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Red) 투어
정류장

1

첫차 출발: 오전 9:00 막차 종점 도착: 오후 5:00

블루(Blue) 투어

바이어덕트 하버/프린세스 워프
Viaduct Harbour/Princes Wharf

정류장

정류장

6

10

메인 버스 정류장으로 바이어덕트 하버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으며, 유람선이 정박하는 프린세스 워프 그리고 퀸스 워프(Queens
Wharf)와 가장 가까운 정류장입니다. 오클랜드 워터프런트는 2000년과 2003년에 열린 ‘아메리카 컵’ 국제 요트 경기를 위해 개발된
구역입니다. 보도를 따라 산책하면서 대양을 누비는 슈퍼 요트 정박장을 지나고, 오클랜드 하버 브리지(Auckland Harbour Bridge)의
전망을 감상하고, 뉴질랜드 해양 박물관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바와
레스토랑에서 세계의 미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테웨로(Te Wero) 다리를 건너 새로 개발된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와
사일로 파크(Silo Park)까지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여러 음식점과 바가 늘어선 이곳에 멋진 어린이 놀이터와 오클랜드
수산물 시장(Auckland Fish Market)도 있습니다.

첫차 출발: 오전 9:30 막차 종점 도착: 오후 4:30

오클랜드 박물관
Auckland Museum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은 오클랜드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넓은 3층 건물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에 대해 들려주고, 뉴질랜드의 독특한 자연 생태와 흥미로운 마오리 및 태평양제도의 유물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오리 전통문화 공연이 매일 열리는데, 오전 11:00, 12:00 정오 그리고 오후 1:30에 관람할 수 있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오후
2:30 공연이 추가됩니다. 로비에서 누구나 무료 WiFi와 카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름다운
윈터가든(11번 정류장)이 있습니다.
첫차 오전 9:30, 블루 투어 막차 오후 3:30, 레드 투어 막차 오후 4:30

첫차 오전 9:00, 막차 오후 4:00, 운행 종료 오후 5:00

정류장

2

배스티언 포인트 전망대
Bastion Point lookout

정류장

7

오클랜드시와 와이테마타 항만을 한눈에 바라보는 배스티언 포인트에 평화로운
마이클 조지프 새비지 기념정원(Michael Joseph Savage Memorial Gardens)이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내려가면 아름다운 해변과 음식점이 즐비한
미션 베이(Mission Bay)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단,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바다를 낀 보도를 따라 켈리
탈튼스 정류장(3번)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약 30분).

파넬 빌리지
Parnell Village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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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주택가로서 유서 깊은 빌라에
미술관,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매력적인 부티크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파넬
거리를 걷고 자갈이 깔린 골목길 안으로도 들어가 보세요. 디자이너 의류와
보석부터 선물용품, 미술 및 조각품까지 뉴질랜드에서 제작된 많은 보물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윈터가든
Wintergardens
박물관에서 도메인을 가로질러 짧은 도보 거리에 아름다운 여러 정원으로 구성된
유서 깊은 도메인 윈터가든이 있습니다. 희귀종과 외래종을 포함해 세계 각지의
열대 식물과 온대 식물이 있는 대형 온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료입장이며,
가까이 있는 카페와 오리들이 있는 연못도 가볼 만합니다.
첫차 오전 9:35, 막차 오후 3:35

첫차 오전 9:35, 막차 오후 4:35

첫차 오전 9:10, 막차 오후 4:10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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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탈튼스
Kelly Tarlton’s

정류장

8

풍요로운 뉴질랜드 해양환경에서 살아가는 상어, 가오리, 해마 등 다양한
해양동물을 만나보세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수중 터널로 가보고, 뉴질랜드의
유일한 킹펭귄과 젠투펭귄의 서식처인 ‘남극빙상 모험관’(Antarctic Ice
Adventure)에서 펭귄을 근접 관찰하세요.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출구가
버스 정류장 반대편 주차장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퀸 스트리트/시빅 시어터
Queen Street/Civic Theatre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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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가든
Eden Garden

유서 깊은 시빅 시어터가 오클랜드의 중심가인 퀸 스트리트와 웰슬리 스트리트
(Wellesley Street) 코너에 있습니다. 퀸 스트리트를 따라 쇼핑을 하거나,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 오클랜드 미술관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앨버트 공원
(Albert Park)을 찾아가세요. 건축상에 빛나는 오클랜드 미술관은 뉴질랜드 최대
미술관으로 1만 5천 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최고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정원으로 손꼽히는 이든 가든은 1964년
마운트이든 산기슭에 있던 폐채석장을 일구기 시작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2ha에 달하는 이 정원의 낙원에서 남반구 최대
컬렉션으로 꼽히는 동백나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고유종과 외래종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가 매일 문을 엽니다.

첫차 오전 9:40, 막차 오후 4:40

첫차 오전 9:45, 막차 오후 3:45

첫차 오전 9:15, 막차 오후 4:15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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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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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 로즈 가든
Parnell Rose Gardens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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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시티 & 스카이 타워
Sky City & Sky Tower

전통과 현대의 장미 품종을 망라한 5천여 종의 장미꽃이 황홀한 색채와 향기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연례행사인 파넬 장미 축제가 이곳에서 매년
11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는 여름철인 10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공원 뒤쪽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내려가면 저지스 베이
(Judges Bay)가 나오고, 유서 깊은 해수 수영장이며 여름철에 문을 여는 파넬
바스(Parnell Baths)로도 갈 수 있습니다.

높이 328m의 스카이 타워는 뉴질랜드와 남반구 통틀어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입니다. 정면이 유리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3개 층에 있는 각 전망 데크로
가서 사방으로 펼쳐진 놀라운 전망을 감상하세요. 스릴 있는 모험을 찾는다면
타워 둘레를 걷거나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 건물로 이루어진 스카이시티에
카지노와 두 곳의 호텔, 25곳의 레스토랑과 바, 카페 등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WiF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차 오전 9:20, 막차 오후 4:20

첫차 오전 9:45, 막차 오후 4:45

홀리 트리니티 대성당
Holy Trinity Cathedral
파넬 빌리지 위에 서 있는 뉴질랜드성공회 오클랜드 주교좌대성당은 음악과
문화 공연의 장이기도 합니다. ‘퍼시픽 고딕’ 건축 양식과 독특한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으로 유명한 홀리 트리니티 대성당과 유서 깊은 성모마리아 성당
(Cathedral Church of St Mary)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문자를 환영하며
무료입장입니다.
첫차 오전 9:25, 막차 오후 4:25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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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이든, 일명 마웅가화우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지형지물의 하나이며
시민공원입니다. 지협을 이룬 오클랜드에서 가장 높은 이 화산의 정상에
오클랜드시와 와이테마타 항만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한
곳부터 정상까지 300m를 걸어서 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력이 요구되며,
산에 비를 피할 곳이 없음에 유의하세요.
첫차 오전 9:50, 막차 오후 3:50

14
다른 승객을 배려하여 해설 중에는 대화를 삼가시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버스에 타는 대로 착석하시되,
이동 중에는 항상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마운트이든/마웅가화우
Mt Eden/Maungawhau

이든 파크(무정차 통과)
Eden Park
이든 파크는 최대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장으로, 세계 럭비 챔피언인 올블랙스(All Blacks)와 뉴질랜드 크리켓 대표팀
블랙캡스(Black Caps)의 홈구장입니다. 이곳에서 1987년 최초의 럭비 월드컵 결선
경기(뉴질랜드 우승)가 열렸습니다. 최근에는 2011년 럭비 월드컵의 다수 경기가
이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는데, 뉴질랜드가 두 번째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2015
년에는 크리켓 월드컵이 이든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구장 밖에는 유명한 올블랙스
선수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블루 투어 15번~17번 정류장은 뒷면으로

블루(Blue) 투어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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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출발: 오전 9:30 막차 종점 도착: 오후 4:30

웨스트필드 세인트 룩스
Westfield St Lukes

페리를 타고
가볼 곳 ...
정류장

18

뉴질랜드 최대 쇼핑몰의 하나이며 180여 개의 상점이 입점한 세인트 룩스는
리테일 세러피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백화점과 부티크 상점, 슈퍼마켓,
푸드코트, 카페, 그리고 8개 영화 상영관이 들어선 시네마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환전할 수 있는 은행과 환전소도 있습니다.
첫차 오전 10:00, 막차 오후 4:00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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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동물원
Auckland Zoo

데번포트
Devonport

오클랜드 동물원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고유 및 외래종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17ha의 공원에 서로 다른 138종의 동물 총 875마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상징인 키위 새와 함께, 코끼리, 사자, 호랑이, 유인원, 기린 등 다양한
동물을 만나보세요.

익스플로러 버스 패스에 무료 데번포트
왕복 페리 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운타운 터미널에서 페리에 승선하여
항만을 가로질러 유서 깊은 교외 지역으로
가세요.

첫차 오전 10:10, 막차 오후 4:10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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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부티크
상점들과 레스토랑, 카페, 바를 탐방하고,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고, 노스헤드 언덕에
올라 항만 전망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페리는 월~금요일의 경우 오전 9:00~
오후 4:30, 주말에는 어느 시간에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술박물관
MOTAT
교통기술박물관 또는 모탯은 이러한 종류의 박물관으로 뉴질랜드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약 16ha의 대지에 인상 깊은 항공관을 비롯해 뉴질랜드 기술
발전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체험 전시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첫차 오전 10:15, 막차 오후 4:15

페리 소요 시간: 약 12분. 15~30분마다
페리가 운행합니다.
자세한 운항 시간은
www.fullers.co.nz에서 확인하세요.

보너스 할인 혜택
아래 관광명소에서 오클랜드 익스플로러 버스 패스를 제시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기사에게 콤보 패스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고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어덕트 하버의 명소:
- 뉴질랜드 해양박물관(NZ Maritime Museum)
- 오클랜드 어드벤처 젯(Auckland Adventure Jet)
- 오클랜드 어드벤처 덕(Auckland Adventure Duck)
- 디그리 개스트로바(Degree Gastrobar)

스카이시티 명소:
- 스카이 타워
- 스카이 타워 기념품점(Gift Shop)
- 스카이 타워 스카이워크(SkyWalk)
- 스카이 타워스카이점프(SkyJump)

- 켈리 탈튼스

- 오클랜드 동물원

- 오클랜드 박물관

- 교통기술박물관

- 이든 가든

여행 팁

여러분의 투어, 어떠셨나요?

당일 이용권(데이 패스)을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버스 안에서 전
루트를 한 번에 돌기보다는, 각 정류장에 내려 명소들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오클랜드 익스플로러 여행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리뷰를 남겨주시거나 #aucklandexplorer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사진을 저희와 공유하세요.

프린세스 워프와 퀸스 워프로 돌아가는 유람선 승객은 1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본 안내서를 다시 운전 기사에게 돌려주거나 기념품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aucklandexplor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