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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H

열대 원시림과 현대 문명의 공존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의 보물 사바(Sabah)주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보르네오섬의 

북단에 위치하며 30여 인종, 약 400만 인구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의 대표 

주입니다. ‘사바(Sabah)’는 ‘바람 아래의 땅’이란 뜻으로 전해오며, 본래는 

영국령 북보르네오로 알려져 왔으나 1963년 이후 연방정부에 합류하면서 

정식으로 ‘사바’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남지나 해협과 접해 있는 해양 도시로 사바 주의 정치, 경제, 산업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기 넘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다양한 볼거리와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민간기업의 합작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오늘날의 멋진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키나발루 산’ 내에는 다양한 

희귀 동·식물군의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5개의 에메랄드 빛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툰구 압둘라만 해양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중 섭씨 

23.5도에서 31.4도의 쾌적한 온도가 지속되는 천혜의 기후로 1년 내내 세계 

부호들과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입니다.

현재 다양한 직항노선 운항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해변휴양과 열대 

정글투어, 문화 체험, 키나발루산 등반, 동·식물탐방, 골프투어 등을 즐길 수 있어 

가족, 허니문, 싱글, 골프, 인센티브 그룹 등 다양한 목적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GSH(Global Strategic Holdings)그룹

식품, IT유통, 의료기기, 시계 사업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로 ‘싱가포르 최고 금융 비즈니스 지역인 ‘래플즈 플레이스 

(Raffles Place)'에 위치한 커머셜 & 오피스타워 ‘GSH플라자(GSH Plaza)’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수트라하버 리조트’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에 대형 쇼핑몰, 콘도미니엄 이튼 레지던스, 코타키나 

발루에 코랄베이 수트라 럭셔리 레지던스도 오픈 예정입니다.

수트라하버 리조트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456객실)과 퍼시픽 수트라 호텔(500객실)의 총 956개의 

다양한 타입의 안락하고 고급스런 객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5개 

테마의 수영장, 15개 레스토랑과 바, 야간골프가 가능한 27홀 챔피언십 골프 & 

컨트리클럽과 영화관,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해양스포츠 천국인 마리나클럽, 세계적인 만다라 스파, 차바나 스파 등 휴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2,500명 수용 가능한 연회장을 

포함해 2개의 그랜드 볼룸과 28개의 미팅룸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reasure of Malaysia
말레이시아의 보물 사바주! 최고의 산, 바다, 섬, 도시! 

스토리가 있는 특급 종합휴양지!

수트라하버 리조트
바다 위로 보이는 환상적인 경치와 낭만적인 전망을 가진 384 에이커의 

수트라하버 리조트는 진정한 고품격의 휴양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키나발루산과 남지나해의 방대한 해안가에 완성된 아시아 최고의 초특급 

리조트로, 코타키나발루 시내와 공항에서 10분 거리의 편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Kinabalu Park

SUTERA HARBOUR RESORT 

가는 길

인천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

◆시   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림

◆통   화 링깃(MYR/1링깃) = 약 300원

◆인   구  코타키나발루 약 46만명/사바주 약 400만명/말레이시아 약 3,200만명 

◆항   공  매일 다수의 직항 운항

4시간 30분(직항)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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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The Magellan Sutera Resort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는 사바주의 전통미가 조화된 5층 건물로 총 456개의 객실은 딜럭스, 클럽, 

이그젝큐티브 스위트 등 다양한 객실 타입을 갖추고 있으며 휴양지의 안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 안에서는 청정 가든과 에메랄드 빛 산호섬을 둘러싼 맑고 푸른 남지나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젤란 클럽 라운지 Magellan Club Lounge

마젤란 클럽 또는 스위트 객실 투숙객이 사용 가능한 클럽 라운지에서 개별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하며, 클럽 라운지 조식과, 이브닝 칵테일, 애프터눈 스낵, 개인 버틀러  서비스, 다림질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MAGELLAN SUTERA RESORT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자연친화적으로 넓게 펼쳐진 안락한 리조트형으로 

여유로운 휴양을 원하시는 럭셔리 허니문, 가족, 커플, 고급 MICE 등이 매우 선호하십니다.

객실 ROOM

SUTERA HARBOUR RESORT 

딜럭스 객실 

클럽&스위트 객실

 총 객실수 456

 객 실 타 입 킹 트 윈 전 체

 딜럭스 가든뷰 Deluxe Garden View 84 117 201

 딜럭스 씨뷰 Deluxe Sea View  102 67 169

 마젤란 클럽 Magellan Club  26 11 37

 이그젝큐티브 스위트 Executive Suite 35 3 38

 클럽 이그젝큐티브 스위트 Club Executive Suite 9 1 10

 프레지덴셜 스위트 Presidential Suite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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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스위트 골프뷰는 클럽 라운지 혜택 없음

◆퍼시픽 수트라 호텔 The Pacific Sutera Hotel  

퍼시픽 수트라 호텔은 모던한 12층 건물로 총 500개의 품격 있는 객실은 딜럭스, 클럽, 

이그젝큐티브 스위트 등 다양한 객실 타입을 갖추고 있으며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 안에서는 27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와 남지나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퍼시픽 클럽 라운지 Pacific Club Lounge

퍼시픽 클럽 또는 스위트 객실 투숙객이 사용 가능한 11층 클럽 라운지에서 개별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하며, 클럽 라운지 조식과, 이브닝 칵테일, 애프터눈 스낵, 개인 버틀러  서비스, 

다림질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PACIFIC SUTERA HOTEL

퍼시픽 수트라 호텔
퍼시픽 수트라 호텔은 완벽한 냉방시설을 갖춘 12층의 호텔식 건물로 현대적이고 더욱 편리한 부대시설로 

세련된 허니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싱글, 골프,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더욱 선호합니다.

객실 ROOM

SUTERA HARBOUR RESORT 

 총 객실수 500

 객 실 타 입 킹 트 윈 전 체

딜럭스 객실 

클럽&스위트 객실

 딜럭스 골프뷰 Deluxe Golf View  91 98 189

 딜럭스 씨뷰 Deluxe Sea View 68 117 185

 퍼시픽 클럽 골프뷰 Pacific Club Golf View 25 9 34

 퍼시픽 클럽 씨뷰 Pacific Club Sea View 7 7 14

 주니어 스위트 골프뷰 Junior Suite Golf View 30 - 30

 이그젝큐티브 스위트 Executive Suite 33 2 35

 패밀리 스위트 골프뷰 Family Suite Golf View 12 - 12

 프레지덴셜 스위트 Presidential Suite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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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레스토랑 & 바의 오픈 시간과 메뉴는 시즌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밴드 공연의 경우 날씨 및 현지 사정의 따라 예고 없이 변경,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수트라하버 리조트는 뷔페, 지중해요리, 고급 중식, 정통 이탈리안, 풀 사이드바, 디저트 까페 등 

15개의 테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품격 있는 서비스와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펼치는 식도락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RESTAURANT & BAR

레스토랑 & 바 

SUTERA HARBOUR RESORT 
★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레스토랑 & 바 운 영 시 간 메 뉴  특 징 위 치

11 : 00 – 23 : 00 1층

10 : 00–22 : 00 음료. 케익, 베이커리 당구대 비치 및 마젤란 키즈클럽과 연결 1층

1층

파이브세일즈 Five Sails
06 : 00–10 : 30 조식 

18 : 00–22 : 00 석식 
뷔페식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 1층

머핀즈 Muffinz

타릭스 로비라운지 
Tarik’s Lobby Lounge

10 : 00–24 : 00 음료, 칵테일, 스낵 라이브 밴드 공연 20 : 00 – 24 : 00 2층

알프레스코 Al Fresco 지중해식

페르디난드 Ferdinand’s 18 : 00–23 : 00 정통 이탈리안식 말레이시아 최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선정 2층

화덕피자, 파스타 등 
라이브 밴드 공연 19 : 00 - 22 : 00
풀사이드 BBQ 디너뷔페 18 : 00 - 22 : 00 

마리나카페 Marina Cafe

★ 마리나 클럽

      레스토랑 & 바 운 영 시 간 메 뉴  특 징 위 치

´ 07 : 00–23 : 00  말레이식, 웨스턴 오픈 레스토랑 2층

KTV 블루라군 KTV Blue Lagoon 18 : 00–01 : 00 음료, 칵테일, 스낵
가라오케, 스테이지 구비
* (M.I.C.E 팀 렌탈 및 액티비티 가능)

1층

18 : 30–22 : 30 3층스파이스 아일랜드 Spice Island 퓨전 아시아식 말레이시아 최고의 아시안 레스토랑 

더테라스 The Terrace

★ 골프 & 컨트리 클럽

      레스토랑 & 바 운 영 시 간 메 뉴  특 징 위 치

06:00 – 21:00 
*야간골프 시 23:00까지 

퓨전 아시안식 27홀 골프코스 전망 1층

★ 퍼시픽 수트라 호텔

18 : 30–22 : 30 석식

11 : 30–14 : 30 중식
88가지 점심 딤섬 뷔페 인기
말레이시아 최고 레스토랑 

1층

11 : 00 - 19 : 00 음료, 스낵 퍼시픽 호텔 수영장 내 위치
1층

(풀사이드)

음료, 칵테일, 스낵
수영장과 선셋 감상 포인트 
불쇼 20 : 00 (금, 토, 일)
주말뷔페 18 : 00–22 : 00 (금, 토, 일)

1층11 : 00–24 : 30

카페볼레 Cafe Boleh 

06 : 00–10 : 30 조식 

12 : 00–14 : 30 중식 

18 : 00–22 : 00 석식 

뷔페식 매일 다양한 뷔페메뉴 2층´

웨이브 풀 바 Waves Pool Bar

더 베드 The B.E.D 17 : 00–01 : 00 칵테일, 스낵 DJ 뮤직이 있는 바 & 클럽 1층

실크가든 Silk Garden 고급중식

로비라운지 Lobby Lounge 09 : 00–24 : 00 음료, 스낵, 케익
애프터눈티 14 : 00 - 18 : 00 
라이브 밴드 공연 20 : 00 – 24 : 00

2층

브리즈 비치 클럽 
Breeze Beach Club

      레스토랑 & 바 운 영 시 간 메 뉴  특 징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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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스포츠 LEISURE SPORTS 마누칸 섬 MANUKAN ISLAND
툰구 압둘라만 해양 국립공원의 ‘마누칸섬’

수트라하버에서 고속 페리로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넓고 하얀 백사장에서 

남지나해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암초가 없고 

수정처럼 맑은 청정 해역은 수심이 얕은 해안선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야외 

해산물 BBQ 런치는 여행의 맛과 재미를 더하고 환상적인 선셋크루즈,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파라세일링,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카약, 윈드서핑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골드카드로 마누칸 섬 투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왕복페리 및 BBQ 중식 포함)

푸트리 수트라 PUTERI SUTERA
럭셔리 프라이빗 크루즈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완벽한 프라이버시 안에서 주인이 되어 낭만과 여유를 

만끽 할 수 있는 특별한 호화 크루즈 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와 

침실, 키친, 선데크까지 최신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대 12명까지 

승선하여 파티, 스노클링, 낚시, 선상에서 로맨틱 선셋 등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여 드립니다.

부대시설 FACILITIES
◆키즈클럽 (09 : 00 - 22 : 00 / 2개)

키디스클럽 (09 : 00 - 22 : 00 / 마리나 & 컨트리클럽2층)

리틀마젤란 (09 : 00 - 22 : 00 /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1층)

◆편의점/기념품샵 (07 : 00 - 22 : 00)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로비층, 퍼시픽 수트라 호텔 로비층

◆헤어 & 네일샵 (10 : 00 - 19 : 00)

퍼시픽 수트라 호텔 1층

◆골프 프로샵 (06 : 00 - 21 : 00)

수트라하버 골프 & 컨트리클럽 

◆비즈니스 센터 (07 : 00 - 23 : 00 / 2개)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 퍼시픽 수트라 호텔 로비층

초고속 인터넷, 팩스, 복사, 프린트, 회의실 구비

◆셔틀버스 운행 

리조트 단지내 무료 순환버스 (06 : 00 - 01 : 00 / 10분 간격)

리조트- 시내 순환 버스 (10 : 00 / 14 : 00 / 16 : 00 / 20 : 00)

※일정 및 운행 시간은 시즌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질 수 있습니다.

◆수영장 (07 : 00 - 20 : 00 / 5개)

•마젤란 풀 : 마젤란 리조트 메인풀

•퍼시픽 풀 : 웨이브풀, 풀바

• 미끄럼틀풀 : 어린이 슬라이드,  

인공폭포 (21시 까지)

• 올림픽 규격 사이즈 풀 : 길이 50m,  

폭 21m 레일 수영장 (21시 까지) 

• 어린이풀 : 수심 60cm 이하 어린이전용

모든 것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서비스

• 리조트 식사  조식, 중식, 석식 모두 포함 (리조트 뷔페식 또는 골드카드 세트메뉴)   

정통 이탈리아 레스토랑 ‘페르디난드’ (1인당 USD15 추가)

•마누칸섬 투어  왕복페리, BBQ 런치 뷔페, 타월 포함

•레이트 체크아웃  마지막 날 18시까지 체크아웃 무료연장

•레저스포츠      배드민턴, 스쿼시,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등 

 볼링은 매일 1게임 (장비, 음료 1잔 포함)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무료 (클럽 및 50볼 제공)

                 *27홀 정규 그린피 특별가 제공 (별도 요금표 참고)

•키즈클럽  키디스 클럽, 리틀마젤란 (만 3-12세 미만)

•특별할인    레스토랑 식음료, 북보르네오 증기기차, 푸트리수트라, 

 만다라 스파, 마누칸섬 해양스포츠 및 장비대여, 

 헤어 & 네일샵 등

SUTERA HARBOUR RESORT 

★ 마리나클럽 Marina Club

 
휘트니스센터

 
06 : 00–22 : 00

 사우나, 자쿠지,  마리나클럽 2층
   락커룸, 액티비티룸 퍼시픽 수트라 호텔 1층

 배드민턴 07 : 00–22 : 00 3개 코트 마리나클럽 2층

  스 쿼 시 07 : 00–22 : 00 2개 코트 마리나클럽 1층

 테 니 스 07 : 00–22 : 00 실외 2개, 실내 3개 마리나클럽 2층, 야외

 탁 구 07 : 00–22 : 00 2개 테이블 마리나클럽 1층

 영화관 16 : 00 / 19 : 00 (금-일) 100석 규모 마리나클럽 1층

 시 설 운 영 시 간 구 비 시 설 위 치

 볼 링 10 : 00–23 : 00 12개 레인, 포켓 당구대 마리나클럽 2층

  15 : 00–23 : 00 (주중)   

  11 : 00–23 : 00 (주말)
3개 테이블 마리나클럽 1층 

 
KTV 블루라군 

 18 : 00–01 : 00  
가라오케 마리나클럽 1층

   (행사 시에만 운영)

 차트룸 10 : 00–18 : 00 신문 및 도서 구비 마리나클럽 3층

당 구

※리조트 액티비티 카운터에서 예약 / 일정 및 오픈 시간은 시즌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드카드 GOL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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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 COUNTRY CLUB

골프 
MANDARA SPA

만다라 스파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1층) 

CHAVANA SPA

차바나 스파 (퍼시픽 수트라 호텔 1층)

◉가든 코스

◉헤리티지 코스

◉레이크 코스

* 야간골프(화, 금, 토)는 당일 현지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수트라하버 골프클럽

세계적인 골프코스 디자이너 그레이엄 마쉬(Graham Marsh)가 설계한 27홀 챔피언십 골프코스는 

아름다운 해안가 지형 안에 방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벙커들, 전 코스에 버뮤다 

글라스 잔디가 깔려 있고 레이크Lake, 가든Garden, 헤리티지Heritage의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며 총 27홀 중 23개의 홀이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골프장 내 2층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멀리 호수와 야자나무들을 바라보며 티 샷을 연습할 수 있고, 

퍼팅 연습장, 칩샷과 벙커샷 연습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유일하게 야간 골프가 

가능하며 더욱 여유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코스 안내    

◉ 운영시간 06 : 00-16 : 30 (야간골프 9홀 : 19시까지 / 18홀 : 20시까지)  

◉ 코스 총 27홀 (72파) - 레이크 9홀, 가든 9홀, 헤리티지 9홀 

◉ 부대시설  야간 골프가능, 41개 드라이빙 레인지, 퍼팅그린, 프로샵, 락커룸, 사우나, 미팅룸, 레스토랑 등

2층으로 설계된 고풍적인 외관에서부터 럭셔리함과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스파 브랜드로 수준 높은 트리트먼트를 선보입니다. 천연 재료 아로마 오일 마사지로 향기롭고 

부드러운 트리트먼트를 받고 나면 몸과 마음의 자연 치유는 물론 미용과 재생효과도 탁월합니다. 

 ◆시설안내    

◉ 운영시간  10:00 - 22:00   

◉ 트리트먼트룸  만다라 스파 총 12개 (커플 6개, 싱글 6개) 

  차바나 스파 총 8개 (커플 3개, 싱글 5개)

◉ 부대시설  개인 정원, 샤워시설, 야외 자쿠지, 커플욕조 등

◉ 프로그램  바디 스크럽, 근육이완, 진정 등의 정통 타이 마사지,  

 아로마 오일 마사지, 하와이 로미로미, 스웨덴,  

 발리니즈 스타일의 트리트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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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MEETING / INCENTIVE / CONVENTION / EXHIBITION)

그룹 & 연회 

수트라하버 리조트는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행사를 위한 최고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8개 미팅룸 및 회의실, 2개 그랜드볼룸, 최고의 장비, 각종 행사 성격에 맞는 다양한 연출 및 

전문적인 서비스로 귀사의 성공적인 인센티브 그룹 행사를 보장해 드립니다.

◆마젤란 그랜드볼룸

웅장한 마젤란 그랜드볼룸은 극장 2,000명 이상, 리셉션 1,800명, 연회장 1,3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고품격의 다양한 대연회 그룹행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퍼시픽 그랜드볼룸

퍼시픽 그랜드볼룸은 극장 1,200명, 리셉션 1,000명, 연회장 640명 등 행사목적에 따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마에 따른 환상적이고 예술적인 맞춤연회는 물론 다양한 시청각 장비와 첨단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 퍼시픽 수트라 호텔 

 Venue Level Dimension Banquet Classroom Theatre U-Shape Boardroom Reception
   (metres) with stage

 Hibiscus Garden Floor 1  25 x 14 x 2.7 180 100 200 23 30 100

 Grand Ballroom  36 x 23 x6 560 400 1,200 140 80 1,000

 Ballroom 1  11 x 23 x 6 150 80 200 60 40 300

 Ballroom 2 Floor 2  15 x 23 x 6 200 110 300 80 60 400

 Ballroom 3  11 x 23 x 6 150 80 200 60 40 300

 Ballroom Foyer  36 x 14 x 16 ㅡ ㅡ ㅡ ㅡ 18 500

 Function Room 1  9 x 7 x 3 30 20 60 20 18 50

 Function Room 2  9 x 7 x 3 30 20 50 20 18 40

 Function Room 3  8 x 7 x 3 20 20 50 20 15 40

 Function Room 4  9 x 7 x 3 30 20 50 20 18 40

 Function Room 2/3/4  26 x 7 x 3 120 80 150 70 70 150

 Function Room 5 Floor 3  6 x 5 x 3 10 18 20 10 12 20

 Function Room 6  10 x 8 x 3 20 20 60 35 24 50

 Function Room 7  19 x 20 x 3 80 60 100 60 40 100

 Function Room 8  7 x 16 x 3 60 40 80 50 30 80

 Function Room 9  15 x 8 x 3 60 40 80 45 30 70

 Function Room 10  15 x 8 x 3 60 40 80 45 30 70

 Grand Ballroom  57 x 33 x 6 1300  1,000 2,500 250 ㅡ 1,800

 Venue Level 
 Dimension Banquet   

Classroom Theatre U-shape Boardroom Reception   (metres) with stage

★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Ballroom 1  16 x 33 x 6 320 250 450 60 60 400

 Ballroom 2  40 x 33 x 6 760 700 1,100 100 100 1,000

 Ballroom Foyer  12 x 52 x 4 ㅡ ㅡ ㅡ ㅡ ㅡ ㅡ

 Meeting Room 1  12 x 12 x 3 50 45 70 27 20 60

 Meeting Room 2  12 x 12 x 3 50 45 70 27 20 60

 Meeting Room 3  15 x 9 x 3 70 63 100 35 30 80

 Meeting Room 4  16.5 x 9 x 3 70 63 100 35 30 80

 Meeting Room 5  12 x 12 x 3 50 45 70 27 20 60

 Meeting Room 6  12 x 12 x 3 50 45 70 27 20 60

 Rose Garden  20 x 18 x 2.8 460 100 180 40 40 150

 Orchid Room  ㅡ ㅡ 60 120 30 ㅡ ㅡ

 Meeting Room 8  6 x 6 x 2.5 ㅡ ㅡ ㅡ ㅡ  ㅡ  ㅡ

 Meeting Room 9  6 x 6 x 2.5 ㅡ 12 ㅡ ㅡ ㅡ  10

 Meeting Room 10  10 x 10 x 2.5 ㅡ 27 50 17 12 10

Floor 2

Floor 1

 Meeting Room 7  6 x 10 x 2.5 ㅡ ㅡ ㅡ ㅡ  12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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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행 일  주 2회 (수, 토)   

◉ 탑 승 인 원 총 80명 (총 5량 / 1량당 16석) 

◉ 소 요 시 간 3시간 40분 (10 : 00 - 13 : 40)

◉ 운 행 코 스   탄중아루 Tanjung Aru - 파파르 Papar 왕복코스 (66Km) 

탄중아루역 출발  키나루트타운 정차 (중국사원, 전통시장 관광) 

 파파르역 정차 (주변관광)  탄중아루역 도착

◉ 픽 업 시 간 09 : 00 (퍼시픽 호텔) / 09 : 10 (마젤란 리조트)

◉ 예 약 처  marketing@suteraharbour.co.kr (사전 예약 필수)

*19세기 전통방식의 증기기차로 현지사정에 따라 운행 중단 및 연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북보르네오 증기기차는 1896년에 제작되어 예전 방식 그대로 나무 장작을 연소시켜 운행하며, 

전세계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증기기차입니다. 기차에서 맛보는 컨티넨탈 조식과 

말레이시아 전통 도시락인 티핀 런치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탑승 전에 나눠준 여권에 

기차역을 지날 때마다 영국 탐험가 복장의 직원들이 ‘패스포트’를 외치며 찍어주는 기념 스탬프는 

북보르네오 증기기차 체험의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수트라하버 리조트 투숙객의 경우 리조트 

로비에서 탄중아루역까지 왕복 버스를 운행합니다.  

PORING HOT SPRING & CANOPY JUNGLE WALK

포링온천 & 캐노피 정글워크 
키나발루 국립공원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자연보호구역에는 전세계의 희귀 나비와 

자연림 속의 다양한 난초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꽃 라플레시아 등 500여종 이상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포링 유황온천에 몸을 담그고 열대 우림 속에서 편안하고 색다른 온천욕을 

즐기며 몸과 마음의 진정한 웰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링 온천에서  20분 정도 더 올라간 곳에 자리한 캐노피 정글 워크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는 

지상 40m, 총 길이 157m의 스릴만점의 흔들다리입니다. 울창한 열대우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가까이에서 보며 짜릿한 체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KINABALU NATIONAL PARK

키나발루 국립공원 
코타키나발루 시내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4,095m의 

생태학적 세계 유일의 살아있는 자연 보물창고입니다. 히말라야나 뉴기니에만 서식하는 저지, 산지, 

알파인 등 울창한 키나발루 산림의 장엄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두터운 구름 띠 사이 

사이로 뾰족한 봉우리를 보일 듯 말 듯 감춘 키나발루의 신비로운 산세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OUTSID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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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BORNEO RAILWAY

북보르네오 증기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