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거주형태(콘도/아파트/타운하우스) 결정

주택 형태는 일반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구 및 비품이 비치된 경우가 많아 조건에 맞춰 구할 수 있다. 아파트
는 한 명 또는 회사가 전체를 관리하며 임대하는 형태이고 콘도미니엄은 한국과 같이 다수의 소유주가 있어 개별로 임대하는 형태이다. 타
운하우스는 개발업체에서 동일한 형태의 주택을 여러채 건설하여 보급하는 형태이며, 일반 주택이 몰려 있는 주택단지를 무반(Moo
Baan)이라고 부른다. 한국인 및 주재원 가족들은 콘도를 가장 선호하기는 하지만 공동관리비, 전기료, 시설물 하자 수리, 보증금 환급 등
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과 논의 후 거주 형태를 결정하면 된다.

2) 주택 검색

방콕 거주 한국인들은 대개 교민 잡지 등에 소개된 한인 운영 부동산을 이용하여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동산 임대/부동산 등의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교민잡지: www.kyominthai.com (사이트에 접속한 뒤 '메뉴' 중 '부동산 임대' 클릭)
ㅇ 한아시아: www.hanasia.com/thai/ (사이트에 접속한 뒤 '메뉴' 중 '부동산' 클릭)

전문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통하여 주택을 물색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예산 범위/방 개수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검
색하면 된다. 검색 후 마음에 드는 매물을 포스팅한 업체 또는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주택 방문 일정을 잡으면 된
다.

ㅇ DD Property: www.ddproperty.com/en
ㅇ RentHub: http://www.renthub.in.th
ㅇ Hipflat: http://hipflat.co.th

또는 부동산 중개 체인인 Century 21 등에 접촉하여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entury 21 사이트(www.century21.co.th)에 접속
한 뒤 프랜차이즈 오피스 란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사무소를 검색하거나 전화(+66-2-650-5537~40) 상담도 가능하다.

3) 주택 임대 과정

ㅇ 방문 확인

방콕 도심 지역의 경우 주택 임대 수요가 높아 며칠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수요자에게로 임대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전에 부
동산 담당자와 매물 여부 확인 후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 태국은 세입자가 이미 이사한 상태의 빈집을 매
물로 놓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업자와 약속만 되면 매물 확인을 할 수 있다.

ㅇ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 임대료 협의 후 계약 체결

제시된 임대료가 예산에 맞으면 직접 방문해 주위 환경, 편의시설, 교통 등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경우 임대료를 협상해야 한다. 협상에

따라 임대료가 크게 낮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인 또는 주인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순수 임대료 외에
공동 관리비, 가구 및 비품 임대료로 이루어진다. 임대는 보통 1년 계약에 2개월 치 보증금 선납이 적용된다. 6개월 계약도 가능하나 6개
월 계약 시 임대료가 더 비싸질 수 있으며 집주인이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다.

콘도미니엄의 렌트 비용은 매우 다양한 편이며, 새로 지은 콘도와 오래된 콘도의 방 크기 및 렌트 비용의 차이가 매우 크다. 방콕 도심의
외국인 밀집 지역의 경우 대부분 최소 월 3만 밧(963달러) 선에서 렌트가 가능하며, 가족단위로 머물기 적합한 콘도 렌트비는 통상 월
5~10만 밧(1,604-3,209달러)선이다.

방콕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라차다 같은 지역도 편리한 교통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참고로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소
유가 금지되어 있으며 콘도미니엄 구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ㅇ 임대기간 만료 후 퇴소 시 주의사항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주택 손상 부문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소유주가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시설물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 전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보증금 환급 시 소유주가 꼼꼼히 하자 상태를 확인하므로 어느 정도는 원상복구비를 예상해야 한다. 소유주가 전화료, 전기료, 수도
료 등 후불로 지급되는 공과금이 납부됐는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므로 보증금은 보통 1~2개월 후에야 돌려받게 된다. 하지
만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이전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국 귀환, 사업장 이동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별도로 있음을 고려해 원소유주와 직접 계
약을 체결한다면 문제 발생 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화
전화 신청은 TOT를 통해서 할 수 있으나 신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집 계약 시 집주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
화선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래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돼 이동전화만으로도 큰 불편이 없어 이동전화
만 신청하는 소비자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태국 최대 유선통신업체인 TOT에 따르면, 유선전화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임대차 계약서의 지참이 필요하며, 전화 설치비 3,350밧
(107.5달러)이 소요된다. 월 유선전화 가입비는 최저 100밧(3.2달러)이며, 분당 전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같은 지역번호로 유선전화 연결 시: 회당 3밧(0.1달러)
- 타 지역번호로 유선전화 연결 시: 거리에 따라 회당 3/6/9밧(0.1/0.2/0.3달러)
- 휴대전화 연결 시: 지역에 따라 분당 3/6밧 (0.1/0.2달러)

최근에는 이동통신업체(True, AIS)에서 전화선,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를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
류로는 여권사본, 거주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며 전화선 설치 요금으로는 3,350~3,700밧(102~113달러)이 든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20V, 110V가 모두 사용되지만, 현지에서 변압기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태국 주파수는 50Hz이나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대형 가전의 경우 50Hz/60Hz 겸
용이 아닌 제품을 현지에 가져와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식수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임대해서 정수기 물을 마셔야 한다. 배달 생수는 스프링클(Sprinkle), 싱하(Singha) 브

랜드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정수기 임대는 우리나라 브랜드인 웅진코웨이, 청호 나이스 등을 많이 이용한다. 정수기 임대 시 월 정액료를
납부하고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상태 확인 및 필터 교체를 해준다. 태국인들은 주로 수도꼭지에 정수기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며 태국 브
랜드 및 외국계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정수기 구입은 백화점 또는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가전제품 전문점인 파워몰(Power
Mall), 파워바이(Power Buy) 또는 가정용품 전문점인 홈프로(Home Pro), 분타원(Boontavorn) 등에서 할 수 있다.

태국 내 생수 배달 서비스 이용정보는 다음과 같다.

ㅇ Sprinkle 생수 배달 서비스
- 연락처: 02-712-7272
- 쿠폰 가격: 1) 24장 1,560밧(50달러), 2) 12장 804밧(26달러)
- 쿠폰 유효기간: 1년
- 기타 유의사항: 신규 가입 시 물병 보증금으로 600밧(19.3달러)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해지 시 환급이 가능(보증금 병당 200밧 또는
6.4달러)하고 주 1회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ㅇ Singha 생수 배달 서비스
- 연락처: 02-725-4999
- 쿠폰 가격: 1) 20장 1,300밧(42달러) 2) 10장 650밧(21달러)
- 쿠폰 유효기간: 1년
- 기타 유의사항: 신규 가입 시 물병 보증금으로 900밧(29달러)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해지 시 환급이 가능(보증금 병당 300밧 또는
9.6달러)하고 주 1회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태국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 주재원들은 주로 중고차를 구매한다. 태국에서 중고차 가치가 좋은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로, 그중에서도 태국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도요타(Toyota), 다음으로 혼다(Honda) 차량이 선호된다.
중고차 판매 사이트는 토요타슈어(www.toyotasure.com), 카 투데이(www.car-today.com), 타이카(www.thaicar.com) 등이 있지
만 허위매물 또는 과장광고에 유의해야 하며, 추후 부품 교체 등이 쉬운 대중적인 모델 위주로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중고차 구매로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차주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도로수송국(Department of Land Transport)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차 구매 시에는 원하는 브랜드, 차종, 예산을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딜러샵에 방문하여 관심 차량을 시승해보고 구
입하도록 한다. 또는 매년 개최되는 자동차 박람회장에 방문하여 관심 차종들을 살펴본 후 구입할 수도 있다. 2021년도 모터쇼 개최 일정
은 다음과 같다.

* 방콕국제모터쇼(www.bangkok-motorshow.com): 2021년 3월 24일~4월 4일 (장소: IMPACT 므앙통타니)
방콕국제모터엑스포(www.motorexpo.co.th): 2021년 12월 1~12일 (장소: IMPACT 므앙통타니)

차량 할부 구입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외국인의 차량 할부 구매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 편이다. 차량 구입 시 보통 차량 가격
의 10~30%가량을 납부(외국인은 통상 최소 25%이상)한 후 차액에 대해 할부 납부(12개월~84개월, 대개 48개월)가 가능하나, 여권
사본, 적정 체류자격 허가(비자)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및 대사관 발급 거주확인서, 보증인(태국인)이 필요하다. 계약 차량 및
할부 납입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가감될 수 있다. 태국인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사본, 거소등록증, 3~6개월 치 은
행잔고 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이 있다.

연리는 자동차 브랜드, 구입 시기마다 다르다. 전체 차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고 매월 균등 납부하도록 돼 있어 실제 할부 금리가 높으
므로 자금 여유가 있을 시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신차 구입 시 임시 번호판이 부여되며, 이후 차량 신규등록은 관할지 도로수송국에서 진행한다.

차량가격
태국은 자국 브랜드의 차량을 생산하지 않고 수입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소형차의 경우에도 한화기준 약 2천만 원이 소
요되는 등 전반적인 가격이 비싼 편이다.

태국 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태국 내에서 한국 자동차는 승용차보다 승합차(다목적차량
,MPV)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 www.hyundai.co.th
- 기아자동차: www.kia.com/th

반면, 일본계 자동차 브랜드들은 1960년대부터 태국 현지 진출을 통해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승용차, 승합차, 픽업트럭 분야에
서 모두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기준 시장점유율: 도요타 31.1%, 이스즈 23.07%, 혼다 11.1%, 미쓰비시 7.0%, 닛산 5.2%, 마쯔다 4.9%, 포드: 3.9%)

태국인이 선호하는 대표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및 혼다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브랜드의 인기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ㅇ 도요타
- 모델명(가격): Yaris(549,000밧~), Altis (839,000밧~), Camry(1,455,000밧~), Majesty(1,709,000밧~)
- 홈페이지 www.toyota.co.th

ㅇ 혼다
- 모델명(가격): City(579,500밧), CR-V(1,369,000밧~), Accord(1,475,000밧~)
- 홈페이지: www.honda.co.th

ㅇ포드
- 모델명(가격): Everest(1,299,000밧~)
- 홈페이지: www.ford.co.th

ㅇ 미쓰비시
- 모델명(가격): MIRAGE(474,000밧~), Pajero Sports(1,299,000밧~)
- 홈페이지: https://www.mitsubishi-motors.co.th/en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운전면허증(영문으로 된 경우)이나 국제면허증으로 최대 1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태국 운전면허를 취
득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 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서(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발급
, 무료)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중 하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거주 확인서, 대사관 발급, 수수료 장당 16밧), 건강진단서(태국 병원 또는 일
반 클리닉 발급), 여권 원본 및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태국 도로교통국에 제출하고 적성 검사를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태국 운
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신청 시 건강진단서와 노동허가증을(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대사관

에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구비해야 한다. 재갱신 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수료는 505밧(16.2달러)이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태국에서 이용 가능한 한국계 은행은 없으며, 태국 주요 시중은행 정보는 아래와 같다.

ㅇ 카시콘은행(Kasikorn Bank): 1945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2020년 3분기 기준 전국적으로 866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계좌 수가 1440만 개로 태국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은행이다. 금융잡지인 머니 앤드 뱅킹 매거진
(Money and Banking Magazine)은 카시콘은행을 2020년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했다.
또한, 한국기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세안 역내 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 홈페이지(영문): https://www.kasikornbank.com/EN/personal/Pages/Home.aspx

ㅇ 방콕은행(Bangkok Bank): 1944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2020년 3분기 기준 전국적으로 1,128개의 지점을 보유하여 태국 시중은행
중 지점수가 가장 많은 은행이며 300개 이상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3월 방콕은행은 태국 은행 중 최초로 태국-베트
남 Cross-Border QR Payment 서비스를 출시했다. 베트남 여행 중인 태국인이 간편하게 QR코드로 밧화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베트
남 여행자도 태국에서 베트남 동화로 지불 가능한 서비스이다. 환전 과정 필요없이 보유하는 통화로 사용하므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대
비 수수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 홈페이지(영문): https://www.bangkokbank.com/en

ㅇ SCB은행(Siam Commercial Bank): 1906년에 설립된 최초의 태국 은행으로 2020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854개의 지점을 보유하
고 있다. SCB 은행은 2018~으며, 2020년 첫 9개월 누적기준 최대 순이익 보유 은행에 해당한다,
- 홈페이지(영문): https://www.scb.co.th/en/personal-banking.html

태국인들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온라인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모바일앱 가입은 은행계좌
개설 시 별도의 서류 없이 바로 가능하다. 은행계좌 개설 후 나중에 모바일앱을 가입할 경우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직불카드 발급도 동일하다.

계좌 개설방법
1) 거주자 계좌 개설

거주자 계좌(Resident Account)로 개설 가능한 예·적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 계좌(개인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과 노동 허가증이 필요하다. 단, 지점에 따라서 신원 및 거주지가 확실한 경우에만(거주지 임대 계약서 제시)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도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계좌 개설을 명시한 이사회 회의록(The minutes of board meeting)
- 사업자 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 Memorandum
- 법인도장 등록증(Seal registration)
-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주주 명부(List of shareholders)
- 회사대표 여권사본 및 노동허가증, 20% 이상 주식 소유자의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사본

2) 비거주자용 계좌(Non Resident Account)

비거주자용 계좌는 태국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태국 내 투자를 원하는 외국 법인이 개설 가능한 계좌이다. 밧화 또는 9개 외국통
화 US Dollar(US$), Singapore Dollar(SGD), Australian Dollar(AUD), Canadian Dollar(CAD), Hong Kong Dollar(HKD),
Japanese Yen(JPY), Pound Sterling(GBP), Swiss Franc(CHF), and Euro(EUR)로도 개설이 가능하다. 비거주자용 계좌는 태국 중앙
은행(BOT; Bank of Thailand) 규정에 따른 계좌 개설 및 자금의 송금 및 수금이 가능하나, 시중은행은 비거주자 계좌의 잔고를 매일 중앙
은행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중은행에서 실제 개설은 상당히 까다롭다.

비거주자용 계좌는 시중은행의 본점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은 사용할 수 없다. 개설을 위해서는 개인은 신분증 및 해외 소재지
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태국 중앙은행이 정한 해외 본사 관련 발급 서류를 공증 및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
인증받고 다시 태국의 외무부에서 인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3) 외화계좌 개설(거주자/비거주자)

외환계좌는 특정 외화로 수입 및 수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불필요한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 및 환차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은행에 따라 10~14개 외국환(US$, SGD, AUD, CAD, HKD, JPY, GBP, CHF, EUR, CNY, NZD, DKK, SEK, NOK)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Kasikorn bank 10개, Bangkok Bank 14개), 거주자 계정과 비거주자 계정 모두 개설 가능하다. 외화계좌는 보통예금, 정기예
금, 당좌예금 형태로 개설이 가능하며 최초 개설 금액은 개인의 경우 1,000달러(기타 통화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 법인의 경우는
5,000달러(기타 통화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최대 예치 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태국인 또는 외국인 거주
자의 경우 개인 및 법인 모두 500만 달러까지 예치가 가능하나 추후 지불 용도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외화계좌는 모든 은행
지점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외화계좌 개설이 가능한 지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니스트 국제학교(NIST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방콕
1992년에 설립된 국제학교로 태국 최고의 국제학교 중 하나이며, 국제학력평가 시험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준비가 가능한 학교이다.
초등학교 이상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EAL 수업을 들어야 하며, 그외에는 입학 신청비 6,000밧, 입
학시험 응시료 2,500밧을 납부해야 한다. 입학금으로 26만 5,000밧을 납부해야 하며(환불 불가), 이와는
별도로 캠퍼스 개발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캠퍼스 개발비용으로 57만 5,000밧을 학교에 예치하고 전학/졸
업 시점으로부터 45일 내에 환불 받거나 매년 환불 받지 않는 조건으로 6만 5000밧 씩을 납부해야 한다.
ㅇ 유치원: 541,800 밧
ㅇ 초등학교 1학년: 703,500 밧
ㅇ 초등학교 2-6학년: 744,200 밧
ㅇ 중학교: 823,600 밧
ㅇ 고등학교 1~2학년: 895,100 밧
ㅇ 고등학교 3학년, 13학년: 975,900 밧

홈페이지

비고

https://www.nist.ac.th/
ㅇ 전화: +66-2-017-5888
ㅇ 이메일: nist@nist.ac.th
ㅇ 2021-2022년도 학사일정
- (1학기) : 개학 2021.08.16, 방학 2021.12.17
- (2학기): 개학 2022.01.10, 방학 2022.06.17

ㅇ 방콕 파타나 학교(Bangkok Patana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방콕
1957년에 설립된 영국계 국제학교로 방나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환불이 되지 않는 입학금은 25만 밧이다.
두번째 자녀 이상의 입학금은 20만 밧이다. 입학신청비로 4,000밧을 납부해야 하며, 환불 조건의 예치금으
로 5만 밧을 납부해야 한다.

ㅇ 유치원: 432,000-539,700 밧
ㅇ 초등학교 1-2학년: 628,000 밧
ㅇ 초등학교 3-6학년: 658,300-677,500 밧
ㅇ 중학교: 696,600 밧
ㅇ 고등학교 1학년: 793,100밧
ㅇ 고등학교 2학년: 585,700밧
ㅇ 고등학교 3학년: 841,000밧
ㅇ 13학년: 622,700밧
https://www.patana.ac.th/
ㅇ 전화: +66-2-785-2200
ㅇ 이메일: admissions@patana.ac.th

ㅇ 방콕 프렙 국제학교(Bangkok International Preparatory and Secondary School)
도시명

방콕
2003년에 설립된 국제학교로 영국계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커리큘럼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는 통로 캠퍼스에서, 중고등학생은 온눗 캠퍼스에서 학습한다. 평가 응시료
5000밧, 반편성료 20,000밧, 환불가능한 보증금 50,000밧을 납입해야한다.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유치원생은 50,000밧, 초등학생은 150,000밧,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1~2학년
까지는 95,000밧을 납부해야 한다.
입학금은 학년에 따라 다르며 40,000밧-140,000밧 사이이다.

학비

홈페이지

비고

ㅇ 유치원: 488,000-505,000 밧
ㅇ 초등학교 1-2학년: 526,000 밧
ㅇ 초등학교 3-4학년: 545,500 밧
ㅇ 초등학교 5-6학년: 556,000 밧
ㅇ 중학교: 575,000 밧
ㅇ 고등학교 1-2학년: 615,000 밧
ㅇ 고등학교 3학년: 640,000 밧
ㅇ 13학년: 560,000밧
입학금은 학년에 따라 다르며 40,000-140,000밧 사이이다.

https://bkkprep.ac.th/
ㅇ 전화(초등 캠퍼스): +66-2-260-7890
ㅇ 전화(중고등 캠퍼스): + 66-2-700-5858
ㅇ 2021-2022년도 학사일정
- (1학기) : 개학 2021.08.19, 방학 2021.12.17
- (2학기): 개학 2022.01.10, 방학 2022.06.29

ㅇ 웰스 국제학교(Wells International School Bangkok)
도시명

커리큘럼

방콕
미국계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2003년에 개교한 통로 캠퍼스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06년
에 개교한 온눗 캠퍼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11년에 개교한 방나 캠퍼스는 초등
학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습이 가능하다.
등록금은 초등학교 이상 4,000밧, 캠퍼스 개발기금은 유치원생은 60,000밧, 초등학교 이상은 120,000
밧이다. 또한 도서 보증금으로 초등학생부터 30,000밧을 납부해야하나 이 금액은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학비

홈페이지

비고

ㅇ 유치원: 210,000~250,000밧
ㅇ 초등학교 1~2학년: 332,000밧
ㅇ 초등학교 3~4학년: 354,000밧
ㅇ 초등학교 5~6학년: 376,000밧
ㅇ 중학교 1~2학년: 400,000밧
ㅇ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436,000밧
ㅇ 고등학교 2~3학년: 464,000밧
https://wells.ac.th/
ㅇ 온눗 캠퍼스 연락처: +66-2-730-3366, +66-97-920-8511, wells85@wells-school.com
ㅇ 통로 캠퍼스 연락처: +66-2-662-5980, +66-2-204-1096, wells51@wells-school.com
ㅇ 방나 캠퍼스 연락처: +66-2-746-6060~1, +66-61-265-7894, wells62@wells-school.com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방콕 크리스챤 컬리지(Bangkok Christian College)
도시명

방콕

커리큘럼

태국어 커리큘럼과 영어 커리큘럼 보유
평가응시료 1,500밧
영어프로그램 입학금은 최소 100,000밧

태국어 프로그램
ㅇ 초등학교: 1년 80,000 밧
ㅇ 중고등학교: 130,000밧
학비

홈페이지

비고

영어 프로그램
ㅇ 초등학교: 240,000밧
ㅇ 중고등학교: 260,000밧

http://www.bcc.ac.th/2019/en/home.html
ㅇ 주소: 35 Pramuan Road, Silom, Bangrak Bangkok 10500, Thailand
ㅇ 전화: +66-2-637-1852
ㅇ 이메일: bcc_christian@bcc1852.com

ㅇ 어썸션 컬리지(Assumption College)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방콕
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프로그램(Bilingual Program)
태국어 프로그램 학비
ㅇ 초등학교: 185,350~205,500밧
ㅇ 중고등학교: 160,000~170,000
http://www.assumption.ac.th/
ㅇ 주소: 26 Soi Charoenkrung 40, Bangrak, Bangkok, Thailand 10500
ㅇ 전화: +66-2-630-7111
ㅇ 이메일: webmaster@assumption.ac.th

ㅇ 사라삿 위탯 슥사(Sarasas Witaed Suksa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사뭇 프라깐
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프로그램(Bilingual Program)
ㅇ유치원~초등학교 4학년: 106,000밧
ㅇ초등학교 5~6학년: 100,000밧
ㅇ고등학교: 63,000밧

http://www.sws.ac.th/eng/contact.index.php
ㅇ 주소: 308 Moo 10, Naiklongbangplakot Prasamut Chedee, Samut Prakarn, Thailand 10290
ㅇ 전화: +66-2-815-7540
ㅇ 이메일: http://www.sws.ac.th/eng/contact.form.php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보내기 가능)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마. 병원

ㅇ 범룽랏 국제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도시명
주소

방콕
33 Soi Sukhumvit 3, Khwaeng Khlong Toei Nuea, Khet Watthana, Bangkok 10110

전화번호

+66-2-066-8888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 한국인 통역 보유, 외국인 환자 유치를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다
- 웹사이트: https://www.bumrungrad.com/

ㅇ BNH 병원(BNH Hospital)
도시명
주소

방콕
9/1, Convent Road, Silom Bangkok 10500, Thailand

전화번호

+66-2-022-07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 1898년에 설립된 12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병원으로 태국 최대 의료그룹인 BDMS 그룹 병원이
다.
- 웹사이트: https://www.bnhhospital.com/
- 이메일: bnhinfo@bnh.co.th

ㅇ 사미티벳 병원(Samitivej Hospital)
도시명
주소

방콕 및 태국 주요 도시
133 Klang Alley, Khlong Toei Nuea, Khet Watthana, Bangkok 10110

전화번호

+66-2-022-222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 한국인 통역 보유, 태국 최대 의료그룹인 BDMS 그룹 산하의 병원이다.
- 웹사이트: https://www.samitivejhospitals.com/

ㅇ 방콕병원(Bangkok Hospital)
도시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방콕 및 태국 주요 도시
99 Rama IX Rd, Khwaeng Bang Kapi, Khet Huai Khwang, Krung Thep Maha Nakhon 10310
+66-2-202-9999
종합병원

- 한국인 통역 보유, 태국 최대 의료그룹인 BDMS 그룹 병원이다.
- 웹사이트: https://www.bangkokhospital.com/

비고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엠포리엄(Emporium)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방콕
622 Sukhumvit Rd, Khwaeng Khlong Tan,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https://www.emporium.co.th/en/
한인 및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쿰윗 지역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이며, 운영시간은 10시~22시이다.

ㅇ 센트럴 백화점(Centra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방콕
027 Phloen Chit Rd, Khwaeng Lumphini, Khet Pathum Wan,Bangkok 10330
http://www.central.co.th/
태국 최대 백화점 체인으로 전국 22개의 백화점 보유. 운영시간은 운영시간은 10시~22시이다.

ㅇ 더 몰(The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방콕
3522 Lat Phrao Rd, Khwaeng Khlong Chan, Khet Bang Kapi, Bangkok 10240
https://www.themall.co.th/
더 몰 쇼핑센터는 6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ㅇ 아이콘 씨암(ICON SIAM)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방콕
299 Soi Charoen Nakhon 5 Charoen Nakhon Road Khlong Ton Sai, Khlong San Bangkok
https://www.iconsiam.com/en
2018년 11월에 개장한 80,000제곱미터의 초대형 쇼핑몰이다. 쇼핑은 물론 무료 공연 관람, 무료 전시회
감상, 옥상 공원, 태국 전통 마을, 태국 각 지역의 음식 등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다.

ㅇ 삼얀 미트르타운(Samyan MitrTown)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방콕
944 Rama 4 Road, Wangmai, Pathumwan, Bangkok 10330
https://www.samyan-mitrtown.com/
2019년 9월, 젊은이들과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오픈한 삼얀 미트르타운에는 다양한 음식점, 상점, 공방이
가득하다. 삼얀 미트르타운 인근에 태국 최고 대학교인 쭐라롱껀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쇼핑몰 내부에 젊
은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컨퍼런스홀도 있다. 화려한 옥탑테라스에서 삼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인기 사
진 촬영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자료원 : 각 업체 홈페이지>

- 식품점
ㅇ 끄렁떠이 시장(Khlong Toei 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방콕
Kasem Rat Rd, Khwaeng Khlong Toei,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과일, 생선, 채소 등 각종 식료품

한국인들 및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쿰윗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재래시장이다.

ㅇ 빅씨(Big C)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방콕 및 주요도시
2929 Rama 4 road, Khwaeng Khlong Tan,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과일, 생선, 채소, 베이커리, 반조리식품 등 각종 식료품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형태로 전국에 분포해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마트 내에 레스토랑, 옷가
게 등 상점도 다수 입점해 있다.

비고

2020년 기준대형마트(Hypermarket) 150개, 편의점(Mini Big C) 1,157개, Big C Food Place 6개, 시장
(Big C Market) 52개, 도매점 (Big C Depot) 5개를 포함한 전국 1,371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기준 대형마트(Hypermarket) 152개, 편의점(Mini Big C) 1,153개를 포함한 전국
1,511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ㅇ 테스코 로터스(Tesco Lotu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방콕 및 주요도시
300 Rama IV Rd, Khwaeng Khlong Tan,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과일, 생선, 채소, 베이커리, 반조리식품 등 각종 식료품

비고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형태로 전국에 약 2,000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마트 내에 레스토랑, 옷가게 등 상점도 다수 입점해 있다.
2020년 기준 대형마트(Hypermarket) 215개, 슈퍼마켓 178개, 편의점(Tesco Lotus Express) 1,595개
를 포함한 전국 1,988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ㅇ 버진 액티브 타일랜드(Virgin Activ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방콕
651/1 Soi Promm Mit, Khwaeng Khlong Tan Nuea, Khet Watthana,Bangkok 10110
https://www.virginactive.co.th/

소개

방콕에 소재한 고급 피트니스센터로 헬스장, 자쿠치, 수영장 등이 있다.

비고

영국 피트니스 태국지점으로 방콕시내 7개, 치앙마이에 1개 소재하고 있다.

ㅇ 피트니스 퍼스트 타일랜드(Fitness First Thailand)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방콕
3rd-4th Floor, Sthorn Square Office Tower, 98 North Sathorn Road, Silom, Bangkrak, Bangkok,
10500
https://www.fitnessfirst.co.th/
방콕에 소재한 고급 피트니스센터로 전국에 34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ㅇ 에스티에이(ST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방콕
140 Sukhumvit 56, Bangkok, Thailand 10260
http://www.bkktennis.com/
방콕에서 외국인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수쿰윗 지역에 위치한 테니스코트로 매일 6시~22시까지 운영한다.

- 전화번호: +66-(0)2-311-3842
- 이메일: jalalfathi@hotmail.com
- Line ID: jalalfathi

비고

ㅇ 42 티 오프(42 Tee Off)
도시명
주소

방콕
1022 Sukhumvit Rd, Khwaeng Phra Khanong, Khet Khlong Toei, Bangkok 10110

홈페이지

소개

비고

http://www.42tee-off.com/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운영시간은 매일 7시~22시이다(단 월요일은 6시~22시).
요금은 트레이 1개당 100밧(3.3달러)이다. 단, 회원 가입시 1,000밧(33달러) 단위로 멤버십카드 충전이
가능하고(60일 이내 소진 필요) 회원가는 트레이당 80밧(2.6달러)이다.

- 전화번호: +66-(0)2-712-1541
- 휴대전화번호: +66-(0)95-567-1541
- 이메일: tee_off42@hotmail.com

ㅇ 써밋 윈드밀 골프클럽(Summit Windmill Golf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비고

사뭇프라깐
72 Moo 14 Thanon Bangna Trat 105.5 Bang Phli Yai, Bang Phli District, Samut Prakan 10540
http://www.summitwindmillgolfclub.com/
태국에서 반드시 방문해봐야할 골프장 Top 5에 선정된 골프장(18홀)으로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된
다.
- 전화번호: +66-(0)2-750-2112
- 예약 핫라인: +66-(0)65-730-4814, +66-(0)65-730-5133(8시~17시)
- Line ID: @summitwindmillgolf
- 이메일: tee_off42@hotmail.com

ㅇ 타이 컨트리 클럽(Thai Country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비고

차층사오
88 Thambon Pimpa Tambon Hom Sin, Amphoe Bang Pakong, Chang Wat Chachoengsao 24180
https://th-th.facebook.com/ThaiCountryClub/
1996년에 지어진 골프장으로 방콕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18홀 골프장이다.
- 전화번호: +66-(0)38-562-700
-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 홈페이지가 존재하나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로 표시되어 페이스북 계정을 대신 소개

ㅇ 휘닉스 골드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Phoenix Gold Golf &Country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촌부리
111 Moo 9 Sukhaphiban 2 Road, Huayyai, Banglamung Chonburi 20150
https://www.phoenixgoldgolf.com/
1993년에 운영이 시작된 27홀 골프장은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134km,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거리이다.
운영시간: 7:00~18:00

- 전화번호: +66-(0)38-239-391
- 예약번호: +66-(0)84-873-5363
- 이메일: reservation@phoenixgoldgolf.com

비고

ㅇ 치앙마이 하이랜드 골프 앤 스파 리조트(Chiangmai Hilands Golf &Spa Resort)
도시명

치앙마이

주소

167 Moo 2 Onuar, Mae On, Chiang Mai 50130 Thailand

소개

2015년 '아시아 골프 어워드' 3대 골프 리조트로 선정된 27홀 골프장이며 4성급 숙박시설 갖춘 리조트이
다.
- 전화번호: +66-(0)53-261-354
- 휴대폰번호: +66-(0)81-961-0028
- 이메일: sales@chiangmaihighlands.com

비고

<자료원 : 업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1-01-01

태국에서 신정만 공휴일이며, 구정은 공식 공휴일이 아니다.

구정(임시 공휴일)

2021-02-12

음력 신년일로 2021도에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

만불절

2021-02-26

태국어로는 완마카부차라고 불리우며,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개국기념일

2021-04-06

태국어로는 완짜끄리라고 불리우며, 현 짜끄리 왕조의 개국기념일
이다.

송크란(임시 공휴일)

2021-04-12

2021년도 에만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

송크란(첫째날)

2021-04-13

태국 전통의 신년 명절로 3일간 쉰다.

송크란(둘째날)

2021-04-14

태국 전통의 신년 명절

송크란(셋째날)

2021-04-15

태국 전통의 신년 명절

근로자의날

2021-05-01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2021-05-03

대관식 기념일

2021-05-04

현 국왕(마하 와치랄롱꼰)인 라마 10세의 대관식 기념일이다.

권농일

2021-05-11

태국어로는 완풋몽콘이라 불리우며 일부 공무원만 휴무한다.

석가탄신일

2021-05-26

태국어로는 완위사카부차라고 불리우며 태국의 부처님 오신 날이
다.

왕비탄신일

2021-06-03

현 국왕(라마 10세)의 부인인 수차다 왕비의 생일

석가모니 설법 기념일

2021-07-24

태국어로는 완와아싸나부차라고 불리우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불
교 관련 기념일로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태국어로는 완카오판싸라고 불리우는 불교 관련 기념일로 주류판
매가 금지된다.

입안거일

2021-07-25

석가모니 설법기념일, 입안 거일 대체 휴일

2021-07-26

입안거일(임시 공휴일)

2021-07-27

2021년도 에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

국왕탄신일

2021-07-28

현 국왕인 라마 10세의 탄신일

어머니의 날

2021-08-12

전 국왕(라마 9세)인 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부인인 시리낏 왕
비의 생일이기도 하다.

마히돈 왕자 서거 기념일(임시 공휴일)

2021-09-24

라마10세의 할아버지인 마히돈 왕자의 서거 기념일로 2021년도
에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

라마 9세 추모일

2021-10-13

전 국왕(라마 9세)인 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추모일

쭐라롱콘 대왕 기념일

2021-10-22

라마 5세인 쭐라롱콘 대왕의 서거 기념일. 원래는 10.23일이 기념
일 이나 2021년도 에만 10.22일로 변경

쭐라롱콘 대왕 기념일 대체 휴일

2021-10-25

아버지의 날

2021-12-05

아버지의 날 대체휴일

2021-12-06

제헌절

2021-12-10

송년일

2021-12-31

전 국왕(라마 9세)인 고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탄생일이자 태국
아버지의 날이다.

태국 헌법 제정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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