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247-7537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ㅇ 대사관 긴급연락처는 +66-81-914-5803번 이다.
ㅇ 이메일: koembth@mofa.go.kr

ㅇ 재태국한인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6-(0)2-258-0331
3/1 Soi 18 Sukhumvit Road, Klongtoey, Bangkok 10110 Thailand
http://thaikorean.kr/ko
ㅇ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주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태국 내 한인 소식 및 동향을 전하고, 태국어 어학당을 운영한다.

비고

ㅇ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이다.
ㅇ 이메일: thaihanin@gmail.com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 EPS 센터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245-9433
12th FL. Social Security Office Section 3 Building, Ministry Of Labour, Mit-Maitri Rd., Dindaeng,
Bangkok 10400, Thailand
http://hrdkoreathailand.com/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및 기능시험(SKILL-TEST)시행, 외국인 근로자 송출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실
시, K-Move해외취업 업무지원 등을 수행한다.

ㅇ 한태상공회의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6-(0)2-204-2503
6th Fl. Rajapark Bldg, 163 Asoke Sukhumvit 21 Road, Klong Toey 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http://www.korchamthai.com/

비고

ㅇ 태국 상무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로 주태국 외국인 상공회의소 연합회및 태국 수상실 직속 기관인
태국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한태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 와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
고 이에 기여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ㅇ 이메일 문의처: ktcc@korchamthai.com

ㅇ 한국산업은행 방콕사무소
전화번호

66-(0)2-168-8498

주소

15th 5L Athenee Tower, 63 Wireless Road (Witthayu), Lumphini,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비고

산업은행 방콕사무소는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 태국의 경제,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시
아 외환위기 발생했던 1988년에 철수한뒤 2013년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태국 기업들을 상대로 자금
조달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진출 했다.

ㅇ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651-0165~8
19/2 ( Sukhumvit 15 - 17 )Sukhumvit Road, Klongteoy-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http://thailand.korean-culture.org/ko
ㅇ 2013년 7월 4일에 개원하여 전시, 공연, 강좌, 축제 등 다양한 한국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방콕의 중심가인 수쿰윗 대로에 위치하여 접근성 또한 매우 용이하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
후 5시까지이다.
ㅇ 이메일: kccthailand@gmail.com

ㅇ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611-2731~3
399 Interchange Building 25th Fl(Unit 3)., Sukhumvit Road, Klongtoey-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https://www.kto.or.th/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 관광 진흥을 위해 여러가지 홍보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는
koreainfo@kto.or.kr이다.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
전화번호

66-(0)2-528-7600

주소
홈페이지

비고

44/100 Nonthaburi 1 Rd., Bangkrasor, Muang Nonthaburi 11000 Thailand
http://www.dbd.go.th
사업자 등록, 사업개발 및 촉진,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육성,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사업 육성, 외국인사업
법에 따른 외국인사업위원회의 사무국 역
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ㅇ 산업부 산하 산업작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202-4000
75/6 Rama 4 Rd., Ratchathewi, Bangkok 10400 Thailand
http://www.diw.go.th
공장법에 따른 공장 등록, 기계등록법에 따른 기계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ㅇ 태국 투자청(The Board of Investment)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553-8111
555 Vibhavadi-Rangsit Roa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
https://www.boi.go.th
ㅇ 1966년 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산하 기관으로 태국내 투자
유치 또는 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태국 유일의 투자관련 기관이다.
ㅇ 이메일: head@boi.go.th

ㅇ ONE START ONE STOP INVESTMENT CENTER (OSO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6-(0)2-209-1100
18th Floor,Chamchuri Square Building, Pathumwan, Bangkok 10330
http://osos.boi.go.th
ㅇ 태국 투자청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이다.

비고
ㅇ이메일: osos@boi.go.th

ㅇ 태국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 AND BOARD OF TRADE OF THAILAND)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6-(0)2-018-6888
150 Ratchabophit Rd, Khwaeng Wat Ratchabophit, Khet Phra Nakhon,
https://www.thaichamber.org

비고

ㅇ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상무부 대외무역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ㅇ 이메일: tcc@thaichamber.org

ㅇ 대외무역진흥국(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6-(0)2-507-7999
563 Sanambin Nam, Tambon Bang Kraso, Amphoe Mueang Nonthaburi, Chang Wat
Nonthaburi 11000
https://www.ditp.go.th/ditp_web61/
ㅇ 태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진흥국이며, 각종 수출입 통계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비고

ㅇ 이메일: tiditp@ditp.go.th
이메일 문의는 tiditp@ditp.go.th로 가능하다

ㅇ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6-(0)2-507-7555
Bang Kraso, Mueang Nonthaburi District, Nonthaburi 11000
http://www.dtn.go.th
ㅇ 태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무역협상정책 관련 조사,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등을 관장한다.

비고
ㅇ 이메일: webmaster@dtn.go.th

ㅇ 방콕포스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616-4000
Bangkok Post Building, 136 Sunthorn Kosa Road, Klong Toey, Bangkok 10110 Thailand
https://www.bangkokpost.com/
1946년 8월에 창간된 태국 영자신문사이다.

ㅇ 태국 식약청(Thai F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590-7000
88/24 Tiwanon Rd, Amphoe Mueang Nonthaburi, Chang Wat Nonthaburi 11000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Pages/Main.aspx
태국 공중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험물질, 마약등 항정신성 물질을 관리
하는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부서에서 인증 등 시판전 규제부터 시판후 규제 및 감독을 관장한
다.

ㅇ 에너지규제위원회(Office of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66-(0)2-207-3599
319 19th Floor Chamchuri Square, Phayathai Rd., Pathumwan,Bangkok 10330, Thailand
https://www.erc.or.th/
태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으로 내 에너지 관련 규제, 고시, 기준 수립 등을 담당한다. 이메일 문의는
support@erc.or.th로 할 수 있다.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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