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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미얀마

Myanmar
비자_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하기 전 서울 주재 미얀마 대사관이나 제3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반드시 입국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관광비자의 경우는 최대 28일까지 체류 가능하지만 연장은 할 수 없다.

시차_ 한국보다 2시간 30분 느리다.
입국 시 면세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_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2,000 이상의 외화는 입

기초정보

국 시에 신고해야 한다.

통화_ 미얀마의 공식화폐는 짯 Kyat (MMK / K). 지폐는 20, 50, 100, 200, 500, 1000가 사용된다.

국기_ 국기에 나타난 4가지 색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란색은 단결과 화합을 나타낸다. 초
록색은 평화와 평안, 그리고 비옥한 환경을, 붉은색은 용맹함과 결단력을 상징한다. 가운데에 있는 큰 별
은 연합의 존속을 나타낸다.

환전_ 미얀마 화폐는 오직 미얀마 국내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므로 일단 달러로 환전한 뒤 미얀마에 들
어가서 다시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 한국 원화와 1대 1 환전은 되지 않는다. 양곤 공항의 환전은 시내 환
전소보다 많게는 50%까지 비싸므로 공항 밖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1=약 K6.4394이므로 K1=약 172

공식명칭_ 미얀마 연방 Union of Myanmar

위치_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원. 2011년 9월 기준)

면적_ 676,577km2 (약 한반도 3배)

인구_ 약 5천 7백만명 (2011년 기준)

신용카드_ 미얀마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모두 달러로 환전해

수도_ 네피도 Nay Pyi Taw

언어_ 미얀마어

등 135개의 소수 종족

한국과의 관계_ 1961년 영사 관계를 맺었고 1975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무역협정(1964년),

국가번호_ 95

미얀마

인종_ 버마족 Bamar, 샨족 Shan, 꺼잉족 Kayin, 리카잉족 Rakhine, 몬족 Mon, 꺼야족 Kaya, 까친족 Kachin, 친족 Chin

전압_ 220V, 50HZ
한국대사관
● 
주소_ No.97, University Avenue Road, Bahan Township, P.O.Box 1408, Yangon,
Union of Myanmar

체신협정(1965년), 통신교환협정(1966년), 뉴스교환협정(1972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방지협정
(2002년), 무역공동위 설치 MOU 문안 합의(2003, MOU는 미서명), 한-미얀마 자원협력위 TOR 서명

●

(2005년) 등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미얀마는 한국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

전화_ 01 527 142/143/144		
이메일_ myanmar@mofat.go.kr		

●
●

About

종교_ 불교 89%,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및 정령신앙 등 11%

오는 것이 좋다. 여행자 수표 또한 사용하기 쉽지 않다.

팩스_ 01 513 286
홈페이지_ mmr.mofat.go.kr

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에 농산품, 수산품 등을 수출한다.

미얀마 관광청_ 이메일: dg.dht@mptmail.net.mm / 홈페이지: www.tourism-myanmar.org

역사
약 1만년전 티베트 미얀마어계 민족이 이라와디강 상류에 처음 정착하였으며, 티베트 방면에서 티베

예절
●

을 찍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내야 한다.)
● 승려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며 여성이 승려의 몸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된다. 남성이라도 승려에게
악수를 청해서는 안 된다.

트 및 버마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남하하여 11세기 중반까지 할거하였다. 11세기 중반 바간 Bagan 왕국
(1056~1287년)은 몽족을 정복하고 중부 미얀마를 장악함으로써 버마족에 의한 최초의 국내 통일을 성취
하였다. 13세기말 몽고군의 침공으로 바간 왕조가 붕괴되고 16세기까지 200년동안 샨, 버마, 몽족 등 각
민족 국가가 병존하면서 패권 쟁탈을 위한 각축전을 전개하였으나, 1531년 바고에 따웅우 왕조를 건립
(1531~1752년)함으로써 다시한번 버마족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꼰빠웅 Konbaung 왕조(1758~1886년)

● 어린이는 물론 미얀마 사람들은 머리 만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함부로 머리를 만지지 않는다.
● 어떤 경우에도 여성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미얀마 여성들은 악수도 좋아하지 않는다.
●

미얀마 사람들은 무슨 일에든 천천히 여유있게 처리하는 문화이므로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않도록 조심

●

발이나 턱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한다. 특히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올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리도록 한다.

는 미얀마 최대 영토를 확장하였고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까지 공략하였으며, 인도에 세력을 펼치던 영국
과 충돌, 3차에 걸친 전쟁 끝에 패배함으로써 영국의 식민통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후, 1948년 1월 영

불
 교 유적에 방문할 때는 입구에서 신발과 양말, 모자 등을 모두 벗어야 한다. (불교사원 안에서 사진

국으로부터 독립, 버마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989년 6월 국호를 미얀마 Myanmar‘결속’
(
의 의미) 연방
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날씨_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연 평균 기온 27℃

Myanmar

축제
미얀마는 농업국의 전통을 이어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와 아시아 최대의 불교국답게 불교 관련 축제가 많
이 열린다. 현지인들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아세안 관광가이드 북

|

230 _

231

●

●

띤잔 물축제 Thingyan_ 보통 4월 13일에서 17일, 미얀마 음력설 직전

●

카욱쉐 Khaukswe_ 카욱쉐는 미얀마 말로 국수를 뜻한다. 미얀마 사람들은 밥만큼 국수를 많이 먹

에 열리는 미얀마 최대의 물 축제로, 집집마다 모셔둔 부처상의 얼굴을 향

는데, 카욱세 뾰욱 Khaukswe Pyuak은 삶은 국수, 카욱세 쪼 Khaukswe Kyaw는 기름에 튀긴 국수를 말한다. 미

기 나는 물로 씻고 행인들에게 행운을 비는 마음으로 물을 뿌린다.

얀마 전역에서 먹을 수 있다.

따보웨 Tabodwe_ 해마다 2~3월에 열리는 풍년 기원 축제.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가운데 하나로 기름진 쌀과 참기름, 땅콩, 코코넛, 생강
등을 섞어 만든 음식을 이웃, 친지들과 나눠 먹으며 풍년을 기원한다.

● 카쏭 Kason_ 석가모니의 탄생과 득도, 열반을 기념하며 해마다 5월에 열

열대 과일 현지 발음
바나나_ 응아뾰디 / 망고_ 파얘액피 / 두리안_ 두잉디 / 망고스틴_ 밍굿띠 / 파파야_ 띵보디
파인애플_ 나낙피 / 오렌지_ 레잉모디 / 사과_ 빵디 / 수박_ 파얘디

리는 불교 축제. 여성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서 신성시되는 보리수
나무에 물을 뿌린 뒤 나무 아래 앉아 설법을 들으며 석가모니를 기린다.

쇼핑

● 신쀼 Shinpyu_ 석가모니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행
사로 9~12세 사이의 모든 미얀마 남자들이 치르는 일종의 성인식과 같다.
마을 전체의 축제로 열리는데, 악단과 놀이패들이 흥을 돋우면 출가하는
아이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등장한 뒤 절에 들어가 1~6개월 동안 승려
생활을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품목은 보석과 칠기다.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보석자원이 많은 나
라답게 질 좋고 다양한 보석들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미얀마의 칠기는 그 품질과 예술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미얀마의 음식은 국경을 접한 인도, 중국, 태국 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했다. 태국과 인도
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두 나라에 비해 향이 덜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양념을 쓰기 때문에
외국인도 쉽게 먹을 수 있다. 밥 Thamin(터민), 반찬 Hin(힝), 튀김 Kyaw(쪼), 국물이 있는 국·찌개 Hincho(힝조),
국수 Khuakswae(카욱쉐), 무침 Thauk(또욱), 삶은 음식 또는 죽 Pyuak(뾰욱), 구이 Kin(낑), 말린 음식 Chauk(차욱),
찜

Paung(빠웅),

잼 Yo(요), 쌈 Htuk(토욱), 젓갈류 Ngasaenae(응아세네) 등 기본적인 음식 종류를 알면 어디서나

유자나 플라자 Yuzana Plaza_ 양곤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센

● 

터로 주말에는 하루에 4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5층으로 된 건물에는 의
류, 가방,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제품, 가구 등 상점 5천여 개가 입점해
있다. 식당가에는 다양한 현지 음식점들이 있어 늘 현지인들로 북적인다.

About

음식

미얀마

양곤

그랜드 플라자 파크 로열 호텔 Grand Plaza Park Royal Hotel 근처에 있다.
보족 아웅 산 시장 Bogyoke Aung San Market_ 미얀마 최고 최대의

● 

쇼핑센터로 양곤 시내 중심에 있다. 현지인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유
명하다. 특히 보석, 수공예품, 기념품들을 많이 취급하며 미얀마에서 만든

쉽게 식사할 수 있다.

다양한 보석류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

모힝가 Mohinga_ 메기를 삶은 육수로 낸 국물에 쌀국수와 삶은 달걀,

뜨리 밍글라 제 Thiri Mingala Market_ 양곤 최대의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24시간 영업한다. 양

● 

튀김 등을 넣어 먹는 미얀마의 대표 서민 음식. 미얀마 사람들의 대부분이

곤에 유통되는 과일, 채소 등이 모두 여기서 거래된다. 양곤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가장 먼저

모힝가를 아침으로 먹는다. 미얀마의 어느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만날 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양곤 시내에서 택시로 10분 거리에 있다.

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며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

터민 쪼 Thamin Kyaw_ 미얀마식 볶음밥. 중국음식점의 볶음밥하고 비
슷한 맛을 낸다.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닭고기 볶음밥은‘쨋 터민
쪼’
, 돼지고기 볶음밥은‘왯 터민 쪼’
, 새우 볶음밥은‘버중 터민 쪼’
이다.

●

미얀마 정식_ 밥에 각종 고기류와 생선, 나물, 2~3가지의 매운 소스
등으로 차려낸 밥상으로, 미얀마 곳곳의 음식점에서 볼 수 있다.

●

모욱 Mouk_ 떡과 빵을 함께 이르는 말. 코코넛, 바나나 등을 넣어 만든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찹쌀떡에 코코넛을 섞은 모욱은 달콤하고 쫄깃쫄깃

만달레이
제조 시장 Zegyo Market_ 중앙 시장. 만달레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중요한 시장으로, 만달레이 시

● 

내에 있다. 보석 세공과 만달레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공예품으로 유명한 곳이다.
파타헤 바자 Phatahe Bazaar_ 만달레이에서 여행 관련 선물이나 기념품을 사기 가장 좋은 장소

● 

이다. 특색 있는 공예품과 기념품들이 많다. 불교 신자들을 위한 다양한 불교 공예품들도 있다.
냥 핀 바자 Nyaung Pin Bazaar_ 만달레이 시에서 가장 큰 식료 잡화점이 있는 시장으로 샨 Shan

●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지역색이 듬뿍 담긴 전통 식료품들을 판매한다.

해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간식으로도 좋고 간단한 요기로도
괜찮다.
●

응아피 Ngapi_ 미얀마의 젓갈. 새우, 작은 물고기 등의 신선한 해산물에

인접 국가에서 미얀마 들어가기

소금을 넣어 서서히 발효시킨 뒤 걸러낸 것으로 말린 새우와 함께 미얀마
음식의 맛을 내는 기본 양념으로 쓰인다.

미얀마는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인도,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 태국, 라오스와 국
경을 접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육로로 미얀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얀마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비행기뿐이다.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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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로 운항하는 국제 항공편은 몇 되지 않는다. 미얀마 국적기인 미얀마항공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 /
방콕, 쿠알라 룸푸르, 싱가포르에서 양곤까지 운항하며 타이항공 www.thaiair.co.kr, 베트남

항공 www.vietnamairlines.co.kr, 싱가포르항공 www.singaporeair.com 등을 이용해서도 양곤으로 갈 수 있다.

양곤

간단 미얀마어
안녕하세요?

밍갈라바?

반갑습니다

뛔야다 윙파바대

안녕히 가세요

까웅 바비

고맙습니다

쩨주띵바대

너무 비싸요	디제내도 마왜나이부/
제 찌룽대
깎아주세요	쇼뻬잉도 왜매/
내내 쇼뻬 바 오웅
필요 없어요

께잇싸 머시바부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큉 쀼 바, 쬐소바대

맛있어요

잉마팡 아야다 시바대

괜찮습니다

야 바대

빈 방 있나요?

아캉 룻 시바달라

예

호웃깨카야

이름이 뭐예요?	나매 피바야제/

아니오

힝잉

좋아요

까웅 바비

천만에요

제잇싸 마시마부

도와주세요

쿠니뻬바옹

얼마예요?

배라욱 짜달래?/벨라울레

Myanmar

Yangon

카먀 나매 배로 코비달래
내 이름은 00입니다

짜노나매 00로 코바대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꼬리야 루묘 바

Myanmar

www.maiaviation.com이

Yangon

Myanmar

항공

네피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오랜 세월 미얀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수도였던 양곤은 미얀마로 들어가는 관문이
라 할 수 있다.‘동양의 정원’
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도심 전체가
푸른 초원과 열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름다운 호수를
품고 있다. 양곤의 심장인 술레 파고다를 중심으로 4백만 명 이
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미얀마 최대의 도시이자 교통의 요지인
양곤. 미얀마 여행은 양곤에서 시작해 양곤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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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edagon Pagoda

아웅 밍글라 버스 터미널

MYANMAR

Aung Mingla Bus Terminal

들어가기

Yangon

밍글라돈 국제공항

Mingladon International Airport

Pyay R
d
Yan
gon
Airp
ort R
d

항공
한국 - 양곤	한국에서 양곤까지의 직항편은 없고 방콕, 쿠알라 룸푸르, 싱가포르 등을
경유해야 한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편은 방콕을 거치는
타이항공 www.thaiair.co.kr이다. 베트남항공 www.vietnamairlines.co.kr에서 하노이
경유 편도 운항한다.

양곤

미얀마 다른 도시 - 양곤	양곤항공 www.yangonair.com, 바간항공 www.air-bagan.com, 만달레이항공
www.airmandalay.com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운항한다. 만달레이, 바간 등에서

양곤까지 직항 운항한다.

양곤 국제공항에서 양곤 시내로 들어가기
공항버스나 지하철이 없는 양곤의 밍글라돈 국제공항 Mingaladon International Airport에
택시를 부를 경우 요금이 무척 비싸므로 공항 밖에서 타는 것이 좋다.

Kaba Aye Pagoda

타는 곳_ 공항 정문으로 나온 뒤 공항로 Airport Road에서 길을 건너지 않고

Rd
Kabar Aye Pa
goda

Pyay R
d

Inya Lake

양곤 대학

기차
기차는 1등 칸과 2등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1등 열차의 좌석은 비교적 넓고 쾌
적하나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차가 워낙 느리게 움직이므로 미얀마에
서 열차를 이용할 때에는 소요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것을 예상하는 것이 좋다.

세도나 호텔

Yangon University

양곤

시내 중심인 술레 파고다까지의 요금은 약 $5~

Rd
Tar
Yan

Rd
-Insein
Yangon

Sedona Hotel

만달레이 → 양곤_ 하루에 한 번 정도 기차를 운행한다.

Rd

마하시 명상 센터

Pyay Rd

Mahasi Meditation Center

n
Tha

짜욱따지 와불사원

d
rR
Ma
Thu

요금_ $35~50 (약 14시간 소요)

시외버스

Chauk Htat Gyi Pagoda

양곤 근교와 먼 지역으로 시외버스들이 다닌다. 대부분 10시간 넘는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먹을거리와

깐도지 호수

아웅 산 국립묘지

담요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Kan Daw Gyi Lake

Martyr's Mausoleum

까라웨익 홀

Karaweik Hall

쉐다곤 파고다
Shwedagon
Pagoda

양곤 동물원

Yangon Zoological Garden

레인보우 호텔
Rainbow Hotel

보족 아웅 산 시장

Bogyke Aung San Market

양곤 국립 박물관

National Museum Yangon

차이나타운
Chinatown

근처에서 터미널까지는 택시로 약 30분 걸린다.

는 곳. 양곤 기차역 건너편인 아웅 산 스타디움에는 여러 버스 회사들이 티켓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

양곤 중앙역

다. 버스 회사마다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차표를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Panorama Hotel

Mahabandoola Park &
City Hall

술레 파고다

아웅 산 스타디움 매표소 Aung San Stadium Bus Ticket Office_ 장거리 버스 차표를 살 수 있

Grand Plaza Park Royal

Aung San Stadium Bus Ticket Office

호텔이나 게스트 하우스에 부탁해 표를 사는 것. 대부분 숙소에서는 장거리 버스 티켓 구매 대행 서비스

파노라마 호텔

마하반둘라
공원 & 양곤 시청

Sule Pagoda 보떠따웅 파고다
Botataung Pagoda

요금_ K3,000~3,500

그랜드 플라자 파크 로열

Yangon Central

Traders Hotel Yangon
Central Hotel

r
pe
Up

들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터미널로, 공항보다 더 먼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양곤 시내 중심인 술레 파고다

아웅산 스타디움 버스 매표소

트레이더스 호텔 양곤
센트럴 호텔

아웅 밍글라 버스 터미널 Aung Mingala Bus Terminal_ 바간, 만달레이 등 시외로 가는 버스

Pazundaung Rd

Rd
Naung
Bayint

인야 호수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 타기 전에 꼭 흥정할 것. 양곤 여행의 출발이자

Than
Thu
Mar
Rd

i Za
Wa

미얀마 보석 박물관

Myanmar Gems Museum

University
Avenue

미얀마

서 시내로 나가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택시다. 공항청사 안의 사무실에서
꺼바애 파고다

보떠타웅 선착장

Botataung Ferry Terminal

국립 민속 마을
National Races
Village (15km)

N

를 하고 있다. 차표 예매의 또 다른 장점은 터미널에서 해당되는 버스를 찾기 위해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택시를 타고 버스 티켓을 보여주면 해당 버스 앞에 세워주므로 편하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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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레이 → 양곤_ 약 16시간 소요
•바간 → 양곤_ 약 15시간 소요

쉐다곤 파고다 Shwedagon Pagoda_ 약 2,500년 전에 세워졌다

요금_ $10

고 알려져 있는 미얀마 불교의 상징이자 세계 불교도들의 성지이다. 높이

요금_ $10

•쉐냐웅(인레 호수) → 양곤_ 약 18시간 소요

요금_ $10

98m의 견고한 벽돌 탑 둘레에 금을 씌웠고 외벽의 금판은 약 13,000여
개로 무게가 60톤이 넘는다고 한다. 높이 10m의 파고다 꼭대기에는 76
캐럿 크기의 초대형 다이아몬드와 5,448개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 등 2,317개의 보석, 금종, 은종 1,500여 개가 달려있다.

시내 교통

맨발로만 들어갈 수 있다.
 가는 방법_ 술레 파고다에서 택시나 싸이카로 5~10분

택시 Taxi_ 여행자들에게 가장 편한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차량으로 심하게 낡은

  입장 시간_ 05:00~22:00  

입장료_ $5

차가 대부분이다. 미터기가 없어 기사와 요금을 흥정해야 하지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 같은 것은 없다.
시내 주요 명소들은 대부분 K1,500~2,500 수준이다. 호텔에서 택시를 부를 경우 요금이 가장 비싸고,
지나는 택시를 탈 경우 제일 싸다.

마하반둘라 공원 & 양곤 시청 Mahabandoola Park & City
Hall_ 양곤 도심 속 공원으로 독립기념탑과 분수대, 대법원 건물과 양곤

버스 Bus_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스페셜 버스)가 있다. 수명 다한 일본 중고 버
스와 트럭을 개조한 미니버스가 많으며 남자 안내원이 있어 요금을 관리한다.
좌석버스의 경우 빈 자리가 없으면 정류소를 그냥 통과하며 정류장에 다가오면

시청으로 이용되는 구 총독부 건물이 있다. 이들 건물은 모두 영국 식민
지 시대 빅토리아풍의 건축물로 양곤 중심부에 있다.
 가는 방법_ 술레 파고다에서 걸어서 5분  

입장료_ 외국인 $1

다.

미얀마

서 안내원이 몇 자리 남았다고 손가락으로 알려준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

보떠따웅 파고다 Botataung Pagoda_ 양곤 강가에 있는 탑. 약 2

요금_ K50~200

탑’
(군인 Bo, 1,000 Tataung)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2차 대전 당시 폭격으

500m~1km정도의 짧은 거리는 요금은 K200~300 정도. 오후 여섯시 이전에

로 파괴된 것을 보수하다가 부처의 치사리와 성발 등 수많은 보물이 발견

는 술레 파고다 근처의 도심으로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로 6시 이후에

되어 중앙탑 내부에 유리 모자이크 벽으로 방을 만들고 보물들을 전시해

많이 이용하게 된다.

놓았다. 방 한가운데 부처의 머리카락이 전시되어 있다. 정문 북쪽에 보

양곤

천 년 전 1천 명의 군인이 부처의 유품을 가지고 온 데서‘군인 천 명의

싸이카 Cycar_ 자전거 인력거로, 가까운 거리를 오갈 때 이용하면 좋다.

떠타웅 선착장이 있다.

양곤 도시 순환기차_ 느린 기차를 타고 양곤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양
곤 외곽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기차로 한 번쯤 이용해볼만

 가는 방법_ 술레 파고다에서 양곤 강쪽으로 걸어서 20~25분
입장료_ $2 (카메라를 지참할 경우는 $1 추가, 비디오카메라는 $2 추가)

하다.
타는 곳_ 양곤 기차역

깐도지 호수 Kan Daw Gyi Lake_ 양곤 최고의 공원으로 2,500년

요금_ $1 (미얀마 화폐는 받지 않음. 여권 필수)

전 쉐다곤 파고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흙을 퍼올리는 과정에서 만들어

  운행 시간_ 양곤 중앙역 기준(소요시간 3시간 정도, 기차 시간 변동 가능)
- 시계 방향_ 06:10, 08:20, 10:20, 11:30, 13:05, 14:30
- 반시계 방향_ 06:00, 08:40, 10:45, 11:50, 13:40, 16:40

졌다. 2006년에 새로 단장해 문을 열었고 산책로와 숲이 있어 양곤 시민
들의 휴식장소로 사랑받는다.
 가는 방법_ 쉐다곤 파고다에서 걸어서 15분  
 입장 시간_ 04:00~22:00  

볼거리

까라웨익 홀 Karaweik Hall_ 깐도지 호수 동쪽에 있는 까라웨익홀은
미얀마 전설 속 상상의 새 가루다를 형상화해 만든 배로, 연회장과 고급

술레 파고다 Sule Pagoda_ 술레는‘부처님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으
로, 불교를 전파하러 미얀마에 온 인도의 승려들이 가져온 부처님의 머리
카락을 모신 탑이라고 한다. 몇 차례의 증축을 거쳐 현재 중앙 탑의 높이
는 48m로, 양곤이 이 탑을 중심으로 지어진 계획도시라는 데서 술레 파
고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술레 파고다를‘양곤의 심장’
이라 부르곤
한다. 언제나 참배하는 시민들로 북적이며 양곤을 찾은 여행자들에게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가는 방법_ 양곤 밍글라돈 국제공항에서 택시로 30분  

Myanmar_ YANGON

입장료_ $1

입장료_ 무료

레스토랑으로 쓰이고 있다. 미얀마 전통 무용과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매
일 열린다.
 가는 방법_ 쉐다곤 파고다에서 걸어서 15분  

차이나타운 Chinatown_ 마하반둘라 거리 Mahabandoola st.와 란마도 거리 Lanmadaw st.가 만나는 지점을 중
심으로 펼쳐지는 중국인 거주지. 다른 나라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170년 된 중국 사원인 광동콴인 Guang
dong kwan yin과

다양한 중국음식점들이 중국의 느낌을 풍긴다. 밤에는 노천 식당들이 문을 여는데, 특히 꼬

치구이로 유명하다.
 가는 방법_ 술레 파고다에서 걸어서 10~20분
아세안 관광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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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국립 박물관 Yangon National Museum_ 1952년에 처음 세

인야 호수 Inya Lake_ 양곤에서 가장 큰 호수로 깐도지 호수의 5배

워져 1996년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 박물관은 총 4층으로, 1층에는 미얀

크기다. 도심 속의 휴식처로 양곤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마 고대 역사와 미얀마 어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2, 3층에는 민

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양곤 공항과 양곤 시내

속 악기, 의상, 관습 등 미얀마의 다양한 종족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중심부 가운데쯤 있다.

4층에서는 미얀마 현대 화가들의 그림과 공예품을 볼 수 있다. 박물관이

 가는 방법_ 쉐다곤 파고다에서 택시로 10분

가장 자랑하는 전시품은 8.1m 높이의 사자 왕좌 Lion Throne로 만달레이 왕
조의 마지막 왕이 쓰던 것이다. 영국이 인도 캘커타 박물관으로 가져갔던 것을 독립 후에 돌려받았다.
 가는 방법_ 쉐다곤 파고다에서 남서쪽으로 걸어서 10분
  관람 시간_ 10:00~16:00  

입장료_ $5 (사진 촬영 K1000)

미얀마 보석 박물관 Myanmar Gems Museum_ 미얀마는 세계적
으로 루비와 진주, 옥 등이 유명한 보석 국가로, 미얀마 보석 박물관에 각
종 보석의 원석과 호화로운 보석 세공품 등을 전시해놓았다. 세계에서 가
장 큰 루비 원석과 대형 진주 등도 볼 수 있다. 총 4층 건물 가운데 1~3

짜욱따지 와불사원 Chauk Htat Gyi Pagoda_ 길이 65.8m, 높이

층은 보석 판매점이고 4층에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주변에 보석 상점들

17.6m로 미얀마에서 2번째로 큰 와불상이 있는 곳이다. 짜욱따지는 극락

이 많이 있어 보석 쇼핑하기에 좋다.

의 6층이라는 뜻이다. 와불상의 발바닥에 108번의 부처 전생이 새겨져

 가는 방법_ 까바애 파고다에서 걸어서 5분

있으며 원래 1907년에 만들었으나 1966년에 다시 만들었다. 발치에는 와

  관람 시간_ 09:30~16:30, 월요일 휴관  

입장료_ $5

불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계단이 마련되어 있다.
입장료_ 무료

까바애 파고다 Kaba Aye Pagoda_ 미얀마 시내에서 북쪽으로
미얀마

 가는 방법_ 쉐다곤 파고다에서 북동쪽으로 자동차로 10분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14m 높이의 진신 사리탑으로‘제6차 불교경전
대회 The Sixth Buddhist Synod’
를 맞아 1952년에 세웠다. 까바애는‘세계 평
화’
라는 뜻이다. 불교미술박물관 Buddist Art Museum과 붙어 있어 다양한 종류

상의 본산이자 미얀마의 대표적인 수행 공간으로, 1949년에 설립되었다.

의 불교 물품도 구경할 수 있다.

마하시 선사는 미얀마의 위빠사나 명상을 대중화시키고 세계적인 수행법

 가는 방법_ 보석박물관에서 걸어서 5분

으로 이론을 체계화한 장본인이다. 마하시 명상 센터에는 마하시 대선사

 입장 시간_ 06:00~22:00  

양곤

마하시 명상센터 Mahasi Meditation Center_ 위빠사나 Vipassana 명

입장료_ 무료

의 기념관과 수행자들을 위한 숙소 및 부속 건물들이 있다. 수행 기간 동
안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외국 수행자들에게는 현지 수행자들과 분리
된 숙소가 제공된다. 수행자들은 성의껏 약간의 기부금을 내고 머무를 수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 스님
들의 점심공양을 위한 탁발이 시작되어 그 행렬을 직접 볼 수 있다.
 가는 방법_ 짜욱따지 파고다에서 걸어서 5분

국립 민속 마을 National Races Village_ 미얀마에 살고 있는 8개
대표적 소수민족의 생활양식을 볼 수 있는 민속촌이다. 각 대표민족들의
전통가옥과 전통의상, 그리고 독특한 생활도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으
며 내부에는 작은 악어농장과 휴게소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얀마의 다양
한 소수민족에 관심 있는 이라면 들러볼만 하다.

양곤 동물원 Yangon Zoological Garden_ 미얀마에 있는 유일한 동물원으로 영국 식민 지배 시대인
1901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가 2004년 재개장했다. 총면적 28만m2에 포유류 64종, 조류 42종, 파충류
12종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과학박물관, 수족관 등이 있다. 동물원 뒤쪽으로 조그마한 놀이공원도 붙
어 있어 늘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가는 방법_ 깐도지 호수 남서쪽으로 걸어서 5분  

입장료_ $5

아웅 산 국립묘지 Martyr’s Mausoleum_ 1947년 각료 회의 도중
암살 당한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 산 장군과 각료 6명이 함께 잠들어 있
는 곳으로 이후 미얀마의 국가 요인이나 유공자들이 묻히는 국립묘지가

가는 방법_ 술레 파고다에서 탄린 다리 Thanlyin Bridge 건너
택시로 15~20분

양곤 근교
옐라파야 Yele Paya_ '물 위에 떠있는 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옐라파야는 파다왕국 Pada Dynasty의 7번째 왕이었던 King Zeyasana가 만
든 수상사원이다.
 가는 방법_ 양곤 시내에서 차로 45분

되었다. 해마다 공식적인 헌화 행사가 열리며 미얀마를 방문하는 외국의

잠잘 곳

국빈들도 반드시 참배하는 국가적인 장소이다.
 가는 방법_ 쉐다곤 파고다 북문 앞

호텔
그랜드 플라자 파크 로열 Grand Plaza Park Royal_ 싱가포르 플라자 퍼시픽 호텔 & 리조트의
계열 호텔로 보족 아웅산 스타디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잘 갖춰진 부대시설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인다. 연락처_ 01-250-388, www.parkroyalhotels.com

Myanmar_ YA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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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체인 샹그릴라 Shangri-la 호텔의 지점이다. 위치가 좋아 관광에 편하며 수영장, 사우나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연락처_ 01-242-828, www.shangri-la.com

센트럴 호텔 Central Hotel_ 시내 보족 아웅산 시장 근처에 있어 시내 관광에 유리하다. 가격 대비
시설이 좋은 편이다. 연락처_ 01-241-001, www.centralhotelyangon.com

파노라마 호텔 Panorama Hotel_ 가격 대비 좋은 위치와 시설로, 양곤 중앙역에서 가깝다. 욕실에는
욕조 대신 샤워부스만 설치되어 있다. 연락처_ 01-251-984

세도나 호텔 Sedona Hotel_ 인야 호수 근처에 있는 호텔.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있지만 수영장 등 편
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락처_ 02-36488, www.sedonahotels.com.sg

레인보우 호텔 Rainbow Hotel_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로, 깐도지 호수 근처에 있다. 가격에 비해 시

설이 괜찮고 아침 식사로 간단한 한식이 제공된다. 무료 빨래 서비스가 편리하다. 연락처_ 01-549-717

게스트하우스
뷰티랜드 호텔 2 Beautyland Hotel 2_ 양곤 시청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창문이 없는 방이 대
부분이지만 객실이 깔끔하다. 연락처_ 01-243-952, beautylandhotel.goldenlandpages.com

골든 스마일스 인 Golden Smiles Inn_ 가든 게스트하우스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모든 방에
에어컨이 달려 있다. 연락처_ 01-253-779

대디스홈 Daddy's Home_ 많은 한국 여행자들이 찾는 게스트하우스로 술레파고다 근처에 있다.
연락처_01 252-169

클래식 인 Classique Inn_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져있지만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여행자들
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연락처_ 01-525-557, www.classique-inn.com

먹을 곳

Bago

Myanmar

Bago
바고

Myanmar

트레이더스 호텔 양곤 Traders Hotel Yangon_ 양곤 중앙역 근처에 있는 1급 호텔로, 세계적인

페구 Pegu라는 옛 이름을 가진 바고는 16세기에 미얀마를 재통일
한 따웅우 Thaung-Oo 왕조의 버인나웅왕 King Bayinnaung이 수도로 정한
역사적인 곳이다. 또한 중부로 가는 철도와 남동부 지방으로 향
하는 철도의 분기점이자 풍요한 벼농사 지대의 중심지이기도 하
다. 바고에는 6~18세기까지 이 지방을 지배했던 몬족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다양한 탑과 유적지들도 볼 수 있다. 양곤에서 북동
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다.

까라웨익 팔레스 Karaweik Palace_ 깐도지 호수에 있는 극장식 뷔페식당으로 매일 저녁 7시부터
공연이 열린다. 미얀마 전통 음식을 뷔페로 즐기며 미얀마 전통 공연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karaweikpalace.com을 참고할 것.

로열 가든 Royal Garden_ 미얀마에서 가장 알려진 중국음식점으로 딤섬이 특히 유명하다. 깐도지 호
수를 접한 보족 공원 안에 있어 점심 먹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글로벌 푸드 앤 드링크 Global Food & Drink_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얀마 음식 전문 식당으로
그동안 미얀마를 여행한 한국인들이 남긴 여행자 노트가 있어 여행 정보를 얻는 데 좋다. 파노라마 호텔
건너편에 있다. 치킨 탕수육, 고기 덮밥, 볶음밥 등이 인기 메뉴다.

야끼니꾸 Yakiniku_ 보족 아웅 산 시장 근처에 있는 일본식 고기구이집. 소, 닭, 돼지 등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대신 새우 등 해산물은 고기보다 비싸다. 김치도 판매한다. 고기구이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다.

사바이 사바이 Sabay Sabay_ 미얀마에서 제대로 된 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메뉴가 다양하
고 가격도 저렴해서 늘 손님이 많이 모인다. 유자나 타원 근처 등 양곤 시내 곳곳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Myanmar_ YA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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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bawzathadi Palace

뱀 사원

쉐모도 파고다

Bago

MYANMAR

등으로 갈 때 거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다. 일행이 여럿이라면 양곤에서 택시나 승용차를 빌려

바고

Shwemawdaw Pagoda

Snake Monastery

힌타 곤 파고다

Hintha Gon Pagoda

바고는 양곤과 고속도로가 이어져 있고 바간 Bagan, 만달레이 Mandalay, 짜익띠유 Kayiktiyo, 인레 호수 Inlay Lake
서 다녀오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경제적일 수 있다.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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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양곤 - 바고	양곤 따킨 먀 공원 버스 터미널

Thakin Mya Park Bus Terminal에서

Bus Terminal

Pagoda Rd
버스터미널

표 익스프레스Pyo Express 버스가 바고까지 운행한다. (약 2시간 소요)
•요금_ 편도 K300~
칸보자타디 왕궁

만달레이 - 바고	만달레이 버스 터미널에서 바고까지 버스가 하루 2, 3차례 운행된다.

Kanbawzathadi Palace

(약 16시간 소요) •요금_ K5,500~

기차

미얀마

쉐와툰 호텔

y1
wa
igh
lH
a
Silver Snow Guest House tion
Na

들어가기

양곤 - 바고	하루 8차례 기차가 운행된다. (약 2시간 30분 소요)

Bago Star Hotel

Kyaiktiyo Pagoda (70km)

짜익띠유 황금바위 파고다

시내 교통
바고에는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이지만 바고
기차역을 중심으로 유적지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적지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 렌터카나 마차를 빌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요금_ 렌터카 약 $15~20 / 마차 약 $10~

볼거리

Na
t
io
n
al H
ighw
ay 1

쉐떨라웅 와불상

Shwethalyaung Buddha

바고 스타 호텔

Bago Station

바고 기차역

바고

시장

Market

•요금_ 1등석 $5, 2등석 $2

유적지가 많은 바고에서 입장료를 내는 방식은 두 가지다. 파고다와 왕궁 등 유적지를 전부 구경할 수 있
는 전체 입장료를 내는 것(1인당 $10)과 방문하는 사원의 입장료만 각각 내는 것. 몇 개의 유적만 골라서

Kyaik Pun Pagoda

짜익 푼 파고다

Mahazedi Pagoda

마하쩨디 파고다

볼 계획이라면 방문하는 유적지 입장료만 내면 된다.

쉐모도 파고다 Shwemawdaw Pagoda_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와 비
슷한 모양의 쉐모도 파고다는‘위대한 황금의 신(神)’
이란 뜻으로, 미얀마
에서 제일 높은 탑(114m)이다. 1천 년 전 몬족이 세웠으며 부처의 머리카
락 2가닥을 모셨다. 1912년, 1917년, 1930년의 잇따른 지진으로 탑 꼭대
기가 떨어지는 피해를 여러 번 입었다. 1954년에 지금의 높이로 보수 되
었다. 바고 기차역 동북쪽 방향에 있다.
 가는 방법_ 바고 기차역에서 걸어서 15분  

S

N

입장료_ $3 (사진 촬영 K200)
아세안 관광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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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 곳

힌타 곤 파고다 Hintha Gon Pagoda_ 쉐모도 파고다 뒤쪽, 바고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는 언덕
에 있는 사원으로 전망이 좋다. 사원의 자리는 원래 바다였는데 미얀마 전설의 새인 힌타 Hintha가 내려앉
은 후 육지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가는 방법_ 쉐모도 파고다 뒤로 걸어서 5분  

입장료_ 무료(사진 촬영 K200)

칸보자타디 왕궁 Kanbawzathadi Palace_ 바고를 중심으로 융성
했던 한타와디 Hanthawaddy 왕조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파괴되어 주
춧돌만 남아 4백 년 이상 폐허로 방치되었다. 1990년에 왕궁터를 발굴해
다양한 왕조의 유물들을 발견했고 1999년에 왕궁과 박물관을 새로 복원
했다. 박물관에는 유적에서 출토된 16세기의 불상, 왕궁의 잔해 등이 전
시되어 있다.
 가는 방법_ 쉐모도 파고다에서 걸어서 5분  
 입장 시간_ 09:00~17:00  

호텔
쉐와툰 호텔 Shwe War Tun Hotel_ 바고 시내 쉐모도 파고다에서 걸어갈 수 있다. 호텔로는 가격 대
비 괜찮은 시설이다. 중국 음식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55개의 1인실을 갖추고 있다.
연락처_ 052-23590

바고 스타 호텔 Bago Star Hotel_ 바고 시내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방갈로형 호텔로 짜익푼
파고다 근처에 있다. 미얀마 전통 양식의 건물과 장식이 특색 있으며 미얀마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
다. 연락처_ 052-23766

게스트하우스

입장료_ $5

과 객실이 깨끗하다. 연락처_ 052-23024

방향으로 약 1km 떨어져있는 미얀마에서 3번째로 큰 와불상으로, 994

먀난다 게스트하우스 Mya Nandar Guesthouse_ 엠퍼러 호텔 맞은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오랫

왕조 때 바고의 멸망과 함께 정글 속에 파묻히게 되었고 1880년 영국
식민지 시대 철도 건설 도중 발견되었다. 와불상 전체 길이 55m, 높이
18m에 이른다.

동안 운영해 여행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처_ 052-22275

샌프란시스코 호텔 San Francisco Hotel_ 바고 기차역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유적지를 비롯
해 식당가, 쇼핑센터 등 시내 중심부를 돌아보기 편한 위치이다. 연락처_ 052-21394

바고

년경 몬족의 왕 미거데바 Migadepa 2세가 만들었다. 1757년 꽁부앙 Konbaung

 가는 방법_ 바고 기차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입장료_ $3 (사진 촬영 K200)

먹을 곳

마하쩨디 파고다 Mahazedi Pagoda_‘커다란 탑’이라는 뜻의 마
하쩨디는 스리랑카 캔디로부터 기증받은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건립된 탑으로, 1560년에 지어졌다. 1930년 대지진으로 탑의 일부가 파
손된 것을 1982년에 보수했다. 1539년 외세의 침략을 피해 부처의 사리
를 만달레이 근처 사가잉

Sagaing의

까웅무도 파고다

Kaung-hmudaw Pagoda로

옮겨 안치했다.
 가는 방법_ 쉐떨라웅 와불상에서 걸어서 5분  

쪼솨 레스토랑 Kyaw Swa Restaurant_ 바고 기차역 근처에 있는 중국 음식점으로 제대로 된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맛있는 대신 가격은 조금 비싼 편. 먀난다 게스트하우스에서 가깝다.

쓰리 화이브 호텔 Three Five Hotel_ 이름은 호텔이지만 바고에서 유명한 중국 음식점으로, 현지
인과 여행자들 모두에게 인기 있다. 갖은 육류와 해산물을 비롯해 음식 종류가 무척 많다. 엠퍼러 호텔에
서 가깝다.

입장료_ $2

짜익 푼 파고다 Kyaik Pun Pagoda_ 바고에서 1.5㎞ 떨어진 지점,
양곤으로 가는 도로 옆에 있는 탑으로 1476년 담마제디왕 King Dhammazedi
이 세웠다. 동서남북 4면에 높이 30m의 각기 다른 좌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1930년 대지진 때 서쪽 불상이 손상되었다가 최근에 복원됐다.
 가는 방법_ 바고 기차역에서 걸어서 10분  

입장료_ 무료

바고 근교
짜익띠유 황금바위 파고다 Kyaiktiyo Pagoda_ 짜익띠유 산 정상 절벽에 걸려있는 7.3M 높이의
바위 위에 사원으로 부처님의 불발 사리가 모셔져있다고 전해져있다. 순례자들이 다녀가면서 소원을 빌
며 붙인 금박으로 바위가 황금색으로 변했다고 한다.
 가는 방법_ 익스프레스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로 약 3시간  

Myanmar_ BAGO

입장료_ $6

아세안 관광가이드 북

미얀마

엠퍼러 호텔 Emperor Hotel_ 바고 기차역에서 가까운 게스트하우스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
쉐떨라웅 와불상 Shwethalyaung Buddha_ 바고 기차역에서 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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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lay

Myanmar

만달레이 언덕
Mandalay Hill

쉐얏또 사원

밍군 파고다

Shweyattaw Temple

Mingun Pagoda (11km)

밍군 종

Mingun Bell (11km)

Mandalay

먀 떼잉 제디

Mya Thein Zedi (11km)

꾸토도 파고다

산다무니 파고다

Kuthodaw Pagoda

Sandamuni Pagoda

만달레이 힐 리조트
Mandalay Hill Resort

만달레이

짜욱또지 사원

Kyauktawgyi Pagoda

Myanmar

12th St

쉐난도 승원

Shwenandaw
Kyaung Temple

양곤에 이어 미얀마 제2의 도시이자 미얀마 종교와 문화의 중심
지인 만달레이에는 약 2500년 전 부처가 아난존자와 함께 다녀

아투마시 까웅 사원

난다운 공원

갔다는 전설과 함께 시내와 주변 곳곳에 수많은 불교 유적지가

Nandawun Park

Atumashi Kyaung Temple

남아 있다. 영국에 지배당하기 직전인 1857년 공파웅 왕조의 새
66th St

80th St

로운 수도였던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22nd St

만달레이 왕궁

버스 터미널

Mandalay Palace

Bus Terminal

만달레이 기차역
Mandalay Railway

로열 시티 호텔
Royal City Hotel

62nd St

Mandalay City Hotel

Zegyo Market

73rd Rd

제조 중앙시장

79th St

26th St
만달레이 시티 호텔

34th St
35th St

버스 터미널
Bus Terminal

84th St

만달레이 대학

Mandalay University

MYANMAR

Mandalay
78th St

Thelk Pan St

마하무니 파고다
텟 다이 연못

Mahamuni Pagoda

Tet Thay Pond

만달레이

Ka
nda
wg
yi P
N at Rd

만들레이 찬먀타지 공항

우 뻬인 다리

S

Mandalay Chanmyathazi Airport

U Bein Bridge (10km)

마하간다욘 승원

Mahagandlhayon Monastery (10km)
만달레이 왕궁
Myanan Sankyaw Shwe Nandaw

들어가기

볼거리

항공

만달레이는 통합 입장료가 적용되는 도시다. (1인당 $10) 입장권 한 장으로 시내 유적 어디나 들어갈 수

한국에서 만달레이로 가는 직항편은 없고 양곤이나 미얀마의 다른 도시를 거쳐 가야 한다.

다. 입장권에는 여권번호와 이름을 적어야 하며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있다. 또한 5일 이내에 아마라뿌라 Amarapura, 인와 Innwa 등 만달레이 근처 도시들의 유적도 둘러볼 수 있

양곤 - 만달레이	양곤항공 www.yangonair.com과 바간항공 www.air-bagan.com을 이용하여 갈 수 있다.
(약 1시간 25분 소요)
바간 - 만달레이 	양곤항공 www.yangonair.com과 바간항공 www.air-bagan.com을 이용하여 갈 수 있다.
(약30분 소요)

기차

만달레이 언덕 Mandalay Hill_ 만달레이 시 외곽 북동쪽에 있는 만
달레이 언덕은 해발 236M이다. 전체가 사원으로 이루어져있어 신성시
여겨지며, 올라가면 만달레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가는 방법_ 만달레이 터미널에서 트럭버스로 1시간

쉐얏또 사원 Shweyattaw Pagoda_ 만달레이 시 외곽 북동쪽에 있는
만달레이 언덕(해발 236m)은 산 전체를 사원으로 꾸민 곳으로 유명하다.
만달레이 언덕의 쉐얏또 사원은 2천5백 년 전 부처가 방문해 2천4백 년

(약 15시간 소요)

뒤 이 자리에 대도시가 설 거라는 예언을 남긴 전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요금_ 2등석 $15 / 1등석 $30 / 침대칸 2층 $35 / 침대칸 1층 $40

수도를 옮긴 민돈왕 King Mindon이 부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원이 바

미얀마

양곤 - 만달레이	양곤 기차역에서 매일 아침 5시에 만달레이행 직통 기차를 운행한다.

로 쉐얏또 사원이다. 커다란 사자 상 2구가 문을 지키고 있는 남쪽이 사
원 정문으로, 정문에서 954계단을 오르면 꼭대기에 다다른다.

버스

 가는 방법_ 만달레이 터미널에서 트럭 버스로 1시간  
요금_ $10 (사진촬영비 350K)

만달레이

만달레이 버스터미널은 만달레이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터미널에서 시내까지 트럭 버스나 택시로
약 20분 거리다.

짜욱또지 사원 Kyauktawgyi Pagoda_ 만달레이 언덕으로 오르는
양곤 - 만달레이	양곤 아웅 밍글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달레이까지 매일 야간 버스를 운행
한다. 버스 회사에 따라 출발 시간과 요금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레오 익스프레스 Leo Express (약 14시간 소요) •요금_ $10
따웅 뽀 타 Taung Paw Thar (약 14시간 소요) •요금_ K13,000
바간 - 만달레이

바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달레이까지 매일 3차례 버스를 운행한다.
(약 6시간 30분 소요)
•요금_ K6,500~

남쪽 입구에 있는 사원으로, 안에 안치된 커다란 대리석 불상이 유명하
다. 이 불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대리석 조각으로 만달레이에서 약
30km 떨어진 대리석 산지인 사진 Sagyin 산에서 만든 것이다. 조각을 마
친 뒤 1만 명이 13일 동안 불상을 옮겼다고 한다.
 가는 방법_ 만달레이 터미널에서 트럭 버스로 40분

산다무니 파고다 Sandamuni Pagoda_ 만달레이 언덕에 있는 불탑
으로 청동 부처상이 내부에 안치되어 있다. 만달레이 왕궁을 건설하기 전
민돈 왕이 임시로 머물던 곳으로 1866년 거나웅 왕자 Prince Kanaung가 피살
당한 뒤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 흰색의 석탑 안에는 불교 경전을 새

시내 교통
만달레이의 주요 교통수단은 싸이카와 트럭을 개조한 버
스, 작은 트럭을 개조한 택시인 레베 정도다. 싸이카는
시내의 가까운 거리를 갈 때, 택시는 시내 먼 거리를 갈
때 유용하며 트럭 버스는 싼 요금으로 만달레이를 다니
는 여행자들에게 유용하다.
요금_ 싸이카 1~2Km에 K300~ / 레베 터미널에서 시내 주요 명소 K1,000~1,200 /
트럭 버스 K100~K200

Myanmar_ MANDALAY

겨두었다.
 가는 방법_ 짜욱또지 사원 맞은 편

꾸토도 파고다 Kuthodaw Pagoda_ 절 안에 늘어선 729개의 석탑
이 품고 있는 불경 석판 때문에‘세계에서 가장 큰 책’
이라는 별명이 붙
은 꾸토도 파고다. 민돈 왕이 만달레이 왕궁을 짓던 시기에 같이 짓기 시
작해 6개월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불교 경전인 뜨리삐따까 Tripitaka는 승려
2,400명이 6개월에 걸쳐 읽었다고 한다. 사원 가운데 커다란 중앙 탑은
바간의 쉐지곤 파고다를 모델로 했다.
 가는 방법_ 산다무니 파고다 옆  

입장료_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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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난도 승원 Shwenandaw Kyaung Temple_ 화려하고 세련된 조각
으로 건물 자체가 예술품으로 평가되는 목조 건축물이다. 성 안에 있던

Irrawaddy

밍군 파고다 Mingun Pagoda_ 밍군은 만달레이에서 이라와디

민돈 왕의 침실 건물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수도원으로 용도를 바꿨다.

사원과 탑, 수도원 등 유서 깊은 문화재로 유명하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만달레이의 전통 건물들이 대부분 2차 대전 당시 파괴되어 유일하게 남

도시 전체 입장료($3)를 내야 한다. 밍군에서도 가장 유명한 밍군 파고다

강을 따라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다. 많은 불교

는 1790년 보도퍼야왕 King Badawpaya이 왕위에 오른 뒤 자축의 의미로 세

은 당시의 건축물로 가치가 높다. 만달레이 언덕 기슭에 있다.

계 최대의 파고다를 짓겠다는 야심으로 1천여 명의 노예와 전쟁포로를 동

가는 방법_ 산다무니 파고다에서 걸어서 10분

원해 지은 것이다. 그러나 1819년 왕이 죽은 뒤 공사가 중단되었고 1838년 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파손된
채로 남아 있다. 이라와디 강가에 있다.

아투마시 까웅 사원 Atumashi Kyaung Temple_ 미얀마 말로‘비
교할 수 없다’
는 뜻의 아투마시 사원은 민돈 왕 당시인 1857년에 지어졌

가는 방법_ 만달레이 선착장에서 페리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입장료_ K3,000

다. 마하 아툴라와얀 까웅다지 Maha Atulawaiyan Kyaungdawgyi로 더 자주 불리는
이가 9m가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웅장하고 화려하여 만달레이에

밍군 종 Mingun Bell_ 높이 3.6m, 지름 4.8m, 무게 90톤에 이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범종이다. 1808년에 보도퍼야 왕이 만든 것으로

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종에는 보도퍼야 왕을 상징하는 글자와 종의 무게가 적혀 있다.

이 사원은 민돈 왕이 수도를 옮긴 뒤 아마라뿌라에서 옮겨왔다. 건물 길

가는 방법_ 밍군 파고다 근처

먀 떼잉 제디 Mya Thein Zedi_ 1816년 바지도왕 King Bagyidaw이 왕
자 시절 죽은 부인인 싱뷰메공주 Princess Hsinbyume를 기리며 만든 사원으로

3km, 높이가 8m이고, 성벽과 주의로 폭 70m, 깊이 3m의 해자를 파 놓은

1838년 지진으로 심하게 파손된 것을 1874년 민돈 왕 시절에 복구했다.

대규모 건물로 1945년 영국과 일본의 전투로 성벽만 남고 모조리 불탄 것을

힌두교의 영향으로 입구에서 꼭대기까지 7층으로 된 테라스가 미얀마 다

왕이 거주하던 건물만 복원해 지금에 이른다. 현재는 군사 주둔지로 쓰이고

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건물이다.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여권번호와 이름을 적어야 한다.
가는 방법_ 짜욱또지 사원 맞은 편

입장 시간_ 07:00~17:00

가는 방법_ 밍군 파고다 근처 걸어서 5분
입장료_ $10

잠잘 곳

마하무니 파고다 Mahamuni Pagoda_ 만달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사원으로 평가받는 마하무니 파고다는 높이 3.8m에 이르는 거대한 마하
무니 황금 불상으로 유명하다. 마하무니 불상은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짜
익티요의 황금 바위와 함께 미얀마 불교의 3대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1784년에 세워져 1884년 화재로 내부가 모두 불에 탄 뒤 새로 복원했다.
가는 방법_ 만달레이 왕궁에서 자동차로 10분

입장료_ $4

만달레이

만달레이 왕궁 Mandalay Palace_ 만달레이에서 가장 처음 지어진 건
물로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인 공바우 왕조의 왕궁이다. 성벽 한 변의 길이가

미얀마

가는 방법_ 쉐난도 승원 바로 옆

호텔
만달레이 힐 리조트 Mandalay Hill Resort_ 만달레이 언덕 아래 있는 고급 호텔로 조용하고 한적
한 분위기이다.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유럽 여행자들이 많이 묵
는다. 연락처_ 02-35638, www.mandalayhillresorthotel.com

만달레이 근교
우 뻬인 다리 U Bein Bridge_ 만달레이에서 약 10km 떨어진 아마
라뿌라 지역에 있는 긴 나무다리로 따웅떠만 호수를 가로질러 총 길이
1.2km에 이른다. 160여 년 전에 처음 지어진 이후 계속 수리를 해 지금
까지 이용하고 있다. 다리에서 보는 미얀마의 시골 정경이 아름답다.
가는 방법_ 만달레이에서 84번 도로와 26번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

만달레이 시티 호텔 Mandalay City Hotel_ 만달레이 왕궁과 제 쪼 사이에 있는 고급 호텔로
2007년에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로 문을 열어 특급호텔 못지 않은 시설을 자랑한다.
연락처_ 02-61700, www.mandalaycityhotel.com

로열 시티 호텔 Royal City Hotel_ 깔끔한 객실과 꼭 필요한 기본 시설들을 잘 갖춘 호텔로 부담 없
이 이용하기 좋다. 만달레이 기차역 근처에 있다. 연락처_ 02-31805

근처에서 8번 버스 이용(약 30분 소요)

게스트하우스

마하간다욘 승원 Mahagandlhayon Monastery_ 미얀마에서 가장

이티 호텔 E.T. Hotel_ 넓은 방과 친절한 서비스로 여행자들에게 인기 좋은 숙소로 다양한 여행정보를
얻기 쉽다. 왕궁 서쪽에 있다. 연락처_ 02-25491

규모가 큰 승가대학으로, 1천여 명이 넘는 승려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1914년에 문을 연 이 승원은 엄격한 규율로 유명하며, 아침 10시에 열리
는 스님들의 대규모 공양 행렬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가는 방법_ 우 뻬인 다리 옆
Myanmar_ MANDALAY

입장료_ 무료

로얄 게스트하우스 Royal Guesthouse_ 나일론, ET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는 배낭여행자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제조시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토스트, 커피, 바나나 등 간단한 아침을 제
공한다. 연락처_ 0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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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찾는다. 연락처_ 02-33411, www.peacocklodge.com

먹을 곳
한국관 Korea Restaurant_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으로 깔끔한 맛과 다양한 메뉴로 현지인들
도 자주 찾는다. 만달레이 여행 정보 등도 들을 수 있다. 백반,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다양한 한국 음식
을 맛볼 수 있다. 로열 시티 호텔 옆에 있다.

라쇼레 Lashio Lay_ 미얀마의 한 종족인 샨Shan 족 전문 음식점으로 늘 손님으로 붐비는 곳이다. 미
리 만들어 진열장에 들어있는 음식을 가리키면 데워서 가져다준다. 83번가와 84번가 사이에 있다.

홈파티 Home Party_ 일본인이 경영하는 소박한 일식당으로 오믈렛, 돈가스, 햄버거스테이크 등 가벼
운 일본식 음식이 주 메뉴다. 15번가와 16번가 사이에 있다.

케인 찌 Kain Kyi_ 다양한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얇게 저민 오리 구이, 두유 소스로 만든
콩 요리, 매운 닭요리 등이 인기다. 81번가와 82번가 사이에 있다.

나일론 아이스크림 Nylon Icecream_ 나일론 호텔 맞은편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현지인과 외
국인 모두에게 무척 인기 있는 곳이다. 초콜릿, 딸기 등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코 키친 Ko's Kitchen_ 맛있는 태국음식을 하는 식당. 깔끔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Myanmar_ MANDALAY

Bagan

Myanmar

Bagan
바간

Myanmar

피콕 로지 Peacock Lodge_ 호텔 시설은 특별하지 않지만 주인과 종업원들이 친절해서 관광객들이

미얀마 최대의 불교 유적지이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불교 유적
의 보고 바간.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유적, 캄보디아 앙코르 유
적과 함께 3대 불교 유적지인 바간에는 천 년 신비를 간직한 불
탑 2,227개가 수호신처럼 도시 곳곳을 지키고 있다. 11세기 미얀
마 최초 통일 왕조인 바간 왕조의 수도로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
히 간직하고 있는 바간을 여행하는 것은 곧 미얀마의 천 년 세
월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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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mmayazika Temple

MYANMAR

들어가기

Bagan

우리나라에서 바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다. 양곤이나 만달레이, 인레 등 다른 도시를 통해 바간

바간 버스터미널
Bus Terminal

바간

으로 들어가야 하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바간의 중심 도시인 냥우 Nyaung-U를 꼭 거쳐야 한다. 냥우
에는 공항과 항구,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

냥우 마켓

Nyaung-U Market

항공

고속버스 버스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Gold Express Hotel

바간 프린세스 호텔
Bagan Princess Hotel

Rd
ta
rah
w
a
An

U Pali Thein

The Hotel@Tharabha Gate

ung
ada
ukp
Kya
Ooung
Nya

유 뻘리 떼인

더 호텔@타라 바 게이트

	에어만달레이 www.airmandalay.com (약 1시간 20분 소요)

Rd
g-U
un
a
y
n-N
ga
Ba

마하보디 파고다

Mahabodhi Pagoda

양곤 - 냥우	양곤항공 www.yangonair.com (약 1시간 20분 소요)

쉐지곤 파고다

Shwezigon Pagoda

부 파고다
틸로민로 파고다

에어만달레이 www.airmandalay.com (약30분 소요)

배

Rd

어메이징 바간 리조트

Bu Pagoda

만달레이 - 냥우 	양곤항공 www.yangonair.com (약 30분 소요)

The Amazing Bagan Resort

만달레이 - 냥우 	만달레이 시내에서 약 5km 떨어진 선착장에서 냥우행 보트를 탈 수 있다.

Htilominlo Pagoda

선박 종류에 따라 운행 시간과 요금이 다르다.

타라바 문

Tharabha Gate
Gawdawpalin Pagoda

•요금_ $20

아난다 사원

Ananda Temple

냥우 공항

땃빈뉴 사원

고고학 박물관

	핑롱 Pinlon, 파동마 Padonma 페리 (약 11~12시간 소요)

Nyaung-U
Airport (1km)

Thatbyinnyu Temple

술라마니 사원

Archaeological
Museum

•요금_ 침대칸 $30, 좌석 $10

Sulamani Temple

쉐산도 파고다

버스

Shwesandaw Pagoda

꾸뱌욱지 사원

Gubyaukgyi Temple

담마양지 사원

양곤 - 냥우

Dhammayangyi Temple
Popa Mountain
(70km)

Manuha Temple

만달레이 - 냥우 	만달레이 북쪽 장거리 버스터미널에서 하루 3회 냥우까지 버스를

난파야

담마야지까 사원

Dhammayazika Temple

운행한다. 버스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Mu
at
Lay
Rd

Nanpaya

양곤 아웅 밍글라 버스 터미널에서 하루 1회 냥우까지 야간 버스를 운행한다.
(약 15~18시간 소요) •요금_ K18,000

뽀빠 산

마누하 사원

Bagan-Chau
k Rd

바간

	쉐 케나리 Shwe Keinnary 페리 (약 11~12시간 소요)

고도뻘린 파고다

(약 7시간 소요) •요금_ K5,000~K8,000

세인옛 아마 &
세인옛 니마 파고다
Seinnyet Ama &
Seinnyet Nyima Pagoda

시내 교통
바간의 유적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얀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은 택시, 렌트카 정도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
부분의 관광객들은 마차를 대절하거나, 자전거를 빌려 타고 다닌다. 1~2명이 탈

N

수 있는 마차를 1일 $10 정도에 빌릴 수 있다. 숙소에 부탁하거나 밖에서 직접
마부와 흥정을 할 수 있다.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마차보다 싼 자전거(요금_ 약 K1,000~)를 빌려보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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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아난다 사원 Ananda Temple_ 바간에 있는 사원과 불탑 가운데 크
고 화려하기로 유명한 탑으로, 1091년 짱싯따 왕 시대에 인도에 있는 동

바간은 지역 자체가 고고학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인들에게 도시 입장료(1인당 $10) 를 받는다. 표

굴 사원을 모방해 세웠다. 탑 안에는 동서남북 방향마다 9.5m 높이의 목

에는 일련번호가 적혀있고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할 때 입장료 번호가 없으면 숙박 자체가 불가

재 부처상이 모셔져 있다. 동쪽의 고나가마나 Gonagamana 부처, 서쪽의 고

능하므로 바간에 머무는 동안 입장권을 꼭 간직해야 한다.

타마 Gautama 부처, 남쪽의 까사빠 Kassapa 부처, 북쪽의 까꾸싼다 Kakusanda
부처 가운데 고나가마나와와 고타마는 훼손되어 새로 만들었다.

냥우 지역 Nyaung-U
편의 시설이 몰려있는 곳으로 바간에서 제일 번화가이며 이 때문에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
 가는 방법_ 바간 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땃빈뉴 사원 Thatbyinnyu Temple_ 높이 61m로 바간에서 가장 높은
사원이다. 1140년 알라웅싯뚜 왕 King Alaungsithu 시대에 북부 인도의 불탑을
본따 지었다. 총 5층으로 되어 있으며 1, 2층은 승려들의 숙소, 3층에는

쉐지곤 파고다 Shwezigon Pagoda_ 미얀마의 첫 번째 왕조 때 아
노라타 Anawaraht 왕이 짓기 시작해 1804년 짱싯따왕 King Kyansitthar이 완성한

불탑들이 있고 4층은 도서관으로 쓰인다. 5층에는 부처의 유품을 보관하
고 있다. 1층 외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만들어진 바간의 불탑들은 모두 쉐지곤 파고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탑 안

쉐산도 파고다 Shwesandaw Pagoda_ 미얀마 최초의 통일 왕조인

에 석가모니의 앞머리 뼈와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 쉐지곤 파고다의 또 다른

바간 왕조의 시조 아노라타 왕이 건국한 뒤 첫 번째로 세운 불탑으로 마

특징은 다른 불탑들처럼 인공 벽돌이 아닌 사암을 깎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뻬잉네 Mahapeinne 파고다 또는 가네샤 Ganesha 파고다라고도 불린다. 현지

미얀마

불탑으로‘황금 모래 언덕 위에 세워진 사원’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후

인들은 탑 안에 부처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다. 쉐는 황금, 산
진 불탑으로 땃빈뉴 Thatbyinnyu 사원에 이어 바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틸로
민로란‘새 세계의 축복’
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2층으로 구성된 탑의 내

도는 머리카락을 뜻한다. 탑 사방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힌두 대신들
이 조각되어 있고 부속 건물에는 와불이 있다.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바
간 평야의 모습이 수많은 불탑으로 장관을 이룬다.

바간

틸로민로 파고다 Htilominlo Pagoda_ 1218년에 46m 높이로 지어

부에는 4면에 각각 불상이 하나씩 모셔져 있다.

술라마니 사원 Sulamani Temple_ 바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원 중
우 뻘리 떼인 U Pali Thein_ 우 뻘리는 고대 바간에서 유명한 승려

의 하나로 술라마니는 미얀마어로 작은 루비라는 뜻이다. 1183년에 나라

의 이름으로, 13세기 중엽에 스님의 이름을 붙여 지어졌다. 처음 지을 때

파디지투 왕이 세운 2층 사원으로 내부 동서남북 방향에 불상이 있다. 벽

는 나무 건물이었으나 붕괴되어 새로 지었다. 미얀마의 승려들이 정식 승

면에는 코끼리와 배를 탄 사람들 등을 그린 옛 벽화가 남아 있다.

려가 되기 전에 한 번은 꼭 들러 불심을 지키고 수도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곳이다. 탑 안에는 17~18세기에 그려진 벽화와 부처상 2구가
남아있다.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부 파고다 Bu Pagoda_ 바간 왕조 이전에 지어져 바간에서 가장 오래
된 불탑으로, 이라와디 강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다. Bu는‘박’
이라는 뜻
으로 이름처럼 탑의 모양이 조롱박을 닮았다. 1975년 지진으로 파괴되었

냥우마켓 Nyaung-U Market_ 냥우마을 아침시장으로 현지 생활을 엿

다가 다시 복구됐다.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마하보디 파고다 Mahabodhi Pagoda_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인도의 도시 보드 가야 Bodh Gaya에 있는 마하보디 Mahabodi 불탑을 모델로

올드 바간 지역 Old Bagan

1215년 난다웅먀 왕 King Nanda-ungmya 시대에 지은 탑이다. 바간에서는 찾아

사원과 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변에 바간에서 유명한 탑과 사원이 대부분 몰려있으며 자연히 중심지

싸여 있다. 1975년 지진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복원했으며 내

로 형성되었다.

부에는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찍은 흑백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보기 힘든 독특한 모양의 탑으로 외벽의 사면이 작은 불상 조각으로 둘러

 가는 방법_ 냥우지역과 3~4km 떨어져 있다.

타라바 문 Tharabha Gate_ 바간의 33대 삥뱌 왕 King Pyinbya 시절에
도시에 쌓은 성벽으로 현재는 입구와 동쪽의 성벽 조금만 남고 다른 곳은
모두 무너졌다. 출입구 양 에는 미얀마 전통 신앙인

낫 Nat

정령인 응아

고고학 박물관 Archaeological Museum_ 3층으로 이뤄진 8각형 건축물 안에 바간의 보물들이 채
워져 있다. 박물관의 1층에는 고대 탑들의 그림과 고대의 벽돌들,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고 가운데 강당에
는 다양한 바간의 예술품과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3층에서는 바간의 옛 탑들을 볼 수 있다.

띤데 Nga Tin De와 그의 여동생 쉐뮈엣마 Shwemyethma 남매의 상이 있다. 현지
인들은 정령들을 숭배하면서 항상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다.
Myanmar_ B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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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카바 지역 Mingkabar

담마야지까 사원 Dhammayazika Temple_ 쉐지곤 파고다와 닮은

올드 바간에서 내려와 뉴바간으로 가는 위치에 있는 곳으로 미얀마 철기 생산이 활발해 저렴하게 구입할

맨 꼭대기 종 모양의 돔 위에는 부처의 전생을 풀어낸 이야기집인 자타

수 있다.

카가 그림과 문자로 장식되어 있다.

고도뻘린 파고다 Gawdawpalin Pagoda_ 나라빠싯뚜 왕 King Narapasithu 때 짓기 시작해 난따웅먀 왕
King Nandaungmya

때 완성된 사원으로 땃빈뉴 사원과 무척 흡사한 모양이다. 사원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나라

빠싯뚜 왕이 그의 선조 나라떼인카 왕 King Naratheinkha의 머리카락을 안치하기 위해 사원을 지었다는 기록
이 남아 있다. 1975년 지진으로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복원했다.

꾸뱌욱지 사원 Gubyaukgyi Temple_ 1113년 짱싯따 왕의 아들인
라자꾸마 왕자 Prince Rajakuma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사원
으로, 내부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벽화가 유명하다. 벽화에서는 버마족을
비롯해 쀼 족, 몬 족 등 미얀마의 다양한 종족이 남긴 미술 양식을 볼 수
있다.

모양의 사원으로 단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인 것이 특징이다.

바간 근교
뽀빠 산 Popa Mountain_ 바간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밍
야 평원에 있는 뽀빠 산(해발 737m)은 442년 일어난 대지진 때 생성됐
다. 뽀빠는 산스크리트어로‘꽃’
을 뜻하며 뽀빠 산은 바간 시대부터 미얀
마의 토착 신앙인 낫의 성지로 미얀마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숭상을 받아
온 곳이다. 해마다 5, 6월에는 낫을 위한 의식이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
이 모여 성대한 낫 축제를 연다. 뽀빠 산을 오를 때는 산 아래부터 신발
을 벗고 올라야 한다.

마누하 사원 Manuha Temple_ 마누하 Manuha는 불경을 빌려달라

잠잘 곳

는 아노라타 왕의 제의를 거절한 탓에 나라를 빼앗긴 남부 몬 왕국 떠통
왕이다. 포로로 잡혀왔다가 풀려난 뒤 왕비와 보석을 팔아 1059

년에 이 사원을 지었다. 사원 안에 커다란 불상 3개가 중앙과 양쪽에 있
어 꽉 차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마누하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호텔

바간

Thaton의

미얀마

 가는 방법_ 가는 방법_바간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냥우에서 차로 약 1시간

더 호텔@타라바 게이트 The Hotel@Tharabar Gate_ 떠랍하 문 옆에 있는 호텔로 바간의 유적
지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미얀마산 티크 나무로 지은 방갈로식 호텔이다. 유럽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이

난파야 Nanpaya_ 마누하 사원 왼쪽에 있는 파고다로 내부에 마누하

용하는 호텔로 시설과 서비스 모두 만족도가 높다. 연락처_ 061-60037, www.tharabargate.com

왕이 앉던 의자와 소지품을 놓아두었던 곳이다. 사원의 모든 벽을 사암으

어메이징 바간 리조트 The Amazing Bagan Resort_ 공항에서 20분거리에 위치한 리조트로 냥
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서 살짝 떨어져있어 조용하고 수영장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있다.

로 만들었으며 내벽 기둥에는 브라흐만 상이 새겨져 있다.

연락처_ 061 60035, www.bagangolfresort.net

담마양지 사원 Dhammayangyi Temple_ 바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으로 비극의 역사가 담겨 있다.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알
라웅싯뚜 왕과 어머니, 형제들까지 모두 살해한 나라뚜 왕 King Narathu이 자
신의 죄를 참회하려고 지은 것. 공사에 투입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뚜
왕에게 희생되었다. 아난다 파고다를 모델로 3년 가량 공사가 진행되다가
나라뚜 왕이 자객에게 암살당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현지
인들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지은 사원이라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고
믿고 있다.

골드 익스프레스 호텔 Gold Express Hotel_ 올드 바간과 냥우지역을 연결해주는 바간-냥우길
Bagan-Nyaung U

길가에 위치하고 있다. 에어컨, 냉장고, 야외 정원, 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있어 여

행자들이 즐겨 찾는다.

바간 프린세스 호텔 Bagan Princess Hotel_ 주요 볼거리인 사원과 자전거로 약 15분 거리에 위
치하고 있는 부띠끄 호텔. 냥우지역과 올드바간의 중간지점 쯤에 있으며,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고 주변에
식당가가 가까워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다. 연락처_ 01-211566, www.bganprincesshotel.com

게스트하우스

세인옛 아마와 세인옛 니마 파고다 Seinnyet Ama &

인 와 게스트 하우스 Inn Wa Guesthouse_ 모든 방에 에어컨과 욕실이 있고, 뜨거운 물도 쓸 수

Seinnyet Nyima Pagoda_ 11세기 바간 왕조의 왕비 세인옛 Queen Seinnyet

있다. 방 크기도 좁지 않고 적당하다. 냥우 터미널 근처에 있다. 연락처_ 062-70125

이 세운 사원으로 현지인들에게‘세인옛 자매’
로 불린다. 아마 사원은 언

에덴 게스트하우스 Eden Guesthouse_ 냥우 시장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배낭여행자들에게 인기

니, 니마 파고다는 동생으로 여겨진다. 벽돌담으로 막힌 동서남북 사방에
출입문을 갖고 있으며 동쪽이 정문이다.

Myanmar_ BAGAN

좋은 곳이다. 터미널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다. 연락처_ 062-7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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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레스토랑 Nanda Restaurant_ 매일 저녁 꼭두각시 인형극을 공연하는 레스토랑으로 냥우 지역
에 있다. 길거리 식당보다 정돈된 미얀마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다.

골든 미얀마 Golden Myanmar_ 다양한 미얀마 음식을 뷔페로 즐길 수 있는 미얀마 전통 음식점. 진
짜 서민들의 미얀마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아난다 사원 맞은편에 있다.

단따 레스토랑 Than Tar Restaurant_ 냥우 시내에 있는 미얀마 요리 전문 음식점이다. 볶음밥, 국
수, 미얀마 정식 등 서민적인 미얀마 음식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에덴 모텔과 단테 호텔 사이에 있다.

Inlay Lake

Myanmar

Inlay Lake
인레 호수

Myanmar

먹을 곳

만달레이, 바간과 함께 미얀마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인레호
수는 우기 최대 길이 동서 12km, 남북 22km, 수심 6m에 이르
는 거대한 호수다. 이곳 주변 풍광이 매우 아름답고, 호수 여기
저기에 여러 가지 볼거리들도 산재해 있어 늘 관광객이 모인다.
인레 호수 지역은 해발 1,328m의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1년 내
내 서늘하다. 건기에는 호수의 크기가 동서 6km, 남북 15km,
수심 2m로 작아지지만, 그 아름다운 풍광만큼은 변함이 없다.

Myanmar_ B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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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호 공항

들어가기

쉐냥

Heho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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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e Nyaung

항공

헤호

한국에서 인레 호수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양곤, 바간, 만달레이 등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한다. 인

Heho

레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헤호 Heho에 있다. 헤호 공항에서 인레 호수의 중심도시인 냥쉐 Nyang Shwe까지
는 택시로 1시간 정도 가야 한다. (요금 $20~30)

아웅 밍글라 호텔
Aung Mingalar Hotel

냥쉐

Nyaung Shwe

어메이징 낭쉐 호텔
Amazing Nyaung Shwe Hotel

후삔 호텔
Hu Pin Hotel

양곤 - 헤호	양곤항공 www.yangonair.com (약 40분 소요)
	에어만달레이 www.airmandalay.com (약 1시간 10분 소요)

샨 왕궁 박물관

Shan Palace Museum

만달레이 - 헤호 	양곤항공 www.yangonair.com (약 30분 소요)

버스

Inle Princess Hotel

인레 호수의 중심 도시인 냥쉐까지 버스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레 호수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인레 호수
Inlay Lake

미얀마 트레저 리조트 인레
Myanmar Treasure Resort Inle

쉐 냐웅 Shwe Nyaung 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쉐 냐웅 터미널에서 냥쉐까지는 트럭 버스로 30분 정도 걸린다.
(요금 약 K300~) 양곤, 만달레이, 바간 등에서 인레까지 시외버스가 다닌다.

파라마운트 인레 리조트
Paramount Inle Resort

양곤 - 쉐 냥 	양곤 아웅 밍글라 버스터미널에서 쉐 냐웅까지 매일 1회 버스를 운행한다.
(약 18시간 소요)
•요금_ 약 K10,000~

고양이 사원

Nga Phe Kyaung

만달레이 - 쉐 냥 	만달레이에서 쉐 냐웅까지 다른 버스회사에서 매일 2회 버스를 운행한다.
버스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약 9시간 30분 소요)

냥쉐 수산 시장

Nyaung Shwe Floating Market

•요금_ K8,000~, K12,000~

빠웅 도 파고다

바간 - 쉐 냥 	바간에서 쉐 냐웅까지 매일 1회 버스를 운행한다. (약 11시간 소요)

Phaung Daw Pagoda

•요금_ K4,000~

쉐 인 떼인

Shwe In Thein

MYANMAR

Inlay Lake

시내 교통
인레 호수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교통편은 배다. 여행자들은 숙박 시설을 통
해 배를 빌려 인레 호수를 구경한다.

인레호수

요금_ 보트 하루 대여 $10~$15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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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 호수

인레 프린센스 호텔

미얀마

	에어만달레이 www.airmandalay.com (약30분 소요)

볼거리

잠잘 곳

냥쉐 Nyaung Shwe_ 냥쉐는 인레 호수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다양
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행자들이 많이 모인다.

주요 호텔

5일마다 열리는 냥쉐 5일장은 인레 호수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얀마 트레저 리조트 인레 Myanmar Treasure Resort Inle_ 바간항공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의 흥미를 끈다. 시장은 상

호텔로 인레 호수 최고급 호텔이다. 최신식 스파 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대시설을 빠짐없이 갖췄다.

인들이 배를 타고 호숫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열리기 때문에 매일 장소가

연락처_ 081-209312, www.myanmartreasureresorts.com

달라진다.

어메이징 냥쉐 호텔 Amazing Nyaung Shwe Hotel_ 냥쉐에 있는 고급 호텔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고 세련된 시설을 자랑한다.

인레 호수 Inlay Lake_ 미얀마 최대의 호수로 우기 때는 최대 길이

연락처_ 081-209477, www.hotelamazingnyaungshwe.com

22km, 폭 12km에 수심은 6m가 되는 거대한 규모다. 호수를 둘러싼 많

파라마운트 인레 리조트 Paramount Inle Resort_ 고양이 사원 윗쪽 호수에 떠있는 리조트로 수

은 유적과 불탑, 호수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덕에 인레 호수는 미얀
마를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명소다. 호수를 돌아보려면 하
루를 꼬박 바쳐도 모자랄 정도다. 호수를 여행하는 유일한 교통편인 보트
는 하루 전날 예약을 해야 한다.

상호텔이나 방갈로에 묵을 수 있다. 친절한 서비스와 아름다운 경치로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다.
연락처_ 081-209477, www.paramountinleresort.com

인레 프린센스 호텔 Inle Princess Hotel_ 인레 호수 위에 있는 수상호텔. 호수 가운데에서 아름답

가져온 5cm 크기의 불상 3개와 2개의 승려상을 모시기 위해 세운 사원
으로, 불상에 황금을 입혀‘골든볼 파고다’라고도 불린다. 사원 안의 불

아웅 밍글라 호텔 Aung Mingalar Hotel_ 냥쉐에 자리한 중급 호텔로 바간 스타일의 장식으로 꾸
며져 있다. 방 상태와 부대 시설에 따라 가격이 저마다 다르다. 연락처_ 081-29434

상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속설이 있어 여행자들은 소원을 적은 메모와

프린세스 가든 호텔 Princess Garden Hotel_ 냥쉐 지역 끝에 위치한 작지만 깨끗하고 친절한 서

돈을 넣어 기부한다. 해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불상을 배로 옮겨 호수

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수영장과 방에 개인 발코니가 있어 조용한 휴식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근처 마을들을 도는 빠웅 도 축제 Phaung Daw Festival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다. 아침은 수영장 및 배경 풍경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제공된다.

하다.

연락처_ 081-209214, www.princessgardenhotel.com

고양이 사원 Nga Phe Kyaung_ 목조 사원으로 1800년 경 인레 호수에 세워졌다. 응아 페 짜웅이

게스트하우스

유명해진 것은 고양이 묘기 때문인데, 스님이 훈련시킨 고양이들이 손짓에 따라 뛰어오르거나 원 통과하
기 등의 묘기를 보여주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입장료는 없으나 많은 이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한다.

아쿠아리우스 인 Aquarius Inn_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게스트하우스로 직원들이 친절하고 가
격 대비 시설이 괜찮다. 빠웅 도 파고다 근처에 있다. 연락처_ 81-29352

리멤버 인 Remember Inn_ 깔끔한 방갈로 스타일의 게스트하우스로 냥쉐에 있다. 방 형식에 따라 가

쉐 인 떼인 Shwe In Thein_ 인레 호수 남쪽에 있는 사원 터로, 많은
불탑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석가모니 열반 후 200년쯤 뒤에 지은 곳이
다. 쉐 인 떼인을 보려면 보트 대여비에서 추가 요금(약 K1,000~)을 내

격이 달라서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연락처_ 81-29257, rememberinn.jimdo.com

밍갈라 인_ 냥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직원들이 친절하고 시설이 깨끗해 여행자
들이 자주 찾는다. 연락처_ 081-209198, mingalarinn.multiply.com

야 한다. 배에서 내려 정글을 지나면 쉐 인 떼인에 이르는데 울창한 대나
무 숲이 장관이다. 사원 입구에서 본당에 다다를 때까지 이어진 긴 복도

먹을 곳

주변에는 기념품 노점들이 가득하다. 사원 꼭대기에 오르면 인레 호수와
그 주변의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요금_ 카메라가 있을 경우 K200, 비디오카메라가 있을 경우 K300

쉐 힌따 레스토랑 Shwe Hintha Restaurant_ 인레 호수에서 유명한 미얀마 음식점으로 빠웅 도 파
고다 근처에 있어서 찾기 쉽다. 외국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샨 왕궁 박물관 Shan Palace Museum_ 2차 대전이 끝난 후 독립 미얀마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싸
오 쉐 타익 Sao Shwe Thaike이 살던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건물로 냥쉐 호 박물관 Nyaung Shwe Haw Museum이
라고도 불린다. 인레 호수 주변을 다스렸던 샨 왕국의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해놓았다.
  입장 시간_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09:30~15:30  

Myanmar_ INLAY LAKE

입장료_ $2

꺼웅 꺼웅 레스토랑 Khjaung Khaung Restaurant_ 냥쉐 시장 앞에 있는 중국 식당으로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채소 요리 등 메뉴가 다양하다. 저렴한 가격대로 여행자들에게 인기다. 미얀마 생맥
주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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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 호수

빠웅 도 파고다 Phaung Daw Pagoda_ 1120년 알라웅씻뚜 왕이

후삔 호텔 Hu Pin Hotel_ 냥쉐 깐 따 Kan Tha Quater 지역에 있는 중급 호텔. 깔끔하고 소박한 시설을 갖
췄다. 냥쉐 시장에서 가깝다. 연락처_ 081-29291, www.hupinhotelmyanmar.com

미얀마

고 운치있는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연락처_ 081-209055, www.inleprincessresort.net

입장료_ 인레 호수 전체 입장료 $3 (외국인)

포시스터즈 인 Four Sisters Inn_ 미얀마 쌀밥에 다섯 가지 반찬이 따라 나오는 정식 메뉴가 유일하
다. 특이한 점은 일정한 요금이 없이 각자 알아서 낸다는 것. 맛있으면 많이 내고 맛없으면 조금만 내도
된다. 강변에서 인레 호수쪽에 있다.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한다.

휴삔 레스토랑 Hupin Restaurant_ 냥쉐 시장 앞에 있는 유명한 생맥주집으로 중국 식당도 겸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음식 맛으로 현지인도 많이 찾는 곳이다.

더 스카이 The Sky_ 선술집 같은 분위기의 음식점. 미얀마 음식과 중국 음식이 섞인 메뉴가 대부분이

Mrauk U
먀욱우

Myanmar

다. 볶음밥, 고기볶음 등이 주 메뉴다. 현지인과 여행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다.

Mrauk U

Myanmar

미얀마 중서부 라카잉 주 Rakhine State에 자리한 도시로 15세기 미얀
마의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던 먀욱우. 전설에 따르면 3천 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도시 먀욱우는 미얀마에서 가장
신비한 유적지 가운데 하나이자 미얀마 고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다. 얼마 전까지 외부에 잘 알
려져 있지 않았으나 도시 전체가 품은 신비를 좇아 먀욱우를 찾
는 여행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Myanmar_ INLAY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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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 시뜨웨	바간항공과 만달레이항공에서 양곤에서 시뜨웨까지 직항편을 운항한다.
(약 1시간 25분 소요)

Vesali Resort

시뜨웨 - 먀욱우	시뜨웨 선착장에서 하루 1회(대략 08:00) 칼라딘 Kaladin 강을 건너
먀욱우로 간다. (약 6시간 소요) 배 시간이 계절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미얀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요금_ $4

먀욱우

베살리 리조트

Prince Hotel

프린스 호텔

배

지프 승용차_ 호텔에서 부탁해 이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금_ 하루 이용 K8,000~

선착장

Ferry Terminal (2km)

마차_ 고대 도시 먀욱우에 어울리는 느린 교통편으로 마차로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다. 호텔에서 예약

t Rd
wat
ngd
u
a
U-B

Mrauk U Main Market

요금_ 기사 포함 하루 이용 K12,000~, 밤 추가요금 K5,000

먀욱우 시장

먀욱우 왕궁

Mrauk U Royal Palace

하루 단위로 대절 가능하며 요금은 흥정할 수 있다.
Marauk Hotel

Nawarat Hotel

먀욱우에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유적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따로 자동차나 마차를 대절해야 한다.
먀욱우 호텔

나와랏 호텔

Shittaung Pagoda

Yangon-Sittwe Rd

두칸테인 파고다

Dukkanthein Pagoda

문에 비행기와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먀욱우에는 공항이 없고 먼저 양곤에서 비행기로 시뜨웨 Sittwe로

시내 교통

안도 사원
싯따웅 파고다 Andaw Temple

Ratanapon Temple

라타나뽄 사원

먀욱우에 가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먀욱우까지 가는 육로는 대부분 군사 지역이라 통과가 어렵기 때

볼거리

Mrauk

먀욱우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도시 전체의 입장료($5)를 지불해야 한다.

먀욱우 왕궁 Mrauk U Royal Palace_ 총 면적 1.2 평방 마일에 3겹의 벽돌 담장으로 둘러싸여있던
먀욱우 왕궁은 1430년에 지어진 뒤 지금 폐허가 되어 터만 남아 있다. 왕궁을 받치고 있던 거대한 나무
기둥들은 모두 불에 탔고 중요한 건축물들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다. 왕궁은 먀욱우 왕조의 역대 왕 48
명이 머물렀던 곳으로 고대 먀욱우 왕국의 영화를 말해준다.
 가는 방법_ 선착장에서 마차나 싸이카로 15분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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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웅반뺘욱 파고다

먀욱우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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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따웅 파고다 Shittaung Pagoda_‘싯따웅 Shittaung’은 미얀마어로
숫자 80,000을 뜻하는 말로, 사원 안에 8만 개의 불상과 부처의 조각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민 빈 왕 King Min Bin 시대인 1535년에 지어진 사원으
로 먀욱우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먀욱우의 대표사원이라 할 수 있다.
 가는 방법_ 왕궁에서 마차로 20분

안도 사원 Andaw Temple_ 1598년 민 라자 기 왕 King Min Raza Gyi 때

잠잘 곳
먀욱우 호텔 Marauk Oo Hotel_ 미얀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호텔로 나와랏 호텔과 길 하나를 사
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객실이 넓고 시원하다. 연락처_ 043-23060

나와랏 호텔 Nawarat Hotel_ 먀욱우 선착장에서 가까운 호텔로 싯따웅 파고다 바로 옆에 있다. 소박
한 시설이다. 아침식사가 포함돼 있다. 연락처_ 01-661159 (Yangon Reservation Office)

지어진 사원으로 보기 드문 육각형 탑의 형태다. 큰 탑의 주위에 작은 탑

베살리 리조트 Vesali Resort_ 강가에 자리한 호텔로 객실이 넓고 실내장식이 깔끔하다. 호텔 주위

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내부에 많은 불상이 있다. 사원 가운데는 민빈 왕

에 나무가 많아 경관이 좋다. 연락처_ 043-24200 Ext:50008

이 스리랑카에서 얻어온 석가모니가 모셔져 있다. 싯따웅 파고다에서

프린스 호텔 Prince Hotel_ 선착장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호텔. 열대 정원과 숲으로 둘러싸

26m 정도 떨어져 있다.
 가는 방법_ 싯따웅 사원에서 걸어서 3분

여 있어 전망과 공기가 좋다. 아침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방에 개인 욕실과 에어컨이 달려 있다.
연락처_ 043-24200 Ext:50174, mraukuprince.com

라타나뽄 사원 Ratanapon Temple_ 민 까몽 왕 King Min Khamong과 신뜨웨 왕비 Queen Shin Htwe가 기증한
탑으로 1612년에 세워졌다. 17개의 작은 탑이 중앙의 큰 탑을 둘러싼 형태로 먀욱우 시대의 건축 양식이

미얀마

많이 남아 있다. 각각의 탑들은 민 까몽 왕가의 가족들이 기증한 것이다.
 가는 방법_ 안도 사원에서 걸어서 3분

두칸테인 파고다 Dukkanthein Pagoda_ 약 9m 높이의 언덕 위에
먀욱우

있는 사원으로 1571년 민 빨라운 왕 King Min Phaloun이 세웠다. 싯따웅 사원
과 마찬가지로 사암과 벽돌로 지붕을 쌓았다. 사원 내부를 둘러싼 벽에는
다양한 형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가는 방법_ 싯따웅 사원에서 걸어서 5분

라웅반뺘욱 파고다 Laungbanpyauk Pagoda_ 1525년 민 까웅 라
자 왕 King Min khaungg raza 때 지어진 불탑으로 라타나뽄 사원 근처에 있다.
두 겹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 벽은 색색으로 만들어진 벽돌로 장식
되어 있다.
 가는 방법_ 라타나뽄 파고다에서 걸어서 5분

먀욱우 시장 Mrauk U Main Market_ 왕궁 남쪽에 있는 먀욱우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먀욱우 사람들
의 삶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먀욱우 평원에서 기른 농작물, 강에서 잡은 물고기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비
롯해 먀욱우 전통 공예품과 특산물 등이 거래된다.
 가는 방법_ 왕궁 터에서 걸어서 10분

고터웅 사원 Kothaung Temple_ 1553년 민 탁하 왕 King Min Taik Kha
시대에 세운 사원으로 세울 당시 9만 개의 불상과 부처를 갖고 있어‘9
만 사원(고터웅 Kothaung=90,000)’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먀욱우 유적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사원으로 건축 양식이나 건축 재료도 다른 사원들
과 다르다. 왕궁에서 동쪽으로 3, 4km 떨어져 있다.
 가는 방법_ 지프 승용차로 15분

Myanmar_ MRAUK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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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설립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동남아시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 맞은 지난
2009년 3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 회원국 간 교

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 2007년 11월 싱
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한-아세안센터
설립 양해각서’
가 서명되었고 이후 2008년 11월,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등 11개 전 회원국이 비준 절차를 마침으로써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
세안간 협력을 제도화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 10개 국가들의 연합체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
내 경제성장, 사회 문화 발전 도모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 추구를 목적으
로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아세안선언(방콕선언)’
에 서명함으로
써 창설되었습니다.
아세안은 2007년 창설 40주년을 맞아 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하게 될 아
세안 현장(ASEAN Charter)과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를,
2009년에는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와 아세

임무

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구축을 위한 청사진에 서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의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 및 문화교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 지역 국민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이 임무입니다.

회원국

명함으로써 2015년까지 아세안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형성을 목표로 통합

대외적으로는 ASEAN+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더불어 한국, 미국, 중국, 일
본, 러시아, EU 등 아세안 지역 외의 주요 대화상대국을 포괄하는 협의체
를 주도하여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해외투자 대상 지역(2010년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11개국으로 구성되어

기준)이며 중동 지역에 이은 제2의 건설 시장입니다. 또한 원유와 가스 등

있습니다.

주요자원의 공급원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나아가 문
화교류와 인적 왕래가 연간4백만 명에 이르는 한국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ASEAN-Korea
Centre
ASEAN Tourism Guide

아세안 주요지표 (2010)
인구_ 약 5억 9천 만명
면적_ 4,435,830km2
전체 GDP_ 1조 8,500억 달러
총 교역량_ 2조 1,2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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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주의사항
분실 사고 | 교통안전 | 마약 관련 사고 | 소매치기, 분실 예방 | 긴급상황 발생시 |
꼭 챙겨야 할 것

교통안전
•태국을 비롯해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고 차도 우측통행을 하는
경우 등 교통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 여러 나라에서는 오토바이가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오토바이를 개조한 뚝뚝이 많기 때문에 길을 건너거나 길가를 갈 때는 조심하
도록 한다.

분실 사고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대한민국 공관에 즉시 연락한다. 연락처를 모를 경우 외교통산부 영사콜센터(서울 02-3210-0404)
를 이용, 가장 가까운 재외 공관의 연락처를 안내 받는다. 여권 분실시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여행 기간이 남았을 때는 재외 공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귀국해야 할 경우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 공관에 여권 분실 증명서, 여권용 사진 2장, 여권 번호, 여권 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에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
번호, 발행 연월일을 따로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돈이나 여행자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 경비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신속 해외송금 지원 제도’
를 통해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마약 관련 사고
아세안의 많은 나라들은 마약 범죄를 특히 중범죄로 다스리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부탁으로 짐을 운반하다가 마약 사범으로 체
포되어 중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유 불문하고 짐에서 마약이 발견될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약 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거액의 사례금을 제시하거나 무료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면서 마약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 운
반하는 물품이 섬유원단이나 광물 샘플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술집이나 카페 등에서 피로회복제라고 권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음식이나 음료는 절대로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비행기를 놓쳤다거나 짐이 너무 많아 대신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모르는 사람
의 짐을 맡거나 운반해주어서는 안 된다.

수 있다. 자세한 절차는 영사콜센터에 문의한다.
•여행자수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관할 지역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여행자수표 분실 증명서를 발
급받아야 한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 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
서를 작성하면, 여행자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다. 이때 여행자수표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
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하므로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항공권이나 수하물을 잃어버렸을 때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준다.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
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수하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접수할 때 받은 화물인수증 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 되
어 있다.

소매치기, 분실 예방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현금은 그날 사용할 만큼만 가지고 다니고 가방, 지갑, 호주머니 등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해야 안
전하다.
•호텔이나 식당, 기타 외부에서 활동할 때에는 가방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뒷주머니에는 절대로 지갑을 넣는 것은 삼가고 가방을 맬 때는 어깨로부터 가슴에 가로질러 매는
것이 안전하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 올 때에는 조심하도록 한다.
•게스트하우스 등 공동 숙소에 묵을 경우 가방이나 짐을 두고 나올 때는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안전
하다.

ASEAN Tourism Guide

아세안 관광가이드 북

|

454 _

455

긴급상황 발생시

주한 아세안 대사관 및 관광청

해외에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거나 현지 각국에 있는 대
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는 24시간 내내 연락
이 가능하며 긴급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영사 확인, 이주 등 영사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도 가
능하다.

•국내 상담_ 02-3210-0404
•홈페이지_ www.0404.go.kr

여행 준비물
여행자 보험
개별 여행을 떠나는 경우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한다. 카메라, 지갑 등 여행 중에 물건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이나 도난당한 즉시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신
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비상약
오지를 여행할 경우 약국이 없을 수도 았다. 이를 대비해 소독약, 상처치료제, 설사약 등 간단한 비상
약품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대사관

관광청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주소
전화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39-1
02-790-1078

브루나이 관광청 한국사무소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코오롱빌딩 10층
02-326-0677
전화
홈페이지 www.brunei.or.kr

캄보디아 Cambodia
Royal Embassy of Cambodia
주소
전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110
02-3785-1041

정보

•해외 상담_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Ministry of Tourism of Cambodia
홈페이지 www.tourismcambodia.org

대사관 및 관광청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인도네시아 Indones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번지
주소
전화
02-783-5675
홈페이지 www.indonesiaseoul.org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Republic of Indonesia
홈페이지 www.indonesia.travel

만일에 대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한두 장을 꼭 챙기도록 한다. 여행 경비가 떨어지거나
분실한 경우 현지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상용 현금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나라 및 지역도 있으므로 비상금은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여권 분실에 대비해 미리 여권을 복사해두는 것이 좋다. 여권용 사진 2장도 함께 준비해두면 여권 분
실 시 신속하게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ASEAN Tourism Guide

라오스 Laos
Embassy of the Lao PDR
주소
전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9
02-796-1713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Lao PDR
홈페이지 www.tourismlaos.org

말레이시아 Malaysia
Embassy of Malaysia

주한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시 용산구 한남 1동 4-1
주소
전화
02-2077-8600
홈페이지 www.malaysia.or.kr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7-2
한산빌딩 2층
02-779-4422
전화
홈페이지 www.mtp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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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관광청

미얀마 Myanmar
Embassy of the Union of Myanmar

Ministry of Hotels & Tourism

주소
전화

홈페이지 www.tourism-myanmar.org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724-1
02-790-3814

필리핀 Philippines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대사관 및 관광청

정보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
전화
02-796-7387
홈페이지 www.philembassy-seoul.com

필리핀 관광청 한국사무소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백남빌딩 801호
전화
02-598-2290
홈페이지 www.wowphilippines.or.kr

싱가포르 Singapore
Embassy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싱가포르 관광청 한국사무소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28층
전화
02-774-2464
홈페이지 www.mfa.gov.sg/seoul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9층
전화
02-734-5572
홈페이지 yoursingapore.com

태국 Thailand
Royal Thai Embassy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전화
02-795-3098
홈페이지 www.thaiembassy.or.kr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5-5
대연각센터 1205호
전화
02-779-5417
홈페이지 www.visitthailand.or.kr

베트남 Vietnam
Embassy of Vietnam
주소
전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02-739-2065

Vietnam National Administration
of Tourism
홈페이지 www.vietnamtourism.com

* 아세안 관광가이드북 출간을 위해 정보와 사진 제공으로 도움을 주신 아세안 10개국 대사관 및 관광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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