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탄 가이드
Binta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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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거의 2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조화를 이룬 빈탄은
싱가포르에서 카타마란 페리선을 타고 60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전통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빈탄 리조트'는 인도네시아 빈탄 섬의 북부
해안 전체를 포함하는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종합
트로피컬 해변 휴양지 지역입니다.
모든 감각을 일깨워 주는 빈탄 리조트에는 수많은 고급
해변 리조트, 디자이너 골프 코스뿐만 아니라 완벽한
휴양 시설을 찾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관광 명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모험을
원한다면, 부기스, 중국계, 말레이계 그리고 독특한
오랑트 라웃(바다 집시) 문화 공동체 지역에서 그들만의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역항이었던 빈탄은
다양한 문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원적인 풍광으로
가득한 곳 입니다. 이 곳은 숨어 있는 보석처럼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함으로부터 탈출해 보세요.
모든 감각을 자유롭게 풀어 놓고,
다채로운 세상을 발견해 보세요.

Welcome to Bintan Resorts!
빈탄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goi Bay
라고이 베이
라고이 베이는 1,300 헥타르 규모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빈탄의 심장"으로 조성된
휴양 리조트와 빌라, 야외 엑티비티, 쇼핑 옵션 및 식음료 매장이 집중된 복합
단지입니다. 주말에는 스포츠 이벤트 및 축제와 같은 흥미로운 이벤트가 이 곳에서
열리며 푸드 트럭과 작은 포장 마차 매장들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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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라고이

Plaza Lagoi

2015년 개관한 플라자 라고이는 인도네시아
기념품과 선물, 문화 공예품, 패션, 식사,
생필품, 그리고 공공 기도 시설, 환전,
트릭 아이 박물관, 관광 정보 및 여행 예약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쇼핑 단지로, 빈탄 리조트를 방문한
여행객들을 위해 편리한 원스톱 센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플라자 라고이와 다른 공공 지역으로
운행하는 셔틀 버스 서비스는 반다르 벤탄
텔라니(BBT) 페리 터미널과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셔틀 버스 운행 스케줄은 4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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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천국

Food Heaven

와룽 예!(Warung Yeah!) 또는 와로엥 켁
바카르스 마사칸 카스 멜라유에서 현지인처럼
식사해 보세요! 카운터에서 접시를 받아 들고 나시
파당을 즐기거나 전통적인 '히당' 스타일의 식사를
제공받아 보십시오.
휴가 기간 동안 고향의 맛을 보고 싶다면, 헬로
헬로 카페와 이돌라 카페 & 비스트로에서 서양
요리나 중국 요리와 같은 다양한 인터내셔널 요리
중에서 골라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야!(Yeah!) 라운지에서 퓨전 요리와 함께 저녁 전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빈탄 리조트에서 가장
좋은 일몰 지점 중 한 곳에서 태양이 천천히 수평선
넘어로 떨어지는 것을 보세요.
오는 길에 현지 기념품으로 마마 B에서 스낵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피스 레짓 빈탄, 라판
케이크, 나스타, 시폰과 같은 전통적인 먹거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04

라고이 베이

3

라고이 비치

Lagoi Beach

라고이 비치는 카약, 제트스키, 스노클링, 비치
발리볼과 해변 축구와 같은 수상 스포츠와 해변
엑티비티에 제격입니다. 풍선 콩가방에 누워있는
동안 경치를 감상하세요. 해변에서 조용한 산책을
원하는 커플을 위한 옵션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하며 "러브 락"에
이니셜를 써넣고 자물쇠를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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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고이 호수

Lake Lagoi

이 경치 좋은 2.5헥타르 규모의 민물
호수는 인근 주민들에게 아침 조깅 코스로
이상적인 곳입니다.

루마 이마지 3D 이메지네이션 하우스

Rumah Imaji 3D Imagination House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3D와 반전된 설정으로 루마 이마지 3D
이메지네이션 하우스의 얼터너티브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말레이 전통 가옥에서 위아래가 뒤바뀐 경험을 즐겨보세요
맹그로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에 매료되어도 보고,
리아우 제도의 문화 속으로 흠뻑 빠져들어도 봅니다. 명작들과
하나가 되어 보고, 기억에 남을 기념품을 재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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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탄 바운스 파크 로 YOLO

Bintan Bounce Park by YOLO

플라자 라고이 바로 옆에 위치한 빈탄 바운스 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성인 및 어린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거대한 풍선 장애물과 탄력있는 바운스
슬라이드에서 점프 어드벤쳐를 시작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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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옵션

Accommodation Options

라고이 베이에서 하고싶은 것과 탐험을
할 수 것들이 많다면, 방문객들은 근처의
리조트에서 편히 쉬기를 바랄 것 입니다.
플라자 라고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라고이
베이에서 최고의 위치와 인피니티 풀을 가진
그랜드 라고이 호텔 바이 니르와나 가든. 편안하고
아늑한 빌라에서 체류하려면, 바로 앞의 라고이
베이 빌라스로 건너가거나, 해변가에 자리한 더
산차야에서 최고의 럭셔리하고 프라이버시가 좋은
숙박지를 선택할 수 잇습니다.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홀리데이 빌라 판타이 인다에서는 개별 전용
수영장과 함께 전원풍의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향후 들어설 숙박 옵션으로는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빈탄, Holiday Inn Resort Bintan, Hotel Indigo
Bintan, 헤이븐 빈탄 등이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 엑티비티
라고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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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RUE LENS

透过镜头的视觉

Plaza Lagoi, 2nd floor - Opening Hours. 10AM - 9PM
位 于 六 月 湾 广 场 2 楼 - 营业时间 10AM-9PM
Lagoibaybintan

Tee-off at
Bintan Resorts!
빈탄 리조트에서의 티-오프!
골프 애호가들은 숲이 울창한 이 섬에서 버디와 이글을 많이 잡을 준비를 하십시오.
빈탄 리조트에 있는 4곳의 멋진 챔피언십 골프 코스는 아름답기도 하고 도전적인
모습을 가진 경치 속에서 스윙하는데 하루나 이틀을 보내고 싶다면 이상적인 코스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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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빈탄 골프 클럽

Ria Bintan Golf Club

게리 플레이어 오션 & 포레스트 코스
리아 빈탄 골프 클럽의 공인 규격을 갖춘 오듀본 인터내셔널 클래식 및 코퍼레이티브
셍츄어리 오션 앤 포레스트 (Certified Audubon International Classic and
Cooperative Sanctuary Ocean and Forest Courses) 코스는 골프의 전설인 게리
플레이어가 디자인한 곳으로 골퍼들 사이에서 소중한 보석으로 통합니다.
빈탄 섬의 북쪽 해안 근처에 위치한 남중국해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 할 수 있는 이 곳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18홀 오션 코스와 9홀
포레스트 코스를 갖추고 비교할 수 없는 게임을
제공합니다. 골프를 마친 후에는 드라이빙
레인지, 스파, 프로 숍 및 야외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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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 골프 빈탄

Laguna Golf Bintan

라구나 골프 빈탄은 골프 게임이라기보다
열대 파라다이스를 여행 하는 것과 같은 18홀,
파 72 골프 코스로 반얀 트리 빈탄, 앙사나 빈탄,
카시아 빈탄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양한 지형으로 구분이 되는 이
곳은 삼림 지대, 자연 습지, 해변가 코코넛 나무 및 경이로운 오래된 암석 지형 등으로
코스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라구나 골프 빈탄은 드라마틱 한 해안가 배경을 중심으로,
도정적인 골프 플레이어들에게 최고의 골프 경험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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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탄 라군 골프 클럽

Bintan Lagoon Golf Club

이안 베이커-핀치 우드랜드 코스
이안 베이커 핀치 우드 랜드 코스는 역동적인
지형에 드라마틱하게 조성된 18홀 챔피언십
코스입니다. 주요 특징은 자연 경관의 큰 기복을
가지고 있어서, 코스는 노련한 플레이어에게
도전적이면서 성취감을 주는 반면, 초보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유연하게 코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 씨비유 코스
잭 니클라우스 씨뷰 코스는 전설적인 잭 “더 골든
베어” 니클라우스가 디자인 한 곳으로 티 위치를
5 군데로 해 놓았고, 6,420m 코스는 벙커와 워터 헤자드가 가득한 멋진 자연 경관을
선사해, 정말 기억에 남을 한번 또는 두번의 게임을 제공해 줍니다.
빈탄 리조트의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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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TRY!

THE MOST POPULAR LOCAL FOOD at
AFFORDABLE
PRICES

Bintan

WWW.YEAHBINTAN.COM
#YEAHBINTAN #WARUNGYEAH #YEAHLOUNGE
#MAMABBINTAN #FROMBINTANWITHLOVE
YEAH.BINTAN

YEAHBINTAN

MAMA.B.BINTAN

Unwind Your Palate
맘껏 식도락을 즐기세요!
다양한 현지, 지역 및 세계 각국의 요리를 머무는 리조트에서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그리고 태양이 질 때까지 즐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플라자 라고이, 맹그로브 강 및
트레저 베이 빈탄에서 또 다른 식사 옵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조트

식당 위치

알라 카르테 / 뷔페

음식 종류

Angsana Bintan

Lotus Cafe
로터스 카페

• 알라 카르테
• 뷔페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Veranda
Lobby Lounge
베란다 로비 라운지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Xana Beach Club
사나 비치 클럽

• 알라 카르테
• 뷔페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The Compass Rose

• 알라 카르테

• 현지 요리
• 지중해식 퓨전

TIPI Bar

• 알라 카르테

• 음료
• 시샤

Saffron
사프란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The Cove
더 코브

• 알라 카르테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Treetops
트리톱

• 알라 카르테
• 뷔페

• 현지 요리

Chop Chop
촙촙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Fiesta
피에스타

• 알라 카르테
• 뷔페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Haskell’s
하스켈스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Karaoke Lounge
가라오케 라운지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Mangia!
만지아!

• 알라 카르테

• 서양 요리

Miyako Japanese
Restaurant
미야코 일식당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Mojo Cafe
모조 카페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Nelayan Restaurant
넬라얀 레스토랑

• 알라 카르테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Ripples by
the Pool
리플스 바이 더 풀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Satay Club
사테이 클럽

• 알라 카르테

• 현지 요리

Silk Night Club5
실크 나이트 클럽5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앙사나 빈탄

ANMON

Banyan Tree Bintan
반얀 트리 빈탄

Bintan Lagoon Resort
빈탄 라군 리조트

빈탄 리조트에서의 식사

09

베란다 로비 라운지,
앙사나 빈탄
트리톱,
반얀 트리 빈탄

넬라얀 레스토랑,
빈탄 라군 리조트

더 테라스,
클럽 메드 빈탄 아일랜드

리조트

식당 위치

알라 카르테 / 뷔페

음식 종류

Bintan Lagoon Resort

The Blu Bar
더 블루 바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Terrace Sports Bar
테라스 스포츠 바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Verandah Cafe
베란다 카페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Market 23
마켓 23

• 포장 판매

• 음료
• 무카타 양념
• 스낵

Vista
추억

• 알라 카르테

•
•
•
•

The Bagus
더 바구스

• 알라 카르테

• 음료

The Matahari
더 마타하리

• 알라 카르테

• 음료

The Panorama
더 파노라마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The Santaï
더 산타이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The Terrasse 1
더 테라스 1

• 알라 카르테

• 퓨전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The Waterfall 2
더 워터 폴 2

• 뷔페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Doulos Phos
The Ship Hotel
(Soft Launch)

Arisettafel

• 알라 카르테

• 퓨전
• 현지 요리

Doulos Phos 선박호텔
(일부 개장)

Beach Club
(Opening Soon)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Piano Lounge

• 알라 카르테
• 뷔페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Pool Bar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알라 카르테
• 뷔페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빈탄 라군 리조트

Cassia Bintan
카시아 빈탄

Club Med
Bintan Island
클럽 메드 빈탄 아일랜드

Bar7 Rooftop
Bar & Grill
그랜드 라고이 호텔 바이 바 7 루프톱 바 & 그릴
Grand Lagoi Hotel
by Nirwana Gardens
니르와나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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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Cafe
그랜드 카페
빈탄 리조트에서의 식사

음료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현지 요리
스낵

인도네시아 치킨 사테이

더 파티오레스토랑 & 바,
나트라 빈탄

바 7 루프톱 바 & 그릴,
그랜드 라고이 호텔

선셋 바,
홀리데이 빌라 판타이 인다

리조트

식당 위치

알라 카르테 / 뷔페

음식 종류

Holiday Villa Pantai
Indah

Legenda Cafe
리젠다 카페

• 알라 카르테
• 뷔페 (조식)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Sunset Bar
선셋 바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홀리데이 빌라 판타이
인다
Lagoi Bay Villas
라고이 베이 빌라

Bayside Bar & Lounge • 알라 카르테
(Opening soon)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뷔페

베이 사이드 바 & 라운지
(곧 개장)

Natra Bintan, A
Tribute Portfolio
Resort

DIY Tent Side Bar-B-Q
DIY 텐트 바비큐

• 알라 카르테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나트라 빈탄, 트리뷰트
포트폴리오 리조트

Grab & Go
그랩 & 고

• 포장하기

• 음료
• 스낵

The Patio
Restaurant & Bar
더 파티오 레스토랑
&바

• 알라 카르테
• 뷔페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Calypso Floating Bar
칼립소 플로팅 바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Dino Bistro
디노 비스트로

• 알라 카르테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Hot Pot & Asian Grill
핫 포트 & 아시안 그릴

• 뷔페

• 아시아 요리

Mayang Sari
Beach Hut
마낭사리 비치 헛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Neydles House
뉴들스 하우스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Nirwana Gardens
니와나 가든스

La Luna 3
라 루나 3

Pool Bar
풀바

• 음료

Spice Restaurant
스파이스 레스토랑

• 알라 카르테
• 뷔페

• 아시아 요리
• 현지 요리

The Coffee Shop
더 커피 숍

• 알라 카르테
• 뷔페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The Kelong Seafood
Restaurant
더 켈롱 시푸드 레스토랑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빈탄 리조트에서의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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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켈롱시푸드 레스토랑,
니와나 가든스

티 오프 레스토랑,
리아 빈탄 골프 클럽

타사니 그릴,
더 산차야

커리게 볶음

리조트

식당 위치

알라 카르테 / 뷔페

음식 종류

Nirwana Gardens

The Poolside
더 풀사이드

• 알라 카르테
• 뷔페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The Pub
더펍

• 알라 카르테

• 음료

Ria Bintan Golf Club
리아 빈탄 골프 클럽

Tee Off Restaurant
티 오프 레스토랑

• 알라 카르테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The Sanchaya
더 산차야

Decanter
디캔터와인 저장고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 와인 & 치즈 페어링

Tasanee Grill 4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The Bar
더바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The Dining Room 4
더 다이닝 룸 4

• 알라 카르테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기타 식사 옵션

식당 위치

알라 카르테 / 뷔페

요리 종류

Bandar Bentan Telani
Ferry Terminal

Cafe Wira Artha
카페 위라 아르타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Chill Cove Cafe
칠 코브 카페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Chill Cove Music
Lounge
칠 코브 뮤직 라운지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니와나 가든스

(Dinner only)

타사니 그릴 4
(석식만 제공)

반다르 벤탄 텔라니
페리 터미널
Chill Cove @ Treasure
Bay Bintan
칠 코브 @ 트레져 베이
빈탄

12

• 알라 카르테
Hook On!!!
Seafood Grill & Bar
후크 온!!! 씨푸드 그릴 & 바

• 아시아 요리
• 현지 요리

Loliloso Café
로리로소 카페

• 음료
• 현지 요리
• 스낵

• 알라 카르테

Marine Café @ Marine • 알라 카르테
Life Discovery Park
마린 카페 @ 마린 라이프
디스커버리 파크

•
•
•
•

Tanjung Pinang Street • 알라 카르테
• 호커 센터
Food Market
스타일
탄중 피낭 스트리트 투드 마켓

• 아시아 요리
• 현지 요리
• 스낵

빈탄 리조트에서의 식사

음료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현지 요리
스낵

HELO
HELO
AD

푸자세라
푸드 센터
현지 호커 요리

와룽 예!
라고이 베이

라막 바사모,
라고이 베이

기타 식사 옵션

식당 위치

알라 카르테 / 뷔페

요리 종류

Kota Sebung

Pujasera Food Centre
푸자세라 푸드 센터

• 알라 카르테
• 호커 센터
스타일

• 현지 요리

Restaurant Kampoeng
Nelayan
레스토랑 캄포엥 넬라얀

• 알라 카르테

• 현지 요리

• 알라 카르테
• 히당 스타일

• 현지 요리

• 알라 카르테

• 스낵

• 알라 카르테

• 현지 요리

• 알라 카르테

• 현지 요리
• 스낵

• 알라 카르테

• 음료
• 스낵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 현지 요리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 현지 요리

코타 세붕

+62 (770) 692 889/90
Lagoi Bay
라고이 베이

Lamak Basamo
라막 바사모
+62 (811) 779 597

Mama B
맘마 B
+62 (821) 7190 6975

Waroeng Cek Bakar’s
Masakan Khas Melayu
와로엥 켁 바카르스 마사칸
카스 멜라유
+62 (813) 6495 7999

Warung Yeah!
와룽 예!
+62 (812) 6625 0132
+62 (813) 1 796 5627

Yeah! Lounge
야! 라운지
+62 (812) 6625 0132
+62 (813) 1796 5627
Mangrove River
맹그로브 강

Hutan Bakau Seafood
Restaurant
후탄 바카우 씨푸드 레스토랑
+62 (812) 7099 5166
+62 (813) 6464 2151
limalaksamana@yahoo.com

Kampoeng Kelong
Seafood Restaurant
캄포엥 켈롱 시푸드 레스토랑
+62 (812) 6669 1560
+62 (852) 7844 4678
kampoengkelong@gmail.co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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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돌라 카 이
고
플라자 라

헬로 헬로 카페,
플라자 라고이

토랑,
캄포엥 켈롱 시푸드 레스 강
맹그로브
야! 라운지

기타 식사 옵션

식당 위치

알라 카르테 / 뷔페

요리 종류

Mangrove River

Kelong Mangrove
Restaurant
켈롱 맹그로브 레스토랑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 현지 요리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 알라 카르테
• 뷔페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 알라 카르테

• 아시아 요리
• 인터내셔널 /
서양 요리
• 현지 요리

맹그로브 강

+62 821 7314 9899
+62 770 691 818
kelongmangrove@gmail.com
Plaza Lagoi
플라자 라고이

Crystal Pavilion
크리스탈 파빌리온
+62 812 6062 3867

Helo Helo Cafe
헬로 헬로 카페
+62 (770) 692 201
+62 (812) 771 6525
bandar_ria@yahoo.co.id

Idola Cafe
이돌라 카페
+62 (852) 7111 6087
idolabintan@gmail.com

유의 사항:
1
같은 날 아침에 한해 저녁 식사 예약 가능
2
투숙객 및 나이트 패스 고객만 해당
3
개인 이벤트 전용
4
투숙 고객만 예약 가능
5
영업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 9.00pm – 1.00am, 금요일과 토요일, 9.00pm – 3.00am
입장: 18 세 이상, 봉사 요금 없음. 고객 무료.
비비큐 옵션
돼지 고기 없음
씨푸드 옵션
채식(베지테리언)

빈탄 리조트에서의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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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Bintan
Near Your Resort
리조트 주변 빈탄 탐방하기
빈탄 리조트는 리조트 생활의 아름다운 정경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독특한 경험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먼 곳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파리 라고이 & 에코
팜 투어에서 어드벤쳐 모험을 시작하고, 맹그로브 디스커버리 투어로 자연을 체험하며,
푸자세라 푸드 센터에서 현지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1

맹그로브 (주간 & 나이트 투어)
Mangrove (Day & Night Tours)

맹그로브 디스커버리 투어가 빈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네 가지 맹그로브 수종의 서식지인 이 곳은, 빽빽한
잎과 서로 연결된 나무의 뿌리들이 식물과 동물들에게
아름다운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스피드 보트를 타고
세붕 강을 여행 할 때 맹그로브 뱀, 물총새, 도마뱀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출발하는 맹그로브 디스커버리 나이트 투어에 참여해
보십시오. 주간과는 달리 맹그로브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물결이 치는 강물은 달빛 아래에서
반짝입니다. 눈부신 밤 하늘의 별이 펼쳐놓은 이불
아래로 춤추는 반딧불의 가끔씩 보이는 매혹적인 빛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2

맹그로브 이식

Mangrove Replanting

빈탄 해안을 따라있는 맹그로브 나무들은 빈탄 섬 해안 생태계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는 강 상류와
육지의 불안정한 물질들로부터 퇴적물을 걸러 내고 차단하여,
해초층과 산호초의 유실을 방지합니다.
2007년에는 현지 맹그로브 수종을 선택해 재배하는 맹그로브
종묘장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8,000m² 이상 면적의 맹그로브
지역이 복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붕 강을 따라 28,000개가
넘는 새로운 묘목들이 이식되어 연간 1.8 입방 톤의 탄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맹그로브 묘목원은 지역단위 마을 사업 재단과 함께 세붕
라고이 커뮤니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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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주변 빈탄 탐방하기

3

푸자세라 푸드 센터

Pujasera Food Centre

반다르 벤탄 텔라니 페리 터미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푸자세라 푸드 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얌 페니에,
나시 고렝, 소토 아얌과 그외의 빈탄 먹거리와 같은
군침이 도는 현지 요리의 맛에 빠져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커피 숍에서 현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울려 보기도 합니다.
출출해 심야 야식을 원한다면, 푸드 센터 근처 매장에
스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생필품과 데이터 SIM 카드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4

사파리 라고이

Safari Lagoi

사파리 라고이와 에코 팜에서
놀라운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구조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 투어를 통해
오랑우탄, 코모도 드래곤,
호랑이, 태양 곰, 코끼리 및 6미터
악어와 같은 동물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에코 팜은 쌀, 땅콩, 옥수수, 파파야, 바나나, 드래곤 푸르트와 같은 다양한 계절 열대 작물을
제공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현지 농산물을 직접 보고, 교육적이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 볼 수 있습니다.

5

거북이 보존 활동

Turtle Conservation Efforts

거북이 보존 활동은 2004년 빈탄 리조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빈탄 리조트는 각 리조트 및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빈탄 북부에 서식하는 혹스빌
거북이를 구해 왔습니다.
둥지의 번식기 동안, 알은 여러 곳의 리조트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부화장에서 수집되고 보관됩니다. 4,500마리
이상의 부화한 알들이 방사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거북이
알 밀렵이 2004년 91%에서 2010 년 12%로 감소했습니다.
시즌별 혹스빌 거북이 부화장은 니와나 가든스, 앙사나 빈탄, 반얀트리 빈탄 및 클럽메드
빈탄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방사 활동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사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투숙 리조트에서 제공합니다.

빈탄 데이 디스커버리 패스로
라고이 베이와 빈탄 리조트의
명소들을 둘러보세요. 또는 빈탄
나이트 익스플로러 패스로 저녁
이후의 또 다른 모습의 빈탄을
발견해 보십시오.

리조트 주변 빈탄 탐방하기

17

Unwind Your Mind
and Recharge Your Senses!
마음의 긴장을 풀고 감각을 새로이 충전해 보세요!
아일랜드 리조트 생활은 다양한 스파 및 마사지 트리트먼트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다해 본 것이 아닙니다. 빈탄 리조트에서는 스파나 마사지가 결코 거리감이 없습니다.
현대적인 서양 테라피가 포함된 정통 자바 스파 및 마사지 트리트먼트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십시오. 다양하고 편안한 세션을 통해 뷰티 케어 트리트먼트로 감각을
되 찾으십시오. 일부 리조트는 객실내 마사지도 제공합니다. 칠 코브@ 트래져 베이 빈탄,
플라자 라고이 또는 푸자세라 타운십과 같은 지역의 스파 트리트먼트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intan-resorts.com을 방문하십시오.
리조트

스파

Angsana Bintan
앙사나 빈탄

Angsana Spa
앙사나 스파
Ankhmahor Spa by V Integrated Wellness

ANMON

Banyan Tree Spa
반얀 트리 스파
Bintan Lagoon Resort
Foot Reflexology Center
빈탄 라군 리조트
발 마사지 센터
Golf Massage at Bintan Lagoon Golf Club
골프 마사지 엣 빈탄 라군 골프 클럽
Kedaton Spa
케다톤 스파
Massage by the Beach
해변에서의 마사지
Club Med Bintan Island
Club Med Spa by Asmara 2
클럽 메드 빈탄 아일랜드
클럽 메드 스파 바이 아스마라 2
Doulos Phos The Ship Hotel (Soft Launch) Anindya Spa 2
Doulos Phos 선박호텔 (일부 개장)
아닌디야 스파 2
Grand Lagoi Hotel by Nirwana Gardens
Wellness Spa
그랜드 라고이 호텔 바이 니르와나 가든
웰니스 스파
Holiday Villa Pantai Indah
Anindya Spa
홀리데이 빌라 판타이 인다
아닌디야 스파
Lagoi Bay Villas
Anindya Spa 1
라고이 베이 빌라
아닌디야 스파 1
Nirwana Gardens
Anindya Beach Spa
니와나 가든스
아닌디야 비치 스파
Anindya Health Club
아닌디야 헬스 클럽
Anindya Spa
아닌디야 스파
Ria Bintan Golf Club
Asmara Ria
리아 빈탄 골프 클럽
아스마라 리아
The Sanchaya
The Sanchaya Spa
더 산차야
더 산차야 스파
Banyan Tree Bintan
반얀 트리 빈탄

빈탄 리조트의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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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사나 스파,
앙사나 빈탄

케다톤 스파,
빈탄 라군 리조트

반얀 트리 스파,
반얀 트리 빈탄

클럽 메드 스파 바이 아스 마라,
클럽 메드 빈탄 아일랜드

기타 스파 옵션

스파

Chill Cove @ Treasure
Bay Bintan
칠 코브 @ 트레져 베이 빈탄

NiBBana Health Massage & Spa
니바나 헬스 마사지 & 스파

Kota Sebung
코타 세붕

D’Bintan Salon Day Spa
디’빈탄 살롱 데이 스파

+62 (822) 843 843 10
nibbanalagoi@gmail.com

+62 (770) 692 888/98
+62 (852) 7111 6198
+62 (852) 711 6080
+62 878 9224 6357
spadbs@gmail.com
www.dbintanspa.com

Bintan Ladies Spa
빈탄 레이디스 스파

Plaza Lagoi
플라자 라고이

+62 (852) 6510 3338
+62 (852) 6510 5558
marketing@ladiesspa.mygbiz.com

Mollinda Spa
몰린다 스파
+62 (852) 7229 1953
mollindaspa88@gmail.com

NiBBana Health Massage & Spa
니바나 헬스 마사지 & 스파
+62 (813) 653 211 58
nibbanalagoi@gmail.com
유의 사항:
1
투숙 고객만 해당
2
투숙 고객 및 일일 패스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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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탄 리조트의 스파

객실 내 마사지 가능

Treasure Bay Bintan
트레져 베이 빈탄
트레져 베이 빈탄은 웰빙, 레저 활동,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주거 및 상업
서비스를 결합한 종합 여행 목적지입니다. 나트라 빈탄 및ANMON 독특한
글램핑 숙박지 옵션은 빼놓을 수 없는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1

칠 코브 @ 트레져 베이 빈탄

Chill Cove @ Treasure Bay Bintan

칠 코브는 새벽부터 해질녁까지 이 지역의 최신
어드벤처 놀이터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상 및 육상 활동을 제공합니다. 리조트 고객 및 일반인
(입장권 소지자)에게 개방되어 흥미 진진한 활동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해적 모험을 즐기는 동안 칠
코브 뮤직 라운지에서 실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 및 음료 옵션이 있습니다. 칠 코브 카페와 탄중
피낭 스트리트 푸드 마켓에서 현지 인기 음식 또는
간단한 간식을 선택하거나, 후크 온!!! 씨푸드 그릴 &
바에서 맛있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라군

Crystal Lagoon

트래져 베이 빈탄의 주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6.3
헥타르의 크리스탈 라군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 인공 해수 라군일
것입니다.
Jetovator (모터 워터 바이크), 슬립 앤 슬라이드, 웨이크
보드 또는 풍선 장애물 코스와 같은 독특한 수상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카약으로 근처 맹그로브를
탐험 할 수도 있습니다. 해저의 강한 파도나 바위와
같은 자연의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워터
엑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육상 엑티비티

Land Activities

물에 젖는 것을 원치않는 이들을 위한 엑티비티입니다!
UTV 또는 ATV로 정글 지대를 탐험하고 세그웨이 또는
전기 스쿠터를 타보고, 로데오 황소를 타고 카우보이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흠뻑 만끽한 하루를 보낸 후, 칠 코브 뮤직
라운지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즐길거리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터 및 ATV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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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져 베이 빈탄

4

숙박 옵션

Accommodation Options

ANMON
ANMON은 100개의 디럭스 티피-스타일 텐트를 갖추고
	
있으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글램핑을 제공합니다. 모든
텐트의 규모는 45평방미터이며, 8m 높이의 인상적인
천장과 에어컨을 갖춘 넓은 침실, 넓은 샤워실을 갖춘 전용
욕실, 전용 파티오 및 고속 인터넷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각 텐트는 흙색 톤의 색상과 목재 마감재로 꾸며져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한 캔버스 역할을 해 줍니다. 혼자
투숙하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투숙하는지?
요청시 모듈식 침대를 분리하여 4명까지 편안하게
수용 할 수 있습니다.
나트라 빈탄, 트리뷰트 포트폴리오 리조트
현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의 일부인 나트라
빈탄은 최고의 캠핑 환경과 호텔 객실의
고급스러움을 겸비하여 최상의 글램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텐트에는 최대 4 명까지 숙박 할
수 있는 40 평방 미터 이상의 넓은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텐트는 현대적인
시설인 에어컨과 LCD TV, Wi-Fi 및 전용 파티오와 같은 기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마린 라이프 디스커버리 파크

Marine Life Discovery Park

	
이 공원에서 해양 야생 생물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는 70종 이상과 15,000 마리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양 조류와 맹그로브 토착
동식물과 같은 다양한 야생 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6

개장 예정

Opening Soon

치바 솜 빈탄 (Chiva-Som Bintan)
	2022년 3/4 분기에 개장 예정인 이 리조트 및
웰니스 센터를 주목하세요. 이 곳은 70실을
갖춘 웰니스 호텔과 한 곳의 웰니스 센터 그리고
34실의 고급 빌라 가 들어선 단지로 자연
그대로의 맹그로브 숲 안에 조성되어 있으며,
깨끗한 원시의 모래 사장과 녹음이 무성한 넓은
정원을 가진 빌라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트래져
빈탄
TREASURE
BAY 베이
BI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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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
Weddings

1

MICE & 웨딩
비즈니스의 시작

Get down to business

빈탄 리조트는 기업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목표를 다시 설정하며, 재충전하고
재정비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번화한
도시에서 불과 1시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회사는 잘 갖춰진 인프라와 따뜻한 아시아의
친절한 환대 속에서 이벤트, 회의 또는 팀
빌딩 세션을 개최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벗어나 암벽 타기부터 스릴 넘치는
플라잉 폭스 짚 라인을 타는 것까지 다양한
그룹 엑티비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이외의 야외 활동, 매력적인 투어 참여,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아니면 활력을 주는 스파
트리트먼트로 심플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떠나, 일상적인 사무실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곳, 빈탄 리조트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15개의
리조트에서 여러분의 휴식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2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When Two Become One

빈탄 리조트에서 사랑, 인생 그리고 로맨스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빈탄의 아름다운 환경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소원을 담아 반짝이는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엄숙히 당신들의 결합을 다짐해 보십시오.
빈탄 섬의 스팩타클한 전경과 자연미가 예비 신랑 신부와
케주얼 커플의 앨범 사진의 완벽한 배경 역할을 합니다.
빈탄의 숨막히는 해안 전망과 트로피컬 분위기로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수상 스포츠, 스파, 자연 투어 또는 골프와 같은 결혼식
전후 엑티비티를 통해 축하객들이 잊지못할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빈탄 리조트 지역의 모든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ICE & MICE
WEDDINGS
&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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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tan
Sports Events

1

빈탄 스포츠 이벤트
만디리 빈탄 마라톤

Mandiri Bintan Marathon

매년 개최되는 만디리 빈탄 마라톤은 참가자들에게
빈탄의 숨겨진 보석들을 “달리면서,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경치 좋은 마라톤 루트는 다양한 범주를
제공합니다; 3km 페밀리 펀 달리기, 10km 달리기,
21km 하프 마라톤 및 42km 풀 코스 마라톤.
달리기 애호가는 조용한 호수와 푸른 녹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 런-케이션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빈탄
섬 라고이 베이의 그림 같은 해안가와 깨끗한 해변을 즐겨 보십시오.
싱가포르의 도시 풍경에서 불과 60 분 거리에 흥미 진진한 새로운
마라톤 루트가 펼쳐집니다.

2

투르 드 빈탄

Tour De Bintan

자전거 애호가들은 굴곡진 도로, 우거진 숲, 푸른
호수 그리고 시골 마을들이 연출하는 시각적인
향연과 함께 빛나는 남중국해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전거 코스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이클 경기 대회인 투르 드 빈탄은 빈탄
리조트의 연례 스포츠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이클리스트들은 경이로운 해안 도로,
울창한 녹색 숲, 응원해 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속도와 색이 연출하는 드라마틱한
광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빈탄 트라이애슬론

4

아이언 맨 70.3 빈탄

Bintan Triathlon

가족의 즐거움과 편안한 해변 분위기로 가득찬
멀티 스포츠 행사를 위해 준비하세요. 매년
열리는 빈탄 트라이애슬론의 훌륭한 아일랜드
코스는 저녁 비치 파티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기 전에 여러분의 스포츠 감각을 감질나게
할 것입니다.

IRONMAN 70.3 Bintan

아이언 맨 70.3 빈탄 코스는 선수들로 하여금
빈탄 섬 주변을 도는 멋진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이벤트는 넓은 바다에서 수영을 시작한
다음 자전거 코스가 시작되며 관중 친화적인
달리기 코스로 마무리 됩니다. 이벤트 장소는 빈탄
리조트의 심장부에 있는 빈탄 섬 북부의 그림
같은 해변의 중심부에 위치한 열대 해변 휴양지인
라고이 베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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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벤트

BINTAN RESORTS TOUR
WWW.BINTANRESORTSTOUR.COM

FOR INQUIRIES & TOUR BOOKINGS, PLEASE CONTACT:
BINTAN RESORTS TOUR

SINGAPORE & INTERNATIONAL SALES OFFICE

+62 (770) 692 917/18

+65 6389 3710/278

+62 (812) 760 3733

+65 9720 6080

brctours@bintan-resorts.com

holiday@bintan-resorts.com

www.bintanresortstour.com

@bintanresortstour

@bintanresortstour

Tours &
Attractions
투어 & 관광 명소
짜릿한 아일랜드 어드벤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빈탄의 문화 및
유적지와 섬의 자연과 야생 동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빈탄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여정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ᤓ↧
⢫
ᘯ

투어 & 관광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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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Bintan
빈탄 동부

머스트 체험

1

트리코라 해안

Trikora Coast

켈롱 (해상 부교식 낚시 플랫폼), 나무 오두막 및 전통
보트 제작자가 줄 지어있는 트리 코라 해안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하십시오. 트리 코라의 4 개의 해변은 각각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로 이어집니다.
해변은 주말에 현지인들에게 인기있는 휴양지입니다.
바다 바람에 몸을 담그기 위해 해안선에 점점이 들어선
오두막에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무 낚시 보트를
손으로 직접 만드는 현지 보트 제작 장인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2

팡롱 빌리지, 베라킷

Panglong Village, Berakit

빈탄의 동쪽 끝에는 빈탄에서 가장 큰 바다 집시
공동체가 있는 팡롱 마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랑 라우트 (Orang Laut) 라고 불리는 이들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 유목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독특한 생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팡롱 빌리지에서 오후를 보내고 단조로운 생활을
즐겨보세요. 수상 가옥으로 이뤄진 미로에서 현지 생활
양식과 전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어획물을 가지고 바다에서 돌아와 그물을
앞 마당의 편안하게 고정 시키고, 옥외에서 해산물을
건조시키는 곳입니다.

3

그로토 산타 마리아

Grotto Santa Maria

트리코라 해안의 진주 빛 모래 사장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그로토 산타마리아로 알려진 조용한 순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로토 산타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히심에 관한 이야기를 석회암으로 만들어
‘십자가의 14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따라가면 동굴 안의 성모 마리아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 있는 예배당에서는 일요일이면 신자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로 봉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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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왈

Kawal

고요한 마을로 현지 어촌인 카왈을 살펴 봅니다. 베라킷의
팡롱 빌리지와 비슷한 시골 풍경과 여유있는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정박해 있는 끝없이
떠있는 플랫폼들과 케롱은 확실히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광경입니다.

머스트 먹거리

1

피자 카사 이탈리아

Pizza Casa Italia

트리 코라 해안의 숨은 명소인 이탈리아 가족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전통 피자 식당, 피자 카사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석재 오븐에서
장작 화덕으로 구운 신선한 피자를 제공합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치즈와 얇고 바삭한 피자를 만드는
카사 이탈리아는 피자 코르넷 (콘드 비프), 자궁
(옥수수) 및 피자 사르든 (정어리)과 같은 현지식
취향을 곁들인 메뉴도 제공합니다.

2

오탁오탁 포장 마차

Otak-otak stalls

중독성 있는 길거리 간식인 오탁오탁은 빈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탁오탁은 새우,
오징어, 어묵을 바나나나 코코넛 잎에 싸서
레몬그라스와 라임 같은 향신료로 재운 간단한
간식입니다. 숯불 위에 구워 내는데, 그 결과는
매력적이고 입맛을 다시게 하는 맛이 돗보이는
음식입니다. 트리코라 해안 남쪽 끝에 있는 카왈
근처의 노점에서 맛을 보고 오탁오탁의 맛을 정의해
보십시오.

3

현지 씨푸드

Local Seafood

프랑스에 에스카르고가 있다면, 빈탄에는 공공이
있습니다. 공공은 빈탄 섬 주변 바다에서 발견되는
바다 달팽이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완전히 삶아서,
그것의 살을 이쑤시개로 껍질에서 꺼내, 맛있는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여러분의 미각 여행을 위해,
텔록 바카우 베이 뷰 레스토랑과 같은 해안 씨푸드
식당에서 레미스나 이칸 바카르와 같은 다른 형태의
현지 해산물을 시도해보세요.

빈탄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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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여행 옵션

1

화이트 샌즈 아일랜드

White Sands Island

풀라우 베랄라스 파시르라고도 알려진 화이트 샌즈
아일랜드는 트리코라 해안에서 배를 타고 15분 거리에
위치한 개인 소유 섬입니다.
이 섬은 휴가객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있는 개인휴양지로 일일 여행
코스로 안성맞춤입니다. 선피쉬 코브의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여행 또는 코스로 깊고 푸른 빈탄을
탐험해 보십시오. 그 외의 엑티비티로 해변 축구, 배구, 연
날리기와 프리스비와 같은 활동들도 햇빛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 섬은 또한 아기 거북들을 위한 보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거북이 보호 지역에서, 매년
해저와 해변 정화 행사인 ‘세이브 아워 씨’ 이벤트가
자원봉사 다이버들, 인근 리조트 그리고 현지 학교의
지원으로 열립니다.

2

빈탄 블랙 코랄

Bintan Black Coral

빈탄 섬 동부 연안에 위치한 빈탄 블랙 코랄은 해양관광시설로,
종합적인 해상 생활 체험과 함께 기본적인 케롱 머무르기 체험을
제공합니다.
편안한 해변 분위기에서 낚시, 스노클링, 카약, 아일랜드 홉핑,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DIWA 인증을 받은 전문 강사와 함께 다이빙을 배우고
수중 세계의 아름다움을 탐험합니다.
재미있는 다이빙이든, DIWA 인증에 따른 다이빙
코스를 수강하든, 직접 다이빙 강사가 되어 보든, 화이트
샌즈 아일랜드 근처의 잔잔한 맑은 바다에서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해마, 노란 꼬리 바라쿠다, 화려한 색의 바다표범, 그리고
인공 암초 역할을 하는 해양 조각과 함께 활기찬 산호초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샌즈 아일랜드 및 빈탄 블랙 코랄을 위한 당일 여행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외 관광 명소들은 해양 집시 트레일
투어의 일부입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위한 문의는 빈탄
리조트 투어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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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Bintan
빈탄 남부

머스트 체험
탄중 피낭 (Tanjungpinang)은 빈탄 섬의
주요 도시이자 리아우 제도의 수도입니다.
느긋하고 목가적인 매력을 지닌 탄중 피낭은
빈탄의 지역 문화, 역사 및 유산을 관찰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1

탄중 피낭 전통 시장

Tanjung Pinang Traditional Market

다양한 고기류, 신선한 야채, 그리고 나무 카트 위에
가득 쌓여 있는 싱싱한 열대 과일을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 선 재래 시장을 탐방하면서, 볼거리들과
냄새를 느껴 보십시오.
바다 위에 자리한
어시장은 그날
잡은 가장
싱싱한 어획물을
선보이는
어판장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 가다면서 거리 모퉁이
근처의 말린 해산물, 전자 제품, 골동 도자기,
화려한 의류, 수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는 상점들이 줄지어 선 전통 시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2

탄중 피낭 시티센터

Tanjung Pinang City Centre

탄중 피낭 시티 센터는 탄중 피낭 시내에서
최근에 들어선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식음료,
패션, 액세서리, 가제트 및 엔터테인먼트 옵션
외에 쇼핑몰에는 이 도시의 유일한 영화관
(Cinema XXI)이 있습니다.
이 곳은 3층 규모로 소매 상점들이 있고,
지하에는 하이퍼 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머스트 바이 품목 중 하나인
쿠에 라피스를 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빈탄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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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하라 크시티가르바 보디사트바 (500 로한 사원)
Vihara Ksitigarbha Bodhisattva (500 Lohan Temple)
탄중 피낭의 주요 번화가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 인
빈탄 남부에 위치한 비하라 크시티가르바 보디사트바
(500 로한 사원)는 빈탄 최고의 숨겨진 보물 중
하나입니다.
사원 경내에 들어서 500 개 이상의 다양한 실물 크기의
아라한 석상들 사이를 걸어보세요. 각 석상들은 서로
독특하고 상이한 모습입니다. 시선을 사로 잡는 모습인
서유기 또는 삼국지 관우 장군의 로맨스와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캐릭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4

비하라 아바로키테스바라 그라하 (관음사)
Vihara Avalokitesvara Graha (Guan Yin Temple)
비하라 아바로키테스바라 그라하 (관음사)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관세음보살 상 중 하나가 이
곳에 있습니다. 16.8m 높이의 장엄한 황동 조각상은 22K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사원 부지를 둘러보고 여러 다른 신들을 표현한
다양한 주제와 조각들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5

셍가랑 빌리지

Senggarang Village
셍가랑 빌리지는 바쁜 도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탄중 피낭에서 차로 45분 또는 수상 택시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빈탄에서 최초의 중국 정착촌으로
여겨지는 셍가랑 빌리지는 섬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셍가랑의 가장 유명한 랜드 마크 중 두 곳은 라우 야 캥
사원과 200년 역사의 반얀 트리 사원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안전한 바다 항해 그리고 풍성한 수확에
감사 드리기 위해 건축된 라우 야 캥 사원은 부두 바로
앞에 현천상제, 바다의 여신, 번영의 신에게 봉헌된 세
곳의 중국 전통 사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뿌리가 얽히고 설켜
보호하듯이 사원 건물의 벽을 감싸고 있는
반얀 트리 사원에서는 대자연의 위대한
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상적인 사진 촬영을 위한 매력적이고
멋진 배경을 연출해 사진의 피사체를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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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펜옌갓 섬

Penyengat Island

탄중 피낭의 수도인 펜옌갓 섬은 말레이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권력의 중심을
차지했던 왕의 거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왕과 왕비가 통치했던 리아우 왕국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으로, 섬들을
폼퐁 (작은 모터 보트)으로 둘러보는 여행을
떠나 볼 수 있습니다.

베칵(모터 트라이쇼)에 올라 말레이지아의 문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리아우-링가 술탄 시대의 궁전
유적, 왕릉 및 기타 유적지를 둘러보세요. 이 투어는
Raja Hamidah, Raja Haji Fisabilillah 및 Raja Ali Haji
섬에 매장되어있는 역사적 인물의 다양한 왕실 무덤으로
안내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Raja Hamidah 는 빈탄의
여왕이었습니다. Raja Haji Fisabilillah 는 그 이름을
따 빈탄의 공항의 명칭으로 쓰여진 인도네시아의
영웅입니다. Raja Ali Haji 는 말레이어 학자이자
최초의 권위 있는 사전 저자로서 구린담 두아
벨라스 (Gurindam Dua Belas) 와 투 파트
알-나피스 (Tuhfat al-Nafis) 등의 위대한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왕실의 색상인 황록색과 녹색의
색조로 규칙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마지드 라야 술탄 리아우(리아우
그랜드 모스크의 술탄)는 18세기에
세워졌습니다.
모스크 건축에 사용된 접착제는
술탄의 결혼식에 선물로 가져온
달걀 흰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섬의 보석"으로서 이 모스크에는
150년 전에 손으로 쓴 코란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져의 '우수상'을 수상한 이
섬과 주변 명소들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펜옌갓 섬의 불가사의 한 신성함을 존중하기
위해, 방문객들은 복장을 보수적으로 갖출
것을 권장합니다.

신들과 용들, 왕들의 섬,
사우스 빈탄 헤리티지 투어,
탄중 피낭 투어 또는 자신 만의
맞춤형 사우스 빈탄 투어를
통해 빈탄 남부를 여행해
보십시오.

빈탄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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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 먹거리

1

미식가 푸디 트레일

Foodie Trail

탄중 피낭의 아침 시장 끝 자리에
위치한 빈탄 인다 몰은 다양한
현지 요리를 선보이는 작은 커피
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천
요리로는 유명한 치킨 원톤 미를
시음해 보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나시 파당을 맛 보려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인 세데르하나 마사칸 파당을 방문하십시오!
요리를 펼쳐 놓고 먹는 정통 '히당'스타일로 제공되는
이곳에서는 고객은 자신이 먹은 요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 지역의 랜드 마크인 게둥 공공 맞은 편에 위치한 이
곳에서 랜당 다깅, 아삼 파데, 덴뎅 바라도 등 다양한 요리
중에서 골라 먹는 요리의 맛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해 있는 더 마나부는
(The Manabu) 펜옌갓 섬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언덕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아 퓨전 요리, 서양 요리,
그리고 많은 지역 음식들을 골고루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더 마나부가 인기 있는
현지 음식이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팁: 멋진 일몰 광경을 보기 위해 이 식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골든 아워 전에
도착하세요!

타페

2

현지 음식

Local dishes

	
타페(ta-peh) 또는 타파이 (ta-pie)는 바나나 잎으로
싸서 발효시킨 타피오카 입니다. 현지에서 유명한
'과일의 왕'인 두리안과 같은 질감으로 달콤하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흥미로운 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얌 팬옛
	
아얌 팬옛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특산 음식입니다. 닭고기를 진한
황금빛 갈색으로 바삭하게 튀기고, 공이로
두드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오이,
튀김 두부, 템페와 매운 삼발 칠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맛에 한 접시를 추가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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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시장

Night Markets

Rimba Jaya야시장 태양이 지고 난 후,
탄중 피낭에서 나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한 곳입니다. 공복으로 가십시오! 이
지역은 야시장, 호커 센터, 힙스터 카페,
바 및 정통 일식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Cangkir호커 센터에서 굴 오믈렛,
바쿠테, 이칸 및 씨푸드 바카르, 차퀘테오,
사테이 등과 같은 맛있는 현지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 포장 마차에서 미각
여행을 즐기십시오.

적당한 가격으로 정통 일식과 한국
요리를 맛 보려면 Tomo 일식당가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음식, 장난감,
의류 및 화장품을 판매하는 야시장을
산책해 보십시오. 디저트로는 유명한
피상 고렝 케주를 찾아 맛을 봅니다.

편히 앉아 야간 풍경을 즐기려면, 대만
스타일의 얼음 칵테일을 제공하는
2층 컨테이너 카페인 Loco디저트
카페 로 가면 됩니다. 이 카페는 친구
나 가족들과 일몰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단장한 The Canopy
카페는 화려한 벽화를 배경으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으며,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이상적인 장소 입니다.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아카우 포통 렘부에서 (Akau
Potong Lembu) 늦은 오후에는
음식 카트를 밀고 있는 한 무리의
호커들을 볼 수 있고, 밤에는 야외
호커 센터로 변신하게 됩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으로 탄중
피낭 원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생선 수프 및 유명한 아이스 챈돌은
(Ice Chendol) 현지인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머스트 트라이 음식입니다.

빈탄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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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Bintan
빈탄 중부

1

머스트 체험
빈탄 산

Gunung Bintan

구눙 빈탄 (빈탄 산) 트레킹하며 어드벤쳐 수준을
레벨 업 해보십시오. 이 섬의 최고봉으로 정상이
340m에 이릅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거대한
고대 나무에 둘러싸여 울창한 열대 우림에 몸을 담그십시오.
구눙 빈탄에는 실버-리프 원숭이, 태양 새 등과 같은 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섬 정상에서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360 전망을
감상하십시오. 하산하는 길에 "코람 푸태리 (Kolam
Puteri)"또는 프린세스 풀이라는 작은 폭포를 찾아 몸을
담가 보십시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공주님의 연 못에
몸을 담그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2

포요토모 피싱 파크

Poyotomo Fishing Park

트레킹 팬이 아니라면 포요토모 피싱 파크 에
들러서 유익한 시간을 즐기십시오! 입장료가
적고, 완벽한 배경으로 구눙 빈탄의 숨막히는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 한 곳입니다.
경치 좋은 호수에서의 낚시, 양궁 연습 또는
바비큐 세션을 위한 텐트 대여 등의 활동 등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지
음식의 즐거움을 즐기거나 이 곳의
온실을 둘러 볼 수도 있습니다.

머스트 먹거리

1

아얌 프레 스토 부데 니노

Ayam Presto Bude Nino

공중에 떠도는 음식 냄새를 따라 아얌 프레스토 부데
니노에 들려 보세요. 아얌 프레스토는 양념 프라이드
치킨으로,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혼합한 재료와 함께
압력을 가해 조리합니다. 그 다음 바삭 바삭하고
노릇하게 튀겨냅니다. 장시간 요리를 하면서 닭고기가
뼈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프라이드 치킨 외에도 오믈렛과 볶음 캉콩과 같은
(kangkong)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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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Bintan
빈탄 서부

머스트 체험

2

1

탄중 우반

Tanjung Uban

빈탄 섬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탄중 우반은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시내 중심가를 따라 운전을 하며 숲이
우거진 주택들, 물에 떠있는 켈롱 및 흔들리는 코코넛
나무 등 현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코티지 산업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찾아 보십시오.

구룬 파시르 부숭 & 텔라가 비루

Gurun Pasir Busung & Telaga Biru

이전에는 모래 채굴장이었던 구룬 파시르 부숭 & 텔라가
비루는 대자연의 힘 덕택으로 멋진 사진 촬영을 위한
숨겨진 보석으로 변모했습니다. 미니 사막이라 할 수
있는 작은 모래 언덕과 수년에 걸쳐 빗물에 의해 형성된
맑은 청록색 호수가 있는 이곳은 사진 촬영 포인트로
놓쳐서는 안될 곳입니다!

3

TRC 맹그로브 빈탄
TRC Mangrove Bintan

탄중 우반으로 가는 길에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보석으로 TRC 맹그로브 빈탄이 있습니다.
저렴한 입장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 맹그로브 숲 투어를
경험하고 쥬라기 파크에 나오는 상징적인 정문을 본 딴
전원 풍의 정문을 통과하면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곳의 해변이나 맹그로브
숲 사이에서 완벽하고 멋진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4

숯 가마

Rumah Arang

오래 전에 벽돌로 지어진, 루마 아랑은 두 개의
이글루 모양의 벽돌로 제작된 숯 가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빈탄은 이 지역에서 숯을 생산하고
수출했습니다. 약 20 년 전, 숯을 만들기 위해 맹그로브 나무를
태우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숯 가마는 이 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5

비하라 구안 디 공(관성제군 관우 사당)
Vihara Guan Di Gong (Guan Gong Temple)

비하라 구안 디 공에서 16미터가 넘는 크기의 중국 전쟁의
신(관성제군 관우)이 사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의미하는 성스러운 거대 거북 신상은 사원 맞은 편에 자리해
어부와 항해 상인들을 돌보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다고 합니다.
빈탄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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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Bahasa Indonesia
따라해 보세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영어가 빈탄 리조트 내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외부로 나갈 때에는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는 반세기 동안 다문화인 인도네시아 군도의
통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지인들은 자기 지역의 방언을 가지고 있지만,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빈탄 체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한국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인사말
좋은 아침

Selamat pagi (셀라맛 파기)

좋은 오후

Selamat siang (셀라맛 시앙)

좋은 저녁

Selamat sore (셀라맛 소레)

좋은 밤

Selamat malam (셀라맛 마람)

호칭
선생님/미스터 (공식)

Pak (팍)

부인 (공식)

Ibu (이부)

시스터 (비공식)

Non (논)

브라더 (비공식)

Mas (마스)

예의
미안

Maaf (마아프)

실례합니다

Permisi (페르미시)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트리마 카시)

유용한 문구
당신은 영어를 하십니까?

Apakah anda bisa bicara Bahasa Inggris?
(아파카 안다 비사 비카라 바하사 잉그리시?)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Saya tidak mengerti. (사야 티닥 맹게르티.)

화장실이 어디에요?

Dimanakah kamar mandi? (디마나카 카마르 만디?)

얼마예요?

Berapa harganya? (베라파 하르가냐?)

안녕, 제 이름은 ...
당신의 이름은?

Nama saya… (나마 사야….)
Siapa nama anda? (시아파 나마 안다?)

나는.. 에서 왔습니다.

Saya dari… (사야 다리…)

긴급 상황
도와 주세요!

Tolong! (토롱!)

불이야!

Kebakaran! (케바카란!)

정지!

Berhenti! (베르헨티!)

경찰 불러주세요!

Panggil polisi! (팽길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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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말 배우기

Hear What Others Say
다른 여행자들의 후기 살펴보기

앙사나 빈탄 (Angsana Bintan)

“훌륭한 서비스! 쾌적하고 여유롭고 편안한 분
위기!”
2017년 2월 4일 작성
작성자 : gamejorada1, 싱가포르
2017년 1월 숙박, 커플 여행

클럽 메드 빈탄 아일랜드 (Club Med Bintan Island)

“훌륭한 가족 휴가”
2017년 1월 30일 작성
작성자 : felz733, 호주 퍼스
2017년 1월 가족과 함께 여행

홀리데이 빌라 판타이 인다
(Holiday Villa Pantai Indah)

“훌륭한 허니문 리조트 !!”
2017년 2월 19일 작성
작성자 : Echeng_21, 싱가포르
2017년 2월 숙박, 부부 여행

니와나 가든스-니와나 리조트 호텔
(Nirwana Gardens - Nirwana Resort Hotel)

“반드시 방문해야”
2017년 2월 16일 작성
작성자 : 310ashutoshp
2017년 2월 숙박, 커플 여행

나트라 빈탄 (Natra Bintan)

“멋진 글램핑 경험”
2017년 4월 2일 작성
작성자 : FaithXY
2017년 3월에 친구와 여행

더 산차야 (The Sanchaya)

“최고의 SG 게이트웨이,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가족 친화적”
2019년 4월 작성
작성자 : Handerhong
2019년 3월 숙박, 커플 여행

여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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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to Bintan
빈탄 찾아가기
싱가포르-빈탄-싱가포르 페리
빈탄 리조트 페리(BRF)가 운영하는 정기 페리 서비스가 싱가포르의
타나 메라 페리 터미널과 반다르 벤탄 텔라니 페리 터미널, 빈탄 사이를
운항합니다.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을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중
교통편이나 택시를 이용해 타나 메라 페리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이 공항과 타나 메라 페리 터미널 간 양방향 정기 셔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bintan-resort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타나 메라 페리 터미널 (싱가포르 시간)
반다르 벤탄 텔라니 빈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포함)

0810

0810

1400

1110

1910^

1400

1110

0910*

1700

1210

2100

1700
2100

반다르 벤탄 텔라니, 빈탄 (빈탄 시간)
타나 메라 페리 터미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포함)

0835

0835

1335

1135

1735

1435

1135

0935*

1435

1335

2015

1535

1635**

1735
2015

^ 금요일 만 * 토요일 만 ** 일요일 만
헬프데스크 싱가포르
+65 6542 4369
helpdesk@brf.com.sg

헬프데스크 빈탄
+62 770 691 935
bbtbrf@brf.com.sg

유의사항:
빈탄은 싱가포르 시간보다 1 시간 늦습니다.
승객은 출발 시간 최소 1.5 시간 전에 체크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전세편
싱가포르 출발 / 도착

개별 전세편
바탐 출발 / 도착

sales@brf.com.sg

brctours@bintan-resorts.com

+65 6661 0230

+62 (770) 692 917/18

국내선 항공편
자카르타, 바탐, 나투나, 다보 싱켑, 마탁 및 페칸바루에서 탄중 피낭
근처에 위치한 빈탄의 라자 하지 피사비릴라 공항까지 국내선 항공이
운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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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Around Bintan
빈탄 둘러보기
셔틀 버스
무료 정기 셔틀 버스 서비스가 각 리조트, 반다르 벤탄 텔라니 (BBT) 페리
터미널 및 플라자 라고이에서 방문객을 운송합니다. 버스에 탑승하여
사파리 라고이도 방문해 보십시오!
빈탄 리조트 셔틀 버스 스케줄
라인 1
마양 사리 비치
리조트

니와나 리조트
호텔

앙사나 빈탄

플라자 라고이

11.40

11.50

12.00

14.00

14.40

14.50

15.00

16.00

17.40

17.50

18.00

19.00

19.30

19.40

19.50

22.00

라인 2
리아 빈탄
골프 클럽

홀리데이 빌라
판타이 인다

11.00

11.05

11.15

15.30

14.00

14.05

14.15

18.30

빈탄 라군
리조트

클럽메드 빈탄
아일랜드

10.45
13.45

플라자 라고이

17.00

17.15

17.20

17.30

21.00

19.45

20.00

20.05

20.15

22.00

라인 3
푸자세라

반다르 벤탄 텔라니
페리 터미널

나트라 빈탄

플라자 라고이

11.30

11.35

11.45

14.00

14.30

14.35

14.45

17.00

17.30

17.35

17.45

21.00

20.00

20.05

20.15

22.00

*각 노선의 플라자 라고이에서 출발하는 버스 서비스는 귀환편으로만 운행하며 하차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라인 4#
플라자 라고이

사파리 라고이

13.00

15.30

# 출발 1시간 전에 플라자 라고이 블록 A #01-08/09에 위치한 빈탄 리조트 투어 프론트
오피스에서 요청해 주십시오.
* 변경 사항의 경우, bintan-resorts.com을 방문하여,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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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또는 택시 서비스
빈탄 섬 주변을 이동할 수 있는 택시 또는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해당 카운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도렌트 카 렌탈
bintan@indorent.co.id
반다르 벤탄 텔라니 페리 터미널
(본사)
+62 (770) 691 992
니와나 가든스
+62 (770) 692 505 ext 1113

글로벌 빈탄 트랜스포테이션
푸자세라 라고이
reservation_bintantours@
hotmail.com
+62 (770) 691 818
+62 (813) 7254 8288
www.globalbintan.com

PT 인도빈탄 투어 & 트래블

스타캡 택시

트래져 베이 빈탄

그랜드 라고이 호텔

kintamaniabadi@gmail.com

starcab.bintan@gmail.com

+62 (770) 692 408/16

+62 (813) 7808 2390

위라 택시 서비스
반다르 벤탄 텔라니 페리 터미널
booking.wira@gmail.com
+62 (813) 7820 2111

여행사
BRC 투어
플라자 라고이

싱가포르 & 인터내셔널
세일즈 오피스

brctours@bintan-resorts.com

holiday@bintan-resorts.com

+62 (770) 692 917/18 Ext 107

+65 6389 3710/278

+62 (812) 760 3733

+65 9720 6080

www.bintanresortstour.com

빈탄 홀리데이

글로벌 빈탄 투어 & 트래블

탄중 피낭

푸자세라 라고이

reservation@
bintanholiday.com

reservation_bintantours@
hotmail.com

+62 (771) 733 5817
+62 (823) 9298 0152

+62 (770) 691 838
+62 (813) 7254 8288

www.BintanHoliday.com

www.globalbintan.com

PT 인도빈탄 투어 & 트래블

PT 인코 빈탄

트래져 베이 빈탄

반다르 벤탄 텔라니 페리 터미널

indobintan3@hotmail.com
+62 (770) 692 408/16
www.indobintan.com

inkobintan@hotmail.com
wholesale@inko-batam.com
+62 (770) 692 880
+62 (813) 6462 4104

빈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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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Information
유용한 정보
시간대

언어

빈탄은 GMT +7 시간,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와 동일한

인도네시아의 국어이며

시간대를 공유합니다.

빈탄 전역에서 사용됩니다.

통화

여행 비자 정보

인도네시아의 통화는

국제 여권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루피아

입국 일로부터 최소

(Rp) 입니다. 대부분의

6개월 동안 유효해야

리조트에서는 비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스터 카드 및 아메리칸

인도네시아에 비자 없이

익스프레스 신용 카드

입국이 가능합니다. 더

결제가 가능합니다. 코타

많은 여행 비자 정보는

세붕에는 한 곳의 은행과

bintan-resorts.com을

ATM 시설이 있습니다.

방문하십시오.

날씨

드레스 코드

3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종교적 장소를 방문 할 때는

맑은 날씨와 건조하고

적합한 복장을 갖출 것을

온화한 기후 그리고 깨끗한

권장 합니다.

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11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는
북동부 몬순으로 인해
강풍과 일시 지나가는

소켓 유형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참해야 할 물건

통신

신뢰할 만한 선스크린,

인터넷은 대부분의

선글라스, 캡 / 모자 및 곤충

리조트에서 연결 가능

기피제.

합니다. 전화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에 필요한 로컬
SIM 카드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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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도

빈

탄

지

#ILOVEBINTAN

빈탄 가이드
긴급 핫라인 (24시간)
위기 센터
+62 (770) 691 010
소방서
+62 (770) 691 911
리조트 경찰
+62 (813) 7125 2100
의료 클리닉
+62 (811) 771 4546

팔로우하기:

방문하기:
bintan-resorts.com

좋아요 누르기
facebook.com/
bintanresorts

팔로우하기
@bintanresortsofficial

팔로우하기
@民丹岛度假胜地

팔로우하기
@twitter.com/BintanResorts

구독하기
Bintan Resorts

리뷰 공유하기
tripadvisor.com

모든 정보는 인쇄 시점에서 정확을 기했습니다.
빈탄 리조트는 사전 통보없이 정보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03/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