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홉온 홉오프

エクスプローラー・バス
승하차 장소 안내 (2017 겨울)
빨간색
순환노선과
파란색
순환노선은
60 분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여 안내방송 중에는 조용히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빨간색 노선
9

필립스 코너 PHILLIPS CORNER / 프린세스 워프 PRINCES WHARF (9 번 정류장)
버스 정류장은 바이아덕트 하버와 프린세스 워프 입구에 있습니다.
프린세스 워프는 두 개의
주요 크루즈 터미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워프는 1929 년에 건설되었으며, 1990 년대 초반에 재개발되었습니다. 현재 힐튼호텔, 다양한
레스토랑, 아파트, 그리고 사무실들이 프린세스 워프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 정류장은 바이아덕트 하버 및
윈야드쿼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해양박물관에서 뉴질랜드의 풍부한 해양사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호화 요트를 타고 하버를 항해하거나 물가에 늘어서 있는 맛있는 레스토랑과 바에서 세계
최상급의 접대를 받아보십시오.
빨간 순환노선 버스:
여름: (30 분 간격) 오전 9:00~오후 4:00 (오후 5 시 운행 종료) 겨울: (1 시간
간격) 오전 9:00~오후 4:00 (오후 5 시 운행 종료)

1

배스티언 포인트 전망대 / BASTION POINT LOOKOUT - (1 번 정류장)
하우라키만과 와이테마타 하버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연날리기 장소로도 유명한
배스티언 포인트는 2 차 세계대전 당시 해안경비 벙커와 대포가 설치되었던 요새였으며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1930 년대 노동당 출신의 전설적 정치가이자 수상이었던 마이클 조셉 새비지 기념 정원도
들러볼 만합니다. 버스 앞에서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서 미션베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가파르니 다시 버스를 타기 위해 돌아오려면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미션베이에서 평탄한 해안도로를 따라 켈리탈튼즈 시라이프 수족관(Kelly Tarltons SEA LIFE Aquarium)
으로 돌아가면 입구를 지나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맑은 날씨에 걷기 좋은 길이며 30 분 정도
걸립니다.
빨간 순환노선 버스:

2

여름: (30 분 간격) 9:10~ 4:10 / 겨울: (1 시간 간격) 9:10~ 4:10

켈리탈튼즈 시라이프 수족관 / KELLY TARLTONS (SEA LIFE
Aquarium) - (2 번 정류장)
- 새로 8 구역으로 나눠진 환상적인 전시관!
- 세계 최대 규모의 펭귄 서식 전시관 - 세계에서 가장 큰 가오리
- 뉴질랜드 최고의 상어 콜렉션
- 신설된 해파리 전시관

- 세계 유일의 스파이니해룡 전시관

- 뉴질랜드에 유일한 살아있는 해파리관

- 어린이 해양생태 탐험가를 위한, 켈리탈튼즈 바다의 세계 인터랙티브 퀴즈 트레일!
- 살아있는 해양동물 전시관 30 여 개, 80 종 이상의 해양생물, 8 백만 리터가 넘는 물, 매일 만들어지는 4
톤의 눈.
관람 시간 1~2 시간을 예상하세요. 버스 정류장이 켈리탈튼즈의 입구에 가까워, 주차장 반대편에 있는
출구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돌아오는 데 몇 분이 더 걸리는 점도 유의하세요.
빨간 순환노선 버스:

관광 명소
할인 혜택
오클랜드 익스플로러
버스의 데이패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30 분 간격) 9:15~4:15 / 겨울: (1 시간 간격) 9:15~4:15

오클랜드박물관

스카이 타워 10% (토털 타워 익스피리언스, 어른 $29)

모든 기본 입장료의 20% 할인(가족요금 포함) (어른 $25, 어린이 $10,
가족 $60) 모든 패키지 요금의 10% 할인 (패키지 요금 $40~)

스카이 타워 기념품점 10% (토털 타워 익스피리언스 티켓
소지, 기념품으로 $10 초과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양박물관 15%

스카이 타워 스카이워크 어른 $20 할인
스카이 타워 스카이점프 어른 $30 할인

이든 가든 25%

(어른$20)
(어른 $8)

MOTAT(교통과학기술박물관) 25%
오클랜드 제트보트 투어 $40 할인
오클랜드 어드벤처 덕 $20 할인
켈리탈튼즈 15%

(어른만 $145)
(어른만 $225)

(어른 $19 어린이 $10)
(어른 $98)

(어른 $68)

(어른 $39, 노인 $30, 어린이 $27)

오클랜드 동물원 어른과 어린이 10%
(어른 $28, 어린이 $12)
9 번 정류장 앞 디그리 개스토로바 (10% 할인)D

어른과 어린이 요금만 가능

3

파넬 로즈가든 / PARNELL ROSE GARDENS - (3 번 정류장)
파넬 로즈가든은 전통적인 장미 품종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종가들이 개발한 새로운 품종까지 다양한
장미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장미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인 10 월에서 4 월이 방문 적기. (여름철에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빨간 순환노선 버스:

4

홀리 트리니티 대성당 / HOLY TRINITY CATHEDRAL - (4 번 정류장
오클랜드 커시드럴 오브 홀리 트리니티는 예배와 합창 음악, 미술, 건축, 교육 및 역사의 현장입니다.
음악회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넬에 위치한 대성당 경내는 홀리
트리니티 대성당과 전 대성당 예배소였던 세인트 메리 성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일 관광객의 방문을
받습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한 에드먼드 힐러리(Sir Edmund Hillary)의 장례식이 2008 년
이곳에서 거행됐습니다.
빨간 순환노선 버스:

5

Interchange stop
Change buses here to
switch between Red and
Blue Circles.

6

여름: (30 분 간격) 9:20~4:20 / 겨울: (1 시간 간격) 9:20~4:20

여름: (30 분 간격) 9:25~4:25 / 겨울: (1 시간 간격) 9:25~4:25

오클랜드 박물관 / AUCKLAND MUSEUM - (5 번 정류장)
오클랜드의 필수 방문지. 웅장한 3 층 건물이 뉴질랜드의 건국 과정과 전쟁의 상처 등 뉴질랜드의 역사와
함께 고유의 자연사와 진귀한 마오리 및 태평양제도인의 유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오리 문화 공연이
오전 11 시와 12 시 정오, 오후 1 시 30 분에 있습니다(여름 피크 시즌은 오후 2:30 공연 추가). 박물관은
들르지 않고 정류장에서 파란 루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박물관 로비에 있는 카페와
기념품점, 화장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 가까이 아름다운 윈터 가든(온실)과 오리 연못,
천연샘물 등이 있으며 모두 무료입니다.
빨간 순환노선 버스:

여름: (30 분 간격) 9:30~4:30 / 겨울: (1 시간 간격) 9:30~4:30

파넬 빌리지 / PARNELL VILLAGE - (6 번 정류장)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랜 주택가이며 갤러리와 카페, 레스토랑과 전문 부티크 상점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빨간 순환노선 버스:
여름: (30 분 간격) 9:35~4:35 / 겨울: (1 시간 간격) 9:35~4:35

시빅 시어터 코너 / CIVIC THEATRE CORNER - (7 번 정류장)

7

8

오클랜드 중심가인 퀸스트리트의 위쪽, 어퍼 퀸스트리트 정류장입니다. 쇼핑을 즐기거나, 교차로에서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면 오클랜드 미술관과 아름다운 알버트 파크로 갈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미술관은
국내외 1 만 5 천 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한 뉴질랜드 최대의 미술관이며, 무료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빨간 순환노선 버스:
여름: (30 분 간격) 9:40~4:40 / 겨울: (1 시간 간격) 9:40~4:40

스카이시티 및 스카이 타워 / SKYCITY AND SKY TOWER (8 번 정류장)
높이 328m 의 스카이 타워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전망대에서 360 도의 전망을 최대 80km
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전면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로 세 곳의 전망대 중 한 곳에 오르고, 스릴 만점의
지상 192m 에서의 스카이 워크와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점프도 체험하세요! 스카이시티 안에는
카지노와 두 호텔이 있고 25 개 레스토랑과 바, 카페가 마련돼 있습니다.
빨간 순환노선 버스:

여름: (30 분 간격) 9:45~4:45 / 겨울: (1 시간 간격) 9:45~4:45

데이패스(1 일 승차권)를 구매한 승객께는 전체를 한번에 돌기 보다는 방문하고자 하는 명소마다 하차하면서 관광하기를 권합니다.
빨간색 순환노선과 파란색 순환노선은 30 분(겨울철은 1 시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여행을 마치신 후 안내서가 더이상 필요 없으면 재활용하도록 운전기사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노선
오클랜드 박물관에서 매 30 분마다 빨간색 노선 버스와 연결됩니다. 오클랜드 박물관 출발 시각(여름) 5
오전 9:30, 10:00 10:30, 11:00, 11:30, 오후 12:00, 12:30, 1:00, 1:30, 2:00, 2:30, 3:00, 3:30
(오후 4:30 에 박물관에서 파란색 노선 운행이 종료되며 시내행 마지막 빨간색 노선 버스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겨울: 오전 9:30, 10:30, 11:30, 오후 12:30, 1:30, 2:30, 3:30. 오후 4:30 에 박물관에서 운행이
종료되며 시내행 마지막 빨간색 노선 버스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A

윈터 가든 / WINTER GARDENS - (정류장 A)
박물관에서 조금만 걸으면 윈터 가든이 있고, 가까이 천연 샘물인 오리 연못과 카페도 있습니다.
모두무료입니다. 박물관에 가본 후 다시 걸어서 이곳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파란 순환노선 버스가 오전 9:35~오후 3:35 까지 매 30 분마다 정차합니다. (겨울: 오전 9:35~오후 3:35
까지 매시간 정차)

B

이든 가든 / EDEN GARDEN - (정류장 B)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오클랜드 비경의 정원. 이든 가든은 정원 예술과 기술이 꽃피운 마술적인
세계입니다. 1964 년, 사화산의 버려진 채석장을 자원봉사자들이 일구기 시작하여, 남반구 최대의
동백나무종을 보유한 정원의 파라다이스로 가꿔졌습니다. 카페가 매일 문을 엽니다.
파란 순환노선 버스가 오전 9:45~오후 3:45 까지 매 30 분마다 정차합니다. (겨울: 오전 9:45~오후 3:45
까지 매시간 정차)

C

마운트 이든 / MT EDEN - (정류장 C)
마운트 이든(마웅가-화우 Maunga-whau)은 오클랜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형지물의 하나입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정상에서 오클랜드시 전경과 와이테마타 항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 결정에 따라 정상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300m 를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력이 필요하며, 중간에 비를 피할 곳이 없음에
유의하세요.
파란 순환노선 버스가 오전 9:50~오후 3:50 까지 매 30 분마다 정차합니다. (겨울: 오전 9:50~오후 3:50
까지 매시간 정차)
이든 파크 / EDEN PARK - (무정차 통과) 이든 파크는 뉴질랜드 최대의 경기장으로 최대 6 만 명이
한번에 관전할 수 있습니다. 1950 년 엠파이어 게임과 1987 년, 2011 년의 럭비월드컵 결승전, 1992 년
크리켓월드컵 등이 열렸던, 뉴질랜드의 화려한 스포츠 무대입니다.

D

세인트 룩스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 ST LUKES WESTFIELD
SHOPPING CENTRE - (정류장 D)
오클랜드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모든 종류의 상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파란 순환노선 버스가 오전 10:00~오후 4:00 까지 매 30 분마다 정차합니다. (겨울: 오전 10:00~오후
4:00 까지 매시간 정차)

E

오클랜드 동물원 / AUCKLAND ZOO - (정류장 E)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토종 및 외래 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원으로 17ha 규모의 울창한 녹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키위 새를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이색적인 동물을 이곳에서 만나세요.
파란 순환노선 버스가 오전 10:10~오후 4:10 까지 매 30 분마다 정차합니다. (겨울: 오전 10:10~오후
4:10 까지 매시간 정차)

F

MOTAT 교통과학기술박물관 / Museum of Transport and
Technology - (정류장 F) (요청 시 정차)
모탯은 뉴질랜드 최대의 교통 및 과학기술 박물관입니다. 면적 40 에이커 대지에 현재의 뉴질랜드를
일궈낸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물이 마련돼 있습니다. 요청할 때만
정차하는 곳이므로 방문을 원하시면 운전기사에게 알려 주세요.
파란 순환노선 버스가 오전 11:15~오후 4:15 까지 매 30 분마다 정차합니다. (겨울: 오전 11:15~오후
4:15 까지 매시간 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