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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저니스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의 경이로운 경험을
여행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리얼 저니스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의 경이로운 경험을 여행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1954년 관광산업 분야의 개척자인 레스와 올리브 허친스(Sir Les and Olive Hutchins)
부부가 설립한 리얼 저니스는 당시 창업자가 세운 자연보호 정신과 남부의 환대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절경이 펼쳐진 이 지역에서 투어를 운영하고,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 보존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연보존 노력이 대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뉴질랜드관광청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사업에서도 최초로
합류한 기업의 대열에 섰습니다. 또한, 자체 탄소 발자국을 모니터하고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오염 물질 배출과 선체가 일으키는 파도 그리고 소음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높은 시설과 운영 방침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퀄마크는 리얼 저니스의 밀포드사운드 크루즈(당일/1박), 밀포드 트랙 당일 하이킹, TSS 언슬로, 월터피크
목장 투어, 테아나우 반딧불 동굴, 다우트풀사운드 크루즈(당일/1박), 스튜어트 아일랜드 익스피리언스, 디스커버리
엑스퍼디션 등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어워드를 실버(Silver)에서 골드(Gold)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 어워드는 퀄마크 최상의 평가 등급으로서, “뉴질랜드 관광산업을 선도해 세계 수준의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
이끌어가는 기업을 선정”하여 수여합니다.

•퀄마크
•
골드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어워드(Qualmark Gold Sustainable Tourism
Business Award)
•퀄마크
•
실버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어워드(Qualmark Silver Sustainable Tourism
Business Award)
•퀄마크
•
방문객 활동(Qualmark Endorsed Visitor Activity) 인증
•퀄마크
•
숙박시설(Qualmark Accommodation) 4성 플러스급 인증(Stewart Island Lodge)
•9개
• 부문 트립어드바이저 우수상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아래의 상을 받았습니다.
•오타고
•
데일리 타임스 올해의 기업상(Otago Daily Times Business of the Year, 2018)
•뉴질랜드
•
투어리즘 어워드 우수 기업상(The New Zealand Tourism Awards Business
Excellence) 최종 후보(2018)
•뉴질랜드
•
투어리즘 어워드 피플스 초이스상(The New Zealand Tourism Awards
Peoples Choice, 2017)
•2017
•
뉴질랜드 다양성 어워드 대상(Supreme Winner, 2017 Diversity Awards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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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포드
사운드로
가는 길
미리 밀포드사운드의 사진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 하더라도 직접
보고 느끼는 그 감동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영감을 전하는 이
특별한 장소를 찾아오는 길도 그 체험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버스로 가든 직접 운전해 가든, 테와히포우나무(Te
Wāhipounamu)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을 횡단하는 육로에서 그
정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크루즈 옵션과 가장 원활하게
연계되는 교통편으로서 당사에서 운영하는 천창이 있는 고급
버스와 관광비행이 있습니다.

밀포드사운드 하이라이트

밀포드 로드의
명소
미러 호수(Mirror Lakes)
호수에 비친 산의 반영으로 유명한 호수
디바이드(The Divide)
서던알프스를 가로지르는 분수령(531m)
멍키크리크(Monkey Creek)
산중에서 흘러내린 깨끗한 물 시음

••수면 위 1,692m 높이로 솟은 마이터피크(Mitre Peak)의 장관

호머 터널(Homer Tunnel)
길이 1,219m, 경사도 10%

••밀포드사운드 크루즈 - 잊을 수 없을 만큼 장려한 피오르를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

캐즘(The Chasm)
세찬 폭포수와 그로 인해 깎인 바위

••밀포드사운드에서 볼 수 있는 물개, 돌고래, 펭귄에 더하여,

위는 밀포드 로드에서 정차할 수 있는 곳의
몇 가지 예입니다. 운전기사가 계절과 날씨를
고려하여 최고의 선택을 해드립니다. 매일
달라집니다.

케아

밀포드 로드에서 호기심 많은 케아 새 관찰

 료 효율성은 높이고, 배출 가스와
연
오염 물질 그리고 소음은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버스

밀포드 로드(MILFORD ROAD)

리얼 저니스는 밀포드사운드에서 고급
버스 및 항공편과 바로 연계된 크루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어를 매끄럽게
연결함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와
경이로운 체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붕이 유리로 된 고급 차량 - 전 좌석 위 유리 지붕
••창문을 향해 앉을 수 있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리클라이너형 의자

크루즈
경비행기
버스

밀포드사운드

••막힘없는 전망을 제공하는 극장 같은 좌석 배치

••에어컨과 와이파이(WiFi)가 제공되는 쾌적한 차량
••퀸스타운과 테아나우의 숙박시설에서 무료 픽업

밀포드
캐즘
호머 터널
멍키크리크
디바이드

••테아나우에서 30분간 정차하고 테아나우 호수 전망을 바라보며 모닝
티(차나 커피를 곁들인 오전 휴식) 즐기기(퀸스타운 출발 투어)

퀸스타운

••밀포드 로드 곳곳에서 정차하여 사진 촬영과 짧은 산책을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현지 운전기사가 상세한 해설을 제공해드립니다.

미러 호수

••앞좌석 두 줄은 트래블 팩(Travel Pack)을 포함한 프리미엄 패키지 가능

테아나우다운스

렌터카/자가운전

버스 내부

••밀포드사운드에 렌터카/자가운전 여행객을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터미널까지 도보 10분 소요

미러 호수, 밀포드 로드

테아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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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포드
사운드로
가는 길
밀포드사운드 크루즈에 나서기 전,
퀸스타운과 밀포드사운드 사이를
날아가며 극적인 고산 절경이
펼쳐진 아름다운 뉴질랜드 남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비행기
••빙하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과 극적인 산악 절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밀포드로 갑니다. 돌아갈 때는 우림으로 덮인 계곡과
고산 목장 위를 비행합니다.
•기내
•
전 좌석에서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항공기는 서던알프스와 같은 거친 산악 지형 비행에 적합한
기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
조종사가 상세하게 해설해드립니다.
••기내에 자세한 항로 안내서가 비치돼 있습니다(영어, 중국어,
일본어).
•저공비행(Fly-over)이
•
가능합니다.
••퀸스타운의 대부분 숙박시설로 무료 왕복 택시를
보내드립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항공관리국 승인 업체
 범위한 산악환경 비행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운항하며, 전 조종사가
광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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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GA8
•
에어밴(Airvan, 단발엔진, 6인승) 3대
•그랜드
•
세스나 캐러밴(Grand Cessna Caravan, 단발엔진, 12인승) 3대
주: 필요시 추가 항공기(단발/쌍발엔진) 조달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항
일정은 날씨에 좌우됩니다.

헬리콥터
••퀸스타운에서 밀포드까지 멋진 헬리콥터 관광 비행을 한 후
밀포드사운드를 크루즈합니다.
••산과 계곡, 빙원 위로 근접 비행하고, 날씨가 허락하면 빙하 착륙도
포함됩니다.

크루즈
경비행기
헬리콥터

밀포드사운드

밀포드
호머 터널
디바이드

••돌아갈 때도 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 다른 옵션으로, 월터피크(Walter Peak)에서 내려 바비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러 호수

••퀸스타운의 대부분 숙박시설로 무료 왕복 택시를 보내드립니다.

기종

테아나우다운스

•AS350
•
B2기종 헬리콥터
테아나우

퀸스타운

밀포드사운드

네이처
크루즈
‘밀포드 마리너’ 호

더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세요!

당사의 밀포드사운드 크루즈 중 가장 길고
여유로운 크루즈입니다.
••가이드와 대화를 나누며 흥미진진한 밀포드사운드를 체험하세요.
••2시간 15분간 크루즈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물개, 돌고래,
펭귄 등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피오르 끝까지 크루즈하고 세인트앤스 포인트 등대(St Anne’s Point
Lighthouse)를 지나 태즈먼 해로 나갑니다(날씨가 허락할 경우).
••해설을 제공하고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연생태 가이드가
동승합니다.
•깎아지른
•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바로 아래로 다가갑니다.
태즈먼
해

•소형
•
선박으로 오붓하게 즐기는 크루즈
•해설은
•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다국어 해설서 제공(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선내에서 스낵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차와 커피는 무료이며, 선내에 주류를 판매하는 바가 있습니다.
•퀸스타운/테아나우와
•
연계되는 교통편으로 천창이 있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네이처 크루즈 출발 시각과 연계된 퀸스타운 관광비행을 연중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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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타 만

날씨에 따라 운항 경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크닉 점심, 인도식 도시락, 일본식 오벤또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미리 주문하셔야 합니다).

펨브로크 산

세인트앤스 포인트
등대
물개 바위
스털링 폭포
수중전망대
마이터피크
1,692m

피오르 길이: 16km

크루즈
버스

해리슨 만
밀포드사운드

샌드플라이 포인트

보엔 폭포

밀포드

밀포드 트랙
밀포드 로드

밀포드 마리너
(Milford Mariner)
••전통적인 스테이세일(Staysail)을 단 스쿠너
(Schooner) 양식의 내연 기선
••전망 데크 3곳, 관측 라운지, 식당
•선체
•
길이: 40m

밀포드 원더러
(Milford Wanderer)
••전통적인 개프(Gaff) 돛을 단 케치(Ketch)
양식의 내연 기선
•전망
•
데크 2곳, 식당
•선체
•
길이: 30m

MV 신바드(Sinbad)

운영 기간
크루즈만 포함

10월~4월
5월~9월
11월~4월
5월~9월
9월~4월
11월~3월
테아나우 출발

오전 10:30~오후 12:45
오전 10:30~오후 12:30
오전 11:00~오후 1:15
오후 12:55~2:55
오후 1:35~3:50
오후 4:15~6:30
버스 + 크루즈

10월~4월
5월~9월
10월~4월
퀸스타운 출발

오전 7:30~오후 4:30
오전 9:50~오후 4:30
오전 10:20~오후 5:45
버스 + 크루즈

5월~9월
10월~4월
퀸스타운 출발

오전 6:55~오후 7:45
오전 7:15~오후 8:00
버스 + 크루즈 + 관광비행

5월~9월
10월~4월
퀸스타운 출발
5월~9월
5월~9월
10월~4월

오전 6:55~오후 4:10
오전 7:15~오후 5:10
관광비행 + 크루즈*
오전 9:00~오후 1:40
12:00 정오~오후 4:10
오후 12:30~5:10

* 무료 피크닉 점심 포함.
주: 네이처 크루즈 오전 10:30, 오후 1:35(여름)/12:55(겨울)에 ‘밀포드 마리너’와
‘밀포드 원더러’ 호를 번갈아 운항합니다.
‘MV 신바드’ 호는 오전 11:00와 오후 4:15에 운항합니다. 보웬 폭포 산책과
밀포드 디스커버리 센터 추가 가능(렌터카 또는 자가운전만 해당)

‘MV 신바드’ 호

밀포드 출발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피오르드랜드펭귄

••전문 설계된 단일 선체형 내연 기선
•전망
•
데크 2곳
•선체
•
길이: 21m
•전세
•
이용 가능

밀포드사운드

시닉
크루즈
밀포드사운드에서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거침없이 떨어지는
힘찬 폭포를 감상하세요.
••전망대를 갖춘 넓고 현대적인 크루즈 선이 폭포들을
지나 피오르와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1시간 40분간의 크루즈

밀포드 소버린(Milford Sovereign)

••물개, 펭귄, 돌고래 등 야생동물을 관찰할 기회가
있습니다.

••밀포드사운드 내에서 운항하기 위해 설계된 내연 기선
••넓은 전망 데크 3곳이 있으며 전용실 예약 가능

••폭포에 다가가서 자연의 힘을 체험합니다.

•첨단
•
항법 및 안전장치

••단일 선체 선박으로서 밀포드 내에서 창가 좌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선체
•
길이: 40m
•다양한
•
식사 옵션 가능

••쾌적한 실내에서 막힘 없는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체
•
승객 전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밀포드 모나크(Milford Monarch)

••오
 후 1:45 출발 시닉 크루즈에는 해설을 제공하고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연생태 가이드가
동승합니다.

••밀포드사운드 내에서 운항하기 위해 설계된 내연 기선

••출발 시각에 따라 외국어 사용 가이드가 다국어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넓은 전망 데크 3곳이 있으며 전용실 예약 가능

••다국어 해설서 제공(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선체
•
길이: 39m

•첨단
•
항법 및 안전장치
•다양한
•
식사 옵션 가능

••선내에서 신선한 점심을 준비해드립니다. 다국적
뷔페, 인도 뷔페, 바닷가재(Rock Lobster) 전채요리,
해산물 플래터, 일본식 오벤또, 인도식 도시락,
피크닉 점심 중에서 고를 수 있고(모두 미리
주문하셔야 합니다), 선내에서 샌드위치와 스낵을
판매합니다.
••주
 방과 뷔페식당이 하갑판에 있어 주갑판에서 막힘
없는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퀸스타운/테아나우와 연계 교통편으로 천창이 있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닉 크루즈 출발 시각과 연계된 퀸스타운
관광비행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날씨에
좌우됩니다).

‘밀포드 소버린’ 호

••차와 커피는 무료이며, 선내에 에스프레소 커피와
주류를 판매하는 바가 있습니다.

운영 기간
밀포드 출발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크루즈만 포함

일 년 내내(조식 포함)
일 년 내내
10월~4월*
일 년 내내
10월~4월
9월~4월
테아나우 출발

버스 + 크루즈

10월~4월
일 년 내내
퀸스타운 출발

오전 7:30~오후 4:30
오전 9:50~오후 5:25
버스 + 크루즈

일 년 내내
10월~4월
12월~2월
퀸스타운 출발

오전 6:55~오후 7:30
오전 7:15~오후 8:00
오전 9:00~오후 9:30
버스 + 크루즈 + 관광비행

일 년 내내
10월~4월
퀸스타운 출발

오전 6:55~오후 3:40
오전 7:15~오후 5:10
관광비행 + 크루즈

10월~4월 15일
10월~4월
5월~9월
10월~4월 15일
퀸스타운 출발
일 년 내내

오전 8:45~10:45
오전 11:00~오후 12:40
12:00 정오~오후 1:30**
오후 1:00~2:40
오후 1:45~3:25
오후 3:00~4:40

오전 8:00~11:40
오전 10:00~오후 1:40
12:00 정오~오후 3:40
오후 2:00~5:40
헬기 + 크루즈
오전 10:00~오후 1:40

크루즈
버스

태즈먼 해
밀포드사운드

펨브로크 산

애니타
만

큰돌고래

날씨에 따라 운항 경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딧불 동굴 투어를 함께 제공하는 콤보 상품도 있습니다(11월~3월).
** 이 크루즈의 운항 시간이 더 짧습니다(1시간 30분).
무료 피크닉 점심 또는 스낵 박스(오전 8시 출발) 포함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렌터카/자가운전자만 보웬 폭포
산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물개 바위
스털링 폭포
수중전망대
마이터피크
1,692m

피오르 길이: 16km

샌드플라이 포인트

해리슨 만

보엔 폭포

밀포드

밀포드 트랙
밀포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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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포드사운드

점심
옵션
선상에서 재능 있는 요리사가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드립니다.
밀포드에는 스낵 종류만 있으므로 고객들을 위해 미리
점심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닉 크루즈는 출발
24시간 전에 주문하시면 모든 점심 메뉴를 제공합니다.
네이처 크루즈에서 일본식 오벤또, 인도식 도시락,
피크닉 점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크루즈 선내에서 차와
커피(에스프레소 타입 제외)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주: 출발 24시간 전에 의뢰하시면 식이요법 메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점심 메뉴 구성은 계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닉 크루즈에서 제공
네이처 크루즈에서 제공

밀포드를 여행하시는 모든 분을 위한 다양한 식사 옵션...
바닷가재 전채요리와
다국적 뷔페
피오르드랜드 바닷가재(Rock Lobster) 반 마리를
곁들인 다국적 뷔페

해산물 플래터
새우, 오징어, 연어, 새우 트위스터.
크레이피시(Crayfish) 제공 가능(비용 추가).

다국적 뷔페

인도식 도시락

찐만두, 찐 제철 채소, 기름에 볶은 제철
채소, 초록입홍합, 반죽하여
튀긴 남섬산 생선, 닭고기
요리, 사우스랜드산
쇠고기 또는 사슴고기,
카드로나산 메리노
양고기, 김치, 제철
샐러드, 찐 밥, 국수,
생과일, 아이스크림.

스프링롤, 사모사, 상추를 곁들인 양파 샐러드, 달
(Dahl), 야채 카레, 밥, 파파덤, 망고 피클, 플레인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과일(오전 11:00, 오후 1:00,
1:45에 출발하는 시닉 크루즈, 오후 1:35에 출발하는
네이처 크루즈).

일본식 오벤또

피크닉 점심

초밥, 니기리, 미소 연어구이, 양념한 두부, 데리야키
닭다리찜, 찐 채소, 생과일, 미소 된장국과 후리카케를
곁들인 따뜻한 밥, 생강초절임, 무와 미역 샐러드. 퓨어
뉴질랜드(Pure NZ) 아이스크림과 녹차.

샌드위치, 쿠키, 포테이토칩, 치즈와 크래커, 과일,
견과류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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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포드사운드

오버나이트
크루즈
밀포드 사운드 최고의 경험
••다른 방문객들이 모두 떠난 장려한 밀포드사운드를 경험합니다.
•유네스코
•
세계유산지역에서 일몰과 일출을 감상합니다.
••피오르에서 더 오랜 시간 크루즈 하면서 물개, 펭귄, 돌고래 등 야생동물을
관찰합니다.
••밀포드사운드 끝까지 천천히 크루즈를 하고 세인트앤스 포인트 등대(St
Anne’s Point Lighthouse)를 지나 태즈먼 해로 나갑니다(날씨가 허락할
경우).
••자연생태 가이드가 동승하여 이 지역의 역사와 동식물에 관해 해설하고, 모든
승객에게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해드립니다(해설은 영어로만 제공).
••저녁에는 카약이나 부속선으로 피오르를 구석구석 탐사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포드 트랙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격의 없이 친밀한 분위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체험
••다국어 해설서 제공(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퀸스타운/테아나우와
•
연계되는 고급 버스를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운항 경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퀸스타운으로
•
돌아가는 방법으로 관광비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날씨에 좌우).

태즈먼
해

크루즈
버스

세인트앤스
포인트
등대

펨브로크 산

애니타 만
물개 바위
스털링 폭포

마이터피크
1,692m

수중전망대
해리슨 만
밀포드사운드
보엔 폭포

샌드플라이 포인트

피오르 길이: 14km
밀포드 트랙

밀포드
밀포드
로드

밀포드 마리너
(Milford Mariner)
••카약이나 부속선으로 피오르를 구석구석
탐사하세요.
••전채요리, 수프, 샐러드, 따뜻한 요리들과
오븐에 구운 고기, 해산물, 여러 종류의
후식과 치즈 등으로 구성된 3코스 뷔페
정찬(채식 옵션도 가능)
••선내에 주류를 판매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밀포드사운드 역사에 대한
자연생태 가이드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집니다.
••가정식 및 유럽식 조식 뷔페
••트윈/더블 선실, 실내 욕실

밀포드 원더러
(Milford Wanderer)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포드 트랙을 걷거나
부속선에 탑승하여 피오르를 구석구석
탐사하세요.
••수프, 오븐에 구운 고기, 야채 요리,
샐러드와 후식을 포함한 풍성한 3코스 정찬
(채식 옵션도 가능)
••선내에 주류를 판매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정식
•
또는 유럽식 조식 옵션
••트윈/더블 선실, 쾌적하고 현대적인 공용
욕실

운영 기간
밀포드 출발

출발 시각(첫째 날) - 돌아오는 시각(둘째 날)
오버나이트 크루즈

5월 1~23일 그리고 9월
10월~4월
11월~4월
테아나우 출발

오후 3:30~오전 9:15		
오후 4:30~오전 9:15		
오후 4:30~오전 9:15		

‘마리너’ 호
‘마리너' 호
‘원더러' 호

버스 + 오버나이트 크루즈

10월~5월 23일 그리고 9월
11월~4월
퀸스타운 출발

선명

오후 12:45~12:30		
오후 12:45~12:30		

‘마리너' 호
‘원더러' 호

버스 + 오버나이트 크루즈

10월~5월 23일 그리고 9월
11월~4월

오전 9:00~오후 3:30		
오전 9:00~오후 3:30		

‘마리너' 호
‘원더러' 호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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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포드
마리너

카약으로피오르 탐사
장엄한

특징
•여러
•
전망 데크, 식당, 관측 라운지
••욕실이 딸린 안락한 전용 선실 28개(트윈침대 16실/더블침대
12실) 그리고 4개의 벙크베드와 욕실이 있는 가족실 2개
•승객
•
정원: 64명(숙박)
••선체 길이: 40m

주: 두 선박 모두 선실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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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포드
원더러
특징
•여러
•
전망 데크와 식당
••안락한 전용 선실(트윈/더블침대) 14개와 4인용
벙크베드 선실 2개가 있으며, 모두 현대적인 욕실
공동 사용
•승객
•
정원: 36명(숙박)
•선체
•
길이: 30m

뭍에 올라
한
세계적으로 유명

밀포드 트랙 킹
일부 구간 하이

다우트풀사운드
가는 길
다우트풀사운드는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오지의 피오르를 방문하고, 새들의
노래나 멀리서 떨어지는 폭포수,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의해서만 깨지는 정적을
느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야생의
피오르, 다우트풀사운드까지 매끄럽게
연계하는 오퍼레이터는 리얼 저니스가
유일합니다.
마나포우리 호수의 수정처럼 맑은 물살을 헤치고 크루즈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윌모트패스를 버스로 넘어가는 길에 정차하여
피오르드랜드에서 가장 빽빽한 우림과 멀리 다우트풀사운드가 펼쳐진
전망을 감상합니다. 딥코브(Deep Cove)에 도착하여 당사의 낮 시간대
크루즈인 윌더니스 크루즈나 유명한 오버나이트 크루즈에 합류합니다.

16

크루즈
버스

밀포드

퀸스타운
다우트풀사운드
테아나우
윌모트패스

마나포우리

다우트풀사운드 하이라이트
••밀포드사운드보다 3배 길며 10배나 더 넓은 이곳은
뉴질랜드에 남은 최후의 원시 자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다우트풀사운드는
밀포드사운드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선박과 투어업체가
활동하는 오지입니다.
••서던알프스를 배경으로 섬들이 점점이 떠 있는 마나포우리
호수를 크루즈 합니다.
••남섬의 주 분수령이며 높이가 671m인 윌모트패스를
넘어갑니다.
•때
• 묻지 않은 자연에서 ‘정적의 소리’를 체험합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큰돌고래 무리를 찾아보고, 작은 섬
니아일릿(Nee Islets)에 서식하는 뉴질랜드물개들을
만납니다.

버스
퀸스타운 출발
고급 버스로 2시간 동안 와카티푸호 호반을 따라 달리고 구릉진 전원 지역을 지나
마나포우리에 도착합니다. 퀸스타운의 비지터 센터와 대다수 숙박시설에서 무료로
픽업해드립니다.
테아나우 출발
소형 버스로 30분을 달려 마나포우리에 도착한 다음 낮 시간대 다우트풀사운드 크루즈인
윌더니스 크루즈 또는 오버나이트 크루즈에 합류합니다. 테아나우의 비지터 센터와 대다수
숙박시설에서 무료로 픽업해드립니다.
주: 마나포우리에 렌터카/자가운전자를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우트풀사운드

윌더니스
크루즈

파테아 익스플로러(Patea Explorer)
••다우트풀사운드 내에서 운항하기 위해 설계된 고속 쌍동선
••안락한 좌석을 갖춘 고급스러운 실내와 넓은 데크
••바닥에서 천장까지 통유리가 설치된 선교 데크와 투명한
재질의 지붕으로 덮인 실외 공간
••비디오 카메라와 시청각 스크린으로 항해 정보 제공

한적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야생의 대자연
•야생의
•
오지인 다우트풀사운드로 당일 여행을 합니다.
•태즈먼
•
해까지 3시간여 크루즈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광대한
다우트풀사운드를 경험합니다.
•니아일릿에서
•
펭귄과 물개를 찾아보고 이곳에 서식하는 큰돌고래
무리를 발견합니다.
••동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연생태 가이드가 동승하여 이
지역에 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드립니다.
••배의 엔진을 끄고 피오르에 떠 있는 ‘정적의 소리' 시간 중 새와 폭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다
 국어 해설서 제공(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피크닉 점심, 누들 박스, 디럭스 피크닉 점심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미리 주문하셔야 합니다).
•차와
•
커피는 무료이며, 선내에 주류를 판매하는 바와 에스프레소
카페가 있습니다.
•퀸스타운/테아나우와
•
연계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퀸스타운과 테아나우의 숙박시설에서 무료 픽업

다우트풀사운드

크루즈
버스

세크리터리 섬
프레서피스 만
니아일릿
브래드쇼사운드

테아나우 호수
케플러산

퍼스트암
크룩드암

커시드럴피크스

커맨더피크
홀암
윌모트패스

노스암

딥코브

마나포우리 호수
수중
발전소

마나포우리

표시된 경로는 참고용입니다.

••선
 체 길이: 31.6m

점심 옵션
피크닉 점심
랩, 과일 샐러드, 초콜릿, 혼합
견과류, 뮤즐리 슬라이스

디럭스 누들 박스
라면, 랩, 생과일, 케이크,
치즈와 크래커, 혼합 견과류와
초콜릿

디럭스 피크닉 점심
랩, 과일 샐러드와 요구르트,
크루아상, 케이크 또는 슬라이스,
치즈와 크래커, 초콜릿과 혼합
견과류

다우트풀사운드 돌고래

채식 및 ‘글루텐 프리’ 메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
마나포우리 출발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크루즈만 포함

11월~4월
5월~9월
10월~4월
12월 27일~2월 29일
테아나우 출발

오전 8:00~오후 2:30
오전 10:30~오후 5:00
오전 10:30~오후 5:45
오후 1:30~8:00
버스 + 크루즈

11월~4월
5월~9월
10월~4월
퀸스타운 출발

오전 7:00~오후 3:30
오전 8:45~오후 5:45
오전 9:30~오후 6:30
버스 + 크루즈

5월~9월
10월~4월

오전 6:55~오후 7:30
오전 7:30~오후 8:15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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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트풀사운드

오버나이트
크루즈
뉴질랜드에서 가장 장려하고 깨끗한
피오르의 자연 속에서 아침을 맞으세요.

••다우트풀사운드의 광대한 수로를 탐험하면서 여유 있게 크루즈하며
태즈먼 해까지 나아갑니다.
••펭귄과 물개 그리고 이곳에 서식하는 큰돌고래 무리 등 야생동물을
발견합니다.
••배의 엔진을 끄고 피오르에 떠 있는 ‘정적의 소리' 시간 중 새와 폭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크루즈
버스

다우트풀사운드
세크리터리 섬

니아일릿

프레서피스 만
테아나우 호수

퍼스트암

케플러산
크룩드암

커시드럴피크스

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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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암

딥코브
윌모트패스

••부속선 또는 카약으로 피오르를 탐사하세요.
••3코스 뷔페 정찬에 전채요리, 수프, 샐러드, 따뜻한 요리들과 구운
고기류, 해산물, 여러 종류의 후식과 치즈 등 포함

브래드쇼사운드

커맨더피크

••전문 지식을 갖춘 자연생태 가이드가 동승하여 이 지역의 역사와
동식물에 관해 해설해드립니다.

마나포우리 호수
웨스트암
수중
발전소

마나포우리

•가정식
•
및 유럽식 조식 뷔페
•해설은
•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다국어 해설서 제공(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퀸스타운/테아나우와
•
연계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퀸스타운과 테아나우의 숙박시설에서 무료 픽업

'피오르드랜드 내비게이터' 호

운영 기간
마나포우리 출발

출발 시각(첫째 날) - 돌아오는 시각(둘째 날)
오버나이트 크루즈

4월~5월 23일 그리고 9월
10월~3월
테아나우 출발

버스 + 오버나이트 크루즈

4월~5월 23일 그리고 9월
10월 - 3월
퀸스타운 출발

12:00 정오~오전 11:45
오후 12:30~오전 11:45

오전 11:00~오후 12:45
오전 11:30~오후 12:45

피오르드랜드 내비게이터
(Fiordland Navigator)
•여러
•
전망 데크, 식당, 관측 라운지
••욕실이 딸린 전용 선실 18개(트윈침대 12실/더블침대 6실)
••4인용 벙크스타일 선실 9개, 쾌적한 공용 욕실 이용
•승객
•
정원: 72명(숙박)
••선체 길이: 38m

버스 + 오버나이트 크루즈

10월~5월 23일 그리고 9월

오전 9:00~오후 3:30

주: 선실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아나우

반딧불 동굴
마술 같은 지하 세계에서 바위의
조각, 세차게 흐르는 지하수,
반딧불 동굴을 발견하세요.

테아나우 서쪽 호반 산자락 아래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반짝이는 동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쌍동선으로 테아나우 호수의 서쪽 호반으로 가는 30분간 경이로운
크루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는 강물에 깎이고 있는 동굴들을 탐험합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통로를 따라 소용돌이와 지하 폭포 등 지질학적
연대로 아직 초기(1만 2,000년 전)인 동굴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합니다.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동굴 형성에 대한 가이드의 해설을
듣습니다.
••소형 보트에 승선하여 머리 위에서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반짝이는
고요한 반딧불 동굴로 들어갑니다.
••캐번 하우스(Cavern House)에서 근방의 산과 동굴들, 마오리 전설에
대해 배웁니다.
••원한다면 인근 숲길을 개별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테아나우 출발
11월~3월* 	
12월~4월** 	
연중 내내 	
일 년 내내 	
10월~4월
10월~4월 	
일 년 내내 	
10월~4월 	
11월~4월

오전 7:45~10:00•
오전 9:00~11:15 •
오전 10:15~오후 12:30
오후 2:00~4:15•
오후 4:30~6:45 •
오후 5:45~8:00 •
오후 7:00~9:15 •
오후 8:15~10:30•
오후 9:30~11:45 	

퀸스타운 연계 버스 제공(온종일).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밀포드 시닉 크루즈를 함께 제공하는 콤보 상품도 있습니다. **최소 인원 적용

크루즈
버스

돔 군도

•무료로
•
차와 커피 제공
•투어에
•
2시간 15분 소요

테아나우

반딧불 동굴
캐번 하우스

동굴 속 출발 지점에서 반딧불 동굴까지 250m 걷기(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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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아나우
호수

테아나우
반딧불 동굴

•투어가
•
여러 차례 있으므로 일정에 맞춰 선택하세요.
••다국어 해설서와 안전 지침 카드 제공(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

밀포드 트랙

당일 하이킹
‘세계 최고의 하이킹 코스’를
경험하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포드 트랙으로 소그룹
가이드 하이킹을 합니다.
••짧은 여행 일정 중 ‘세계 최고의 하이킹 트랙'을 경험하고 싶은
여행자를 위한 밀포드 트랙 ‘테이스트'(맛보기) 코스입니다.
••하이라이트에 원시 너도밤나무 숲, 클린턴 강, 평원, 습지, 고유종 조류
등이 포함됩니다.
••가이드가 트랙의 역사와 고유종 동식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절경을 자랑하는 테아나우 호수 북단에서 테아나우다운스까지 1시간
동안 천천히 경관을 감상하며 크루즈 합니다.
•쉽게
•
걸을 수 있는 하이킹 트랙(왕복 11km, 4~5시간)
••곳곳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글레이드
•
하우스(Glade House)에서의 피크닉 점심 포함

크루즈
버스

밀포드사운드

•가이드당
•
최대 12명
••해설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일본어 가이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추가).

밀포드
에이다 호수
덤플링 산장

운영 기간
테아나우 출발
11월~4월 18일 	
퀸스타운 출발
11월~4월 18일 	

서덜랜드 폭포
퀼 호수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매키넌패스
민타로 산장

버스 + 하이킹
클린턴 헛

오전 9:30~오후 6:00

글레이드
부두

버스 + 하이킹
오전 6:55~오후 8:00

주: 개별 하이커를 위한 트랙 교통편 제공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클린턴 강

닐번

테아나우다운스
글레이드 하우스

테아나우 호수

테아나우
호수

퀸스타운

호수 크루즈
1912년 진수된 빈티지 증기선
‘언슬로'(TSS Earnslaw) 호와 월터피크
고산 목장에서 퀸스타운의 역사 유산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퀸스타운을 대표하는 증기선을 타고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크루즈 합니다.
••월터피크를 향해 크루즈 하며 호수 주위로 펼쳐진 고산 절경을
감상합니다.
••기관실에 가보고, 선실에 마련된 갤러리(Fo’c’sle Gallery)에서
증기선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세요.
•피아노를
•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고, 뉴질랜드 노래책을 기념품으로
가져가세요.
•선내에
•
프롬나드 카페(Promenade Café)와 주류를 판매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국어 해설서 제공(한국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호수의
숙녀

퀸스타운의 명물인 증기선 유람을 하며 20세기 초의
우아한 크루즈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TSS 언슬로'
호는 남반구에서 석탄 연료를 사용해 운항하는 가장
오래된 증기 여객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호수의
숙녀'(Lady of the Lake)인 이 크루즈선에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맛보세요. 화부가 석탄을 삽으로
떠서 연소실에 던져넣고, 갑판 아래에서 증기기관이 칙칙
철컹철컹 소리를 냅니다.
‘언슬로' 호는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가로질러
월터피크 고산 목장까지 하루에도 몇 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선박에 계속 머무르거나 고산 목장을
찾아가서 목장 생활을 경험하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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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선, 1912년 제작
••넓은 전망 데크 2곳, 선교
••선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축(Twin Screw)

증기선
••선체 길이: 51m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석탄 이용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퀄마크 인바이로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운영 기간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일 년 내내*		
일 년 내내*		
일 년 내내*		
일 년 내내*		
12월 27일~2월 29일 	
12월 27일~2월 29일 	

오전 10:00~11:30 •
12:00 정오~오후 1:30 •
오후 2:00~3:30 •
오후 4:00~5:30•
오후 6:00~7:30 •
오후 8:00~10:00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오후 6시와 8시
크루즈 가능, 최소 인원 적용.
시내에 주차하고 바우처를 탑승권으로 교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중순~7월 초는 ‘TSS 언슬로’ 호의 연례
정비 기간입니다.

월터피크

목장 투어
그림 같은 와카티푸 호반에 식민지풍
농가와 아름다운 호반 정원이 나란히
있는 이 목장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장에서
제공하는 안마당 도보 투어를
하고, 양몰이 개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잠시 멈춰서 장미꽃
향기를 맡아보세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월터피크 목장 원형 공연장

••증기선 ‘언슬로' 호로 월터피크 고산 목장까지 45분간 경관 크루즈
합니다.
••목장에서 제공하는 안마당 도보 투어를 하고, 양과 사슴, 소,
알파카에게 먹이를 줍니다.
••원형 공연장에서 양몰이 개와 양털 깎기, 실 잣기 등의 시범을
관람합니다.
••울셰드(Woolshed)에서 갓 구운 스콘과 과자를 곁들여 오후 티를
즐깁니다.
••호수를 낀 정원, 햇살이 비치는 안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념품점을
둘러보세요.
••해설은 영어로만 제공되고, 별도로 다국어 해설서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운영 기간
일 년 내내*
1월 22일~3월 31일**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오전 10:00~오후 1:30
12:00 정오~오후 3:30
오후 2:00~5:30•
오후 4:00~7:30

•
•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주차에 필요한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초~7월 초는 ‘TSS 언슬로’ 호의 연례 정비 기간입니다.
**최소 인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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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피크

호반 식사
월터피크 고산 목장에 있는 커널스 홈스테드(Colonel’s
Homestead)는 와카티푸 호수와 퀸스타운의 고산 풍경을
감상하면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식민지 시대
건축양식과 넓은 정원에서 과거에의 향수를 느껴보세요.

여정을 선택하세요
고급 바비큐 정찬 메뉴의 예
고급
바비큐 점심

집에서 구운 빵
샤르퀴드리(Charcuterie) 플래터
- 파르마 햄, 살라미 소시지, 코파,
초리조
오늘의 채식 타르트

고급
바비큐 저녁

운영 기간

아오라키 훈제 연어, 키오자 비트,
허브, 래디시, 레몬 조각
느억쩜 소스를 곁들인 남대서양
새우찜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고급 바비큐 점심
		
일 년 내내*

오전 10:00~오후 1:30
12:00 정오~오후 3:30

•

고급 바비큐 저녁
12월 27일~3월 31일**
10월~5월
6월~9월**

오후 4:00~7:30
•
오후 6:00~10:00 			
오후 6:00~10:00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주차에 필요한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초~7월 초는 ‘TSS 언슬로’ 호의 연례 정비 기간입니다.
**최소 인원 적용

현지산 사모라 소시지
이스트코스트 산 생선구이
허브, 향료, 스모크 버터를 가미하여
찐 햇감자
로즈메리, 마늘 콩피, 석류 드레싱을
가미해 오븐에 구운 당근, 파스닙
프렌치드레싱을 가미한 구운 고구마,
샬롯 소금구이, 말린 살구, 파,
아몬드 슬라이스, 차이브

발사믹 드레싱을 얹은 회향, 상추,
자색 콜리플라워 절임, 적색 래디시,
블루치즈

월터피크 스티키 데이트 푸딩

카드로나 메리노 양고기

칼보 다크 초콜릿 무스

캔터베리 돼지고기
사우스랜드
쇠고기
•

클래식 티라미수 케이크
사과 & 루바브 크럼블

퀸스 젤리, 크래커, 포도를 곁들인
여러 종류의 뉴질랜드 치즈

주: 바비큐 저녁에 차와 커피 포함, 바비큐 점심에는 에스프레소 커피
제공. 바비큐 점심에 해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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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피크

승마 트렉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방법으로 풍경을
감상하세요. 천천히 목장을 돌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멋진 휴가를 즐기세요.
••경험 많은 가이드가 말을 타고 구릉을 가로질러 와카티푸 호수와
주위를 둘러싼 산악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로 이어진 승마
트렉으로 안내해드립니다(40분).
••마사로 돌아와서는 커널스 홈스테드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오전
또는 오후 차를 즐기세요.
•초보자를
•
포함해 누구나 승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소
•
만 7세 이상, 체중 100kg 이하, 키 120cm 이상
•소그룹,
•
개인적인 체험(가이드당 6명)

운영 기간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10월~4월 		
		

오전 10:00~오후 1:30
12:00 정오~오후 3:30
오후 2:00~5:30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투어는 날씨에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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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섬 가는 길
그림 같은 스튜어트섬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지만, 뉴질랜드 남섬의 최남단에서 단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울창한 숲과 바위가 많은 해안선, 부드러운 금빛 모래사장으로 덮여
있는 섬 대부분이 라키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대부분 이 섬의 유일한 마을인 오번(Oban)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 의
그대로
낙원

페리 서비스
블러프와 스튜어트섬 사이에 있는 포보 해협을 쾌적한 쌍동선으로 건너갑니다.
선상에서 몰리모크(Mollymawk)와 티티(Titi)를 비롯한 바닷새와 야생동물을
관찰하세요. 친절한 직원이 흥미로운 해설을 제공하고 주요 볼거리를
알려드립니다.
••연중 내내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인버카길

••선내에서 차와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당일 왕복 운항편이 있습니다.

블러프
스튜어트섬

포
보

해
협

루아푸케
섬
스튜어트
섬

오번
패터슨 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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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버스

포보 익스프레스
(Foveaux Express)

서던 익스프레스
(Southern Express)

••선체: 쌍동선
••승객 정원: 97명
••선체 길이: 23m

••선체: 쌍동선
••승객 정원: 62명
••선체 길이: 19.5m

스튜어트섬 하이라이트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자연 그대로의 섬에서 휴식을 즐기세요.
••‘본토'에서 단 1시간의 아름다운 페리 항로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뉴질랜드의 ‘생태 보호구'
••바닷가재, 대구,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산' 블러프 굴 등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세요.
••남섬새들백(South Island Saddleback), 모후아(Mohua), 굴뚝새(Rifleman),
스튜어트섬울새(Stewart Island Robin) 등 뉴질랜드의 희귀 조류가 서식하는
울바 섬(Ulva Island)에서 산책하세요. 웨카(Weka), 카카리키(Kakariki),
벨버드(Bellbird), 투이(Tui) 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2만 마리 이상의 키위 새가 서식하고 있어 어느 곳보다 키위 새를 야생에서 볼
기회가 많습니다.

운영 기간
블러프 출발

출발 시각
페리만 포함

일 년 내내
10월~4월 	
12월 1일~2월 28일
5월~9월
10월~4월 	
스튜어트섬 출발

오전 9:45 	 •
오전 11:00 	 •
오후 1:30•
오후 4:30
•
오후 5:15
페리만 포함

일 년 내내 	
12월 26일~1월 7일
12월 1일~2월 28일
5월~9월
10월~4월 	
10월~4월 	

오전 8:00
오전 9:30•
12:00 정오 	
오후 3:00
오후 3:30 	
오후 5:00 	

•
•
•
•
•

운항은 항해 여건에 좌우됩니다. 시간표 변경 가능. 퀸스타운과 테아나우에서
연계되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렌터카 서비스
스튜어트섬의 외딴 해변을 찾아가고 자유롭게 숲길을 걸으며 멋진 체험을
합니다.
포장도로 총 길이가 채 30km가 안 되는 이 섬의 교통량은 극히 적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대여 차량
소형 자동차

모터스쿠터

산악자전거

스튜어트 아일랜드 익스피리언스(Stewart Island Experience)는 리얼 저니스에
속한 회사입니다.

스튜어트섬

빌리지 & 베이즈 투어스
오번 마을과 근방의 바닷가를 현지 가이드와
함께 탐방합니다. 스튜어트섬에 대해 가장
잘 소개하는 투어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놀랄 만큼 아름다운 스튜어트섬이 간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세요. 여러
곳에서 정차하고 사진 촬영과 산책을 합니다.
••현지 가이드가 스튜어트섬의 생활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섬의 포경 산업 그리고 유럽인과 마오리, 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간 역사 해설을
제공해드립니다.

가이드 하이킹
소그룹 가이드 하이킹을
통해 스튜어트섬의 풍경과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자연생태 전문 가이드가 고유종 새와 식물의 생태를
알려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야생동물 보호 노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소그룹(가이드당 8명)

••라키우라 국립공원의 관문인 리 만(Lee Bay)으로 걸어갑니다.
••아름다운 호스슈 만(Horseshoe Bay)의 전망을 감상합니다.
••전망 바위(Observation Rock)에 올라 골든 만, 패터슨 인렛, 울바 섬까지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합니다.

운영 기간
10월 - 3월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오후 4:00~6:00		

주: 최소 만 14세, 최소 인원 적용(성인 4명).

운영 기간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일 년 내내
일 년 내내
10월~4월

오전 11:00~오후 12:30
오후 1:00~2:30
오후 4:00~5:30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가이드 하이킹
빌리지 & 베이즈 투어
와일드 키위 인카운터
울바 아일랜드 익스플로러

블러프

리만

리틀 리버

호스슈 만
라키우라 국립공원

하프문 만
애커스
워크

오번

벤치 섬

포경 기지
울바 섬
패터슨 인렛
더넥

오션비치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울바 아일랜드
익스플로러

와일드 키위
인카운터

아름다운 패터슨 인렛으로
천천히 크루즈하고, 때 묻지 않은
해변과 숨어있는 만들, 해양
생물들을 관찰하고, ‘놓칠 수 없는’
명소인 울바 섬 조류보호구를
탐방하세요.

어둠이 내리면 경험이 풍부한 자연생태
가이드와 함께 손전등을 들고
서던브라운키위(Southern Brown Kiwi)
새를 찾아 숲으로 들어갑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쾌적한 ‘라키우라 익스플로러’ 호로 패터슨
인렛으로 들어가 여러 해변을 따라 항해합니다.
••울바 섬에서 가이드 하이킹을 합니다. 이 섬에는 웨카(Weka, •
고유종 뜸부기), 산울새(Bush Robin), 희귀한 새들백
(Saddleback), 노랑머리새(Yellowhead)를 비롯해 다양한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있는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희귀한 몇몇 식물도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해 질 무렵 하프문 만(Halfmoon Bay)에서 쌍동선에 승선해 패터슨 인렛을
지나 리틀글로리 만(Little Glory Cove)으로 갑니다. 크루즈 하는 동안 울바 섬
(포식동물이 없는 보호구)을 지나고, 스튜어트섬의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리틀글로리 만에 도착하면 자연생태 가이드와 함께 해안에 형성된
숲을 통과하여 외딴 모래 해변으로 갑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주위를 둘러싼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
이곳 어둠 속에서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자주 목격된 던브라운키위•
(라키우라 토코에카 Rakiura tokoeka)를 기다립니다.
••크루즈에 나서기 전 서던브라운 키위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현대적인 쌍동선 크루즈

••45분 동안의 숲 하이킹 포함

••숙련된 자연생태 가이드가 인도하는 가이드 워크이며 트랙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현지인 자연생태 가이드가 흥미로운 해설 제공

••소그룹(가이드당 8명, 1일 최대 16명)

••바닷새와 물개, 펭귄을 찾아보세요.

••소요시간: 약 4시간

••피크닉 점심 제공 가능(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15세 이상 연령대에 적합합니다.
••선내에서 차와 커피 무료 제공

운영 기간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운영 기간

출발 시각 - 돌아오는 시각

5월과 9월
10월~4월 	

12:00 정오~오후 2:45•
오후 12:45~3:15

9월
10월
11월과 3월
12월~2월
4월
5월

오후 5:30~9:30•
오후 7:00~11:00•
오후 7:30~11:30•
오후 8:30~오전 12:30•
오후 5:00~9:00
오후 4:30~8:30

출항은 날씨에 좌우됩니다.

서던브라운키위

패터슨 인렛

레드 셰드(Red Shed)에서 출발 시각 20분 전에 체크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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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중심가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언덕 위에 있는 이 롯지는 아늑하고
조용하며 하프문 만과 포보 해협을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 내 욕실이 있는 킹 또는 트윈 객실 6개
» 아 름다운 전망이 있는 공용 라운지
» 유 럽식 조식 포함
» 페 리 또는 비행장 무료 왕복 교통편
» 모 든 객실에 TV 설치
» 실 내 차/커피 제공

오번
페리 터미널

Nichol Roa

d

오번 비지터 센터

스튜어트
아일랜드 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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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대지에 카카(Kaka, 고유종 앵무새)를
비롯한 다양한 고유종 조류가 둥지를 틀고 있어
테라스에서 새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라운지나 야외 테라스에서 전망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세요. 마을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구내에 있는 간이 주방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구내식당에서 유럽식
조식을 제공해드립니다.

스튜어트섬은 자연과
하이킹, 야외 활동
애호가를 위한
낙원입니다.

스튜어트섬

당일 및 수일간의 패키지여행
스튜어트섬 당일 여행
(Stewart Island Day Trips)
당일 여행 블러프 출발 렌터카/자가운전
오전 9:45 블러프에서 스튜어트섬 행 페리 탑승
오전 11:00 빌리지 앤드 베이즈(Village and Bays) 투어
추가 옵션: 박물관 또는 자연보호부(DOC) 비지터 센터 방문

오후 12:45 울바 아일랜드 익스플로러 투어, 가이드 하이킹 포함
3:30

스튜어트섬에서 블러프 행 페리 탑승

포함 사항: 왕복 페리, 빌리지 & 베이즈 투어, 울바 아일랜드 익스플로러 투어

디스커버 스튜어트 아일랜드
(Discover Stewart Island)

익스플로어 스튜어트 아일랜드
(EXPLORE STEWART ISLAND)

2일

3일

렌터카/자가운전 여행

직접 운전 또는 버스 연계

퀸스타운/테아나우 출발
첫째 날
직접 운전하여 블러프 도착. 블러프 페리 터미널 옆에 있는 옥외 보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유료).
오전 11:00 블러프에서 페리 출발, 12:00 정오 스튜어트 섬 도착,
오후 1:00 빌리지 & 베이즈 투어 시작.
저녁에는 와일드 키위 인카운터 투어로 키위새 관찰.
스튜어트 아일랜드 롯지 숙박 포함.

둘째 날
섬을 자유롭게 탐사하며 여유로운 아침 보내기(추가 옵션 - 렌터카,
스쿠터, 산악자전거 대여).
오후 12:45 울바 아일랜드 익스플로러 투어 참가, 가이드 하이킹 포함.
3:30 페리로 스튜어트섬 출발, 4:30 블러프 도착.

첫째 날
오전 9:45 스튜어트섬 행 페리 탑승, 오전 10:45 도착. 오후 1:00 빌리지
앤드 베이즈 투어 참가.
스튜어트 아일랜드 롯지 숙박 포함.

둘째 날
섬을 자유롭게 탐사하며 여유로운 아침 보내기(추가 옵션 - 렌터카, 스쿠터,
산악자전거 대여).
오후 12:45 울바 아일랜드 익스플로러 투어 참가, 가이드 하이킹 포함.
저녁에는 와일드 키위 인카운터 투어로 키위새 관찰.
스튜어트 아일랜드 롯지 숙박 포함.

셋째 날
포함 사항: 스튜어트섬 왕복 페리, 스튜어트 아일랜드 롯지 1박, 빌리지
& 베이즈 투어, 와일드 키위 인카운터 및 울바 아일랜드 익스플로러 투어

이용 조건: 제시된 일정은 10월~4월 사이
여름철 기준입니다. 시간표 변경 가능

오후 3:30 스튜어트섬에서 페리 출발, 4:45 블러프에서 연계 교통편 이용
(버스 또는 직접 운전) 8:00 퀸스타운 도착, 또는
오전 8:00 스튜어트섬에서 페리 출발, 9:15 블러프에서 연계 교통편 이용
(버스 또는 직접 운전) 오후 1:20 테아나우 도착.

포함 사항: 연계 버스 또는 직접 운전, 왕복 페리, 스튜어트 아일랜드
롯지 2박, 빌리지 & 베이즈 투어, 울바 아일랜드 익스플로러 및 와일드
키위 인카운터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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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저베이션 인렛, 더스키
사운드 또는 스튜어트섬
카카

혹등

고래

수일간 피오르드랜드
또는 스튜어트섬을
탐사하는 디스커버리
엑스퍼디션 여정은
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사와 정착민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과거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디스커버리 엑스퍼디션에
뉴질랜드 남부 지방에 관한 전문가인
자연생태 가이드가 동승하여 해설하고
야생동물 발견, 가이드 산책 그리고
다양한 활동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프레저베이션 인렛

전문 설계된 ‘밀포드 원더러' 호의 승선
인원이 32명으로 제한되어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며 서로 가깝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음식이 풍성하게 제공되며,
친절한 승무원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4박/5일
마나포우리 출발. 시기: 10월

디스커버리 엑스퍼디션은 모든 연령의
여행객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보통
정도의 체력을 지니고 야외 활동과
모험을 즐기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6박/7일
마나포우리 출발. 시기: 4월, 5월, 7월,
8월, 9월

더스키사운드
스튜어트섬

5박/6일
블러프 출발. 시기; 7월

퀸스타운, 테아나우, 인버카길에서
출발하는 연계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 피오르드랜드
더스키사운드
4박 크루즈와 헬기 이동 옵션
350여 개의 섬을 헤아리는 더스키사운드(Dusky Sound)와 브레이크시
사운드(Breaksea Sound) 곳곳에 닻을 내리고 카약 및 해안 탐사에
나섭니다. 이 크루즈는 또한 물개와 큰돌고래 무리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유명한 다우트풀사운드로 갑니다.

프레저베이션 인렛
6박 크루즈와 헬기 이동 옵션
프레저베이션(Preservation Inlet)과 초키 인렛(Chalky Inlet)은 방문객이
거의 없는, 남섬 최남단에 있는 피오르입니다. 바람에 쓸린 해안선과
드넓은 해변이 펼쳐져 있어 상륙하고 탐사하기에 좋습니다. 이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는 더스키사운드이며, 브레이크시사운드와 다우트풀사운드도
일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
스튜어트 아일랜드
5박 크루즈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최남단에 있는 스튜어트섬은
원시 그대로의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를 위한 놀라운 여행지입니다.
스튜어트섬 대부분이 라키우라 국립공원(Rakiura National Park)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일한 타운이자 거주 지역이 오번(Oban)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숲이 울창한 구릉, 적은 인구수, 바위 노두가 이어진 때 묻지
않은 해안선, 금빛 모래사장 등이 있는, 해양동물과 조류의 안전한
서식처인 이 섬은 배로 여행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다우트풀
사운드

피오르드랜드
브레이크시
사운드

더스키
사운드

초키 인렛
프레저베이션
인렛
퓌세귀르 포인트
(Puysegur Point)

스튜어트섬
블러프

오번
패터슨
인렛

먼저 블러프(Bluff)에서 크루즈로 포보 해협(Foveaux Strait)을 건너
섬의 동쪽 해안에 도착합니다. ‘밀포드 원더러’ 호에 승선하고 며칠 동안
뉴질랜드에서 가장 마술적인 해역을 크루즈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안에
상륙해 유명한 울바섬 조류 보호구 등에서 가이드 하이킹을 하고,
과거 노르웨이인들의 포경 기지가 있는 프라이스 인렛(Prices Inlet) 등
역사유적을 찾아갑니다.

포트
어드벤처
페가수스
만

밀포드 원더러
자연생태 전문 가이드 / 카약과 소형 보트 제공
선교 개방 정책 / 32명 숙박 / 따뜻하고 안락한 선실(트윈 셰어/더블)
/ 침구, 수건 제공 / 현대적인 욕실, 온수 샤워 시설 / 아늑한 식당 /
선상에서 요리사가 준비하는 맛있는 식사

전 크루즈 일정과 출발 시각을
www.discoveryexpeditions.co.nz에서 확인하세요.

'밀포드 원더러' 호

자연보호
지난해 우리는 위험에 처한 종의 보호, 서식지
복원, 포식동물 퇴치 등 다양한 자연보호
프로젝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을 위해
50만 달러 이상의 직접 기부 및 현물 공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쿠퍼 섬 복원 프로젝트

기금 모금을 위한 ‘크루즈 포 어 코즈’

••리얼 저니스는 오지인 더스키사운드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쿠퍼
섬(Cooper Island)에서 족제비와 들쥐를 퇴치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고유종 새들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연례행사 ‘크루즈 포 어 코즈’(Cruise-for-a-Cause)를
통해 자선 및 자연보호 기금을 15만 달러 이상 모금했습니다.

••자연보호부의 지도로 이 섬에서 포식동물 퇴치를 위한 첫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1,778ha 면적에 1,300개의 덫이 설치되고 있으며, 리얼 저니스는
장기적으로 5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활동을 마친 후부터는 디스커버리 엑스퍼디션
티켓당 100달러씩 섬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상을 받은 월터피크
산림 복원 프로젝트
••월터피크 고산 목장에서 고산 목장의 전통을 살리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고유종 관목과 나무 1만 5,000그루 이상을
심었습니다.
••또한, 와카티푸 호수의 고유한 풍광을 해치며 급속히 퍼져나가는
야생 소나무들을 155ha 면적의 이 목장에서 베어냈습니다(2014년
리얼 저니스가 이곳의 토지를 구매한 후에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생 소나무는 고유종 식물로부터 햇빛과 물을 빼앗아 자연 풍광을
훼손하고 남섬 고산 지대의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연보호부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야심 찬 프로젝트”라 평가하며 특별히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연 1회, 시즌 초기, 리얼 저니스는 밀포드사운드와 다우트풀사운드에서
최종 직원 훈련을 위한 1박 크루즈를 ‘뜻깊은’ 두 곳의 활동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선박과 승무원, 석식과 조식, 그리고 수상 활동 일체를 무보수로
제공하며 티켓 가격 10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기금이 노란눈펭귄 재단(Yellow-eyed Penguin Trust),
포레스트 & 버드(Forest & Bird) 그리고 암학회(Cancer Society,
사우스랜드 및 오타고 지역) 등에 전달되었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무도회
••당사가 주최하는 버즈 오브 어 페더 자연보호 무도회(Birds of a Feather
Conservation Ball)는 퀸스타운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공식적인
행사의 하나로, 2015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금액이 30만 달러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리얼 저니스는 이 화려한 이브닝 파티 티켓 가격의 100%를 자연보호
활동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수혜 기관으로서 카카포 복원 기구(Kākāpō Recovery), 쿠퍼 섬 복원
프로젝트 그리고 와카티푸 야생동물 재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
••우리는 또한 지난 12년 동안 고유 희귀종인 휘오(Whio, 푸른오리)의 •
번식을 돕기 위한 서식지 이전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습니다.
피오르드랜드 초키 섬(Chalky Island)에서는 쇠알락키위 모니터링
활동 기금을 지원하고, 당사 오버나이트 크루즈 및 동굴 투어 직원들이
포식동물 덫과 미끼를 설치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realjourneys.co.nz/conservation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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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이 시간은 운전자가 시간당 80/100km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참고용입니다. 개별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산책, 휴식 등을 위한 정차 시간과 도로
사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블러프

표시된 경로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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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번

”이곳은 폭우가 내리는 날에 마술 같은 비경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안개가 내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문득문득 안개가 걷히면
우레 같이 쏟아지는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러프 가이드’ 뉴질랜드 편(Rough Guide to New Zealand)

Real Journeys is part of the Wayfare group of tourism companies including Cardrona,
Go Orange and the International Antarctic Centre. All sales and reservations are handled
by the Wayfare team on the below:

일반 문의
웨이페어 그룹 영업부
우편 주소
전화
이메일

Wayfare Group Sales Division
PO Box 94, Queenstown 9348, New Zealand
+64 3 442 5000
sales@wayfare.nz

예약 문의
웨이페어 그룹 예약부
무료 전화
전화
이메일

Wayfare Group Reservations
0800 346 737 (뉴질랜드 소재 도매여행사)
+64 3 249 8630
reservations@wayfare.nz
groups@wayfare.nz

www.wayfare.nz

리얼 저니스는 언제라도 시간표 변경, 운항 취소, 시설이나 장비 대체, 요금 변경 등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예약 취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전체 예약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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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저니스를 SNS에서 만나세요

친환경 잉크와 종이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인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