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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카위의 어원랑카위의 어원
1. 그것은 고대지도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습니다. Langka, Langa, Lansura  
 그리고 Langapura.

2. 이름은 구어체 말레이시아에서 적갈색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Dataran Lang (Dataran Lang)에는  
 독수리의 숨막히는 랜드 마크 조각품이있어  
 인스 타 그램 할 수있는 멋진 순간을 만듭니다.

3. 어떤 사람들은 랑카위가 산스크리트어로  
 "많은 아름다운 섬들"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4. 랑카스카(Langkasuka)로 알려진   
 케다(Kedah)에 있는 옛 왕국과 이 섬의  
 연관성에 대한 추측이 있었다.
 
5. 프랑스 장군은 한때 고추를 사기 위해 섬으로  
 여행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Lancahui”.

Dusky leaf monkey

일광욕 해변, 그림 같은 완벽한 일출과 일몰, 스릴 넘치는 수상 스포츠, 비밀스러운 
동굴, 영광스러운 산 꼭대기, 긴 경치 좋은 산책, SkyCab 놀이기구, 스카이 다이빙 
모험, 섬 호핑, 면세 쇼핑 및 맛있는 현지 음식은 랑카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있는 
흥미 진진한 활동 중 일부일뿐입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유네스코 글로벌 지오파크가 있는 랑카위는 단순히 놓치고 싶지 
않은 명소와 탐험의 메들리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며, 랑카위가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명소를 선택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소책자는 좋아하는 활동을 제로로 만들어 잊을 수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랑카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ALAYSIA

LANGKAWI

보존 지역:
마친창 캄브리안 지오포레스트 파크
킬림 카르스트 지오포레스트 파크

다양 번팅 대리석 지오포레스트 파크

쿠방 바닥 바이오지오 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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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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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동남아시아 최초의 지질 공원
랑카위 유네스코 글로벌 지질 공원 (LUGGp)은 99 열대 섬의 전체 
군도를 덮고있는 유일한 글로벌 지질 공원입니다. 47,848헥타르에 
달하는 랑카위는 안다만 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섬의 상당 부분은 석회암 능선, 
숲, 언덕 및 산으로 강조 된 평평하고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입점
5. Telaga Harbour
6. Langkawi International Airport
7. Rebak Island Marina 
8. Star Cruise Jetty
9. Kuah Jetty
10. Royal Langkawi Yacht Club

자연의 보물
폭포
11. Air Terjun Tama 
12. Air Terjun Telaga Tujuh
13. Air Terjun Temurun
14. Air Terjun Lubuk Sembilang
15. Air Terjun Durian Perangin
봉우리 & 동굴
16. Gunung Machinchang
17. Gunung Raya
18 Gua Pinang
19. Gua Cherita
20. Gua Buaya
21. Gua Kelawar
22. Gua Langsir
23. Gua Pasir Dagang
24. Gua Wang Buluh

태양, 바다 및 모래
25. Teluk Datai 
26. Pantai Pasir Tengkorak 
27. Pantai Teluk Yu
28. Pantai Pasir Hitam 
29. Pantai Tanjung Rhu 
30. Pantai Kok 
31. Paradise 101
32. Pulau Rebak
33. Pantai Chenang 
34. Pantai Tengah
35. Pantai Lagenda
36. Pulau Beras Basah
37. Pulau Payar Marine Park

스릴과 모험
38. SkyBridge
39. SkyCab
40. SkyRex
41. Skytrex Adventure Langkawi 
42. Morac Adventure Park Langkawi
43. Langkawi Canopy Adventures
44. Splash Out Langkawi

유산 및 문화
45. Langkawi Craft Complex
46. Ayer Hangat Village
47. Galeria Perdana
48. Laman Padi
49. Kota Mahsuri
50. Balai Seni Langkawi

골프장
51. The Els Club Malaysia
52. Gunung Raya Golf Resort
53. 99 East Golf Club Langkawi

매력
54. 3D Art in Paradise 
55. Machinchang Pet Land 
56. Oriental Village 
57. Perdana Quay Eco Marine Park
58.  Crocodile Adventureland
59. Underwater World Langkawi
60. Darulaman Sanctuary
61. MARDI Agro Technology Park
62. Geopark Discovery Centre
63. Langkawi Wildlife Park
64. MAHA Tower Langkawi City
65. Dataran Lang
66. Taman Le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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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카위는

 어디 있습니까?



날씨

여행 어댑터

언어

모바일 팩

문화

Money Changer
& ATM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책임감 있고 면허가있는 지역 가이드의 서비스를 사용하십시오.
2.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연 서식지에서 소음 / 교란을 최소화하십시오.
3.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십시오.
4. 정부, NGO 및 기업 기업의 지역 환경 프로그램 노력을 지원하십시오.
5. 자신을 즐기고 랑카위의 멋진 자연 보호 구역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6. 교통 사고를 피하기 위해주의 깊게 운전하고 야생 동물을 건너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7. 혼잡 한 지역을 피하고 Covid-19 예방 조치를 따르십시오.
8. 현금없이 가십시오. 새로운 규범에 적응하면 Covid-19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마:
1.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 특히 비닐 봉지와 병.
2. 식물, 둥지, 조개, 석회암 또는 산호를 변경, 파괴 또는 이동하지 마십시오.
3. 동물 (또는 다른 자연 애호가)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4. 동물에게 먹이를주지 마십시오 -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5. 동물 (특히 원숭이)을 애완 동물로 삼으려고하지 마십시오.
6. 조개껍질이나 산호 제품을 사지 마십시오.이 조개류는 지속 불가능한 관행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랑카위의 일일 날씨는 대부분 
맑고 기온은 30°C ~ 35°C, 
밤에는 28°C에서 29°C 
사이입니다. 일년 내내 기후를 
수용하면 언제든지 해변 휴가를 
계획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삼각형 패턴으로 
배열 된 세 개의 직사각형 핀이 
있으며 240V 공급 전압 및 50Hz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G 플러그 
유형을 사용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저렴한 방법은 
선불 SIM 카드를 얻는 
것입니다. 서비스 및 판매 
카운터는 공항과 부두의 도착 
홀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환전소와 ATM은 공항과 부두에 
위치하고 있으며, Kuah 시 
Pantai Chenang 그리고 
대부분의 쇼핑몰.

말레이어는 말레이시아의 
국어로, 공식 의식과 문서에 
사용됩니다. 영어는 국가의 두 
번째 공식 언어이며,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인은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언어는 중국어와 
타밀어입니다.

섬 인구의 대다수는 
무슬림이므로 특히 전통 / 종교 
명소를 방문 할 때 복장을 
겸손하게 유지하십시오. 해변에 
있지 않는 한 드러나는 옷을 
입지 마십시오.

랑카위에가는 방법
  항공편 이용   

 

  

 

  곁에 RO-RO 나룻배

 

랑카위 주변 교통편
택시

자동차 렌털

오토바이 및 스쿠터

자전거 대여

스타터 팩

랑카위 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랑카위 국제 
공항으로 직접 항공편을 예약하면 
섬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랑카위에는 대중 버스 나 기차가 
없으므로 도착시 개인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택시 / 전자 환영 
서비스를 예약해야합니다.

여행 기간:
- 랑카위<> 쿠알라룸푸르: ± 1시간
- 싱가포르 <> 랑카위 : 1 시간 25 분. ±
- 랑카위<> 페낭 : 35 분. ±

대안은 쿠알라 케다 (Kuala Kedah) 
또는 쿠알라 펄리스 (Kuala 
Perlis)까지 운전하여 섬으로 페리를 
타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랑카위까지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바다 조건에 따라 약 1 시간이 
걸립니다. 

여행 기간:
- 쿠 알라 펄리스 <> 랑카위 쿠아 :
 1시간 15분 ±
- 쿠 알라 케다 <> 랑카위 쿠아 :
 1시간 45분. ±
- 사툰 / 코 리페, 태국 <> 수프 :
 1시간 15분 ±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여행하는 것을 
즐긴다면이 과정은 완전히 번거롭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전액 지불로 
여행 날짜 3 일 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RORO 페리는 
바퀴 달린 차량과 승객을 수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입 점으로 
향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잘 
준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Kuala 
Perlis Terminal. 

여행 기간:
- 쿠 알라 펄리스 <> 랑카위 쿠아 :
 2시간 30분 ±

페리로

랑카위 주변을 돌아 다니는 가장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입니다. 작은 섬이기 
때문에 종단 간 일반적인 운전에는 보통 30 
분이 걸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왼쪽으로 
운전합니다. 운전 면허증, 유효한 신용 카드 및 
추가 신분 증명 (예 : 해외에서 고용하는 경우 
여권)을 항상 지참하십시오.

전자 우송 앱 너무 익숙한 전자 환영 앱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Grab 그리고 MyCar 
랑카위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 가지 앱이지만 
다른 전자 환영 회사는 이미이 인기있는 
관광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스쿠터는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보다 저렴 할뿐만 아니라 재미 있고 편리하며 
돌아 다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요구 사항이지만 
라이센스 전면에 엄격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 및 
스쿠터 대여 매장에는 
자전거를 대여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 
할 수 있습니다. Bikago, 

Klook, Veltra, 또는 Book2wheel. 전자 자전거로 
아름다운 풍경을 가로 질러 노를 저어 다니는 
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옵션입니다!

택시를 타는 
것은 주변을 

돌아 다니는 편리한 
방법이며, 택시는 
거리에 따라 고정 
요 금 으 로 

운영됩니다. 그룹으로 여행하는 경우 숙련 된 
영어 / 아랍어를 구사하는 운전자와 함께 
랑카위 택시 밴을 예약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Machinchang Rainforest

챕터 1

보존
지역

랑카위는 지질학자의 보물창고이자 지구 형성에 관한 역사책이다. 2007 년 랑카위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지질 공원 인 유네스코 글로벌 지질 공원 지위를 수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땅으로 설립 된 랑카위 (Langkawi)의 47,848 헥타르의 토지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뛰어난 가치를 지닌 38 개 이상의 지질 지질이 발견됩니다. 현재 세 개의 지질 숲 공원과 바이오 
지오 트레일 (Machinchang Cambrian Geoforest Park), Kilim Karst  Geoforest Park, Dayang 
Bunting Marble Geoforest Park  가 완전히 개발되었습니다  . 이 지질 공원과 Kubang Badak 
BioTrail은 지질 유산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유산 및 문화 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자연의 보물은 과거 시대의 자연의 
경이로움과 유물을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감 
                 랑카위 지오포레스트 파크

MACHINCHANG 캄브리아기 지오포레스트 파크

랑카위 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Machinchang Cambrian Geoforest Park는 550 백만 세의 나이에 
가장 오래된 석체 퇴적암입니다. 그것은 불모의 바위 봉우리, 멋진 사암 절벽, 그리고 나이와 
역사를 나타내는 변화하는 환경을 묘사하는 얕은 해양 퇴적물에 델타를 특징으로합니다. 
크로스 베드, 잔물결 자국, 고대 굴, 발자국뿐만 아니라 고대 동물과 식물의 신체 화석을 
알려줍니다.

Machinchang 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으로,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우림 
일 것입니다. 산 봉우리들은 
날씨와 시간에 의해 새겨져 
있으며 무성한 고대 숲과 수직 
절벽도 발견 할 수있는 곳입니다. 
이것들은 Machinchang Cambrian 
Geoforest Park를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며, 당신은 당신을 
기다리고있는 진정한 웅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Air Terjun Telaga Tujuh

Gunung Machinchang

Pantai Pasir Tengkorak

Rock Formation @ Pantai Pasir Tengkorak

6.3778, 99.6740

6.3870, 99.6611

i. Air Terjun Telaga Tujuh

폭포의 이름은 다양한 깊이, 모양 및 크기의 7 개의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수영장은 강으로 
연결되어 91 미터 높이의 폭포를 형성합니다.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섬에서 가장 존경 받고 장엄한 
명소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무한대 수영장에 몸을 
담그면서 웅장함의 광경으로 보상을받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은 폭포 꼭대기까지 가파른 
45 분 등반을 시도 할 수 있으며,이 지역에서 종종 
발견되는 마카크, 뿔 빌 및 거대한 다람쥐를 
조심해야합니다.

6.4308, 99.7259ii. Pantai Pasir Tengkorak

이 지질 사이트는 랑카위 북부의 바위가 많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Pasir Tengkorak 받는 사람 Tanjung 
Buta 오래된 대륙이 침수되고 퇴적물의 퇴적 과정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는 퇴적물 구조물이 
특징인 곳 Machinchang 캄브리아기 시대 (550-505 
백만 년) 동안 델타와 해안 환경에서 발생한 형성.

iii. Gunung Machinchang

오르다 Machinchang 해발 708m의 랑카위에서 
발견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다. 수억 년 전 
바다에서 솟아오른 고대 사암 산의 구조 
변형에 대한 암석의 저항은 잘게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피크까지 네 시간 
동안 하이킹을하면 랑카위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 Machinchang Kambrischer Geowaldpark
방문해야합니다.



https://panoramalangkawi.com/

SkyCab

Mount Machinchang

6.3719, 99.6710iv. SkyCab

산기슭에서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Machinchang 산, 숨막히는 타는 것은 고대 
바다와 강어귀 위를 맴돌다가 중간 케이블카 역에 오기 전에 650m 해수면 미터 
마크 위. 많은 주변 역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 한 후 탑 스테이션까지 걸어서 
깊은 틈새, 절벽 벽, 고립 된 절정 및 태국 남부를 볼 수 있습니다.

@ Machinchang Cambrian
Geoforest Park

방문해야합니다.

SkyBridge

SkyTrail Jungle Trekking

   Oriental Village

   
Mount Machinchang

6.3861, 99.6622

6.3714, 99.6717v. SkyTrail

vi. SkyBridge

시작점과 함께 취할 수있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Oriental Village 케이블카의 기지국에서. 
가장 쉬운 트레일은 길이가 900m이며 45분 안에 
완공할 수 있으며, 중간 트레일은 1.3km 트레일로 
완료하는 데 약 2시간 15분이 소요됩니다. 보다 
강렬한 경험을 원하시면 길이가 2.2km이고 3 시간 
30 분의 오르막 하이킹이 포함 된 극단적 인 
트레일에 가입하십시오. 서비스 카운터는 동양 
마을의 기지국에 있는 케이블카 티켓 카운터 옆에 
있습니다.

곡선 다리를 따라 여행하는 것은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 역까지 올라가고 SkyGlide, 또는 10 받는 
사람 20 분 가파른 산 트랙까지 SkyBridge. 랑카위 
SkyBridge 세계에서 가장 긴 곡선 현수교 중 
하나이며, 산의 두 언덕 꼭대기를 연결합니다. 
Machinchang, 이 125m 오래 그리고 1.8m 넓은 
다리는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하는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시청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고대에 
감탄하십시오. Machinchang Cambrian Geoforest 
Park 다른 지역을 내다보기 전에 절묘한 지질 학적 
및 생물학적 자산이 있습니다.



  

6.4051, 99.8583

6.4051, 99.8583

Kilim Karst Mangrove Tour Brahminy Kites

Floating Fish Farm

에서 가로 질러 스트레칭 4,354 헥타르, 이 킬림 카르스트 지오포레스트 
파크(Kilim Karst Geoforest Park)는 강바닥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맹그로브 숲 위로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고상한 석회암 암석들의 본거지입니다. 
캡슐화 된 동굴, 해안 및 섬 카르스트 형태, 오래된 화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로 
가득 찬 무성한 맹그로브와 같은 광범위한 지질 학적 경이로움에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Langkawi의 비밀스런 매혹적인 습지와 화려한 석회암을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목격하고 입구에 
들어가서 탐험하십시오. Gua Kelawar & Gua Buaya, 그런 다음 깨끗한 바닷물을 따라 떠 다니는 
레스토랑에서 풍성한 점심 식사를 즐기고 수영과 물고기 먹이 활동에 완벽한 해변을 펼쳐줍니다.

i. 맹그로브
 투어

말레이시아에서 해안 카르스트와 
맹그로브 생태계가 오늘날 
공존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오 
포레스트 전역에 흩어져있는 보로 
부두르 사원, 코끼리 돌 및 교수형 
정원과 같은 숨막히는 석회암 
구조물이 있으며 웅장한 석순과 
종유석이 있습니다. Gua Buaya, 
전설의 동굴, 그리고 Gua Kelawar 
기다리다. 그것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요한 것을 따라 여유롭게 
보트를 타는 것입니다. Kilim 강.

iii. 독수리 관찰

랑카위 풍경은 섬의 상징인 
브라미니 연을 육성하는 
생태계입니다. 강을 따라 보트 
크루즈를 타면 곧 하늘을 가로 
지르는 새의 깃털 색깔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먹이의 새는 
또한 흰 머리와 가슴에 의해 
쉽게 인식됩니다. 이 잘 생긴 
브라미니 연을 발견하는 것은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ii. 물고기 농장

크루즈를하는 동안 요트 함대를 
가로 질러 물고기 농장 옆에 
작은 겸손한 떠 다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지 물고기를 선보이기 위해 
몇 개의 물 탱크가있는 드럼의 
나무 플랫폼으로 간단히 떠 
다니며 오늘의 물고기를 
선택하고 요리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6.4170, 99.8627

@ Kilim 카르스트 지오포레스트 파크
해야 할 일

KILIM 카르스트 지오포레스트 파크KILIM 카르스트 지오포레스트 파크

@ Kilim 카르스트 지오포레스트 파크

iv.  Pulau Langgun 과 Tanjung Dendang Geositeiv.  Pulau Langgun 과 Tanjung Dendang Geosite

6.4022, 99.8589 6.4672, 99.8466

6.43279, 99.8933

6.43279, 99.8933

Langgun Lake

Gua Kelawar Gua Cherita

Pulau Anak Tikus

Pulau Tanjung Dendang

i. Gua Kelawar

“Kelawar’’ 말레이어의 박쥐를 의미하므로이 
동굴의 하이라이트에 관해서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보행교는 말레이시아 과일 박쥐가 
춥고 어두운 동굴에 매달려있는 동굴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섬의 북동쪽에있는 Sungai Kilim의 
맹그로브 늪 속에 자리 잡고있어 다음을 통해 
접근 할 수 있습니다. Tanjung Rhu 에 의해 
부두 90-분 보트 타기.

큰 새들의 전투'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로 
유명하며, Gua Cherita 바다를 마주보고 서로 
기묘하게 앉아있는 두 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오래된 아랍어 비문, 더 
신화적인 이야기 및 화려한 돌 구조물이 
있습니다. 보트를 타십시오. Tanjung Rhu 또는 
Kilim 부두; 당신을 돌아 다니기 위해 거래를 
제공하는 많은 뱃사공이 있습니다. 

ii. Gua Cherita

iii. Pulau Anak Tikus

이 섬은 오르도비키아에서 데보니아 시대에 
숙성 된 석회암으로 구성된 세툴 형성의 하층 
잔해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화석, 특히 
복족류와 두족류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화석 
섬을 탐험하기 위해 보트 투어를하십시오.운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이 바다에서 인도 태평양 
혹백 돌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방문해야합니다.

I그것은 Pulau Langgun 및 Tanjung Dendang Geosite의 만, 해변, 동굴, 언덕, 섬, 산림 보호 구역, 
하천 및 해협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층 섹션과 화석에 중요한 지리적 사이트뿐만 아니라 높은 
고대 해수면과 몇 가지 해안 북극 바다 아치와 바다 동굴을 특징으로합니다. 손길이 닿지 않고 
억제되지 않은 섬 한가운데에는 모두가 즐길 수있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Dayang Bunting Marble FormationsIsland Hopping Boat Tour

Eagle Watching

대리석 형성

랑카위 군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유네스코 
글로벌 지질 공원은 생물 다양성과 대리석 
암석의 광범위한 계보를 특징으로합니다.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섬의 북부 
부두에서 구조물 주변을 항해하여 독특한 
대리석 암석과 테라 로사 형성에 대해 배우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판타이 텐가(Pantai Tengah)에서 보트를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지오포레스트(Geoforest)는 
대리석과 석회암 구조물, 신비한 동굴 시스템, 자연 바다 스택 및 파도 관련 자연 창조물의 
메들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창성은 아름다운 대리석 석회암으로, 약 250 백만 년 전에 열과 
압력에 의해 유발 된 변형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부두를 지나 마법의 담수 호수로 
향하는 길을 트레킹합니다. Pulau Dayang Bunting 또는 임신 한 Maiden의 섬은 무성한 열대 
우림과 우뚝 솟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DAYANG BUNTING
대리석 지질 숲 공원
DAYANG BUNTING
대리석 지질 숲 공원

Bukit Kechil GeositePulau Tuba Fishing Village

Pulau Tuba Rock Formations

Dayang Bunting Marble Geoforest Park

6.2745, 99.8117

6.2366, 99.8404

@ Dayang Bunting
대리석 지오포레스트 파크

방문해야합니다.

i. Pulau Dayang Bunting

맹그로브 나무와 석회암 형성으로 둘러싸인 담수 호수는 
식염수의 기존 수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영 할 때 추가 부력이 
없습니다. 이 경치 좋은 레크리에이션 공원은 카약과 패들 
보트에도 좋습니다. 작은 가게는 음료, 스낵 및 기념품뿐만 
아니라 구명 조끼 대여를 제공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는 
최대 네 시간 동안 섬을 탐험 할 수있는 제트 스키를 통해 개인 
투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Pulau Tuba
 맹그로브 숲

Pulau Tuba랑카위의 인구 
밀도가 높은 3개의 섬 중 
하나로, 랑카위의 전통적인 
어촌 마을의 역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뒤틀리고 쌓인 바위 
패턴과 독특한 숲을 볼 수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부킷 케 칠 
(Bukit Kechil)입니다. 이 섬은 
동굴 탐험과 정글 트레킹, 조류 
관찰 특히 뿔빌과 같은 
홈스테이 경험과 자연 
애호가를위한 훌륭한 
장소입니다.

@ Dayang Bunting 대리석 지오포레스트 파크꼭 봐야 할 곳



 

  

Pulau Kubang Badak

Pulau Kubang Badak Mangrove Forest

6.4016, 99.7286

이 Kubang Badak 바이오지오 트레일은 랑카위의 문화 역사와 함께 지질 학을 목격 할 수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독특한 갯벌 강 하구 생태계는 랑카위 (Langkawi)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손길이 닿지 않은 맹그로브로 덮여 있으며 태국 공동체의 저명한 문화 역사와 
초기 정착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 할 13 개의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습니다. Kubang 
Badak, 보트를 타고 맹그로브를 탐험하거나 해안 조류와 맹그로브 새를 찾기 위해 조류 관찰 
여행을 떠나십시오.

@ Kubang Badak 바이오지오 트레일
방문해야합니다.

i. Pulau Kubang Badak

어부 부두 앞에 위치한이 작은 섬 Kampung Kubang 
Badak 젊은 맹그로브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Pulau 
Kubang Badak 낚시 부두를 보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Kampung Kubang Badak 토양 침식, 강한 
바람 및 열린 바다의 파도에서. 경험할 수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Kubang Badak 편안한 맹그로브 
투어보다 조용하고 구불 구불 한 강을 따라 크루즈를 
타면이 깨끗한 맹그로브 숲에서 발견되는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KUBANG BADAK 바이오지오 트레일KUBANG BADAK 바이오지오 트레일

Charcoal Kiln

Sungai Siam

Pulau Jemuruk

  
 

6.4314, 99.7434

6.4049, 99.7314

ii. Kampung Siam
 & 숯 가마
18 세기 동안, 세기, 숯 챔버 사이트에 위치 
Kampung 시암은 한때 샴 공동체의 
수입원이었습니다. Kampung Kubang Badak. 
이곳의 초기 정착민들은 태국 민족의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발견 된 문화 유산 중 
일부는 100 년이 넘은 것으로 여겨지는 숯 
제조 산업의 잔재입니다. 시암 강을 따라 세 
시간 동안 보트를 타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인 Gua Pinang 인 Bukit Menora
의 Burning Chamber로 이동하여 맹그로브 게 
사육 농장에서 게를 잡는 것을 
경험하게됩니다.

iii. 제무룩 섬

Pulau Jemuruk은 Teluk Ewa의 반대편에 
위치한 작은 섬이며 Kubang Badak에서 
보트로 접근 할 수 있습니다. Pulau Jemuruk
은 레이어 케이크처럼 보이는 암석층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섬은 또한 지역 
사회가 음식의 원천으로 다양한 달팽이와 
굴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 Kubang 코뿔소 바이오지오 트레일
해야 할 일

조류 관찰

바이오지오 트레일

딥 또는 다이빙을하십시오.
Dangli Island &

수중 조각 트레일
풍성한 잔치를 파헤 치십시오.

나 케탐 (게 국수)



Air Terjun Durian Perangin

Air Terjun Lubuk Semilang

6.4036, 99.8202

스플래시 및 대시 
자연과 모험 애호가
랑카위가 자연과 모험 애호가들에게 자연스러운 자석 인 
이유가 있습니다. 섬은 맑은 담수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완벽하며, 역사적, 문화적 
애호가들은 말레이 마을과 그 주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섬 주변의 다른 인기있는 활동으로는 해산물 사냥, 정글 
트레킹 및 동굴 탐험이 있습니다. 

두리안 페랑긴
폭포
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은 
성수기에도 덜 혼잡하며 주요 
폭포로가는 길을 따라 아름답고 잘 
보존 된 정원을 특징으로합니다. 
그룹은 조용한 하루 종일 수영을 
즐기면서 오두막을 요소의 그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권장 사항 :
야생 수영, 하이킹, 피크닉, 물 흡수, 협곡

챕터 2

자연 및
모험

6.3604, 99.7947
루부 세미랑
폭포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차분한 폭포와 피크닉 
공간에서 하루 중 2 ~ 3 시간을 보낼 수있는 좋은 
장소로, 관광 명소에는 충분한 주차 공간, 기도실, 
화장실 및 휴게소가 있습니다. 모험심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폭포 지역까지 트레킹하는 것이 
어렵고 경이로움이 넘치고 고요합니다.

활동 권장 사항 :
야생 수영, 피크닉, 정글 트레킹

Air Terjun Temurun

Air Terjun Tama

6.3923,99.6445

타마 폭포

랑카위 최고의 폭포 하이킹 중 하나 인 
Air Terjun Tama는 Jetty LKIM Kuala 
Chenang, Jeti Nelayan Perdana Quay 
또는 Kubang Badak Jetty에서 보트를 
타고 20 분 거리에있는 섬에 숨겨져 
있습니다. 랑카위에서 가장 높은 폭포 
꼭대기까지 하이킹하는 데는 약 30 ~ 45 
분이 걸리며, 하이킹 트레일이 미끄럽고 
바위가 많을 수 있으므로 협박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합니다. 
청록색 수영 구멍으로 뛰어 들어 
랑카위에서 가장 깊은 급수 구멍으로 
뛰어 들어보십시오. Air Terjun Tama는 
현지 패키지 투어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권장 사항 :
야생 수영, 피크닉, 하이킹

6.4340, 99.7082

유전 폭포

피크닉에 좋은 Air Terjun Temurun은 
200m 낙하가있는 세 층으로 랑카위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이 폭포의 흐름은 
북쪽의 Gunung Machinchang에서 흘러 
나오며 주로 셰일과 사암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억 년. 

활동 권장 사항 :
야생 수영, 피크닉, 정글 트레킹



Gunung Raya

Flying Fox

Great Hornbill

Dusky Leaf Monkey

White Belly 
Sea Eagle

Gunung Raya Rainforest

Gunung Raya Abseiling Excursion

6.3691, 99.8184

마운트 라야

881m에 강하고 키가 큰 하이킹 애호가들은 도로를 
통해 또는 Tangga Helang Seribu Kenangan이라고 
불리는 4,287 개의 가파른 계단을 등반하여 산을 
정복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랑카위의 가장 높은 
산이며, 220-200 백만 년 된 화강암 기초 꼭대기에 
형성된 뚫을 수없는 열대 우림 서식지를 
경험합니다. 울창한 숲 보호 구역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잎 원숭이, 날으는 여우, 마카크 원숭이, 
위대한 뿔 지폐 등을 보거나 사진을 찍으십시오. 
정상까지의 트레킹 기간은 11/2-2 시간이 걸리며, 
내려 오는 데는 절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활동 권장 사항 :
정글 트레킹, 조류 관찰, 산악 하이킹, 절제 여행, 열대 우림 
애프터 다크 투어, 인스 타 그램 가능 장소, 아침 열대 우림 트레킹

Gua Langsir

Malaysian 
fruit bat

6.4190, 99.8826

커튼 동굴

천 박쥐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풀라우 다양 번팅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Kuah Jetty에서 스피드 보트를 통해 거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은 박쥐로 가득 
찬 동굴을 둘러싸고 있으며, 젖꼭지 온도, 그림자 및 울부 짖음은 피가 차가워지기에 
충분합니다. 이 동굴은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다른 방 위에 있습니다. 다른 
동굴과 비교하여이 동굴의 한 가지 변칙은 종유석과 석순의 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룹의 스릴을 찾는 사람들에게 완벽합니다.

등산
Gua Langsir는 91 미터의 위험한 절벽이 가파른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숙련 된 동굴 탐험가에게만 권장됩니다. 
등산에 능숙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신체 건강을 가진 등반가를 탐험 할 
가치가있는 모험입니다. 자신의 등산 장비 및 기타 
필요한 paraphernalia를 가져 오십시오, 당신은 Kuah 
Jetty에서 스피드 보트를 통해 거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 커튼 동굴해야 할 일



 

Pantai Chenang

Pantai Tengah

챕터 3

SUN
& SPLASH

비수기에는 안다만 해를 따라 펼쳐진 하얀 모래 사장이 순수한 여가와 흥분을위한 개인 
탈출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태국과 국경을 공유, 많은 해변은 반짝이는 바다와 랑카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과 산의 그림 같은 숲 배경에 설정됩니다.

Pantai Kok

Telaga HabourPantai Tengah

체낭 비치 6.2956, 99.7228

판타이 체낭 (Pantai Chenang)은 랑카위에서 가장 길고 바쁜 
해변이며 주로 수상 스포츠, 카페 - 레스토 바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변 스트립을 따라 기념품 가게와 면세점뿐만 
아니라.  하얀 모래와 맑은 바닷물이 특징이며 안다만 해의 
전망을 감상 할 수 있으며 좋은 음악, Poi 공연, 저렴한 음료 및 
친절한 현지인으로 해변에서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

콕 비치 6.3651, 99.6701

공항의 북서쪽에 위치한 판타이 콕 (Pantai Kok)은 텔라가 
하버 파크 (Telaga Harbour Park)가 건설 된 해변과 같은 
해변이기도합니다.  또한 아름답고 건축 학적으로 독특한 
등대와 고급 상점, 레스토랑 및 바가있는 요트 클럽으로 
유명합니다.  보트와 요트는 해변의 바닷물에 정박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센트럴 코스트 6.2856, 99.7284

랑카위에서 가장 긴 해변을 자랑하는 판타이 텡가에는 샬레 
몇 개와 젊은 가족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무성한 리조트가 
있습니다.  훌륭한 음식과 놀라운 일몰 전망으로, 해변에서 몇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차가워 질 수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해변이 부르고있다.
                       그리고 당신은 가야합니다!



Tanjung Rhu

Pantai Pasir Tengkorak

해골 모래 해변 6.43080, 99.7259

두들겨 맞은 길에서 조금 떨어져있는이 불길한 이름의 해변은 크고 작은 그룹을위한 
트레킹, 캠핑, 수영 및 일광욕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특징으로합니다.  해변 
주변의 독특한 암석뿐만 아니라 태국 남부 섬 인 코 타루 타오 (Koh Tarutao)도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블랙 샌드 비치 6.4271, 99.7946

블랙 샌즈 비치 (Black Sands Beach)의 모래가 
검은 색으로 후추를 칠한 이유에 대한 추측은 
만연하고 그 음모를 더합니다.  이 기이하고 
편안한 해변과 어촌 마을은 부두를 따라 산책, 
사진 촬영 및 어린이 친화적 인 활동을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Pantai Legenda

Tanjung Rhu Beach

Tanjung Rhu Resort

레전드 비치 6.3120, 99.8522

타만 레전다 (Taman Legenda) 내에 위치한이 깨끗한 
해변은 Kuah Jetty 근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일몰 피크닉으로 숨겨진 세계를 발견하고 
안다만 해의 반짝이는 청록색 바다를 즐기십시오.

탄중루 비치 6.4571, 99.8242

시계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 타임 캡슐 인 Tanjung Rhu 
Beach는 숲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복도, 고요한 해안선 
및 조용한 휴양지를 찾는 방문객을위한 평화로운 
영토를 특징으로하는 놀라운 휴양지입니다 .



챕터 4

문화 및
유산

Langkawi Craft Complex

 6.4203, 99.7803

 Jalan Teluk Yu, Mukim Bohor
10am – 6pm    |     +604-959 1913

랑카위 크래프트 콤플렉스1

또한 왕립 박물관, 이슬람 박물관 및 유산 박물관이있는 랑카위 
공예 단지는 실크 바틱 그림, 등나무 바구니 및 송켓과 같은 민속, 
전설 및 지역 예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지역 결혼식에 대해 
알려줍니다.

전설의 섬으로 알려진 랑카위의 거의 모든 것이 민속 또는 전설에 묶여 있습니다. 지역 지식의 

영향과 태국과의 권력 투쟁 사이에서이 섬은 자연 관광 자석입니다. 쿠아 (Kuah) 지역 주민들의 

매혹적인 전통에서부터 거짓으로 비난받는 여성의 전설적인 무덤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입장 

할 것입니다. 

문화 독수리를 위해
                    & 역사 버프

Balai  Seni Negara

Galeria Perdana

 

 

   6.3256, 99.8352 
 Jalan Pelangi 2, Dayang Walk Commercial Square, Kuah
10am – 6pm    |     604-961 1601

갤러리아 프라임2

1995 년에 설립 된이 장엄한 박물관에는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툰 박사 마하티르 
(Mahathir) 박사가 말레이시아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받은 수천 개의 선물, 기념품 및 
상이 있습니다. 5.3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확장 된이 갤러리 자체는 복잡하며 동양 
건축과 구별됩니다. 카레 리 탐험을 
위해 최소 2 시간을 허용하고, 2 층 
건물로 뛰어 들고, 회전시 표시되는 
9,000 개 이상의 항목을 탐험하십시오. 

 6.4032, 99.8539
 Jalan Ayer Hangat, Kampung Kilim

9am – 6pm    |     +604-959 1498

국립 미술관
(주립 미술관)

3

이 갤러리는 Kuah의 Dayang Walk Commer-
cial Square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곳입니다. 랑카위의 국립 
미술관에서 그림, 그림, 조각 컬렉션을 발견 
할 때입니다. 공식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방문하기 전에 갤러리가 무엇을 표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Ayer Hangat VillageAyer Hangat Village

Taman Legenda

Taman Legenda

4

   6.4229, 99.8132 

 16, Jalan Padang Matsirat
9am – 6pm    |     +6011-1950 6460

 

Ayer Hangat Village4

이 매력은 희귀 한 바닷물 온천에 대해 배우고, 
뜨거운 바닷물 자쿠지, 작은 연못 및 분수를 즐길 
수있는 곳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정원, 안무 
문화 쇼, 레스토랑 및 선물 가게에 매료 될 
준비를하십시오.

전설 공원5

Dataran Lang (Dataran Lang) 옆에 
위치한이 아름답게 조경 된 민속 
테마 공원은 50 헥타르의 복합 
건물로 총 17 개의 다채로운 
조각품이 있으며 영어로 된 간판과 
함께 신화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또한 네 개의 인공 호수뿐만 아니라 
좁은 해변 스트립과 도보 포장 
도로가있어 조깅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장소입니다. 

6.3088, 99.8545
Kuah (데이터란 랭 옆)

Open Daily    |     +604-966 7789

Portrait of Mahsuri Mahsuri’s Museum

Mahsuri’s Tomb

Mahsuri’s Batik

Keris used to 
murder Mahsuri

Mahsuri’s House

 

마쓰리 시티6

역사와 문화 애호가들은이 매력에서 랑카위와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해 배우는 놀라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츄리의 무덤은 간통죄로 잘못 기소되어 
찔려 죽고 7 세대 동안 섬을 저주 한 아름다운 
처녀의 마지막 휴식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랑카위가 관광 목적지로 개발 
된 후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로 바뀌 
었습니다. 문화 전시, 전통 음악 공연 및 
바틱 워크샵으로 방문을 시작하십시오. 
다음으로 마쓰리 박물관을 방문하여 
순교자의 비극적 인 이야기를 읽은 
다음 야외 통로를 돌아 다니며 
전설적인 공주의 마지막 휴식 장소 인 
마쓰리 (Mahsuri)의 무덤으로 
이어집니다.

6.3387, 99.7836
16, Jalan Padang Matsirat

9am – 6pm    |     +604-955 6055



Beras Terbakar

Rice Farming Experience

 

   

 

6.3536, 99.7307
Kampung Raja, Padang Matsirat

10am – 5:30pm    |     +604-966 7789

불타는 쌀8

이 작은 마을은 랑카위 & 시암 전쟁 중 현지인들이 쌀을 태운 곳입니다. 불에 탄 쌀의 잔해가 
현장에 보존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시암의 섬 침공을 어떻게 막았는지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6.3387, 99.7836
Jalan Pantai Chenang

9am – 5pm    |     +604-955 1118

랑카위 패디 사이트7

판타이 체낭 (Pantai Chenang) 해변 지역에서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있는 무료 가이드가 쌀의 
전통적인 재배, 가공 및 생산에 대해 배우기 위해 
당신을 데려 갈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일한다면, 당신은 다양성의 정원에서 자신을 심는 
쌀을 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디 아그로 테크
놀로지 파크

9

지역 농업 및 농업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위한 대접으로, Gunung Raya Reserve 
숲 위에 과일 농장으로 구성된 토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20 종류 이상의 열대 과일 나무, 통제 
된 환경 채소 농장 및 방해받지 않는 자연 열대 
우림이 있습니다. 전문 트럭에 가이드 투어에 
가입하여 모든 것을 탐험하십시오. 

6.3613, 99.7926
1, Jalan Padang Gaong, Lubuk Semilang, Ulu Melaka, Kuah

8:30am – 5pm (Friday Closed)    |    +604-953 2550

거리 예술10

최근에는 랑카위의 스트리트 아트 
프로젝트가 등장했습니다. Kuah의 
Pandak Mayah 지역의 길 페나락을 
따라 여러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 위의 위치와 고르지 않은 
강둑에 대한 자신의 도전을 제공하는 
세 개의 작은 다리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테마는 랑카위의 전설, 
민속, 문화 및 상징적 인 마수리의 
전설, 임신 한 처녀 호수, 물 버팔로, 
브라 미니 연 및 기타 여러 가지 상징적 
인 명소를 다루며,이 화려한 벽화는 
인접한 햇볕에 구운 건물에 필요한 
색채를 더합니다. 이 지역에 있다면이 
아름다운 벽화는 확실히 방문 할 
가치가 있습니다.

6.3200, 99.8509
Pekan Pandak Mayah, Kuah

Open Daily



챕터 5

요리법
& 요리

맛의 폭발,이 매운 쌀국수 요리는 랑카위에있을 
때 놓칠 수없는 것입니다. 식욕을 돋우고 매운 
국물은 고등어와 향기로운 허브로 
만들어집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락사의 많은 
변형이 있으며, 랑카위 락사의 핵심 성분은 
수프에 독특한 탱탱한 맛을주는 타마 
린드입니다. 얇게 썬 오이, 상추, 파인애플, 양파, 
민트 잎 및 칠리로 장식 된 반쯤 삶은 달걀을 
얹어 놓습니다.

락사2

락투드4

약효를 자랑하는 
락투드는 해안에서 적당한 
거리를 자라는 해초의 한 
형태입니다. 계절적이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항상 얻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상처 치유 특성으로 전반적인 웰빙을 
제공한다고합니다. 

뜨거운 굴라쉬1

미식가이든 아니든, 랑카위가 제공해야하는 최고의 현지 
요금을 샘플링하지 않으면 여행이 불완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매혹적인 안다만 해와 마친창 산의 일몰 
전망에 몸을 담그면서 섬 전역에서 발견되는 예산 식사를 
파헤 칠 수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최고의 음식 중 
일부는 Kuah, Pantai Chenang, Pantai Tenga 및 Pantai 
Kok과 같은 관광객 친화적 인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 요리와
맛있는 음식

굴라이 파나스는 매운 뜨거운 카레입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이 건강에 좋은 전통 말레이 
요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껍고 풍부한 전통 
카레와는 달리, 굴라이는 더 탱탱하고 물기가 
많습니다. 뜨겁게 제공되면 쌀에 흠뻑 젖었을 때 
맛있고 삼발 벨라칸과 울람 울라 만 (전통 야채 
샐러드)과 함께 가장 잘 먹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더 많은 것을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가마트 수프3

가마트는 랑카위의 
바다의 인삼입니다! 이 
해삼 수프는 치유력과 
저항 할 수없는 맛을 
자랑하는 가장 독특한 랑카위 진미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허브로 끓인 다진 
해삼으로이 수프는 오랫동안 현지인들에 의해 
전통 의학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브로녹5

독특하고 맛있고 중독성이 강한 샐러드는 종종 
날것으로 먹는 브로녹 (해삼의 일종)을 얇게 썬 
다음 코코넛 조미료, 삼발, 칠리, 케리식, 렝쿠아 
및 파쇄 된 캐슈 잎과 혼합합니다. 이 시그니처 
애피타이저는 짭짤하고 쫄깃하고 바삭 바삭한 
맛이 동시에 느껴지며 
랑카위에서만 볼 수있는 꼭 
먹어봐야 할 요리입니다.

해산물6

랑카위 (Langkawi)는 독특한 해산물 중심의 
섬으로 풍부한 낚시터가 풍부하여 해산물 
애호가들은 적당한 가격으로 섬 주변에서 
다양한 신선한 어획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운 
해산물은 여행 할 가치가있는 가장 인기있는 
현지 요리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 잎에 싸인 
신선한 해산물, 향신료가 가득한 삼발과 숯불 
위에 구운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하면 입이 저항 
할 수없는 연기가 자욱한 맛과 육즙이 많은 
부드러움으로 폭발합니다.

나 케탐 (게 국수)7 전통 디저트:
Bunga Pudak & Kuih Karas

8

랑카위에서 가장 인기있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몇 시간 동안 게 껍질로 끓인 맛있는 육즙은 
당신에게 바다의 고전적인 본질을 제공합니다. 
노란 국수에는 신선한 꽃게를 얹고 고구마를 
기본으로 한 육즙과 라임 주스를 넉넉하게 
짜내서 드십니다. 이 즙이 많은 꽃게 고기를 
입안에서 녹이게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분명히 다른 접시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 우당 (새우 국수)은 
말레이시아에서 더 인기가 있지만, 나 케탐은 
무엇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Bunga Pudak과 Kuih Karas는 랑카위의 유명한 
전통 디저트입니다. 두 디저트 모두 밀가루를 
기본으로하며 일반적으로 
뜨거운 차 한 잔과 완벽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티 타임에 
먹습니다.



  6.2880, 99.7283

 Jalan Pantai Chenang
10am - 6pm    |    +604-955 6100

제 6.1 장: 가족의 흔적

완벽한 트레일 찾기

                              가족과 함께!

Mangrove Exploration1

랑카위의 지질 공원, 숲, 강, 미로와 같은 산악 지형 인 자연의 놀이터를 탐험하는 것은 가족에게 
필수입니다. 순항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Kilim 맹그로브 나무 그늘 아래에서 빠른 그늘을 
발견하면서 강이 뒤틀리고 자연 야생 동물의 고향 인 섬세하게 균형 잡힌 생태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 추천: 
Kilim Karst Geoforest Park, Kubang Badak BioGeo Trail, Tanjung Rhu, Pulau Tuba

Underwater World Langkawi2

맹그로브 탐험
@Kubang 코뿔소 바이오지오 트레일

  6.3879, 99.8619

 1485, Kampung Belanga Pecah, Jalan Ayer Hangat
8:30am - 5:30pm   |    +604-966 5855

Crocodile Adventureland3

Langkawi Wildlife Park4 Island Horses Langkawi5

6.4031, 99.7127
Mukim Ayer Hangat, Jalan Datai

9:30am - 5pm   |    +604-959 2559

Kuah Town에서 Datai Bay로가는 도중에 위치한이 유네스코 글로벌 지질 
공원에는 크고 작은 4,000 마리의 악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있는 동안 
포로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시 무시한 악어 인 Bujang Lang을 
경계하고 매일 대화 형 쇼를 놓치지 않도록하십시오!

그것은 모두 지역 야생 동물과 방문객 사이의 
교육적인 긴밀한 상호 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 열대 환경은 무수한 조류 종의 
새들을위한 완벽한 서식지입니다. 
방문객들은 설탕 글라이더, 양, 사향 나무, 
토끼 및 마코와 같은 길들여진 동물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 애호가라면, 
승마는 확실히 당신의 
열정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sland 
Horses는 세 가지 
독특한 승마 트레일을 
제공하며, 이곳의 말은 
잘 훈련되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Island 
Horses는 말을 
발견하고 승마 기술을 
연습 할 수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또한 말을 
타고 섬을 
탐험하고자하는 첫 번째 타이머에게 완벽한 
활동입니다.

6.3762, 99.6733
1485, Kampung Belanga Pecah, Jalan Ayer Hangat

8:30am - 5:30pm   |    +604-966 5855

Bujang Lang 자이언트 크로크 쇼
@ Crocodile Adventureland

애니마트로닉 공룡 in Jurassic Croc
@ Crocodile Adventureland

단순히 UWL로도 알려진이 수족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양 및 담수 
수족관입니다. 맑은 바다와 강 아래의 
삶에 대해 배우기 위해 가족을 데려 
오면서이 놀라운 매력에서 4,000 종 
이상의 다른 수생 종에 대해 
배웁니다. 



Perdana Quay Eco Marine Park

Langkawi Splash Out

Langkawi Splash Out

Perdana Quay Eco Marine Park

6.3702, 99.68306
Lot 43 & 44, Jalan Pantai Kok, Padang Matsirat

8:30am - 5:30pm    |    +6011-1769 8233

6

상어, 가오리, 바다 거북이와 함께 수영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물고기와 함께 스노클링을하고, 바다 산책 
모험으로 해양 야생 동물과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당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재배 
탱크, 터치 풀, 해양 야생 동물 연구 센터 및 
어린이 재미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6.3228, 99.8457
Persiaran Mutiara 2, 07000 Langkawi, Kedah

11am - 7pm (목요일 - 일요일)   |    +604-961 1520

Langkawi Splash Out7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랑카위의 첫 번째 
워터 파크 인 스플래시 아웃 (Splash 
Out)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워터 
파크에는 와일드 워터, 스프링클 아일랜드, 
포세이돈의 복수 등과 같은 12 개의 흥미 
진진한 놀이기구와 슬라이드가있어 스릴과 
유출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온 가족을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Helicopter Tour8

풍경에서 바다 풍경, 도시 풍경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함께 헬리콥터 
투어를하여이 전설적인 섬의 멋진 전망을 
즐기십시오. 하늘로 날아올라 멋진 
조감도로 경치 좋은 비행을 즐기며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며, 이는 가장 평범한 광경을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자녀의 첫 번째 
헬리콥터 투어는 비행에 대한 평생의 
사랑을 키울 수있는 기회입니다.

어트랙션 추천: 
HeliOutpost Langkawi @ Jalan Kuala Muda

3D Art in Paradise 
Langkawi

Geopark Discovery Centre

VR Universal

6.3719, 99.6718
Jalan Telaga Tujuh

9am – 6pm    |     +6013-509 1209

3D Art in Paradise Langkawi9

지역 농업 및 농업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위한 대접으로, Gunung Raya Reserve 
숲 위에 과일 농장으로 구성된 토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문 트럭에 대한 가이드 투어에 
가입하여 모든 것을 탐험하십시오.

Oriental Village10

랑카위의 오리엔탈 빌리지는 섬의 케이블카 
네트워크와 스카이브리지의 관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 테마 단지는 
중간에 화려한 호수와 아트 갤러리, VR 유니버설, 
동물 전시회, 기념품 및 수공예품 상점의 긴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6.3706, 99.6713
Burau Bay Padang Matsirat, Pantai Kok

10am - 7pm    |     +604-959 3099

Geopark Discovery Centre (GDC)11

킬림 카르스트 지오포레스트 공원(Kilim 
Karst Geoforest Park)에 위치한 이 
공원에는 6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Langkawi
의 수십억 년 지질 역사, 매혹적인 신화 및 
전설에 대한 소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네스코 글로벌 지질 공원 
네트워크에 대해 배우고 흥미 진진한 대화 
형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4050, 99.8575
Jalan Ayer Hangat

9am - 5pm    |     +604-960 0600



챕터 6.2 : 익스플로러 트레일

Geopark Discovery Centre

탠덤 패러 글라이딩1

오늘 탠덤 패러모터 글라이더에서 전문 
조종사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세요! 이것은 
하늘을 가로 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새가되는 방법을 느끼는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비행 시간은 약 115-20 분입니다. 
일생에 한 번 경험이 기다리고 있으며 모험 
애호가에게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어트랙션 추천:
Kampung Bukit Nau Padang Matsirat

탠덤 스카이다이빙2

랑카위 풍경의 전망이 산과 강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아슬 아슬하다고 생각한다면, 프로들과 
함께 스카이 다이빙을 할 때 놀랄 것입니다. 
숙련 된 전문가 팀과 세계적 수준의 강사가 
이끄는 경험이 전혀 없으며 아직 가장 기억에 
남는 모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 추천:
Komplex ABZ @ Jalan Airport

웨이크보드3

웨이크 보드는 랑카위의 모험적인 수상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모터 보트에 견인되고, 파도에 
부딪히고, 공중에서 자신을 발사하고, 당신이 
생각할 수있는 스핀과 플립의 가장 미친 
조합을 결합하십시오. 성인뿐만 아니라 여덟 세 
이상의 어린이도이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 추천:
Pantai Chenang, Pantai Tengah

수상 스포츠5

랑카위 (Langkawi)와 같은 곳에있을 때 스릴 
넘치는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거의 
필수입니다! Dayang Bunting Island를 돌아 
다니는 제트 스키, 지오 포레스트 및 조류 관찰, 
패러 세일링, 사파리 보트 투어, 스탠드 업 패들 
(SUP) 및 가족 모두를위한 바다 로데오를 
좋아할 것입니다. 친구 나 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바나나 보트에서 랑카위 (Langkawi) 
물을 가로 질러 튀십시오!

어트랙션 추천:
Kilim Karst Geoforest Park, Dayang Bunting Marble 
Geoforest Park, Machinchang Cambrian Geoforest 
Park, Kubang Badak BioGeo Trail, Pantai Chenang

낚시 & 오징어 지깅6

맑은 바닷물 주변의이 낚시 여행에서 랑카위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현지 
여행사 및 어촌 마을은 열렬한 낚시꾼을위한 
심해와 재미있는 낚시를 제공합니다. 그루퍼, 
스내퍼, 바라쿠다, 와후 등과 같은 다양한 
캐치를 즐기십시오. 오징어 지깅은 놓칠 수없는 
또 다른 활동이며 랑카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활동이되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보트를 대여하거나 호텔과 함께 낚시 
여행을 준비하거나 뱃사공 또는 여행사에서 
낚시 여행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 추천: 
Datai Bay, Tanjung Rhu, Kuah, Pantai Chenang

파도타기4

대담한 산책로
               모험을 찾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Pantai Tengah와 Pantai 
Chenang이 서핑 애호가들에게 최고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5월과 9월 사이로, 남서쪽 
몬순 기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1.5m에 달하는 
파도를 일으킨다.

어트랙션 추천:
Pantai Chenang



Pulau Payar Marine Park

Gua Pinang Gua Buaya

Durian Perangin Waterfall

스노클링 & 다이빙7

스노클링과 다이빙은 초보자 또는 숙련 된 
다이버 등 안다만 해의 수중 생활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스노클링 명소는 
또한 현장에서 어린이 친화적 인 스노클링을 
제공하며, 아이들은 가족으로서 해저면을 
탐험하면서 바다 거북이, 다채로운 열대어, 
산호 및 기타 해양 생물을 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스노클링 
전세를 타고 따뜻한 바다로 뛰어 들어 기억에 
남는 여행을 떠나십시오.

어트랙션 추천:
Pulau Dangli, Pulau Payar Marine Park, Datai Bay Beach,
Tanjung Rhu Beach, Pulau Beras Basah, Pulau Timun,  
Coral Garden, Grouper Farm, Kaca Boat Wrecks, Lembu 
Rocks, Pulau Segantang, Pulau Cepu, Pulau Jemuruk

폭포 협곡8

Gunung Raya에서이 폭포 협곡 도전 
투어를위한 하네스에 스트랩을 
착용하십시오! Durian Perangin 폭포의 
강력한 힘에 가까이 다가 가기위한 궁극적 인 
도전이며, 랑카위의 가장 높은 산 인 Gunung 
Raya의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십시오. 바닥에 도달하면 폭포 
수영장에서 상쾌한 수영으로 성취를 
축하하십시오.

어트랙션 추천:
Durian Perangin Waterfall

동굴 탐험 모험9

랑카위는 지질 학적 형성으로 가득차 있으며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자연 동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석과 석순은이 고대 경이로움의 동굴 깊이를 삼켜 버리고 선사 시대 
경이로움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 할 수 있습니다. Gua Pinang의 바다 동굴에서부터 Gua 
Kelawar의 방과 웅장한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Langkawi는 모든 스펠룬커를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트랙션 추천:
Gua Pinang, Gua Wang Buloh, Gua Kelawar

Wreathed 
Hornbill

 Birdwatching @ Kilim Geoforest 
Park Mangrove Safari Boat Tour 

Rainforest Walk @ Gunung Raya Forest Reserve

Brahminy Kite

Brown-winged 조류 관찰10

랑카위 (Langkawi)는 해안 지역, 습지, 맹그로브 늪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서식지가있는 몇 안되는 장소 중 하나이며 267 종 이상의 조류에 대한 해안 
낙원입니다. 겨울에는 많은 철새들이 랑카위를 그들의 집으로 만듭니다. 이 
귀중한 섬은 또한 "세계의 혼빌 섬"으로 간주되며, 그레이트 혼빌, 화환 혼빌 
및 동양 파이드 혼빌 (Oriental Pied Hornbill)은 랑카위에서 쉽게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 추천:
Machinchang Cambrian, Kilim Karst, 
Pantai Chenang, Gunung Raya, 
Pulau Tuba, Dayang Bunting Marble 

정글 트레킹 /
자연 산책

11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와 함께 
자연과 지역 야생 동물이 어떻게 
공존하고 시간을 통해 서로를 
양육하는지에 대해 배우게됩니다. 
더욱 독특하게 만들려면 다크 
패키지의 성역에 가입하십시오.

어트랙션 추천:
Machinchang Cambrian, Kilim Karst, 
Pantai Chenang, Pulau Tuba, Dayang
Bunting Marble Geoforest Park, Gunung
Raya, Skytrail Trek, Darulaman Sanctuary  



SKYTREX Adventure Langkawi

Langkawi Adventure & X-Treme Park

Morac Adventure Park

6.3167, 99.7245

Lot 67, Pantai Chenang
1pm - 9pm    |     +60 12-957 3327

모락 어드벤처 파크13

이 세계적 수준의 고카트 트랙에서 금속에 
페달을 밟아 가족과 친구들을 경주하여 오늘의 
기록을 이길 때입니다. 그것은 아드레날린 
러시를 유도하는 1.3km 트랙과 경주 후에 채울 
수있는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ii. Langkawi Adventure & X-Treme Park
   부근의 호텔
Langkawi Adventure & X-Treme Park는 ATV 
타기, 정글 승마, 스카이 바이크, 플라잉 폭스, 
Go 카트, 페인트 볼 및 양궁 대상 촬영 및 
Langkawi Adventure & X-Treme Park에서 
기타 흥미 진진한 어드벤처 게임과 같은 10 
가지 이상의 짜릿한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6.4012, 99.853
Jalan Ayer Hangat, Kampung Kilim

10am - 6pm    |     +6017-775 646

6.3705, 99.6810
Jalan Teluk Yu, Kampung Kok

9am - 5:30pm    |     +6019-280 5679

야외 모험 활동12

i. 스카이트렉스 어드벤처 랑카위
SkyTrex는 열대 우림의 캐노피에서 정글 트레킹을 즐길 
수있는 조직 된 생태 레크리에이션 야외 활동을 제공합니다. 
민첩성을 테스트하고 두려움에 도전하십시오! 어떤 레벨을 
선택하든 훌륭한 시간이 보장됩니다. 아일랜드 익스트림 
(Island Extreme) 주택에 도전하여 악명 높은 신경질적인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Bukit Batu Licin, Pulau Tuba

하이킹14

랑카위는 무성한 열대 우림으로 가득한 
축복받은 섬으로 화려한 자연 경관으로 
하이킹을 머무는 동안 즐길 수있는 완벽한 
활동입니다. 아마추어이든 
프로이든, 랑카위에서의 
하이킹은 의심 할 여지없이 
등산객과 야외 애호가가 
발견 할 수있는 최고의 
여행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배낭을 잡고 
필수품을 포장하고 녹색으로 
인해 도시의 번잡함과 
콘크리트 벽을 잊어 버리면서 
여행을 시작하게하십시오.

트레일 추천:

1. Gunung Raya
 시작점 : 6.3638, 99.7903
 레벨 : 하드
 거리 : 7.9 km
 소요 시간 : 예상 4시간 ±

2. Gunung Machinchang
 시작점 : 6.3722, 99.6727
 레벨 : 하드
 거리 : 5.6 km
 소요 시간 : 예상 2-3시간 ±

3. Wat Koh Wanararm &
 Orchid Farm Trail
 시작점 : 6.3356, 99.8755
 레벨 : 보통
 거리 : 2.9 km
 소요 시간 : 예상 1.5시간 ±

4. Bukit Penarak @ Kuah
 시작점 : 6.3081, 99.8669
 레벨 : 보통
 거리 : 3.2 km
 소요 시간 : 예상 2시간 ±

5. Seven Wells Waterfall Loop
 시작점 : 6.3779, 99.6740
 레벨 : 쉬운
 거리 : 2.3 km
 소요 시간 : 예상 1시간 ±

6. Skytrail Trek @
 Gunung Machinchang 
 시작점 : 6.3719, 99.6718
 레벨 : 쉬운
 거리 : 900 m
 소요 시간 : 예상 45 분 ±

7. Bukit Batu Licin, Pulau Tuba
 시작점 : 6.2484, 99.8376
 레벨 : 쉬운
 거리 : 800 m
 소요 시간 : 예상 35 분 ±

8. Bukit Kechubung Trail
 시작점 : 6.3488, 99.8008
 레벨 : 쉬운
 거리 : 2.6 km
 소요 시간 : 예상 1시간 ±



The Gemalai Village @ Laman Padi

트레일 추천:

1. IM 70.3 Langkawi Bike Ride
 시작점 : 6.4229, 99.6822
 끝점 : 6.3386, 99.7275
 지형 : 도로
 거리 : 89 km

2. Langkawi Loop
 시작점 : 6.3271, 99.8424
 끝점 : 6.3270, 99.8401
 지형 : 도로
 거리 : 50 km

3. LGK Fun Ride Langkawi Km78
 시작점 : 6.3010, 99.8546
 끝점 : 6.3010, 99.8546
 지형 : 도로
 거리 : 78 km

4. Pantai Chenang
 시작점 : 6.3271, 99.8424
 끝점 : 6.2906, 99.7274
 지형 : 도로
 거리 : 19 km

5. Town to Hill Top
 Kuah - Gunung Raya
 시작점 : 6.3252, 99.8356
 끝점 : 6.3252, 99.8356
 지형 : 도로
 거리 : 49.3 km

6. Hill Top from Beach
 Pantai Chenang - Gunung Raya
 시작점 : 6.2906, 99.7274
 끝점 : 6.3695, 99.8194
 지형 : 도로
 거리 : 29.4 km

7. Nature & Village Tour
 Pantai Chenang - Ulu Melaka
 시작점 : 6.2906, 99.7274
 끝점 : 6.36606, 99.7798
 지형 : 도로
 거리 : 29.4 km

사이클링15

친구 나 가족과 함께 랑카위 (Langkawi) 
외곽을 탐험하고 현지인들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고무, 코코넛 및 논 
농장의 경치 좋은 경로를 즐기고 도중에 현지 
야생 동물을 발견 할 수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트랙션 추천:
Ridescape @ Kuala Sungai Melaka, Gunung Raya Ride, 
Nature Cycling Tour, Village Cycling Tour, Paddy Fields 
Cycling Tour, Le Tour de Langkawi route

The Datai Langkawi

챕터 6.3 : 라비셔의 흔적

Four Seasons Resort Langkawi The Ritz-Carlton, Langkawi

Berjaya Langkawi Resort

개인 숙박1

전용 수영장이 완비 된 개인 빌라 / 리조트 형태의 개인 숙박은 
번잡함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 수있는보다 친밀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랑카위 (Langkawi)의이 호화로운 숙박 시설은 다른 시설과 탁월한 환대에 
대한 생각 이외에 산만 함없이 화려한 안다만 해로 주변을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정글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젊어지게하고 
마음과 몸과 영혼을 재충전 할 때입니다!

트레일 투
    진정한 성소



Langkawi Sunset CruiseLangkawi Sunset Cruise Day Lunch Yacht Cruise 

Kelapa Grill @ Four Seasons Resort Langkawi

안다만 바다 크루즈 체험2

숨막히는 안다만 바다를 가로 질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짜릿한 하루 또는 일몰 크루즈를 타십시오. 
랑카위 군도를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닷물 
자쿠지, 자유롭게 흐르는 음료 및 전설의 섬 주변의 
맛있는 뷔페를 즐기십시오.

고급 식사 경험3

미식가의 즐거움, 촛불 빛 분위기, 해변 또는 울창한 열대 우림 한가운데서도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섬세한 장식을 즐길 수있는 최고의 저녁 식사 경험을 즐기십시오. 낭만적 인 저녁 
식사, 큰 날을 축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억에 남는 식사를하는 것이든, 고급스러운 식사 
경험은 휴가를 기억에 남을 수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The Datai Spa

Manta Blu Yacht

프리미엄 자동차 렌털4

다른 도로 여행자를 질투하게 만들 차량에서 
스타일로 도로를 치십시오! 랑카위에서 프리미엄 
렌터카를 예약하여 휴가 기간 동안 편안함의 
오아시스를 즐기십시오. 가족 휴가를 가거나 
비즈니스를 위해 여행하든 자신의 교통편으로 
랑카위의 숨막히는 경치를 자유롭게 탐험 할 수 
있습니다.

스파 & 웰니스5

재충전과 복원이 휴가가 당신을 위해 전부라면, 
호화로운 스파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적 수준의 스파, 개인적이고 
고요한 스파에서 감각을 고급스럽게하고, 
다양한 개인화 된 트리트먼트와 마사지로 삶의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자신이받을만한 대접을 
받으십시오.

개인 이벤트 / 파티6

개인 파티에서 갈라, 기업 행사, 결혼식 등에 
이르기까지 랑카위에서 잊을 수없는 축하 
행사를 개최 할 수있는 놀라운 자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요트 또는 개인 섬에서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을 기뻐하고, 아무도 잊지 
못할 최고의 행사가되도록하십시오.



2022 목록 0F 호텔 및 리조트:

Aloft Langkawi Pantai Tengah

Ambong Pool Villas

Dash Resort Langkawi

Bon Ton Resort

Pantai Chenang
Pelangi Beach And Spa Resort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2 8888
* 5 Star

Casa Del Mar
Jalan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5 2388
* 4 Star

Bon Ton Resort
Lot 1047, Pantai Chenang
+604-955 1688
* 4 Star

Mercure Langkawi Pantai Chenang
2500,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2 5888
* 4 Star

Temple Tree Resort
Lot 1053, Jalan Pantai Chenang, Pantai Chenang
+6017-599 5935
* 4 Star 

Hotel Adya Chenang
490, Jalan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2 3890
* 3 Star

Nadias Hotel
Lot 977,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5 1401
* 3 Star

Chenang Plaza Beach Hotel
Lot 2606, Jln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5 8228
* 3 Star

Kunang-kunang Heritage Villas 
Lot 1947 A, Jalan Pantai Chenang, Mukim Kampung Gelam
+604-952 3656
* 3 Star

Langkapuri Inn
Pt 895,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5 1202
* 2 Star

Pantai Tengah
Parkroyal Langkawi Resort
Lot 60199 , Pantai Tengah
1-300-88-7827
* 5 Star

Aloft Langkawi Pantai Tengah
Lot 701, Jalan Pantai Tengah, Mukim Kedawang
+604-952 5252
* 4 Star

Ambong Pool Villas
Jalan Teluk Baru, Mukim Kedawang
+604-955 8428
* 4 Star

Camar Resort Langkawi
60183, Jalan Pantai Tengah, Mukim Kedawang
+604-952 4111
* 4 Star

Cottage By The Sea
Jalan Teluk Baru, Mukim Kedawang
+604-952 0000
* 4 Star

Dash Resort Langkawi
Jalan Teluk Baru, Jalan Pantai Tengah, Mukim Kedawang
+604-955 7171
* 4 Star

Holiday Villa Langkawi
Lot 1698, Pantai Tengah, Tanjung Malai
+604-952 9999
* 4 Star

Resort World Langkawi
Tanjung Malai, Mukim Kedawang
+604-955 5111
* 4 Star

Villa Molek Langkawi
2863, Jalan Teluk Baru, Pantai Tengah
+6017-420 1688
* 3 Star

이 브로셔에 나열된 모든 숙박 시설은 공식적으로 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MOTAC) & Majlis Perbandaran 
Langkawi Bandaraya Pelancongan (MPLBP) 2022 년.

*

자연스럽게 환영

모든 것을 포용하는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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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uk Datai

The Datai Langkawi
Teluk Datai, Mukim Padang Matsirat
+604-950 0500
* 5 Star

Padang Matsirat 

Langkawi Lagoon Resort 
Lot 78, Jalan Kuala Muda, 
Kampung Padang Matsirat,
+604-953 3750
* 4 Star 

Ombak Villa Langkawi
Lot 78 Kuala Melaka, 
Jalan Kuala Muda
Mukim Padang Matsirat
+604-955 8181
* 4 Star 

Kuala Melaka Inn
Kompleks Perdana, 
Jalan Kuala Melaka
+607-268 7406
* 1-2 Star

Tanjung Rhu

Four Seasons Resort Langkawi 
Pantai Tanjung Rhu, Mukim Ayer 
Hangat
+604-950 8888
* 5 Star 

Tanjung Rhu Resort Langkawi
Pantai Tanjung Rhu, 
Mukim Ayer Hangat
+6016-959 1033
* 5 Star

Pantai Kok

Berjaya Langkawi Beach & Spa 
Resort
PO Box 200, Burau Bay
+604-959 1888
* 5 Star

The Danna Langkawi
Telaga Harbour Park, 
Jalan Pantai Kok
+604-950 0888
* 5 Star

The Ritz-Carlton Langkawi
PO Box 199, Jalan Pantai Kok, Teluk 
Nibong
+604-952 4888
* 5 Star

Ulu Melaka

Hotel Panorama Country Resort 
Langkawi
Jalan Lubuk Semilang, 
Mukim Ulu Melaka
+604-955 2721
* 2 Star

Pulau Rebak

Rebak Island Resort
Pulau Rebak, Mukim Kedawang
+604-966 5566
* 5 Star

Kuah

The St. Regis Langkawi
Jalan Pantai Beringin, Mukim Kuah
+604-960 6666
* 5 Star

The Westin Langkawi Resort & Spa
Jalan Pantai Dato’ Syed Omar, 
Mukim Kuah
+604-960 8888
* 5 Star

Adya Hotel
1 PT, 4001, Persiaran Mutiara 2, 
Mukim Kuah
+604-960 8000
* 4 Star

Bayview Hotel Langkawi
Jalan Pandak Mayah 1, 
Pusat Bandar Kuah
+604-966 1818
* 4 Star

Dayang Bay Resort Langkawi
15, Persiaran Pelangi, 
Jalan Kelibang, Mukim Kuah
+604-966 5515
* 4 Star

Bella Vista Waterfront Resort 
Langkawi
Pusat Dagangan Kelana Mas Kuah
+604-966 2800
* 3 Star

De Baron Resort Langkawi
Persiaran Dayang 3, 
Dayang Business Centre, 
Mukim Kuah
+604-966 2222
* 3 Star

Hotel Grand Continental Langkawi
Lot 398, Jalan Kelibang, 
Mukim Kuah
+604-966 0333
* 3 Star

HIG Hotel
1852, Jalan Penarak, Mukim Kuah
+ 04-966 0600
* 3 Star

Bahagia Hotel Langkawi
No.68-78 Persiaran Bunga Raya, 
Langkawi Mall Phase II
+604-969 8899
* 3 Star

Chill Suites Langkawi
31, Jalan Mahawangsa 1, 
Mukim Kuah
+604-961 1077
* 3 Star

Langkawi Seaview Hotel
40, Jalan Penarak, Mukim Kuah
+604-966 0600
* 2 Star

Nagoya Inn Langkawi
No 40-48 Pusat Mas Batu 1, 
Jalan Kelibang, Mukim Mukim Kuah
+604-967 0888
* 2 Star

Simfoni Resort
Lot 1-13 Jln Taman Pelangi, 
Taman Pelangi, Mukim Kuah
+6019-207 6131
* 2 Star

Eagle Bay Hotel
No 33, Jalan Persiaran Putra, 
Mukim Kuah
+604-966 8585
* 1-2 Star

Greenish Hotel Langkawi
263, Jalan Ayer Hangat, 
Mukim Kuah
+6012-596 1615
* 2 Star

Hotel Langkasuka Langkawi
3 & 4 Hotel Asia, 
Jalan Persiaran Putra, Mukim Kuah
+6012-966 6828
* 2 Star

이 브로셔에 나열된 모든 숙박 시설은 공식적으로 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MOTAC) & Majlis Perbandaran Langkawi 
Bandaraya Pelancongan (MPLBP) 2022 년.

*

Pantai Chenang
• Kunang Kunang Heritage Villas
• Myvilla Langkawi Hotel
• Sunset Beach Resort
• Landcons Hotel
• Lavigo Resort
• Melati Tanjung Motel
• Shell Out Chenang Beach Resort
• TokJah Guesthouse
• White Lodge Langkawi
• Blissful Guest House
• CD Damai Inn Motel
• Chalet TM3, Langkawi
• Chenang Inn
• Chenang Lodge Motel
• Gecko Guesthouse
• Vila Thai Langkawi

Pantai Tengah
• Villa Molek
• Aseania Resort & Spa Langkawi
• Fave Hotel
• The Villa Langkawi
• Corrie Chalet Langkawi
• Salsa Resort
• Fuuka Villa Orchid
• H&Z Langkawi Motel Orchid
• Nahdhoh Langkawi Resort 
• Ranis Lodge

Padang Mastirat
• Chuu Pun Village Resort
• Langkawi Lagoon Beach Resort
• Modular Langkawi Capsule Hotel
• Teratak Sireh Lagenda
• Chalet Sri Bayu Inn
• Senyum Inn
• Cloud9 Holiday Cottages
• DRYM Valley Langkawi
• Kasturi Motel Langkawi
• New Dawn For Langkawi
• Pemandangan Indah Guest House
• Wang Valley Resort
• Warisan Tok Chah Roomstay 

Ulu Melaka
• KBKB Homelystay Langkawi
• Lyaa Resthouse
• Pak Raja Villas
• Red Door Apartment

Kuah
• Goldsands Hotel Langkawi
• Kondo Istana
• My Hotel
• Royal Agate Beach Resort
• Royale Chenang Resort
• Sandy Garden Resort Langkawi
• The Ocean Residence Langkawi
• Altis Hotel Langkawi
• Asia Hotel
• De Bleu Hotel
• Geopark Inn Langkawi
• Kelibang Comfort Inn
• My Rainforest Suite Hotel
• Paretto Seaview Hotel
• Penarak Bamboo Beach Motel
• Season Inn Langkawi
• Best Seven Langkawi Inn
• Cattleya Inn Motel
• D Qamar Motel
• Eleven Inn Motel
• Motel Warisan Siti
• P Motel Langkawi
• Perdana Beach Resort
• Rasa Senang Villa
• Tamarinda Guest House
• Virteuz Inn

난초 등급

Tanjung Rhu 

D’Villa Guest House Langkawi
Kampung Padang Lalang
Mukim Ayer Hangat
+6013-412 9012

Bella Vista Express Langkawi
Padang Matsirat, Jalan Kuala Muda
Mukim Padang Matsirat
+604-953 3000

Myangkasa Akademi & Resort Langkawi
Jalan Chandekkura, Kampung Bukit Lembu
Mukim Kedawang
+604-955 2253

Pantai Chenang

AB Motel Beach Resort 
Lot 57 & 2619, Jalan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 955 1300

Casa Fina Fine Homes
Lot 53, Jalan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3 3555

Chenang Memories Motel 
No 40, Kampung Padang Puteh
Mukim Kedawang
+604-952 3063

Delta Chenang Resort
Lot 896,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5 1307

The Gemalai Village, Laman Padi
Jalan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13-302 3099

Sandy Beach Resort
Jalan Pantai Chenang, Mukim Kedawang
+604-955 1662

Pantai Tengah

Charlie Langkawi Motel
1235, Jalan Pantai Tengah
Kampung Lubok Buaya, 
Mukim Kendawang
+6017-466 7289

Kuah

Chill Suite Langkawi
31, Jalan Mahawangsa 1, Mukim Kuah
+604-961 1077

Citin Hotel 
Lorong Mahsuri 3, Mukim Kuah
+604-966 9000

Hotel Asia Langkawi 
No.2,4&6, Jalan Persiaran Putra
Mukim Kuah
+604-969 2288

JS Motel 2
No 89, 90, 91 & 92, Jalan Pandak Mayah 5
Mukim Kuah
+604-966 0534

Langkawi Baron Hotel
2, Jalan Lencongan Putra 3, Mukim Kuah
+604-966 2000

Langkawi Uptown Hotel 
No. 1, Jalan Pandak Mayah 7, Mukim Kuah
+604-966 3220

LV Modern Suite Langkawi By Zervin 
No 25 & 27, Jalan Pandak Mayah 4
Pusat Bandar Kuah

Motel Mawanza
Jalan Kelibang, Mukim Kuah
+6012-554 6740

Riverra Inn
Lot 290, Kampung Kuah, Mukim Kuah
+604-969 5566

Sinaran Motel
No 9b, Taman Jentayu, Jalan Penarak
Mukim Kuah
+604-969 2222

Sri Manis Hotel
Jalan Penarak, Mukim Kuah
+604-966 7805

Sri Pulau Motel
No. 42-C, Jalan Penarak
Bendang Baru
+604-966 7185

Sunderland Motel
No 19, Jalan Pandak Mayah 5
Pusat Bandar Kuah
+604-966 6733

The Best Region Hotel
Lot 308, Jalan Lencongan Putra 2
Mukim Kuah
+6012-491 8378

다른 권장 사항



GeoProducts

Gamat (해삼) 비스킷스팅리스 비 꿀 허브 커피 수제 허브 비누

유리 블로운 크리스탈 코코넛 쉘 공예 GeoCookies

납결 염색법압박 직조 공예

버진 코코넛 오일

랑카위 미네랄 워터 대리석 공예

멜리사 세라믹 수공예 화이트 커피

진정성 확인

랑카위는 자연, 유산 및 문화의 소중한 땅입니다. 그것은 
현지에서 재배 된 재료로 만든 요리 및 수공예 제품과 토착 
지식의 부가 가치를 자랑합니다. 장인 정신과 예술적 가치로 
유용하고 존경받는 의미있는 기념품을 구입하면 현지인을 
홍보하고 지원합니다. 그렇다면이 상징적 인 보물 중 일부를 
집으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1. 스팅리스 비 꿀
 (Madu kelulut) 곁에: 
 by: Madu Kelulut Langkawi Resources

2. Kopi Periuk Tanak, Kopi Pecah Periuk  
 (허브 커피), Sidr는 기름과 젤을  
 남깁니다.
 by: Canai Intan Legacy Resources

3. 버진 코코넛 오일 &
 수제 허브 비누
 by: Datai Valley Enterprise

4. Gamat (해삼) 비스킷
 by: Roha Zara Enterprise

5. 크리스탈 유리 블로잉
 by: Faizy Crystal Glass Blowing Sdn. Bhd.

6. 코코넛 쉘 공예
 by: Two Pai Craft

7. Milk & Buffalo 요구르트 (Dadih) 
 by: Tower House Gunung Raya

8. GeoCookies
 by: Fiqaazlina Enterprise

9. LWI BLUE Mineral Water
 by: MC Gemilang (Naturel Water) Sdn. Bhd.

10. 화강암 대리석 공예
 by: Mohamad Fatihad Bin Fabillah

11. 멜리사
 by: Lieza Anggun Enterprise

12. 세라믹 수공예
 by: Ilham Ceramik Studio

13. Gua Maha 스위프트렛
 버드의 둥지 제품
 by: Langkawi Birdnest Culture Sdn Bhd 

14. 새겨진 나무 공예품
 by: MBA Badai Enterprise

15. 압박 직조 공예
 by: Tuba Island Craft

16. 화이트 커피 (Kopi Puteh)
 by: Isma Jati Enterprise

17. 납결 염색법 & 안면 마스크
 by: Lazy Lizard Clothing

18. 납결 염색법
 by: Jafiqa Couture 포도주 & 주류

주방용품 및 조리기구 초콜릿

향수 및 화장품

풍부한 자연 보물과 면세점으로서의 지위 덕분에 랑카위는 의심 할 여지없이 쇼핑객의 

천국입니다. 랑카위 (Langkawi)로 여행 할 때 지정된 면세점, 상점 및 쇼핑 센터에서 가장 

다양한 고급 브랜드 사이에서 독특한 면세 쇼핑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면세점 섬



Padang Matsirat 야시장
   Kampung Padang Matsirat

Ulu Melaka 야시장
   Taman Wawasan Indah

Kedawang 야시장
   Kampung Chandek Kura 

Kuah Town 야시장
   Kuah

Temoyong 야시장
   Kampung Lubok Buaya

Ayer Hangat 야시장
   Jalan Padang Gaong

자연스럽게 환영

모든 것을 포용하는 숙박
야시장 또는 '야시장'은 밤에 일어나는 거리 
시장입니다. 그것은 뚜렷하게 말레이시아 문화 
행사이며 지역 생활 방식의 큰 부분입니다. 야시장은 
현지 음식, 옷, 과일, 필수품 등과 같은 다양한 품목을 
제공합니다. 파사르 말람 (야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생활의 맛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24 Hour Medical Services:
Sultanah Maliha Hospital  +604-966 3333
Clinic Mahsuri  +604-961 0961

Clinics:
Pantai Chenang
Global Doctors Medical Clinic  +604-955 6399
Chenang Clinic  +604-955 1418

Kuah
Klinik Langkawi  +604-966 7668
Poliklinik Perdana  +604-966 3302
Island Clinic  +604-961 1132
Aishah Specialist Clinic  +604-966 7860
iCARE Clinic +604-966 5000 

Covid-19 Test Lab
Maju Healthcare Safe Track
+604-952 5588 / +6012-991 0909

Transports:
Taxis Counter (Airport)  +604 955 1800
Taxis Counter (Kuah)  +604 966 5249
Langkawi Ferry Services  +604 966 6316
Langkawi RO-RO Services  +604-966 9881

Tourist Information Centre (Kuah Town)
+604-966 7789

Tourist Information Centre
(Langkawi International Airport)
+604-955 7155

Langkawi International Airport
+604-955 1311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604-969 4400

Customs Department in Kuah
+604-966 6227

Police / Ambulance /
Hospital / Fire Department
999

Police Station
+604-966 6222

+604-966 7271

USEFUL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