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축제 및 이벤트

버넌에서는 모든 계절마다 축제 행사가 가득합니다. 아래의 축제나 버넌의
다른 전통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www.tourismvernon.com에서 확인하세요.

겨울

봄

여름

특산물 쇼핑의 날
(버넌 시내 무료 주차)
3월 2일, 5월 4일

크리에이티브 케이아스 수공예품 장터
6월 7~9일
럼비 데이
6월 7~9일

바이크 축제
5월 1~4일
얼음 조각 대회
실버스타 마운틴 리조트/데이브 헬스

가을

선샤인 축제
6월 15일

어머니의 날 데이비슨 과일
농장 피크닉
5월 12일

펀타스틱 슬로 핀치 토너먼트
음악 축제
7월 긴 주말 연휴

시내 조명 축제
11월 30일

펌킨 축제
데이비슨 과일 농장

캐나다 데이
7월 1일

특산물 쇼핑의 날
(버넌 시내 무료 주차)
12월 7일

데이비슨 과일 농장
사과 축제
9월 주말
데이비슨 과일 농장
호박 축제
10월 주말

버넌 겨울 축제
2월 1~10일

버넌 가을 축제
10월 1~31일
특산물 쇼핑의 날

특산물 쇼핑의 날
(버넌 시내 무료 주차)
10월 5일

돈 웨일

선샤인 축제
스티브 오스틴

벌룬 글로우

필드 오브 스크림/버넌 가을 축제

스티브 오스틴

돈 웨일

시빅 사운즈
7월, 8월 목요일마다

디왈리 축제
10월 15~20일
트릿 트레일 다운타운
10월 31일

미드서머 이브 오브 더 아츠
7월 17일
오카나간 밀리터리 타투
7월 27일~28일
칼라말카 호수 클래식
8월 23일~25일
버넌 퍼블릭 아트 갤러리
라이어트 온 더 루프
8월 24일

버넌 겨울 축제
스티브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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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 인테리어 전시회
8월 28일~9월 1일

시빅 사운즈
스티브 오스틴

3대 인기
트레일 - 하이킹/바이크
칼라말카 호수 주립 공원 전망 트레일 공원
프리데터 리지의 그래나이트 트레일
오카나간 레일 트레일
주니퍼 베이/돈 웨일

전망
칼라말카 전망대
미들턴 마운틴
스파클링 힐 리조트

호수
칼라말카 호수
오카나간 호수
스완 호수

비치
칼라말카 비치/로터리 부둣가
킨 비치
제이드 앤 주니퍼 베이 비치

칼라말카 호수 주립 공원

오카나간 레일 트레일

롭 톰슨

프리데터 리지/롭 톰슨

대여
파워 트립스

www.powertrips.ca

보트 대여
Wakebenders Boat Rental

www.wakebendersboatrental.com

Vernon Boat Rentals

www.vernonmarineboatrentals.com

Okanagan Recreation Rentals
www.okanaganrecrentals.com
칼라말카 호수/롭 톰슨

Vernon BC Boat Rentals
www.vernonboatrentals.com

카약/카누 대여
Inner Space Watersports

www.innerspacewatersports.com

스탠드업 패들보드 대여
Kalavida Surf Shop
www.kalavidasurfshop.com

자전거 대여
Sun Country Cycle

실버스타 마운틴 리조트

www.suncountrycycle.com

Kalavida Surf Shop

www.kalavidasurfshop.com

SilverStar Mountain Resort
www.skisilverstar.com

오카나간 호수/롭 톰슨

1.800.665.0795 | tourismvernon.com

칼라말카 호수/토마스 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