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교 여행 즐기기  
일반 투어 정보 | 브리티시 컬럼비아 버넌 

칼라말카 호수/ED’S MOBILE KAYAK 

 
 
 
 
 
 
  
 
 
 
 
 
 
 
 
 
 
 
 
 
 
 

버넌 개요 
 
 
 
 
 
 
 
 
 
 
 
 

액티비티 

 
 
 
 
 
킬로나 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 

 

차량 이용 시 
밴쿠버에서 4시간 30분 
캘거리에서 7시간 
시애틀에서 7시간 

 

비행기 이용 시 
밴쿠버에서 55분  
빅토리아에서 1시간 
시애틀/캘거리에서 1시간 5분  
토론토에서 4시간 15분 

 
여행 시기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 5월 1일~10월 31일 

 
성수기 7월~8월  

준성수기 5월~6월/9월~10월  

비수기 11월~4월 
 

호텔 26개 | 룸 1400개 

독립 호텔: 스파클링 힐 리조트, 프리데터 리지 
리조트 

체인 호텔: 페이필드 인 앤 스위츠, 베스트 
웨스턴 퍼시픽 인, 프리스티지 인 앤 스위츠,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샌드맨 인 앤 스위츠, 
프리스티지 버넌 로지/컨퍼런스 센터 

체인 호텔: 슈퍼 8/데이즈 인 
독립 호텔: 실버 스타 모텔, 쉘 모텔, 폴슨 파크 
모텔, 오카나간 로얄 파크 인, 리비에라 빌리지 
그린 호텔 

 

         
건강/웰빙 와인/주류 투어 바이크 열기구 벽화 투어 겨울 축제 패러슈팅 하이킹 패러글라이딩 

연중무휴 연중무휴 연중무휴 연중무휴 연중무휴 2월 3월~10월 3월~10월 3월~10월 

 

         
카누 카약 골프 보트 농장 체험 패들보드  스노슈잉 스노모빌 스키 

3월~10월 3월~10월 4월~10월 5월~10월 5월~10월 5월~10월  11월~4월 11월~4월 11월~4월 

미국 

캘거리 

버넌 
킬로나 

캠루프스 

밴쿠버 

빅토리아 

 

에드먼튼 프린스 조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유콘 준주 

화이트호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
장

/음
식

 체
험

 
BX Press Cidery             

Marten’s Brew Pub             
Okanagan Spirits             

데이비슨 과수원             
Planet Bee Honey Farm             

알파카 목장 투어             
Long Table Dinner             
Salmon Run             

버섯 도보 투어             

파머스 마켓             

와이너리 투어 및 시음             

치즈 농장             

예
술
과

 문
화

 

벽화 투어             

맹금 공연             

고스트 도보 투어             

 
벌과 꿀 
개인/단체/학교 
• Planet Bee Honey Farm &  

Honeymoon Meadery 벌꿀 농장 
액티비티: 꿀 시음 | 벌꿀 주 시음 | 학습 투어 | 
쇼핑 
스키 체험  
개인/단체/학교 
• 실버스타 마운틴 리조트 
• 소버린 레이크 노르딕 센터 
액티비티: 다운힐 스키/스노보드 | 
노르딕/크로스컨트리 스키 | 팻 바이크 | 
스노슈잉 | 아이스 스케이팅 | 눈썰매 | 말 썰매 | 
대여 | 레스토랑/펍 
바이크 트레일 개인/단체 
• Sun Country Cycles 
• 칼라말카 호수 주립 공원 
• 오카나간 레일 트레일 
• 엘리슨 주립 공원 
• 프리데터 리지 리조트 
• 실버스타 마운틴 리조트 
액티비티: 트레일/바이크 공원 | 바이크/장비 
대여 | 가이드 
과수원/농장에서 식탁까지 체험  
개인/단체/학교 
• 데이비슨 과수원 
액티비티: 열차 타기 및 농장 투어 | 과일 및 채소 
따기 | 장터 | 베이커리 | 사과 주스 | 특산물 | 
카페 
스탠드업 패들보드  
개인/단체 
• 칼라비다 서핑 숍 
액티비티: 스탠드업 패들보드/바이크 대여 | 
스탠드업 패들보드 레슨 | 카페 

카우보이 목장 체험 개인/단체/학교 
• The Historic O’Keefe Ranch 
액티비티: 헤리티지 목장 | 동물 농장 
| 투어 | 카우보이 디너 | 스페셜 이벤트 
| 역마차 타기 | 로프 레슨 | 레스토랑 
골프 개인/단체/기업 
• 프리데터 리지 리조트 
• The Rise 
• Spallumcheen Golf & Country Club 
• Vernon Golf & Country Club 
액티비티: 골프 | 골프 레슨 | 식사 | 바이크, 요가, 
프리데터 리지 리조트에서의 피트니스 센터 및 
고급 요리 
수제 사이다, 맥주, 벌꿀 주, 주류, 와이너리 
투어 개인/단체 
• The BX Press Cidery 수제 사이다 
• Okanagan Spirits 
• Planet Bee Honeymoon Meadery 벌꿀 농장 
• Farmstrong Cider Company 수제 사이다 
• Scenic Sip - 와이너리 8곳(호수 마을) 
액티비티: 시음 투어 | Farmstrong Cider 
Company, Gray Monk, Chase, Arrowleaf, 
ExNihilo 식사 
투어 회사: Mojo Tours | SIP 
Happens | Beach Bum Tours | Cheers 
Okanagan Tours 
와인 투어 및 액티비티 개인/단체 
• Mojo Tours 
• Cheers Okanagan Tours 
액티비티: 바이크 | 폰툰 보트 | 카약 
TESLA 대여 개인/기업 
• Power Trips 
액티비티: 럭셔리 전기 차량 대여 

자연 투어 및 맹금 공연 개인/학교/기업 
• 앨런 브룩스 네이쳐 센터 
액티비티: 자연 투어 | 관람 
카누 및 연어 투어 개인/단체/학교/기업 
• Elements Adventure Company 
액티비티: 가이드 동행 카누 투어 
알파카 목장 투어 
개인/학교/단체 
• Camelot Haven Alpacas 
액티비티: 가이드 동행 투어 | 잡화점 
웰빙/힐링 
개인/단체/기업 
• 스파클링 힐 리조트 
액티비티: 웰빙/피트니스 프로그램 | 스파(KurSpa) 
| 하이킹 | 요가 | 고급 식사 
카약 대여 개인 
• Ed’s Mobile Kayak Rental 
액티비티: 배달 가능 카약 대여 
웨이크서핑 개인 
• Tricky Wakesurf School 
액티비티: 웨이크서핑 레슨 | 수상 스포츠 레슨 
애프터눈티 개인/단체 
• Mackie Lake House 
액티비티: 역사 마을 가정 투어 | 수공예 장인 | 
애프터눈티 | 
벽화 투어 개인/단체 
• 버넌 시내 
액티비티: 28개 벽화 도보 투어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버넌의 투어, 학교 

단체 및 개인 투어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상세 정보 문의:  

Ange Chew, 관광 담당자: achew@vernon.ca | 250.55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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