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위생팀 정재용 과장

카오산로드

왓포사원
137 필라스호텔

방콕

태양의 열기를 받으며 돌아다니다가도 이내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진다. 

예측 불가능해서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태국 방콕에서의 여정. 

시장 골목길에 있는 가게에서는 옆에 앉은 사람들과 따뜻한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도 태국의 정을 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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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검색을 해보니 인생 수영장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호텔 수영장이라곤 이용해 본 적 없는 

나에게 설렘과 함께 운동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로 인해 남은 2달여 동안 운동과 다이어

트를 시작했다. 출근과 점심시간 등을 통한 팔굽혀

펴기 100개, 점심시간엔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통한 

식이요법, 퇴근 후엔 헬스장을 다니며 몸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든 

운동기구와 몸 만들기에 운동하기 싫어질 때마다 

호텔 수영장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름휴가가 되어 태국 수완나폼 공항을 통해 방콕

으로 떠났다. 전통 수산시장인 ‘담넉사두억 수산시장’

과 배낭여행객들의 거리 ‘카오산 거리’와 아름다운 

협회 입사 후 9년. 항상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나 

운동 등을 다짐하며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었던 생활 속이었다. 올해는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먼저 결제했다.

이번 여행은 재충전을 위함이었는데, 계획도 없이 

비행기 표만 끊어둔 상태로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여름휴가가 다가왔다. 때마침 협회 복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 포인트까지 당첨되어 

부담 없이 숙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 무난한 숙소

를 생각했던 나는 생각지도 못한 복지 포인트에 수

영장이 있는 깨끗한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폭풍 검

색을 했고, 루프탑 인피니티풀(Rooftop infinity 

pool)이라는 조금은 허세 가득한 호텔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 운동하기 싫어질 때마다 마음

을 잡게해준 호텔의 루프탑 인피니

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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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포사원’의 배경을 담은 인생샷, 그리고 태국왕궁

의 웅장함을 느끼며 방콕의 방방곡곡을 관광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약한 숙소에 체크인을 했다. 

5성급 호텔은 처음인 나에게 쾌적함과 마음에 쏙 

드는 조식을 제공해 주었다. 8월의 방콕은 우기라

서 낮에는 엄청나게 덥다가 오후나 저녁에 2시간씩 

비가 내리는데, 체크인할 때 계속 비가 내리는 바람

에 발이 묶였다. 

참고로 방콕은 출퇴근 시간은 엄청난 트래픽잼

(Traffic Jam)인데, 비까지 오다 보니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뒤 이번 여행의 

목적이자 동기부여가 되었던 수영장으로 향했다. 

32층(R층)에 위치한 이 수영장은 스윗트 숙소 이상 

이용자만 입장이 가능해서인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달여 동안 고생했던 운동과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아 너무나 뿌듯했다. 

회사생활로 잊혀있던 젊은 감성을 위한 프로젝트

로 방콕의 호텔 수영장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바쁘지만 꾸준한 자기관리와 목표의식 등은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피곤하다는 핑계 또는 스트레스를 음주로 풀면서 

몸과 마음을 잃는 것보단 색다른 동기부여를 통해 

성취해 회사생활을 이어간다면 생기가 돌고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10바트 :     350원(즉, 바트 X 35 = 한국 돈)

• 10바트 :   방콕 편의점 생수(500 ㎖), 콜라(500 

㎖) 금액

•   보통 흥정 택시기사는 미터기로 100바트 나오

는 금액을 300~400바트 정도로 부른다.

• 길거리 마사지 1시간 150~250바트

• 푸팟퐁커리 : 야시장 900바트, 음식점 1,200바트

•   툭툭이(오토바이 개조 교통수단)는 무조건 흥정

으로만 탈 수 있으므로 최대한 타지 않는 게 이득

(보통 미터 택시 50바트 금액을 200~300바트

로 부름)

미터 택시 :   큰 도로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미터온이라고 하면 한국 택시처럼 미

터기를 켜주는 택시(가장 저렴하며, 

우버, 그랩보다 0.5배 저렴, 흥정 택시

보다 2배 저렴) 

우버, 그랩 택시 :   관광지 앞에 내려주지 않고 미터

온 택시보다 1.2~1.5배 비쌈

흥정 택시 :   현지 택시기사는 관광객을 보면 대부

분 흥정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미

터금액보다 2배 이상 부름(출퇴근 시

간은 흥정을 안 할 수가 없음)

호텔 택시 :   호텔에서 불러주는 택시는 대부분 미

터 택시이므로, 호텔에서 관광지로 갈 

때 반드시 호텔직원에게 호텔로 불러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전함.

관광지(카오산 거리, 야시장 등)에는 길거리 마사지 

가게가 항상 있으며, 시간당 한국 돈 8,000원 정도

의 금액이다. 

주관적으로, 아시아티크(야시장)에서 받은 마사지

가 가장 시원했다. 

마사지 팁은 금액의 10% 내로 주면 된다. (예. 250

바트 → 팁 20바트)

동남아시아의 음식은 대부분 향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시장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먹기가 어

렵다. 

방콕에서 처음으로 갔던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문

난 쏨분씨푸드였는데, 그럭저럭 먹을 만하다는 평

이었다, 야시장에서 음식을 먹어보니 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인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야시장 망고(

슬러시)와 바나나로띠는 정말 맛있었다.

택시

마사지

음식

기타

Culture

50 SMART KIHA, BEST KIHA

다녀왔습니다

산업보건 2018 10_내지 1011.indd   50 2018-10-15   오전 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