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낭

회의에서 나아가,
페낭 그대로의 페낭 속으로

페낭: 페낭 그대로의 페낭

페낭은 아름다운 바닷가와 우거진 열대우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
조지타운까지 자랑하는 열대천국이다.

몇 세기를 걸쳐 남긴 유산, 식민시기의 화려한
건축양식, 살아있는 예술과 축제, 널리 알려진
미식 문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국제도시. 회의에서 한 발작을 더 나아가, 한계
없는 페낭 그대로의 페낭을 마음껏 즐긴다!

매력 넘치는 페낭

꼭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알려진 페낭은 늘 전통과 현대가 이루는 조화와 활기찬 문화다양성으로 방문객을
놀라게 한다. 페낭을 비즈니스 이벤트 장소로 선택할 여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꼭 방문해야 하는 곳 페낭

문화 중심지

되어왔다. 열대지방이면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와

보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로 조지타운은

여행 애호가의 버킷 리스트에 빠지지 않은 페낭은
꼭 방문해야 하는 도시로 해외 미디어에서 화제가
유산, 그리고 현대적 편안함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숙박시설이 또한

퐁부하다. 고급호텔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구역에 위치한 아늑한 헤리테이지 부티크 호텔까지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독특한 장소들

페낭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소가 있다. 웅장한

차이니스 클랜 하우스, 페라나칸 맨션, 식물원, 자연

공원, 비치 리조트, 호텔 연회장, 쇼핑몰, 컨벤션 센터
등 독특한 장소들을 이벤트 기획자가 꿈꾸는 이벤트
장소로 완벽하게 변신시켜 준다.

세계 최고의 먹거리

어떤 곳에 다녀오게 되면 그 곳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머릿속에 오래 머물고 그 이야기가 입소문으로
퍼지기 마련이다. 길거리 음식과 현지 요리로 유명한
페낭에는 음식이 곧 삶이며 한계가 없는 것이다.

원하는 요리를 선택하면 식탁 위에 차려지도록 만들
것이다.

페낭은 풍부한 유산과 문화의 천국이다. 과거의

무역 활동에서 비롯된 다문화 유산을 가장 완벽하게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년 내내 진행 가능한 전통적이나 현대적인

엔터테인트먼을 통해 이벤트의 참석자들을 피곤할 줄
모르는 즐거움에 빠지게 한다.

세계로 연결되는 교통

25개의 주요 국내 공항과 직결하며 쿠알라룸포르 국제
공항(KLIA)과 제2공항(KLIA2)를 통해 100개 이상의
도시와 연결된다. 또한 태국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접한 섬, 도시나 국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편리한 현대 도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무료 고속 무선 인터넷이

페낭을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전세계와 연결되게 해 준다. 대중 교통과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페낭 안에서 쉽고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대부분의 상점, 음식점과 관광지에서

주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공용 언어로는 영어
다음에 말레이어, 중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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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펜션 센터 (수용량)
서티아 스파이스
바얀 레파스

호텔

SQCC
스트레이츠키

SP 아레나
세베랑 자야

SCCC
프라이

여행 일정표 짜기

페낭 최고의 관광목적지 관리 전문가가 짜 드린
완벽한 일정표. 그 것이 축소된 반일 관광이 되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종일 투어가 되건 페낭 그대로의
페낭을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6 일 페낭 그대로의 페낭 투어
1 일째

2 일째

3 일째

4 일째

5 일째

6 일째

공항 도착, 호텔로 이동
체크인
페낭 페라나칸 맨션
포트 콘월리스
석찬: 뇨냐 요리

조식: 코피티암(전통 커피숍)
켁록시 불교 사원
오찬: 아쌈 락사
세인트 조지 교회
관음사
스리 마하마리암만 힌두교 사원
리틀 인디아 맛보기: 로티 차나이, 로티 잘라,
떼따릭
카피탄 켈링 모스크
쿠콩시
석찬: 나시 깐다
조식: 호텔
향신료 상인
송꼭 제조공
향 제조공
도장 조각공 & 서예가
오찬: 바나나 리프 라이스
종이 공물 제조공
뇨냐 신발 제조공
화관 만드는 장인
페낭 트라이쇼 타기
아르메니안 스트릿의 벽화거리
석찬: 페낭 시푸드
조식: 호텔
발릭 풀라우 농촌체험
오찬: 말레이 요리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
엔토피아
석찬: 페낭 노점음식

조식: 호텔
거북이 비치 (트레킹 또는 배타기)
오찬: 나시 깐다
더 해비타트 페낭 힐
페낭힐 선셋 칵테일 & 석찬
조식: 호텔
자유 시간
체크아웃
공항으로 이동, 출국

페낭 그대로의 페낭 축소판 투어

1 일째 반일: 조화의 거리
세인트 조지 교회
관음사
스리 마하마리암만 힌두교 사원
카피탄 켈링 모스크
리틀 인디아 맛보기: 로티 차나이, 로티 잘라, 떼따릭
쿠콩시
2 일째 반일: 세베랑 프라이
타우부콩 도교 사원
고승사 불교 사원
아룰미구 스리 발라 무루간 힌두교 사원
ISKCON 스리 라다 크리슈나 사원 콤플렉스
세인트 앤 성당
3 일째 반일: 식민지 시대의 페낭
빅토리아 시계탑
포트 콘월리스
시티 홀
타운 홀

4 일째 반일: 무형 문화재 트라이쇼 투어
향신료 상인
송꼭 제조공
향 제조공
화관 만드는 장인
게시판 조각공
도장 조각공 & 서예가
종이 공물 제조공
5 일째 반일: 조지타운 트라이쇼 투어
아르메니안 스트릿의 벽화거리
클랜 제티 수상가옥
페낭 페라나칸 맨션
6 일째 반일: 텔룩 바항 탐구하기
크래프트 바틱
열대 과일 농장
7 일째 반일: 몸으로 즐기기
거북이 비치로 하이킹
8 일째 반일: 자연으로!
엔토피아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

9 일째 반일: 페낭힐 해넘이
페낭힐에서 저녁 넷워킹 이벤트, 칵테일과 가든 디너
10 일째 반일:
켁록시 불교 사원
페낭 아쌈 락사

11 일째 반일: 농촌 생활
발릭 푸라우 자전거 투어

12 일째 반일: 페낭 맛보기
숨어 있는 페낭 먹거리 투어
13 일째 반일: 스릴 만점
에스케이프

14 일째 반일: 도시 어드벤처
텍돔
그래비티즈

살아 있는 문화

페낭은 다양성을 품고 살아 있는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아시아의
문화 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는 희귀문화를 가진 페라나칸 또는
토생 중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 전통 장인과 세계 유명한
벽화 문화가 보여주는 예술도 곳곳에 스며 있다.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페낭의 색다른 이야기꽃이 필 것이다.

아르메니안 스트릿의 벽화거리
유명한 벽화 ‘자전거 타는 아이’와 기타
벽화의 소재로 중국인 씨족 종택, 박물관,
골동품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 등이 모여
있는 거리다.

리틀 인디아의 전통업게
조지타운의 리틀 인디아에 위치하는
마켓 스트릿은 향신료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향신료로 가득찬 가게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수제로 보석을 만드는
마지막의 전통 금세공 장인 엠.타나도
만날 수 있다.

송꼭 제조공
하자 모히딘은 “송꼭”이라는 말레이 전통
남성 모자를 만드는 조지타운의 마지막
장인이다. 모히딘은 나고레 이슬람 성전
안에 위치하는 가게에서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생업유산을 이어받아 21세기에도 계속
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 뇨냐의 구슬
달린 신발 제조, 간판에 중국어 글자를
세기고 금박을 입히는 작업, 그리고
중국식 장례식이나 종교 축제 때 태울
종이공물 제조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전통 차이니스 업계
87세 된 향 제조공 리벵추안부터 도장
조각공과 서예가 응차이티암까지, 페낭은
수많은 전통 차이니스 상인이 조상의

매력적인 전통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페낭으로 돌아간다. 북적거리는
국제 도시 페낭 가운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고층
아파트와 세계 유산 사이에 숨 쉬고 있는 전통 직업과 독립 이전의
생활양식이 그것들이다.
바틱의 예술

바틱 팩토리는 페낭 바틱 산업의
선구자이자 국내 몇몇 최고의 바틱
수공예가 작업하는 곳이다. 텔룩 바항에
위치하는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여러
종류의 수제 바틱이 생산되고 있다.
바틱 팩토리는 미술관, 부티크와 작업장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료 가이드
투어와 실시간 바틱 만들기 시범이 매일
실시된다.

클랜 제티

클랜 제티는 약 백 년 전에 해안가에서
건설된 수상마을이다. 중국 씨족 별로
형성된 일곱 개의 제티가 있었지만 오늘날
여섯 개만 남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상가옥과 가장 긴
해상보도를 자랑하는 주(周) 씨 제티를
가장 많이 찾아간다.

페낭 페리

페낭 페리 서비스는 페낭 본토에 있는
버터워스와 페낭 섬에 있는 조지타운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오래된 페리
서비스이다. 편도가 20분밖에 안 되며
페리에서 본 바다 저편의 페낭 경치가
보너스이다.

페낭 트라이쇼

세 개의 바퀴가 달린 트라이쇼를 타며
좁은 골목을 파헤치고 문화유산을 좀 더
가깝고 여유롭게 보는 것이 조지타운을
향수적으로 둘러 보는 방법이다.

농촌 생활

“섬의 뒷면”을 뜻하는 발릭 풀라우는 페낭
섬 서남부의 한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농촌으로 논, 과일 농장과 유기
농장에 둘러 쌓여 있는 평화로운 곳이다.

소중한 문화 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지타운은 200년이 넘는 전전(戰
前)의 건물이 가장 많이 보존되는 동남아시아 도시로 손꼽으며 소중한
건축적 유산으로 간주된다. 살아 있는 박물관에서 전통 장인들이 생업을
꾸리고 있다. 구석구석을 탐구하면 숨어 있는 옛 페낭의 비밀들을 발견할
것이다.
켁록시 사원

1891년에 아이르 이땀의 한 언덕 위에
지어졌다. 만불탑 파고다와 높이 36.5m
의 관음 동상을 자랑하는 켁록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기도
하다.

관음사

카피탄 켈링 모스크

1801년에 페낭에 온 첫 인디언 무슬림
정착자에 의해 만들어진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이다. 청동으로 만든 초승달과 별로
장식된 무갈식 돔, 그리고 무어식의 아치와
탑이 특징이다.

스리 마하마리암만 힌두교 사원

퀸 스트릿에 자리 잡은 마하마리암만
사원은 1833년에 지어진 페낭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이다. 사원 입구와
건물 정면에 복잡하게 뒤얽힌 힌두교
신들의 조각이 특색이다.

1728년에 건설된 도교 사원으로 원래
중국 호키엔 지방의 바다 수호신인 “마쭈”
를 모시기 위해 지어졌다.

쿠콩시

쿠콩시는 조지타운의 가장 웅장한 중국
씨족 종택 중의 하나이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다. 중국 남부에서 이민해 온
쿠 씨 집안의 종택으로 1851년에 지어졌다.
쿠 씨 집안은 650년 전부터 전세계로 퍼진
씨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페낭 페라나칸 맨션

19세기 말에 지어진 어느 부유한 페라나칸
가정의 집을 복구해서 만든 곳으로 천 점
넘는 당대의 골동품과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다.

타우부콩 도교 사원

버터워스에 있는 타우부콩 사원은 40
년 간에 작은 오두막에서 인상적이고
장엄한 사원으로 성장했다. 약 1124평의
땅을 차지하는 이 사원은 하늘의 여신인
“또우무”와 아홉 명의 황제 신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화려한 식민 역사

페낭 섬의 옛이름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섬은 영국 왕위 계승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조지타운이 영국의 왕 조지 3세를 위해 지어진 만큼 페낭은
영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여 왔다. 독립 이전의 거리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도 영국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복원된 낡은 건축물들은
보물이 되어 식민 시대의 거창함을 내뿜고 있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장엄한 벽에 담겨진 식민 시절의 이야기에 적시게 될 것이다.

포트 콘월리스

북동쪽 해안의 곶에 바다를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포트 콘월리스는1786년에 식민지
페낭을 설립한 프란시스 라이트 대령에
의해 지어졌다. 조지타운에 자리잡으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요새이다. 건물
안에 보관되는 대포는1603년에 만든 것을
복구한 것이다.

세인트 조지 교회

1818년에 건설된 세인트 조지 교회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공회
교회이다. 마드라스 엔지니어스의 로버트
스미스의 감독하에 인도에서 온 죄수들에
의해 지어졌다.

세인트 앤 성당

1888년부터 부킷 메르타잠에서 신도를
맞이하기 시작한 유명한 천주교
성당이다. 매년 칠 월에 열흘 동안
이곳에서 열리는 세인트 앤 축제는 인근
국가에서 수십 만 명의 순례자를 끌어
모은다.

도시 어드벤처

평생 기억에 남을 어드벤처를 원한다면 과학 애호가와 스릴을 찾는
이들에게 많은 놀거리를 제공하는 페낭이 바로 그 답이다. 신나는 팀워크
활동을 위한“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스릴은 페낭 도처에 있다.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모험가를 깨워 숲을 정복하기, 무중력을 체험하기 그리고
플라잉 팍스를 타고 황야를 활주하기를 도전한다.

에스케이프

에스케이프는 어린 시절에 “캄풍” 또는
시골에서 뛰며 놀았던 추억들과 야외
활동에 담겨져 있는 지역 고유의 전통
가치들을 모으는 곳이다. 길이가 무려
1km 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물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물놀이 구역도
있다.

텍돔

텍돔은 몸보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곳이다. 깜짝 놀라게 할 대화형 과학
및 기술 전시관이 많이 있는 이곳에는
천문학 애호가들을 위한 페낭에서 가장 큰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다.

그래비티즈

더탑 콤타에 있는 이 새로운 인기거리는
스릴을 찾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참가자는 페낭에서 가장 높은
타워 위에서 줄에 달린 채 지상에서 239
미터 높이에 설치된 여섯 개의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탐나는 미식

아시아의 요리 전통이 깃들어 있는 길거리 음식, 전통 커피숍, 카페,
알콤달콤한 가족식당,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페낭 먹거리가
미각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숯불에 넓적한 쌀국수와
통통한 새우, 아삭아삭한 콩나물, 꼬막, 계란, 어묵 그리고 가정표 양념을
볶아 만든 볶음 쌀국수를 놓치면 안 된다. 달콤한 것을 원한다면 종료당
시럽이 흘러 내리는 빙수위에 열대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얹는 아이스
카창이 필수이다!

뇨냐 요리

나시 깐다

코피티암의 아침 식사

말레이 음식

뇨냐 요리는 서로 다른 문화가 독특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세계에서 손꼽는 미식
중의 하나이다. 새콤매콤한 맛이 강하고
현지의 허브와 향신료를 많이 쓴다는 점이
페낭 뇨냐 요리의 특징이다.
전형적인 페낭 코피티암(전통 커피숍)
의 아침 식사는 진한 커피나 연유를 넣은
밀크티, 카야 토스트를 찍어 먹기 위해
그릇에 담아 두는 두 개의 덜 익은 계란,
그리고 알록달록한 뇨냐 과자 조각들로
구성된다.

아쌈 락사

새콤매콤한 생선 육수에 먹는 국수로
먹고 또 먹고 싶은 아쌈 락사는 CNNGo’s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50위 내에 7
위를 차지하고 있다. 타마린드 주스와
아쌈 망고스틴이 가미되어 톡 쏘는 맛이
난다.

페낭 주민의 주식인 나시 깐다는 늘 솜털
같은 밥에 얹힌 고기나 해산물 반찬
그리고 접시를 넘칠 듯한 다양한 커리로
접시를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이어지는 긴 줄을 연상케 한다.
말레이 음식은 동남아시아의 음식 문화를
독특하게 결합하는 나시 르막과 렌당으로
말레이시아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 허브와
향신료가 풍부해서 향기가 진하고 식욕을
돋운다.

길거리 음식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때문에 페낭을
찾는다. 가격이 저렴하고 상차림이
소박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페낭
길거리 음식은 현지인과 관광객의 인기
선택이다. 페낭까지 와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지 않으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푸른 자연

페낭의 비밀정원, 자연 공원과 보호 산림으로 피신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녹색지구를 체험할 수 있다. 식물원에서 여유있게 산책하거나
산길을 따라 트레킹할 수 있는가 하면 검은 잎 원숭이와 긴 꼬리
원숭이가 같이 노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 다니는 물총새, 흰 꼬리
수리와 연도 볼 수 있다. 페낭 국립공원의 별하늘 밑에서 캠핑도 해보고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을 방문하거나 나비 농장에서 벌레에 대해서도
배워본다.
엔토피아

엔토피아 나비 농장은 동물 전체 종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무척추 동물을 위해 만든 곳이다.
엔토피아는 동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비바리움 더 네이쳐랜드(The
Natureland)와 실내 전시관 더 코쿤
(The Cocoon)두 개의 신세계로
구성된다.

열대 과일 농장

넓이가 약 30600평 된 이 풍요로운
농장에는 250종이 넘는 열대 및 아열대
과일이 재배되고 있다. 페낭의 녹색 산업을
보존하고 다양한 열대 과일을 알리기 위해
개설되었다.

더 해비타트 페낭 힐

세계 최상급의 생태 관광지인 더 해비타트
페낭 힐은 생태적인 소리와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곳으로 페낭의
열대 우림, 화강암 바위와 야생 동식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다.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

거북이 비치

상을 받은 트로피컬 스파이스 가든은
넓이가 약 9800평이 된 이차림이다. 약
500종의 야생 동식물에 둘러 쌓인 이
곳은 개울 건너기와 폭포를 즐길 수 있는
세 개의 정원 코스로 구성된다.

페낭 국립 공원의 백사장에 위치하고 있는
거북이 비치 또는 케라춧 비치는 꼭 가야
하는 곳이다. 여기에 보기 힘든 부분 순환호와
페낭 바다거북 보호소가 있기 때문이다.

전담 전문가

페낭의 관광목적지 관리 전문 업체

Destination Asia Malaysia
Prima Tanjung, Suite 98-03-13A,
Jalan Fettes, Bandar Tanjung Tokong
11200 Penang, Malaysia
T/ +604 892 7378
E/ malaysia@destination-asia.com
W/ www.destination-asia.com

Asia Itinerary
11-1-4, New Bob Centre,
No 11, Jalan Gottlieb,
10350 Penang, Malaysia
T/ +604 305 1077 / +6012 427 7257
E/ info@asiaitinerary.com
W/ www.asiaitinerary.com

Asian Overland Services
1-13C, Eden Parade,
Jalan Sungai Emas, Batu Ferringhi,
11100 Penang, Malaysia
T/ +604 881 1161
E/ lili.teh@asianoverland.com.my
aospen@asianoverland.com.my
W/ www.asianoverland.com.my

Discovery Overland Holidays
No. 98–1–22 Prima Tanjung Business
Center, Jalan Fettes, Tanjung Tokong,
11200 Penang, Malaysia
T/ +604 899 9928
E/ lisa_neoh@discoveryoverland.com
doh_penang@discoveryoverland.com
W/ www.discoveryoverland.com

Tour & Incentives Travel
A-2-10 Vantage, Jalan Desiran Tanjung,
Tanjung Tokong,
10470 Penang, Malaysia
T/ +604 899 8833
E/ lkoay@tour-incentive.travel
W/ www.tour-incentive.travel

사진 출처: 페낭 관광청

Penang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
No. 14A & 16A (First Floor)
The Whiteaways Arcade,
Lebuh Pantai, George Town,
10300 Penang, MALAYSIA
T/ +604 261 6161
F/ +604 261 6171
E/ info@pceb.my
W/ www.pceb.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