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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던
테리토리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케언스

퀀즈랜드 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브리즈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

퍼스

빅토리아주
멜버른

골드코스트

시드니
캔버라

타스매니아주

welcome
퀸즐랜드를 알지 못하면 호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호주 북동부를
점령하고 있는 퀸즐랜드 주는
호사스런 휴양 도시 골드코스트부터
호주식 도시 일상을 일깨우는
브리즈번, 무궁무진한 모험의 땅
케언스까지 아름다운 대자연이
선사하는 여행의 재미를 총망라해
만끽할 수 있는 곳! 신비로운 산호
군락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평화를 선사하는 휘트선데이 제도의
섬들, 느긋한 해변 도시 선샤인 코스트
등 원시적인 열대우림과 거친 아웃백,
로맨틱한 기운으로 가득한 대도시까지
우리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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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rmation
퀸즐랜드 주 여행 정보

개요

기후

호주 북동부에 있는 주.
주도는 브리즈번.

남반구에 자리한 호주의 계절은 한국과 반대다. 브리즈번은 연평균 9~29℃,
케언스는 17~31℃로 한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만큼 따뜻해 낮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다녀도 충분하다. 오전과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므로 겉옷쯤 준비하자. 보통 11~4월은 우기, 5~10월은 건기로 나뉜다.

비자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3개월 이내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손 쉬운
ETA 전자비자로 가능하다.

케언스
평균최고
평균최저

골드코스트
평균최고
평균최저

브리즈번
평균최고
평균최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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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화
단위는 호주달러(AUD, A$).
1호주달러는 약 927.89원
(2014년 10월 31일 기준)이다.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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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차

항공

전압

호주는 동부, 중부, 서부 3가지
시간대로 인접하는 시간대에는
30분씩 시간이 늦어진다. 퀸즐랜드
주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르다.

대한민국에서 퀸즐랜드로 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브리즈번과
케언스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항공 직항 편을 이용하면
약 10시간만에 브리즈번에 도착한다.
캐세이패시픽항공을 이용해 홍콩을
경유해 갈 수도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을
이용해 괌을 경유해 케언스로 들어설
수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콴타스항공의 시드니·브리즈번 행
노선을 이용한 다음, 시드니 공항 또는
브리즈번 공항에서 호주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이용해도 좋다. 호주
국적기인 콴타스항공을 이용하면
국내선 이동이 보다 편리하다.

호주의 전압은 220~240V, 50Hz.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콘센트
규격이 달라(구멍이 3개) 어댑터가
필요하다.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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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토리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케언스

퀀즈랜드 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

+1시간

브리즈번
뉴 사우스
웨일즈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타스매니아주

03 this is Queensland

골드코스트

시드니
캔버라

전화
국가번호는 61이며,
퀸즐랜드 주 번호는 07

문의
호주 퀸즐랜드주관광청
www.queensland.or.kr

Course for Guys
남자를 위한 추천 코스

A

B

모험을 찾는 남자들을 위한

6일

가족, 연인과 함께라면

DAY 1 케언스
라군에서 수영
에스플로네이드 식사

DAY 1 골드코스트

시내 산책
쿠란다 열대우림 투어

커럼빈 야생 보호구역
워터 액티비티

DAY 2 케언스
열기구 타기 or 스카이다이빙

6일

서퍼스 파라다이스

스카이포인트 애프터눈티

DAY2 골드코스트
배런 강 래프팅

헬리 투어

나이트 마켓

카프리 온 비아 로마

서퍼스 파라다이스 야시장

DAY 3 케언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즐기기

브로드 비치

DAY 3 선샤인코스트
누사 비치 수영

하스팅 거리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

DAY 4 골드코스트

DAY 4 선샤인코스트

서핑 강습 or 스카이포인트 클라이밍

물룰라바 해변 카페와 식당가

다양한 테마파크

언더워터월드

DAY 5 골드코스트
래밍턴 국립공원 트레킹 or 와이너리 투어

DAY 5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파크랜드 휴식

브로드 비치 선셋
DAY 6 브리즈번
포엑스 맥주 공장 견학
스토리 브리지 어드벤쳐 클라임

퀸 스트리트 몰 쇼핑

현지인 가이드 투어
DAY 6 브리즈번
쿠사 마운틴 전망대
자전거 투어

GoMA 현대미술관

이글 스트리트 피어 바 & 식당가

호주 퀸즐랜드주관광청

현지 호주한국대사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20층
전화 02-399-5767 페이스북 www.facebook.com/visitqueensland
홈페이지 www.queensland.or.kr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al A.C.T. 2600 Austalia
전화 61-2-6270-4100 팩스 61-2-627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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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뛴다! 케언스

Cairns

Landmark·Hotel·Restaurant & Club·Activity·Theme Park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도 단연 아름다운 자연으로
손꼽히는 북부 도시 케언스를 즐기는 방법은 여럿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밀도 있는 열대우림을 산책하며 세상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숨쉬거나 그 스펙터클한 원시우림을 관통해
내달리는 산악열차에 몸을 실어도 좋다.
열기구를 타고 광활한 대지를 내려다보고,
해발 1만 4000피트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하며
몸을 날려 보자. 케언스가 선사하는 모험은 이제 시작이다.

CAIRNS INTERNATIONAL
AND DOMESTIC AIRPORT

포트더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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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로네이드

CAIRNS BASE
HOSPITAL

에스플로네이드

ABBOTT ST.

Townsville
VICTORIA ST.

KENNY ST.

LAKE ST.

GRAFTON ST.

만트라 에스플라네이드 호텔
에스플로네이드 라군
솔트 하우스

울셰드

케언스 포트

LAKE ST.

GRAFTON ST.

블루 스카이
브루어리

ABBOTT ST.

SPENCE ST.

CAIRNS
CONVENTION
CENTRE

SHERIDAN ST.

BUNDA ST.
HARTLEY ST.
.
ON ST
DUTT

DRPAER ST.

PLATH CL.

FEARNLEY ST.

나이트 마켓

CITY CENTRE

SPENCE ST.

BOLLARD ST.

바너클 빌스 시푸드 인

SHEILDS ST.

카페 차이나 익스프레스 앳 더 마리나
LITTLE SPENCE ST.

KENNY ST.

APLIN ST.

케언스 스카이다이빙 사무실
센트럴
울워스 슈퍼마켓
길리건스

LUMLEY ST.

SPENCE ST.

SHERIDAN ST.

JUBILEE ST.

케언스 역

MCLEOD ST.

TERMINUS ST.
TRINITY ST.

DRPAER ST.

SCOTT ST.

라 페투치나

APLIN ST.

TRINITY BAY

WARREGO ST.

GRIMSHAW ST.

PALM AVE.

SCOTT ST.

LOEVEN ST.

ROBB ST.

SEVERIN ST.

PARRAMATTA
PARK

JOAN ST.

OGDEN ST.

제트스타
www.jetstar.com

FLORENCE ST.

PARRAMATTA
PARK

버진오스트레일리아
www.virginaustralia.com

KERWIN ST.

ABBOTT ST.

BRUCE HIGHWAY

LAKE ST.

CAPTAIN COOK HIGHWAY

MINNIE ST.

MARANOA ST.

GATTON ST.

호주 국내선 문의
콴타스항공
www.qantas.com.au

UPWARD ST.

MCLEOD ST.

NELLIE ST.

GROVE ST.

GRAFTON ST.

MCLEOD ST.

UPWARD ST.

WATER ST.

MARTYN ST.

MARY ST.

DRAPER ST.

ARCHIE ST.

CLAIRE ST.

SEVERIN ST.

BALFE ST.
BALFE ST.

GREGORY ST.

HARRIS ST.

FEARNLEY ST.

UPWARD ST.

PARRAMATTA ST.

WATER ST.

PEMBROKE ST.

GATTON ST.

MARTYN ST.

DRAPER ST.

DENBEIGH ST.

케언스는 원시적인 대자연과
세련된 다운타운, 미학적인 해안을
갖춰 휴양지로서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적도와 가까워
한겨울에도 춥지 않은 것은
여행자에게도 축복!
눈으로는 가늠이 불가능한 거대한
산호초 군락과 열대우림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있다.
원시자연을 향해 모험을
떠나기 전, 한갓진 도심을 산책하는
여유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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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케언스까지
곧장 운항하는 정규 항공 노선은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콴타스항공의
시드니·브리즈번 행 노선을 이용한 다음,
시드니 공항 또는 브리즈번 공항에서
호주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시드니에서 케언스까지 3시간, 브리즈번에서
케언스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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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 더 갤러리

THE PIER

PIER POINT RD.

힐튼 케언스 호텔

MARLIN
MARINA

샹그릴라 호텔 더 마리나
리프 플리트 터미널

W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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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풀만 리프 호텔 카지노
세벨 케언스 호텔

Cairns
Landmark

케언스의 상징
에스플로네이드 라군
Esplanade Lagoon

시민은 물론 여행자도 환영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 무료 해수풀 수영장 중앙에
솟아 있는 물고기 조각상은 케언스의
대표 상징물로 각광받고 있다. 4800㎡
에 이르는 해수풀장 주위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바비큐를 만들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까지 마련되어
있다. 마음을 열고 옷을 벗자. 수영하는
동안 호주인 절친이 생길 수 있다.
www.cairnsespla com.au

로맨틱한 번화가
에스플로네이드 The Esplanade

밤마실 나왔어요!
나이트 마켓 Night Market

해안과 맞닿은 4km 거리에는
유유자적한 노천 카페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소규모 갤러리,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케언스에서 낮 동안 가장
번화하고 가장 낭만적인 정취를
뿜어내는 거리다. 자전거 산책을
나서며 맥도날드에 들러도, 해질녘
데이트를 즐기며 격식 갖춘 해산물
레스토랑을 찾아도 좋다! 해안을
따라 걷기만 하면 만나게 된다. 모든
카페와 레스토랑이 근사하다!

대부분 상점들이 일찍 문 닫는
케언스에서 늦은 저녁까지 식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야시장.
호주 산 어그부츠부터 갖가지
열대과일로 향을 더한 트로피컬 와인,
부메랑 같은 원주민 애보리진의 전통
장식품 등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숍이 조밀하게 들어차 있다.
마사지로 피로를 풀자!
16:30~23:00

케언스는 항구다
케언스 포트 Cairns Port
케언스가 도시다운 위용을 드러내는
것은 항구 덕분이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으로 떠나는 유람선과
호화로운 개인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항구에는 특급호텔까지 즐비해
관광 산업의 핵심지기도 하다.
어둠이 내려앉은 후, 고급 레스토랑과
현란한 바가 또 다른 케언스의 밤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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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ns
Hotel

쾌적한 밤, 산뜻한 하루
호텔 세벨 케언스 The Sebel Cairns
호주 곳곳에 자리한 세벨 호텔
체인은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과
고급 서비스로 신뢰를 얻고 있다.
케언스 포트를 걸어서 5분, 번화가
에스플로네이드 거리를 비롯해
면세점 DFS 갤러리아와 복합 쇼핑몰
케언스 스퀘어 등을 산보하듯 오갈
수 있다. 길 건너 리프 카지노에서
포커 게임을 해도 부담 없으며, 대형
슈퍼마켓 울워스와도 5분 거리.
객실 카드키를 늘 지참하자.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물론 수영장의 타올 대여도
불가능하다.
17 Abbott St. Cairns
www.mirvachotels.com.au

케언스에서 찾은 우리 집
만트라 에스플로네이드
Mantra Esplanade

오늘밤엔 잭팟!
풀만 리프 호텔 카지노
Pullman Reef Hotel Casino

모든 객실에 발코니와 스파 시설이
갖춰진 호텔인 동시에 케언스에서
유일하게 불야성을 이루는 카지노다.
카지노는 18세 미만 출입 금지며,
점잖은 드레스 코드를 갖춰야 한다.
35-41 Wharf St. Cairns
www.reefcasino.com.au

전망 좋은 방
샹그릴라 호텔 더 마리나 Shangri-La Hotel The Marina
케언스 시내에서 가장 좋은 전망과
시설을 갖춘 특급 리조트 호텔.
젠 스타일로 멋을 낸 로비 카페도
근사하다. 그녀에게 프러포즈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정도 소비가
두려우랴!

내 집처럼 널찍한 객실과 잘
갖춰진 주방 시설도 기분 좋지만
걸어서 딱 1분이면 라군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만트라
에스플로네이드의 장점이다. 라군과
공원을 내 집 마당처럼 즐길수 있다.

Pierpoint Road, Cairns
www.shangri-la.com

Cnr Esplanade & Shields Sts, Cairns
www.mantraresorts.com.au

항구를 내 품 안에
힐튼 케언스 Hilton Cairns
케언스 포트 바로 옆에 위치해 역시나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힐튼 케언스 호텔은 고급
호텔이 가져야 할 품위와 함께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구로 나가면 멋진 레스토랑들이
즐비하지만 케언스 최고의 이탤리언
레스토랑으로 꼽히는 도니니스(Donnini’s)에서의
환상적인 디너를 놓치지 말 것.
34 Esplanade, Cairns | www.cairns.hil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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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ns
Restaurant & Club

항구의 연인은 이곳에서
솔트 하우스 Salt House
선착장에 자리 잡은 솔트 하우스는
격식 갖춘 서비스와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레스토랑과
흥겨운 댄스 음악이 끊이지 않는
바가 공존하는 곳이다. 데이트를
즐기는 케언스의 선남선녀가
찾는곳. 바다와 선착장을 배경 삼아
야외에서 들이키는 호주산 와인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Marina Point, Cairns
ww.salthouse.com.auw

사내들을 위한 하우스 맥주
블루 스카이 브루어리 Blue Sky Brewery
맥주 양조장을 운영하는 펍.
진저블루와 흑맥주, 우디에일등
직접 만든 7가지 하우스 맥주를
종류별로 맛볼 수 있는 샘플
맥주가 인기다. 맥주 외에도
스테이크와 칩스 등 음식 메뉴도
입맛을 사로잡는다. 연인은 물론
친구들끼리 방문하면 후회 없을
맛집이다. 맥주로 만든 디저트
아이스크림도 별미!
34-42 Lake St, Cairns
www.blueskybrewery.com.au

젊음은 오늘도 뜨겁다
길리건스 Gilligan's

주말 밤 2층 클럽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다. 일주일 내내 밤마다 다른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금~토요일
자정 넘어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한다. 지나치게 격한 무드에
동화되기 어렵다면 1층 라운지 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케언스의 청춘을 만나고 싶다면
주말 저녁 길리건스를 지나쳐선
곤란하다. 수영장을 둘러싸고 신나는
라이브 연주가 진행되는가 하면,
넓은 댄스 플로어 주변에서는 호주
청춘들이 뒤엉켜 논다. 느닷없는
스트립쇼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다른 술집을 찾는 게 좋다. 클럽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 좋다.
배낭여행자를 위한 숙소도 운영한다.

24 Shields Street, City Place, Cairns
www.thewoolshed.com.au

57-89 Grafton Street, Cairns
www.gilligansbackpackers.co.au

오늘은 클럽데이
울셰드 The Wool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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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ns
Activity | Air Ballooning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업!
열기구 Hot Air Ballooning
가슴이 쿵쾅거리는 모험의 기분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주저 없이 열기구를 예약하자. ‘레이징 썬더 어드벤처
(Raging Thunder Adventure)’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는데, 새벽 4시경 호텔
앞으로 온 픽업 버스를 타고 서쪽으로 1시간 가량 달리면
고원지대인 마리바(Mareeba)에 도착한다. 탑승 시간은
30분과 1시간으로 선택 가능하다. 열기구가 떠오르면
곧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구를 목격하게 될 것!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 듯한 진한 감동은 상상 이상이다.
비행 후 호주식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패키지가 인기다.
열기구에 탑승할 때는 조그마한 가방이라도 소지할 수
없다. 다른 탑승객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
하지만 카메라는 들고 탈 수 있으므로 잊지 못할 케언스의
아침과 공중부양의 스릴을 한 가득 담을 수 있다.
열기구 비행 수료증을 기념으로 챙겨두자.
www.ragingthunder.com.au/korean

열대우림을즐기는신선한방법
스카이 사파리 Sky Safari
하늘에 올라 끝간 데 없는 케언스의
원시우림을 둘러보는 또 다른
방법은 헬리콥터를 타는 것!
헬리콥터 비행을 통해 케언스
상공을 유랑하는 스카이 사파리
프로그램 가운데 ‘Height of
Indulgenceʼ패키지를 이용하면
산악용 헬리콥터를 타고 인근
도시 포트더글라스 도심과 케언스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배회하다가
열대우림의 위용을 적나라하게
훑고 지난다. 스카이 사파리
프로그램에는 케언스 도심만을
둘러보거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을 돌아보는 패키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취향과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www.skysafari.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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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ns
Activity | Rafting

이것이 진짜 래프팅!
래프팅 어드벤처 Rafting Adventure
케언스에서 20분 가량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배런(Barron) 강에서 드라마틱한
래프팅과 수영을 즐겨보자. 한탄강과 동강의 래프팅은 고요한 유랑 수준이므로
이곳에서 래프팅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배런 강 급류는 2~3등급으로서
간단한 래프팅 기술을 요구하는데, 래프팅을 처음 하는 여행자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처음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과도 몇 시간
동안 한 배를 타는 동안 진한 동료애를 느끼게 될 것. 배런 강에서의
반나절(2~3시간) 급류만으로는 스릴이 부족하다면 탈리 강에서 하루 코스
(5~6시간)를 이용해보는 것도 후회 없다. 배런 강의 물살은 롤러코스터
못지 않게 격렬하다. 카페에서 다과를 즐기며, 래프팅 시 촬영된 기념사진을
구입할 수도 있다.
www.ragingthunder.com.au/korean

친환경적 자연 탐사
스카이레일 레인포레스트 케이블웨이
Skyrail Rainforest Cableway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케언스의 열대우림을
보다 가까이에서 맞이하고 싶다면 스카이레일을
탑승하자.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축조된 것으로 유명한
스카이레일은 120만 년 전부터 형성된 배런 협곡
국립공원(Barron Gorge National Park)의 열대우림 위를
느긋하게 오간다. 스카이레일의 3개 정류장마다 잠시
머물러 열대우림 안을 직접 걷고, 가이드의 친절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반가운 한글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8:15~17:15 | www.skyrai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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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ns
Activity | Skydiving

스카이다이빙 진행 순서

아찔하고도 짜릿한 모험
스카이다이빙 Skydiving
케언스에서 액티비티의 절정에 이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그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감회에 휩싸여 일상
탈출에 나서고 싶다면 스카이다이빙 숍을 방문하자.
남자로서의 패기, 여자로서의 도전은 당신으로 하여금
눈부신 케언스의 하늘 위를 날게 만들 것이다. 케언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스카이다이브 케언스(Skydive
Cairns) 숍에 들르면 먼저 꼼꼼하게 신청서와 안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일대일로 배정된
개별 인스트럭터(Instructor)가 꼼꼼하게 비행 순서부터
자세까지 안전 교육을 되풀이한다. 인스트럭터는
출발부터 1만 40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려 땅 위에
닿을 때까지 온전히 안전을 책임진다. 잊지 못할 추억을
공고히 간직하고 싶다면 DVD 촬영을 신청하도록! 돈이
아깝지 않다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 스카이다이빙은
14세 이상만 가능하다. 하늘 높이 올라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스트럭터가 “아 유 레디?”라고 힘차게 출발
신호를 알렸을 때, “아이엠 낫 레이디, 이이엠 맨!”이라고
대답하는 동료가 있었다. 곤란하다.
www.skydivecair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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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 교육
숍에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스카이다이빙용 장비를
착용한 뒤 안전 교육을 받는다.
짝꿍으로 지정된 인스트럭터가
친절하고도 세심하게 안내한다.
02. 경비행기 탑승
인스트럭터와 짝을 이뤄 차례로
경비행기에 탑승하면 해발 1만 4000
피트 상공까지 날아오른다.
03. 다이빙
지구를 향해 점프한다. 인스트럭터의
지도에 따라 손을 벌리고 떨어지는
동안 눈을 감지 말 것! 30초
후면 낙하산이 펴진다.
04. 인증서
아찔한 스릴과 함께
아드레날린 분비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스카이다이빙
인증서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담긴다는 것을 해본 사람만이 안다.
DVD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Cairns
Theme Park

호주다운 자연 만끽!
레인포레스테이션 Rainforestation

레인포레스테이션에서
즐겨 마땅한 것

쿠란다 열대우림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레인포레스테이션 자연공원은 여느
어설프게 자연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열대우림을 그 자체로 즐기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캥거루와 왈라비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코알라를 안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동물들의 노동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되었던 수륙양용차 아미덕(Army Duck)를 타고 밀림과
늪지대를 순회하며 둔중한 크로커다일과 금강앵무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토착민 애보리진의 민속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전통악기 디제리두 연주와
부메랑 던지기를 배울 수 있다. 입장 티켓에는 뷔페식 레스토랑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짜긴 해도 김치까지 놓여 있으니 그 배려가 놀랍다.

01. 코알라와 캥거루 먹이주기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여운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친근하게 다가가 보자. 코알라를
직접 안아볼 수 있는 곳은 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주뿐이다. 코알라는 하루에
4시간만 노동한다.

www.rainforest.com.au

02. 수륙양용차 아미덕
매 시각 진행되는 아미덕 투어에서는
열대우림 속을 거침없이 순화할 수
있다. 입구에 한국어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03. 애보리진과의 만남
때론 박진감 넘치고, 때론 능청스러운
애보리진의 한 부족 파마기리
원주민의 민속춤과 연주는 하루 세
차례 공연된다.
04. 부메랑 던지기
애보리진의 민속악기 디제리두와
부메랑 던지기를 직접 배워볼 수
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묘한 감동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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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옆 작은 도시 산책, 포트더글라스 & 팜코브

Port Douglas & Palm Cove
케언스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자리한
바닷가 도시들은 호주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진정한
휴양지이자 안식처다.

포트더글라스의 쾌적한 해변
포마일 비치 Four mile Beach
포마일 비치는 이름처럼 해변 길이가
4마일, 약 6.8km에 이른다. 해변을
가운데 두고 왼편은 바다요 오른편은
야자수가 무성하게 둘러싸인 숲이다.
해변도 아름답지만 샛길로 들어서면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아름다운
전망 속에서 포트더글라스와 포마일
비치의 매혹도 빛을 발한다.
www.portdouglasbus.com

호주 원주민의 가이드
워크어바웃 투어 Walkabout Cultural Adventures
원주민의 후예를 가이드로 만난다면 어떨까? 애보리진의
한 부족인 쿠쿠얄란지족 사내의 안내에 따라 우거진
열대우림을 산책하며 야생 동식물을 만나고, 그 너머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게와 가재를 채집하는 일정은 그
어떤 액티비티 못지 않다. 반나절 혹은 전일 일정을 택할
수 있는데, 모스맨(Mossman) 강줄기가 흐르는 시원한
폭포 아래에서 즐기는 수영은 백미다! 원주민들이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목욕을 시키는 그 신성한 강에서 즐기는
수영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ww.walkaboutadventures.com.au

팜코브 해변의 안주인
앙사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Angsana Great Barrier Reef
느긋한 팜코브 해안 한 켠에 자리한 앙사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리조트.
67개 객실 어디서나 테라스에 서면 팜코브 해변을 마주볼 수 있으며, 호주에서
인정받는 럭셔리한 타이 마사지 스파와 웨딩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 젠스타일로
마감한 단아한 스위트룸은 복층 구조로 안락함을 극대화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을 빼면 아쉬울 것 없는 5성급 리조트다. 허니문을 위한 리조트로
손색이 없다. Veivers Road Palm Cove | www.anhs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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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해변을 걷는다
팜코브 비치 Palm Cove Beach
야자수로 둘러싸인 작은 만에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는 팜코브
해변은 케언스에서 차로 불과 20
분 거리다. 깨끗한 해변을 따라 고급
레스토랑과 리조트가 띄엄띄엄
있는데, 호주 사람들에게도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곳. 케언스
사람들이 어디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는지 알고 싶다면, 이곳이다!
케언스에서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20~30분 거리.

해안을 마주한 골프 리조트
파라다이스 팜스 Pradise Palms

일요일에 만나요!
포트더글라스 마켓
Port Douglas Market

바다와 산이 식상하게 다가오는
케언스 시민에겐 주말 골프가
스페셜한 여행 코스.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쾌적한
골프 코스와 편의시설은 대한민국
여행자의 시선까지 붙들어둘 것이
분명하다. 골프 연습장과 2개의 18홀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푸르른 호주
바다를 향해 날리는 티샷은 언제나
가슴 시원한 쾌감을 선사한다!

일명 ‘선데이 마켓’이라고 불리는
포트더글라스 마켓은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벼룩시장이다.
포트더글라스의 아름다운 해안
경치를 배경으로 먹거리, 액세서리,
의류, 과일, 채소를 비롯해 마사지,
마술공연 등 갖가지 숨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즐거운 곳. 마켓이 서는 앤잭
공원(Anzac Park)을 한가롭게 거닐다
보면 과일과 채소는 물론 눈길 가는
공예품도 만날 수 있다. 들뜬 사람들
표정만 봐도 즐거워진다.

Paradise Palms Drive Kewarra Beach
www.paradisepalms.com.au

전망 좋은 뷰 포인트
플래그스태프 힐 Flagstaff Hill

Anzac Park. Macrossan Street.
매주 일요일 08:30~14:00

포마일 비치는 물론 포트더글라스를
한눈에 감상하고 싶다면
플래그스태프 힐 전망대를 찾아가자.
선데이 마켓에서 오르막길로
걸어 올라가면 된다. 달랑 나침반
뿐이어서 전망대라는 이름에
걸맞지는 않지만 전망만큼은 최고다!
나침반 상징물에서 서울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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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산호 바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Great Barrier Reef
수많은 산호초가
마치 섬처럼 단단하게 모여
형성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지구에서 가장
웅대한 산호 군락지다.

죽기 전에 한번 봐야 할 곳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Great Barrier Reef

이 거대한 산호 군락지는
파푸아뉴기니의 플라이 강에서 퀸즐랜드
해안을 가로질러 레이디 엘리어트 섬에
이르는 길이만 2011km에 달하고, 가장
넓은 구역은 72km2나 된다니 대한민국
땅덩이보다 큰 셈이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명체가
확인된 것만도 500종이 넘는 산호,
1500여 종 어종과 4000종이 넘는
연체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니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밑
우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언스의
리프 플리트 터미널(Reef Fleet Terminal)
에서는 여러 산호 군락지로 떠나는
다양한 크루즈를 만날 수 있다. 무어
리프로 떠나는 리프 매직 크루즈를
비롯해 새들만 사는 산호 섬 미켈마스
케이로 출발하는 오션 스피릿 크루즈
등 선택의 폭이 넓다. 대부분 일정 산호
군락지에서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시워커, 점심 식사를 포함하고 있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굿!
스노클링 사파리 Snorkeling Safari
스쿠버 핀(오리발)을 포함한 스노클링 장비는 대여가
가능하다. 가이드가 이끌어주는 스노클링 사파리는
혼자서는 찾아가기 어려운 바닷속 장관까지 즐길 수
있으니 강력 추천! 아예 수영 못하는 사람도 스노클링
사파리를 통해 마법 같은 산호초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닷속 예술은
물감으로도 만들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었다. 유영하는
거북을 만나는 행운까지 얻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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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인처럼 바다를 걷는다
시워커 Seawalker
스쿠버다이빙은 무섭고 스노클링은
뭔가 아쉽다면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워커를
체험해보자. 우주인 복장같이 헬멧을
머리에 쓰고 수심 3m까지 내려가
약 20분 간 걷는 프로그램으로 헬멧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아 자연스런
호흡이 가능하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걷는 것이 포인트!
자칫 헬멧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즐기는 최선의 방법
스쿠버다이빙 Scuba Diving
스쿠버다이빙만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200%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초보자라 해도 가이드의 안전
수칙을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으니 용기를 내보자. 전 세계
다이버들이 꼭 경험하고 싶어하는 곳이 아닌가! 1년에
1m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산호이므로 파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가장 먼저 다이빙 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이나 보디 랭귀지, 스쿠버 장비 사용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이뤄진다.

Best Cruise
독보적인 마린월드에서 하루를!
리프 매직 크루즈 Reef Magic Cruise
매일 오전 케언스의 플리트 리프 터미널에서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여러 산호 군락지로
떠나는 유람선에 탑승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각광받는 리프 매직 크루즈는 바다 한가운데
조성한 마린 월드(Marine World)에서 보다 안락하게 스노클링 사파리, 스쿠버다이빙, 헬리콥터
투어 등을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여행자를 위한 반잠수 프로그램과 유리 바닥
보트 투어, 그리고 고래 관찰 투어(7~8월)도 운영한다. www.reefmagiccruises.com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오션 스피릿 크루즈 Ocean Spirit Cruises
케언스에서 새들만 사는 산호 섬 미켈마스 케이(Michaelmas Cay), 굴 모양을 한 오이스터
리프 & 우폴루 리프(Oyster Reef&Upolu Reef)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크루즈
요금에 배 안에서의 식사와 레크리에이션, 스노클링 장비 대여와 강습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즐기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www.oceanspiri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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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와 함께라면, 해밀턴 아일랜드

Hamilton Island
호주 사람들이 최고의
허니문 여행지로 꼽는 해밀턴
아일랜드는 휘트선데이
제도를 이루는 74개 섬 중에서도
가장 사랑 받는 럭셔리 휴양지다.

휘트선데이 제도의 꽃
해밀턴 아일랜드 Hamilton Island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해밀턴 아일랜드는
연중 온화한 날씨와 푸른 바다,
넓게 펼쳐진 하얀 모래 사장 덕분에
축복받은 섬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
화이트 헤븐 비치, 데이드림
아일랜드 등으로 떠나는 크루즈의
베이스캠프인 동시에 윈드서핑과
카약 등 다양한 해상 액티비티의
파라다이스다. 섬 전체가 하나의
리조트처럼 관리되며 레스토랑과
카페는 물론 은행과 우체국,
심지어는 학교와 교회까지 있는
작지만 큰 섬이다. 섬 안에서는
‘버기(Buggy)’라 불리는 소형 탈
것을 이용해 이동한다. 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오가고 걸어 다녀도
충분할 정도로 아기자기한 규모의
섬이지만 반나절쯤 버기를 빌려 섬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리조트 라이프의 모든 것
리프 뷰 호텔 Reef View Hotel
해밀턴 아일랜드에 있는 리조트들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호텔. 섬에서 가장 높은 건물답게 최고 전망과
걸어나가면 단 1분만에 아름다운 캣츠아이 해변에 닿아
각종 해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모던하게 장식된 객실은
넓은 거실과 세탁 시설까지 섬세하게 갖춘 욕실, 가슴이 확
트이는 발코니까지 꼼꼼히 갖추고 있어 가족 여행자들에게도
인기다.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타카마란, 패들 보드, 윈드 서핑,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www.hamiltonislan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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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아일랜드 최고의 피자
만타 레이 Manta Ray
레스토랑과 숍들이 모여있는 마리나
빌리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항구에
접하고 있는 레스토랑. 아침 일찍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아침과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하는 전천후 레스토랑이지만
해밀턴 아일랜드에서 제일 맛있는
화덕 피자와 파스타를 제공한다.
밖에서 보면 캐주얼 비스트로로
보이지만, 안 쪽 자리는 특별한 전망을
자랑한다. www.hamiltonisland.com.au

코알라와 함께 아침을
와일드 라이프 Wild Life
코알라뿐 아니라 캥거루와 악어,
퀸즐랜드에만 자생하는 아름다운
나비까지 만날 수 있다. 반나절 투어,
이브닝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나무 위에서 무심히 식사중인
코알라들을 보며 아침을 먹는 아침
프로그램이 인기.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코알라를 안고 찍은 사진을
선물로 받는다. 분위기 있는 숲 속에서
바비큐를 즐긴 뒤, 동물들과 한 밤의
만남을 갖는 이브닝 프로그램도 좋다.
www.wild-life.com.au

선셋의 정석
원트리 힐 Onetree Hill
해밀턴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이름도 귀여운
원트리 힐에 오르면 된다. 야트막한
언덕 왼편으로는 럭셔리한 요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마리나 풍경이,
오른편으로는 시원하게 뻗어있는
캣츠아이 해변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주말 오후 5시경에는 제법 근사한
선셋 파티를 즐겨보시길.

this is Queensland 20

황금빛 추억, 골드코스트

Gold Coast

Landmark·Theme Park·Restaurant·Activity·Hotel

골드코스트만으로 호주의
거의 모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해안과 맞닿은 초고층 빌딩의 마천루는 감탄을 자아내고,
캥거루와 코알라를 만나고,
목장에 주저앉아 양털을 깎고, 황금광 시대의
아웃백을 추억하고, 세련된 마천루의 도시를 산책하고,
서퍼들이 분주한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느긋하게 쇼핑하는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이곳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은 황금빛 추억으로
여행을 물들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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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km를 달리면 우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휴양지
골드코스트와 만날 수 있다.
365일 언제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멋스런
바다에서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레포츠가 한창이다.
대형 테마파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골드코스트의 명소! 우선은 70km에
달하는 황금빛 해변부터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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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의 중심
서퍼스 파라다이스 Surfers Paradise
골드코스트에는 메인 비치를 비롯해
브로드 비치, 포인트덴저 등 30개가
넘는 해안 어디나 빼어나게 아름답고
서핑하기에 적당한 파도가 넘치는데,
특히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를 만날 수 있다.
안전요원이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다!
서퍼스 파라다이스 주변의 캐빌 애비뉴
(Cavill Av.)와 오키드 애비뉴(Orchid
Av.)는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핫한
거리로 나이트 라이프의 메카다.

단언컨대 최고의 전망
스카이 포인트 Sky Point
엘리베이터를 타면 43초만에 235m
높이의 77층 스카이 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단숨에
도약하는 바람에 귀가 멍해질 정도.
날씨만 허락한다면 골드코스트뿐
아니라 브리즈번까지 훤히 보이는
이 전망대는 모던한 스카이라운지에
가깝다. 전망대 중심에 자리한
레스토랑 ‘77 ’에서는 매일 아침
브런치 식단이 인기다. 스카이포인트
외곽을 클라이밍하는 액티비티는
아찔한 도전의식을 충족시킬 것!
Level 77, Surfers Paradise Blvd, Surfers Paradise
www.skypoint.com.au

흥미진진 야시장
서퍼스 파라다이스 나이트 마켓
Surfers Paradise Night Market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안가
중심부에 들어서는 나이트
마켓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작은 수공예품과 그림들을 팔던
야시장에서 먹거리는 물론 다채로운
패션용품까지 파는 흥미진진한
엔터테인먼트 거리가 된 것. 만화
포스터 숍이나 이름 그래피티를
새겨주는 스냅백 가게는 문전성시.
면세점에선 볼 수 없는 기념품도
챙길 수 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역시
우리 민족은 시장을 좋아하나봐요.
서퍼스 파라다이스 메인 거리.

파도를 누려라
서핑 강습 Surfing
한번쯤 서핑을 배우고 싶지 않았나.
골드코스트, 특히 서퍼스 파라다이스에는
제 아무리 몸치라도 2시간 동안 강습을 받고
나면 어느새 파도와 한 몸이 되는 시크한
서퍼가 될 수 있다. 보드 다루는 법부터 앉는
법, 서는 법까지 전문 강사의 꼼꼼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초보자를 위한 레슨이 매일 두 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있다.
www.gorideawav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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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도 다녀갔다
커럼빈 야생 보호구역

Currumbin Wildlife Sanctuary

SBS <런닝맨> 팀원과 비, 김우빈
등이 찾았던 호주의 야생동물
테마파크. 유재석과 이광수처럼
코알라, 캥거루와 만나 사진 찍고
먹이를 주는 일은 당연하고, 원주민
애보리진의 열정적 민속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매일 오후 2시와
4시마다 입구에서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사가 펼쳐지는데,
수천 마리 새가 사람들 사이를
종횡무진 질주하며 장관을
이룬다. 가까운 커럼빈 비치도
해질녘 놀랄만치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한다.
www.cws.org.au

흥미진진 농장 답사
파라다이스 컨트리 Paradise Country
황금광시대의 오팔 광산을 재현해 놓았는가 하면 야생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너른 우림에서 뛰노는 에뮤 무리와 만날 수 있다. 캥거루와 코알라는 물론이고,
고전적인 양털 깎기와 젖소 우유 짜기, 승마, 양몰이, 부메랑 던지기 등은 소박한
야외 공연 형태로 체험할 수 있다. 호주만의 고유한 차 빌리티와 카우보이들이 즐겨
먹던 빵 댐퍼 브래드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한국어 가이드가 동시통역을 해주므로 미리 통역용 헤드셋을 신청해둘 것!
www.paradisecountry.myfun.com.au

호주의 아웃백 디너 쇼
호주 아웃백 스펙터큘러 Australian Outback Spectacular
호주 대자연의 웅장한 모습을 테마로 꾸민 뮤지컬 쇼.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말들이 부리는
재주, 무리 지어 뛰어다니는 소 떼, 솜씨 있게 말을 다루는
카우보이의 절묘한 묘기 등 화려한 공연이 이어진다.
드라마틱한 액션이 펼쳐지는 동안 3코스의 호주산 스테이크
정찬 디너와 음료(맥주까지도!)가 제공된다.
한국어 해설을 해주는 헤드폰을 무료 대여해주므로 반드시
챙겨 광활한 호주 아웃백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자.
www.outbackspectacular.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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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미식 쇼핑
카프리 온 비아 로마 Capri onViaRoma
스타일리시한 미식 쇼핑몰 ‘카프리
온 비아 로마’에 들어선다면 110%
만족할 것이다. 바다가 훤히 펼쳐지는
다이닝 레스토랑과 퀄리티 높은 카페,
유기농 빵집, 오가닉 식료품점, 와인숍,
슈퍼마켓까지 고급스럽게 들어차
있는 모던한 공간 안에서는
식사도 좋고, 커피 한잔도 행복하다.
까다로운 입맛도 충족시킬 것!
15-20 Via Roma, Isle of Capri
www.caprionviaroma.com.au

럭셔리한 뷔페
바자 Bazaar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위치한 QT
호텔 1층에 자리한 뷔페 바자는 요즘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다. 호주에서
남자들 정력에 으뜸이라는 굴과
커다란 새우, 크랩 등 해산물부터
갖가지 부위의 소고기 스테이크,
톰양쿵과 딤섬 같은 아시안 푸드,
여러 피자와 파스타, 샐러드, 달달한
디저트까지 여한 없이 먹을 수 있다.
Level 1 inside QT Hotel, 7
Staghorn Ave Surfers Paradise
www.qtgoldcoast.com.au/food-drink/bazaar

탁 트인 전망의 플레이 바
커럼빈 비치 바이킹스 Currumbin Beach Vikings

가장 맛있는 피시앤칩스
카리스 시푸드 Charis Seafoods

커럼빈 비치의 코끼리 모양 바위산
옆에 자리한 레스토랑 겸 멀티 바.
스포츠 중계를 연신 쏟아내는
모니터를 갖춰 스포츠 바 역할을
하는데, 간단한 카지노 게임 시설이
갖춰져 있기도 하다. 카지노 시설
때문에 입장 시 나이를 체크한다.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피시앤칩스
가게를 찾는다면 이곳, 싱싱한
해산물을 곧장 튀겨주는 ‘카리스
시푸드’다. 식당 주변은 해변
공원인데, 식당에서 손질하는 생선
껍질을 먹기 위해 펠리컨과 갈매기
떼가 진을 치고 있다.

PO Box 47 Currumbin
www.currumbinslsc.com.au

371 Marine Parade, Harley Park, Labrador, Gold Coast
www.charisseafoo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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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금빛 해안
골드코스트 헬리투어
Gold Coast Helitours

10분 동안 비디오 안전 교육을
마치고(한국어 서비스), 단단히
구명조끼를 갖춘 뒤 헬리콥터에
오르면 잠시 후 요란한 굉음과
함께 하늘로 떠올라 골드코스트의
초고층 빌딩들과 아름다운 해안을
두루두루 만날 수 있다. 가방을 메고
탑승할 수는 없지만, 카메라를 들고
탈 수 있으므로 셔터 누르는 속도가
숨가쁘게 느껴질 것. 조종사가
명소 위를 지날 때마다 설명을
곁들여주므로 골드코스트라는 낯선
도시를 한눈에 조망하기에 이보다
멋진 방법은 없다.

골드코스트에서도 열기구를!
핫에어 열기구 Hot Air Balloon
골드코스트의 도시적 면모만
둘러봤다면 열기구를 타고
도시 외곽의 목가적인 풍경에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오렐리
와이너리에서의 아침식사와 샴페인
시음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기념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는 일이
의외로 재미지다.

www.goldcoasthelitours.com.au

www.hotair.kr

수백만 년 전의 신비
래밍턴 국립공원 오렐리 산장 트래킹 O’Reilly’s Tracking
골드코스트에서 할 일이 서핑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래밍턴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오렐리 산장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열대우림의 신비한 숨결을 만끽할 수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도전해볼 수
있는 단거리 코스부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희귀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3~4시간 프로그램, 수백 종 야생 새들을 만나는 버드와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운영한다. 소요시간과 비용이 제각각이니 예약은 필수.
www.oreillys.com.au

스릴 마니아라면 이쯤 돼야
파라다이스 제트 보팅
Paradise Jet Boating

근사한 쇼핑몰이기도 한 마리나
미라지의 보트 선착장에서 신나는
제트보트를 타고 출발해 55분 가량
골드코스트의 여러 섬과 해안을
쏜살같이 둘러보는 일정은 흡사
테마파크의 롤러코스터를 열 번쯤
연거푸 탄 것 같다. 웬만한 스릴
마니아가 아니라면 신중히 선택할 것!
www.paradisejetboating,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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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oast
Hotel

탁월한 위치, 그 이상의 서비스!
힐튼 서퍼스 파라다이스 호텔
Hilton Surfers Paradise Hotel

최근 오키드 애비뉴에 문 연 힐튼
호텔은 우리가 상상하는 특급 호텔의
극진한 서비스를 그대로 재현한다.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까지 걸어서
5분 거리! 2층 레스토랑 ‘솔트 그릴’은
골드코스트에서도 소문난 맛집이다.
물론 호텔 주변에 캐주얼한 식당가와
한식당도 눈에 띈다.
3113 Surfers Paradise Blvd, Surfers Paradise
www.hilton.com

실용적인 호텔
아웃리거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과 하루 종일 만나다
크라운 플라자 서퍼스
파라다이스

Outrigger Surfers Paradise

Crowne Plaza Surfers Paradise

전망 좋은 객실은 물론,
호텔 4층에 위치한 수영장과
2층에 위치한 ‘시로코(Siroco)’
레스토랑 역시 흡족하다. 호사스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호텔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실용적
면모가 돋보인다.

모든 객실에는 발코니가 딸려
해변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26층 포윈즈
레스토랑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360도 회전하는 레스토랑에서
골드코스트의 전망을 둘러보며
식사할 수 있다.

22 View Avenue Surfers Paradise
www.outriggeraustralia.com/outrigger-sufersparadise

2807 Gold Coast Highway, Surfers Paradise
www.crowneplazasurfersparadise.com.au

골드코스트의 핫플레이스
페퍼스 브로드 비치 호텔 Peppers

Broad Beach Hotel

호주 내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브로드 비치에 문을 연 페퍼스
브로드 비치 호텔은 세련된 외관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돋보인다.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보다 여유로운 브로드
비치 해변과 주변의 고급 식당가를
눈여겨보자.
Corner Surf Parade & Elizabeth
Avenue, Broadbeach
www.peppers.com.au/broad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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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웃백, 퀸즐랜드 아웃백

Outback

365일 따뜻한 열기와 넘실거리
는 파도가 밀려오는 해안가
대도시들과 달리 퀸즐랜드 내륙
으로 고개를 돌리면 광활한
아웃백의 묘미가 펼쳐진다.

호주 아웃백의 기준
사우스 웨스트 South West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자랑하는 사우스
웨스트 지역은 호주 아웃백의 기준과
같은 곳이다. 중심지는 퀸즐랜드
주와 뉴사우스웨일스 주 경계에
위치한 채널 컨트리(Chanel Country)
인데, 건조한 지역이지만 수로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여러 호수와
강,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아웃백의 정취 속에서 지저귀는
새 떼들과 만나게 된다.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진흙 목욕에 나서
보거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농장에서
생생한 아웃백 농장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으므로 호주의
겨울철(5~9월) 방문하는 것이 좋다.
끝 없이 반짝이는 별들 아래에서
캠프도 해보고, 울퉁불퉁 바위로
뒤덮인 평야를 달려보는 건 어떨까?

마틸다 컨트리 마을의 전설
센트럴 웨스트 Central West
마틸다 컨트리(Matilda Country) 마을에서 박물관과
전시관을 둘러 보며 과거 개척 시대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센트럴 웨스트는 캠프 파이어와 함께
호주 전통 음식을 맛보고, 과거 영광스런 황금광 시절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웃백이다.
목동의 전설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유목 산업은
어디서 비롯됐는지 등이 궁금한 당신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센트럴 웨스트로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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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back Activity List
농장 체험!
아웃백 스테이션 Outback Station
양, 소몰이 등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테이션 스테이는 아웃백을 경험하며, 전원
생활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하며
유일한 방법. 소몰이를 비롯해 양털 깎기,
농장 투어, 낚시, 울타리 치기, 그리고
그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동식물을 탐험해볼
수 있다.
사라진 시대를 찾아서
공룡 & 화석 탐방
휴런던, 리치몬드와 윈튼 등은 호주의
공룡 유적지다. 100만 년 전 선사시대
유적지를 둘러보며 사라진 선사시대를
그려볼 수 있다. 윈튼 가까이 쿼리
디노사우르 트랙웨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 발차취를 찾아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부자물라의
리버스리 국립공원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로 구성된 독특한
화석까지 둘러볼 수 있다.
호주 광부가 되어
오팔 & 보석 채금
오팔톤과 퀼어피, 요와, 휴런던, 클론커리
등 퀸즈랜드 주 아웃백에는 오팔 채집이
가능한 지역이 다양하다. 여행자들은
일일투어에 참가하거나, 채금 허가서를
받아 오팔을 직접 채집해 볼 수도 있다. 운이
좋다면 자수정과 같은 빛나는 오팔을 찾을
수 있을 것.

공룡과 화석, 개척 시대의 광업 도시
노스 웨스트 North West
노스 웨스트 지역은 ‘태양이 타오르는 도시’라 불린다.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건 울퉁불퉁한 화성 같은 모습이
대부분이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웃백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땅 속 깊숙이 광산 투어를 해 보고, 아름다운
골짜기를 돌아보며, 화석을 찾아 떠나보자. 숨겨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호수에서 상쾌한 낚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고요함으로 뒤덮인 강가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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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식 도시 탐험, 브리즈번

Brisbane

Landmark·Hotel·Restaurant & Club·Activity

브리즈번은 호주 퀸즐랜드 주의 주도다.
연중 300일 이상 맑고 쾌청한 날이 계속되는 도시.
호주 사람의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퀸즐랜드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에 비해
훨씬 더 활달하고 친절하다.
이른 아침, 플랫화이트 커피 한잔을 들고서
브리즈번 강변 벤치에 앉아 있노라면 광장을 가로질러
직장과 학교로 향하는 브리즈번 시민들을 만나게 될 텐데,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와중에도 열 명 중 여덟 명은
당신과 눈을 맞추고 가벼운 인사를 건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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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깝다. 포티튜드
밸리는 버스를 이용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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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브리즈번의 중심가
퀸 스트리트 몰 Queen St Mall
명품 부티크로 가득한 마이어
백화점과 고풍스런 스토어가 밀집한
브리즈번 아케이드를 비롯해 브리즈번
스퀘어, 브로드웨이 온 더 몰, 퀸스
플라자 등 크고 작은 쇼핑몰과 숍이
즐비한 이곳은 브리즈번의 화려한
중심가다. 식당과 카페, 서점, 울워스
같은 대형 마트까지 밀집되어 있다.
일단 한복판에 있는 비지터 센터로
직진해 시내 지도를 입수하자!
www.queenstreetmall.com.au

엔터테인먼트 허브
사우스 뱅크 파크랜드

퀸즐랜드 최고의 대학
퀸즐랜드 대학교

브리즈번 사람들의 여유를 알고
싶다면 주저 없이 브리즈번의 도심
공원 사우스 뱅크 파크랜드를 찾아야
옳다. 시민들은 주말마다 신선한
쇠고기와 소시지, 맥주, 샐러드를
가져와 바비큐 파티를 열곤 한다.
그릴과 테이블은 재료만 준비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원
한 켠에 마련된 푸드코트도 , 공원을
둘러싼 식당가도 만족스럽다.

진짜 호주 젊은이들을 만나고
싶다면, 명문대 퀸즐랜드 대학교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 전
세계 명문대 순위에서 늘 상위권에
랭크되는 퀸즐랜드 대학교는
매끈하고 아름다운 사암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부터 훌륭한
도서관, 너른 캠퍼스까지 특별한
여행 코스다. 넓고 푸른 잔디밭에
앉아 책 읽는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South Bank Parklands

UQ, University of Queensland

www.visitsouthbank.com.au

www.uq.edu.au

사람을 위한 다리
굿윌 브리지 Goodwill Bridge
브리즈번 강을 가로지르는 보행자
전용 다리는 도심을 둘러보는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 자동차 경적을 피해
강을 건너면서 사우스 브리즈번과
북쪽의 중앙업무지구(CBD)의
확연히 다른 도시적 조형미를
둘러보고, 강을 가로지르며 시티캣을
타고 출퇴근하는 브리즈번만의
풍경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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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스릴 만점 다리 오르기
스토리 브리지 어드벤처 클라임
Story Bridge Adventure Climb

브리즈번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다리인 스토리 브리지. 우리나라의
한강철교를 닮은 이 아름다운 교각은 총
길이 1072m, 높이 80m. 호주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철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 다리를 합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바로 스토리 브리지
어드벤처 클라임! 약 2시간 30분
동안 훈련받은 가이드와 함께 오르는
등반은 멀리서 바라만 봐도 발가락까지
긴장시킬 만큼 아찔하다.
숙련된 가이드와 철저한 안전 장비를
동반하니 겁낼 필요는 없다.
초등학생과 80세 노인도 거뜬하다니!

알딸딸 기분 좋은 견학
포엑스 맥주 공장 XXXX Ale House
퀸즐랜드에서 시작해 세계적 맥주로
성장한 포엑스 맥주 공장이 브리즈번
도심 가까이 있다. 예약을 하면 구수한
보리 냄새가 나는 공장을 둘러본 후
시원한 맥주를 종류별로 4잔까지
시음할 수 있다. 공장 견학과 맥주
시음, 기념품이 제공되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

www.storybridgeadventureclimb.com.au

ww.xxxxalehouse.com.au

360도 파노라마
브리즈번 휠 The Wheel of Brisbane
런던아이와 비슷한 브리즈번 휠은 이곳 청춘들의 대표적 약속 장소다.
360도 회전해 최고 60m까지 올라가는 로맨틱한 도심형 관람차로 3회를
천천히 회전하는데, 천장의 정지 버튼을 누르면 언제라도 하차할 수 있다.
연인과 함께라면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브리즈번을 꼭 가슴에 담자!
www.thewheelofbrisbane.com.au

Must Do!

현지인이 들려주는 도시 이야기
브리즈번 그리터스

Brisbane Greeters

브리즈번 토박이 어른들이 안내하는
도시 이야기라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게다가 무료! 적어도 십수 년
브리즈번에 거주한 자원봉사자들이
도시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매일 아침
시청에서 출발하는 ‘그리터스 초이스’
와 직접 루트를 선택할 수 있는 ‘유어
초이스’ 2가지로 인터넷 예약 필수.
www.visitbrisbane.com.au/brisbane-gre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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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자전거 시티 사이클 City Cycle
브리즈번 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150여 개 자전거 정류장에 2000대가 넘는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는데 ‘Swipe’ 카드를
이용해 사용한 후 가까운 정류장에 반납하면
된다. 30분 이하 이용은 무료.
ww.citycycle.com.au

Brisbane
Night Life

고풍스런 게임장
트레저리 카지노 Treasury Casino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런
외관과 달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카지노다.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은 19세기 지어졌으며
퀸즐랜드 주 재무부 청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24시간 영업하며,
당연히 18세 미만 입장 불가. 입구에
카지노 간판은 없으니 유의하자.
문화재로 보호되는 건축물이라
간판을 달 수 없다고.
www.treasurybrisbane.com.au

24시간 달콤하네
팬케이크 매너 Pancake Manor Brisbane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한 팬케이크 전문점. 24시간 운영해 든든한 야식으로 손색없는
데다가 가까운 클럽과 바에 가기 위한 잘 차려 입은 호주 청춘남녀가 반드시 들르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하다. 팬케이크 매너가 위치한 샬롯 스트리트는 한식당부터 유명
싱가포르 레스토랑과 베트남 쌀국수집까지 즐비한 캐주얼 식당가다.
18 Charlotte Str. Brisbane | www.pancakemanor.com.au

브리즈번의 핫 클럽
클럽 클라우드랜드 Club Cloudland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되어 있는 강변
이글 스트리트 피어(Eagle Street Pier)에서
단연 눈에 띄는 바는 ‘미스터 앤 미세스
지’다. 탁월한 전망만으로 이곳을 찾는
세련된 고객들은 충분한 가치를 찾고
있다. 내 차림새도 신경 쓰이는 곳!
맥주보다 칵테일을 주문하자.

4층으로 이뤄진 클럽은 메인 무대가
있는 홀을 중심으로 극장처럼
원형으로 빙 둘러져 있다. 우리나라
클럽처럼 복작대는 플로어에서
‘부비부비’를 기대했다면 좀 실망할
수 있다. 스윙 재즈나 보사노바 등
리듬을 타는 음악을 주로 공연하기
때문. 하지만 들썩이며 분위기를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2층에는 바가, 1층에는 룸 형태의
테이블과 프라이빗 공간이 마련돼
있다. 클라우드랜드에 입장하기 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복장 점검!
캐주얼 정장이 필요하다.

Eagle Street Pier, Brisbane
www.mrandmrsg.com.au

641 Ann Street Fortitutude Valley 4006
www.facebook.com/cloudland

스타일리시한 바를 찾는다면
미스터 앤 미세스 지 리버바
Mr. & Mrs G River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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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sbane
Restaurant & Café

밀턴 스트리트에 가야 할 이유
라 돌체 비타 La Dolce Vita
서울 가로수길에 해당하는
밀턴 스트리트(Milton Street)는
브리즈번의 카페 거리다. 고급
레스토랑과 패션 부티크가 거리
양 편으로 줄지어 서 있는데,
카페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그 가운데 카페 ‘라 돌체 비타’는
1989년 문을 연 이래 가장 인기 높은
카페. 브리즈번 엑스포 때 사용됐던
에펠탑 조형물이 우뚝 서 있어 찾기도
쉽다. 식사도 커피도 분위기도
훌륭하다. 주말엔 하루 2000잔씩
팔린다는 정말 맛있는 커피들이
우리나라 스타벅스보다 저렴하다.

품격 갖춘 레스토랑
일 센트로 Il Centro
고급 식당가가 밀집한 이글
스트리트 피어(Eagle Street Pear)에
자리한 ‘일 센트로’는 이탤리언
레시피가 강한 곳. 고급스런
레시피로 유명하며, 창가 테이블은
예약이 필수다. 메인 요리는 45
호주달러 선. 연인과 함께 갈 곳!
Eagle Street, Brisbane
www.il-centro.com.au

14-20 Park Road, Milton
www.ladolcevita.com.au

샬롯 스트리트가 너무 좋아요!
AJ 베트남 누들 하우스 AJ Vietnamese Noodle House
‘AJ 베트남 누들 하우스’가 자리한
샬롯 스트리트는 저렴한 식당이
즐비한 곳. 서울보다 맛있고 싸게
시원한 베트남 쌀국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2014년 11월 현재
현금 결재만 가능하다.
70 Charlotte Str. Brisbane

호주 정통 스테이크
필 스트리트 키친 Peel Street Kitchen
브리즈번만 해도 스테이크가 맛있는
식당이 셀 수 없다. 사우스 브리즈번에
오픈한 필 스트리트 키친은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지인들과 정통 호주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 맛도
분위기도 캐주얼 그 자체! 색다른
칵테일도 굉장히 많다.
35 Peel Street, South Brisbane
www.peelstkitchen.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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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핫 초콜릿
누사 초콜릿 팩토리 Noosa

Chocolate Factory

수십 종류 초콜릿, 진한 브라우니와
핫 초콜릿 음료를 판매하는데, 이곳
고객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는
사실은 놀랍다. 여친에게
줄 가볍고도 특별한 선물을
찾는다면 이곳에서!
144Adelaide Street Brisbane
www.noosachocolatefactory.com.au

Brisbane
Hotel

우아한 하룻밤
트레저리 브리즈번 호텔
Treasury Brisbane Hotel

옛 토지국 건물을 개조해 우아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살렸다. 객실마다
높은 천장에는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욕실엔
대리석 욕조와 샤워 부스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주변에는 매주 수요일
흥미진진한 유기농 농산물 장터인
파머스 마켓이 선다.
Top of the Queen Street Mall, Brisbane
www.treasurybrisbane.com.au

실용주의 부티크 호텔
푼트힐 브리즈번 Punthill Brisbane

아주 새로운 호텔
트립 포티튜드 밸리
TRYP Fortitude Valley

홀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엌과 세탁 시설까지 갖춘 아파트
스타일 호텔 푼트힐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스타일리시한
그림들로 로비와 객실을 치장했는데,
실용적이면서도 부티크 호텔다운
면모가 강하다. 로비에서 자전거
대여도 해준다. 퀸 스트리트 몰까지
걸어서 10분 거리.

오픈하자마자 포티튜드 밸리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신상 호텔. 방은
작지만 비비드한 컬러와 과감한 패턴
등을 적용한 아트웍 덕분에 생기가
더해졌다. 1층에 위치한 카페와
로프트에 위치한 바, 작지만 귀여운
헬스장과 오히려 놀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서재 등 구석구석 둘러볼 곳도
많다. 호텔 옥상에 문 연 루프톱 바는
일대에서 가장 물 좋은 핫플레이스.

40 Astor Terrace, Spring Hill, Brisbane
www.punthill.com.au

14-20 Constance Street, Fortitude Valley
www.tryphotels.com

저렴하지만 전통 있는 B&B
애니스 섄던 인 Annie’s Shandon Inn
깨끗한 침대와 샤위 시설만
제대로 갖췄다면 숙소의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렴한
B&B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50년 전통이 느껴지는 빈티지한
목조 건물이 인상적이다.
아침식사까지 포함된 트윈룸
숙박비가 89호주달러다.
405 Upper Edward Street, Brisbane
www.babs.com.au/an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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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모험이 시작되는 곳, 프레이저 아일래드

Fraser Island
지구에서 가장 큰 모래 섬,
프레이저 아일랜드 Fraser Island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대한 모래섬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모험이 펼쳐진다!

투명에 가까운 블루
매킨지 호수 Lake McKenzie
콘크리트 길 하나 없는 온전한 모래
섬에 빽빽한 열대우림이 들어 차
있는 것도 감탄스러운데, 곳곳에
손님을 반기는 호수가 한번 더
놀래킨다. 매킨지 호수는 여러 호수
가운데서도 가장 맑고 투명해서
프레이저 섬 투어에 나선 여행자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명소. 너나 없이
호주 주변 모래사장에서 옷을 벗고
에메랄드 빛 호수에서 수영을
즐긴다. 짠 맛 없는 깨끗한 호수에서
수영하고 고운 백사장애서 일광욕을
즐기는 기분이 묘하다. 햇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물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 수영할 수 있는
당신은 축복받은 것이다.

모래 섬을 날다
경비행기 투어

Air Fraser Scenic Flight

선택 관광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래 섬인 프레이저 아일랜드를
제대로 한눈에 담고 싶다면
경비행기 투어에 나서보는 것이
좋다. 해안의 드라마틱한 굴곡과
빽빽한 열대우림의 분포, 그리고 그
사이사이 맑게 빛나는 호수들까지
20분 남짓한 비행이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겨울철 비수기에
한해서 다른 호주 지역에 비해
경비행기 탑승료가 확실히 저렴하다.
www.airfraserislan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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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비 베이

Hervey Bay
가슴 뛰는 1박 2일
사륜구동 버스 투어 4WD Tours
프레이저 아일랜드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개 1박 2일 혹은 2
박 3일 코스로 사륜구동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다.
보통 호텔 픽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허비 베이(Hervey Bay)
선착장에서 모여 전용 유람선을
타고 1시간 남짓 바다를 건너
프레이저 아일랜드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된다.
www.fraserexplorertours.com.au

식사도 객실도 편안하다
유롱 비치 리조트 Eurong Beach Resort
프레이저 아일랜드에 있는 여러 숙소 가운데 중간급 정도 되는 유롱 비치
리조트는 4WD 버스 투어 할 때 점심식사를 위해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버스에서 내려 바닷가에서 도시락이나 햄버거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 호텔 뷔페 레스토랑이 안락한 기운을 북돋는다. 콘도 스타일의 넓은
객실과 한가로운 리조트 수영장도 휴양지 분위기를 자아낸다. 호텔에는 마트와
레스토랑 외에도 당구대가 놓인 펍도 가까이 있다. 하릴없는 저녁이라면
친구들끼리 한잔 하기에 좋다.

허비 베이가 좋은 이유
코스트 레스토랑 앤 바
Coast Restaurant & Bar
프레이저 아일랜드로 가기 위해 들러야
하는 작은 도시 허비 베이(Hervey Bay)가
좋아진 이유가 레스토랑 덕분이었다면
사람들이 믿을까? 해안을 따라 포진한
에스플로네이드 거리에 간판을 켜둔 ‘
코스트 레스토랑’은 골드코스트에 내놔도
아깝지 않을 미식 핫플레이스다. 모든
음식은 나눠먹어야 하는 독특한 쉐어(Share)
방식도 마음에 들지만, <트립어드바이저>,
<론니플래닛>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격찬을
받고 있는 레스토랑이다.
Esplanade, Hervey Bay
www.coastherveybay.com.au

Eurong Beach, Fraser Island Qld 4655 | www.eurong.com

친절을 아는 호텔
라마다 허비 베이 Ramada Hervey Bay
호텔 라마다 허비 베이에 짐을 풀면 제대로
숙소를 정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TV만
켜두면 연결된 와이파이가 무료였기 때문.
인터넷을 유료로 책정하는 호텔이 많은
호주에서 이보다 반가운 서비스가 또 있을까
싶다. 작지만 안락한 분위기는 하룻밤
묵어가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객실
사이에 펼쳐진 커다란 수영장도 틈 나면
이용해보시길! 객실마다 비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비 리셉션에서 칫솔과 치약 같은
간단한 어메니티를 무료로 나눠준다.
627 Charlton Esplanade Urangan, Hervey Bay
www.ramadaherveybay.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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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 선샤인! 선샤인코스트

Sunshine Coast
호주에는 여유로운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동네가
따로 있다. 호주인들이 열망하는
휴양지 선샤인코스트!
무균질 공기와 자연이 다가온다.

선샤인코스트의 중심
누사 비치 Noosa Beach
누사는 선샤인코스트를 대표하는
중심지다. 해변을 끼고 있는 고급
휴양지로 정평이 나 있는데, 건물을
높이 짓지 못하도록 자제하는 법령이
진행중인지라(건물이 야자수의
높이를 넘기면 안 된다!)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 쇼핑센터도
3~4층 높이를 넘지 않는다. 애보리진
말로 ‘그림자의 자취’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한가로운 그늘이 많은
매혹적 도시의 해변 누사 비치는
외국인 관광객보다 호주인들이 더
많이 찾는다. 서핑과 패들 보드,
수영을 즐기는 청년들, 해안가
벤치에서 와인 파티를 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ww.visitnoosa.com.au

하루 더 머물고 싶어요
하스팅스 스트리트 Hastings Street
누사의 번화가는 그리 길지 않은
하스팅스 거리다. 30분 정도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이 거리에
맛 좋기로 소문난 레스토랑과 노천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와인 바, 클럽,
호텔, 서핑 숍, 빈티지 골동품 가게,
여행자 센터까지 기분 좋게 줄지어 서
있다. 거리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과 달리
동양인 관광객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Hastings Street, Noosa 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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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동물원 또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주 Australia Zoo
이제껏 골드코스트와 케언스, 브리즈번에서 만난 동물
테마파크가 대개 캥거루와 코알라를 안아보고 애보리진의
민속 공연을 둘러보는 것이 다였다면, 호주에서 가장
큰 동물원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드넓은 초원 위를
뛰노는 기린과 코뿔소, 호랑이까지 만날 수 있다. 웅장한
규모로 펼쳐지는 악어 쇼는 관람객이 끊이지 않고, 기린
가족에게는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다.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동물 병원도 방문할 수 있다. 굉장히 드넓다.
셔틀버스 시간표를 잘 확인해서 지치지 않게 다녀야 한다.
Steve Irwin Way, Beerwah | www.australiazoo.com.au

해변에서 커피 한잔
물루라바 비치 Mooloolaba Beach
차분한 해변을 끼고 앙증맞은 카페들과
훌륭한 쇼핑가가 운집한 물루라바
비치. 일조량을 즐기는 사람들과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골드코스트에 비해
선샤인코스트의 해변들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유원지 같은 느낌이
없다. 가족 여행자라면 물루라바
비치와 가까운 ‘언더워터월드( www.
underwaterworld.com.au)’에 들러보자.
퀀즐랜드 바다에 들어선 듯한 시원스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www.mooloolabatourism.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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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Coast
Restaurant & café

근사한 칵테일 & 와인 바
누사 비치 하우스 Noosa Beach House
가볍게 한잔 나누고 싶다면 하스팅스
거리 한복판 쉐라톤 누사 호텔과
연결된 ‘누사 비치 하우스’ 바가
제격이다. 커피와 맥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공수된 와인들,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지는 칵테일까지
다양하다. 간판에 적힌 ‘Peter Kuruvita’
는 호주에서 유명한 셰프 이름이다.

행복한 여행을 만드는 맛
로코코 Rococo
여행이 고단해져 가는 당신이라면 누사의 하스팅스 거리에 위치한 이탤리언
레스토랑 ‘로코코’가 여행의 즐거움을 다시 신선하게 북돋울 것이다. 초저녁부터
야외 자리까지 손님들로 북적대는 이곳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맛집.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가 샐러드만 먹고도 일행이 진심으로 박수를 칠 정도.
저녁마다 식당 한 켠 작은 무대에서 재즈 연주가 몸을 들썩이게 만든다. 마늘
향이 가득한 알리오올리오 스파게티와 야생 로켓(Rocket) 샐러드를 먹어볼 것.

16 Hasting Street, Noosa Heads
www.noosabeachhousepk.com.au

42 Hasting Street, Noosa Heads | www.rococonoosa.com.au

노천 카페와 레스토랑의 조화
아로마스 Aromas

마술 같은 아이스크림
니트로지니 Nitrogenie

하스팅스 거리 중간쯤
파리에서 본 듯한
노천 카페가 지나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캐쥬얼한 프랑스 스타일을 표방하는
음식들과 달콤한 디저트류 모두
맛깔스럽다. 호주 미식가들로부터
‘누사의 아이콘’이라고 찬사를
받아온 곳. 아침과 점심, 저녁 메뉴가
모두 다르다. 커피만 마셔도 기분
좋아지는 곳이다.

매장에는 아이스크림이 눈에 띄지
않는데, 주문과 동시에 우유와
신선한 재료들. 신선한 액화질소를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기
때문. 직원의 현란한 손놀림과 함께
순식간에 탄생한 아이스크림은
우리나라 소프트아이스크림보다
진하면서도 놀랄 만치 부드럽다.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파크랜드에도
체인점이 있다.

32 Hasting Street, Noosa Heads
www.aromasnoosa.com.au

노천 카페의 정석
더 커피 클럽 물루라바

The Coffee Club Mooloolaba

라테보다 가벼운 우유 맛이 느껴지는
‘플랫화이트’나 아메리카노보다
진한 ‘롱블랙’은 호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 역시나 호주인이
사랑하는 커피 프렌차이즈도 따로
있는데, ‘더 커피 클럽’이 그곳이다.
물루라바 비치에서는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노천 카페로 위치하고 있다.
호주에서 라테를 주문하면 우유가
듬뿍 들어 커피우유 같다.
Cnr Brisbane Rd & The Esplanade, Mooloolaba|
www.coffeeclub.com.au/moolool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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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Bayview Road, Noosa Heads
www.nitrogenie.com/where/noosa/

착한 와인, 퀸즐랜드에서 만나요!

Queensland Wine
탁월한 맛과 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와인 애호가에게 사랑받는 호주 와인. 맑은 퀸즐랜드
대자연 속에도 유명 와이너리가 착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Witches Falls Winery

‘쉬라즈(Shiraz)ʼ만 알아도 호주에서 와인을 고르면서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 유럽에선 카베르네 쇼비뇽(Cabernet Sauvignon)이 보편
적이고, 미국에선 피노 누아(Pinot Noir)가 유명하듯 쉬라즈는 호주
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와인용 포도 품종이다. 영국 학자이자 와인
작가인 조지 세인트베리는 쉬라즈의 원산지 프랑스 론에서 '내가 마
셔본 와인 중 가장 남성적인 와인'이라고 표현했다. 호주로 넘어와
가장 보편적인 호주 와인의 대명사가 된 쉬라즈 품종은 진하고 풍성
한 맛이 탁월하다. 쉬라즈는 포도알이 작으며 원숙하고 부드러운 와
인을 만드는데, 견고한 타닌과 산도, 조화로운 알코올, 우수한 숙성
잠재력을 보인다. 또한 가죽, 젖은 흙, 후추, 향신료 향과 풍미가 화려
하고 강렬한 것이 특징. 쉬라즈 품종이 유명하고 맛있다니, 호주에서
쉬라즈 와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 될 것이다.
19세기 유럽에서 포도를 들여와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호주는 어느
덧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와인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다. 코르크 마개
를 과감하게 버리고, 스크류 마개를 도입하면서 혁신적 와인의 새
로운 시대를 열기도 했다. 단지 저렴한 것이 아니라 맛에 있어서도
국제적 명성을 얻으면서, 호주는 어느덧 세계 4위의 와인 수출국이
다. 더욱이 와인 소비도 영어권에서는 뉴질랜드와 더불어 1인당 소
비량이 가장 많다. 브리즈번 인근 코튼 산에 자리한 시로멧 와이너
리(Sirromet Winery, www.sirromet.com). 골드코스트 오렐리 산장 카
눈가라(Canungra Valley) 와이너리(www.oreillys.com.au/canungravalley-vineyards). 템보린 산 주변에 있는 위치스 폴스(Witches Falls
Winery, www.witchesfalls.com.au)가 대표적인 와이너리로 예약만 하
면 방문과 시음이 가능하다.

Sunshine Coast
Hotel

자연과 맞닿은 편안함
아웃리거 리틀 하스팅스
스트리트 리조트 Outrigger Little
Hastings St Resort

아웃리거 체인답게 신뢰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서비스로 만족감을
드높인다. 197개 스위트룸마다
자연의 품에 안긴 듯 누사 국립공원
한 켠에 자리해 있는데, 태양열패널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과 빗물을
재활용하는 물탱크 정화 시설까지
갖춰 자연친화적인 고급 리조트이
기준을 보여준다. 세탁 시설과
부엌까지 고루 갖췄다. 걸어서
들어서는 입구와 자동차 입구가
다르다. 자동차는 좀 돌아가야 한다.
Little Hastings Street, Noosa
www.outrigger.com.au

이것이 선샤인코스트 스타일
10 하스팅스 스트리트 부티크 모텔 10 Hastings Street Boutique Motel

5성급 리조트의 명성
쉐라톤 누사 리조트 앤 스파
Sheraton Noosa Resort & Spa

연인과 함께라면 보다 고급스런
리조트로 눈길이 가게 마련. 쉐라톤
호텔은 누사에서 유일한 5성급 숙소다.
아쿠아(Aqua)스파를 비롯해 호주
스타 셰프 피터 쿠루비타(PeterKuruvita)
의 명성을 내건 다이닝 레스토랑과
바가 투숙객 외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아름다운 바다가
코앞이더라도 리조트의 너른 수영장과
카바나의 유혹은 피할 수 없다.
14-16 Hastings Street, Noosa Heads
www.sheratonnoosa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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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 규모가 커야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10개 정도 객실을 갖춘 작은
숙소지만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 여행자들이라면 저렴한 데다
호주식 가정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곳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1층 카페도 핫플레이스!
10 Hastings Street, Noosa Heads
www.10hastingsstreet.com.au

실용주의 여행자의 선택
시헤븐 비치프론트 누사 SeaHeaven Beachfront Noosa
모던한 부티크 호텔 느낌이 물씬 나는
이 호텔은 누사 비치의 확 트인 전망과
수영장까지 여유롭게 갖추고 있다.
로비와 리셉션이 소박하지만 가격대비
월등한 숙소임을 간과하지 말자.
Hastings Street, Noosa Heads
www.seahavennoosa.com.au

호주 맥주가 맛있다

Australia beer
호주는 주마다 개성 넘치는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퀸즐랜드도 예외는 아니어서 포엑스(XXXX)는 어느덧 호주를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로 우뚝 섰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의 맥주 바에서도 흔히 눈에 띄는 호주 대표 맥주가 포엑스 골
드(XXXX GOLD)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알코올 함량
3.5%의 비교적 가벼운 라거 맥주로 달콤한 뒷맛이 특징인데, 여성
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만큼 가볍다. 보다 무겁고 톡 쏘는 맛을
원한다면 포엑스 비터(XXXX Bitter)를 마셔볼 것(www.xxxx.com.au)!
브리즈번에 있는 포엑스 공장은 신청만 하면 견학을 할 수 있다. 대
단위 맥주 공장을 오르락 내리락 투어하고, 시원한 포엑스 맥주를
4가지 종류별로 골고루 시음해보는 경험은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
다( www.xxxxalehouse.com.au). 하지만 퀸즐랜드 맥주를 상쾌한 포엑
스 골드로 국한지어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가장 유명한 브랜드 맥
주가 포엑스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퀸즐랜드의 도시 곳곳에서는
그 지역 혹은 그 가게에서만 직접 증류해 판매하는 독보적인 맥주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맥주 펍은 케언스의 ‘블루 스카
이 브루어리(Blue Sky Brewery)ʼ로 7가지나 되는 맥주 별로 맛과 알코
올 도수, 재료가 다 다르다( www.blueskybrewery.com.au).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의 멋진 펍에서도 포엑스를 주문하는 것보다 ‘하우스 비
어(House Beer)ʼ를 외치는 것이 제대로 된 퀸즐랜드의 맥주 맛을 들
이키는 출발이 될 것이다.
호주에서 음주 즐기기 비더블류에스 BWS
호주에서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지 않는다. 보틀숍
(Bottle Shop)이라 불리는 주류 전문 숍이나 펍에서만 알코올을 판매한다.
허가가 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는 야외라 해도 술 마시는 것은 불법이므로
근방의 BWS 같은 보틀숍 운영 시간을 체크해 미리 구입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저렴하면서도 좋은 호주 와인과 호주 산 맥주가 한 가득!
www.beerwinespirits.com.au

모튼 아일랜드, 탕갈루마 리조트

Moreton Isl, Tangalooma Resort
<런닝맨>이 비와 김우빈과 함께
다녀간 이후, 관심이 더욱 커진
탕갈루마 리조트! 쿼드 바이크를
타고 해변을 질주하고,
야생 돌고래와 듀공을 만날 수 있다.

모튼 아일랜드의 중심
탕갈루마 리조트 Tangalooma Resort
브리즈번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1시간 반 가량이면 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섬 모튼 아일랜드는 다채로운
수상 액티비티와 야생 동식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흥미진진한 휴양지다.
모든 즐길거리의 중심에는 탕갈루마
리조트가 존재하는데, 럭셔리한 스위트
객실부터 호텔, 방갈로, 리조트 유닛
형태 등 다양한 숙소를 운영하고 있어
여행자 구성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탕갈루마 리조트는 여러 레스토랑과
무료 와이파이존(비치 카페), 슈퍼마켓,
돌고래 교육 센터 등을 운영한다.
투숙객에게 나눠주는 가이드북(매주
발간)에는 일정에 따른 무료 액티비티와
이벤트가 총망라되어 있으니 챙겨둘 것.
Moreton Island, QLD 4025
www.tangalooma.com

야생 돌고래 가족과 만나요!
돌고래 먹이 주기 Dolphin Feeding
다친 돌고래 가족을 치료해주고
먹이를 주던 것이 습관이 되어
밤마다 탕갈루마 리조트 인근으로
찾아오는 야생 돌고래들에게
여행자들도 먹이를 직접 줄 수 있다
(무료, 리조트 내 투어 데스크에서
예약 필수!). 에코투어리즘을
일깨우는 친환경적 이벤트다.
수면 낮은 해안까지 올라온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바다에 몸을 담가야 한다.
탕갈루마 리조트 선착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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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을 질주하는 사막 오토바이
쿼드 바이크 Quad Bike
남자라면 비용 투자가 아깝지 않은
액티비티. 사막 오토바이인 쿼드
바이크를 타고 리조트 단지 외곽의
굽어지는 아스팔트 길을 박진감
넘치게 오른 뒤, 달리는 곳이 곧 길이
되는 사막과 숲을 내달린 후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해변까지 시원하게
내달릴 수 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탕가투어스
(Tangatours) 센터에서 예약해야
한다. 다른 관광지에도 쿼드 바이크가
존재하지만, 1시간 가량 다이내믹한
자연과 벗삼아 즐길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맛있는 와이파이존
비치 카페 Beach Café

샌드보드를 즐겨요!
사막 사파리 Desert Safari

비치 카페는 호텔 투숙객의 아침
뷔페 레스토랑이기도 하지만,
간단한 요기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카페인데다 24시간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와이파이존이다. 점심식사라면
피자와 햄버거보다 인근 바다에서
갓 잡은 새우와 크랩이 가득 담긴 ‘
시푸드 플레이트’가 추천 메뉴다.
도시도 아닌 섬에서 이 정도 속도의
무료 와이파이면 감사하다.

<꽃보다 청춘>에서 유희열과 이적이
즐기던 샌드보드를 기억한다면
‘사막 사파리’를 신청할 것. 리셉션
앞에서 사륜구동차를 타고 사막
투어에 나서면,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울퉁불퉁한 사막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가장 가파르고 긴 모래 언덕 위에서
서핑보드를 배에 깔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샌드보딩!
섬 한가운데 드넓은 사막이
존재한다니 놀랍다. 샌드보드를 탈
때는 주머니를 비워야 한다.

듀공과 만날지도
워터 액티비티 Water Activity
<런닝맨>이 촬영하고 간 거대한
남파선 주변에서 즐기는 스노클링과
배를 타고 물고기 먹이주기는
수영이나 제트스키, 패러세일링과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선사한다. 운
좋으면 돌고래와 듀공 등을 바다에서
만날 수 있다. 수족관이 아닌
야생에서 인간을 닮은 듀공을 만나는
일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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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가장 크게 웃었던 그곳이
그리울 거야!

숨쉬기 좋은 공기와 절로
우러러보고픈 하늘, 끝간 데 없이
펼쳐진 대자연과 맑은 해변, 그리고
그 사이 자연스레 포개어진 깨끗한
도시들, 1만 4000종 바다 생명체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산호 군락.
열기구 모험에 나서고, 열대우림
탐험을 즐기고, 1만 4000피트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속으로
잠수를 했다. 마천루 도시의 전망과
70% 할인율을 자랑하는 아웃렛,
가격대비 최강 호주 와인과 건강한
음식들로 몸과 마음도 채웠다.
이것으로 퀸즐랜드를 모두 경험한
것일까? 아직 육질 좋은 스테이크와
도톰하고도 싱싱한 굴 요리,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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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이 가벼운 플랫화이트 커피,
향기로운 와인의 잔향이
코끝에 남아 있건만!
서울에서의 지친 일상에 다소
의기소침했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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