오.

소유자에 따른 반려동물 수입허가 신청

참고

• 반려동물의 여권 및 백신접종증명서(건
강진단서)를 수완나품 공항(Suvarna-
bhumi) 동물 검역소(Airport Animal 
Quarantine Station, 이하 AQS로 표
기)에 가지고 가십시오. 만약 귀하의 반
려동물이 수입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동물 검역소(AQS)의 수의사들이 수
입 허가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 발급된 수입 허가증을 제시하고 “신고
할 물품(Goods to Declare)” 채널의 
세관원에게 반려동물을 신고하신 다음 
수입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여 주십
시오. 

• 수완나품 동물 검역소(Suvarnabhumi Animal Quarantine Station)는 수완나
품 공항 화물 통관사무소(Suvarnabhumi Airport Cargo Clearance Customs 
Office) 프리존(Free Zone) CE-1 빌딩 1층에 있습니다.

• 반려동물 수입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축산국(Department of Live-
stock Development) 홈페이지 http://www.dld.go.th 를 참조하세요

• 반려동물 동반 회원은 평소처럼 수완나품(Suvarnabhumi) 공항과 푸켓(Phuket) 
공항에서 EPA(Elite Personal Assistant)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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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열리는 태국 플렉시블 플러스 로드쇼
TPC의 ‘태국 플렉시블 플러스 로드쇼 인 재팬 

(Thailand Flexible Plus Roadshow in Japan)’이 본격화되다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카드 멤버십 프로모션을 위해, 일본 시장에서의 ‘
타일랜드 플렉시블 플러스’라는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일랜드 플렉서블 
플러스 프로그램 로드쇼 인 재팬’이라는 타이틀의 화려한 로드쇼 시리즈가 2022
년 7월 25일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오사카 닛코
호텔에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이어서 열렸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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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시장에서 TPC 멤버십 사업의 
순조로운 성장을 위해 이벤트 기간 동안  태
국 4개 지역의 독특한 전통 춤과 같은 이국
적인 태국 문화 공연이 열렸는데 관객들의 
눈앞에 펼쳐진 태국 문화유산과 예술은 관
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태국 
전통 마사지도 관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
도록 공연간에 목과 어깨 부위 마사지 서비
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쇼케이
스 이외에도 일본시장에 더 깊이 파고들어 
향후 멤버십 가입자 수를 더욱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타일랜드 엘리트 카드 현 회원의 
멤버십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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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체험 여행
치앙마이 노스탤지어 2022(Nostalgia 2022) - 오래전 
북부지방의 매력
  타일랜드 프리빌
리지 카드는 회원 전용으
로 독점 제공되는 ‘엘리트 
익스피리언스 트립’의 새로
운 에피소드를 선보였는데 
이를 통해 회원들은 태국여
행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최
대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
다. 태국 북부지역 문화탐

  최근의 엘리트 익스피리언스 트립
은 ‘치앙마이 노스탤지어 2022’라는 테마
로 준비되었는데 회원들이 특히 해당지역
에 사는 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흡수하고, 
나아가 현지인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사
회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험에 참여한 타일랜드 엘리트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흥
미로운 문화유산을 가진 치앙마이가 새로운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닙니다. 바로 TPC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홍보하고 저희의 소중한 회원분들과 건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행지로 선정된 곳은 치앙마이 산
캄팽지구(San Kamphaeng)에 위치한 온
타이커뮤니티(On Tai Community)로, 일
명 창의산업빌리지(CIV)라고 불리는 곳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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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 Experience Trip 2022 VDO
https://youtu.be/Q7dRf6s6XNU

https://youtu.be/Q7dRf6s6XNU


니다. 이곳은 태국 북부지역의 문화예술과 
지역에서 전해오는 생활의 지혜를 공유하
기에 완벽한 지식공유의 장(場)입니다. 이
곳에서는 현지인들이 직조, 전통의상 바느
질, 타마린드 목재(tamarind wood)와 사
판 목재(Sappan wood)와 같은 천연 재료

로 만든 직물을 타이다이 방식으로 염색하
여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
살초(Gumar), 목별(Gac)와 같은 지역 과
일과 채소도 재배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키운 재료로 만든 음식과 집에서 만
든 향초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진과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
기로 진행된 이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태
국 북부에 거주하는 태국 인구의 절반에 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
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
니라 외부인들과 신세대들을 기다리고 있
던 북부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생활의 
지혜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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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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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금 납부 증명서 by Harvey Law Group (HLG)



범룽랏 병원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
  못 믿으시겠지만, 건강에 문
제가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수면 무

  미국의 수면 재단에 따르면, 성인
의 약 10-30%가 만성 불면증을 가지고 있
고, 노인들 사이에서는 약 30-48%가 만성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도 비슷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태국 사람
들의 30-40퍼센트, 즉 약 1,900만 명에 달
하는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
을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생애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
간을 수면으로 보내며, 양질의 수면을 취하
는 것은 신체의 회복 기능을 돕거나 호르몬 
수치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무수히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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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이
나 적절한 수면이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체내 호르몬의 밸런스
도 조절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유지
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 관상동맥질환, 신부전, 고혈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비만 또는 BMI 수치가 30 
이상인 만성질환자. 그러한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50%는 그들 또한 수면 무
호흡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 하루 종일 만성적인 졸음이나 피로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후보
• 1~3개월 동안 주 3회 이상 숙면을 취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느끼지 못하
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하지 못
하거나 정서적 불균형이나 우울증을 겪
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TPC 구성원 특전
의사가 권장하는 가정용 수면 테스트의 경우 
1,000THB 또는 병원용 수면 테스트의 경우 

5,000THB 할인.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범룽랏
(Bumrungrad) 병원 12층 A빌딩 

종합수면클리닉( Comprehensive Sleep Clinic)
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66-201-2988 또는 콜센

터 137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 다수의 의학 문헌과 의학 연구에 따르
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
병, 심장병,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고에 취약해
지거나 삶의 질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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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맛있는 음식과 친근하고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
경속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흥미로
운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찬란한 문화 예
술로 끊임없이 전 세계 관광객들을 감탄
케 해왔습니다. 이번 9월호에서, 저희는 
태국의 다섯 지역을 아우르는 ‘믿기지 않

는 태국의 아름다움, 그 새로운 시리즈’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이전에 방문하셨던 여행지들보다 저희들
이 소개해드릴 명소가 더 신비롭고 매혹
적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또한 아름다
운 태국의 명소들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세요. 

m p̂pml
o q

passport

믿기지 않는 태국의 아름다움, 
그 새로운 시리즈 공개  

지구상의 진짜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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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이 12킬로미터 길이의 동굴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나 
지구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다른 차원
으로 여행하는 듯한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카르스트 동굴(karst 
cave)은 퇴적물이 형성되어 만들어진 흥
미로운 형태의 고드름 모양을 한 종유석들로 가득해 신비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기 때문
입니다. 또한 이 동굴을 통해 방문객들은 산우워터 전망대(San Wua Tor viewpoint), 
반야파내 마을(Ban Ya Pa Nae Village), 아보카도 농사로 유명한 반파차론 마을(Ban 
Pa Charoen Village), 반탐롯 마을(Ban Tham Lot Village), 그리고 반자보 마을(Ban 
Ja Bo Village) 등 즐거움이 가득한 다양한 관광지에 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
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매년 12월과 5월 사이입니다.

• 매라나 동굴, 매홍손
      (Mae La Na Cave, Mae Hong Son)

Mae La Na Cave, 
Mae Hong Son

Wat Luang Khun Win, 
Chiang Mai

Khao Long Ruea Ta Meun, 
Phitsanu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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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기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유서깊은 불교 사원은 독실한 
불교 신자들을 이 먼 곳까지 이
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
건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습
니다. 언덕 위 높은 곳에 위치
하여 무성한 푸른 숲에 둘러싸

인 이 신비로운 사원은 매혹적이고 오래된 예술품 그 자체입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경외심까지 들게 만드는 란나 시대(Lan Na period) 의 귀중한 목재 건축물입니다.

• 왓 루앙쿤윈, 치앙마이

  트레킹과 산을 따라 
산꼭대기를 오르는 것이 더 이
상 모험적인 도전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숲처럼 한데 모여 우뚝 솟
은 석회암 산맥을 등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북부 지방
의 숨겨진 보석이 여러분의 아

드레날린을 샘솟게 만들 태국의 숨겨진 천국으로 가는 입구 중 하나인지 한번 직접 체험
해보세요.

• 카오 렁 르아 타믄, 핏사눌록
     (Khao Long Ruea Ta Meun, Phitsanul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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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방

  좋은 타이밍이 원
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
게 생각하신다면, 안다만 해
(Andaman Sea)의 코코 카
오(Koh Kho Khao)에서 3킬
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매혹적인 마법 같은 섬을 방문

• 코파, 팡 응아
   (Koh Pha, Phang Nga)

해보세요. 완벽한 타이밍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해변의 모래가 하얀 비단처럼 하얗게 변
해있는 장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섬이 태국어로 ‘원단’이라는 뜻의‘코파
(Kho Pha)’ 또는 ‘하얀 비단섬’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Koh Pha, 
Phang Nga

Nam Lot Cave, 
Chumphon

Klong Root, 
Clear Water Canal, 

Kr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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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 습지 숲과 비슷
하게 소박하고 고요한 자연환
경 한가운데서 샘솟는 이 작은 
담수운하에는 보는 이의 마음
까지 맑게 해주는 수정처럼 맑
은 물이 평화롭게 흐릅니다. 
이곳에서 카약을 타며 다채로

운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이 수정처럼 맑디 맑은 운하를 감상하는 것만큼 이곳의 매력을 
즐기기에 딱 맞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 클롱 루트, 맑은물 운하, 크라비
     (Klong Root, Clear Water Canal, Krabi)

  천국과도 같은 멋진 전경을 가진 
이 웅장한 동굴은 보통 비단처럼 푹신한 
높게 솟은 흰 구름에 가려져 있어 몽환적
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동굴은 경건
한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의 유물을 참배하
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왓 프라 보롬마탓 
사위(Wat Phra Borommathat Sawi)
와 타랏랑(Taladlang)으로 알려진 도이
타팡 전망대(Doi Tapang Viewpoint) 

와 연결되는 지상의 안식처입니다. 또한 10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독특한 문화적 정체
성을 유지하고 보존해온 마을 공동체와도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전
경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특한 태국의 지역 문화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남롯 동굴, 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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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이 사원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
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약재활센
터 및 휴양 센터로서 잘 알려
져 있습니다.  이곳은 태국 전
역에서 가져온 용암 광석으로 
만든 다양한 포즈의 장엄한 불
상들이 멋진 바위산을 배경으
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 왓 탐 크라복, 사라부리
     (Wat Tham Krabok, Saraburi)

Wat Tham Krabok, 
Saraburi

Kao Thalu, 
Ratchab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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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굴 두 입구를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신비롭고 숨막히는 마법과 같
은 경치에 흠뻑 빠져 지금껏 누
구도 발견하지 못한 때묻지 않
은 자연 속 멀티버스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마법의 땅은 방문하는 이들에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평온함을 줍니다. 이러한 평온함 속에서 제공되는 내츄럴 테라피는 여러분의 활력을 재
충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신도 가꾸어줍니다.

• 카오 탈루, 랏차부리

동부지역
The Drowning Buddha, 

Trat

Rayong Botanic Garden, 
Ra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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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조시에는 상체가 물에 빠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간조시에는 
불상의 전신이 드러나며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백악의 불상입니다. 썰물때가 
되면 강 한가운데 앉아있는 불상 전체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나 주변의 소박한 자
연환경과 멋진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처

럼 불상이 강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만조 때 스탠드업 패들보딩(SUP)을 이
용하여 최대한 불상에 가깝게 다가가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 물에 잠긴 불상, 뜨랏
   (The Drowning Buddha, Trat)

  천년숲은 이곳의 흥
미로운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
라 이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
물들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특히 수상습지에서 보트를 타
고 항해해보시면 짜릿한 스릴
과 함께 마치 원시시대로 시간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 라용 식물원, 라용
       (Rayong Botanic Garden, Rayong)

입니다.  스탠드업 패들보딩(SUP), 카약, 폰툰 보트(pontoon boat) 크루징, 그리고 자
전거 타기 등과 같은 다양하고 즐거운 모험을 통해 이곳에서 보내는 여러분의 시간을 최
대한 값지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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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린(Surin)주 타뚬
(Tha Tum)군 크라포(Krapho) 면
의 반 타 클랑(Ban Ta Klang) 마을
에 위치한 이 코끼리 월드는 무성하
고 푸르른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에는 코끼리 길들이기
에 능숙한 쿠이족(Kuy people) 

• 코끼리 월드, 수리남
      (Elephant World, Surin)

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코끼리 조련방식은 조상 대대로 전해지며 연마되어 왔습니다.  
이 관광지는 새로운 랜드마크인 브릭 전망대(the Brick Observation Tower)나 코끼리 
박물관을 포함하여 공연장, 수영장, 물놀이장, 영화관, 숲 투어 등 코끼리와 함께 탐험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광범위한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들, 특히 코끼리 애호가분들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규모의 코끼리 월드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이 거대한 생명
체, 코끼리에 대해 방문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북동부 지역
Elephant World, 

Surin

Phu Pra, 
Lo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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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들은 이 명소
를 흔히 불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곳은 불교도들 사이에서 태
국에서 꼭 가봐야 할 종교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푸른 산에는 1,250여 점의 
정교한 순백의 불상들이 2개

• 푸프라, 르이
      (Phu Pra, Loei )

의 반원모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경치 좋은 자연 속에서 불상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동시에 일출과 일몰의 아름다움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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