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소식
2018 년 가을

교통 및 관광
빅토리아 하버 페리(Victoria Harbour Ferry)는 연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예약
수요에 맞춰 하버 투어(Harbour Tour)와 고지 크루즈(Gorge Cruise)를 운영하며, 매일
수상 택시를 운행합니다. 요청 시 전세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9:00부터
해 질 녘까지입니다.
www.victoriaharbourferry.com
CVS 투어(CVS Tours)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부차드 가든까지 크리스마스
라이트 투어를 제공합니다. 오후 2:00 및 4:00 출발 일정에는 빅토리아 캘리도니언
증류소(Victoria Caledonian Distillery) 방문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스카치
위스키 양조에 대해 배우고, 시설을 관람한 후 시음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라 부차드 가든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증류소 투어 비용은 크리스마스 라이트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www.cvstours.com
알브이렌트 밴쿠버 아일랜드(RV Rent Vancouver Island)는 레저용 차량과 캠핑 및
야외 장비를 대여하며, 이용 고객에게는 빅토리아 국제공항, 스와츠 베이 페리 터미널,
시드니의 워싱턴주 페리 터미널 픽업 및 드롭오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www.rvrentvancouverisland.com
윌슨즈 트랜스포테이션(Wilson’s Transportation)은 새로운 차량을 도입하였습니다.
38인승 VIP 럭셔리 버스는 회사 이벤트, 결혼식, 투어에 적합합니다.
www.wilsonstransportation.com
BC 페리 커넥터(BC Ferries Connector)의 승객들은 이제 빅토리아 다운타운, 밴쿠버
다운타운 및 밴쿠버 국제공항 사이를 매일 운행하는 정기 버스 노선의 앞 좌석을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ww.bcfconnector.com
V2V서비스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가을철/겨울철 운항을 중단하며, 2019년 3월 15
일에 운항을 재개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www.v2vvacations.com

식당 및 명소
The Courtney Room은 매그놀리아 호텔 & 스파(Magnolia Hotel & Spa)에 자리한
빅토리아 신생 레스토랑 중 하나로, 신선한 현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프랑스의 맛을
가미한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메뉴를 제공합니다. 휴일 없이 매일 오전 6:30~오후
11:00에 운영되며, 단체 예약도 가능합니다.
www.thecourtneyroom.com
Finn’s Harbour Front Restaurant and Oyster Bari는 1882년에 건축된 유서 깊은
건물에 자리해 있습니다. 빅토리아 이너 하버를 내려다보고 있는 60석 규모의 파티오를
자랑하는 Finn’s는 환경친화적으로 잡은 해산물과 구내에서 손질한 AAA 등급 스테이크
및 포크찹을 비롯하여 몇 가지의 신선한 캐주얼 메뉴를 선보입니다. 휴일 없이 오전
11:30~오후 10:30에 운영되며, 오후 4:00~5:30에는 해피아워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www.finnsvictoria.com

Elements Casino는 2018년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쳐 2배 이상의 규모로 고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시설로는 뮤지션, 코메디언, 지역 연극인 등이 출연하는
다목적 플래티넘 룸, 뷔페와 아시아 요리 및 햄버거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라이브
포커 및 200개의 새로운 슬롯 머신 등이 있습니다.
www.elementscasinovictoria.com
Mayfair Mall은 7,200백만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사는 2018
년 가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몰 내에는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몇
가지 고급 브랜드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www.mayfairshoppingcentre.com

숙박
솔트 스프링 아일랜드에 위치한 The Harbour House Hotel 은 이번 가을에 리노베이션을
완료하여 50개의 객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큰 이 호텔은 대규모 단체
예약이 가능한 유일한 숙박 시설입니다. 내부 및 파티오에 각각 80석을 구비한 레스토랑과
최대 112명까지 수용 가능한 새로운 회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www.saltspringharbourhouse.com
The Villa Eyrie Resort 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13개의 객실을
추가하기 위해 리노베이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 리조트는 기존의 테니스 코트를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이벤트 공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www.villaeyrie.com

야외 활동
BC Whale Tours는 덮개가 없는 고무 보트 3개와 덮개가 있는 고무 보트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트에 12명까지 탑승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승객들은 여유로운
공간에서 탁 트인 시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www.bcwhalewatchingtours.com
HikeVictoria는 광역 빅토리아 지역 내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찾아 연중 안내 하이킹
투어를 제공합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골드스트림 공원의 연어 회귀 관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www.hikevictoria.com
West Coast Outdoor Adventure는 수크 하버 및 후안 데 푸카 해협의 카약 및 스탠드업
패들 투어와 골드스트림 주립공원의 연어 회귀 관찰 투어를 제공합니다.
www.westcoastoutdoor.com
Cheers Cowichan Tours는 코위찬 밸리 주변에서 반나절, 전일 또는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와이너리 및 수제 맥주 투어를 제공합니다.
www.cheerscowichan.com
Blue Dog Kayaking은 밀 베이와 시드니에서 반나절 및 전일 코스로 카약과 스탠드업
패들을 이용한 야생동물 관찰 모험을 제공합니다
bluedogkayaking.com
Giant Tree Tours는 6월부터 9월까지 아바타 그로브를 포함하여 포트 렌프루 및 그
주변에 서식하는 BC에서 가장 큰 나무들을 찾아나서는 당일 안내 하이킹을 제공합니다.
www.gianttreetours.ca
Orca Spirit Adventures는 빅토리아 주변(4월~10월) 및 포트 렌프루 주변(6월~9월)에서
고무 보트 고래 관찰 투어를 제공합니다.
www.orcaspirit.com
RLC Park Services는 밴쿠버 아일랜드 내의 여러 공원에서 야생 식물 관찰 및 기타 자연
투어를 제공합니다.
www.rlcparks.ca/tours
Rainforest Tours는 샌드컷 비치와 미스틱 비치를 포함한 후안 데 푸카 트레일에서 만날
수 있는 무성한 온대림, 숨어 있는 폭포, 형형색색의 조수 웅덩이 및 해변으로의 안내 모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www.victoria-hiking-guid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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