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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사철 즐길 거리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호수와 

놀라운 자태의 산으로 둘러싸인 버넌은 농장 

체험부터 야외 활동까지, 투어 그룹을 위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벽화 투어 28개벽화에 지역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Downtown Vernon 

Association을 통해 가이드를 동반한 도보 투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7일/주, 문의:  
downtownvernon.com 

 

 마튼 브루 펍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10대 

시음 장소로 선정된 수제 맥주를 만드는 이 소규모 

양조장에서는 시음과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1년 내내, 7일/주, 문의: 
Events.MartenBrewpub@gmail.com 
 

앨런 브룩스 네이처 센터 
오카나간 청정 지역의 전망, 현지인에게 직접 듣는 

정보, 동물 관련 프로그램, 풍경 등을 통해 

독특하고 다양한 자연 유산을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카나간 호수와 콜드스트림 

계곡이 합류하는 초원 동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 개의 호수와 다섯 가지 생태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월~10월, 문의: abnc.ca 
 

버넌 파머스 마켓 4월부터 10월까지 

월요일~목요일에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까지 

열리는 활기찬 마켓으로, 150명 이상의 상인들이 

현지 과일, 채소, 치즈, 육류, 수공예, 푸드트럭 및 

현지 오락거리 등을 선보입니다. 겨울철에는 

파머스 마켓이 실내로 이동하며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무료 입장! 
 

The Historic O’Keef Ranch 
광활한 땅에 자리 잡은 서부 역사 체험 마을로, 

해석이 제공되는 투어, 승마 및 역마차 시승, 기술 

장인 방문 등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정원: 100명, 시작가: $10/인당~, 5월~9월, 

선택 사항: 트랙터/역차 시승, 식사/간식,  

문의: events@okeeferanch.ca 

The BX Press Cidery  

3대에 걸쳐 내려오는 과수원에서 딴 사과로 전문가가 

직접 만든 수제 발효 사과술 시음. 

사전 예약 투어만 가능, 최대 정원: 30명, 

$5/인당, 문의: hello@thebxpress.com 
 

프리데터 리지 리조트 프리데터 

리지를 베이스캠프로 삼고, 바로 앞에 펼쳐진 

오카나간의 풍성한 즐길 거리를 경험하세요. 15km만 

가면 유명한 시닉 십 와인 루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를 대여하거나 엘리트 마일의 지원을 받아 

투어를 이용해보세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3km의 바이크 트레일과 오카나간 레일 트레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니스 

코트와 4개의 피클볼 코트를 갖춘 첨단 라켓 시설을 

만나보세요. 고급 레스토랑부터 야외 활동까지,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누려보세요. 

최대 정원: 170명, 시작가:$124/인당~,  

빅토리아 데이 주말~노동절 주말, 선택 사항: 

점심식사/저녁식사  

문의:  rdanielsson@predatorridge.ca 

 
Planet Bee/ Honeymoon Meadery 

오카나간에서 20년 가까이 가족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Planet B에서는 꿀벌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투어만 가능, 최대 정원: 55명, 무료 

입장/10~15분 설명, 교육적인 상세 내용 설명 $5/인당, 

벌꿀 술 시음 $3/인당, 1년 내내, 7일/주, 문의: 
edwin@planetbee.com 

 
  

오카나간 레일 트레일/프리데터 리지 리조트/아마록 

투어  제대로  즐기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버넌  

투어 옵션 
버넌 및 근교 

PLANET BEE 

 
HISTORIC O’KEEFE RANCH 

대규모 단체 

(40명 이상) 

중간 규모 

단체(28명 미만) 

개인 

맞춤 체험 

아동 친화적/교육적인 경험 

mailto:Events.MartenBrew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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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슨 과수원 수원.  

사전 예약 투어만 가능, $7/인당,  

5월 1일~10월 31일, 선택 사항: 파이/점심식사, 

문의: office@davisonorchards.ca 

 버넌에서의 골프  따뜻한 이른 봄, 뜨겁고 

긴 여름,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가을은 멋진 풍경 

속에서 골프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버넌은 모든 

실력 수준과 예산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코스를 

제공하며 각 코스의 바탕이 되는 영토의 특색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대표하는 골프장을 만나보세요. 

• Predator Ridge predatorridge.com 
• The Rise therisegolf.ca 
• Spallumcheen Golf and Country Club 

spallumcheengolf.com 
• Vernon Golf & Country Club 

vernongolf.com 
• Hillview Golf Course hillviewgolf.ca 
 

Elements Adventure 
Company 연어 대이동 기간 동안 슈스왑강에서 

가을 카누 여행을 떠나거나 야생 버섯을 따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사전 예약 투어만 가능, $75/성인, $20/어린이(버섯 

투어) 또는 $35/어린이(연어 투어는 10세 이상만 

참여 가능), 단체 할인 가능, 2018년 9월 20일~10월 

20일, 문의: info@elementsadventures.com 
 

 
 
 
 
 
 
 
 
 
 
 
 
 
 
 
 
 
 
 
 
 
 
 
 
 
 
 
 
 
 

 

 오카나간 스피리츠 수제 증류소 
수제 증류 기술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테이스팅 바로 이동해 수상 경력이 

있는 주류 샘플들을 시음합니다. 

1년 내내, 6명 이상 단체 사전 예약 필요,  

시음 $5/인당, 

문의: vernon@okanaganspirits.com 
 

Sovereign Lake Nordic Centre 
실버스타 주립공원에 펼쳐진 겨울 왕국에서 놀라운 

장관의 스키와 스노우슈 트레일을 만나보세요. 맞춤 

패키지 및 상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최대 정원: 1주 전 예약 시 40~50명, 11월~4월,  

선택 사항: 점심식사/저녁식사, 문의: 트로이 허드슨,  
1-877-768-5253 
 

실버 스타 마운틴 리조트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키장으로, 

샴페인 눈가루 눈과 다양한 지형의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빛깔로 산 중턱에 자리잡은 

마을에는 진정한 스키 슬로프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최초로 모든 내역이 포함된 리프트 

티켓은 방문객들에게 경제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년 내내, 문의: groups@skisilverstar.com 
 

Camelot Haven Alpacas 
여러 체험이 가능한 목장과 잡화점에서 

사랑스러운 알파카를 만나고 알파카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사전 예약 투어, 시작가: 

$20/인당, 5월 중순~9월 중순,  

문의: info@camelothaven.com 
 

 
 
Power Trips 럭셔리 전기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Tesla 모델S의 힘과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대여는 사전 예약 시에만 가능, powertrips.ca 

문의: ryan@powertrips.ca 
 

그레이 몽크 와이너리 오카나간 호수 

위에 위치한 와인 부티크와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에서는 놀랄 정도로 멋진 산, 포도밭, 

호수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정원: 20명, 시작가: $5/인당,  

1년 내내, 문의: wineshop@graymonk.com 
 

오카나간 벌루닝 호수, 산, 

포도밭이 어우러진 광경은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에게도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이곳은 약 20년 동안 오카나간 계곡 위를 

날아왔으며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오로라’라는 

이름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전 예약 투어, 최대 정원: 6명, 시작가: 

$300/인당, 

문의: info@okballooning.com 

 Wine & Water 현지 와이너리를 둘러보는 

동시 이 지역에서 유명한 호수 중 한 곳에서 

액티비티를 즐기며 오카나간의 진수를 즐겨보세요. 

새로 개장한 오카나간 레일 트레일에서 옥색 

칼라말카 호수를 따라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보트 

크루즈를 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거나 카약을 타고 

이리저리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 MOJO Tours 
mary-jo@mojotours.com mojotours.com 
• Cheers Okanagan Tours  
info@cheersokanagantours.com 
cheersokanagantours.com 
 

 시닉 십 킬로나와 버넌 사이에 위치한 시닉 

십 와인 루트에는 오카나간에서 가장 우수한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scenicsip.ca 

• 50th Parallel 50thparallel.com 
• Ancient Hill ancienthillwinery.com 
• Arrowleaf Cellars arrowleafcellars.com 
• Blind Tiger blindtigervineyards.ca 
• Ex Nihilo exnihilovineyards.com 
• Gray Monk www.graymonk.com 
• Intrigue  Wines intriguewines.com 
• The Chase thechasewines.com 

ELEMENTS ADVENTURE 
 

마튼 브루 펍 

THE RISE 

데이비슨 과수원 낸시 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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