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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브루나이

Brunei
날씨_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우기와 건기 구분 없이 연중 비가 내린다. 연평균 최고 기온 34℃, 연
평균 최저 기온 22℃.

비자_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비자 없이 30일까지 체류 가능. (현지 체류연장이 불가능
하므로 장기체류 예정자는 반드시 입국 전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부, 목사, 승려 등 종교인은
목적을 불문하고 사전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초정보

시차_ 한국보다 1시간 늦다.(GMT+8)
입국 시 면세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_ 1991년부터 술의 판매, 제공, 저장 금지령이 발표되

국기_ 현재의 국기는 브루나이 헌법이 제정된 1959년부터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국기의 색은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붉은색의 4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란색은 국왕을 뜻하며, 하얀색과 검은색은 국왕을 보

어 브루나이 안에서는 술을 구입할 수 없다. 비이슬람교도에 한해 양주 2병, 맥주 12병까지 반입이 가능하
다. (17세 이상의 관광객 세관 신고 후 무관세 통관) 담배는 궐련 cigarette 200개비, 담뱃잎 tobacco 250g까지

좌하는 두 대신을 나타낸다. 붉은색은 평화, 번영 추구, 보호 등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초승달

반입이 가능하다. 외화는 금액의 제한 없이 반입, 반출할 수 있으나 외화의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모양은 국교인 이슬람교의 상징으로, 안에 새겨진 노란색 아랍 글씨는“신의 이름 안에서 최대한 봉사하

 화_ 브루나이 달러 Brunei Dollar (BND/B$)와 보조화폐 센트 Cent. 1B$는 100Cent다. 브루나이에서는 지
통
폐(1, 5, 10, 25, 50, 100, 500, 1000, 10000)와 1, 5, 10, 20, 50Cent 동전이 쓰인다. (싱가포르 달러와

위치_ 보르네오 섬 북서 해안

면적_ 5,765km2 (약 경기도 0.5배)

인구_ 약 39만5천명 (2010년 기준)

수도_ 반다르 세리 베가완 Bandar Seri Begawan

정체_ 이슬람 절대 세습완정제. 현 29대 국왕 (Sultan Hassanal Bolkiah Mu'izzaddin Waddaulah)
언어_ 말레시아어, 영어 (중국어, 토속어 등도 사용)
종교_ 이슬람교(국교) 67%, 불교 13%, 기독교 10%, 기타 10%
인종_ 말레이계 67%, 중국계 15%, 토속 인종 6%, 기타 12%
한국과의 관계_ 1983년 브루나이에 한국 총영사관이 설치되었고 1984년 독립과 더불어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총영사관을 상주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1987년 한국에 브루나이 대사관이 세

1대1 교환 가능)

환전_ 은행, 호텔 등에서 쉽게 환전이 가능하고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있다. 은행에서 환전을 할 경우
여행자 수표의 환율이 현금보다 10% 정도 좋다.(1BND=약 890원. 2011년 9월 기준)

브루나이

공식명칭_ 네가라 브루나이 다루살람 Negara Brunei Darussalam

신용카드_ 대부분 사용 가능하나 간혹 쓰이지 않는 곳도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압_ 220~240V, 50Hz. 한국과 같은 2핀 코드 사용.
국가번호_ 673

About

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라는 국가표어이다.

한국대사관
● 주
 소_ No. 17, Simpang 462 Kg. Sg. Hanching Baru, Jin Muara, B.S.B BC 2115
● 전
● 팩스_ (673) 233 02 54
 화_ (673) 233 02 48/49/50
● 
● 
이메일_ brunei@mofat.go.kr
홈페이지_ brn.mofat.go.kr

워졌다. 항공 협정(1992년), 투자보장 협정(2000년) 등을 맺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브루나이는 한
국으로부터 자동차, 합성수지, 선재봉강 및 철근 등을 수입하고 한국에 원유와 가스 등을 수출한다.

예절

브루나이 관광청_ 이메일: info@bruneitourism.travel / 홈페이지: www.bruneitourism.travel /
한국사무소: www.brunei.or.kr
●

역사

●
●

말레이국가 형성 시기인 6, 7세기에 폴리 Poli, 푸니 Puni라는 이름으로 브루나이가 중국과 처음 교류를 시
작한 것으로 중국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13세기 자바의 마자파히트 왕국에 복속되어 힌두교의 영향
을 받았으며, 14세기 초 브루나이에 이슬람교가 전파된 뒤 15세기 초 마자파히트 왕국의 쇠퇴와 함께 이
슬람교로 개종해 독립 이슬람 왕국이 되었다. 16세기 초 제 5대 술탄 볼키아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해 보
르네오 섬 전역과 남부 필리핀의 일부분을 지배했으나 16세기 말 술루족에게 정복당하면서 쇠퇴했다. 19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건드리는 것은 브루나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 가운데 하나다.
어린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건넬 때는 항상 오른손을 써야 한다.
사람, 물건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오게 해서 가리켜야 한다.

●

슬리퍼 차림이나 소매 없는 옷, 짧은 치마를 입고 사원이나 왕궁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

●

모스크 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

앉아 있을 때 발바닥이 상대를 가리키면 불경스런 행위로 간주되므로 두 다리를 모아 발바닥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세기 들어 브루나이의 영토는 시라와크(현재의 브루나이), 북 보르네오(현재의 사바)로 줄어들었고 1847
년 영국과 우호조약을 맺은 뒤 1888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1941년 2차 대전 때 일본에 점령당했다

●

이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

가 1945년에 해방되었다. 이후로도 외교, 국방, 안보 등 여러 영역에서 영국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다가

●

공식적인 행사에서 서양식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 불경스런 행위로 간주된다.

●

브루나이 왕실이나 이슬람교에 관한 모독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이슬람교도인 브루나이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거나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1984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Brunei

●

외국인의 경우 음주는 가정집이나 허가된 특정 장소(음식점 안 폐쇄된 지정석 등)에서 즐길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다.
아세안 관광가이드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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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

아얌 마삭 메라 Ayam Masak Merah_ 말레이식 닭 요리로‘붉은
닭’
이라는 뜻이다. 브루나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요리로 말레이
시아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브루나이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답게 이슬람 관련 축제가 많이 열린다. 또한 국왕이 통치하는 절
대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왕가와 관련된 축제와 행사가 많다.

●

브루나이 국왕탄신일 Birthday of Sultan of Brunei_ 현 브루나이의 국

●

다깅 끼짭 Daging Kicap_ 간장에 재운 뒤 조리한 고기 요리. 주로 소
고기를 많이 요리한다. 다깅은 고기를, 끼짭은 간장을 뜻한다.

왕인 하지 하사날 볼키아 Haji Hassanal Bolkiah의 탄신일인 7월 15일은 브루나이 최고

아얌 고랭 Ayam Goreng_ 튀긴 닭요리. 심황이나 카레 가루 같은 향신
료에 닭고기를 충분히 재운 다음 뜨거운 기름에 완전히 튀겨서 내는 음식

의 축제날이다. 한 달 전인 6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이 축제 기간은 최근 관광객

으로 브루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메뉴다.

들의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술을 금지하는 이슬람의 율법상 흥청망청하는 유

●

흥은 없지만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국왕은 생일을 맞아 국민들의 빚을 갚아주
기도 한다.

●

마울루드 나비 무하맛 Maulud Nabi Muhammad_ 3월~4월에 찾아오는 이슬람교의 대 예언자
마호메드 탄신일.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에게 각별한 이 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과 사원, 학교 등에서 약

깡꿍 Kangkung_ 깡꿍은 동남아 전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말레이시아-중
국식 음식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우리 식 김치처럼 매콤하게 조리해 밑반

●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 Hari Raya Aidilfitri_ 브루나이를 비롯한 이슬
람 국가 최대의 축제로, 금식하는 달인 라마단 Ramadan이 끝나는 날이자 이슬람

우당 삼발 세라이 브르산탄 Udang Sambal Serai Bersantan_
브루나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새우 요리로, 타이거 새우에 붉은 고추와 말
린 고추, 잘게 썬 양파 등을 넣고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로 맛을 낸다.

달력의 10번째 달인 샤왈 Syawal의 첫째 날.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 때는 평소
●

공개하지 않던 왕궁을 3일 동안 개방하고, 불꽃놀이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다
양한 행사를 연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집을 활짝 열고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해


소통 마삭 쿠니트 Sotong Masak Kunyit_ 쿠니트 소스를 넣어 끓인
오징어 탕. 소통 sotong은 오징어를 뜻한다. 브루나이에서 오징어는 일반적인

About

음식 재료로 널리 쓰인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긴다.

열대 과일 현지 발음
바나나_ 삐상 / 리치_ 라이찌 / 망고스틴_ 망기스 / 드래곤 아이_ 마타쿠칭

브루나이 음식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음식과 비슷하다. 밥과 면을 주재료로 하며, 대체로 기름지고
매운 경향이 있다.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며 주로 소, 닭, 양 등의 재료가 많이 쓰

쇼핑

인다. 또한 새우, 오징어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고 젓갈과 향신료도 다양하다. 브루나이 곳곳에
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암부얏 Ambuyat_ 사고야자 나무줄기에서 추출한 녹말가루를 반죽한 음

●

식으로, 길고 뾰족한 대나무 포크에 찍어 새콤한 과일 소스와 함께 먹는다.
구운 생선과 젓갈 등이 곁들여진다. 브루나이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자 현
지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요리이기도 하다.
●

나시 르막 Nasi Lemak_ 말레이식 아침 식사로 흰 쌀밥에 칠리 소스와
멸치 볶음, 삶은 달걀, 오이 등을 바나나 잎에 싸서 내는 일품 요리다. 브루
나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이다.

●

●

●

브루나이는 여행자들에게 매력 있는 쇼핑 장소다. 세계적인 브랜드와 질 좋은 디자이너 상품을 갖춘 대형
쇼핑센터와 백화점을 비롯해 전통 공예품과 토속적인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상점, 야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쇼핑 공간이 있다. 브루나이에서의 쇼핑은 뜻밖의 보석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여행자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싸날 볼키아 Hassanal Bolkiah_ 1996년에 반다르세리베가완에 세워진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세계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말
레이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야야산 술탄 하사날 볼키아는 중앙의 휴식광장에서

소고기 렌당 Beef Rendang_ 렌당은 코코넛 소스에 양파, 마늘, 고추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Omar Ali Saifuddin Mosque가 잘 보이도록 설계 되었으며,

등을 넣어 맵게 볶은 요리로 인도네시아가 기원이다. 소고기뿐 아니라 닭, 오

반대 편 통로는 수상 마을인 캄퐁 아예르 Kampong Ayer로 가는 길로 이어진다.

리 등 재료를 달리할 수 있으며 잭 푸르츠 같은 과일을 넣어 만들기도 한다.

미 고랭 Mee Goreng_ 볶음 국수. 말레이에서 유래한 일품 요리로 쌀국

더 몰 The Mall_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가장 번화한 가동 Gadong 지역에 자리
하고 있는 브루나이 최대의 쇼핑센터이자 종합 위락 시설. 의류, 잡화, 전자제품

수를 다양한 양념에 볶은 요리이다.

등 다양한 상점이 입점해 있고 식당가와 복합 영화 상영관도 갖추고 있어 관광

나시 고랭 Nasi Goreng_ 나시 르막, 미 고랭과 함께 브루나이에서 가

객과 젊은이들의 발길이 몰리는 곳이다.

장 보편적인 대중 음식으로 브루나이 어느 곳에서든 맛볼 수 있다.
Brunei

브루나이

찬으로 즐겨 먹는다.

한 달 동안 축하행사를 벌인다.

음식


브라짠 Belacan_ 작은 새우로 만든 일종의 젓갈. 브루나이 요리에 빠지
지 않는 조미료이자 다양한 음식에 곁들여 먹는 소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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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호 백화점 Hua Ho Department Store_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쇼핑센타 가운데 하나로, 브루나
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백화점이다. 식료품, 화장품, 잡화 등 일반 생활용품부터 디자이너의 상품까지 선
택의 폭이 넓다. 반다르세리베가완 키우랍 Kiulap 지역 세리 케나간 빌딩 Seri Kenangan Building에 있다.

인접 국가에서 브루나이 들어가기

버스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의 미리 Miri에서 국경을 넘어 브루나이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림방 Limbang 행 버스 타고 브루나이 들어가기
1. 미리 Miri 장거리 버스터미널에서 림방 행 버스(요금_ RM40 / 약 2시간 소요)를 타고 국경을 통과한다.
2. 브루나이의 국경 마을인 쿠알라 루라 Kuala Lurah에 내린다. (약 1시간 소요)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가깝다. 항공, 버스, 배 등 다양
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인접 국가를 쉽게 드나들 수 있다.

3. 반다르세리베가완까지 가는 44번 시내버스를 탄다. (요금_ B$1 / 약 1시간 소요)

미리 Miri에서 국경 출입국인 숭가이 뚜주 Sungai Tujuh로 바로 가기

항공

1. 미리 시외버스 터미널 Miri BusTerminal에서 2번 시내버스(요금_ RM7.3 / 약 2시간 소요)를 타고 말레이시

국경을 접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브루나이까지 직항을 운항한다. 인도네시아, 중
국, 홍콩 등에서도 브루나이를 비행기로 오갈 수 있다.

아-브루나이 국경을 통과한다.
2. 숭가이 뚜주에서 내려 쿠알라 벨라이트 Kuala Belait행 미니버스를 탄다. (요금_ B$5.5 / 약 1시간 소요)

싱가포르 - 브루나이	싱가포르항공 www.singaporeair.com에서 싱가포르와 반다르세리베가완까지
직항을 운항하고 있다. (약 2시간 5분 소요)
쿠알라 룸푸르 - 	말레이시아항공 www.malaysiaairlines.com에서 직항을 운항하고 있다.
브루나이

(약 2시간 20분 소요)

4. 세리아에서 반다르세리베가완 행 버스를 탄다. (요금_ B$6 / 약 1시간 30분 소요)

승용차
미리 - 브루나이	미리에서 반다르세리베가완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국경 검문 시간 포함)
코타 키나발루 - 	코타 키나발루에서 브루나이까지 승용차를 이용해 갈 수 있다. 산악 지역
브루나이

과 비포장도로 등을 지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뷰포트 Beaufort,
라와스 Lawas, 방가르 Bangar, 림방 Limbang 등의 도시를 지난다.

코타 키나발루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항공에서 직항을 운항하고 있다. (약 40분 소요)

(약 8~10시간 소요)
상하이 - 브루나이	로열브루나이항공 www.bruneiair.com에서 1주일에 4회 직항을 운항한다.
(약 4시간 45분 소요)

간단 브루나이어

배
코타 키나발루 - 	코타 키나발루에서 브루나이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브루나이 행 배를
브루나이

탈 수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Labuan섬까지 가야 한다. 이때 코타 키나발루
페리 터미널에서 브루나이(무아라 포트)까지의 티켓을 한 번에 살 수 있다.
•요금_ RM56 (배 RM53+터미널 이용료 RM3)
1. 코
 타 키나발루에서 배를 타고 라부안까지 간다.(약 3시간 30분 소요)
•요금_ RM31, RM36
2. 라
 부안 티켓 창구에 가서 배표를 보여주고 터미널 이용료(RM3)를 추가
로 낸 뒤 갈아타는 배편이 적힌 표를 받는다. 라부안에서 배를 타고 브루
나이 무아라 Muara 항까지 간다.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 (약 1시간 소요)
3. 무아라 항에 도착한 뒤 항구 밖 버스 정류장에서 반다르세리베가완 행
시내버스를 탄다.
•요금_ B$2

Brunei

안녕하세요?

아빠 까바르

얼마예요?

버라빠 할가냐?

아침 인사

슬라맛 빠기

비싸요

떼라루 마할

점심 인사

슬라맛 쁘땅

깎아주세요

똘롱 꾸랑깐 할가냐?

저녁 인사

슬라맛 마칸말람

필요없어요

사야 띠닥 펠루

밤 인사

슬라맛 말람

예

야

안녕히 가세요

슬라맛 잘란

아니오

띠닥

안녕히 계세요

슬라맛 띵갈

배고파요

사야 라빠르

고맙습니다

떼리마까시

맛있어요

마카난 이니 상갓 스답

천만에요

사마 사마

빈 방 있나요?

아다 빌릭 꼬송?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민따 마아프

이름이 뭐예요?

시아빠 나마 아왁?

괜찮습니다

띠닥 아빠 아빠

내 이름은 00입니다

나마 사야 00

도와주세요

똘롱 사야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사야 오랑 코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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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운항하고 있다. (약 3시간 55분 소요)

브루나이

3. 쿠알라 벨라이트에서 세리아 Seria행 버스를 탄다. (요금_ B$1 / 약 30분 소요)
방콕 - 브루나이 	타이항공 www.thaiair.co.kr에서 방콕과 반다르세리베가완 사이의 직항을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Sultan Omar Ali Saifuddin Mos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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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ai Kandal (12km)

가동 지역

왕궁

Pulau Ranggu

뿔라우 랑꾸

Istana Nurul Iman

Taman Persiaran Damuan

따만 페르시아란 다무안

Kampong Ayer
Cultural & Tourism Gallery

Arts and Handicrafts Training Center

Bumbongan Dua Belas

The Ancient Tomb of Sultan Bolk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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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르세리베가완

Bandar Seri Begawan

BRUNEI

술탄 볼키아 묘지

붐봉간 듀아 밸라스

Malay Technology Museum

Brunei Museum

말레이 테크놀로지 박물관

브루나이 박물관

반다르세리베가완 중앙 버스 터미널

Taman Peranginan Tasek

Royal Regalia

따만 페라냔 따섹

BSB Central Bus Terminal

Tamu Kianggeh

따무 키앙계

Lapau

라파우

로열 리갈리아

Hassanal Bolkiah National Stadium Complex

하사날 볼키아 국립경기장

깜뽕 아예르
문화 관광 전시관 예술 공예 교육 센터

Kampong Ayer

키우랍 지역
Kiulap District

깜뽕 아예르

Sultan Omar Ali Saifuddin Mosque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Jame'Asr Hassanil Bolkiah Mosque

자메 아스르 하사닐 볼키아 모스크

가동 야시장
Gadong Night Market

g
Gadon
Jalan

Rizqun International Hotel

리즈꾼 인터내셔널 호텔

The Mall

더몰

Hua Ho Department Store

후아 호 백화점

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뤘으며 쌀, 야자, 고무 등 농산물 교역

Gadong District

리버 뷰 호텔
River View Hotel

루나이 강어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석유개발

와사이 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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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바 원예산업 센터

고함과 전통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색다

Rimba Horticulture Business Centre

하며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지켜가고 있다. 이슬람의 종교적 숭
lkiah High
Hassanal Bo
wa
tan
y
Sul

업, 문화의 중심지인 반다르세리베가완.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브

Holiday Lodge

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상 마을인 깜뽕 아예르 Kampong Ayer에 거주

브루나이 국제공항

등 현대적인 시설과 화려한 황금빛 모스크가 조화를 이룬 가운

Brunei International Airport

브루나이의 수도이자 브루나이·무아라 지역의 정치, 경제, 산

홀리데이 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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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국제공항, 아파트, 호텔, 대형 쇼핑센터
Lebuhraya Muara utong
T

반다르세리베가완

Empire Hotel

엠파이어 호텔

른 여행을 즐겨보자.

베라카스 휴양공원
Berakas Forestry
Recreational Park

Brunei
Bandar Seri Bega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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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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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ar Seri Begawan
Br unei

들어가기
항공

시내 교통
지하철이나 기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브루나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버스다. 반다
르세리베가완 시내는 볼거리가 비교적 모여 있기 때문에 걸어서도 여행이 가능하다.

브루나이 국영 항공사인 로열브루나이항공 www.brunei-air.com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두바이 등의 노선도 연결된다.

버스 Bus_ 가동 Gadong, 키우랍 Kiulap 등의 번화가까지 버스가 다니며 모두 6개의 버스 노선이 반다르세
리베가완을 연결한다. 중앙선 Central Line, 순환선 Circle Line, 동부 노선 Eastern Line, 남부 노선
운행 시간_ 06:00~18:00  

말레이시아 -	로열브루나이항공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 룸푸르와 코타 키나발루,
반다르세리베가완

쿠칭에서 반다르세리베가완까지 직항을 운항한다. 환율의 차이 때문에

미널 BSB Bus Terminal - 예술 공예 센터 Arts and Handicraft Centre - 브루나이 박물관 Brunei Museum - 말레이
테크놀로지 박물관 Malay Technology Museum
•순환선 Circle Line_ 버스 터미널 BSB Bus Terminal - 자메 아스르 하사날 볼키아 모스크 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

직항편을 매일 운항한다.

Bolkiah National Stadium

인도네시아 - 	로열브루나이항공에서 자카르타-반다르세리베가완 직항을 운항한다.
반다르세리베가완

가루아인도네시아항공에서 자카르타-반다르세리베가완,

반다르세리베가완

- 가동 센터포인트 Centrepoint in Gadong - 술탄 하사날 국립 경기장 Sultan Hassanal
- 테라스 호텔 Terrace Hotel - 청년 센터 Youth Centre

•동부 노선 Eastern Line_ 보라색 버스 Purple Bus라 불리는 버스가 반다르세리베가완과 무아라 지역
을 연결한다. 33번, 37번, 38번, 39번이 무아라와 세리아, 세라사 Serasa 페리 터미널, 브루나이의

발리-반다르세리베가완 직항을 운항한다.
기타 아세안 지역 - 	로열브루나이항공에서 필리핀 마닐라와 반다르세리베가완 사이의 직항을

요금_ B$1~

- 테라스 호텔 Terrace Hotel - 쉐라톤 우트마 호텔 Sheraton Utama Hotel - 청년 센터 Youth Centre - 버스 터

항공편보다 40% 정도 저렴하다.

반다르세리베가완

서부

•중앙선 Central Line_ 브루나이 국제공항 Brunei International Airport - 브루나이 정부 청사 Government offices

말레이시아에서 브루나이로 가는 항공편이 브루나이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싱가포르항공과 로열브루나이항공에서 싱가포르-반다르세리베가완까지

Southern Line,

노선 Western Line, 북부 노선 Northern Line이 있다. (22p 버스 노선도 참고)

나머지 지역을 연결한다.
•북부 노선 Northern Line_ 북부 노선은 1북부 노선, 2북부 노선, 3북부 노선 등 다시 세 개의 노
선으로 나뉜다.

운항한다.

-1북부 노선, 2북부 노선_ 베라카스 캠프 Berakas Camp, 브루나이 국제공항,
반다르 버스 터미널 사이를 순환한다.

반다르세리베가완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기

-3북부 노선_ 베라카스 캠프, 반다르 캠프와 반다르 버스 터미널,

브루나이 국제공항 Brunei International Airport은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약 8km

말레이 기술 박물관 사이를 순환한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1975년 5월 운항을 시작했으며 현재 방콕, 프랑크
푸르트, 홍콩, 자카르타, 쿠알라룸프르, 런던, 마닐라, 싱가포르, 타이베이, 카이
로 등 세계 각국의 도시로 운항한다. 국토가 좁은 브루나이에서 유일한 공항이
기도 하다.

버스
보라색 버스 Purple Bus가 브루나이 국제공항에서 반다르세리베가완 여행의 중심인 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요금_ B$1.5

반다르세리베가완 중앙 버스 터미널 BSB Central Bus Terminal_ 까토르 거리 Cator Street에
있는 버스 터미널은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브루나이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의 모든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다. 투통 지역의 투통 Tutong 시를 비롯해, 벨라이트 지역의 쿠알라 벨라이트 Kuala Belait, 세리아 Seria 등
주요 도시들로 시외버스가 연결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관문인 사라와크 Sarawak 주의 림방 Limbang까지 시외
버스를 운행한다.

택시 Taxi_ 브루나이의 택시는 모두 미터제로 운영되며 공항을 비롯해 주요 호텔과 쇼핑센터 등 도심에
서 이용하기 쉽다. 가장 큰 택시 승차장은 반다르 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있다.
요금_ B$5~


수상택시 Water Taxi_ 반다르세리베가완의 수상가옥촌인 깜뽕 아예르의 가
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운송 수단. 브루나이 강의 제방을 따라 쌓은 둑에서 수
상택시에 타면 된다. 교통편으로 편리할 뿐 아니라 깜뽕 아예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운행 시간_ 06:00~18:00 / 템부롱 정기선_ 07:45~16:00
요금_ B$1~ / 템부롱 정기선_ 왕복 B$15

페리 Ferry_ 무아라 시의 세라사 터미널에서 말레이시아 라부안까지 배를 운영한다.
운행 시간_ 매일 07:00~16:00 / 약 1시간 소요

택시
브루나이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나가는 가장 편한 방법. 공항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 택시는 공항과 택시를 오가는 길을 독점적으로 왕복한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할증료가 붙는다.
Brunei_ BANDAR SERI BEGA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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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르세리베가완

다양한 항공사들이 반다르세리베가완까지 직항편을 운항한다. 발리, 자카르타,

버스 노선도

볼거리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Sultan Omar Ali Saifuddin
Mosque_ 현 브루나이 국왕의 아버지인 제 28대 술탄의 이름을 딴 사원
으로 1958년에 지어졌다. 인공호수로 둘러싸인 52m의 황금 돔과 16세기
선박을 본떠서 만든 콘크리트배 등 브루나이뿐 아니라 아세안 전역을 통
틀어 가장 인상적인 건물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건축가가 설계해 이슬람
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두 가지 스타일을 동시에 보여준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7~8분
 입장 시간_ 토요일~수요일 08:30~12:00, 13:30~15:00, 16:30~17:30 /
금요일 16:30~17:30 (목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왕궁 Istana Nurul Iman_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의 궁전으로 1,788
개의 방과 256개의 화장실을 갖췄다. 1984년에 지어진 이래 국왕과 가족
들이 거주하고 있다. 평소에는 일반에게 공개를 하지 않지만 브루나이의

브루나이

최대 축제인 하리라야 기간 중 3일 동안 국왕의 신년인사를 위해 공개된
다. 국왕과 왕족들은 하리라야 기간 동안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는데 브루나이 국민들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국왕에게 인사

반다르세리베가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가는 방법_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에서 택시로 5분

따만 페르시아란 다무안 Taman Persiaran Damuan_ 무성한 야
자나무 사이에 꾸민 조각공원. 길 하나를 두고 왕궁과 마주 보고 있어 밤
에 왕궁의 야경을 감상하기에 특히 좋은 곳이다.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가는 방법_ 왕궁에서 걸어서 5분

뿔라우 랑꾸 Pulau Ranggu_ 뿔라우 랑꾸는 브루나이 강 중앙에 있는 작은 섬으로 왕궁 서쪽에 있
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생태 환경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긴 코 원숭이와 짧은 꼬리 원숭이
의 집단 서식지이다. 해질녘에 수상 택시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원숭이들을 구경할 수 있다.
가는 방법_ 왕궁 부근 강에서 수상 택시로 5분

깜뽕 아예르 Kampong Ayer_ 브루나이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상 마을 Water Village로, 브루나이 강을 따라 처음 형성된 16세기부
터 1900년 초 도심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반다르세리베가완을 대표했던
서민 거주 지역이다. 처음 브루나이를 방문한 마젤란 원정대가‘동방의
베니스’
라고 불렀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3만여 명의 반다르세리베가완 시
민들이 초창기의 전통 수상 가옥과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현대식 수상
가옥들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상 가옥 안에는 전기와 수도시설뿐 아니라 전화와 통신 시설, 강으로 배
출되는 오폐수를 거르는 정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와 병원, 시장 등은 물론이고 경찰서, 소방서
등까지 잘 갖춰져 있다. 반다르세리베가완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이자 브루나이만의 독특함
을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다.
가는 방법_ 브루나이 강에서 수상 택시 이용

Brunei_ BANDAR SERI BEGA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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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뽕 아예르 문화 관광 전시관 Kampong Ayer Cultural &

자메 아스르 하사닐 볼키아 모스크 Jame’Asr Hassanil

Tourism Gallery_ 2009년에 문을 연 전시관으로, 깜뽕 아예르의 역사와 문

Bolkiah Mosque_ 하사날 볼키아 국왕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총 5개로 나뉜 전시관에서는 10세기부터 현재에 이

1994년에 지은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모스크로 총 4,500명을 수용할 수

르는 깜뽕 아예르의 역사, 발전상, 사회 문화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전시하

있다.‘브루나이 이슬람 수호의 상징’
으로 불리는 이 사원은 황금 돔과

고 있다. 여행안내소와 기념품 가게도 있어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잘 가꾼 정원, 호화 샹들리에와 대리석 등으로 꾸민 내부 등을 갖췄다. 입

가는 방법_ 깜뽕 아예르 수상 마을 동쪽

장할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고 소지품은 입구에 맡겨야 한다. 여자는 이
슬람식 검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 키우랍 지역에서 가깝다.

로얄 리갈리아 센터 Royal Regalia Centre_ 현 하사날 볼키아 국
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1992년에 지은 일종의 왕족 박물관으로 국왕과 왕
실에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국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황

가는 방법_ 순환선 버스 1, 22번 이용
입장 시간_ 월~수요일/토요일 8:00~12:00, 14:00~15:00, 17:00~18:00 /
목요일 휴무 / 금요일 17:00~18:00 / 일요일 10:00~12:00, 14:00~15:00, 17:00~18:00

금마차의 실물을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왕족의 화려한 장식품과 예술품, 훈
장, 다른 나라와 서명을 맺은 서류와 각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등이 전시되어

하사날 볼키아 국립경기장 Hassanal Bolkiah National Stadium Complex_ 올림픽 경기장 규모

있다.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하고 소지품과 카메라는 입구에 맡겨야 한다.

의 거대한 복합 스포츠 단지로 브루나이 국가대표팀의 전용연습장으로 유명하다. 첨단 스포츠 과학 시설과 스포
츠 의료 센터, 스포츠 연구 센터가 있고 주경기장 옆에는 테니스, 수영, 각종 트랙과 필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

 입장 시간_ 월~목요일 09:00~17:00 / 금요일 09:00~11:30, 14:30 /

기장 등 국제 규모의 경기장들이 들어서 있다. 스쿼시, 하키 경기장과 6,00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실내경기

토요일 09:45~17:00 (공휴일은 휴무)

장,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등을 갖췄다. 반다르세리베가완 도심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택시로 7~8분

라파우 Lapau_ 왕실의 공식 의식과 의례를 치르는 장소로 현 국왕의 즉

입장 시간_ 08:00~12:00, 13:30~16:30

위식과 황태자 즉위식 등이 열렸다. 왕족의 전통 의식이 대부분 이곳에서
가는 방법_ 로열 리갈리아에서 걸어서 3분

따무 키앙계 Tamu Kianggeh_ 역사가 오래된 전통 시장으로 키앙계

반다르세리베가완

열린다.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므로 들어가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가에 자리하고 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이 열려 각종 전통 음
식과 목공, 수공예품 등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브루나이 전통 먹을거

따만 페라냔 따섹 Taman Peranginan Tasek_ 반다르세리베가완
에서 가장 큰 휴양공원 가운데 하나로, 잘 가꿔진 숲과 꽃밭 사이로 호수

리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3분

와 폭포, 계곡이 있다. 따섹은 말레이어로 호수를 뜻한다. 조깅 코스가 잘
되어 있고 8m 높이의 암벽타기 코스도 있어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예술 공예 교육 센터 Arts and Handicrafts Training Center_ 깜
뽕 아예르가 내려다보이는 브루나이 강가에 선 9층짜리 현대적 건물로

가는 방법_ 라파우에서 걸어서 15분

브루나이 전통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수공예품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브루나이의 특산품인 은세공품과 직물 등을 제작하고 전시와 판매도 하

키우랍 지역 Kiulap District_ 반다르세리베가완의 대표적인 상업 지

고 있다. 특히 유명한 전시물은 금실, 은실로 무늬를 넣어 만든 카인 테누

역으로 떠오르는 곳이다. 후아 호 백화점과 다양한 개인 상점들, 복합 쇼

난 Kain Tenunan이라는 옷감인데 브루나이 문화 유산의 가치가 있어 가보와

핑 센터 등이 있어 늘 쇼핑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수집품 등으로 인기가 높다. 은제품과 장식품 및 케리스 Keris라 불리는 말
레이 무사의 검 등도 구입할 수 있다.

가는 방법_ 순환선 1번 버스 이용

가는 방법_ 버스 39번 이용

가동 지역 Gadong District_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호텔, 은행, 쇼핑몰 등 다

입장 시간_ 월〜목요일, 토요일 07:45〜12:15, 13:30〜16:30

양한 상업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많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다. 브루나이 최대 쇼핑 센터인 더 몰

The Mall이

있다.

가는 방법_ 순환선 1번 버스 이용

붐봉간 듀아 밸라스 Bumbongan Dua Belas_ 브루나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로 1906년에 세워졌다. 영국 통치 당시 외국 주재
사무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거주하던 집으로 12개의 지붕이 있다. 현재는

가동 야시장 Gadong Night Market_ 가동 거리에 있는 야시장으로 관
광객은 물론 현지인에게도 인기 있는 곳이다. 저녁 5시부터 널찍한 광장에 장
을 펼치기 시작해 밤늦게까지 문을 연다. 상점보다는 다양한 노천 음식점들이
많으며 사테, 나시 르막, 아얌 등 브루나이 음식들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전람회장으로 쓰이고 있다.
가는 방법_ 예술 공예 교육센터에서 걸어서 7~8분
입장 시간_ 토~목요일 09:30~17:00 /
금요일 09:00~11:30, 16:30~17:00

가는 방법_ 가동 거리 테라스 호텔 맞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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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_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에서 걸어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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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 볼키아 묘지 The Ancient Tomb of Sultan Bolkiah_ 브루나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5대 국왕 볼키아 Bolkiah(1485〜
1524년)의 묘지. 볼키아 통치 시절 브루나이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번영한
왕국으로 보르네오 섬 전역과 남부 필리핀의 일부를 지배했다. 술탄 볼키
아는 낙호다 라감 Nakhoda Ragam 또는 싱잉 아드미랄 Singing Admiral이라고도
불리는데 뱃사람, 투사, 예술가로도 알려져 있다. 바다에서 죽은 그의 정
신은 브루나이 강을 통해 지금도 브루나이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입장 시간_ 24시간

말레이 테크놀로지 박물관 Malay Technology Museum_ 브루
나이 박물관 근처에 있으며 옛 브루나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전
시하고 있다. 과거의 생활양식, 건축기술, 배만드는 과정, 생선 잡는 방법,
금세공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가는 방법_ 술탄 볼키아 묘지에서 걸어서 10분

설을 내세운 엠파이어 호텔은 원래 왕족들이 쓰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반다르세리베가완 버스 터미
널에서 58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리즈꾼 인터내셔널 호텔 Rizqun International Hotel_ 브루나이의 최고급 호텔로 브루나이식 전
통 양식으로 지어진 독특한 외관부터 눈길을 끈다. 가동 지역에 있다.
연락처_ 242-3000, www.rizquninternational.com

래디슨 호텔 브루나이 다루살람 Radisson Hotel Brunei Darussalam_ 시내 중심가와 깜뽕
아예르에서 1km정도 떨어진 5성급 호텔로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에서 가깝다.
연락처_ 224-4272

입장료_ 무료

동, 키우랍 지역에서 모두 가까운 호텔로 관광과 쇼핑 등 여행하기에 좋다. 연락처_ 223-8238

홀리데이 롯지 Holiday Lodge_ 남중국해와 가까운 제루동 해안선 근처에 있는 호텔. 공항, 반다르
브루나이 박물관 Brunei Museum_ 브루나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세리베가완 시내 등 주요 지점과도 이동이 편하다. 연락처_ 261-1618

의 이슬람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1965년에 세워졌다. 코란을
비롯해 정밀한 세공을 자랑하는 고대 유리제품, 질그릇, 보석, 벽걸이 융
단, 공예품과 역사적인 카펫 등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다.‘이슬람

게스트하우스

예술관’
에는 다양한 이슬람 문화예술품이 전시되어 있고‘오일&가스 전

트레이더스 인 Traders Inn_ 가동 지역에서 가까운 게스트하우스로 호텔과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

시관’
은 브루나이 석유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브루나이 민속문화

수퍼마켓, 백화점 등이 가까워 출장이나 가족 여행에 이용하기 좋다. 연락처_ 244-2828

관’
에서 브루나이인들의 관혼상제 풍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나지라 게스트하우스 Nazira Guesthouse_ 제루동 파크 근처에 있는 호텔형 게스트하우스로 넓은

가는 방법_ 말레이 테크놀로지 박물관에서 걸어서 3분
입장 시간_ 일〜목요일 09:00〜17:00 / 금요일 09:00〜11:30, 14:30〜17:00 /
토요일 09:45~17:00    입장료_ 무료

림바 원예산업 센터 Rimba Horticulture Business Centre_ 세계의 열대 식물들로 꾸며놓은 정원
을 볼 수 있어 자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방문해볼만한 곳이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3km 정도 떨어진 깜뿡 림바 Kampung Rimba에 있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택시로 5분

객실과 깔끔한 시설을 갖췄다. 연락처_ 261-2053

케이에이치순 레스트하우스 K.H.Soon Resthouse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스트하우스로 박물관, 사원, 시장, 깜뽕 아예르, 쇼핑몰 등에서 가깝다. 반다르세리베가완 버스터미널과도
가까워 여행하기에 좋다.
연락처_ khsoon-resthouse.tripod.com

푸삿 벨리아 유스 호스텔 Pusat Belia Youth Hostel_ 깨끗한 객실과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 시
설이 있다. 로열 리갈리아에서 가깝다.
연락처_ 222-2900, www.bruneiyouth.org.bn

베라카스 휴양공원 Berakas Forestry Recreational Park_ 브루나이의 다양한 환경을 한자리에
서 볼 수 있는 작은 공원으로, 산 위에는 누에고치처럼 생긴 특이한 전망대가 있다. 산책로와 바베큐 시
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주말이면 나들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택시로

먹을 곳

10km 떨어진 무아라-투통 고속도로 옆 베라카스 지역에 있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택시로 15분

아미나 아리프 Aminah Arif_ 브루나이 사람들이 즐겨먹는 암부얏 세트 요리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 레스토랑이 많은 키우랍 Kiulap 지역에 있다.

와사이 깐달 Wasai Kandal_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진 자연림 지역으로, 폭포
와 수영장이 있어 소풍과 휴양에 좋다. 오솔길을 따라 가다 보면 멋진 폭포들을 만날 수 있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택시로 20분

알엠에스 포트뷰 해산물 레스토랑 RMS Portview Seafood Restaurant_ 브루나이 강가에 있
는 해산물 요리 전문점으로 깜뽕 아예르에서 가깝다. 게와 새우 요리가 주 메뉴다.

데알스 레스토랑 Deals Restaurant_ 쉐라톤 호텔이 운영하는 서양 음식점으로 스테이크를 비롯해
다양한 서양 요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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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 뷰 호텔 River View Hotel_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상업 지구인 반다르, 가

입장 시간_ 토〜목요일 09:30〜17:00 /
금요일 09:00〜11:30, 14:30〜17:00  

엠파이어 호텔 The Empire Hotel & Country Club_ 최고의 서비스와 빼어난 주변 풍경, 최첨단 시

반다르세리베가완

가는 방법_ 버스 39번 이용  

주요 호텔

 몰 식당가 The Mall Food Court_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 다
더
양한 식당들에서 동남아 전역의 음식들을 만날 수 있다. 여행자들이 부담 없이 즐겨 찾는 곳이다.

타카라 레스토랑 Takara Restaurant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음식점으로 깔
끔하고 단정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로열 리갈리아 근처에 있다.

뇨냐 레스토랑 Nyonya Restaurant_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식이 결합된 뇨냐 음식 전문점으로 채소

Muara
무아라

Brunei

커리, 버터 밀크 치킨 등 독특하고 신선한 뇨냐 음식을 만날 수 있다. 가동 지역에 있다.

Muara

Br unei

무아라는 브루나이 북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로 반다르세리
베가완에서 25km 떨어져 있다. 브루나이 유일의 심해 항구가
있는 도시이자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어 해변 휴양 도시로 유명
한 곳이다. 무아라 해변, 세라사 해변, 메라강 해변 등이 대표적
이며 이들 해변들은 물이 맑아 해수욕이나 수상 스포츠에 적합
하다.

Brunei_ BANDAR SERI BEGA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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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사
Serasa Beach

들어가기
Muara Harbour

반다르세리베가완 -	반다르세리베가완 중앙 버스 터미널에서 무아라 버스 터미널까지 38번

Pulau Selirong (약 20km)

뿔라우 세리롱

로열 브루나이 요트 클럽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약 30분 소요)
•요금_ B$2

Royal Brunei Yacht Club

페리터미널

Ferry Terminal

무아라

uara
nM
Jala

Muara Beach

무아라 해변

무아라 항

버스

볼거리
메라강 해변 Meragang Beach_ 맑고 깨끗한 바다와 평평하고 부드
러운 백사장을 갖춘 해변으로, 아름다운 일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곳
이다. 상업화 되지 않아 조용하게 쉴 수 있어 더욱 인기 있다. 악어해변
Jalan Meragang

교차로 근처에

있다.

Jalan
Serasa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무아라 해변 Muara Beach_ 남중국해를 따라 길게 펼쳐진 1.6km의 금빛 모래밭이 아름다운 해변으
Serasa Beach

세라사 해변

로, 일광욕이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
위 여행객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브루나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변이기도
하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세라사 해변 Serasa Beach_ 수상 스포츠가 유명한 곳으로 제트스키,
카약, 윈드서핑, 보트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해양스포츠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부킷 템파얀 피상 Bukit Tempayan Pisang_ 말레이어로 작은 산을 뜻하는 부킷 템파얀 피상은 약

부킷 템파얀 피상

Bukit Tempayan Pisang

ng
a Tuto
Muar

주선 경기 등 여러 국제적인 시합이 열리기도 한다.

500m 정도의 높이의 야트막한 산으로 꼭대기에 서면 세라사 해변과 무아라 시내를 볼 수 있다.
가는 방법_ 메라강 해변에서 자동차로 5분

뿔라우 세리롱 Pulau Selirong_ 브루나이 만 근처에 있는 섬으로 맹
그로브 나무 군락을 비롯해 다양한 열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2km
정도 되는 산책로와 전망대가 있으며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호핑
투어로 섬 주변을 둘러보며 스노클링과 낚시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S

가는 방법_ 무아라 해변에서 보트로 45분

N

BRUNEI

Muara

무아라

메라강 해변

ay
Highw

J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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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
ara

Meragang Beach

복합단지 Water Sports Complex에서 장비를 빌릴 수 있다. 수상모터쇼, 중국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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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라

Jalan Mua
ra

세븐 업 해변 Seven up Beach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

다. 무아라-투통 고속도로 외곽 메라강 거리

브루나이

Crocodile Beach,

Jalan Persuahan

물라웃 비비큐 그릴 Mulaut B.B.Q Grill_ 무아라 시내에 있는 바비큐 구이 전문 음식점. 매콤한 소
스로 구워낸 치킨 바비큐와 소시지 바비큐, 감자튀김 등이 인기 메뉴다.

세라사 윈드서핑 레스토랑 Serasa Windsurfing Restaurant_ 세라사 해변에 있는 음식점으로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로열 브루나이 요트 클럽에서 가깝다.

하자 할리마 달라 레스토랑 Hajah Halimah Dollah Restaurant_ 세라사 해변 해양스포츠 복합
단지에서 가까운 식당. 브루나이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Tutong

Br unei

Tutong
투통 지역

Brunei

먹을 곳

투통 지역은 북쪽으로는 바다를 국경으로 접하고, 서쪽의 벨라
이트와 동쪽의 무아라 지역 사이에 자리한 곳으로 훼손되지 않
은 자연 환경이 살아 있는 곳이다. 투통 지역을 가로지르는 숭가
이 투통 강 Sungai Tutong river을 따라 평화로운 농촌이 펼쳐지며 보르

네오의 소수 민족인 투통 Tutong 족과 쿠다얀 Kedayan 족, 무룻 Murut 족
등이 자신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삶을 영유하고 있
다. 도심과는 전혀 다른 브루나이만의 전원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Brunei_ MU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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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섹
032메림번
Tasek Merimbun

BRUNEI

들어가기

Tutong
버스
투통 지역

반다르세리베가완	반다르세리베가완 버스터미널에서 투통 지역의 중심 도시인 투통 시까지
- 투통
시외버스가 오간다.(약 2시간 소요) •요금_ B$5~
Tutong-Muara Hwy

숭가이 바송 휴양공원

Sungai Basong Recreation Park

할림 플라자 호텔
Halim Plaza Hotel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할 경우 투통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볼거리

타무 투통 캄풍 세람바군

Tamu Tutong Kampung Serambagun

투통 시 Pekan Tutong_ 브루나이 북서쪽에 자리한 투통 지역의 수도로 도시 전체의 면적이 4평방킬
로미터에 달하는 작은 마을이다. 투통 지역 교육의 중심지이자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이다. 호텔과 다양한
음식점 등이 있어 투통 지역 여행 출발지가 된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중앙 버스 터미널에서 투통 행 버스 이용

타무 투통 캄풍 세람바군 Tamu Tutong Kampung Serambagun_
투통 지역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투통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과 공예품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행상들이 투통 지역
의 특산물을 사기 위해 많이 찾아온다. 투통 시내 중심에서 1.5km 떨어
져 있다.
가는 방법_ 투통 시내에서 택시로 5분

스리 끄낭안 해변 Seri Kenangan Beach_‘잊을 수 없는 바닷가
The Unforgettable Beach’
라는

뜻을 가진 해변으로, 브루나이 왕족들이 작은 별

궁을 지을 정도로 브루나이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변이다. 남중
국해와 투통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와 강의 조화가 아
름답다. 산장 등의 숙박시설과 다양한 음식점들이 구비되어 수영과 낚시,
야영하기에도 좋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투통 대교가 완공되기 이
전까지 투통 주민들이 벨라이트와 투통 사이를 오갔던 오래된 방파제가 있다.
가는 방법_ 투통 시내에서 자동차로 20여분

타섹 메림번 Tasek Merimbun_ S자 모양으로 된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호수로 조류학자, 식물학자, 자연애호가 등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야
생을 간직한 자연 환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호수와 주변 습지, 풀숲에 수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희귀종이 잘 보존되어 있다. 호수 한 가
운데에 소풍 장소를 갖춘 작은 섬이 있어 휴양객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

N
타섹 메림번

Tasek Merimbun

는다. 야생의 숨결을 느끼며 즐기는 정글트레킹을 하기 위해 해마다 많은
이들이 찾는다.
가는 방법_ 투통 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

S
아세안 관광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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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으로 공원 안에 작은 호수와 쉼터
등을 갖췄다. 넓은 잔디밭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좋게 꾸며져 있다.
가는 방법_ 투통 시내에서 자동차로 5분

잠잘 곳
주요 호텔

Kuala Belait
Br unei

Kuala Belait
쿠알라 벨라이트

Brunei

숭가이 바송 휴양공원 Sungai Basong Recreation Park_ 투통

브루나이 가장 서쪽에 있는 벨라이트 지역은 유전 개발로 브루

할림 플라자 호텔 Halim Plaza Hotel_ 투통 시에 있는 유일한 호텔로 투통의 상업 지역에 자리하
고 있다. 넓은 객실이 깨끗하다. 1층에 마트가 들어서 있어서 여행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연락처_ 426-0688, www.halimplazabrunei.com

게스트하우스
푸삿 벨리아 유스 호스텔 Pusat Belia Youth Hostel_ 푸삿 벨리아 유스 센터가 운영하는 게스
트하우스로 브루나이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연락처_ 422-2963, www.bruneiyouth.org.bn

먹을 곳

나이 전체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곳이다. 벨라이트의 주도인
쿠알라 벨라이트는 브루나이 제 2의 도시로, 벨라이트 지역의
중심 도시이자 벨라이트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다.

하스불라 유수프 Hasbullah Yusuf_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브루나이 전통 음식점으로, 바나나
잎에 싸먹는 일종의 쌀떡인 풀룻 팡강 Pulut panggang이 유명하다. 투통 강변에 있다.

뭄바 카페 Mummba Cafe_ 투통 시내에 있는 카페 겸 음식점으로 커피와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한
다.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갖춰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Brunei_ TU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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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북
벨라이트
036모스크

Kuala Belait Mosque

쿠알라 벨라이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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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an Singa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쿠알라 벨라이트까지 해안 도로가 이어진다. (약 1시간 30분 소요)

버스
반다르세리베가완 - 	반다르세리베가완 중앙 터미널에서 쿠알라 벨라이트 버스터미널까지 보라
색 버스가 운행된다. (약 2시간 소요)

미리 -	말레이시아 미리에서 벨라이트 지역의 중심 도시인 쿠알라 벨라이트까지

an Lima
Jalan Pand

쿠알라 벨라이트

버스가 운행된다. (약 2시간 30분 소요)

브루나이

Sea View Hotel

•요금_ B$6

a
Jalan Maualan

씨 뷰 호텔

쿠알라 벨라이트

시내 교통
택시_ 쿠알라 벨라이트에서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택시다. 택시는 쿠알라 벨

쿠알라 벨라이트

라이트 시내뿐만 아니라 세리아 등 주변 도시까지 운행한다.
요금_ 쿠알라 벨라이트 시내 B$5, 세리아 등 시 외곽으로 나갈 경우 $B20~

이스타나 망겔레라 Istana Mangelela_ 브루나이의 국왕과 왕가의 가족들이 벨라이트 지역을 방문

Belait River

벨라이트 강

리비에라 호텔

가는 방법_ 쿠알라 벨라이트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3분

Riviera Hotel

할 때 머무는 왕궁으로 쿠알라 벨라이트 시내 중심부에 있다. 일반인에게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가는 방법_ 쿠알라 벨라이트 모스크에서 걸어서 10분

벨라이트 강 Belait River_ 브루나이에서 가장 긴 강으로 벨라이트 지
역을 남북 동서로 흐르는 젖줄이다. 전통적인 어업 방식이 살아있고 벨라
이트 강을 따라 흐르는 보트 투어도 할 수 있다.
깜뿡 숭가이 테라반

가는 방법_ 쿠알라 벨라이트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깜뿡 숭가이 테라반 Kampung Sungai Teraban_ 벨라이트 강 건
너에 있는 작은 어촌으로, 1930~40년대 중국, 태국 등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정착촌을 형성했다. 지
금도 이주민들의 후손들이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다.
가는 방법_ 벨라이트 강에서 배로 10분

S


N

스위스 호텔 아파트

멜라유 아스리 Kampong Melayu Asli에 있다.

Kuala Belait
Bus Terminal

Swiss Hotel Apartment

쿠알라 벨라이트 모스크 Kuala Belait Mosque_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슬람 사원으로 깜뽕

Kampung Sungai Teraban

선착장

Ferry Terninal

쿠알라 벨라이트
버스 터미널

센토사 호텔

Sentosa Hotel

Kuala Belait Mosque

쿠알라 벨라이트 모스크

이스타나 망겔레라

Silver Jubilee Park

실버 주빌리 파크

볼거리

Istana Mangelela

Kuala Belait

승용차·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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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공원이다. 아치
형으로 된 입구로 들어서면 기념비, 전시회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다.
쿠알라 벨라이트 시내에서 1km 떨어진 마울라나 거리 Jalan Maulana에 있다.
가는 방법_ 쿠알라 벨라이트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

잠잘 곳

Seria

Br unei

Seria
세리아

Brunei

실버 주빌리 파크 Silver Jubilee Park_ 쿠알라 벨라이트 지역 사람

벨라이트 지역에서 반다르세리베가완 다음으로 번화한 도시로서

주요 호텔
리비에라 호텔 Riviera Hotel_ 쿠알라 벨라이트 버스 터미널에서 가까운 호텔로 여행 명소들로 이동
하기 편하다.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쇼핑 구역과 다양한 상업 시설이 있다.
연락처_ 333-5252, www.rivierakb.com

씨 뷰 호텔 Sea View Hotel_ 비즈니스 호텔의 편리함과 리조트의 전망을 함께 갖춘 3성급 호텔로 남
중국해를 바라보는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다. 쿠알라 벨라이트 타운의 관공서와 산업 단지, 쇼핑센터 등과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연락처_ 333-2651

스위스 호텔 아파트 Swiss Hotel Apartment_ 쿠알라 벨라이트 버스 터미널에서 가까운 호텔형
아파트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락처_ 333-1668

센토사 호텔 Sentosa Hotel_ 4성급 호텔로 깨끗하고 편안한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췄다. 쿠알라 벨라이트 버스 터미널에서 가깝다.
연락처_ 333-1345, www.bruneisentosahotel.com

1929년 석유가 발견된 후에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여 도시
가 형성되었다. 브루나이 석유 산업의 중심지로 세리아 시내 곳
곳에서 24시간 가동되는 석유 채취기인 노딩 동키 Nodding Donkeys를
볼 수 있다. 10억 배럴 기념탑 등 세리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
한 풍경이 브루나이가 유전 강국임을 느끼게 해준다.

게스트하우스
푸삿 벨리아 유스 호스텔 Pusat Belia Youth Hostel_ 푸삿 벨리아 유스 센터 Pusat Belia Youth Centre
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벨라이트 강변에 있다.
연락처_ 333-5057, www.bruneiyouth.org.bn

먹을 곳
버커니어 레스토랑 Buccaneer Restaurant_ 센토사 호텔 근처에 있는 대형 음식점으로 태국 음식
과 서양식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요리한다.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익스커페이드 스시 Excapade Sushi_ 현지인들에게 인기 많은 스시 레스토랑으로 자야 네가라 거
리 Jalan Jaya Negara 근처에 있다. 싱싱한 초밥을 즐길 수 있다.

Brunei_ KUALA BEL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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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광가이드 10억
북 배럴040기념비
Billionth Barrel Monument

BRUNEI

들어가기

Seria

승용차·택시
세리아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걸린다.(약 1시간 30분 소요)

버스

루무트 해변
Lumut Beach

석유 & 가스 디스커버리 센터

The Oil and Gas Discovery Centre, OGDC

Billionth Barrel Monument

반다르세리베가완 -

Jalan Tengah

세리아

볼거리

Hotel Koperasi Seria

Seria Bus Terminal

•요금_ B$5

ass
y-P
ia B
Ser
호텔 코페라시 세리아

세리아 버스 터미널

반다르세리베가완 중앙 터미널에서 세리아 버스 터미널까지 버스가 운행된다.

따무 세리아
Tamu Seria

숭가이 리앙
휴양공원
Sungai Liang Forest
Recreation Park

석유 & 가스 디스커버리 센터 The Oil and Gas Discovery Centre, OGDC_ 브루나이의 석유
회사인 브루나이 쉘 석유 Brunei Shell Petroleum가 2002년에 세운 건물로 세리아 Seria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과학, 기술, 환경에 대한 공공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7개의 전시관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브루나이

10억 배럴 기념비

물을 볼 수 있다. OGDC의 또 다른 매력은 야외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조각들이다. 거대한 체스

세리아

판, 스케이트보드 경기장, 조깅 트랙과 10억 배럴 기념비 Billionth Barrel Monument로 이어지는 길도 있다.
가는 방법_ 세리아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7~8분
입장 시간_ 화~목, 토요일 09:00~15:00 / 금요일 09:00~12:00, 14:00~17:00 /
일요일과 공휴일 10:00~18:00
입장료_ 어른(18세 이상) B$5, 노인(55세 이상) B$, 청소년(12세~17세) B$2,
어린이(12세 이하) B$1

10억 배럴 기념비 Billionth Barrel Monument_ 세리아에서 석유를
처음 생산한 뒤 10억 배럴 생산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
탑으로 세리아에서 처음 석유가 나온 장소(S-1) 근처에 있다. 석유 회사
인 브루나이 쉘 석유 Brunei Shell Petroleum에서 자금을 부담했고 세리아의 지
역 예술가가 디자인했다. 기념탑으로 가는 길 양옆으로 나무가 들어서있
고 아치형 출입구는 브루나이가 이슬람국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바닥에
깔아 놓은 타일도 이슬람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루아간 라락 휴양공원

와사이 웅 카디르

가는 방법_ 세리아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Luagan Lalak Recreation Park

Wasai Wong Kadir

따무 세리아 Tamu Seria_ 토요일마다 열리는 세리아 시의 대표 시
라비 롱하우스
Labi Longhouse

장으로 신선한 채소와 열대 과일,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 집에서 기른 닭
과 달걀, 새 등 다양한 전통 먹거리를 비롯해 의류와 생필품 등을 판매한
다. 잘란 볼키아 Jalan Bolkiah와 잘란 나코다 매니스 세리아 Jalan Nakhoda Manis
Seria사이에

있다. 토요일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11시에 닫는다.

가는 방법_ 세리아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7~8분

N
부킷 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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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롱하우스 Labi Longhouse_ 브루나이의 소수 민족인 이반 Iban
족의 독특한 주거 형태로 깜뿡 라비 Kampung Labi를 지나 라비 도로 Labi Road
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 롱하우스 Longhouse는 겉에서 볼 때는 한 개의
집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각각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형
태의 길쭉한 주택이다. 집에 출입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
다. 람파요 Rampayoh 롱하우스가 라비 시에서 가장 가까우며 멘다람 케실
Mendaram Kecil

호텔 코페라시 세리아 Hotel Koperasi Seria_ 세리아 시내의 유일한 호텔로 24개의 객실을 보유
한 중급 호텔이다. 업무 중 숙박이나 배낭여행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리아 버스터미널에서 걸
어서 2~3분 거리인 샤리프 알리 거리 Sharif Ali Street에 있다. 연락처_ 322-7592

롱하우스, 테라자 Teraja 롱하우스 등이 있다.

먹을 곳

숭가이 리앙 휴양공원 Sungai Liang Forest Recreation Park_
다양한 환경이 정부의 관리하에 자연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으
로 여러 동, 식물군들을 관찰할 수 있는‘아시아의 그린오아시스’
라 할

레드 윙 Red Wing_ 세리아 시내에 있는 중국 음식 전문점으로 볶음밥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를 저렴

만한 우림 지역이다. 거대한 열대우림을 탐험할 수 있으며 산책과 산림욕

하게 맛볼 수 있다.

하기에 좋고 야영도 가능하다. 세리아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수도인

레스토란 마르주크 리즈와나 Restoran Marzuk Rizwana_ 세리아 시내에 있는 인도 음식점으

가는 방법_ 투통-쿠알라 벨라이트간 도로 옆. 세리아 시내에서 택시로 약 20분

루아간 라락 휴양공원 Luagan Lalak Recreation Park_ 보기 드
물게 맑고 깨끗한 늪을 만날 수 있는 공원으로, 숭가이 리앙 휴양공원에

로 정통 인도 커리를 비롯해 탄두리 치킨,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청화 레스토랑 Cheng Wha Restaurant_ 세리아에서 유명한 중국 음식점으로 세리아 버스 터미널에
서 가까운 술탄 오마르 거리 Sultan Omar Ali Street에 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 북경 오리 등 정통 중국 요리
와 함께 몇 가지의 타이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는 약 70km 떨어져 있다.

서 라비Labi 방향으로 25km 정도 가다보면 나오는 라비 산림 보호구역

세리아

안에 있다. 우기에는 늪에 물이 빨리 차 마치 호수처럼 보인다. 물이 빠지
는 건기에는 군데군데 늪이 생긴다. 200m에 달하는 나무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 것도 이 곳의 즐거움이다. 세리아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
어져 있다.
가는 방법_ 세리아 시내에서 택시로 약 40분

와사이 웅 카디르 Wasai Wong Kadir_ 벨라이트 지역에서 가장 인
기 있는 소풍 장소로 폭포와 계단식의 산책로가 있어 야영에 적합한 곳이다.
1시간의 정글트레킹을 통해 폭포를 만날 수 있다. 트레킹 길이 조금 험하고
경사가 심하므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호 장비를 지참해야 한다.
가는 방법_ 세리아 시내에서 택시로 약 40분

부킷 테라자 Bukit Teraja_ 벨라이트 라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으로, 테라자 꼭대기에서는 바람 Baram 계곡에서 구눙 물루 Gunung Mulu에
이르는 멋진 산악 풍경을 볼 수 있다. 꼭대기까지 이르는 길은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유지상태가 좋아 초보자도 2시간이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정상에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다람쥐, 나무 두더지와 짧은꼬리 원숭이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는 방법_ 세리아 시내에서 택시로 약 1시간 30분

루무트 해변 Lumut Beach_ 벨라이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바닷가
로, 맑은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이 아름답다. 방갈로와 피크닉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말이면 가족 단위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다.
가는 방법_ 세리아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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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부롱 지역

템부롱 지역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만 Brunei Bay으로 둘러싸인

AH1
50

브루나이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지역이다. 템부롱은 열대 우림
페라다얀 휴양공원

이 살아 숨쉬는 브루나이의 허파이자 국립공원과 휴양림이 가

Peradayan Forestry Recreation Park

득한 생태의 보고다. 브루나이의 첫 번째 국립공원인 울루 템부

AH150

롱 국립공원 Ulu Temburong National Park을 비롯해 수많은 산과 숲, 호수가
있어 여행자들이 살아 있는 원시 자연을 보기 위해 템부롱을 찾
는다.

bu
n La
Jala

방가르

Bangar

쿠알라 벨라롱 미니 공원
Kuala Belalong Mini Park

rong
mbu
n Te
Jala

n
arua
Pand
Jalan

바탕 두리 공원
Batang Duri Park

울루 템부롱 국립공원

Ulu Temburong National Park

쿠알라 벨라롱 산림 보호구역
Kuala Belalong Forest Reserve

N
S
울루 템부롱 국립공원
Ulu Temburong National Park

들어가기

쿠알라 벨라롱 산림 보호구역 Kuala Belalong Forest Reserve_
정상으로 향하는 숨 막히는 2천 개의 계단으로 유명한 공원이다. 장엄한
산, 흐르는 강, 그리고 아래로 둘러싼 삼림지역의 전경을 볼 수 있다.

배

 가는 방법_ 방가르 시에서 산림보호구역 입구까지 자동차와

반다르세리베가완 - 	깜뽕 아예르의 선착장에서 템부롱으로 가는 정기선을 매일 운항한다.
템부롱
(약 1시간 40분 소요)
•왕복 요금_ B$15

보트로 2시간

페라다얀 휴양공원 Peradayan Forestry Recreation Park_ 특이
한 지형인 페라다얀 자연보호 구역에 자리한 공원. 특이하고 기이한 모
양의 동굴과 갖가지 모양의 암석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쌍둥이 언덕으

볼거리
방가르 Bangar_ 템부롱 지역의 주도인 방가르는 매우 작고 조용한 마

로 불리는 부킷 페라다얀 Bukit Peradayan과 부킷 파토이 Bukit Patoi가 있다. 부
킷 파토이의 꼭대기는 전망이 좋아서 날씨가 좋은 날은 말레이시아 사라
와크까지 볼 수 있다. 넓은 평지는 헬리콥터 착륙이 가능하다.
 가는 방법_ 방가르 시에서 자동차로 25분

을이다. 울루 템부롱 국립공원, 쿠알라 벨라롱 산림 보호 구역 등으로 가

브루나이

잠잘 곳

롱 지역 여행의 거점으로 삼는 곳이다.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방가르까지
스피드 보트가 매일 왕복 운행된다. (07:00~17:00)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 키앙계 강 건너 선착장에서
스피드 보트로 45분(B$6)

게스트하우스
푸삿 벨리아 유스 호스텔 Pusat Belia Youth Hostel_ 푸삿 벨리아 유스 센터가 운영하는 게스

울루 템부롱 국립공원 Ulu Temburong National Park_ 아시아
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열대우림이 발달한 국립공원이다. 바투 아포이 Batu

트하우스로 브루나이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연락처_ 522-1694, www.bruneiyouth.org.bn

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연구와 생태관광의 보고라 할

루쿳 인산 게스트하우스 Lukut Intan Guesthouse_ 템부롱 주도인 방가르 Bangar 시에 있는 게스
트하우스로 쿠알라 벨라롱 미니 공원에서 가깝다.

수 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글트레킹을 통해 열대 우림의 진면목

연락처_ 522-1078

Apoi

산림보호구역에 자리한 약 5만 헥타르 정도의 크기의 공원에는 다

을 맛볼 수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1,226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계곡
과 계곡을 연결해 놓은 아슬아슬한 구름다리를 건너고 5개의 철탑을 만
나게 되는데, 다리로 연결된 약 70m 높이의 철탑을 걷다 보면 숲 위를 거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맨
꼭대기 철탑에서 바라보는 열대우림의 울창한 모습은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다. 템부롱강과 벨라롱에 있
는 공원관리본부에서 방문객들을 돕고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숙소 7개와 3개의 캠핑장을 갖추고 있다.
 가는 방법_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고속 보트로 40분, 차를 타고 20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바나나보트를 타고 30분 이상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쿠알라 벨라롱 미니 공원 Kuala Belalong Mini Park_ 브루나이
국왕의 47세 생일인 1993년 7월 22일 국왕의 지역 방문에 맞춰 문을 연
공원. 보트를 타고 공원 안 호수를 둘러볼 수 있다.
 가는 방법_ 방가르 Bangar 시에서 시에서 자동차로 5분

바탕 두리 공원 Batang Duri Park_ 템부롱 강 바로 옆에 있는 공원
으로 나무로 만든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깨끗한 템부롱 강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물살이 세
서 어린아이를 동반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는 방법_ 방가르 시에서 자동차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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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문이 되며, 교통 시설과 숙박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행자들이 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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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센터/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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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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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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관광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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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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Touris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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