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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플래너

3. 다양한 레저 활동 및 명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차드 가든과 고래 관광, 카약, 낚시 등의
친환경 야외 모험 활동,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애프터눈
티, 세계적 수준의 쇼핑 및 연중 즐길 수 있는 골프 –
빅토리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일 년 내내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후

2.

최고의 서비스

태평양, 노숙림, 꽃으로 가득한 정원, 웅장한 산, 탁 트인 전망,
캐나다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 – 빅토리아는 사계절 모두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빅토리아는 최고의 서비스와 따뜻한 환대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합니다. 빅토리아는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여유로운 섬 여행지입니다.

4.

음식 체험

빅토리아의 유명 요리사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섬 요리로 인해
빅토리아와 밴쿠버섬은 세계 요리 지도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5. 편리한 접근성

빅토리아는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걷기에 좋은 도시이며, 단체 투어
및 개별 탐험 모두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배편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빅토리아 및 밴쿠버섬으
로 여행하는 길은 아름다운 서해안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 중 하나입니다.

빅토리아로 오는 길은 편리하며, 대부분의 교통편은 그 자체가 재미 있는 여행의 한 부분입니다.

밴쿠버 출발 - 항공편
•

밴쿠버 국제공항(YVR)에서 빅토리아 국제공항(YYJ)까지 에어 캐나다 익스프레스, 웨스트젯 앙코르, 에어 노스, 플레어항공 및 퍼시픽
코스탈 항공이 운행됩니다. 20분 소요.

•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빅토리아 다운타운까지 하버 에어 시플레인즈 및 헬리젯 에어웨이즈가 운행됩니다. 35분 소요.

•

관광, 야생동물 관찰 및 밴쿠버 아일랜드 외딴 지역까지의 이동을 위한 전세 항공편도 이용 가능합니다.

밴쿠버 출발 - 페리
•

BC 페리는 밴쿠버에서 남쪽으로 45분 거리에 있는 트와슨과 빅토리아에서 북쪽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스와츠 베이 사이에 페리를
운행합니다. 이 페리는 성수기와 주말에는 매시간, 비수기에는 2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2,000명 이상의 승객과 승용차, 트럭, 버스를
함께 수송할 수 있습니다. 선상에는 다양한 식음료 매장과 상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1시간 35분 소요.

시애틀 출발 - 항공편
•

알래스카 항공은 시애틀 터코마 국제공항(SEA)에서 빅토리아 국제공항(YYJ)까지 항공편을 매일 7회 운행합니다. 40분 소요.

•

켄모어 에어 시플레인즈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빅토리아 다운타운까지 매일 수시로 수상비행기를 운행합니다. 45분 소요.

시애틀 출발 - 배편
•

빅토리아 클리퍼는 440 인승 여객선(제트 쌍동선)을 이용하여 시애틀 다운타운과 빅토리아 다운타운 사이에 승객 전용 서비스를 매일 1
회(여름철에는 3회까지) 운영합니다. 선상에서 간식 및 면세품 쇼핑이 가능합니다. 2시간 45분 소요.

빅토리아에는 연중 이용 가능한 명소와 즐길 거리가 즐비해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객들
을 위한 샘플 여행입니다.

1일차
밴쿠버를 출발하여 트와슨에 있는 BC 페리 터미널로 이동한 후 빅토리아의 스와츠 베이까지 수시로 운행되는 페리 여행을 시작합니다(1
시간 35분 소요). 페리가 섬과 내만들을 헤쳐나가는 동안 멋진 경치를 즐겨 보십시오.
페리에서 내린 후 차로 20분간 이동하여 부차드 가든에 도착합니다. 매일 문을 여는 이 가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역사
유적지입니다. 꽃으로 뒤덮인 22만 평방미터의 이 가든은 선큰 가든, 장미 정원, 일본 정원, 지중해 정원, 이탈리아 정원 등 여러 개의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비정원은 부차드 가든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외래종 나비, 멋진 자태의 홍학, 희귀조뿐만 아니라 비단잉어
연못도 가까이에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처치 & 스테이트(Church & State), 디바인(deVine), 시 사이더(Sea Cider), 딥 코브(Deep Cove) 등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근처의
와이너리나 사이다 공장에서 점심을 즐겨보십시오.
오후에는 캐나다 최초의 차이나타운, 의사당 건물, 로열 브리티시컬럼비아 박물관 (트립어드바이저가 선정한 캐나다 최고의 박물관),
크레이다로크성 을 방문하고, 시내에서 쇼핑을 하거나 애프터눈 티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에는 산지 직송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현지 유명 주점, 신선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겨보십시오.

2일차
아침 식사 후 범고래, 혹등 고래, 독수리, 바다사자 및 기타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3시간짜리의 흥미진진한 고래 관광을 떠나보세요.
현지 특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즐기거나 먹거리 투어에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빅토리아 관광은 계속됩니다. 피셔맨스 와프를 방문하거나 이너 하버를 걸어 보십시오. 자전거 투어 또는 수상 스포츠를
즐기거나, 인근 숲속에 나 있는 등산로를 따라 하이킹을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어둠이 내릴 즈음에는 3,000개 이상의 전구가 밝혀진
의사당 건물을 사진기에 담는 것도 잊지 마세요.

3일차
이제 빅토리아를 떠나야 한다면 빅토리아 국제공항(YYJ)에서 편리한 항공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좀 더 머무를 수
있다면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보거나, 남부 걸프 아일랜드를 방문해 그곳의 한가로운 생활방식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퍼시픽 마린 서클 루트
퍼시픽 마린 서클 루트(Pacific Marine Circle Route)*는 온대 우림과 거친 해안선, 오래된 토템 폴, 포도밭, 푸른 농경지, 브리티시컬럼비아
수도인 빅토리아 중심부를 아우르는 296km 길이의 아름다운 고리형 루트입니다. 차로는 하루면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이지만, 제대로
즐기려면 3~5일이 소요됩니다. 이 루트는 모두 포장 된 도로이며, 남부 밴쿠버 아일랜드의 도시 및 시골을 모두 체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세계적 여행 잡지인 Travel + Leisure는 퍼시픽 마린 서클 루트를 “아름다운 캐나다 서해안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코스”
로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tourismvictoria.com/pacific-marine-circle-route

1

시드니 – 빅토리아 – 코위찬 베이(82km, 1시간 21분)

2

코위찬 베이 – 포트 렌프루(103km, 1시간 48분)

3

포트 렌프루 – 조단 리버 - 수크(71km, 1시간 13분)

시드니 – 빅토리아 – 코위찬 베이를 잇는 남부 밴쿠버 아일랜드에는 생각보다 많은 레저 활동 및 관광 코스가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읽을 거리와 먹고 마실 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문객은 구석구석에서 서점, 양조장, 베이커리, 그리고 숨막히는 경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여행할 때에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숲 속에서 한 번쯤은 하이킹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시면 좋습니다. 코위찬 베이에서
포트 렌프루까지 이어지는 여정에서는 메이플 마운틴, 포트 렌프루 및 고대 삼림을 품고 있는 아바타 그로브**가 빠뜨릴 수 없는
코스입니다.

포트 렌프루에서 수크까지 운전하다 보면 가장 거칠고 때 묻지 않은 서해안을 만나게 됩니다. 깨끗한 호수, 해변,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계곡이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스타일의 서핑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림 같이 아름다운 경치와
어울리는 향토 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4

수크 - 빅토리아(40km, 50분)
가족 전체가 모험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수크에서 빅토리아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 제격입니다. 나무 위를 높이
스쳐가는 스릴 넘치는 짚라인, 역사적인 장소, 등대, 그리고 빅토리아의 분주한 이너 하버 등…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루트입니다.

*퍼시픽 마린 서클 루트의 일부 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된 외딴 구역이며, 어떤 곳에서는 도로가 좁아지거나 급커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운전 시간은 차량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 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로 상태에 대한 정보는 www.drivebc.ca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바타 그로브까지는 비포장길입니다. 위험 부담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빅토리아에서는 사계절 내내 흥미로운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연중 수백 개의 페스티벌이
열리므로 빅토리아를 찾는 방문객이 신나는 음악, 음식 또는 지역 문화 축제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Chinese
New Year

봄

Beer Week

Capital City Comic Con

Blossoms

빅토리아의 봄은 특히 아름다우며,
만개한 꽃송이, 보트 축제, 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로 넘쳐납니다.

March -April
Victoria Day Parade
Moss Street Market
(May-October)

James Bay Market
(May-September)

여름
여름에는 낮이 길고 따뜻하며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빅토리아의 참 모습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Indigenous
Cultural Festival

Victoria
International Jazz
Festival
Rock the Shores
Music Festival

가을

Canada Day
July 1

가을이 오면 비록 낮 시간은 짧아지지만
아직도 많은 이벤트들이 상쾌한 가을날을
채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게
물든 가을빛은 활기 넘치는 가을
페스티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Symphony Splash
August

Rifflandia
Music Festival
Saltspring Island
Apple Festival

겨울

Salmon Run

의사당 건물의 크리스마스 조명, 로열
브리티시컬럼비아 박물관의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마차를 끌고 자갈길을 따라
또각또각 걸어가는 말들의 말굽 소리 등
빅토리아의 겨울은 마치 동화 속 도시와도
같습니다.

BC Children's Hospital
Festival of Trees

Magic of Christmas

The Butchart Gardens
Dec - Jan

Christmas Lights
Across Canada

자세한 정보
Travel Trade Department
Suite 200 – 737 Yates Street
Victoria, B.C. V8W 1L6
CANADA
전화: +1-250-414-6999
traveltrade@tourismvictoria.com

www.tourismvictoria.com/travel-trade
페이스북: @tourismvictoriafan
트위터: @TVicBusiness
인스타그램: @TourismVictoriaBC
이미지 뱅크: destinationgreatervictoria.barberstock.com
비디오: www.youtube.com/user/TourismVictoria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