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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LOCAL.

GO HERE

Unique. Eclectic. Diverse. 
Northern BC is one of the most colourful, diverse  
and eclectic regions in Canada. 

The character of the area is largely shaped by the  
unique businesses and entrepreneurs that are at the heart  
of our vibrant communities.

Enjoy a true northern experience by discovering some of  
the 1,500 locally owned, independent businesses that call 
one of our 34 communities throughout the regio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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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에 따라 방문객들은 구명조끼 및 자전거·오토바이·ATV 헬멧을 의
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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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관광협회(이하 “협회”). 모든 권리 유보. 무단 복제 
금지. 이 가이드는 특정 항공사, 호텔, 레스토랑 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어떠한 시
설, 명소, 활동에 대한 후원이나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됩
니다. 따라서 Destination BC Corp나 협회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
다. Super, Natural British Columbia®, Hello BC®, Visitor Centre 및 모든 관련 
로고/상표는 Destination BC Corp의 상표 또는 공식 마크입니다. Cariboo Chilcotin 
Coast Tourism Association©과 모든 관련 상표 및 로고는 협회의 상표 또는 공식 
마크입니다. 이 가이드에 언급된 명소와 시설에는 입장료 및 기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기와 누락은 별도. Photography©:  이 가이드의 모든 이미지는 유용한 
역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레저 활동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
한 의도로 제공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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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야생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끝없는 모험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가이드를 펼쳐보십시오. 눈과 마음을 열
고 숨막히게 아름답고 거칠며, 야생 동물과 야외 모험 활동으로 가
득한 이 지역을 항해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여행 계획이 떠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끝이 없는 대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세계와 독특한 자연을 소개하는 가이드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및 프레이저 캐니언

은 상록수림, 피오르드 해안, 사막, 메마른 협곡, 낙엽수 삼림지대, 
고산지대 및 빙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입니다. 사
실상 모든 유형의 지형과 기후가 존재하는 이 지역은 BC 주에서도 
가장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유
혹하고 있습니다. 
넓은 하늘과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이 지역에서는 원시 그
대로의 야생과 친환경 리조트, 챔피언십 골프 코스, 다양한 문화

적·지적·모험적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리조트, 게스트 목장, 축제 및 행사에서는 이곳 원
주민들의 역사, 모피 무역, 골드러시, 목장업 및 농업 등을 포함하

는 활기 넘치던 과거 서부 개척시대의 모습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

다. 방문객들은 원주민 문화와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의 광대하고 웅장한 대지에서 과거의 전통과 
현대적인 생활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이 지역은 사진, 산악 자전거, 스키, 하이킹, 스
노모빌, 골프, 캠핑, 조류 관찰, 낚시, 보트 등을 즐기는 모든 애호가

들에게 천국과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레저 활
동과 ‘야생’ 활동을 즐기며 이 지역이 간직한 풍부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작은 도시, 타운, 마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떨어진 작은 만, 피오르드, 하구, 원시 해변, 바위 해안 등 그레이

트 베어 우림지대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여행

해 보십시오. 세계 수준의 바다 낚시와 생태계 탐험을 즐길 수 있으

며, 곰, 바닷새, 고래, 돌고래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도 있습

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원주민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이
야기와 전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드릴 것입니다. 시기만 맞는다

면 코스트, 프레이저 캐니언, 카리부 및 칠코틴에 있는 많은 강과 
개울에서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

아오는 자연의 경이로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읽어 나가면서 머지 않아 이 지역을 체험해 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드러시 트레일을 
여행하든, 숨겨진 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든 저희는 여러분과 여
러분의 친구 및 가족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제공해드릴 준비가 되
어 있습니다.

끝이 없는 대지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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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렸던 
곳에서 금을 채취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상형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모든 골프장을 섭렵한 뒤 이제 
BC 주에서 가장 어려운 9홀 코스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문화적으로 변형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역사 교육을 
원하든, 최신 모험을 원하든, 오랜 역사를 
지닌 웅대한 프레이저 캐니언에는 원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연어가 서식하는 지구상의 가장 멋진 강변을 
따라 과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십시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프레이저 캐니언은 오랫동안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본래 원주민의 무역로였던 
이 협곡은 이후 모피 상인들에게는 트레일, 금 
탐사자들에게는 내륙 금광 지대로 이어지는 
험준한 도로, 캐나다 국영 철도에게는 가파른 
절벽의 철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캐니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짜릿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나해트래치 강(Nahatlatch 
River)의 격렬한 급류에서 래프팅을 타고, 
플라이 낚시꾼들이 톰슨 강의 힘찬 서머런 
스틸헤드를 낚으며, 지오캐셔들이 숨은 보물을 
찾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2개 이상의 
영화/TV가 제작된 애시크로프트의 거리를 
거닐기도 합니다. 하이킹족들은 잉클라캅무 
원주민의 스테인 강 계곡을 등반하고, 골프 
애호가들은 BC 주에서 가장 험난한 캐시 
크리크의 9홀 코스에 도전합니다.

원주민들은 강을 가로지르고, 또 물길을 
건널 수 없는 구간에는 좁고 높은 통로를 
건설하면서 프레이저 캐니언에서 1만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강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들을 우회하는 데 이용되었던 이러한 
통로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륙에서 해안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무역 
시스템은 사이먼 프레이저가 유럽인 최초로 
프레이저 캐니언을 탐험할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이먼 프레이저와 일단의 
뱃사공들이 1808년 프린스 조지에서 
오늘날의 밴쿠버까지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현지 
안내인들이었습니다.

프레이저가 여행을 끝낸 후, 1808
년과 1858년 사이에 유럽인들은 프레이저 
캐니언을 제한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허드슨 
베이 상인들이 포트 캠루프스에서 포트 랭리에 
이르는 트레일을 따라 모피 무역 여행을 할 
때면, 그들은 허드슨 베이 회사의 외딴 기지를 
경유하였습니다. 비밀이 없는 골드 타운에서 
금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어떤 반향을 불러 
일으킬지 잘 알고 있었던 더글라스 총독은 
1858년 봄 내륙에서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으로 
22.7kg의 금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부를 
갈망하는 금 탐사자들이 늦은 봄부터 도착하기 
시작했고, 프레이저 강까지 내륙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포트 예일 근처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프레이저 강 골드러시에 불이 
붙었고, 30,000명으로 추정되는 채금꾼들이 
호프에서 릴루엣 바로 북쪽에 이르는 프레이저 
강 유역으로 몰려들면서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신흥 타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초창기 
골드러시는 1860년경에 사그라들었지만, 금 
탐사자들은 BC 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곧 BC 주 내륙에 있는 다른 금맥들을 
발견하였으며, 그 중 카리부의 바커빌 근처 
금맥이 가장 잘 알려졌습니다.

사람들과 물품, 금이 엄청난 규모로 밀려들면서 
프레이저 캐니언의 교통을 개선할 필요가 
생겼고, 그에 따라 금 열풍은 초기의 도로 
건설, 많은 타운의 등장,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탄생을 위한 촉매가 되었습니다. 카리부 
왜건 로드는 프레이저 캐니언으로 이어지는 
최초의 연결 도로였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프레이저 캐니언은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와 
캐나다 국립 철도 및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철로를 위한 주요 교통 통로입니다. 바위 
협곡의 암벽을 깎아 만든 7개의 고속도로 
터널로 인해 오늘날 1번 고속도로의 여행이 
훨씬 더 쉽고 즐거워졌습니다. 다양한 터널과 
교각을 통해 열차가 협곡을 운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열차 애호가들은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레이저 강은 
이제 더 이상 주요 교통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북미에서 가장 멋진 급류 
래프팅 조건을 갖춘 주요 어드벤처의 장이 
되었습니다.

프레이저 강과 그 지류에서의 래프팅은 이곳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에게 하나의 통과 

수천 년 전 프레이저 강은 해안과 캐스케이드 산맥의 경계에 웅장한 
협곡을 깎아 곳곳에 높은 폭포가 걸려 있는 가파른 암벽과 회색빛 풍경의 
파노라마를 빚어 놓았습니다. 협곡을 따라 흐르는 프레이저 강의 거친 
물결은 이 강에서 가장 깊고 좁은 지점인 헬스게이트에 이르러서는 33m 
넓이의 통로를 휘감고 내려갑니다. 1번 고속도로를 따라 스톨로(Sto:lo), 
잉클라캅무(Nlaka’pamux), 쉬휍무크(Secwepemc) 원주민 지역을 잇는 
골드러시 트레일을 탐험하다 보면 호프에서 해트 크리크(Hat Creek)로 
이어지는 장엄한 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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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입니다. 18개의 주요 급류가 1~5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스펜시스 
브리지와 리턴 사이의 36km 길이 
톰슨 강 급류에서 시원하게 래프팅을 
즐겨보십시오. 장대한 프레이저 강의 
헬스게이트를 통과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도 만끽해 보십시오. 
보스턴 바 북쪽 프레이저 강으로 
흘러드는 여러 개의 호수와 연결된 
12km가 넘는 3, 4 및 4+ 등급의 37
개 급류를 자랑하는 옥빛 나하틀래치 
강의 급류를 체험해보셔도 좋습니다. 
나하틀래치 강 계곡의 여러 호수들은 
잔잔한 호수에서 카누를 타거나 
후미진 물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으며, 
호숫가에서 낚시도 즐길 수 있어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오지 하이킹, 조류 
관찰, 야생 동물 구경, 장대한 전원 
속 캠핑도 이곳에서 인기 있는 레저 
활동입니다.

육지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BC 주 남서부 최후의 
원시림 유역에 있는 중요한 생태계인 
리턴(Lytton) 서쪽의 스테인 밸리 
잉클라캅무 헤리티지 공원(Stein 
Valley Nlaka’pamux Heritage Park)
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계곡은 3개의 작은 빙하, 4
개의 주요 호수, 그림 같은 산악 목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없고 
몇 개의 캠핑 시설만 마련되어 있지만, 
당일이나 야간 하이킹 또는 주간 
단위의 하이킹을 즐기기에 충분한 몇 
개의 트레일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테인 밸리 바로 남쪽에 위치한 
매해틀 크리크 주립공원(Mehatl 
Creek Provincial Park)은 계절별 야외 
모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곳으로, 고산 
능선, 아고산의 푸른 목장, 원시 고목림 
등을 자랑합니다. 하이킹족들은 호프 
북쪽 50km 지점에 잉클라캅무 족이 
건설한 고지대 협곡 통로 중 하나이며 
최근에 복원되어 멋진 경관을 지닌 
10km 길이의 타이콸러스 헤리티지 
트레일(Tikwalus Heritage Trail)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와 환경론자들은 매년 수백만 
마리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회귀하는 세계 최대의 연어 강계 중 
하나인 장대한 프레이저 강이 지닌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용하곤 합니다. 
연어가 회귀하는 모습은 헬스게이트 
국제 어도(Hell’s Gate International 
Fishways)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저 강 및 리턴과 
스펜시스 브리지 사이의 톰슨 강도 
모두 연어 낚시로 유명합니다. 특히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연어 
낚시가 최고조에 달하며, 이어 10
월에 시작되는 스틸헤드 낚시 시즌은 
그 어느 곳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프레이저 강은 흰철갑상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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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장이기도 하며, 이 거대한 선사시대의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기 위해 낚시꾼들이 국내외에서 모여듭니다.

호프
아름다운 지역 호프(Hope)는 프레이저 캐니언의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프레이저 강과 코퀴할라 강이 만나고 
코스트 산맥이 케스케이드 산맥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곳입니다. 4개의 주요 고속도로(1, 3, 5 및 7번)와 2개의 
철도(캐나다 국립 및 태평양 철도)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호프는 오랫동안 교통의 중심지이자 프레이저 캐니언의 
공급 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1848년 허드슨 베이 회사가 포트 호프에 설립되기 전에는 
츠크할(Ts’qol:s) 스톨로 원주민 마을이 프레이저 캐니언의 
주요 출입 기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요 교통 중심지로 남아 있는 호프는 이제 모험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프는 
프레이저 캐니언과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의 탐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호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사이클링, 산악 자전거, 캠핑, 
스키, 하이킹, 볼더링, 돌 수집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호프는 스스로 즐기는 모험 외에도 코퀴할라 
캐니언 주립공원의 멋진 오델로 터널을 자랑합니다. 이 
폐기된 케틀 밸리 철도 구간은 건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 철로로 알려져 있으며, 1915년에 건설된 터널 그 
자체는 공학 기술의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이킹족들은 산에 오르는 동안 이 살아 있는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기톱 조각의 수도”라 불리는 호프에는 60개 이상의 
전기톱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프 중심가의 녹색 
공간들을 둘러보며 오후를 보내거나, 전기톱만을 사용해 
삼나무로 빚어낸 멋진 예술품을 감상해 보십시오. 호프 
방문객 센터 및 박물관에 들러 지도와 기타 정보를 얻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일 
BC 주의 작은 마을 예일(Yale)은 한때 샌프란시스코 
북쪽과 시카고 서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곳입니다. 
1848년 허드슨 베이의 교역 기지로 형성되었던 예일은 

1858년의 골드러시 동안에는 추정 인구 3만명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예일은 1860년대 카리부 왜건 로드의 
건설과 함께 북미 최대의 선미 외륜 기선 루트 중 하나의 
종착역이 되었으며, 1880년대에는 이곳에 캐나다 태평양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골드러시 타운이었던 이곳에는 오늘날 
몇 개의 오리지널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예일 유적지에 
자리한 박물관에서는 1870년대의 오리지널 크레이튼 
하우스에 전시된 과거 예일의 유물과 수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863년에 건축된 세인트 존 더 디바인 
성당은 BC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로, 오리지널 
제단 조각품과 올 할로우즈(All Hallows) 여학교 학생들이 
손으로 짠 앤티크 린넨인 “인내의 실(Enduring Threads)”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858년의 살아 있는 역사 ‘텐트 시티
(Tent City)’를 방문하면 과거로 돌아가 판잣길을 걸으며 
잡화상, 살롱, 금 채취 감독관 및 의사 사무실, 감옥, 대장간, 
중국인 하숙집 등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예일의 또 다른 
오리지널 건물 중 하나인 워드 하우스(Ward House)도 
둘러 보십시오. 여름철에는 이곳 정원에서 점심과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예일은 프레이저 강에서 일반인들이 
패닝 접시로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현지 안내 책자도 제공합니다.

역사광들은 옛 타운 지역이나 파이오니아 공동묘지
(Pioneer Cemetery)까지 도보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일 유적지에는 셀프 가이드 책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번 고속도로에 있는 파이오니아 공동묘지 바로 맞은편에는 
스피릿 케이브스(Spirit Caves) 트레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트레일은 프레이저 캐니언에서 며칠 간 즐길 수 있는 
하이킹 코스 중 하나로, 이곳에서 예일의 멋진 경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캐니언을 가로지르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당일 여행이든, 며칠 간의 여행이든 
이곳에 오셔서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장대한 프레이저 
강을 경험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급류에 도전해 보세요. 

알렉산드라 브리지
프레이저 강에서 가장 오래된 지간 교량의 하나인 이 
유서 깊은 보행자용 다리는 예일 북쪽으로 22km 지점에 
있는 알렉산드라 주립공원 옆에 자리해 있습니다. 1984
년에 조성된 이 공원은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와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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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제공합니다. 프레이저 강 
건너편의 오리지널 골드러시 트레일 
구간에 위치한 이 유서 깊은 다리는 
공원의 1일 이용 구역 내에 있는 도보 
트레일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헬스게이트 
예일에서 북쪽으로 약 27km 지점에 
프레이저 강에서 가장 깊고 빠르며 
위험한 구간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1,000m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솟아 있으며, 그 아래로는 
좁은 통로를 따라 강물이 용솟음치듯 
흘러내립니다. 프레이저 강에서 
가장 좁은 지점인 이곳에는 1분당 7
억 6천만 리터의 물이 33m 넓이의 
통로를 통해 세차게 빠져나갑니다. 
이 지역을 최초로 탐험한 유럽인 
사이먼 프레이저는 1808년 자신과 
부하들이 원주민 안내인들이 만든 
로프 사다리를 이용해 절벽을 따라 
이 협곡을 겨우 빠져나간 후 이곳을 “
지옥의 문”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오늘날 헬스게이트(Hell’s Gate)는 
BC 주에서 가장 독특하고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방문객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협곡 위를 가로 
지르며 소용돌이 치는 급류와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회귀하는 연어를 
위해 설치된 어도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구내 어류 
전시관에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이먼스 
카페(Simon’s Café)에서 차우더를 
맛보거나, 30가지 이상의 스낵을 
자랑하는 퍼지 팩토리에서 달콤한 
맛으로 여정을 달랠 수 있습니다.

보스턴 바
보스턴 바(Boston Bar)는 1860
년대 골드러시 당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던 분주한 마을이었습니다. ‘바’
는 금이 들어 있는 모래톱 또는 모래 
강둑을 일컬으며, 1869년대 보스턴 
바의 강 조금 아래쪽 또는 반대편의 
모래톱에는 주로 보스턴 출신의 
미국 금 탐사자들로 붐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 원주민들은 이 
미국인들을 보스턴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며, 이 마을을 보스턴 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보스턴 바에서 프레이저 강 바로 
건너편에는 노스 벤드(North Bend)
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자동차 1대만 실을 수 있는 공중 페리
(현재 1번 고속도로상의 프랜시스 
해링턴 공원에 전시)를 대신하기 
위해 1986년 다리가 건설되었을 
때에야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객들은 노스 벤드의 웨스트 
사이드 로드를 이용해 목가적인 
나하틀래치 강 유역과 BC 주의 가장 

신나는 계곡 급류 타기 장소 중 하나인 
나하틀래치 강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바에서 남쪽으로 단 5km 
지점에 또 다른 명소인 턱위옴 마을
(Tuckkwiowhum Village)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소용돌이 
치는 프레이저 강 옆에 자리한 
티피에서 밤을 지새며 원주민들의 
드럼 및 보석 제작, 연어 요리, 가죽 
작업 등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지되었던 잉클라캅무족의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카나카 바
보스턴 바에서 북쪽으로 32km 
지점에 위치한 카나카 바(Kanaka 
Bar)는 1858년 하와이 사람들 또는 ‘
카나카 사람들’이 금을 채취하였던 
강둑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잉클라캅무족의 카나카 바 원주민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코익 
크리크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기점인 이곳에서는 카나카 바 인디언 
밴드와의 합작으로 4,990만 와트의 
유입식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나카 바의 남쪽 끝에는 
같은 이름의 유서 깊은 카페가 자리해 
있습니다. 

리턴
프레이저 강과 톰슨 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리턴(Lytton)은 본래 A’q’emcín(
강이 만나는 곳)이라고 알려진 
원주민 마을이었다가 나중에 컴신
(Camchin)이라는 영어식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잉클라캅무족이 10,000
년 이상 거주해 온 이 지역은 1858년의 
프레이저 캐니언 골드러시로 인해 BC 
주 남부 내륙에서 비원주민들이 살게 
된 최초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을 
찾아 들어온 수천 명의 백인 정착민 
중 일부와 원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1858년 프레이저 캐니언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데이비드 스핀틀럼
(David Spintlum) 추장이 가까스로 이 
전쟁을 무마시켰습니다. 컴신의 추장 
스핀틀럼(Cxpentlum)은 평화 회의 
기간 동안 제임스 더글라스 총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평화로운 
해결과 공존을 주장하였습니다. 

리턴은 그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
캐나다 급류 래프팅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최고의 래프팅 
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급류 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로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캠핑, 낚시 및 
타운 인근의 하이킹 등을 즐깁니다. 
리턴은 강 양쪽에서 배를 추진시키기 
위해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21세기 
초 교통 수단인 반작용 페리(reaction 
ferries)를 경험할 수 있는 BC 주 소재 

몇몇 장소 중 하나로, 한 번쯤 
이 페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무료 페리를 
이용하면 스테인 강 유역의 
주요 트레일 출발점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 
스키히스트 주립공원(Skihist 
Provincial Park) 캠프장은 
장엄한 톰슨 강 협곡을 
탐험하고 역사적인 골드러시 
트레일에 있는 오리지널 
카리부 왜건 로드의 잔여 
구간을 걸어볼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강 합류 지점으로 향하는 
길에 타운을 걸으며 들를 만한 
장소로는 스핀틀럼 추장 기념비, 리턴 
박물관 및 승무원실, 조지아 레슬리
(Georgia Lesley)의 미술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좀 더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경우 차로 잠깐 거리에 있는 보타니 
크리크 로드(Botanie Creek Road)
를 방문하면 게이트 위에 있는 18m 
길이의 모조 윈체스터 총을 비롯하여 
켄 글라스고우(Ken Glasgow)의 
독특한 조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리턴은 매년 가을 노동절에 가족 
중심의 강 축제 등 2개의 큰 축제를 
개최합니다. 각종 행사는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어 일요일 오후까지 
계속되며, 파우와우와 원주민 공연 
등 다양한 원주민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매주 금요일에는 투 
리버 농산물 시장(Two Rivers Farmers 
Market)이 열리며,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여행자들을 유혹합니다. 
리턴에서 1번 고속도로를 따라 톰슨 
강에서 스펜시스 브리지까지 북쪽으로 
진행하거나, 12번 고속도로를 따라 
프레이저 강을 따라가면 릴루엣
(Lillooet) 에 닿게 됩니다.

쇼 스프링스
최초의 수리권 보유자인 W.H. 쇼(W.H. 
Shaw)의 이름을 딴 이 자연 온천은 
톰슨 강 건너편에 자리해 있습니다. 
1880년대 캐나다 태평양 철도가 
인부들을 위한 캠프(Drynoch라 불림)
로 처음 활용하였던 이곳은 1920년대 
말 윌리엄 휴(William Hugh)와 로즈 쇼
(Rose Shaw) 부부가 온천수를 이용해 
밭에 물을 주고 리조트 개발을 위해 
음료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조트는 1962년까지 이 가족이 
운영하였습니다.

쇼 스프링스(Shaw Springs) 주변 
지역은 돌 수집, 특히 마노와 오팔 
수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클럽과 애호가들이 매년 
이곳을 방문하며, 주변의 톰슨 강 
구간 전체에 대해 공식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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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팔로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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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쳐 흐르고...강을 따라 
흘러내리는... 프레이저 

캐니언이여, 너의 그 곡선미를 
어찌 사랑하지 않으리!! 난 

너에게 단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어.

 ~ 빌 맨데어

세톤 리지에서 호수 꼭대기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산 
속을 돌아다니는 염소/양을 

구경하곤 했어요.
 ~ 버누스 버스

5점! 어제 거의 10년만에 
처음으로 협곡을 따라 1번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어요. 
정말 멋졌죠. 캐벗 트레일과 

다를 바 없었어요. 친구들, 짬을 
내서 캐나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를 즐겨보세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 데이브 이디엄 

프레이저 캐니언에 다녀 
왔어요. 숨막히게 멋져서.....

눈물이 났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 수 비크로프트

우린 1년 중의 이 시기가 
너무 좋아요 – 리턴 리버 

페스티벌이 거의 다가왔다는 
뜻이죠! 리턴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곳에 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 사만다 스코트

스펜시스 브리지의 일출은 
언제나 멋져요, 심지어 겨울 

일출도 바라다보면 행복해져요.   
 ~ 드웨인 루크

제가 좋아하는 것은... 골드러시 
트레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간에 BC 주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배우는 거예요...  

#augmentedreality에서 
트레일을 보는 것도 좋아요. 

과거에 대해 배우는 것은 너무 
신나요!  
 ~ 태미 마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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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쇼 스프링스 남쪽에 있는 골드팬 
주립공원(Goldpan Provincial Park)
에서 톰슨 강과 마노 원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돌 수집가와 골드러시 트레일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풍부한 
무지개 송어, 스틸헤드, 연어 등의 
낚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스펜시스 브리지
아름다운 스펜시스 브리지(Spences 
Bridge) 주변 지역은 성수기(9~12
월)에 힘찬 스틸헤드를 필두로 각종 
대상 어종들이 전 세계의 낚시꾼들을 
유혹합니다. 톰슨 강에서 크기, 
힘, 강력한 파이팅으로 잘 알려진 
스틸헤드를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잊은 
채 캐치 앤 릴리스를 즐겨보십시오.

이 지역의 세계 수준의 농업 역사는 
고속도로 옆이나 마을 및 길가 정류장의 
가판대에서 팔리는 현지산 야채 및 
과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위도우 스미스(Widow Smith) 
패킹 하우스를 방문하여 이 지역의 
음식도 맛보십시오. 

이 지역에서는 일년 내내 돌아다니는 
캘리포니아 야생큰뿔양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고속도로 운전 시 주의). 
타운에서 니콜라 밸리(Nicola Valley)
와 메리트(Merritt)까지 동쪽으로 
이어지는, 지금은 없어진 케틀 밸리 
철도(Kettle Valley Railway)의 철로는 
철도 애호가들에게 멋진 장관을 

제공합니다. 2단계로 이루어진 
머레이 크리크 폭포(Murray Creek 
Falls)는 마을 바로 서쪽의 그림 같은 
사막 협곡에 자리해 있습니다. 유명한 
위도우 스미스 공동묘지는 사진 
찍기에 좋으며, 숨어 있는 지오캐시 
보물을 찾기에도 좋습니다. 

매년 8월에 오래된 학교 운동장에서 
3일간 열리는 데저트 데이즈 뮤직 
페스티벌(Desert Daze Music 
Festival)에서는 20회 이상의 음악 
공연, 어린이 플레이 존, 워크숍, 
원주민 공연, 판매장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번 및 8번 고속도로 교차점(니콜라 
밸리와 로건 레이크 인근)에 위치한 
스펜시스 브리지는 서클 투어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8번 고속도로, 97C 
고속도로, 로건 레이크를 거쳐 다시 
애시크로프트의 골드러시 트레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운전자들은 
1번 고속도로를 그대로 계속 
주행해나가면 됩니다. 

애시크로프트
예술가, 공예가, 행락객들에게 사막의 
천국인 애시크로프트(Ashcroft)는 
최근 마을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현지 음식 및 신세대 헬스 스튜디오 
홍보를 위하여 “애시크로프트 – 
웰니스가 기다린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타운의 이러한 새 

이미지는 1880년대 붐비던 교통 
요지로서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시 이곳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익스프레스 컴퍼니로 알려진 
유명한 B.X. 또는 바나드 익스프레스
(Barnard’s Express) 소속 역마차가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궤도차에서 
하역된 각종 화물과 채광 도구를 
주로 카리부 금광 지대까지 북쪽으로 
실어나르던 곳입니다. 지금은 1917
년에 이 마을에 세워진 우체국에 
자리한 애시크로프트 박물관에서 
지역 철도, 목장업, 광업, 농업, 중국인 
및 원주민의 역사를 전시하고 당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또 
다른 명소로는 정통 뗏장집, 물레방아, 
앤티크 신문 인쇄기가 갖춰진 철도 
승무원실 등 애시크로프트만의 
독특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헤리티지 플레이스 공원(Heritage 
Place Park)이 있습니다.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 바로 남쪽에 
위치한 이 타운에서는 1800년대 
금광 지대를 향해 북쪽으로 여행하던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던 기착지였던 
애시크로프트 매너(Ashcroft Manor)
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사형 판사’라는 오명을 얻은 매튜 
벡비 판사(Judge Matthew Begbie)
가 주재한 이 지역 최초의 재판소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찻집, 박물관, 
미술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지 여행사들이 승마, 
게스트 목장, 하이킹, 야생동물 및 
조류 관찰 안내 투어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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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애시크로프트의 셀프 안내 
‘역사’ 도보 관광(휠체어 이용 가능), 
지오캐싱, 연례 자동차 쇼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반스 레이크
(Barnes Lake)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아이스 레이싱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경험은 온실, 농산물 
시장, 어린이 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는 
데저트 힐스 랜치(Desert Hills Ranch)
를 방문해 보는 일입니다. 이 지역에는 
톰슨 강의 무지개 송어와 연말에 
시작되는 스틸헤드 낚시 및 주변의 
많은 호수에서 가능한 무지개 송어와 
민물 송어 낚시를 위해 낚시꾼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을 방문하실 때에는 
애시크로프트 박물관에 들러 그 
시기에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캐시 크리크
캐시 크리크(Cache Creek)라는 흔치 
않은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800년대 모피 무역 
당시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공급품을 
저장하거나 숨긴 데서 이 이름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골드러시 당시 도둑들이 
마차에서 물건을 훔친 후 장물을 개울 
언덕에 숨긴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합니다. 

사실이 어떻든 오늘날 캐시 크리크는 
이 지역의 오리지널 골드러시 선술집 
중 하나를 둘러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는 BC 주 유적지인 히스토릭 
해트 크리크 랜치(Historic Hat Creek 
Ranch)와 홀스팅즈 농산물 시장
(Horsting’s Farm Market) 등 독특한 
명소들로 유명합니다. 방문객은 97
번과 99번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히스토릭 해트 크리크 랜치에서 
오리지널 골드러시 트레일, 안내 투어, 
서양식 테마 결혼식, 마차 타기를 즐길 
수 있으며, 슈스왑 네이션(Shuswap 
Nation) 주민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공간인 원주민 
마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공급품 중심지로 1번과 97번 
고속도로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는 
캐시 크리크에는 숙박 시설, 캠핑, 
차량 서비스, 레스토랑, 기념품점, 
어드벤처 물품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BC 주 최고의 돌 
수집을 위한 이상적인 기점이며, 카누, 
승마, 낚시, 건초지 하이킹, 목장, 야채 
시장 및 멋진 사막 풍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스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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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들의 이야기

프레이저 강과 톰슨 강 유역의 사막
에 솟아 있는 바위들은 너무나 아름
다워요! BC 주의 경치는 변화무쌍
해요. 니콜라 강이 톰슨 강으로 흘
러드는 스펜시스 브리지 근처에서
부터 리턴까지... 캐나다에서 가장 

멋진 장소들 중 하나죠...   
 ~ 팻 코베트

보스턴 바에 산다는 것은 ...어릴 때
는 정말 멋진 시절이었죠. 여름 내
내 매일 수영장에서 살았어요. 수

영장이 문을 여는 메이데이 주말에
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 속에 뛰어
들어 몸이 파랗게 되곤 했죠. 수영
장을 청소하던 일은 잊었지만, 수영
장에서 모두 청소용 솔을 들고 있
던 기억이 나요. 정말 잊지 못할 추

억들이죠.  
 ~ 웬디 사하이닥

불과 45일 남았어요(글쎄, 누가 센
다고...), 첫 손님을 받는 날까지 말
이에요. 손님들과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흥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
님들은 이곳이 승마를 즐기기에 얼
마나 멋진 곳인지 이미 다 알고 있

죠 ...
 ~ 선댄스 게스트 랜치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협곡을 따라 
여행하다가 자동차들이 서 있으면 
그곳에 멈추세요! 비경이 있거나 뭔
가 역사적인 볼거리나 할 거리가 있
을 가능성이 높아요. 호프의 방문객 
센터 & 박물관과 오델로 터널도 둘
러보세요. 예일에 들러 타운과 예일 
유적지를 둘러보고, 유서 깊은 알렉
산드라 브리지와 롯지도 방문해보

세요. 노스 벤드 중고품점/박물관도 
들르시고, 리턴에서 강물이 합류하
는 곳도 가보세요. 강 서쪽까지 반
작용 페리를 타 보셔도 재미 있어
요! 스펜시스 브리지에 들러 멋진 

폭포와 타운을 걸어 다니는 귀여운 
양도 구경하세요. 잊지 말고 애시크
로프트 매너도 들르시고, 클린턴 방
문 시에는 멋진 중고품점도 들여다

보세요!   
 ~ 다이애나 아제베도

저는 이 사막같은 작은 마을에서 가
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해

요. 이 마을은 자연, 신선한 농산물, 
친구, 가족 등 여러 가지로 좋은 기
회를 선사한답니다. 작은 타운이기 
때문에 각종 활동을 통해 항상 서로 

도우면서 친한 친구가 되죠.  
 ~ 미셸 할러 앙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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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캐싱으로, 이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많은 보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골드 컨트리 지오투어리즘
(Gold Country GeoTourism)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을 
테마 캐시로 안내하고, 고생한 대가로 상도 수여합니다. 
캐시 크리크의 셈린 밸리(Semlin Valley)에는 BC 주에서 
가장 어려운 9홀 골프 코스 중 하나가 자리해 있으며, 
이 골프장은 다른 골프장과는 다른 반건조 골프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동호인들 사이에 연례 그래피티 데이즈(Graffiti 
Days) 향수 주간으로 유명한 캐시 크리크의 매년 6월은 
50년대 및 60년대를 기념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띱니다. 1987년 이래 그리피티 데이즈 주말에는 자동차 쇼, 
스모크 쇼, 드래그 레이스, 포커 런 및 삭홉 댄스를 즐기기 
위해 북서 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자들과 관람객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룬 레이크
유서 깊은 룬 레이크(Loon Lake) 계곡은 낚시의 천국이자 
골드러시 트레일의 숨은 보석입니다. 아름다운 무지개 
송어가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룬 레이크에서는 다양한 
낚시가 가능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에 많이 서식하는 민물 새우, 잠자리, 각종 유충, 
깔따구 등은 플라이 피싱 애호가들에게 송어 낚시 기회를 
더욱 높여 주며, 트롤링 및 캐스팅 낚시꾼들도 이 자연산 
송어 낚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길이 14.5km의 
깊고 좁은 이 호수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고르게 색깔 
좋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보나파르테 고원(Bonaparte Plateau)과 애로우스톤
(Arrowstone) 구릉지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룬 

레이크에서는 온 가족이 아웃도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계곡에는 많은 리조트, 목장, 여름 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약간의 활엽수가 가미된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진 호수 주변 구릉에서는 하이킹, 산책, 승마, 조류 
관찰을 즐길 수 있으며, 맑은 호수는 낚시 외에도 카누와 
카약을 타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지역 원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호숫가에 모여 
낚시와 사냥을 해왔습니다. 모피 상인들은 보나파르테 
고원을 넘어 주변 유역까지 진출하는 동안 허드슨 베이 
회사를 위한 무역로를 만들면서 이 지역까지 내려왔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골드러시가 이어졌습니다. 97
번 고속도로, 골드러시 트레일, 룬 레이크가 만나는 
곳에는 유서 깊은 곳간과 대장간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은 골드러시 동안 벼락부자를 꿈꾸던 금 탐사자들이 
애시크로프트에서 카리부 왜건 로드까지 올라가면서 
머물렀던, BX 익스프레스의 정류장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많은 개척자 가족들이 가축과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정착하였던 이곳은 오랜 목장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되는 레저 업체를 이용할 경우 겨울은 깨끗한 
경치와 스노슈잉, 얼음 낚시, 그리고 평온함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 지역에는 방문객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겨울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방문 기간 
동안 개최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리조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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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번성했던 삼림지대인 카리부에서 이름을 
딴 카리부는 BC 주 내륙에서 비원주민이 
정착한 최초의 지역입니다. 1860년대 
카리부는 전 세계 금 채굴자들을 유혹하였고 
그로 인해 광산촌과 선술집들이 하루 아침에 
생겨나면서 초기 유럽인들이 골드러시의 
중심지인 BC 주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개척자들의 모험 
정신은 오늘날 카리부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개척 정신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97번 고속도로 옆의 전설적인 골드러시 
트레일에 자리한 유서 깊은 이 지역 마을들과 
복원된 유령 마을들의 전설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인 트레일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마을들에는 당시 광부, 동물 짐꾼, 
마차 행렬 및 편도 티켓으로 130달러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역마차 여행자들에게 
음식, 술, 숙박을 제공하던 선술집이 자리해 
있던 릴루엣(또는 마일 제로)에서의 거리에 
따라 새겨진 표지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가장 큰 선술집들 중 하나는 
캐시 크리크 북쪽 11km 지점 97번과 99번 
고속도로 교차점 근처의 울퉁불퉁한 산쑥 
언덕 중턱에 위치한 히스토릭 해트 크리크 
랜치(Historic Hat Creek Ranch)입니다. 이 BC 
주 문화유산은 모피 무역, 목장업, 골드러시 
및 원주민 문화 등 카리부의 흥미로운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릴루엣 
릴루엣(Lillooet) 주변의 산악 지형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활기찬 생활 방식은 “거친 아름다움”
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바위투성이의 가파른 야생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을 깎아 만든 도로는 
변화무쌍한 프레이저 강의 경관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곳에서는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 
자연이 선사하는 스릴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쉽게 접근 가능한 
릴루엣은 다양한 레스토랑과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멋진 문화 및 오락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트, 산악 자전거, 등산 
등은 이곳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는 
야외 모험 활동 중 일부이며, 겨울철에는 최고 
수준의 빙벽 등반, 헬리스키, 스노모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탓리엄(St’át’imc)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잇고 있는 릴루엣은 
호이시텐(Xwisten) 체험 투어와 7월의 유명한 

살구 초콤 축제(Apricot Tsaqwen 
Festival) 등을 통해 역사, 전통, 음식 
등 최고의 문화 투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오캐셔들은 릴루엣 주변 트레일에서 100개 
이상의 캐시를 찾을 수 있으며, 현지 하이킹 
안내책자를 이용하여 하이킹도 즐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려면 
골프장에 살고 있는 양이 해저드가 되는 
쉽 패스처 골프코스(Sheep Pasture Golf 
Course)에서 골프를 치거나 프레이저 강 
유역을 따라 걸으며 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 중심가의 ‘옥 산책로’(릴루엣의 옥 
채취 역사를 기리기 위한 것)를 둘러보거나 
청록색 시턴 호 주위를 운행하는 코아함 
셔틀(Kaoham Shuttle)로 시턴 포티지(Seton 
Portage)까지 기차 여행(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키 마운티니어와 같은 철로를 통해)을 
떠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 애호가들은 
박물관과 방문객 센터에 들러 골드러시 
전시품을 구경하거나, 1890년대 건축 
양식인 미야자키 하우스(Miyazaki House)와 
미야자키씨의 오리지널 진료실 등 20세기 초 
건축물들을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7월 및 8
월의 금요일 저녁에는 미야자키 하우스에서 
여름 콘서트가 열리며,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포트 베렌즈 에스테이트 와이너리(Fort 
Berens Estate Winery)는 전 세계 와인 
전문가들을 유혹합니다.

클린턴 
야외 활동가들에게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클린턴(Clinton) 지역에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석 수집가 및 돌 수집가의 
천국인 석회암 채석장도 둘러보고 절벽, 동굴, 
개울, 야생 동물 루트가 등반객, 하이킹족, 
승마 애호가들을 유혹하는 마블 산맥(Marble 
Range)도 탐험해 보세요. 일부 현지인들이 “벽 
속의 구멍”이라 부르는 독특한 석회암층까지 
하이킹을 하거나, NASA가 해송 침전물을 
탐사했던 곳으로 유명한 켈리 호수(Kelly 
Lake)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근에 
있는 여러 호수에서 시원하게 수영을 하거나, 
힘 좋은 무지개 송어를 낚고, 카약이나 
카누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레저 활동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는 이 
옛스러운 마을의 따뜻한 환대 속에 친구들과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해 
보세요.

클린턴 마을은 개척시대 및 골드러시의 
역사로 인해 거친 서부 분위기로 잘 알려져 

카
리

부
메마른 초지, 소나무 및 사시나무 숲에서부터 고요한 호수와 굽이치는 
강에 이르기까지 카리부의 독특한 풍경은 이 지역이 제공하는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관광자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마치 옛날 
서부 시대를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오늘날의 
카리부는 카우보이 문화에 든든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BC 카우보이 명예의 전당, 최고의 목장, 로데오 박물관, 캐나다 최대의 
로데오 중 하나, 그리고 BC 주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목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Cariboo Chilcotin Coast Travel Guide22

FAwn lAKeBl
ak

e J
or

ge
ns

on



1-800-663-5885     |    www.landwithoutlimits.com 23

있으며, 서부 시대의 오리지널 상점, 
역사 도보 투어, 인기 있는 골동품점, 
박물관 소장품 및 전시품(마을의 1892
년 학교 건물에 위치) 등이 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캐즘 주립공원(Chasm 
Provincial Park)에 있는 페인티드 
캐즘(Painted Chasm) 등 주변 경관의 
독특한 지리적 다양성도 이곳의 
자랑거리입니다. 클린턴 북동쪽에 
있는 이 8km 길이의 박스형 구조 
바위 협곡은 빙하가 녹은 뒤에 드러난 
오렌지, 핑크, 노랑, 라벤더 색상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C 주 “게스트 랜치의 수도”인 
클린턴은 트레일 승마, 승마 기술 
레슨, 금 채취, 썰매타기 등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시설과 최고 
수준의 태국풍 스파 및 목장 등 다양한 
게스트 목장의 중심지입니다. 길이 
60km의 노르딕 스키 트레일을 갖춘 
클린턴은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1868년부터 매년 5월의 
주말에 개최되어 온 클린턴의 연례 
무도회(Annual Ball)와 8월의 연례 
짐보리도 유명한 행사들입니다. 

70마일 하우스
아름다운 70마일 하우스(70 Mile 
House)는 물새 및 육식조의 주요 
서식지인 인근 워치 호수(Watch 
Lake)와 함께 카리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상 스포츠 대상지 중 하나인 
그린 호수 휴양지(Green Lake 
Recreation Area) 진입을 위한 주요 
출발점입니다. 1862년에 카리부 왜건 
로드 인부들을 위한 호스텔로 70마일 
하우스가 건축되었을 당시 이 지역이 
게스트 목장과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중심지로 발전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이킹, 산악 자전거, 승마, 노르딕 
및 스노모빌 트레일, 카누, 카약, 조류 
관찰, 야생동물 관찰, 얼음 낚시 및 

일반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접근 가능한 인근의 
빅바 호수 주립공원(Big Bar Lake 
Provincial Park)은 아름다운 호수 
경관과 낚시, 보트 타기, 수영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레이저 고원 
남단의 전형적인 카리부 목장 
시골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5
백만 년 이상 전에 용암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당일 이용 구역에서 
피크닉이나 휴식을 취하거나, 캠핑 
구역에 머물며 인근의 친절한 게스트 
목장이나 수많은 원시 호수들을 둘러 
보십시오. 독 크리크(Dog Creek) 
마을과 알칼리 레이크(Alkali Lake) 
마을도 클린턴에서 빅바 제스몬드(Big 
Bar-Jesmond)를 통해 진입하거나 97
번 고속도로에서 여러 시골길을 따라 
진입이 가능합니다. 

Step back in time to the 1860s Gold Rush

 Tel. 1-800-782-0922  
www.hatcreekranch.ca

Junction of Highways 97 & 99, 11 km north of Cache Creek       

Historic Roadhouse Tours • Native Interpretation Site
Stagecoach Rides • Gold Panning  • Archery 

Licensed Restaurant • Gift Store
Scenic RV and Tent Sites; cozy cabins, kekuli 

Covered Wagon sleeps 4

Open daily May through September

HISTORIC
New 

Gift Shop

Williams Lake 
Office

102-383 Oliver Street 
P: (250) 305-3800

100 Mile House
Office

7-530 Horse Lake Road 
P: (250) 395-3916

donna.barnett.mla@leg.bc.ca

Donna Barnett
MLA for Cariboo-Chilcotin

donnabarnettmla.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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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고속도로 및 인터레이크스
93마일 하우스(93 Mile House)와 리틀 포트(Little Fort) 
사이의 24번 고속도로, 즉 97번 및 5번 고속도로가 24번 
고속도로와 각각 만나는 두 지점 사이의 도로는 오늘날 “
낚시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으며, 휘슬러에서 재스퍼 및 
밴프 국립공원까지 이어지는 관광 루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과거 허드슨 베이 회사의 모피 수송대 트레일의 
일부 구간과 겹치는 이 낚시 고속도로에서는 100개 이상의 
호수에서 플라이 낚시, 스핀 캐스팅, 트롤링, 얼음 낚시 
등으로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으며, 6월에서 9월 사이에 
다양한 낚시 대회도 열립니다. 호스(Horse) 호수, 셰리단
(Sheridan) 호수, 브리지(Bridge) 호수, 데카(Deka) 호수, 락 
데 로체(Lac des Roches) 호수 등이 잘 알려진 호수들이며, 
이 지역은 풍부한 물과 야생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서쪽 끝에는 “뷰트(Butte)”를 떠받치고 있는 
외딴 화산경에서 이름을 딴 평화로운 마을 론 뷰트(Lone 
Butte)가 자리해 있습니다. 승마, 스노모빌, 수상 스포츠, 
ATV 타기 등이 애호가들을 이 지역으로 유혹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뮤직 앳 더 레이크스(Music at the Lakes) 
서머 시리즈가 인터레이크스 지역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니, 향후 개최될 공연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는 24번 고속도로를 따라 레스토랑, 
카페, 상점, 리조트, 농산물 시장, 게스트 목장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론 뷰트 급수탑, 웨스트 셰리단 트레일 
시스템, 허클베리 뷰트, 브리지 레이크 얼음 동굴, 브리지 
레이크 주립공원 등 인공 및 자연 구경거리들이 가득 차 
있어 이곳에서 유일한 어려움은 무엇을 즐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100마일 하우스
100마일 하우스(100 Mile House)는 “북미 수공예 
통나무집의 수도” 및 “국제 노르딕 스키의 수도” 등 고상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의 명칭은 BC 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노르딕 스키 클럽 중 하나가 100마일 
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클럽은 
캐나다에서 가장 길고 잘 다듬어진 트레일 네트워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 센터 바깥에 전시된 “
세계에서 가장 긴 크로스 컨트리 스키”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표지판 설치 
등 우수한 관리로 현지 스노모빌 클럽들의 본 무대가 되고 
있는 골드러시 스노모빌 트레일(Gold Rush Snowmobile 
Trail)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이 
노르딕 트레일 및 오지 트레일은 봄부터 가을까지 산악 
자전거, 하이킹, 승마, 사진촬영, 야생동물 관찰 등에 최고의 
장소이며, 수많은 호수들이 낚시, 카누, 수영 애호가들을 
유혹합니다. 97번 고속도로상에 있는 방문객 센터에서 
주차가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도 가능한 100마일 마시 
야생동물 보호구역(100 Mile Marsh Wildlife Sanctuary) 
등의 관찰 지점들이 있는 이곳은 조류 관찰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미술 애호가라면 센테니얼 파크(Centennial Park) 입구에 
있는 파크사이드 아트 갤러리(Parkside Art Gallery)에 
들러보세요. 연극 및 음악 마니아들은 마틴 엑스터 홀
(Martin Exeter Hall)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 모피 
교역소로서, 그리고 1860년대 골드러시 트레일의 역마차 
정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마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걸으며 이 지역의 
초기 개척자 가족들을 기리기 위해 그려진 야외 벽화도 
구경하시고, 오리지널 바나드 익스프레스 역마차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 보세요.

포레스트 그로브
포레스트 그로브(Forest Grove)는 100마일 
하우스 북동쪽 캐님-헨드릭스 레이크 로드
(Canim-Hendrix Lake Road)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기 정착자 올리버 필립스(Oliver Philips)가 
오리건에 있는 같은 이름의 마을에서 이름을 
딴 포레스트 그로브에는 작은 가족 농장들과 
1차 세계대전 전에 모피 교역소 옆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917년 이 마을에는 
여관, 잡화상, 우체국, 당구장, 교역소, 대형 
외양간 등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카리부의 많은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도 한때는 임업이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을 생업으로 하는 가족 농장과 숙박 시설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호수와 
캠프장으로 둘러싸인 포레스트 그로브는 레크리에이션에 
필요한 갖가지 물품을 구매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캐님 레이크 
캐님(Canim)은 카리부에 있는 큰 호수들 중 하나로, 
포레스트 그로브 마을을 지나 100마일 하우스 북동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캐님 레이크(Canim Lake)
는 푸른 목장, 산, 수풀 우거진 구릉에 둘러싸인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빙하기의 잔재인 광대한 자갈 호수 변 
곳곳에 리조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끝없이 
맑은 하늘과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웅장한 폭포, 화구구
(스페니시 크리크 근처), 고대 상형문자, 움집(디셉션 
크리크) 등을 배경으로 카누, 카약, 수영, 하이킹, 보트, 
낚시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스노모빌, 얼음 
낚시, 오지 스키, 스노슈잉 등이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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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 on Earth. Closer than you think.
Only 2.5 hours from Kamloops, 5 hours from Vancouver 

evranch.com • info@evranch.com • 1.800.253.8831

108마일 하우스 
사람들은 1800년대 말 호텔 업자 맥비스(McVees)가 
부정하게 번 수십만 달러어치의 금덩어리가 이곳에 묻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 이곳의 건설 현장 
여러 곳에서 숨겨진 금이 발굴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명소는 108
마일 랜치 유적지(108 Mile Ranch Historic Site)로, 이곳의 
호숫가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통나무 외양간(200마리의 
마차용 말들을 수용하기 위해 1908년에 건축), 105마일 
로드하우스, 108마일 전보 사무소, 1867년도의 호텔 및 
상점, 사냥꾼 오두막, 134마일 학교 건물, 당시의 도구 및 
기구 등을 구경할 수 있는 여러 문화유산 건물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인근의 108마일 휴게소(108 Mile Rest Area)는 
이 지역의 하이킹, 바이킹, 크로스 컨트리 스키 트레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라크 라 해치 
이 마을은 19km 길이의 호수변을 따라 리조트, 목장, 
레스토랑, 펜션 등이 흩어져 있어 흔히 “카리부에서 가장 
긴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모피 상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는 쉬휍무크족들이 이곳에 움집을 짓고 
살았으며, 이 지역을 통과해 여행했던 칠코틴즈(Chilcotins)
족들은 이 호수를 “물의 여왕”이라는 뜻의 쿠마타크와
(Kumatakwa)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역사의 목장업과 농업을 자랑하는 라크 라 해치는 
오늘날 97번 고속도로 상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들 중 
하나에 자리해 있으며, 수상 스키, 낚시, 파워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식도락가들은 
이곳에서 8월 말에 열리는 사우스 카리부 갈릭 페스티벌
(South Cariboo Garlic Festival)에 참가하며, 겨울철에는 
맑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져 얼음 낚시, 스노슈잉, 연못 
하키, 스케이팅 및 인근 티모시 산(Mt. Timothy)의 가족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150마일 하우스
150마일 하우스(150 Mile House)는 골드러시, 개척 역사, 
통나무집으로 알려져 있는 조용한 목장 마을입니다. 
이곳은 카리부 칠코틴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건물인 
리틀 레드 스쿨하우스(Little Red Schoolhouse)가 자리한 
곳입니다. 오리지널 카리부 왜건 로드 옆에 1896년 교실 1
개로 건축된 이 목조 건물은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 있으며, 
여름철에는 일반인들에게 교실을 공개합니다. 이곳의 또 
다른 명소는 97번 고속도로 옆에 있는 구식 영국 스타일의 
찻집 겸 기념품점인 더 옐로 엄브렐라 & 타임 포 티(The 
Yellow Umbrella & Thyme for Tea)로, 음식과 100가지 
이상의 차를 제공합니다. 

대개 여행객들은 150마일 하우스에서 북쪽으로 윌리엄스 
레이크 및 퀘스넬쪽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호스플라이(Horsefly)와 라이클리(Likely)의 휴양지 
호수들까지 골드러시 트레일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라이클리 방문객들은 유서 깊은 
바커빌 타운까지의 모험 여행을 위해 퀘스넬 포크스
(Quesnelle Forks)를 지나 계절에 따라 진입 가능한 “
바커빌로 가는 시골길(Backroad to Barkerville)”을 택할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플라이 
카리부 산맥 기슭에서 1,000명의 인구가 친밀하게 
모여 사는 마을인 호스플라이(Horsefly)는 퀘스넬 호스
(Quesnel Lake), 호스플라이 호수(Horsefly Lake), 
크루키드 호수(Crooked Lake), 고스트 호수(Ghost 
Lake) 및 카리부 산맥으로 이어지는 골드러시 트레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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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관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캠핑, 하이킹, 낚시, 카약, 카누, 
산악 자전거, 오지 스키, 스노모빌, 
얼음 낚시 등으로 유명하며, 이 지역에 
자리한 수백 개의 작고 아름다운 호수, 
개울, 강, 폭포를 탐험하는 예술가 및 
야외 모험가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스플라이에는 봄에 열리는 더 
호스플라이 폴리즈(The Horsefly 
Follies), 7월의 아트 온더 플라이 
뮤직 페스티벌(Arts on the Fly 
Music Festival), 가을 장터, 9
월의 호스플라이 강 연어 페스티벌
(Horsefly River Salmon Festival) 
등 연중 내내 활기 넘치는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많은 역사 애호가들이 
방문하는 이 마을의 개척자 박물관 
및 방문객 센터에는 호스플라이 
강에서 카리부 골드러시가 처음에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전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당시 금 
채굴자들은 원주민 롱 뱁티스테(Long 
Baptiste)의 안내로 단 1주일만에 
2,835g의 금덩이를 채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859년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이클리 
라이클리(Likely)는 150마일 하우스 
북동쪽 약 8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북미에서 가장 깊은 피오르드 
호수인 퀘스넬 호수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퀘스넬 
강(Quesnel River)에서의 채굴을 위해 
1898년 인근에 댐이 건설된 후 퀘스넬 
댐(Quesnelle Dam)으로 불리다가, 
금 채굴자인 존 “플라토” 라이클리
(John “Plato” Likely)를 기리기 
위해 192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의 경제는 관광, 임업, 
광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1906년도 
대형 굴착기가 전시되어 있는 시다 
시티 광산 박물관 겸 금광(Cedar City 
Mining Museum and Bullion Mines)
이 자리해 있는 시다 포인트 주립공원
(Cedar Point Provincial Park)과 
인근의 불리언 핏 광산(Bullion Pit 
Mine)에서는 과거 이곳의 흥미로운 
채굴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과거의 채광 트레일과 
퀘스넬 호수의 공용 보트 선착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관광 정보도 
제공합니다. 

회색곰 등을 볼 수 있는 곰 관찰과 
에코 투어를 위한 “베어 위스퍼”에 
참여해보세요. 라이클리는 카리부 
산맥과, 웅장한 웨스턴 레드시다가 
주를 이루는 BC 주 유일의 내륙 온대 
우림지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해 

있습니다. 라이클리는 매혹적인 
아고산 목장의 풍경 속에 멋진 폭포와 
카리부 강을 지나 굽이굽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비포장 벌목 도로인 “
바커빌로 가는 시골길”로 진입하는 
관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은 
오토바이, 트럭, 캠핑카가 진입할 
수 있으며, 라이클리에서 퀘스넬 
포크스까지도 비포장 도로이긴 
하지만 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눈 
덮인 산등성이를 배경으로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에서 노를 젓거나, 
그림 엽서 같은 풍경을 사진에 담아 
보세요. 카리부 산맥의 탁 트인 
전경을 자랑하는 인근 얀크스 봉우리
(Yanks Peak)까지 산악 자전거, 
하이킹, 스노모빌로 올라보셔도 
좋습니다. 시골길의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에 현지 방문객 
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퀘스넬 포크스 
퀘스넬 포크스(Quesnelle Forks)
는 라이클리에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9km 이동하여 접근할 수 있는 
으스스한 유령 마을로, 1800년대 말의 
공동묘지와 개척 시대 통나무집들이 
자리해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나 직원, 
기념품점, 카페 등은 없으며, 퀘스넬 
강과 카리부 강 합류 지점에서 채금 
열기로 가득했던 1860년대 전성기 

LIKELY
Your Premier
Wilderness Destination

Home of the really BIG trout.
We have the little ones, too!

Pristine wilderness on the original Gold Rush 
Trail,  Likely is rich in Gold Rush history.  
▪ Quesnel Forks; Chinese Heritage site
▪ Class C Provincial campsite - hot showers 
▪ Downhill Mountain Biking trail
▪ Wildlife viewing
▪ Grizzly bears
▪ Bird Watching, 250 species!
▪ Fishing for all ages and abilities
▪ Guided trips available
▪ Take the back road to Wells 
   and Barkerville from June to October

For more info go to
www.likely-bc.ca
Box 29, Likely, BC V0L 1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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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팔
로워들

시절의 마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포크스”는 5,000명 이상의 
주민이 모여 사는 부산한 캠프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금 채굴자들이 
멀리 북쪽으로 떠나간 후에도 마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금광 지대로 가는 
주요 관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865년에 완성된 카리부 
왜건 로드는 이 마을을 우회하여 
지나갔습니다. 각지에 퍼져 있던 
채광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인 
금 채굴자들과 상인들이 1970년대 
중반까지 이곳에 남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퀘스넬 포크스는 2016
년에 중국계 캐나다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윌리엄스 레이크 
97번 고속도로와 20번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윌리엄스 레이크
(Williams Lake)는 수 세기 동안 
카리부 칠코틴의 주요 길목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최초의 백인 
정착민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윌리엄스 레이크 계곡은 쉬휍무크 
원주민의 오랜 회합 장소였습니다. 
사실 이 도시의 이름도 1800년대 현지 
쉬휍무크 추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의 “허브 도시” 역할을 
담당하는 윌리엄스 레이크는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에서 가장 큰 중심 
도시로, BC 주 최고의 목장이자 
로데오 박물관이며 BC 카우보이 
명예의 전당인 카리부 칠코틴 박물관
(Museum of the Cariboo Chilcotin)의 
전시품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서부 
개척시대의 독특한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캐나다 
최대의 로데오 페스티벌 중 하나가 
개최됩니다. 캐나다 데이 주말 연휴
(7월 1일)에 열리는 윌리엄스 레이크 
스탬피드(Williams Lake Stampede)
에는 산악 경주와 목장 도전 등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이고 독특한 
이벤트를 위해 전 세계에서 로데오 
스타들이 몰려들며, 캐나다 프로 
로데오 협회(Canadian Professional 
Rodeo Association) 시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려면 시내 
잡동사니 가게, 원주민 예술가들의 
작품 등을 소장한 각종 아트 
갤러리, 거리 모퉁이마다 자리해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등을 천천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시내에 있는 
3개의 골프장, 인상적인 통나무집 
방문객 센터, 1919년의 철도 역사
(현재는 역사 갤러리)도 인기 있는 
명소들입니다. 시내 중심가 건물에 
다양한 헤리티지 벽화가 전시되어 
있는 이 “카리부 벽화의 수도”는 

칠코틴과 벨라쿨라 밸리(Bella Coola 
Valley)로의 모험 여행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 됩니다. 윌리엄스 레이크는 
북미 전역에 방영된 유명한 팀버 킹즈
(Timber Kings) 및 카버 킹즈(Carver 
Kings)의 본 무대이기도 합니다.

비포장 시골길에서 즐기는 자전거 
타기가 이곳으로 방문객을 유혹하는 
주요 레저 활동이며, 에슬러 절벽(Esler 
Bluff)과 알칼리 절벽(Alkali Bluff)의 
암벽 등반 및 선더 마운틴 스피드웨이
(Thunder Mountain Speedway)의 
스톡 카 레이싱도 인기가 높습니다. 
BC 주 최고의 산악 자전거 대상지로 
평가되는 윌리엄스 레이크는 초보자용 
이중 트랙과 최고의 크로스 컨트리 및 
급격한 경사가 혼합된 다양한 루트를 
갖춘 독특한 전용 트레일 시스템인 
웨스트사이드 리지(Westsyde Ridge), 
데수스 마운틴(Desous Mountain), 
팍스 마운틴(Fox Mountain)을 
자랑합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12km 
길이의 아름다운 리버 밸리 트레일
(River Valley Trail)을 따라 자전거, 
승마, 산책, 조깅 등을 즐기다 보면 
사슴, 비버, 육식조, 명금류, 물새, 
그리고 가끔씩 출현하는 곰 등이 
살아가는 다양한 서식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주변 고원들의 멋진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돔” 산을 오르며, 
조류 관찰자들은 조류 및 작은 동물 
보호구역인 윌리엄스 레이크 시내의 
스카우트 아일랜드(Scout Island)에서 
새들의 천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알칼리 레이크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개의 호수가 
있는 알칼리 레이크(Alkali Lake) 
마을과 독 크리크(Dog Creek) 마을은 
칠코틴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칼리 레이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가 유래된 곳입니다. 에스케틈
(Esk’etemc) 원주민들은 40년 동안 
파우와우 아버(Pow Wow Arbor)
에서 연례 에스케틈 AA 라운드업

카리부에서의 이른 아침은 BC 주
에서 제가 경험한 그 어떤 아침
과도 달라요. 고요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 퀘스넬 레이크에서 @
lindsaydawnb (IG)

해트 크리크는 아름답고 경이로
운 곳이에요. 이야깃거리가 저절
로 생겨나죠.

~ 잰 로스

역사를 읽다 보면 카리부가 정말 
고마운 곳이라는 사실에 100% 
동의하게 돼요. BC 주나 이 지역
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북도 잊지 
마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만큼 이곳의 야생동물과 자연도 
너무나 좋아해요.

~ 데이브 스튜어트-캔디

남편과 제가 보런 호수에서 머물
렀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멋진 여
행이었어요. 이삭에서 카누를 탄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마
치 잔디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
죠. 그곳에 가면 여러 개로 연결
된 호수들에서 꼭 카누를 타보셔
야 해요.
 ~ 실비아 쉴러

이곳은 진정한 보석이에요. 도로 
끝에 있는 이 마을은 진정 들를만
한 가치가 있죠! 바커빌 고속도로
를 타고 오시면 돼요.
 ~ 독 포우

BC 주의 70마일 하우스에 있는 
슈거 색은 숨어 있는 보석이죠. 
파는 물건도 그렇고, 맛있는 음
식, 따뜻한 분위기도 너무 좋아
요. 진정한 정통 프랑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 행복한 도보 여행자

이 특별한 장소는 캐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예요 ... 마치 
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듯 하죠 
... 그냥 앉아 있기도 좋고, 새를 
관찰하거나 경치를 구경하거나 
책을 읽어도 좋아요.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해도 좋죠.

~ 러셀 W. 웨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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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Esk’etemc AA Roundup)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고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반 
세기 전 에스케틈 원주민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그 존재가 거의 사라질 
뻔 했습니다. 이 원주민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가다듬고 희망을 
키우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985년 아너 오브 올
(The Honour of All)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이 영화는 아직도 국제 
페스티벌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알칼리 레이크는 매년 7월 BC 주 
로데오 협회가 승인한 이벤트인 
에스켓 로데오(Esket Rodeo)를 
개최하며, 카우보이와 카우걸들이 
알칼리 레이크 로데오장에서 기술을 
겨루기 위해 이 행사에 참가합니다.

1858년 독일 출신 정착민 오토 보
(Otto Bowe)는 이 그림 같은 계곡에 
BC 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장을 
만들었으며, 한때 카리부에서 북쪽 
금광 지대로 이어졌던 강가 트레일의 
아름다운 계곡에 “여인숙”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알칼리 원주민 추장의 
딸과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던 
보와 그의 부인은 면적이 101km2

에 달하는 이 목장을 1908년 BC 
주의 상징적인 우드워드(Woodward) 
백화점 체인의 소유주이자 소몰이 

말타기 세계 챔피언인 영국인 찰스 N. 
“청키” 우드워드(Charles N. “Chunky” 
Woodward)의 손자 찰스 N. 윈-존슨
(Charles N. Wynn-Johnson)에게 
팔 때까지 소유하였습니다. 알칼리 
레이크 지역은 한창 전성기에는 4,000
마리 이상의 소와 말을 자랑했으며, 
수십 명의 카우보이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면적 150km2에 달하는 
이곳은 여전히 소 목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 크리크 마을은 별도의 
원주민인 Stsweceme Xgat’tem 족(
카누/독 크리크) 마을입니다.
맥리즈 레이크

윌리엄스 레이크에서 북쪽으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이 그림 같은 
휴양지 마을은 본래는 머드 레이크
(Mud Lake)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선미외륜기선, 호텔 및 상점의 
소유주이자 소다 크리크(Soda Creek)
에서 25년 이상 우체국장으로 일했던 
의회 의원 로버트 맥리즈(Robert 
McLeese)를 기리기 위해 1880년대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수상 스포츠, 송어 
낚시, 8월의 BC 메티스 뮤직 페스티벌
(B.C. Metis Music Festival) 및 짐보리, 
그리고 하이킹과 캠핑을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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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스노모빌 및 
노르딕 스키 애호가들이 이곳의 
하이킹 트레일을 이용하며, 호수는 
스케이팅과 얼음 낚시의 천국으로 
변신합니다. 프레이저 강 유역 근처의 
소다 크리크 옥수수 농장에 들러 
신선한 야채를 직접 수확하거나 
옥수수를 맛보는 것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퀘스넬 
퀘스넬(Quesnel)은 프레이저 강과 
퀘스넬 강 합류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 산악 자전거, 승마, 
캠핑, 낚시, 크로스 컨트리 스키, 
다운힐 스키, 스노모빌, 광활한 트레일 
투어 등 야외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인들은 이 도시 남쪽의 
드래곤 마운틴 트레일 네트워크
(Dragon Mountain Trail Network)에서 
독특한 더글라스 퍼 생태계를 누비며 
카리부에서 유일한 맨들 바위에서 
자전거를 타 보는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이킹족들은 퀘스넬 
서쪽의 피나클 주립공원(Pinnacles 
Provincial Park)에서 탁 트인 경관과 
함께 1,200만년 된 바위 기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식도락가들은 
이 지역 전역에서 야채와 딸기를 
직접 따고, 자작나무 시럽을 맛볼 수 
있으며, 북부 카리부 농장 투어를 하며 
옥수수밭 미로 및 리마와의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헬렌 딕슨 
그라운드(Helen Dixon Grounds)에서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퀘스넬 농산물 
시장(Quesnel Farmers Market)에는 
현지에서 생산된 고기, 야채, 꽃, 꿀 
등이 출시되며, 즉석에서 만든 점심을 
먹으며 지역 예술가들과 뮤지션들의 
재능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리부 골드러시 당시 이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착하였으며, 이 북부 카리부 
중심부는 수년 동안 ‘골드팬의 도시’
로 알려졌습니다. 도심에는 1862년 
당시의 허드슨 베이 회사 교역소 등 
골드러시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30개의 문화유산 건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방문객 센터 옆에 있는 
퀘스넬 및 지역 박물관(Quesnel and 
District Museum and Archives)은 
BC 주 최고의 지역 박물관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북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중국인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던 1860년대를 
기념하는 유명한 빌리 바커 데이즈
(Billy Barker Days) 기간에는 퀘스넬의 
살아 있는 역사가 부활되며, BC 주 
최대의 아마추어 로데오인 퀘스넬 
로데오(Quesnel Rodeo)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퀘스넬 시내에는 알렉스 프레이저 
파크(Alex Fraser Park), ‘페튜니아 
마일’(Petunia Mile), 200 종 이상의 
플로리번다 장미와 티로즈 장미로 
가득한 헤리티지 로즈 가든(Heritage 
Rose Garden) 등 풍부한 녹지가 자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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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들의 이야기 

70마일에 있는 슈거 색에 들러보
세요. 메이플 시럽이나 메이플 비
프 저키, 메이플 솜사탕, BC 주 최
고의 푸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
라, 제 CD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제 음
악을 후원해주는 업체들이 너무
나 고마워요! 다음에 70마일 하우
스를 지나게 되면 꼭 슈거 색에 들
러 주세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
식도 너무 맛있어요!
 ~ 킴 구치 
 
최근에 블루 레이크와 햇술 헤리
티지 빌리지를 잇는 멋진 트레일
이 새로 생겼어요. 이제 바이커와 
하이커들은 블루 레이크 방면으
로 97번 고속도로를 서서히 감고 
돌아가는 ‘스퀴글리 벤치 XC’ 트
레일에 당도하여 내륙에서 가장 
큰 나무 곡예길이 포함된 더 어려
운 코스인 ‘힙스타 DH’ 트레일을 
통해 내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 미리암 쉴링

카리부의 겨울 – 난생 처음으로 
절친이랑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
아 숲 속을 헤매었죠. 너무 재미 
있었어요! 
 ~웬디 레그니어 키니
 
저한테 캐님 레이크에 산다는 것
은 마치 „가정“을 찾은 거와 마
찬가지에요. 가족, 친구들과 최고
의 주말을 보냈죠. 호숫가에 앉아 
제 남편이 참을성 있게 손자들에
게 낚싯줄 매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을 지켜보았어요. 보트를 끌고 나
가 누가 먼저 튜브를 타고 또 스
키를 시도해 볼지 다투는 것이 마
치 벌새들이 음식을 서로 먹으려
고 다투는 것처럼 귀여웠죠... 호
수 옆 길 위로 사슴이 지나가기
도 하고... 문명에서 벗어나 하루
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
이에요. 
 ~ 팸 다포

퀘스넬 호수에 가본 적이 없다면, 
꼭 가보셔야 해요! 청정 환경에서 
낚시, 캠핑, 카약, 보트, 수영 등
으로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
어요....

~ 조슬린 뱀베리

저희는 호스플라이의 겨울도 좋
아하지만, 따뜻한 봄날을 더 기
다려요.

~ 호스플라이 랜딩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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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강변 트레일 등 아름다운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길이 12km 
이상의 산책길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1929년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긴 
목재 트러스 보행자용 다리에서는 
프레이저 강의 독특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 센터에서 
트레일과 명소를 안내하는 지도를 
구해 이곳 저곳 다니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십시오. 이곳에서 2
년마다 열리는 퀘스넬 스카이페스트 
에어쇼(Quesnel SkyFest Airshow)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멋진 비행으로 
관람객들의 혼을 빼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캐네디언 스노우버즈, 
캐네디언 포스 F-18 시범팀 및 기타 
많은 팀들이 퀘스넬 스카이페스트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퀘스넬 바로 북쪽에는 바커빌 
고속도로로 알려진 26번 고속도로가 
지나가며, 이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26km 지점에 코튼우드 하우스 
문화유산(Cottonwood House 
Heritage Site)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은 1861년에 지어진 선술집으로, 
외양간, 동물, 역마차 타기 시설, 
옛날식 캔디 가게, 지하 저장실, 
피크닉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1월에는 개썰매 우편배달 
시합(Quesnel-to-Wells Gold Rush 
Trail Sled Dog Mail Run)이 열리며, 
원기 왕성한 크로스 컨트리 스키어 등 
다양한 개썰매 팀들이 참여합니다. 

힉슨
힉슨(Hixon)은 1866년 이곳 프레이저 
강에서 금을 발견한 금 채굴자 조셉 
포스터 힉슨(Joseph Foster Hixon)
의 이름을 딴 마을입니다. 97번 
고속도로를 따라 퀘스넬 북쪽 60km 
지점에 위치한 이 마을은 스톤 크리크
(Stone Creek)에 있는 쓰리 시스터즈 
레이크 주립공원(Three Sisters Lake 
Provincial Park)과 인근 힉슨 폭포
(Hixon Falls)를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숙박과 물품을 제공합니다. 높이 30m
의 힉슨 폭포는 깊은 웅덩이로 떨어진 
후 이어 그 밑에 있는 2개의 웅덩이로 
연이어 흘러듭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힉슨 폭포 아래쪽은 수영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시기에 여행을 
계획한다면 수영복과 수건을 꼭 
준비하세요! 그 외에도 이 지역에는 
승마 및 캠핑 시설과 캠핑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웰즈
퀘스넬에서 동쪽으로 82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런 레이크스(Bowron Lakes) 카누 
서킷의 출발점인 산지 마을 웰즈
(Wells)는 본래 프레드 웰즈(Fred 
Wells)의 골드 쿼츠 광산(Gold Quartz 
Mine) 마을로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큰 
지역이자 문화 중심지였던 카리부에서 
금이 더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1930년대의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현재 웰즈에는 연중 400명 미만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웰즈 호텔 앤 
선셋 시어터(Wells Hotel and Sunset 
Theatre)를 포함한 많은 문화유산 
건물들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다른 주요 건물들은 활기찬 
예술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무지개 
색깔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마운틴 아트 소사이어티(Island 
Mountain Arts Society)의 유명한 
아트 스쿨은 비주얼, 문학, 공연 예술 
수업을 제공하며, 8월 첫째 주말에 
열리는 유명한 아츠웰즈 페스티벌 
오브 올 씽즈 아트(ArtsWells Festival 
of All Things Art)에서는 영화 상영, 춤, 
라이브 극장 등과 함께 100회 이상의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프로그 온더 보그(Frog on the Bog) 
등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선보이는 카페들에서는 여름 내내 
현지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이 함께 
합니다.

이곳에는 노르딕 스키, 스노슈잉, 
산악 자전거, 하이킹, 스노모빌, ATV 
등을 위한 훌륭한 트레일이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의 야외 모험 활동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아름다운 트레일들을 자랑하며, 이 
중 많은 트레일이 도심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잭 오브 클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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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S
BRITISH COLUMBIA
lovewellsbc.com

wells.ca

contact@bigbarranch.com | 1-877-655-2333
Clinton, British Columbia

Genuine Hospitality

Home Cooked Meals

Outdoor Adventures

Open Year Round

WWW.BIGBARRA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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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Jack of Clubs Lake)에서는 한적하게 카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무레이 산(Mt. Murray) 
지역에서 오두막 사이를 오가는 크로스 컨트리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캐나다 스노모빌 트레일(Trans 
Canada Snowmobile Trail)에 연결되어 있는 웰즈의 “
설매” 트레일 네트워크는 라이클리까지 이어져 있으며, 이 
트레일에서는 프린스 조지 스노모빌 클럽하우스까지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바커빌
카리부의 골드러시 시기에 생겨난 많은 마을들 중에서도 
바커빌(Bakerville)은 골드러시 트레일 종착지의 산속 개울 
옆에 여러 개의 다목적 건물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가장 
크고 활기찬 마을이었습니다. 1958년 정부가 이 마을을 
BC 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을 때 이곳은 사실상 폐허 
상태였으며, 이 마을의 “전성기의 영광”을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마지막 주민마저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가 문화유산의 하나인 바커빌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화유산 여행지이며, 북미 
서부에서 가장 큰 유적지입니다. 역마차 타기, 라이브 극장, 
음료 및 사르사를 파는 살롱, 사진 스튜디오, 카페, 제과점, 
잘 보존된 19세기 차이나타운, 인상적인 공동묘지 투어 
등으로 활기가 넘치는 이곳은 가족들이 방문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통역사들이 마치 바나드 익스프레스 역마차에서 
방금 내린 것처럼 역사 속의 인물로 방문객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거리를 돌아 다닙니다. ‘현지인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또는 지나간 시절을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35개의 건물들이 복원되었습니다. 바커빌 
박물관에는 외국에서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고대 중국 유물 

수집품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50여년 
전에 대장장이, 학교 교사, 재봉사 또는 조숙한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싶으면 이곳에 
와서 구경하세요. 
바커빌에서 점차 늘어나는 연중 행사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크리스마스 
축하연입니다. 겨울에 항상 즐길 수 있는 
것으로는 야외 스케이팅 링크, 매직 카펫 리프트
(Magic Carpet Lift), 샴록 튜브 런(Shamrock 
Tube Run) 등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바커빌에서 통나무집, 125대의 스포츠 캠핑카, 
캠핑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런 호수 주립공원
이 공원은 매우 넓으며(1,492km2), 이 공원의 광활한 
야생 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눈 덮인 카리부 산맥 또한 
광대합니다. 하지만 이 공원이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공원에 자리한 116km 길이의 카누 서킷을 구성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수계와 야생 보호구역 때문입니다. 10
일 동안 노를 저으며 왔던 곳으로 되돌아 가지 않고 출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이 공원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어떤 카누 서킷에서도 아름다운 산과 
물수리, 독수리, 무스, 밍크, 비버, 곰 등 야생동물과 함께 
카누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키비 크리크(Kibbee Creek)
에서 지하움막 키퀼리스(kekulis) 또는 움집을 짓고 살았던 
원주민 캐리어(Carrier), 아사바스칸(Athabaskan), 덴
(Dene) 족의 과거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이제 카누족들이 
한참 전에 “카누 자리”를 예약해야 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기 
지역이 되었습니다.

Come visit us May 19 – September 25, 2016
1-888-994-3332 • www.barkerville.ca
A NATIONAL HISTORIC SITE of CANADA

BARKERVILLE
COTTONWOOD HOUSE
G   LD AND NEW SINCE 1862

Barkerville Historic Town & Park • Cottonwood House • 1-888-994-3332 • www.barkerville.ca 
A PROVINCE OF BC HERITAGE PROPERTY & NATIONAL HISTORIC SITE OF CANADA

Barkerville Historic  
Town & Park

Wells

Cottonwood House

Blessing’s Grave

A journey to the Goldfields gets 
richer when you stop and smell 
the cottonwoods along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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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부와는 달리, 동쪽으로 코스트 산맥과 서쪽으로 프레이저 강에 
둘러싸인 광대하고 웅장한 칠코틴은 1800년대에 금을 찾아 들어왔던 
수많은 채굴자들의 침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도로와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덕분에 대다수가 원주민인 이곳 거주민들도 
거의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희귀조인 화이트펠리칸, 울음고니, 
긴부리마도요, 곰, 쿠거, 스라소니, 무스, 늑대,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큰뿔야생양과 캐나다에서 유일한 야생마 등 야생동물의 다양성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야생과 자연 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칠코틴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칠
코

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황량한 서부인 이곳에는 빙하 및 빙원 항공기 
투어, 깊게 쌓인 눈에서 시도하는 헬리스키, 
며칠 간에 걸친 트위즈뮤어 주립공원 등산, 
멋진 경치의 샬럿 알프랜즈(Charlotte 
Alplands)에서의 사진 찍기 및 트레킹 등 
다양한 야외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모험가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가 있는 칠코틴 강과 그 지류인 
칠코(Chilko) 강에서 급류 타기에 도전해 
보세요. 이곳의 강들은 북미 대륙에서 3+ 
등급의 급류를 가진 가장 긴 연속 코스를 
자랑합니다. 블랙워터(Blackwater) 강과 
어퍼딘(Upper Dean) 강에서 힘찬 무지개 
송어를 플라이 피싱으로 낚거나, 플라이 
피싱의 천국인 서부 칠코틴의 여러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셔도 좋습니다. 물론 다른 
것을 원하신다면 좀 더 완만한 급류 타기와 
육지에서의 모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곳은 경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칠코틴은 20번 고속도로를 통해 BC 주 
내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리엄스 
레이크에서 칠코틴 고원과 코스트 산맥을 
넘어 벨라쿨라까지 이어지는 길이 456km의 
이 고속도로는 고산 목장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각종 초지에서부터 굽이치는 
협곡과 산봉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방목 소떼들과 무스나 
곰으로 인해 잠깐씩 멈추어야 할 때도 있지만,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여러 간선 
도로에서도 코스트 산맥의 멋진 전경이 계속 
펼쳐지며, 오지 호수, 낚시 리조트, 전문적인 
산장 등으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칠코틴의 많은 부분은 50,000km2의 칠코틴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원시 초지에서부터 빙하가 옥빛 호수로 
흘러드는 높이 4,000m 이상의 눈 덮인 고산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다양성을 자랑하는 
이곳에는 수천 마리의 소떼들이 어슬렁거리며 
살아갑니다. 특히 칠코틴 아크(Chilcotin Ark) 
초지의 구불구불한 언덕과 계단형 지형은 
가축들이 풀을 뜯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을 150년 
이상 제공해왔습니다. 칠코틴 아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약 40%가 
살아가는 곳이며, 희귀 식물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멸종위기 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또한 BC 주에서 가장 높은 

4,016m의 봉우리를 자랑하는 와딩턴 
산(Mt. Waddington)이 빙하가 빚어낸 고원과 
계곡 위로 솟아 있으며, 호마스코(Homathko) 
강, 클리나클리니(Klinaklini) 강, 딘(Dean) 강 
등 3개의 주요 강계가 코스트 산맥을 통해 
굽이쳐 나아갑니다. 남동쪽으로는 칠코 강, 
칠코틴 강, 프레이저 강이 흘러가며, 이곳의 
초지 협곡은 마치 미국 남동부와 비슷한 사막 
풍경을 연출합니다.

20번 고속도로만큼 칠코틴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의 도로
(Freedom Road)”로 알려진 이 도로가 1953
년에 완공되면서 마침내 태평양 중부 해안까지 
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벨라쿨라에서 단 137km 모라자는 
애너힘 레이크(Anahim Lake)에서 고속도로가 
끝이 났으며, 주 정부는 이 지역의 산악 
지형으로 인해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로 건설을 열망했던 주민들이 
자원 봉사자들을 구성하여 2대의 불도저와 
외상으로 구입한 자재를 이용해 반대쪽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칠코틴 및 코스트 
주민들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결단력과 
독립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887년 핸스빌(Hanceville)이라고도 불리는 
리스 코너(Lee’s Corner)에 있는 남편 톰(Tom)
의 교역소에 가기 위해 말 안장에 옆으로 
걸터 앉은 채 칠코틴까지 485km를 여행했던 
최초의 백인 여성 넬리 핸스(Nellie Hance)
처럼, 이 외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칠코틴의 개척자들은 강건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말했듯이, 약간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 코너라는 이름의 원조가 
되었던 노만 리(Norman Lee)는 1898년 5
월 클론다이크(Klondike) 금광 지대까지 
2,500km의 거리를 200마리의 소떼를 몰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들 중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리는 
살아 남아 5개월 후 담요, 강아지, 그리고 
단돈 1달러와 함께 밴쿠버에 도착하였습니다. 
애시크로프트까지의 기차삯과 역에서 집까지 
오는데 이용할 말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려 
집으로 돌아온 리는 다시 목장업을 시작하였고, 
1902년에는 다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그의 
후손이 이 지역에서 아직도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 새로운 시장 개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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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을 가졌던 목장업자는 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63년 미국인 형제 
2명이 설립하여 가장 번성할 때에는 
북미 최대의 목장이 되기도 했던 
이 지역 남동부의 상징적인 갱 랜치
(Gang Ranch) 등, 칠코틴에 퍼져 
있던 소 목장들은 주로 1860년대 
카리부 골드러시 마을들에 소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870
년에 카리부 골드러시가 사그라들면서 
칠코틴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캐나다 태평양 
철도가 BC 주까지 연결되어 캐나다 
동부와 BC 주 경계의 남쪽에서 리와 
같은 칠코틴 목장업자들에게 새로운 
소고기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15
년이 더 걸렸습니다. 세기가 바뀔 
즈음 캐나다의 새로운 철도가 때 맞춰 
등장하면서 목축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축업은 칠코틴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남아 있으며, 카우보이 
신발과 벨트 버클이 이곳의 표준 
복장이 되었습니다. 관광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 지역의 많은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소 목축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목장들이 휴가 모험과 트래일 
승마 및 말에 짐을 싣고 떠나는 
여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공된 후에 조차도 공식적으로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던 
이곳의 시골 도로는 1955년에야 그 
존재가 인정되면서 주 정부 당국이 

유지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유의 도로로 불리다 오늘날 20번 
고속도로로 명칭이 바뀐 이 도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스커버리 
코스트 서클 투어(Discovery Coast 
Circle Tour) 루트의 주요 연결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칠코틴의 마을들은 마치 목걸이의 
구슬처럼 그 각각이 잡화점과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마을들의 
이정표가 되는 건물들은 다목적 
상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마을 회관 및 
회의 장소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이곳에 없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애너힘 레이크의 A.C. 크리스텐슨 
잡화점(A.C. Christensen General 
Store)입니다.

칠코틴 대부분의 지역은 20번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남쪽의 야생 지역은 99번 고속도로를 
통해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릴루엣 북쪽을 
흐르는 프레이저 강 서쪽에서 20번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시골 도로들을 따라가거나, 빅바(Big 
Bar) 페리를 이용하여 동쪽으로 97
번 고속도로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골드 브리지(Gold Bridge), 브랄런, 
인근의 토턴 레이크(Tyaughton Lake) 
등의 브리지 리버 밸리(Bridge River 

Valley) 마을들까지 서쪽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즈코(Nazko)를 포함한 북동 칠코틴
(역사적으로 서북 카리부로 알려져 
있음)은 퀘스넬 시를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모험가들은 퀘스넬에서 
프레이저 강을 건너 마거리트
(Marguerite)를 통해 자갈 도로를 
따라가다가 멜드럼 크리크(Meldrum 
Creek)에서 20번 고속도로로 
진행하거나, 루디 존슨 브리지(Rudy 
Johnson Bridge)에서 윌리엄스 
레이크까지 동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로부터 손이 
닿지 않은 칠코틴 시골 야생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충분한 연료,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 자갈 도로에 
적합한 타이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즈코
나즈코(Nazko)는 퀘스넬에서 
서쪽으로 100km 거리에 있는 칠코틴 
북동부의 작은 원주민 마을로, 주변의 
계곡과 호수, 강들이 이곳의 주요 
방문 대상지입니다. 이 지역은 멋진 
목장들을 통과해가는 하이킹과 
승마, 플라이 피싱, 카누, 스노모빌, 
노르딕 스키, 스노슈잉 및 “덫 사냥꾼 
오두막”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이 
계곡은 1793년 탐험가 알렉산더 
매켄지(Alexander Mackenzie)가 
태평양으로 가는 길에 안내를 맡았던 
캐리어(Carrier)족의 전통적인 영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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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코

틴
걸쳐져 있습니다. 이 계곡에 있는 
유적지로는 누할크-캐리어 그리스 
트레일(Nuxulk-Carrier Grease Trail), 
블랙워터 홈스테드(Blackwater 
Homestead), 크레스테누크 교역소
(Krestenuk Trading Post), 올드 
레드 스쿨 하우스(Old Red School 
House), 춘테즈늘(Chuntezn’I’) 및 
홈스테더(Homesteader) 공동 묘지 
등이 있습니다. 나즈코 지역은 뉴 
골드 블랙워터 프로젝트(New Gold 
Blackwater Project)와 같이, 주로 
벌목업과 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블랙워터
전설적인 블랙워터 강이 드라이 
플라이 피싱으로 인기가 높지만, 
이곳은 칠코틴의 숨은 비밀 장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통나무집 
문앞에서 바로 낚시를 하거나, 
블랙워터에 배를 띄우고 힘 좋은 토종 
무지개 송어와 힘을 겨루어 보세요. 왜 
이 독특한 강이 전 세계 플라이 피싱 
애호가들의 상상을 자극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클루스코일 레이크 파크(Kluskoil 
Lake Park)는 다양한 오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며, 
소나무-가문비나무 숲과 습지에 있는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서식지입니다. 
누할크-캐리어 그리스 트레일(
알렉산더 매켄지 헤리티지 트레일)로 
유명한 이 공원은 매켄지와 그의 동료 
9명이 1793년 7월 8일 호수 서쪽의 
블랙워터 강 옆에서 캠핑을 했던 
트레일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울퉁불퉁한 지형 안에 
수많은 습지를 품고 있으며, 무스, 
물고기, 스라소니, 수중 모피동물의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공원은 또한 퀘스넬 북서쪽 100km 
지점의 유치니코 레이크스(Euchiniko 
Lakes) 근처에 위치한 2개의 작은 
원시 유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핑거(Finger) 호수와 타툭(Tatuk)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타툭 핑거-
타툭 주립공원(Tatuk Finger-Tatuk 
Provincial Park)은 타툭 구릉지
(Tatuk Hills) 남쪽의 터프 호수, 코리 
호수, 보들리 호수, 하프 호수 등 더 
작은 호수를 감싸면서 남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밴더후프(Vanderhoof )에서 
남쪽으로 80km, 프린스 조지에서 
남서쪽으로 115km 지점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일단의 호수들에는 무지개 
송어와 코카니 연어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안내 사냥 및 
주민 사냥과 보트 타기도 이곳에서 
인기 있는 레저 활동입니다. 이 공원의 
다양하고 귀중한 서식지에는 회색곰, 
흑곰, 무스, 사슴, 작은 모피 동물, 물새, 
도요새, 독수리 등 각종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공원 내 2개의 리조트에서도 
이러한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트누니 왜건 트레일(Batnuni 
Waggon Trail)은 공원의 남동쪽 
모퉁이를 통과해 지나가며, 작가 리치 
홉슨(Rich Hobson)의 책에는 한때 
이곳 고원 지대를 지나가던 소몰이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턴 포티지
시턴 포티지(Seton Portage)는 시턴 
호수와 앤더슨 호수 사이에 위치한 
유서 깊은 시골 마을로, 릴루엣 
서쪽으로 보트로 단 25km(미션 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이용하면 78km) 
지점에 있습니다. 1858년 프레이저 
캐니언 골드러시를 시작으로 
수천 명의 금 채굴자들이 로어 
메인랜드에서 골드러시 트레일을 
따라 북쪽의 카리부 금광 지대로 
이동할 때면 레이크스 루트(Lakes 
Route)를 이용하였으며, 2개의 
피오르드형 호수를 연결하기 위해 이 
마을에 건설된 나무 철로를 건너 이 
좁은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 

낚시, 하이킹, 보트 타기 외에도, 
오늘날 시턴 포티지의 주요 
자랑거리는 카오함 셔틀(Kaoham 
Shuttle)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캐나다 국립 철도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을 통과하고, 인근 브리지 강 
수력 발전소 개발지를 지나 청록색의 
시턴 호수를 휘감고 돌아갑니다. 
탐험으로 하루를 보낸 후 첼라스
(Tsal’alh) 원주민이 소유한 릴템 
마운틴 호텔(Lil’tem Mountain Hotel)
에서 하룻밤을 머무셔도 좋습니다.

브리지 리버 밸리
릴루엣 서쪽으로 105km 지점, 
사우스 칠코틴 산맥(South Chilcotin 
Mountains)의 높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브리지 리버 밸리(Bridge 
River Valley)에 자리한 골드 브리지
(Gold Bridge) 마을과 브랄런
(Bralorne) 마을은 대공황 기간인 
1932년에 대규모 광산이 건설되면서 
생겨났습니다. 브랄런 파이오니아 
광산(Bralorne Pioneer Mine)은 1971
년 문을 닫을 때까지 124톤 이상의 
금을 생산했던 캐나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금광이었으며, 그로 인해 학교, 
교회, 주택, 사무실, 오락장, 사냥 숙소 
등을 갖춘 골드 브리지와 브랄런이 
생겨났습니다. 수년 동안 폐기되었던 
이 광산은 금 가격이 오르내리면서 
2011년 이후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사 애호가들은 대부분이 황폐해진 
브랄런의 건물들(몇몇 건물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재개발됨)과 
이 지역 유령 마을 및 폐광을 둘러볼 수 

있으며, 야외 활동가들은 
계곡에서 낚시, 사냥, 돌 
수집뿐만 아니라, 많은 고산 
호수 및 거친 산악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호수 
변에 리조트들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름 레저 활동으로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산악 
자전거가 인기가 높으며, 
겨울철에는 경이로운 헬리 
스키와 멋진 빙하에서 
스노모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계곡 위쪽 지역의 서비스 및 
물품 공급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골드 
브리지는 풍부한 야생을 자랑하는 
사우스 칠코틴 산맥 주립공원과 벤도 
산맥(Bendor Range)으로의 탐험을 
위한 좋은 기지이기도 하며, 특히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방문 
시 헤일모어 문화유산(Haylmore 
Heritage)에 들르게 되면 이 지역의 
초기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계곡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크리크
리스크 크리크(Riske Creek)는 
윌리엄스 레이크 서쪽 47km 지점인 
칠코틴 동쪽 경계의 아름다운 초지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1860년대에 이곳에 제재소와 
제분소를 짓고 카리부 금광 지역으로 
공급품을 조달했던 폴란드의 
개척자이자 기업가인 L.W. 리스크
(L.W. Riske)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의 역사는 1940년대에 
사냥용 오두막으로 사용되었으며 
칠코틴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개척시대 
당시 통나무 건축물의 표본 중 하나인 
칠코틴 로지(Chilcotin Lodge)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리스크 크리크 
바로 남쪽에서 프레이저 강과 칠코틴 
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파웰 캐니언 
로드(Farwell Canyon Road)에는 정션 
쉽 레인지 주립공원(Junction Sheep 
Range Provincial Park)이 자리해 
있습니다. 면적 45km2의 이 공원은 
전 세계 개체수의 1/5에 해당하는 약 
500마리의 큰뿔야생양이 서식하는 
보호지역입니다. 하이킹족들은 바위 
봉우리나 보호지역의 가파른 사암을 
기어오르는 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흑곰, 고요테, 여우, 
쿠거 등도 발견됩니다. 

한때 원주민 마을이었던 인근 
파웰 캐니언(Farwell Canyon)에는 
사막처럼 건조한 캐니언 석회암, 
가시배선인장, 사암벽 바위 기둥, 기타 
물에 깎여 형성된 바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이킹족들은 절벽면에서 



Cariboo Chilcotin Coast Travel Guide42

고대 상형문자를 볼 수 있으며, 
늦여름과 가을에는 전통 원주민 
어부가 그물을 이용하여 연어를 잡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핸스빌 
리스크 크리크에서 서쪽으로 약 50km 
지점의 도로변 명판에는 이 지역 
소개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유콘의 
전설적인 소몰이꾼 노만 리에 대하여 
묘사되어 있습니다. 리는 1898년 
칠코틴 목장에서 도슨 시티까지의 
험난한 길을 200마리의 소떼를 몰고 
출발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된 모험을 시간 순서대로 글로 
남겼으며, 이 글은 훗날 “클론다이크 
소몰이(Klondike Cattle Drive)”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리스 코너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리의 “
마을”은 핸스빌로 알려져 있으며(코너 
상점과 레스토랑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남서쪽에 있는 칠코틴
(Tsilhqot’in) 소유지인 네마이아 밸리로 
진행하여 승마와 야생동물 관찰을 
즐기거나, 4계절 야생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타세코 호수(Taseko Lake)
로 이동하여 캠핑, 하이킹, 야생동물 
관찰, 스노모빌 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빅 크리크
핸스빌 남쪽에 위치한 빅 크리크
(Big Creek) 마을은 파웰 캐니언을 
통해 리스크 크리크까지 이어지는 
인기 있는 오지 서클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1907년부터 1975
년까지 칠코틴 지역 우체국이 자리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과거 
마을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지만, 
이 지역의 산장과 게스트 목장들은 
익숙한 길을 피하고 좀 더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되찾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 플레처 
호수(Fletcher Lake)의 통통한 무지개 
송어로 인해 연휴가 있는 주말에는 
호숫가 캠프장의 인기가 매우 높아 
집니다. 빅 크리크 마을은 다른 여러 
행사들 중에서도 허수아비 시합
(Scarecrow Competition)이 열리는 
가을 장터로 유명합니다.

네마이아 밸리
하니코틴(Xeni Gwet’in) 원주민의 
전통적인 영토 내에 위치한 네마이아 
밸리(Nemiah Valley)는 북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야생마 거주지 
중 한 곳입니다. 최근의 유전자 검사에 
따르면 이 야생마들의 혈통이 캐나다의 
말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작은 토종말과 스페인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북미 대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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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 온 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3년까지는 
칠코틴의 나머지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곡 
자체는 비교적 손이 닿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곳의 풍광은 원시 
그대로의 웅대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니코틴 원주민과 몇몇 
목장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계곡에는 야생동물 사냥 및 낚시를 
위한 많은 산장이 자리해 있으며, 비록 
공식적으로 정해진 투어는 없지만, 
현지 원주민, 목장, B&B가 야생마 및 
오지 모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 도로를 들어서기 전, 칠코틴 소유지 
경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시스 크리크

핸스빌에서 서쪽으로 단 20km 
지점에는 칠코틴 전쟁 기간 동안 이곳을 
지배했던 현지 칠코틴(Tsilhqot’in)
의 추장 알렉시스(Alexis)와 같은 
이름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크리크 바로 바깥에는 불 
캐니언(Bull Canyon)과 배틀 록(Battle 
Rock)이라는 이름의 2개의 유적지가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칠코틴과 이 
지역을 침입한 슈스왑(Shuswap) 및 
벨라쿨라(Bella Coola) 원주민간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지만 허드슨 베이 교역소가 있었던 
칠코틴 고원의 동쪽 불 캐니언 지역은 
그림같이 아름답고 평온한 곳으로, 
지금은 이 지역 주민들과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서쪽으로 여행하거나 칠코틴 강을 
따라 시골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곳에 
들러 간단한 스낵, 물품, 여행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완전한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레드스톤 
레드스톤 보호구역(Redstone 
Reserve)은 알렉시스 크리크에서 20
번 고속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36km 
거리에 있는 작은 원주민 마을로, 
레드스톤 가게는 연료와 물품을 살 수 
있는 주요한 장소입니다. BC 로데오 
협회에서 주관하는 칠코틴 투어 
시리즈의 일부로 매년 8월에 열리는 
이 마을의 레드스톤 로데오(Redstone 
Rodeo)는 산악 자전거, 하이킹 
트레일, 카누, 카약, 낚시 및 사냥으로 

2015년 6월 26일 캐나다 대법원은 칠코틴 내 윌리엄스 
소유권 소송(Williams Title Case Claim) 대상 지역의 
약 1,900km2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원주민의 소유권을 
선언했습니다. 원주민 소유권은 해당 대지에 대한 
이권을 인정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 권리는 집단적 
이권이며, 유럽 정착민들이 도착하기 전에 당시의 
주민이었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토지의 이용 및 점유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획기적인 판결에는 하니궤틴(Xeni 
Gwet’in)족의 전통적인 영토이자, 칠코 레이크에 있는 
네마이아 밸리의 누추 베니즈(Nu Chugh Beniz) 주립 
캠프장과 칠코 레이크의 원류에 있는 과닷시(Gwadats’ih) 
주립 캠프장 등 2개의 캠프장이 있는 사이로스 주립공원
(Ts’il?os Provincial Park)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하니궤틴 원주민 정부와 현지 토지 명의자들이 서명한 
지속가능 관광 프로토콜 계약(Sustainable Tourism 

Protocol Agreement)을 통해 하니궤틴족 및 칠코틴족의 
전통 영토 내에 거주하는 하니궤틴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에 사업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광 개발을 
통해 하니궤틴족과 현지 마을들은 함께 협력하여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보전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니궤틴 원주민은 야생동물과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이 원시 지역에 방문객들을 계속 초대할 것입니다. 일반 
이용자, 현지 업체, 방문객들은 하니궤틴과 칠코틴의 
권리를 존중하시기 바라며, 공원의 규정 및 정책, 식물, 
그리고 방문객의 안전과 야생동물, 어류 서식지, 문화적 
가치 및 이 지역의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하니궤틴 
공원 시설 운영 직원들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닷시 캠핑장은 연중 폐쇄되어 있으므로, 혹시 방문하게 
되면 공원 직원들의 지시를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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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팔로워들

잘 알려진 이 지역을 탐험하거나 
현지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호구역 바로 
바깥의 20번 고속도로에 최근 문을 연 
키니키닉 레스토랑 겸 상점(Kinikinik 
Restaurant and Store)에서는 인근 
목장과 도축장에서 조달된 소고기(
풀을 먹고 자란),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인증된 유기농 야채와 
고기를 판매합니다. 상점 소유주들은 
밴쿠버에서 “패스처 투 플레이트
(Pasture to Plate)”라는 유명한 유기농 
정육점도 운영합니다. 

펀지 레이크
레드스톤에서 서쪽으로 약 21.6km 
거리에 있는 펀지 레이크(Puntzi 
Lake)는 조류관찰자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이 호수는 미국 
화이트펠리칸이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움음고니가 가을부터 
호수가 얼 때까지 먹이를 조달하는 
곳입니다. 호수 변에는 낚시 리조트와 
시설이 구비된 RV 캠핑장도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야외 활동이 이루어지며, 
스노모빌 시즌에는 이 호수의 
코카니 연어와 무지개 송어도 
휴식을 취합니다. 리조트와 캠핑장은 
여행객들에게 숙박과 탐험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타틀라 레이크
알렉시스 크리크 서쪽 108km 지점에 
위치한 타틀라 레이크(Tatla Lake)
는 칠코틴 초지의 서쪽 경계선에 
자리해 있으며, 아일랜드 개척자 
로버트 그레이엄(Robert Graham)
의 목장업 전설이 시작된 곳입니다. 
1902년 그레이엄과 그의 부인은 베니 
프랭클린(Benny Franklin)으로부터 
타틀라 레이크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이곳에 멋진 집을 짓고, 1930
년에는 가게도 열었습니다. 현재 
타틀라 레이크 매너(Tatla Lake Manor) 
옆에 자리한 그레이엄 인(Graham 
Inn)이 바로 이 집이며, 훌륭한 음식을 
자랑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산악 
자전거, 노르딕 스키 트레일, 여러 
개의 오지 리조트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초지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안내 관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타틀라 레이크는 2차 도로를 통해 
남쪽으로 연결되는 3개의 주요 계곡인 
웨스트 브랜치(West Branch), 칠코, 
타틀라요코(Tatlayoko)로 통하는 
관문 역할도 담당합니다. (주 도로로 
들어서기 전에 칠코틴 소유지 경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블러프 호수(Bluff Lake)
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최고봉을 
가진 코스트 산맥의 와딩턴 산과 

광대한 호마스코 빙원 및 기타 많은 
빙하 등 다양한 야생 목적지까지 
비행기 및 헬리콥터 투어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낚시꾼들은 통통한 
무지개 송어와 곤들매기의 강한 손 
맛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여러 산장들은 
야생동물 관찰, 하이킹, 사진촬영, 
승마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리나 클리니
이 작은 마을은 20번 고속도로를 
따라 타틀라 레이크에서 서쪽으로 
31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외딴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호수와 
강, 그리고 이 지역의 유명한 고산 
야생지대까지의 수상비행기 여행을 
위한 출발지인 클리어워터 호수
(Clearwater Lake)에서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지 탐험가들은 2,819m 
높이의 퍼킨스 봉(Perkins Peak)
에서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클리나클리니 폭포(Klinaklini Falls)
까지 등산을 하거나, 광대한 판테온 
산맥에서 헬리콥터 하이킹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바로 문 밖에서 
카누를 탈 수도 있는 이 지역의 게스트 
목장과 산장은 샬럿 알프랜즈 고산 
야생구역(Charlotte Alplands Alpine 
Wilderness Area)에서 보트 투어, 
사진촬영 트레킹, 일과 휴가를 겸하는 
목장 체험 등을 제공하며, 당일 안내 
또는 며칠 간의 캠핑 트레일 등을 겸한 
최고의 승마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샬럿 알프랜즈 야생구역에는 75
개의 호수, 수많은 고산 생태계, BC 
주에서 가장 맑고 중요한 연어 강계인 
아트나르코(Atnarko)의 원류 등이 
자리해 있습니다.
 
낚시꾼과 여행객들에게 빅 스틱(Big 
Stick), 클리어워터, 원 아이(One 
Eye) 호수는 최고의 야생 카누 및 
낚시 장소이며, 사냥꾼들은 클리나 
클리니에서 출발하여 무스, 곰, 산양, 
늑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탐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Formally Woodlands Caribou Resort)
12 RV sites with partial/ full hooks

Cabins coming 
check our website for up dates

Wifi - shower house - laundry
Fish for wild kokanee and rainbow trout
Trails, bird sanctuaries, wildlife viewing

info@woodlandsfishinresort.com
www.woodlandsfishingresort.com

250-230-5099  • 250-800-0400

Host of the popular 
Annual Puntzi Lake Fishing Derby

July 7,8,9, 2017    Book early

사람보다는 야생동물이 더 많이 
이용하는 이 트레일들에서는 자
전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개울을 건너고 늪도 
헤쳐나가야 했죠.  수풀이 페달
에 걸리고 턱까지 올라오는 경
우도 있었고요. 자전거에서 내
리고 타고를 반복해야 했죠. 하
지만 자전거와 전기톱을 이용해 
개척한 이 트로피 같은 길에 들
어서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이 
잊혀져요.
 ~ 이나 헌트 마운틴 바이크 라

이프

지난 여름은 제게 최고의 휴가
였어요. 너무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죠. 누군가가 제게 그곳
에 일자리를 주면 좋겠어요. 경
험 많은 삼림 생태학자 같은 거
요. 숲이라고는 거의 없는 복잡
한 도시에 갇혀 사는 저같은 사
람에게는 꿈같은 얘기죠!  

~ 리차드 페리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 
친화적인 곳! 여행을 많이 다녀
보았지만, 이곳이 최고예요! 윌
더니스 리조트 & 리트리트는 정
말 잊지 못할 최고의 경험을 안
겨 주었죠!   

~ 헤일리 로즈 커쇼
 
BC 주의 칠코틴 지역은 너무나
도 외딴 야생의 아름다움이 있
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서 몇 시간이고 혼자 캠핑을 하
며 말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색곰, 흑곰, 늑대, 큰뿔야생
양, 사슴 등 야생동물도 엄청나
게 많아요. 이곳은 원주민의 역
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
기도 해요. 방문할 기회가 생긴
다면, 바로 출발하세요!   

~ 돈 체이스
 
제 아빠께서 브랄런에서 태어나
셨어요. 저는 군 호수에서 많은 
여름을 보냈죠. 골드 브리지에 
가실 있이 있다면 군 호수에 반
드시 들러보세요. 제 할아버지
께서 그곳에서 파이오니아 금광
을 운영하셨죠.  

~ 사라 리지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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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레이크
님포 레이크(Nimpo Lake)에서 남동쪽으로 11km 거리에 
위치한 16km 길이의 원시적인 샬럿 호수(Charlotte Lake)
는 플라이 피싱의 천국입니다. 이곳에서는 멋진 무지개 
송어, 아비새, 흰머리독수리, 물수리, 그리고 가장 무거운 
새 중 하나이지만 아직도 날 수 있는 울음고니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목가적인 분위기의 주변 야생지역은 하이킹, 
산악 자전거, 겨울 썰매 등을 즐기기에 적합하며, 인근의 
샬럿 알프랜즈는 희귀한 야생화, 고산 호수, 놀랍도록 
다양한 야생동물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독특한 당일 트레킹, 며칠 간에 걸쳐 진행되는 안내 승마, 
사진촬영, 야생동물 관찰 여행 등을 더욱 즐겁게 해줍니다.

방문객들이 이 멋진 경관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지역 산장과 B&B들은 대부분 목가적인 
분위기의 장소에 자리해 있습니다. 안내를 위해 인증된 
가이드들이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 야생지역 모험을 미리 
예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님포 레이크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상비행기의 수도”라는 애칭을 
가진 님포 레이크(Nimpo Lake)는 비행 관광 또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낚시 모험을 위해 웨스트 칠코틴의 
오지 호수와 강으로 들어가거나, 모험가들이 멋진 외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통나무집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출발점입니다. 높이 솟은 카판 산(Mt. Kappan)을 배경으로 
흐르는 님포 호수는 그 어디와도 견줄 수 없는 무지개 송어 
낚시를 자랑하며, 이곳의 야생 트레일은 거친 코스와 조류 
및 야생동물의 관찰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지 목장들은 승마 및 하이킹 투어, 배낭 여행, 비행기로 
이동하는 낚시, 요가 클래스 등을 제공하며, 현지에서 

THE CHILCOTIN COAST
Experience

chilcotincoastexperience.com
Experience the spectacular

Bella Coola Grizzly Tours  •  Eagle’s Nest Resort
Chilcotin Lodge

Visit the Great Bear Rainforest 
and the Chilcotin Ark

Enjoy this amazing area from three unique 
lodges along Highway 20, offering diverse 

landscapes and terrific wilderness ad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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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물고기, 닭, 사냥 동물 등으로 
요리한 유기농 음식도 선보입니다. 
겨울철에는 썰매 타기, 스노슈잉, 
스케이팅, 노르딕 스키, 호수에서 
즐기는 다양한 스노모빌 모험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너힘 레이크
벨라쿨라 동쪽 135km 거리에 
위치한 오랜 역사의 애너힘 레이크
(Anahim Lake)는 1940~50년대에 
캐리어족들이 외딴 마을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규모가 더 커진 
칠코틴족 거주지입니다. 오늘날 이 
마을은 최고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트위즈뮤어 주립공원의 
남쪽 야생지대로 가는 동쪽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애너힘 레이크 공항은 칠코틴 고원의 
주요 공항으로, 퍼시픽 코스탈 
에어라인(Pacific Coastal Airlines)
이 밴쿠버를 왕복하는 정기 노선을 
운영합니다. 또한 민간 및 전세 
비행기가 안내 및 셀프 낚시, 사냥, 
사진촬영, 하이킹 등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여행사를 통해 배낭 여행 
및 산악 헬리콥터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애너힘 레이크에서 현지 
산장과 리조트까지 실어 나릅니다.

방문객은 오지 모험을 위해 
수상비행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안내 승마 및 하이킹도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잇차(Itcha) 산맥 
및 일가추(Ilgachuz) 산맥과, 침식된 
용암과 바위 봉우리가 빨강, 오렌지, 
라벤더 및 노랑 색상의 스펙트럼을 
띠는 트위즈뮤어 공원의 레인보우 
산맥 탐험도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흑요석으로 이루어진 멋진 
원뿔 기둥 화산암인 애너힘 봉
(Anahim Peak)은 이를 재료로 무기를 
제조했던 캐리어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거래 상품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에는 갓초 호수(Gatcho Lake)의 
울카초(Ulkatcho)와 애너힘 호수의 
낫사달리아 포인트(Natsadalia Point)
에 남아 있는 커다란 목재 주택 “쿨라 
쿨라”처럼 곳곳에 이 지역 원주민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이들 모두가 
방문객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자랑거리는 
1938년 이래 매년 7월에 열리는 애너힘 
레이크 스탬피드입니다. 이 행사의 
가장 유명한 참가자는 NHL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스타 골키퍼이자 캐나다 
올림픽팀 금메달 수상자이기도 한 
애너힘 레이크 출신의 캐리 프라이스
(Carey Price)입니다. 애너힘 레이크 
서쪽 트위즈뮤어 주립공원에는 
잘 다듬어진 노르딕 트레일, 오지 
스노모빌 진입로, 손잡이를 이용해 
올라가는 작은 스키 언덕이 있는 겨울 
모험 놀이터, 1일 사용 통나무집 등이 
자리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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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들의 이야기

이곳에서는 원시적이고 거친 야
생을 맛볼 수 있어요. 이곳의 야
생 구역, 드문 인적, 도심에서 멀
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좋은 
날씨 등이 자연을 보호하려는 사
람들을 포함한 특별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 모으는 이유죠. 이
곳 사람들은 자급자족에 익숙하
며, 야생 속에 살기보다는 야생 
언저리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
죠.  

 ~ 피터 쇼네시

카리부 칠코틴 어디에서나 새스
커툰 베리가 자라요 … 최고의 파
이를 맛볼 수 있죠! 강력한 항산
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강
에도 정말 좋아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야 해요! 
 ~ 팻 코베트

제 할머니의 삼촌과 숙모인 돈 먼
데이와 필리스 먼데이가 애로스
미스 산을 오르신 적이 있어요. 
산을 둘러보면서 와딩턴(미스테
리 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두
분은 저의 증조할아버지 알버트 
먼데이와 함께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 탐험을 시작해 트레일을 힘
차게 헤쳐나갔지만 정상까지 오
르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그분들
이 지나갔던 길을 이용하여 와딩
턴이 그 다음 해에 등반에 성공했
죠. 그래서 그 산이 먼데이 산이 
아니라 와딩턴 산이라 불리게 되
었어요. 나중에 그분들의 이름을 
딴 산이 생기기는 했지만요. 
 ~ 앨 반하트

매일 눈 덮인 봉우리들과 멋진 경
치 속에 돌아다니는 야생동물들
을 보며 „사무실“ 에서 일하는 것
이 제 꿈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지역
에서 살면서 일하는 이유죠.
 ~ 안드레이 쿼비스

저는 지금 칠코틴에 살고 있는 
데, 정말 만족해요. 살면서 안정
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
죠!  대도시의 삶은 누릴 수 없지
만, 생활이 늘 안정되어 있어요.  
  ~ 린다-루-호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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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the rush
The Gold Rush Trail Quest

Got a case of gold fever?  
Find codes, collect cards, and win prizes 

with the Gold Rush Challenge!  
As you play, you’ll discover exciting 

things to do along the Gold Rush Trail.  
Stake your claim at 

challenge.goldrushtrail.ca

The Gold Rush Challenge

Time to start prospecting!  
The Gold Rush Trail Quest mobile app allows you 

to combine exciting virtual reality experiences 
with your real world adventures.  

Download the app at 
questupon.com/#download

Powered byPo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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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노르웨이 탐험가 토르 헤위에르달은 
1947년 콘-티키 뗏목으로 페루에서 
폴리네시아까지 태평양을 건너는 탐험으로 
하루 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위에르달은 그보다 6년 전에 BC 주 중부 
해안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기원을 찾아 
2년 동안 이 지역을 샅샅히 탐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그의 조사는 코스트 
원주민과 멀리 태평양 제도의 원주민들 
간의 유사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의 조사 결과는 태평양 주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원주민들이 공통된 조상을 가졌다는 
주장을 포함한 그의 여러 가지 이론 및 향후 
헤위에르달의 모든 전설적인 탐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헤위에르달이 BC 주 중부 해안을 “
발견”한 최초의 비원주민 탐험가는 
아닙니다. 1793년 알렉산더 매켄지라는 29
세의 대담한 스코틀랜드인이 일곱 명의 
프랑스계 캐나다인 뱃사공 및 두 명의 
원주민 짐꾼과 함께 오늘날 벨라쿨라 근처의 
딘 해협을 탐험하였습니다. 이 탐험대의 
도착은 북미에서 태평양 방면으로 건너간 
최초의 도협으로 기록되었으며, 매켄지는 
동부로 되돌아가기 전 곰 기름과 버밀리언을 
섞은 붉은 색 혼합재로 근처 바위에 다음과 
같이 역사적인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 “
캐나다에서 육로로, 1793년 7월 22일 
알렉산터 매켄지”(Alexander Mackenzie, 
from Canada, by land, 22nd July, 1793). (
후에 이 글은 매켄지가 지나갔던 길을 
답사했던 조사원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다시 새겨 놓았습니다.) 

매켄지는 이곳이 자신의 장대한 여행을 
끝낼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딘 
해협을 따라 늘어선 안개 자욱한 해안선은 
높이 솟은 눈 덮인 산봉우리, 광활한 빙원, 
세계에서 가장 긴 몇 개의 피오르드를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에 조차도 
오래된 삼나무숲과 가문비나무숲이 대지를 
덮고 있는 외딴 원시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계곡 분지를 헤엄쳐 올라 강과 개울을 
가득 메운 연어들은 BC 주에만 있는 “바다 
늑대”와 커모드라 부르는 신비한 흰색의 
스피릿 베어뿐만 아니라, 범고래, 독수리, 
늑대, 곰 등 코스트에서 가장 경이로운 
동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합니다. 매켄지가 

코스트에 도착하고, 헤위에르달이 안개낀 
피오르드를 탐험한 후 현지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장 무관심한 여행객들조차도 
이 두 탐험가들을 매료시켰던 그 당시의 
경이로움을 아직도 이곳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이 해안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0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에서 헤크맨 
패스(Heckman Pass)와 급커브, 지그재그 
도로, 최대 18도의 경사로 이루어진 30km의 
유서 깊은 내리막길을 지나 중부 해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도로는 좁은 급커브만 제외하면 대개 시야가 
좋고 상당히 넓어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코스트에서 동쪽으로 여행하든, 악명 높은 
힐을 따라 동쪽에서 접근하든, 여행자들은 
트위즈뮤어 주립공원에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9,800km2 면적의 이 거칠고 
광활한 공원은 최고의 낚시, 하이킹, 헬리 
스키, 캠핑, 오지 승마 등으로 야외 활동 
애호가들을 강하게 유혹합니다. 또한 터너 
호수(Turner Lake)의 카누 서킷과 터너 호수 
북단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아트나르코 
강으로 떨어지는 캐나다에서 세번 째로 높은 
260m의 자유 낙하 폭포인 헌렌 폭포도 놓칠 
수 없습니다. 트위즈뮤어 주립공원은 멋진 
지형으로도 유명하며, 특히 이곳의 레인보우 
산맥은 많은 광물질을 포함한 용암과 화산 
모래에서 생성되는 빨강, 오렌지, 노랑, 라벤더 
색상의 멋진 스펙트럼으로 물든 봉우리를 
자랑합니다. 이 화산들은 태평양의 온습한 
기후가 오랜 기간 빙하에 영향을 미치면서 
푸른 고산 목장과 광대한 야생화 지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트위즈뮤어 
주립공원은 순수한 야생 공원입니다. 오지 
탐험가가 아닌 일반 방문객들은 이 지역 전문 
가이드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20번 고속도로를 타고가다 트위즈뮤어 
주립공원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고대 원주민들의 무역로이자 1793년 
알렉산더 매켄지가 태평양 방면으로 이동할 
때 이용했던 “그리스 트레일”과 나란히 
이어지는 벨라쿨라 밸리(Bella Coola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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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중부 태평양 연안은 거친 야생이 지닌 아름다움으로 인해 예술가, 
동식물 연구가, 과학자, 여행객이 열정과 모험을 좇아 찾아드는 곳이며, 
신선한 해산물도 이들을 유혹하는 데 한 몫 합니다. 단순히 이 지역에서 
낚시, 하이킹, 바다 카약을 좋아하거나 안내 에코 투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조차도 경이로운 자연과 야생의 모험을 빼 놓고는 이곳에서의 레저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태학자, 인류학자, 
예술가 또는 여행객 등 그 누구에게든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는 소중한 
여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지구 상에서 몇 안 되는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원시 생태계 및 야생을 즐길 수 있으며, 예술이 담긴 
원주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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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나가게 됩니다.  누할크(Nuxalk) 
원주민들의 고향이기도 한 벨라쿨라 
밸리는 BC 주 내륙 원주민들이 
모피, 흑요석, 가죽제품을 코스트 
원주민들의 연어, 율라칸 기름 
등과 교환하는 데 이용했던 중요한 
무역 통로였습니다. 율라칸 기름은 
청어처럼 생긴 작은 물고기의 
지방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높은 
칼로리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귀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오늘날 벨라쿨라 밸리는 20번 
고속도로 서단에서 17km 지점에 
있는 2개의 주요 마을을 자랑합니다. 
그 중 하나는 미네소타에서 온 
노르웨이 루터교 신자들이 정착했던 

하겐보르그 (Hagensborg)이며 , 
나머지 하나는 이 지역의 주요 
서비스 중심지인 벨라쿨라입니다. 
이 계곡을 따라 고대 암각화, 유서 
깊은 하이킹 트레일, 연어 부화장 
및 서해안 원주민 예술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미술관 등이 자리해 
있으며, 야외 어드벤처 회사들이 
회색곰 투어, 에코 강 뗏목, 비행기 
관광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계곡은 20번 고속도로의 로벨코 
페어그라운드(Lobelco Fairgrounds)
에서 일요일에 열리는 아주 인기 
있는 농산물 시장도 자랑합니다. 
방문객들은 6월부터 9월까지 이 
시장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

새로운” 헤리티지 과일 및 야채, 꿀, 
수제 잼 및 젤리, 뛰어난 예술품 및 
공예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현지 농장들이 제공하는 
특산품 시식과 교육 투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식도락가들은 코스트 
전역에서 제공되는 세계 수준의 
점새우, 던저니스 게, 광어, 대구, 
여러 종류의 연어, 기타 지역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 
벨라쿨라 북서쪽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외딴 지역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원시 온대 
우림인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를 

Tallheo Cannery 
Guest House
your exclusive 

oceanfront destination

Come explore the rich history of one of 
the last remaining salmon canneries

Oceanfront Accommodation
Scenic Inlet Tours ~ Wildlife Viewing

www.bellacoolacannery.com
1-604-992-1424

info@bellacoolacann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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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삼림 종류 중 하나인 이 
64,000km2의 광대한 야생지대는 
지구 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들 
중 일부, 여러 개의 고대 원주민 
문화 유적지, 그리고 이 지역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수천 종의 나무 
및 새와 동물을 자랑합니다. 연안 
바다에는 범고래, 돌고래, 흑등고래, 
물개, 바다사자 및 수십 종의 바다새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보존지역 숲 
속에는 노새사슴과 “바다” 늑대 및 세 
종류의 곰인 회색곰, 흑곰, 커모드로 
가득합니다. 이 중 커모드는 흑곰의 
흰색 변종으로, BC 주 원주민들이 이 
곰을 신성시하여 스피릿 베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커모드의 주요 
은신처인 프린세스 로열 아일랜드는 
푸른 야생지대로 이루어진 태고의 
광활함을 자랑하며, 한때 이곳 
해안 마을에서 거주했던 심쉬안
(Tsimshian)족을 제외하면 보트나 
비행기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곰 전문가와 기타 동식물 
연구가들이 인솔하는 친환경 안내 
투어가 카약이나 보트를 이용하여 
이 희귀한 곰을 잠깐이라도 보려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투어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트 투어의 인기가 높아지는 
요즘,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는 
놓쳐서는 안될 보트 여행지입니다. 
레저 업체들은 학문적 목적의 
조사에서부터 보존된 해협을 
가로지르는 편안한 보트 항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보트 규모나 
선택하는 패키지에 따라 탐험의 
경우 최소 1주일 이상, 편안한 체류 
여행의 경우 몇 주에 걸친 숙박 
예약이 필요합니다.

클렘투(Klemtu) 북동쪽의 내부 
해협 깊숙이 자리해 있는 BC 주 
해양 공원인 그레이트 베어의 
피오르드랜드 보호구역(Fiordland 
Conservancy) 또한 비슷한 거리의 
외딴 지역입니다. 레이디 더글라스 
아일랜드(Lady Douglas Island) 
근처까지 뻗어 있는 아름다운 해변 
등 곳곳에 원시 해변을 갖춘 이 
보호구역에는 피오르드 지형의 
카이나치(Kynoch) 하구와 머셀
(Mussel) 하구가 자리해 있으며, 이 
두 하구에는 빙하로 만들어진 높이 
1,000m 이상의 화강암 절벽이 솟아 
있습니다. 미로와 같은 여러 개의 섬, 
구불구불한 수로, 겹겹이 떨어지는 
폭포 사이에 자리한 전통적인 
원주민 지역이 있는 히긴스 패시지
(Higgins Passage)도 이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벨라쿨라 주변의 수많은 
하구, 작은 만, 좁은 수로에서는 

잊지 못할 바다 카약과 야생동물 
관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벨라쿨라 
남쪽의 나무(Namu)에서 서쪽으로 
불과 10km 지점에 있는 1,230km2

의 하카이 룩스발이즈(Hakai 
Luxvbalis) 보호구역은 구불구불한 
수로, 매혹적인 군도, 산책과 수영에 
이상적인 하얀 모래 해변 등을 
자랑하며, 해안에서 가장 멋진 카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카이 룩스발이즈 남서쪽으로 
낚시를 떠나는 낚시 매니아들은 
고급스러운 통나무집에 여장을 
풀고, BC 주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낚시 대상지인 리버스 하구(Rivers 
Inlet)와 나이트 하구(Knight Inlet)를 
따라가며 세계에서 가장 큰 치누크 
연어를 낚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하구와 프린세스 로열 아일랜드 
사이에서 낚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하카이 패스(Hakai 
Pass), 밀뱅크 사운드(Milbanke 
Sound), 쉬어워터(Shearwater) 
등이 있습니다. (이곳의 코호 연어는 
무게가 9kg대에 이르며, 치누크, 
핑크, 첨, 사카이 연어도 지속적으로 
잡힙니다. 하구의 바닥에 서식하는 
대형 태평양 광어는 무게가 91kg
까지 나가며, 인근 암초지대에서는 
최대 무게 27kg의 링카드도 낚을 수 

있습니다.)

1700년대 중반 유럽 모피 
상인들이 수달 가죽을 
구하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 그리고 한 
유럽인이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 해안 바다에 
낚싯대를 드리우기 전 수 
세기 동안 원주민들은 
중부 해안을 따라 육지와 
바다에서 생업을 하고 BC 
주 내륙 원주민들과 교역을 
하면서 번성한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오늘날 코스트 
주민의 거의 2/3는 원주민이며, 
누할크 원주민들의 조각, 가면, 그림 
등으로 잘 알려진 벨라쿨라도 그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여행객들에게 다행인 것은 
매켄지가 노를 저어 딘 해협으로 
들어갔던 때인 18세기 후반보다, 
심지어 헤위에르달이 인류학 연구를 
위해 중부 해안을 항해했던 1900
년대 초에 비해, 지금은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의 탐험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BC 페리는 매년 여름 밴쿠버 섬 
북단에 있는 포트 하디에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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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easy ways to book
· bcferries.com/vacations

· 1-888-BC FERRY Ext. 3 

· BC Ferries Vacations™ Centre
at the Fairmont Pacific Rim  
1010 Canada Place, Vancouver, BC BC Reg. 48839.

Ask about our  
Discovery Coast Circle Tour. 

All Central Coast packages include 
ferry travel, accommodation, tours 
and activities. 

Go full circle.



Cariboo Chilcotin Coast Travel Guide56

코스트까지 승객과 차량을 실어 
나르며, 페리가 멋진 피오르드를 
헤쳐 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벨라벨라(Bella Bella), 맥루글린 
베이(McLoughlin Bay), 쉬어워터, 
클렘투(Klemtu), 오션폴즈(Ocean 
Falls), 벨라쿨라 등의 작은 마을들에 
들릅니다.  이후 승객들은 20번 
고속도로를 통해 벨라쿨라에서 “더 
힐(The Hill)”에 오르고 칠코틴 고원을 
넘어 카리부를 지나가는 디스커버리 
코스트 서클 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BC 
페리 웹사이트(www.bcferries.com)
에서 요금과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겐스보르그
1894년 약 100명의 노르웨이 식민지 
개척자들이 미네소타에서 벨라쿨라 
밸리로 여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벨라쿨라에서 20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불과 16km 거리에 
위치한 하겐스보르그(Hagensborg)
라는 거주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긴 피오르드가 구비구비 바다로 
연결되어 있고, 멋진 주변 경관을 
자랑하는 이 새로운 마을은 노르웨이 
정착민들에게 고향을 연상시켰고, 
이들은 곧 이곳에 정착하여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895년에는 대형 
공용 텐트 안에 이 마을 최초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 마을의 노르웨이 
헤리티지 하우스(Norwegian 
Heritage House)를 둘러보며 1800
년대 하겐스보르그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세기로 넘어오는 시점에 
정착민 앤드류 스비스달(Andrew 
Svisdahl)이 건축한 이 하우스는 전통 
노르웨이풍의 가구와 100년 이상 
전의 가재 도구들을 전시하는 1800
년대 말의 타임캡슐입니다. 1904
년에 노르웨이 기독교 루터 교회로 
지어진 아우그스부르크 연합교회
(Augsburg United Church)도 현지의 
역사적인 건물로서 들러볼 만한 
곳이며, 교구민들이 여전히 환영받는 
곳입니다. 새로운 꿈을 좇아 먼 곳을 
여행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공동묘지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이 지역의 하이킹 트레일은 
이 계곡이 초기 정착민들에게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벨라쿨라 강 북쪽에 
있는 로스트 레이크 트레일(Lost 
Lake Trail)을 따라 진입 가능한 작은 
로스트 레이크(Lost Lake)의 피크닉 
공간에서 보는 누사춤 산(Nusatsum 
Mountain), 벨라쿨라 강을 따라 나 
있는 유명한 살룸프트 인터프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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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스

트

트레일(Saloompt Interpretive Trail)의 구불구불하고 
아름다운 길, 그리고 오래된 숲과 피크닉 테이블 및 벤치 
등에서도 당시 정착민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겐스보르그 근처에 있는 벨라쿨라 공항은 밴쿠버를 
매일 왕복하는 정기 노선과 주변의 빙하, 낚시터, 해안 
목적지까지의 임대 비행기를 운영합니다.

벨라쿨라
계곡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벨라쿨라는 약 900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 지역의 경제는 낚시, 
벌목, 관광, 주변 지역에 대한 물품 공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산악 공기,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강, 야생 산지의 개울, 풍부한 야생동물들이 
동식물 연구가, 예술가, 탐험가, 사진작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의 낚시 
및 관광 보트, 통조림 공장, 갯벌 등에 흥미를 느낍니다. 
허드슨 베이의 교역소이자 1793년 알렉산더 매켄지의 
역사적인 서해안 트레킹의 종착지였던 이 마을의 
역사는 토속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종류의 서적, 원주민 
보석, 선물용품으로 유명한 코파스 스토어(Kopas Store)
와 같은 유서 깊은 건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는 미술관과 기념품점이 자리해 있으며, 관광 
및 낚시 보트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벨라쿨라 항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적 64,000km2

의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담당하며, 밴쿠버와 프린스 루퍼트 사이에서 BC 주 
내륙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를 제공합니다. 1860
년대 말까지 이 항구는 누할크 원주민의 전통적인 
영토의 중심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천연두로 사망했을 때 생존자들은 강 입구와, 지금은 
마을의 비원주민 지역에 해당하는 허드슨 베이 교역소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술사 애호가들은 누할크 
문화와 전설을 담은 고대 암각화 안내 투어를 통해 
누할크 원주민의 이러한 인상적인 연대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4마일(4 Mile)에 자리해 있는 
오늘날의 누할크 마을을 방문하면 학교, 전통적인 

공동주택 스타일로 설계된 혁신적인 3차원의 예술작품, 
학교 정문에 줄지어 있는 여러 개의 토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20번 고속도로를 따라 벨라쿨라에서 
동쪽으로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Your Guide to the Great Bear Rainforest for over 30 years

   Bella Coola Grizzly Tours

Leonard Ellis, Owner/Manager
Bella Coola, British Columbia, Canada
Telephone 250.982.0098  
Skype bcgrizzlytours

1.888.982.0098                www.bcgrizzlytours.com

Private Log Cabins at Resort
Hotsprings and Glacial Fjord Tours

Wilderness Wildlife Tours
Ocean Fishing Ch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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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팔로워들

마을 서쪽으로 불과 5km 거리에 
위치한 클레이턴 폴스 휴양지
(Clayton Falls Recreation Site)는 
벨라쿨라 지역에서 유일한 해변 
공원이며, 연어들이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짧은 산책로를 
따라 나 있는 도로에서는 폭포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20번 고속도로 
옆의 워커 아일랜드 파크(Walker 
Island Park) 근처에 있는 스누틀리 
크리크 파크(Snootli Creek Park)의 
구불구불한 트레일에는 서로 얽힌 
거대한 삼나무 가지들이 지붕처럼 
둘러쳐진 고대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쉬운 트레일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도 젖지 않고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무
벨라쿨라에서 남서쪽으로 95km 
거리의 버크 해협과 피츠휴 해협(Fitz 
Hugh Sound)의 합류 지점에는 헬식
(Heiltsuk) 원주민 언어로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의 나무(Namu) 
마을이 과거의 번영을 아프게 
상기시키며 자리해 있습니다. 1930
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BC 팩커즈
(B.C. Packers)가 이곳에서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어업의 
주요 중심지로서 나무는 통조림 공장 
근로자, 생선 처리업자, 유지관리 
인력 및 그 가족 등 최대 400명의 
인구를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수송비가 인상되고 생선 
가격이 하락하면서 통조림업은 
어업으로의 불가피한 전환을 
맞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에서 생산되는 생선은 밴쿠버와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BC 패커즈는 1990년대에 
통조림 공장을 팔고 그 자리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나무는 해안 
여행객이나 낚시꾼들에게 탐험 
또는 거쳐가는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허물어진 
유령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개 껍질, 동물 뼈, 기타 
잔여물들이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곳의 고대 패총으로 인해 
나무는 아직도 약 10,000년 전에 
이곳에 문화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낸 고고학자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는 
중부 BC 해안에서 가장 일찍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시행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리버스 인렛                                                                     
벨라쿨라에서 남서쪽으로 125km, 
밴쿠버 섬에서 북쪽으로 65km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피오르드 
리버스 하구(Rivers Inlet)는 그 
입구인 리버스 인렛(Rivers Inlet) 
마을로부터 길이가 45km에 
달합니다. 리버스 인렛은 벌목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이자 
태평양 입구의 오위키노(Wuikinuxv) 
원주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792
년 최초로 이곳의 지도를 만든 
조지 밴쿠버가 이름을 지었던 이 
하구는 오늘날 전 세계 스포츠 낚시 
애호가들을 위한 낚시 리조트로 
그 명성을 자랑합니다. 친환경 
통나무집들은 곰 관찰객들과 사진 
애호가들을 환영합니다. 리버스 
하구 입구 근처의 쑥 들어간 지형에 
위치한 도슨즈 랜딩(Dawsons 
Landing)에는 55년 이상 낚시꾼, 
크루즈 승객, 과학자, 취미 및 상업 
수공업자들이 방문해 왔으며, 포트 
하디까지 매일 정기 수상비행기가 
운행됩니다. 도슨즈 랜딩은 포트 
하디와 벨라벨라 사이에서 연료, 
잡화점, 우체국, 주류 가게, 대여 
오두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연중 내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카이 패스
벨라벨라 남쪽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카이 패스(Hakai Pass)
의 수로들은 희귀한 지형과 해양 
생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낚시 또한 
유명합니다. 낚시꾼들은 이곳 
해안에서 치누크, 코호, 사카이, 첨, 
핑크 등 엄청난 크기의 연어를 낚을 
수 있으며, 태평양 광어, 도미, 링카드 
등의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범고래, 흑등고래, 회색고래, 돌고래, 
해협을 건너 날아가는 독수리뿐만 
아니라, 바다사자, 물개 등과 육지의 
사슴, 그리고 유전적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만 살고 있는 “바다”
늑대 무리들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리조트와 수상 통나무집들은 
최고의 야생동물 안내 관광과 낚시 
패키지 등을 제공하며, 간소한 숙박 
시설에서부터 고급 숙박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숙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 지역 하카이 연구소(Hakai 
Institute)가 운영하는 세계적 수준의 
생태 연구 및 교육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장기적인 환경 변화의 
측정 및 하카이의 다양한 섬과 
해양 생태계를 설명하기 위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요!!  

~ 톰 버니어

이 작은 비행기로 방금 BC 주 
벨라쿨라 밸리에 있는 멋진 산
들을 넘어왔어요. 스릴 만점의 
비행으로 록키 산맥의 황홀한 
모습을 보고 왔죠. 이번 주말에 
저희가 벨라쿨라 뮤직 페스티
벌에서 연주를 한답니다!
 ~ 퀴케 에스카밀라

클렘투... 어떤 곳은 천국같고, 
또 어떤 곳은 스티븐 킹의 소설
을 연상시키는 으스스한 작은 
마을이죠. 바닷가에 위치한 조
용한 원주민 마을이에요. 이곳
의 호수는 아침 안개만큼이나 
미스테리로 둘러싸여 있죠. 새
스콰치가 사는 곳이라고도 하
고... 마을 가운데 도로에서나 
뒷마당에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죠. 새스콰치는 모든 북미 원
주민들과 함께 존재하므로 아
무도 그것이 농담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아요.

~ 더 크립토 블래스트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가장 멋
진 스키였어요... 

~ 데이브 트레드웨이

캘버트 아일랜드의 멋진 카약 
사진입니다. 이것이 BC 주 해안
에서 유조선이 필요 없는 또 다
른 큰 이유랍니다. 
 ~ 그레이엄 헨더슨
 
스피릿 베어를 꼭 보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저는 이 곰에 
관한 원주민들의 전설을 좋아
해요. 운이 좋다면 내년에는 볼 
수 있겠죠. 

~ 데비 스트레인지
 
센트럴 코스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헬식 원주민들
의 전통적인 영토인 하카이 패
스 근처에 있는 코아이 베이에
요. 정말 신비롭고 특별한 곳
이죠. 
 ~ 셰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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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검증 등, 이 지역의 수로학, 
지질학, 생태학에 대해 과학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야외 
프로그램, 위성 시설, 이니셔티브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벨라벨라
맥루글린 베이와 BC 페리 
선착장에서 북쪽으로 약 3km 거리의 
캠벨 아일랜드(Campbell Island)에 
위치한 어촌 마을 벨라벨라에서는 
원주민 문화센터에 그려진 큰 독수리 
머리가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와그리슬라(Waglisla)라고도 알려진 
이 마을은 1833년 허드슨 베이 
회사가 이곳에 설립한 포트 맥루글린
(Fort McLoughlin)이 있던 자리이며, 
헬식 원주민들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 1,400명의 
벨라벨라는 BC 주 서해안에서 
가장 큰 원주민 마을로, 이곳에는 
은행, 잡화점, 경찰서, 이 섬에서 
유일한 병원 및 약국 등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 
중심부에 자리한 벨라벨라 공항은 
이 지역 방문객들을 위한 주요 도착 
지점으로, 퍼시픽 코스탈 에어라인이 
포트 하디와 밴쿠버로부터 매일 
정기 노선을 운영합니다.

데니 아일랜드
벨라벨라에서 바다로 단 5km 거리의 
데니 아일랜드(Denny Island)에 
위치한 쉬어워터에는 약 60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941

년 대잠수함 정찰 폭격기 부대가 
건설한 이 마을은 1944년 이 부대가 
해산되면서 풀 서비스 정박지 및 
낚시 리조트로 개발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공군기지의 일부인 
격납고, 활주로 및 몇 개의 벙커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이곳에는 B&B, 리조트 숙소, 전세 
낚싯배 업자, 오락용 보트 정박지, 
식료품점, 우체국이 자리해 있으며, 
벨라벨라까지의 정기 수상 택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이 마을이 자랑하는 최고의 
에코 모험 투어, 곰 관찰, 그리고 이 
마을의 주요 경제 자원인 스포츠 
낚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면이 조용하고 깨끗한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쉬어워트는 
32kg까지 나가는 토종 치누크와 9kg
에 달하는 코호를 포함, 다섯 가지 
종류의 연어의 본고장이며, 링카드, 
붉돔, 우럭, 최고 91kg까지 나가는 
태평양 광어 등 바닥에 사는 풍부한 
물고기들을 자랑합니다. 

클렘투
클렘투(Klemtu)는 벨라쿨라에서 
북서쪽으로 228km 떨어진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 내 스윈들 아일랜드
(Swindle Island)의 작은 원시 
만에 위치한 외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커모드라 불리는 전설적인 
흰색 스피릿 베어의 서식지인 
프린세스 로열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인구 420명의 

클렘투는 심쉬안 원주민의 최남단 
거주민인 키타수(Kitasoo)와 헬식 
원주민의 북쪽 거주민 일부인 
헤이헤이스(Xai’xais) 등 각기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집단의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이질적인 언어가 병존하는 
이유는 187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천연두가 만연하여 두 집단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자 생존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 이 지역의 주요 뱃길 
가까이에 거주지를 함께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을은 해안 
증기선들을 위한 연료용 장작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으로 초기의 
경제를 이끌어 갔으며, 이로 인해 
클렘투는 연료 보충을 위한 중간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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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and 
hospitality  ...
surrounded by 

wild beauty

www.bcmountainlodge.com  
info@bcmountainlodge.com    
1-866-982-2298

Join our sister company 
Kynoch Adventures for 

grizzly bear viewing with 
the most knowledgeable and 

experienced guides 
in the valley. 
Eco-rafting, 

interpretive hikes 
and more.

Bella Coola Mountain 
           Lo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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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클렘투의 주요 소득원은 
낚시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바닷가 
또는 보드워크(1960년대 건설 당시 
북미에서 가장 길었던)를 따라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업 
활동은 캐나다 교통국 소유의 공용 
부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두에는 잡화점, 카페, 우체국, 
마을 병원, 현대식 연료 시설(보트 
및 차량용) 등이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클렘투의 기념비적 건물인 빅 
하우스(Big House)입니다. 이 마을 
원주민의 상징(까마귀, 독수리, 늑대, 
범고래)이 새겨진 이 붉은 삼나무 
건물은 축하 행사, 전통 춤, 기념일 
등을 위해 이용되며, 주민들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옛날의 전통을 되살립니다. 

클렘투 주변 지역은 멋진 경치와 
최고의 야생동물 관찰, 낚시, 카약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숙련된 카약커들은 
직접 장비를 가지고 와서 미로와 같은 
내륙 피오르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 원주민 투어 회사가 운영하는 
현대식 시설의 스피릿 베어 로지
(Spirit Bear Lodge)는 방문객들에게 
프린세스 로열 아일랜드와 
피오르드랜드 보호구역 해양 
공원에서 문화 및 에코 투어와 

야생동물 관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을 찾는 카약커들은 추장과 
함께 바닷물을 건너고 해안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를 가집니다. 
스윈들 아일랜드는 도로를 통해서는 
진입할 수 없으므로, 여행객들은 
BC 페리 웹사이트에서 페리 운행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퍼시픽 
코스탈 에어라인도 밴쿠버, 포트하디, 
캠벨리버(벨라벨라 경유)에서 편리한 
항공편을 제공합니다.

오션 폴즈
오션 폴즈(Ocean Falls)는 연간 약 
4,390mm의 풍부한 강우량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헬식 원주민들이 9,000년 
이상 살아왔던 오션 폴즈 근처의 이 
마을을  ‘비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보트, 
BC 페리, 수상비행기로만 진입이 
가능한 오션 폴즈는 벨라쿨라에서 
북서쪽으로 88km 지점에 위치한 외딴 
마을로, 링크 호수(Link Lake)에서 
커즌즈 하구(Cousins Inlet)로 휘감고 
내리치는 마을과 같은 이름의 오션 
폭포(Ocean Falls) 바로 옆에 자리해 
있습니다. 

호수나 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입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이곳에는 1912년 BC 주 최대의 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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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들의 이야기

헬리콥터로 가는 외딴 고산 빙
하 텐트 캠프에서 하룻밤을 보
냈어요. 그곳에는 섭씨 18도의 
전용 수영장도 있었어요. 하이
킹도 너무나 멋졌어요. 그 주변
의 산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경관이었죠! 
 ~ 비트 스타이너

이번 여름에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벨라쿨라에서 
낚시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 셰넌 랜스다운

벨라쿨라에서 스프링 연어 낚시
를 하며 멋진 주말을 보냈어요.

~ 팀버킹 숀

악~ 안돼요. 도로 포장은 하지 
마세요(더 힐) ... 그냥 두세요. 
저는 그 길이 너무나 좋아요. 그
냥 지금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좋아요. 비포장 도로를 달
려 집으로 가는 것이 너무 즐거
워요. 그 길을 무심히 운전하다
보면 어느새 제 가족과 아름다
운 누할크 지역에 다 왔다는 것
을 깨닫게 되죠.
 ~ 키아나 래니

맞는 말이에요. 벨라쿨라같은 
곳이 또 없죠. 그 어떤 곳도 이
곳만큼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자립적인 곳도 없어요. 제 아들
이 원하는 소중한 가치가 이곳
에 모두 있죠.
 ~ 맨디 L 루드로우

이 지역에 산다는 것은 정말 하
나의 선물이에요. 손이 닿지 않
은 야생 그대로라는 사실이 믿
기지 않죠! 
 ~ 마이크 맨크, 쉬어워

터

리버스 인렛은 BC 주 센트럴 코
스트에 위치한 원시 그대로의 
외딴 야생지역이에요. 이곳에
서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낚시
를 하거나, 빠르고 바쁘게 돌아
가는 싫증나는 사회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죠.  

~ 바바라 켈리
 주인 겸 관리자    

리버스 인렛 스포츠맨즈 클럽 
피싱 로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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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지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1차 및 2
차 세계대전 동안 전투기 제조를 위한 시트카 스프루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본, 중국, 인도의 근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전성기 때의 이곳 제재소는 약 
4,000명의 인구를 가진 번성하는 타운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으며, 타운에는 자체 학교, 오케스트라, 음악 및 드라마 
단체, 병원, BC 주에서 가장 큰 호텔 중 하나, 그리고 1980
년 제재소가 문을 닫을 때가지 여러 명의 챔피언들이 
훈련했던 수영장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이 타운의 수영 
클럽은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400m 자유형에서 
은메달을 딴 랄프 허턴(Ralph Hutton) 등 1948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7명의 올핌픽 선수를 배출하였으며, 
1962년부터 1965년까지 4년간 캐나다 내셔널 남자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오션 폴즈는 하이킹, 야생동물 관찰, 민물 및 바다 
낚시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운 중심가에는 
작은 거주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은 제법 큰 
정부소유 부두와 보트들을 위한 식수 공급 등으로 인해 
보트 이용객과 BC 페리 승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숙박 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는 훨씬 더 작은 페리가 
오션 폴즈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편은 일찍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리나 기타 보트 등이 부두에 진입할 때면 승객들은 
이제는 쇠락해가는 타운 중심부의 큰 호텔, 중심 도로를 
따라 나 있는 여러 개의 상점들, 대형 수력발전 댐 등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타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방문객들은 오션 폴즈의 전성기에 이곳에 산다는 것이 
어떠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www.spiritbear.com
Spirit Bears, Grizzly Bears and First Nations

Culture in BC’s Great Bear Rainforest

250-339-5644

www.spiritbear.com
Spirit Bears, Grizzly Bears and First Nations

Culture in BC’s Great Bear Rainforest

250-33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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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지역은 수천 년 동안 독립적인 여러 원주민들의 조상들
이 살아왔던 곳입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로는 칠코틴 고원이 원래의 영토였
던 칠코틴, 프레이저 남서쪽의 스탯리엄(St’át’imc), 남부 프레이저 캐니언의 잉
클라캅무(Nlaka’pamux), 카리부 칠코틴 북쪽 경계를 차지했던 캐리어(Carrier), 
예로부터 프레이저 강 동쪽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쉬휍무크(Secwepemc) 족 
등이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쪽의 주요 원주민들로는 벨라쿨라 밸리의 누할
크(Nuxalk), 해안 외곽의 심쉬안(Tsimshian), 벨라벨라 인근 해안 지역의 헬식
(Heiltsuk) 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 세기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이들 원주민들이 17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초기의 탐험가 및 유럽 정착민
들에게 카누, 식량, 안내, 통역, 정보를 제공하면서 BC 주 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 원주민들이 북부 카리부
에서 벨라쿨라 근처의 태평양 연안까지 눅살크-캐리어 그리스 트레일(Nuxalk-
Carrier Grease Trail)을 따라가도록 알려주지 않았다면 1793년 탐험가 알렉산
더 매켄지의 역사적 트레킹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트레일은 해안 원
주민들이 수 세기 동안 내륙 원주민들과 귀중한 율라칸 기름을 교환하는 데 이
용한 루트였습니다. 작은 청어처럼 생긴 물고기인 율라칸에서 정제한 이 기름
은 삼나무 박스에 든 채 수송되었으며, 이 트레일은 율라칸 기름 박스에서 떨어
진 기름에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피 무역과 금
1800년대 초에 모피 무역회사들은 현지 원주민들과의 모피 거래를 위해 이 지
역에 최초의 요새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BC 주 내륙 원주민들이 해안 
원주민들과 털가죽을 교환하고, 이어 해안 원주민들이 그것을 바다로 들어오
는 유럽인들과 교환함으로써 내륙 원주민들은 간접적으로 모피 무역에 참여하
였습니다. 하지만 요새가 건설된 후에는 상품과 물품에 대한 협상을 위해 현지 
원주민들이 교역소로 모피를 직접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이어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면서 모피 무역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1800년대 중반쯤에는 이 상이한 두 문화 사이의 
관계가 크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캐나다인들이 주거, 농업, 벌목, 
광업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땅을 사용하게 되면서 원주민들은 땅에 뿌리를 
둔 전통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천연두의 
만연과 유럽에서 온 각종 질병들로 인해 원주민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토에 대한 통제를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혈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생한 약간의 갈등은 오래 가지 않았으며, 칠코틴의 몇몇 마을들은 애너힘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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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술 헤리티지 마을 – 장대한 
프레이저 강을 따라 햇술 마을
의 영적, 문화적, 전통적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곳!

턱퀴오훔 헤리티지 마을
(Tuckkwiowhum Heritage Vil-
lage) – 프레이저 캐니언의 전
설이 처음 시작된 곳. 여름 통
나무집, 스모크 하우스, 식량 
보관소, 한증막, 토기 오븐, 감
탄이 절로 나오는 움집 등을 둘
러보세요.

원주민들은 이동 중에 나무 상
자에서 새어 나온 생선 기름으
로 인해 “그리스 트레일”로 알
려지게 된 교역로를 따라 여
행하였습니다. 그레이트 로드
(Great Road)라고도 부르는 
누할크-캐리어 그리스 트레일
은 프레이저 강에서 칠코틴 고
원을 넘어 태평양까지 이어지
는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호이시텐 체험 투어 – 바람으
로 말리는 전통 연어 보존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안내 
투어. 넓은 유적지 마을에 있는 
80개의 움집을 둘러볼 수 있습
니다.

기대하세요 – 벨라쿨라에서 
누할크 원주민이 이 지역 최초
의 원주민 레스토랑을 개장합
니다. 



Cariboo Chilcotin Coast Travel Guide68

레이크, 알렉시스 크리크, 네마이아 밸리 등 현지 추장들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 
목장들이 현지 원주민들의 승마술, 목장 운영, 야생 생존 
기술 등을 높이 사게 되면서 원주민들은 이 지역 초기의 
주요 산업, 특히 칠코틴 및 남부 카리부의 목장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원주민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및 프레이저 캐니언의 많은 원주민
들은 여전히 목장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BC 주 전역에서 
열리는 순회 로데오의 중요한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애너힘 레이크 스탬피드와 알칼리 레이크, 벨라쿨라 및 레
드스톤 로데오에서 원주민 참가자들의 인기는 매우 높습
니다. 오늘날 원주민들은 이 지역의 낚시, 벌목, 수송 및 
관광 산업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BC 주의 원
주민 관광 분야는 BC 주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산업 중에
서 가장 틀이 잘 잡혀 있으며,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원주민 관광 성공의 한 예는 윌리엄스 레
이크 북쪽 프레이저 강 협곡 위의 잔디밭에 자리한 햇술 
헤리티지 마을(Xatś?ll Heritage Village)입니다. 이곳에서
는 쉬휍무크(슈스왑) 원주민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 들려주
기, 한증막 정령 의식, 야생지역 산책, 연어요리 점심, 별
빛 아래 움집 또는 천막에서의 숙박 등을 경험할 수 있습
니다. 햇술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 시설인 위스퍼링 윌로우즈 캠핑장(Whispering Wil-
lows Campsite)과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소다 크리크의 햇술 산악 자건거 및 하이킹(Xatś?ll  
Mountain Biking and Hiking) 트레일도 운영합니다. (제대
로 된 원주민 전통을 경험하고 싶으면 사전에 햇술로 연락
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윌리엄스 레이크 인근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서 제트 보트로 급류를 타고 괴기한 바위기둥을 지나 고대 
마을이 있었던 자리를 방문할 수 있으며, 8,000~10,000년 
된 상형문자와 암벽화, 원주민 낚시터, 폐광 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안내인들이 약초, 식물, 동물, 설화 등
을 포함한 원주민 전통 의식에 대해서도 들려줍니다. 칠코
틴 지역에서 7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네마이아 파우와
우(Nemiah Pow Wow)는 현지에서 연중 개최되는 여러 파
우와우 중 하나로, 화려한 예복과 춤을 자랑하며, 하니궤
틴 원주민은 남녀노소가 모여 전통 게임, 이야기, 사냥 및 
채취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연례 여름 모임을 개최합니
다. 9월 초에 열리는 전통 파우와우에 맞춰 호스플라이 강
에서는 연어 회귀 장면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벨라벨라의 헬식 문화교육센터(Heiltsuk Cultural Educa-
tion Centre)는 스윈들 아일랜드의 클렘투 마을에서 킷아
수 및 헤이헤이스 등의 다른 해안 원주민들과 더불어 바
다를 기반으로 풍요롭고 강건하게 살아온 헬식 원주민
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연구 및 보존에 대해 알아볼 수 있
는 장소입니다. 벨라벨라 인근 토슨 크리크 밸리(Thorsen 
Creek Valley)의 폭포와 동굴 주변의 암벽에서는 자연의 
힘과 불가사의를 기리는 고대 암벽화를 볼 수 있으며, 누
할크 원주민들이 암벽화 안내 투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벨
라쿨라의 엑스살스타(Acwsalcta) 학교는 교사 1명과 학생 
3명이 조각한 웅장한 토템을 포함, 원주민 예술의 또 다
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2002년에 세워진 이 토템은 38
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에 세워진 누할크 토템입니다. 원
주민 순수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벨라쿨라의 암벽화 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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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물에는 한때 20명까지 
거주하였으며, 지상층과 지붕(이곳은 
연기가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에 
각각 1개씩 총 2개의 출입문이 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과거로 여행하는 창문이자 지역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는 세턴 레이크 
밴드(Seton Lake Band)의 카오함 
셔틀(Kaoham Shuttle)입니다. 이 
열차는 릴루엣과 세턴 포티지 사이를 

운행하며, 호수의 수정 같은 물과 
철로 사이에 위태롭게 자리해 있는 
원주민 공용묘지를 포함한 수많은 
유적지를 지나 세턴 레이크를 돌면서 
운행됩니다. 북부 칠코틴의 나즈코 
영토는 가죽(사슴 및 무스 가죽), 
구슬, 수채화 물감, 착색 유리, 나무, 
십자수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유명한 
캐리어 원주민 예술가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리(Petroglyph Gallery)를 방문하면 세
계적으로 유명한 실야스 “아트” 손더
스(Silyas “Art” Saunders)와 그의 아
들 스킵(Skip)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
다. 암벽화 갤러리에서는 누할크 및 다
른 원주민 예술가들의 탁본, 그림, 조
각, 의류 및 기타 예술작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며, 갤러리 직원이 현지의 유명
한 조각가이자 추장인 노엘 푸틀라스
(Noel Pootlass)와의 워크숍 방문도 마
련해드립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하이킹족들은 알
렉산더 매켄지 헤리티지 트레일로 알
려진 누할크-캐리어 그리스 트레일을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트 전체
를 통과하려면 3주가 소요되지만, 짧
은 거리만을 여행할 수 있는 구간도 다
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위즈뮤
어 주립공원 건너편의 길이 80km의 
아름다운 구간의 경우 1주일 미만이 
소요됩니다.
 
트레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현지 
서점이나 일부 방문객 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헤리티지 트레일 가이드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벨라쿨라 북서쪽 
약 100km 거리에 있는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의 야생지역에서는 킷아수 
및 헤이헤이스 원주민 가이드들이 아
름답고 외진 보호구역에서 편안한 숙
박과 더불어 며칠 간의 보트 및 카약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남부 칠코틴에 있는 11개 이상의 
마을들에는 지금은 릴루엣으로 
불리는 곳과 그 주위에 모여 살았던 
스탯리엄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호이시텐 
체험 투어(Xwisten Experience Tours)
는 프레이저 강변을 따라 걸어가며 
이루어지는 바람을 이용한 전통 
연어 보존법 체험과 “낚시 바위” 
구경 등을 포함한 훌륭한 당일 여행 
프로그램 외에도, 수천 년 역사의 
광대한 호이시텐 유적지에 있는 80
개의 움집까지 흥미로운 안내 탐험을 
제공합니다. 리턴 근처에 있는 
시스카 트래디션즈(Siska Traditions)
에서는 전통 식품과 약재 등을 수집, 
홍보, 판매합니다. 케이유스 크리크 
밴드(Cayoose Creek Band)에서는 
아름답게 복원된 로어 세턴(Lower 
Seton) 부화 수로까지 안내 산책을 
제공하며, 릴루엣 도심에서 단 5분 
거리에는 트리티컷(T’it’q’et) 마을 
사람들이 지었던 쉬시켄(s7istken)
이라 불리는 움집이 자리해 있습니다. 
흙과 목재만을 이용해 만들어진 

Going to a Pow wow?
Attending a pow wow is an opportunity to share a unique and memorable First 
nations experience. watch for highway signboards and local event postings about 
upcoming opportunities during your next visit to the Cariboo Chilcotin Coast and 
Gold Rush Trail. The positive energy of a pow wow rejuvenates and inspires, and 
all are welcome. Visitors are asked only to be respectful of this time-honoured 
spiritual celebration and to experience First nations traditions with an open heart 
and mind.
For some upcoming events information visit Facebook.com/CaribooChilcotinCoast
tips 
• Listen to the host and follow instructions
• Stand and remove head coverings during grand entry, flag, invocation and closing 

ceremonies
• Request permission before taking photographs
• Do not record drumm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head singer
• Refer to the dancers’ clothing as “regalia”; it is not a costume
• Refrain from touching the dancers’ regalia
• Do not turn down an invitation to participate, particularly an from an elder
• Note that no alcohol or drugs ar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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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의 상업적 벌목 산업은 
골드러시 당시 번성했던 마을들을 
위해 목재를 생산했던 1860년대 카
리부의 제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부 해안에서는 그보다 훨
씬 더 전에 임업이 시작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부 해안에서 
BC 주 원주민들이 “롱하우스”를 짓
는 과정에서 자이언트 삼나무가 서 
있는 상태로 그 껍질을 벗기는 시스
템을 이미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문화적으로 변형된 나무”
의 예는 클렘투와 벨라쿨라 밸리 주
변에서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의 매우 성공적인 통나무
집 건설 산업은 지역 내 고용과 경
제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화
배우, 국제적 정치인, 인터넷 거물들
이 이 지역 통나무집 건축업자들에
게 맞춤형 통나무집을 주문하였습
니다. 사실 파이오니아 로그 홈즈 오
브 브리티시 컬럼비아(Pioneer Log 
Homes of British Columbia) 등 이 지
역의 많은 통나무 주택 회사들이 지
은 집은 전 세계에 방영된 팀버 킹즈 
및 카버 킹즈 쇼에도 등장하였습니
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 출판 및 인
터넷 갑부가 소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10,590m2의 “완전한 통나무 구조
물”은 2,800만 달러에 이르는 카리부
의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양질의 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가 풍부한 이 지역은 캐나다에서 가
장 큰 목재 생산지입니다. 비록 소나
무좀 감염으로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긴 했지만, 그로 인해 “파란색” 또
는 “청바지색” 소나무들을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
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임업 측면에
서 이 지역은 북미에서 가장 큰 바이
오매스 발전소를 자랑합니다. 이곳
의 윌리엄스 레이크 발전소(Williams 
Lake Power Plant)에서는 544,310
톤 이상의 제재소 부산물을 이용하
여 매년 6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
합니다.

이 지역의 광업은 1800년대 카리부 
금맥 발견과 더불어 BC 주 내륙으로
의 골드러시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언
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금 채
굴자들은 이곳 전역의 강과 개울에
서 여전히 금덩이를 향한 꿈을 좇고 
있습니다. 릴루엣 근처의 골드 브리
지는 접시를 이용하여 금을 채취하
는 아마추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곳
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박물관들도 
당시의 개척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
는 기록물과 전시품을 이용하여 과거 
이곳의 광업 및 임업에 대한 흥미진
진한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합니
다. 옥이나 기타 귀중한 돌을 찾고 있
는 열렬한 돌 수집가들은 남부 칠코
틴과 BC 주 최초의 옥 광산이 있던 
릴루엣을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채광업은 1862년 빌리 바
커(Billy Barker)가 광맥을 발견한 이
후 크게 변모하였으며, 오늘날 세계
에서 가장 큰 노천굴 광산의 일부
가 이 지역에 자리해 있습니다. 맥
리스 레이크 근처에 있는 캐나다에
서 두 번째로 큰 타세코즈 지브랄
터(Taseko’s Gibralter) 구리 광산과 
28.3톤의 금이 채굴될 것으로 추정되
는 라이클리 인근의 폴리 산(Mt. Pol-
ley) 금광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최

근에는 칠코틴 산맥의 줄기인 캐멀
스풋 산맥(Camelsfoot Range) 에서 
그보다 더 많은 금이 발견되었으며, 
2011년에는 브랄런 광산(Bralorne 
Mine)이 다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
다. 프레이저 강 유역과 카리부 전역
에 걸쳐 미개발 사금 광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
며, 바커빌과 퀘스넬 근처에서 채금 
모험 투어도 제공됩니다. 더 많은 정
보를 원하는 여행객들은 각 마을 상
공회의소나 방문객 센터에서 현재 제
공되는 투어 일정을 확인한 후 운영 
중인 광산 및 현지 임업 사업장 투어
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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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1858년에 시작된 골드러시에 중국
인들이 관여하였다는 강력한 증거
가 강 어귀를 따라 늘어서 있는 바위
들에서 발견됩니다. 중국인들의 흔
적은 프레이저 서쪽에 위치한 두 개
의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
나는 리턴의 강 바로 위쪽에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리턴과 릴루엣의 중
간 지점에 자리해 있습니다. 후자는 
최근 BC 주 정부로부터 중국인 유적
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말을 이용한 벌목은 
흔치 않은 기술이며, 개척자 및 산
지 탐험가들이 살던 시절의 기술입
니다. 말을 이용한 벌목은 벌목지 관
리를 위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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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카우보이는 멕시코 목동들의 
기술, 장비 및 복장, 미국 개척자들의 
뒷심과 지략, 원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존중, 영국 신사들의 예절과 
준법 정신, 그리고 카우보이들만이 
가진 독특한 유머 감각까지 모두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실존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전설적인 인물의 묘사에 더 가깝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낭만의 상징인 
북미 카우보이가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및 프레이저 캐니언의 역사와 
문화에 녹아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860년대에 최초로 
백인 정착민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기의 카우보이들은 바커빌 주변 
금광 지대의 광부들에게 소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에서 북쪽으로 소떼를 
몰던 “소몰이꾼들”이었습니다. 이들 
강인한 소몰이꾼들 중 일부는 시장에 
가까운 곳에서 소를 키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프레이저 강 근처의 푸른 방목장에 
여러 개의 목장을 만들었으며, 오늘날 
이곳에서 BC 주 소고기 소의 1/3 
이상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이 지역 대부분의 소몰이꾼과 
카우보이들은 원주민이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백인 
목장주들과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최고의 마부들이었으며, 
어떤 외부인들보다 이 지역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장주와 
원주민들 모두 치누크어(모피 교역 
시절에 사용된 원주민 무역 언어)를 

사용했으며, 이곳 BC 주 원주민들은 
다른 대부분의 북미 목축지에서와는 
달리 소 목축업에서 똑 같이 주요 
파트너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러시가 사그라든 후 목축업자들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1919년 
철로가 놓이면서 카리부와 칠코틴의 
목장주들이 인구가 많은 남쪽 지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목축업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후미진 곳에 자리해 
있던 윌리엄스 레이크 등의 지역은 
현재 캐나다 내셔널 철도의 전신인 
퍼시픽 그레이트 이스턴 철도(Pacific 
Great Eastern Railway)가 그곳에 
철도역을 건설하면서 갑자기 활기를 
띄게 되었으며, 하루 아침에 2,400
마리의 소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가축 우리를 갖춘 중심 선적지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날 윌리엄스 레이크에 있는 
유서 깊은 기차역에는 멋진 아트 
갤러리가 자리해 있으며, 카리부 
칠코틴 지역에서는 아직도 목장업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장업은 
운영이 어려운 업종이며, 목장에서 
일하는 카우보이들은 과거 개척시대의 
조상들처럼 아직도 자유와 독립 
정신을 소유한 강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우보이가 주는 
로맨틱한 분위기는 BC 주 카우보이 
헤리티지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각종 
페스티벌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최근 이 지역 카우보이였던 
리치 홉슨(Rich Hobson)과 팬 필립스

(Pan Phillips)가 등장하는 여러 
TV 프로그램과 책에서 카우보이 
라이프스타일이 소개되어 카우보이의 
시와 컨트리 뮤직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BC 주 최초의 공식 로데오는 1919년 
철도 건설을 축하하기 위해 윌리엄스 
레이크에서 지역 카우보이들이 승마 
기술을 보여주었던 즉흥 행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윌리엄스 
레이크 스탬피드는 이 지역에서 활발한 
로데오 및 순회 축제의 발판이 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 온 
프로 경쟁자들을 보려는 수천 명의 
로데오 매니아들을 유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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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함 셔틀 – 캐나다에서 가장 
독특한 기차 여행. 세턴 원주민 
마을과 유서 깊은 릴루엣을 연
결하는 이 미니 열차는 멋진 경
관과 다양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6번 고속도로에 있는 코튼우드 
하우스(Cottonwood House)는 
7월 초에 시작되는 휴일 연휴에 
캐나다 150주년 행사를 개최합
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여 1800
년대 말의 과거로 돌아가 라이
브 공연과 당시의 일상 활동을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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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 젓기 
위해

찾아 나서는 
곳 

크루키드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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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 년 전인 1858년에 포트 예일 근
처에서 주요 금광이 발견되자 호프에
서 릴루엣 바로 북쪽에 이르는 프레이
저 강 유역에 3만 명으로 추정되는 금 
채굴자들이 몰려들면서 BC 주의 미래
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862
년 8월에는 금 채굴자 빌리 바커(Billy 
Barker)가 북부 카리부의 윌리엄스 크
리크에서 금을 발견하였습니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 
열기는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나갔으
며, 숲 속 마을 바커빌은 급속히 커져 
리치필드(Richfield) 및 캐머론 타운
(Camerontown)과 함께 “타운”으로 성
장하였습니다. 광부들은 땅에서 황금 
광석을 캐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하였으
며, 1865년에는 BC 주 남부와 카리부 
금광 지대를 연결하기 위해 프레이저 
캐니언과 카리부의 거친 지형을 뚫고 
주요 왜건 로드가 건설되었습니다. 

초창기 광부들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이민자
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인 채굴자들
이 포기한 광산과 잔해 더미에서 채광 
작업을 하였으며, 프레이저 강 유역에 
쌓여 있던 바위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
을 씻어 금을 채취하였습니다. “중국
인 바위”로 알려진 이 무더기들은 지금
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860
년대 중반까지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바커빌, 스탠리(Stanley), 밴 윙클(Van 
Winkle), 퀘스넬, 앤틀러(Antler), 퀘스
넬 포크스, 리턴, 애시크로프트, 릴루
엣 등 이 지역의 다른 골드러시 마을
에 살고 있었으며, 케이유시 크리크
(Cayoosh Creek)에서는 중국인들 혼
자 수 백만 달러어치를 채취하기도 하
였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이 종사하
던 업종은 광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중
국인 기업가들은 코너 스토어와 숙소

를 운영하였으며, BC 주 오리지널 중
식당에서 요리사 또는 주인으로 일하
기도 하였습니다. 중식당은 나중에는 
BC 주의 외딴 마을에도 문을 열었으
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잡화점과 함께 
이제는 BC 주의 작은 마을들을 추적하
는 역사학자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기
준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 브리지 근처의 브랄런-파이오니
아 광산(Bralorne-Pioneer Mine)이 캐
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금광이 되면서 
1930년대에는 칠코틴 산맥에 또 다른 
골드러시가 생겨났습니다. 브랄런은 
한때 카리부 골드 쿼츠 광산(Cariboo 
Gold Quartz Mine)의 회사 마을이었던 
웰즈(Wells)와 함께 지금도 방문이 가
능합니다. 

100마일 하우스에는 몇 개 남지 않은 
그 시대의 바나드 익스프레스 역마차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3
년에 150주년을 기념한 클린턴은 한
때 학교 건물이었다가 후에 법원 역할
을 했던 붉은 벽돌 건물의 박물관을 자
랑합니다. 108마일 랜치 문화유산 유
적지(108 Mile Ranch Heritage Site)에 
있는 개척시대 건물들 중에는 200마
리의 클라이즈데일 말 떼를 수용하기 
위해 1908년에 지어진 통나무 외양간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드러시 당시 
공급품 중심지였던 퀘스넬은 이 지역
에서 가장 유명한 금 채굴자를 기념하
기 위해 7월에 빌리 바커 데이즈(Billy 
Barker Days) 축제를 4일간 개최합니
다. 예일과 해트 크리크에 있는 BC 주 
유적지들은 이 지역 역사와 원주민들 
사이의 연계를 포함한 현지 이야기들
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골드러
시 트레일의 종착지였던 문화유산 마
을 바커빌은 캐나다 국가 유적지(Ca-

nadian National Historic Site)로, 이곳
에서는 안내 투어를 통해 골드러시 당
시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
습니다. 

비록 금을 발견한 몇 명만이 부자가 되
었지만, 많은 초기 개척자들은 BC 주 
초기 역사에서 도로, 철도, 다리를 건
설하고, 소 목장과 목재 회사를 설립하
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뉴 웨스트민스
터에서 바커빌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다양하고 독특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장대한 프레이
저 강에서의 급류타기 도전, 수백 개
의 원시 호수에서의 낚시, 각종 박물관
과 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접시를 이용해 금을 찾
는 행운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이로움
과 신비함으로 가득 찬 골드러시 트레
일 지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
시는 길에 골드러시 트레일 고속도로 
표지판을 찾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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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러시 챌린지 – 암호를 찾고, 
디지털 카드를 수집하며, 골드러
시 트레일의 멋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세요. 많은 상이 걸려 있어
요!  

골드러시 트레일 퀘스트(Gold 
Rush Trail Quest) – 가상현실, 보
물찾기, 퀴즈게임 등을 결합한 골
드러시 트레일 퀘스트는 가족 중
심의 활동으로, 골드러시로 돌아
가 당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활
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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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원시 온대 우림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삼림 종류 중 하나인 이 64,000km2

의 광활한 야생지대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나무들, 여러 고대 
원주민 문화유적지, 그리고 상당수가 
희귀하고 이 지역에만 사는 수천 
종류의 나무, 새, 동물을 자랑합니다. 

원주민, 관광업자, 자연보호 단체 및 
거주민들은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날 연어가 회귀하는 많은 강 
계곡들을 포함하여 대지의 약 30%
가 다양한 보존구역 지정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보존지역의 숲 
속에는 노새사슴과 “바다” 늑대 및 세 
종류의 곰인 회색곰, 흑곰, 커모드로 
가득합니다. 이 중 커모드는 흑곰의 
흰색 변종으로, BC 주 원주민들이 이 
곰을 신성시하여 스피릿 베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회색곰 및 커모드 
관찰은 해안에 자리한 여러 원주민 
마을의 중요한 경제적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스미스 사우스(Smith South)에서 
그레이트 베어 바다(Great Bear 
Sea)에 이르는 연장선은 멸종위기의 
흑등고래, 북방지역에 상주하는 
범고래, 이주형 범고래, 돌고래, 
물개, 바다사자, 수십 종의 바닷새 
등의 주요한 서식지를 포함한 
캐나다의 해양 다양성을 자랑하는 
주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클렘투 
북동쪽 내부 해협 깊숙이 자리해 
있는 해양 주립공원인 그레이트 
베어의 피오르드랜드 보존지역도 

그러한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레이디 더글라스 아일랜드 근처까지 
뻗어 있는 그림같은 해변을 포함한 
원시 해변들이 곳곳에 위치한 이 
보존지역에는 카이나치 하구와 머셀 
하구(이것은 높이 1,000m 이상의 
화강암 절벽이 솟아 있는 두 개의 
빙하 피오르드입니다) 및 미로와 
같은 여러 개의 섬, 구불구불한 수로, 
겹겹이 떨어지는 폭포 사이에 자리한 
전통적인 원주민 지역이 있는 히긴스 
패시지(Higgins Passage)가 자리해 
있습니다. 

벨라쿨라 주변의 수많은 하구, 작은 
만, 좁은 수로에서는 잊지 못할 바다 
카약과 야생동물 관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벨라쿨라 남쪽의 나무
(Namu)에서 서쪽으로 불과 10km 
지점에 있는 1,230km2의 하카이 
룩스발이즈(Hakai Luxvbalis) 
보호구역은 구불구불한 수로를 
통해 멋진 카약을 즐길 수 있는 
해안, 매혹적인 군도, 산책과 
캠핑에 이상적인 하얀 모래 해변을 
자랑합니다. 하카이 연구소는 BC 
주 해안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과학 연구소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연구소의 캘버트 
아일랜드 출장소는 BC 주 연안에서 
가장 큰 해양 보존지역인 하카이 
룩스발이즈 보호구역에 둘러싸인 
캘버트 아일랜드 내 면적 0.87km2

의 외딴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풍광은 거의 연중 내내 이 
지역을 강타하는 허리케인 태풍과 
북극의 사나운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캘버트 아일랜드는 멋진 
해변과 경치, 풍부한 조간대 생물들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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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 
협정은 세상에 주어진 소중한 선물
과도 같습니다. 이제 BC 주의 그레
이트 베어 우림지대는 더욱 확실
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6
년의 협정에 따라 중부 해안 삼림 
지대의 85%(31,000km2) 가 상업
적 벌목에서 영구히 보호받게 되었
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서식지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행복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버스 인렛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치누크 연어가 서식하는 곳 중 하
나입니다. 치누크 외에도 코호, 핑
크, 첨, 사카이 연어와 링카드, 스틸
헤드, 태평양 광어가 이 지역 관광
업자의 안내로 낚을 수 있는 대표
적인 어종들입니다.

딘 강은 세계적인 스틸헤드 낚시 
대상지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는 
방문객들의 오랜 소망을 실현시켜 
주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경험과 모험을 안겨줄 숙소와 가이
드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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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하이테크 텐트 장비로 캠핑을 
하든, 집처럼 편안한 고급 캠핑카로 도
로 여행을 하든,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와 프레이저 캐니언의 네 개의 독특한 
지역들에서는 BC 주에서 가장 멋지고 
생태학적으로 독특한 경관을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여행
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산맥의 누할크 및 캐리어 원
주민 영토 한 가운데에는 네 개의 독
특한 식생대를 자랑하는 거칠고 광대
한 트위즈뮤어 주립공원이 자리해 있
으며, 이 공원에는 두 곳의 자동차 진
입 구간과 오지 야생 캠핑장이 갖추어
져 있습니다. 중부 해안의 15,000km 
원시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여
러 생태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에는 6
개 이상의 해양공원이 자리해 있습니
다. 또한 벨라쿨라 밸리의 하겐스보르
그에서는 현지 관광 업체가 RV 고객
들을 위한 자연 보존 트레일을 운영하
며, 이로 인해 연령이나 체력에 관계 
없이 다양한 탐험가들이 이 계곡에 진
입할 수 있습니다.  

칠코틴 강 유역의 불 캐니언은 강변 산
책로 옆에 위치한 얕은 동굴들을 자랑
하며, 무지개 송어로 가득한 서부 칠
코틴의 님포 호수와 애너힘 호수에 자
리한 RV 공원 및 낚시 롯지들은 헌렌 
폭포, 모나크 빙원(Monarch Icefield), 
레인보우 산맥(Rainbow Mountains) 
및 칠코틴 아크(Chilcotin Ark) 건너편
의 멋진 곳까지 인기 있는 안내 비행
관광을 제공합니다. 펀지 호수(Puntzi 
Lake) 지역은 캠핑과 코카니 연어 낚
시에 적합한 곳입니다. 70마일 하우
스 북동쪽 카리부에 있는 그린 호수
(Green Lake)는 잘 갖추어진 시설을 

자랑하며, 여름철에는 물이 수정처럼 
맑아 한가로운 수영과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크 라 해치(Lac la 
Hache)에서는 97번 고속도로 옆의 민
간 및 주립 캠핑장을 통해 호수로 진입
이 가능합니다. 

론 뷰트 근처의 헤서웨이 호수(Hatha-
way Lake)와 윌리엄스 레이크 동쪽의 
홀스플라이 호수 및 퀘스넬 호수에는 
한적하고 평온한 공원들이 자리해 있
습니다. 사실 퀘스넬 동쪽의 웰즈와 
바커빌 주변 등 이 지역에는 약 65개
의 민간 및 공영 캠프장과 RV 공원이 
있습니다. 카리부 산맥의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보런호수 주립공원 캠핑장
에서는 카누나 카약을 대여하여 세계 
최고의 카누 서킷 중 하나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얼어 있는 보
런의 여러 호수에서 다양한 안내 오지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연중 내내 수
상비행기를 이용한 모험 서비스도 제
공됩니다.

호프에서 캐시 크리크까지 프레이저 
캐니언을 따라 이어지는 트랜스 캐나
다 1번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장
대한 프레이저 강에서 모험을 즐기는 
급류타기 애호가들과 아름답게 보존
된 주립공원을 구경할 수 있으며, 보
스턴 바, 리턴, 스펜시스 브리지, 애시
크로프트 등의 지역에서는 역사적이
고 문화적인 원주민들과 골드러시 트
레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오캐싱은 투어를 즐기면서 “숨어 있
는” 야생의 비경을 찾는 또 하나의 방
법으로, 모험가들은 GPS 장치를 이용
하여 지오캐시라 부르는 숨은 상자를 
찾습니다. 수첩과 연필이 들어 있는 금

속 실린더로 된 지오캐시 중 하나가 벨
라쿨라 근처의 클레이턴 폭포에 숨겨
져 있습니다. 라이클리의 한 “캐셔”는 
한때 덫 사냥꾼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며, 지금은 예전의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장소에 “어린이용 보물들”을 숨
겨 두었습니다. 가장 독특한 아이디어
를 자랑하는 지오캐시는 골드 컨트리
(Gold Country)의 지오투어리즘(Geo-
Tourism) 프로그램에서 릴루엣 및 남
부 카리부 전역에 숨겨둔 지오캐시일 
것입니다. 서부 칠코틴의 새로운 프리
덤 하이웨이(Freedom Highway) 캐시 
시리즈도 지오캐싱 애호가들에게 인
기가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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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고속도로에서 북쪽으로 32km 
지점의 알렉시스 크리크-나즈코 로
드(Alexis Creek-Nazko Road)에 있
는 나즈코 주립공원은 카누, 낚시, 
캠핑, 야생동물 관찰로 잘 알려져 있
습니다. 이 광대한 습지는 무스와 수
중 모피동물의 서식지이며, 이곳에 
마련되어 있는 시골풍의 캠핑장들
은 진정한 야생 공원의 경험을 안겨
줍니다. 

마후드 호수(Mahood Lake) 서쪽 끝
에 있는 캠핑장은 가족 여행객과 낚
시꾼들이 찾는 조용한 캠핑장으로, 
웰즈 그레이(Wells Gray)에서 유일
하게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가 
아나라서, 물이 차갑지 않아 기분 좋
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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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부 칠코틴 코스트와 프레이저 캐
니언을 눈으로 즐기는 방법 중에서 오
토바이에 앉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타
고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주변 경치와 
도로 내음, 바람의 느낌과 하늘의 모습 
등 모든 것이 곧바로 선명하게 와 닿습
니다. 오토바이족들의 방문지 순위에 
높게 자리해 있는 이 지역은 너무나 다
양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곳의 지형
은 숲으로 둘러싸인 시골 호수에서부
터 울퉁불퉁한 금빛 초지, 붉은 바위 협
곡, 기괴한 모양의 바위 기둥까지 다양
한 모습을 연출하며, 깎아 지른 절벽, 
짙은 뭉게구름, 강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계곡 등 아름다운 경치들로 가득 차 있
습니다. 또한 많은 도로에는 잠깐동안 
멈춰 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음미해 
볼 수 있는 갓길 여유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루트는 서로 다른 독특한 모습
을 보여줍니다. 1번 고속도로는 멋진 
경관을 연출하는 중심 무대로, 굽이쳐 
내려가는 프레이저 캐니언을 따라 절
벽을 감고 돌아가는 도로가 암벽을 지
나고 프레이저 강 위로 수백 미터 튀어
나온 위험한 바위들을 지나갑니다. 한
편, 남부 카리부에는 24번 고속도로(낚
시 고속도로)가 오래된 농가, 목장, 목
재 러셀 울타리 사이로 지나가며, 100
개 이상의 호수, 최고의 낚시터, 그리
고 아스팔트 도로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게스트 
목장과 호숫가 리조트가 자리해 있습
니다. 북부 카리부의 26번 고속도로는 
퀘스넬에서 바커빌까지 가문비나무향
으로 가득한 구불구불한 도로로 이어
져 있으며, 새로 복원된 골드러시 선술
집과 멕시칸 힐(Mexican Hill), 로버스 
루스트(Robber’s Roost), 블레싱즈 그

레이브(Blessing’s Grave), 데빌스 캐
니언(Devil’s Canyon) 등 흥미를 자극
하는 장소들을 지나갑니다. 반면 20번 
고속도로는 윌리엄스 레이크에서 칠코
틴 고원을 지나 서해안의 벨라쿨라까
지 광활한 하늘 아래 외롭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탁 트인 경치를 배경으로 가
끔씩 작은 마을과 구식 잡화점을 지나
가는 이 도로는 단 한 개의 신호등도 없
이 456km 길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토바이족들은 이 지역에 차량이 별
로 없다는 사실도 매우 좋아합니다. 주
요 도로를 벗어나면 길이 거의 비어 있
으며, 몇 대의 RV와 트럭 외에는 그 어
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달릴 수 있
습니다. 또한, 야생지대를 통과할 때는 
도로가 마치 거대한 뱀과 같이 이어져 
있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
실 도로의 많은 곳에서 차량보다는 흑
곰, 큰뿔야생양, 산양, 독수리, 울음고
니 등 야생동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
니다. 다른 스포츠를 동시에 즐기는 오
토바이족들은 외딴 호수, 내리치는 폭
포, 굽어보는 산봉우리 등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갈래의 자갈 도로도 좋아합
니다. 이 거친 비포장 도로들에는 차량
이 거의 없어 굽이굽이 이어지는 도로
와 아름다운 오르막길을 달리며 평화
로운 상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승객이라고는 카우보이와 웅얼
거리는 말들밖에 없는 빅 바 페리(Big 
Bar Ferry)를 타고 강을 건널 때처럼, 
이곳에서는 어디를 가든 독특한 경치
와 자연의 소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
다. 

코스트 산맥에서 가장 높은 와딩턴 산
과 광대한 호매스코 빙원까지의 수상
비행기 투어도 이러한 독특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무지개 송어를 잡을 
수 있는 호수나 카푸치노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등 이곳의 정보를 자세하
게 알려주는 친절한 현지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극찬 일색의 
후기로 가득한 웰즈의 아늑한 식당 베
어즈 포 카페(Bear’s Paw Café)와 정
문 입구에 “서두르지 마세요 – 여러분
을 쉬어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
니다”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 스펜시
스 브리지 마을의 클래식 바이커 바인 
로그 캐빈 펍(Log Cabin Pub) 등의 숨
은 보석도 알려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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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오토
바이족들은 클린턴-파빌리언 로드
(Clinton-Pavilion Road)에서 북쪽
으로 제스몬드와 도그 크리크를 지
나 프레이저 강 건너 갱 랜치(Gang 
Ranch)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좋아
합니다. 이곳에서는 북쪽으로 알
칼리 레이크를 지나 윌리엄스 레
이크까지 계속 진행하거나, 갱 랜
치 시골을 따라 칠코틴 지역 너머
까지 올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오토바이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루
트는 스펜시스 브리지에서 8번 고
속도로를 타고 가다 97C 고속도로
를 만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로
건 레이크까지 이동한 후 애시크로
프트까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가는 루트입니다. 이 서클 루트는 
구불구불한 도로와 멋진 경치로 인
해 오토바이족들이 한 번은 꼭 탐
험해야 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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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산악자전거 분야의 많은 사람들
은 이 지역을 “캐나다 산악 자전거의 
비공식 수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곳
에서는 레저와 모험을 추구하는 자전
거족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지형과 트레
일은 강 계곡, 거친 협곡, 산봉우리, 벌
목도로, 가파른 루트, 경사로, 싱글트
랙 능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독특한 경
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같은 장
소에서 두 번 타는 일 없이 한 여름을 
자전거 타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
실 2012년 레드불이 제작한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Where the Trail Ends)”
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전 세계 5개
국의 처녀 지형을 찾아 나선 윌리엄스 
레이크 출신 제임스 도어플링(James 
Doerfling) 등의 세계적인 프리라이드
를 보여주는데, 이 중에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의 프레이저 강 및 칠코틴 강의 
협곡 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퀘스넬 자전거 애호가들은 베이커 크
리크와 계곡 바닥에 흩어져 있는 바위 
기둥의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이 지역
의 “핀즈(Pins)” 루트를 “부드러운” 라
이딩이라고 부릅니다. 퀘스넬 어드벤
처 스킬즈 자전거 공원(Quesnel Ad-
venture Skills Bike Park)에는 프리스
타일 구간, 펌프 트랙, 어린이 구간 등
이 갖추어져 있으며, 모든 수준의 바이
커들이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 마련되
어 있습니다. 웰즈-바커빌 지역에는 조
용한 습지를 지나가는 부드러운 판자
길 트레일에서부터 하루가 소요되는 
멋진 고산 지형의 산지 탐험에 이르기
까지 BC 주에서 가장 멋진 몇 개의 트
레일이 자리해 있습니다. 자전거 잡지
에서는 윌리엄스 레이크를 북미 “산악 
자전거의 샹그릴라”라고 부릅니다. 윌
리엄스 레이크 주변에 자리한 200개 

이상의 트랙 및 트레일 중에는 “애플로
(Aflo)”라 부르는 고리 형태의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구간에는 멋진 뱅
크 턴과 쉬운 트레일이 많아 이 도시에
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윌리엄스 레
이크 중심가에 있는 보이타니오 자전
거 공원(Boitanio Bike Park)은 BC 주 
내륙에서 가장 큰 40,000m2 이상의 면
적을 자랑하며, 6개의 주요 점프 라인, 
플로우 트레일, 로그 워크, 펌프 트랙, 
드롭 존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마일 하우스 지역에는 고원을 가
로지르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표
지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합쳐) 
각종 오지 트레일이 늘어서 있으며, 이 
트레일들은 108마일 랜치와 타운 중
심부에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센테
니얼 파크(Centennial Park)에서 시작
되는 트레일을 이용하면 스키 언덕까
지 이동이 가능하며, 인근 구릉지대의 
루트까지도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타운 남쪽의 99마일 트레일 구간에서
는 트레일을 따라 계속 진행하거나, 좀 
더 멋진 루트를 찾아 싱글트랙으로 벗
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술 수
준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인기
가 높습니다. 

카리부 마운틴 바이크 컨소시엄(Cari-
boo Mountain Bike Consortium)은 웰
즈, 퀘스넬, 윌리엄스 레이크, 100마일 
하우스 및 그 주변 지역의 산악 자전
거 트레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이 마을들 주변에는 모든 수준에 적합
한 다양한 트레일이 갖추어져 있어 대
부분의 라이더들은 이곳에서 마치 자
전거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
게 됩니다.

남부 칠코틴 지역에는 멋진 호수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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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렌 폭포 하이킹(16.4km) – 이 2
일 코스 하이킹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폭포인 헌렌 폭포까
지 이어집니다. 걸어서 이 멋진 폭
포까지 도달하려면 가파르고 구불
구불한 아름다운 길을 따라 하이
킹을 완주해야 합니다. 터너 호수
(Turner Lake)에서도 캠핑이 가능
합니다.

카리부 칠코틴 지역에는 야생 지
역, 연어 부화 수로, 유적지로 진
입할 수 있는 트레일 등, 캐나다
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가장 
독특한 트레일 네트워크가 갖추
어져 있습니다. 골드러시 트레일
에 있는 코튼우드 하우스 유적지
(Cottonwood House Historic Site)
의 3.5km 자갈 트레일이 그 좋은 
예이며, 이곳에서는 골드러시의 
역사를 배우고 코튼우드 강의 전
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턴 인근의 스타인 밸리 잉클라
캅무 헤리티지 공원(Nlaka’pamux 
Heritage Park)은 문화적·자연적
으로 중요성을 지닌 곳으로, 스
트리언 크리크(Stryen Creek), 리
지 크리크(Lizzie Creek), 브림풀 
및 블로우다운 패스(Brimful and 
Blowdown Pass) 등의 멋진 하이
킹 트레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레일의 보고! 카리부 산 바이크 
컨소시엄은 카리부 마을들의 주변 
산과 구릉에 있는 다양한 수준의 
트레일들을 홍보합니다. 웰즈에
서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방문객들
은 다양한 지형과 장애물, 세계 수
준의 바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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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으로 고산 및 아고산 목장들을 잇는 멋
진 초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6km 
길이의 클래식한 싱글트랙인 건 크리크 
루트(Gun Creek Route)는 사시나무와 
미루나무가 섞여 있는 침엽수림을 지나
면서 그 고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사우스 
티오튼 호수(South Tyaughton Lake)의 
길이 28km의 테일러-피어슨 루프(Tay-
lor-Pearson Loop)와 윈디 패스(Windy 
Pass)로 이어지는 44km 길이의 하이 트
레일 루프(High Trail Loop)도 인기가 높
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오지 산악 자전
거인들은 수상비행기와 헬리콥터로 진
입하거나, 짐 나르는 말과 안내 투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 중부 해안 지역
의 스누카 트레일 시스템(Snooka Trail 
System)은 후생수 우림지대를 한가롭게 
지나갑니다. 이 네트워크의 퍼거토리 전
망대(Purgatory Lookout)에 도달하면 멋
진 고산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벨
라쿨라와 하겐스보르그 사이의 일련의 
트레일들은 다양한 난이도를 갖추고 있
습니다. 이스트 루프 트레일(East Loop 
Trail)은 50m의 고도 변화를 가진 5.5km 
길이의 초보단계 루트입니다. 좀 더 어려
운 코스인 웨스트 트레일(West Trail)은 
500m의 고도 변화를 가진 편도 3.8km의 
트렉입니다. 이러한 트레일들은 벨라쿨
라 밸리의 오지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
어가는 다른 야생 루트들과 연결되어 있
습니다.

이 지역은 등산객들과 산책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릴루엣에는 골
드러시 시절과 역사적인 고리를 제공하
는 아름다운 하이킹 트레일이 곳곳에 자
리해 있으며, 리턴의 스타인 밸리(Stein 
Valley)는 당일, 주말 또는 1주일 단위의 
오랜 트레킹을 위한 대표적인 목적지입
니다. 아마추어 지질학자들이 사각 지형
도(토포스)를 사용하는 클린턴 근처의 
마블 산맥(Marble Range)은 석회암 카
르스트, 나무로 우거진 수풀, 고산 능선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08마일 랜치 
부근 11.3km 길이의 세파 레이크스 트레
일(Sepa Lakes Trail)은 물새들로 가득한 
만과 라군을 통과하여 구비구비 돌아갑
니다. 캐님 레이크(Canim Lake)에는 세 
개의 웅장한 폭포가 있으며, 웨일 호수
(Whale Lake)는 4km 길이의 하이킹 트
레일 마지막 지점에 자리해 있는 훌륭한 
낚시터를 자랑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하이킹 장
소로는 윌리엄스 레이크의 인기 있는 리
버 밸리 트레일(River Valley Trail)과 퀘
스넬의 리버프런트 트레일(Riverfront 
Trail)이 있습니다. 바커빌 인근의 마운
트 아그네스 트레일(Mount Agnes Trail) 
네트워크는 오리지널 카리부 왜건 로드
를 따라가다 서밋 록(Summit Rock) 아
래쪽에서 야생화로 뒤덮여 있는 고산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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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들로 이어집니다. 칠코틴에 있는 
12km 길이의 차이카잔-요헤타 트레
일(Tchaikazan-Yohetta Trail)은 스펙
트럼 패스(Spectrum Pass)와 그림 같
은 도로시 호수(Dorothy Lake)를 지나 
차이카잔 밸리 및 요헤타 밸리로 연결
됩니다. 높은 수준의 하이킹족들은 트
위즈뮤어 주립공원에 있는 420km 길
이의 누할크 캐리어 그리스/알렉산더 
매켄지 헤리티지 트레일에 도전해 볼 
수 있으며, 이 트레일의 완주에는 보통 
25~30일이 소요됩니다. 이 지역에는 
도시형 등반객들이 언제든지 자유롭
게 오를 수 있는 산들도 있으며, 그 중 
잘 알려진 한 곳이 윌리엄스 레이크입
니다. 에슬러 암벽(Esler Bluffs)은 44
개의 루트를 자랑하며, 헌렌 폭포는 난
이도 초급(5.6 급)부터 중급(5.11+ 등
급)까지의 아슬아슬한 루트, 암벽 등
반, 싱글 피치 등을 갖추고 있어 등반
객들의 흥분을 유발시킵니다. 벨라쿨
라는 9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클래식
한 에어포트 월(Airport Wall: 5.9~10+ 
등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현지 여행사들이 주

선하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하이킹과 
등반의 인기가 높습니다. BC 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4,016m의 와딩턴 
산을 포함하여 코스트 산맥의 3,000m 
이상 봉우리들을 정복하기 위해 전 세
계에서 등반객들이 모여듭니다. 빙
벽 등반가들은 마블 캐니언 주립공원
(Marble Canyon Provincial Park)의 
얼어 붙은 크라운 레이크 폭포(Crown 
Lake Falls)에 오릅니다. 이곳의 인
기 있는 루트로는 카 렉커 걸리(Car 
Wrecker Gully)와 멋진 5피치의 토컴 
폴(Tokkum Pole) 등이 있습니다. 릴루
엣 서쪽 세턴 포티지에서 앤더슨 호수
(Anderson Lake) 서쪽으로 이어지는 
33km 길이의 다시-앤더슨 레이크 로
드(D’Arcy-Anderson Lake Road)도 빙
벽 등반가들이 흔히 찾는 장소입니다.

카리부 칠코틴 지역에서 휠체어를 이
용할 수 있는 구간을 늘리려는 지속적
인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에 할리스 
레이크(Hallis Lake), 천 크리크(Churn 
Creek), 인터레이크스 로 모빌리티 트
레일(Interlakes Low Mobility Trail), 99
마일 액세서블 트레일(99 Mile Acces-

sible Trail) 등 4개의 트레일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99마일 액세서블 트
레일은 푸른 숲속을 지나 노르딕 빈스
토크(Nordic Beanstalk) 통나무집 구
역에서 끝이 나며, 트레일 곳곳에 있
는 여러 개의 전망 포인트에서 습지 및 
100마일 하우스와 스티븐슨 호수(Ste-
phenson Lake)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108 레이크 액
세스블 트레일(108 Lake Accessible 
Trail)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
도 트레일 출발점에 있는 유명한 108
마일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108 레이크 
및 그와 연결되는 세파 레이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약 7km 길이의 쉬운 등
급의 연속 루트로 이루어진 이 트레일
에서는 다양한 야생동물과 물새를 관
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트레일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
한 2개의 옥외 화장실, 피크닉 테이블 
3개, 벤치가 놓인 10개의 휴식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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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는 야생이 그대로 남아 있는 
태평양 하구들까지의 조디악 보트 투
어, 희귀 초지 생태계에서의 조류 관
찰, 연어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산양 
서식 지대에서의 4x4 투어, 오지 승마 
트레킹, 카누 사파리 등 많은 투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리부 칠코틴 코
스트 및 프레이저 캐니언은 각양 각색
의 야생 동물이 살고 있는 울타리 없는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같습니다. 카리
부의 산양, 코스트의 범고래, 칠코틴의 
카리부, 프레이저 캐니언의 큰뿔야생
양 등 풍부하고 다양한 야생동물로 인
해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야
외 쇼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
스와 카리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강
가를 어슬렁거리는 회색곰을 보는 것
은 순전히 운일까요? 그것은 위험한 
일인가요? 이 지역의 에코 투어 가이
드, 야외 레저 업체, 동식물 연구가들
이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며, 사
람과 야생동물 및 서식지에 위험을 가
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
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특정 동물들
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 지 잘 아는 
경험 많은 공인 가이드들이 각 고객에
게 맞는 최고의 체험을 제공하며, 다양
한 숙박 및 투어 선택 등을 안내해드
립니다.

이곳은 야생동물 사파리와 고급 호숫
가 롯지가 함께 공존하며, 지나가다 만
나는 것이라고는 독수리, 늑대, 돌고
래, 고래 등 끝없는 동물들의 행렬밖에 
없습니다. 현지 생물학자들이 에코 래
프팅 모험을 이끌어주는 벨라쿨라 강

과 아트나르코 강에는 명금류들이 모
여들고, 수달, 밍크, 늑대 및 사슴들이 
먹이를 찾습니다. 아마추어 및 전문 조
류학자들은 물총새, 매, 부엉이, 휘파
람새, 딱따구리 등의 본고장인 카리부 
산맥까지 조류관찰 투어를 떠나며, 셀
프 안내 조류관찰자들은 화이트 펠리
칸, 백조, 명금류를 찾아 윌리엄스 레
이크의 스카우트 아일랜드 조류 보호
구역(Scout Island Bird Sanctuary)을 
돌아 다닙니다. 카리부, 산양, 늑대 등
이 출몰하는 트레일을 탐험하는 고산 
노새 트레킹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또 하나의 인기 있는 활동
입니다.
 
칠코틴 지역의 외딴 야생구역인 요헤
타 윌더니스(Yohetta Wilderness)는 
산양, 큰뿔야생양, 보브캣, 울버린뿐
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남은 
야생마의 서식지입니다. 릴루엣 주변
의 남부 카리부는 사막 지형으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깎이고 햇빛에 
탄 이곳은 방울뱀과 프레리도그의 고
향이며,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하늘 높
이 날아오르는 곳입니다.

BC 주의 중부 코스트, 칠코틴 산맥, 북
동 카리부 고원에는 많은 회색곰이 살
고 있어 BC 주는 지구상에서 회색곰을 
관찰할 수 있는 최고 여행지 중 세 번째
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공인된 곰 전
문가들이 회색곰과 흑곰의 자연 서식
지인 이곳의 거친 피오르드, 하구, 초
지, 강유역 등으로 투어를 안내하며, 
곰의 서열과 바디 랭귀지 등에 대해서
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곰은 도로
에서 또는 고산까지의 당일 여행을 통

해 관찰할 수 있으며, 연어를 잡는 회
색곰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하루 또는 
며칠에 걸쳐 강으로 보트 여행을 떠나
기도 합니다. 또한 그레이트 베어 우림
지대는 전설적인 커모드(스피릿 베어)
를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입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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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BC 리버스 데이(B.C. Riv-
ers Day) 중에 열리는 호스플라
이 강 연어 페스티벌 동안에는 부
화를 위해 회귀하는 연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통역사 프
레젠테이션, DFO 키오스크, 모
든 연령을 위한 예술작품 및 수
공예품,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트
레일 산책, 맛있는 원주민 케이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부 칠코틴의 이차-일가추즈
(Itcha-Ilgachuz) 산 카리부는 북
미에서 가장 남쪽에 거주하는 종
입니다. 애너힘 레이크 북쪽 산봉
우리에서 살고 있는 이 독특한 무
리들은 빙하가 녹았던 시기에 나
타난 카리부들과 유전적으로 동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곰 관찰 장소인 이 
독특한 지역에서는 해안 피오르
드에서부터 하구의 높은 산정상
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소에서 흑
곰, 회색곰, 커모드 곰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가이드 및 
동식물 연구가들과 함께 계곡을 
따라 강에서 보트를 타거나, 하늘
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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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스포츠, 스파 휴식 및 골프 – 카리
부 칠코틴 코스트 및 프레이저 캐니언
의 쾌적하고 목가적인 여름으로 여러
분을 초대합니다. 캐나다에서 호수와 
강이 가장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이 수
영, 수상 스키, 웨이크 보드, 카누 애호
가들의 천국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것
이 아닙니다. 이곳은 보트나 물놀이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
은 곳입니다. 예를 들면, 남부 카리부
의 그린 호수는 수영과 수상 스키로 특
히 인기가 높으며, 칠코틴의 타트라요
코 호수(Tatlayoko Lake)는 오후에 지
속적으로 부는 온풍으로 인해 보트와 
윈드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유혹
합니다. 바다에서 카약을 즐기는 사람
들은 벨라쿨라, 데니 아일랜드, 클렘투 
등의 인근에서 고래, 돌고래 등과 함께 
노를 젓습니다. 롤러코스트 같은 래프
팅과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은 프레이
저 캐니언과 카리부 및 칠코틴 지역의 
최고 수준의 수많은 급류 루트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카누족들
은 북미에서 가장 멋진 야생 호수 모
험지 중 하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보런 호수 카누 서킷으로 모여듭니다.

다양하고 광활한 야생지역으로 유명
한 이곳에는 고급스러운 데이 스파와 
웰니스 센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
다. 일과 휴가를 겸하는 한 목장은 맞
춤형 테라피와 스파 서비스에 특화되
어 있으며, 밸리의 또 다른 목장에서
는 정통 태국 트리트먼트를 통해 극동
으로의 여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
러 외딴 휴양지들에서 전문 요가, 피트
니스, 힐링 휴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일본 스미시(Japanese 
Sumishi)에서부터 인도 아유르베다에 
이르기까지 요가, 피트니스, 영양 프로
그램을 결합한 전 세계의 전문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이 스파에서 활기를 되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관, 오지 
롯지, 리조트들도 마사지 서비스와 다
양한 웰니스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이지로 뒤덮인 구불구불한 언덕을 
따라 페어웨이가 협곡 속으로 쑥 들어
가 있고, 그린이 멋진 경관 속에 자리
해 있는 골프 코스에서 꿈깥은 골프를 
즐기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상의 상
상은 불가능하겠죠. 

이 지역에는 세 개의 챔피언십 18홀 골
프 코스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스탠 레나드(Stan Leonard)가 디
자인한 108 골프 리조트(108 Golf Re-
sort)는 줄지어 늘어선 나무들 속에 자
리한 6,217m의 페어웨이와 그린을 자
랑하며, 골프 애호가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합니다. 카리부의 구불구불한 언
덕에 자리 잡고 있는 5,735m의 아름다
운 윌리엄스 레이크 골프 & 테니스 클
럽(Williams Lake Golf & Tennis Club)
은 호수와 시내 중심가의 멋진 전망
을 제공하는 구불구불한 지형으로 설
계되어 있습니다. 과거 헤리티지 과
수원 자리에 계곡을 기반으로 설계된 
5,797m의 퀘스넬 골프 코스(Quesnel 
Golf Course)는 넓게 탁 트인 프런트 
9홀과 짧지만 난이도가 높은 나머지 
9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는 독특한 가족 단위의 9홀 코스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스 레이크 
남단 전망의 97번 고속도로 옆에 원주
민이 개발한 고요테 록(Coyote Rock) 
골프 코스, 캐시 크리크에 위치한 사막
의 보석 셈린 밸리 골프 코스(Semlin 
Valley Golf Course), 또는 양들의 방해

를 받았을 때 무료 멀리건을 제공하는 
릴루엣 십 패스처 골프 코스(Lillooet 
Sheep Pasture Golf Course) 등도 시
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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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버트 아일랜드의 하얀 모래 
해변에서 태평양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저절로 신비로운 
열대 휴양지 속으로 빨려 들어
가게 됩니다. 이 보호구역은 오
위키노(Wuikinuxv) 원주민의 전
통 영토 내에 자리해 있으며, 오
지 바다 카약, 하이킹, 스쿠버 다
이빙으로 유명합니다. 

캐님 레이크는 슈스왑 원주민 
밴드의 전통 영토입니다. 여러 
개의 리조트, 캠핑장, 캐님 비치 
주립공원이 자리해 있는 이곳은 
낚시, 카누 및 카약, 수영, 피크
닉, 수상 스키 등으로 인기가 높
은 최고의 여름 휴양지입니다. 
이 지역은 오지 호수 휴가, 하
이킹, 게스트 목장, 승마, 돌 수
집, 사진찍기 등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

타틀라요코 호수에서 윈드서핑
이나 카이트보딩을 즐겨 보세
요. “타틀라요코(Tatlayoko)”는 “
바람이 센 호수”라는 뜻의 칠코
틴 언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바람이 세게 불어 윈드서핑이
나 카이트보딩에 아주 이상적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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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100마일 하우스에 있는 스톤 베
어 갤러리의 조각가 밴스 티오렛
(Vance Theoret)은 설화 석고, 동석, 
점판암, 녹니석 및 키시 스톤으로 자
신의 예술을 표현합니다. 밴스는 각
각의 돌과 자신을 연결시킴으로써 
옛날의 기억들이 자신에게 되살아
나도록 만듭니다.

프레이저 캐니언의 턱위옴(Tuck-
kwiowhum) 문화유산 마을에서는 
여름 롯지, 한증막, 토기 솥, 움집 등
을 통해 전통 원주민들의 문화를 체
험할 수 있습니다.

타틀라 레이크 근처 서부 칠코틴에 
위치한 반 부티크(Barn Boutique)는 
현지 미술품을 구입하고 전 세계로
부터 온 독특한 물건들을 둘러볼 드
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곳은 
더 많은 현지 보물들을 찾아볼 수 있
는 연례 타틀라 레이크 아티잰 페어
(Tatla Lake Artisans Fair)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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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 땅입니다. 
. . 마치 자석처럼 저를 그 영혼 속으로 
빨아들이죠.” 이 말은 작가 리치먼드 P. 
홉슨(Richmond P. Hobson)의 3부작 책 
중 1부인 1978년의 “산맥 너머 초지: 북미 
대륙 최후의 위대한 개척자를 찾아(Grass 
Beyond the Mountains: Discovering the 
Last Great Frontier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에 나오는 문구로, 이 광대한 
지역의 풍광이 이 지역의 문화와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가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만든 곡들은 토템, 드럼, 구슬 
및 기타 예술품들과 더불어 수천 년 동안 
춤과 노래로 이어져 왔으며, 이 지역의 
강력한 소속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04
년 에밀리 카는 “목장용 조랑말’을 타고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 “카리부 지역이 저에게 베푼 만큼 제가 
이곳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1914
년 이 지역을 여행한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A.Y. 잭슨(A.Y. Jackson) 또한 
이 지역에 매료되어 1940년대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현재 전 세계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현대 미술가 마크 홉슨(Mark Hobson)
도 칠코틴의 풍경과 캘버트 아일랜드 등 
중부 해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감을 받아 
왔으며, 미래 세대들을 위한 해안선 보호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이 섬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홉슨을 포함한 
미술가, 시인, 작가 등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50인 이상의 예술가들이 “위기에 
처한 캐나다의 레인코스트: 오일이 없는 
해안을 위한 아트(Canada’s Raincoast 
at Risk: Art for an Oil-Free Coast)”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BC 주 중부의 숨은 보석 중 하나인 퀘스넬 
아트 갤러리와 이 지역 최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퀘스넬의 
아트리엄(ARTrium) 등 이 지역의 여러 
갤러리들을 둘러보고 싶어 합니다. 폐기된 
소방서에 많은 장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센트럴 카리부 아트 센터와 멋지게 
복원된 1920년대의 기차역에 도자기, 
직조물, 기타 비주얼 아트가 전시되어 있는 
윌리엄스 레이크 스테이션 하우스 갤러리
(Williams Lake Station House Gallery) 
등의 갤러리들은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턴 남쪽의 시스카 아트 갤러리(Siska 
Art Gallery)는 현지 원주민들의 예술작품, 
수공예품, 잼, 차 등을 전시하며, 보스턴 
바의 주 아트(Zoo Art) 갤러리는 재활용 
자재와 폐기된 착색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흰색 톤의 콘크리트 건물에 
자리해 있습니다. 100마일 하우스에 있는 
건물들에는 역사적 인물과 개척자들의 
삶을 그린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스톤 베어 
갤러리(Stone Bear Gallery)는 설화 석고, 
동석, 점판암, 녹니석 및 키시 스톤으로 된 
조각품들을 자랑합니다. 매년 4월에 열리는 
애시크로프트 아트 쇼(Ashcroft Art Show)
는 현지 예술가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크리스 해리스(Chris Harris)
의 팬들은 108마일에 있는 크리스 해리스 
갤러리를 방문하여 이 지역의 아름다운 
사진 작품을 감상하고, 이 지역에 대한 그의 
새로운 관찰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사진작가의 여정(British 
Columbia’s Cariboo Chilcotin Coast: A 
Photographer’s Journey)” 등 그의 책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술 및 문화의 보고는 웰즈 
타운입니다. 이곳에는 스튜디오와 갤러리가 
자리해 있는 다채로운 색상의 문화유산 
건물들이 있으며, 휴양객들이 아트 

스쿨에서 민속 예술과 음악 수업을 듣는 
등, 타운 자체가 예술가들의 휴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운의 복원된 선셋 
시어터(Sunset Theatre)에서는 다양한 
전문 음악, 영화, 연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웰즈에서는 8월 첫째 주에 매우 인기 
있는 4일간의 아츠웰즈 페스티벌 오브 
올 씽즈 아트(ArtsWells Festival of all 
Things Art)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퀘스넬 원주민 매튜 페인(Matthew Payne)
이 보여주는 1860년대 소몰이에 대한 
카리부 벅아이(Cariboo Buckeye) 등 각종 
공연이 열리며, 여러 다른 예술 분야의 
뮤지션들과 재능인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예술가들의 워크숍 등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합니다. 한편, 바커빌의 시어터 로열
(Theatre Royal)에서는 복장을 갖춰 입은 
통역자들이 마치 186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윌리엄스 
레이크의 스튜디오 시어터 소사이어티
(Studio Theatre Society)는 지난 60년 동안 
라이브 극장을 운영해 왔습니다(10월부터 
6월까지). 호스플라이의 아트 온 더 플라이 
페스티벌(Arts on the Fly Festival)에서는 
음악, 춤, 음식, 오락 등을 즐길 수 있으며, 
클린턴스 워(Clinton’s War)에서는 1주일 
동안 의상 대회를 개최하여 중세의 생활을 
재연합니다. 애시크로프트의 와인딩 리버스 
아츠 앤 퍼포먼스 소사이어티(Winding 
Rivers Arts and Performance Society)에서 
개최하는 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미술 전시 
등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창조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냅니다.

카리부는 서부 전역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가수이자 시인인 “캐멀” 데이브 
하웰(“Camel” Dave Howell)의 고향입니다. 
“서부에서 가장 빠른 카우보이 시인”이며 
윌리엄스 레이크의 공식 카우보이 시인 
크랭크 글리슨(Frank Gleeson)의 공연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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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 메도우 팜즈(Moose Meadow 
Farms)는 교육 농장 투어, 농장 마
당에서의 생일파티, 화환 만들기 워
크숍, 단풍 설탕 제조, 앤틀러 셰드 
기프트 숍(Antler Shed Gift Shop) 
등 다양한 농장 체험을 제공합니다.
스펜시스 브리지의 도로 가판대에
서부터 캐시 크리크 북쪽의 호스
팅즈 농산물 시장(Horsting’s Farm 
Market)에 이르기까지 프레이저 캐
니언에서는 농장에서 갓 재배한 농
산물들이 주로 출시되며, 이 루트에
서는 골드러시 트레일의 전설적인 
과일과 채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칠코틴의 목장들은 세계 수준의 가
축 관리와 지속가능 목장업을 시행
해 나가면서 최고급 소고기를 시장
에 출시합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목
장을 체험하고, 초지에서 바로 식탁
으로 올라온 요리도 맛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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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캐니언 및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지역의 농부들과 특산물 
생산업자들은 건강한 토양 및 방목 초지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농장 및 목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과 농작물 재배 등과 
관련된 예술, 과학, 열정 등에 대해 함께 
나눌 기회를 환영합니다. 사회는 환경 
파괴 없이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이 
건강과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장거리 
배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식품 
안정화제의 필요성, 기타 방부제 사용 
등을 줄이는 것이 환경 지속가능성의 
핵심입니다.

프레이저 캐니언 지역에서는 “햇빛 
가득한 땅에 물만 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자랄 것이다”라는 말이 회자되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과수원, 야채 재배 
농가, 목장 초지 등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스펜시스 
브리지의 위도우 스미스(Widow 
Smith) 사과에서부터 애시크로프트의 
자이언트 감자와 맛있는 토마토까지, 
이곳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150년 이상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리턴  지역에서는 양파, 마늘, 호박, 
멜론, 고추, 토마토, 당근, 비트 및 50여 
종의 사과 등 과일과 야채를 재배하는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과 전통 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장들은 
식품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산처럼 내려오는 희귀한 가금이나 
전통 자연 수분을 이용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스카 트래디션즈
(Siska Traditions)를 방문하면 야생 
약초, 차, 새스커툰 베리, 허클베리, 야생 
양파, 야생 송이버섯, 포르치니버섯, 
곰보버섯 등 원주민들이 채집하는 전통 
식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남부 카리부가 포도 생산지로 
역사가 깊지는 않지만, BC 주 포도 
재배업자들은 리턴과 릴루엣 지역에서 
수 년 동안 포도밭을 시험해 왔습니다. 
릴루엣에 있는 포트 베런스 에스테이트 
와이너리(Fort Berens Estate Winery)의 
포도 덩쿨은 150년 동안 멜론, 토마토, 
알팔파 생산으로 비옥해진 토양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 와이너리는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2
년부터 BC 주 포도밭은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국제 와인 및 양주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 많은 금·은·
동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릴루엣은 
BC 주 생맥주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홉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터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013년 밴쿠버의 
파웰 스트리트 생맥주 양조장(Powell 
Street Craft Brewery)이 릴루엣의 
비터바인 홉 회사(Bitterbine Hop 
Company)가 재배된 유기농 홉을 
사용하여 생산한 맥주는 캐나다 
양조상(Canadian Brewing Awards) 중 
“올해의 맥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의 홉 농장들 덕분에 BC 주 
양조업자들은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홉을 가미하여 만들어지는 “프레시 
홉드” 맥주 등 새롭고 세련된 생맥주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퀘스넬의 바커빌 양조회사(Barkerville 
Brewing Company)는 이 유서 깊은 
지역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맥주를 
통해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홉을 사용합니다.

북부 카리부의 유기농 생산업자들은 
유명한 자작나무 시럽 바비큐 소스 
등 나무에서 바로 채취한 달콤하고 
특이한 맛의 자작나무 시럽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중부 카리부는 

마거리트(Marguerite)와 소다 크리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옥수수 등 별미 
농산물을 자랑합니다. 97번 고속도로 
옆에 자리한 오스트레일리아 목장
(Australian Ranch)에서는 7월부터 10
월까지 독특한 카리부 옥수수밭 미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칠코틴 지역에 있는 
16km2 면적의 한 숙소에서는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을 자체 도살장에서 
처리한 고기와 가정에서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맛보며 하룻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매주 농산물 시장을 열며, 
현지 예술품과 수공예품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 벨라쿨라 시장에서는 
여행객들이 각종 농산물을 구입하고 
꿀, 얼룩새우, 던지니스 게, 연어 등도 
맛볼 수 있습니다. 미식가들은 왈라왈라 
양파, 레드 러시안 마늘, 켄터키 원더 
완두콩 등을 판매하는 농부들이 문을 
열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 지역의 
다른 농장들도 헛간 문을 활짝 열고 
방문객들이 “계절 농사”가 빚어내는 
예술을 감상하며 현지 별미 요리를 
맛보고 또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BC 주 전체에서 매주 열리는 시장의 
목록은 bcfarmersmarket.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터들에서는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재배하며 생활의 지혜를 
배운다”는 이념의 4-H 대회도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실천으로 
배운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9~19세 
청소년들에게 현지 목장업자와 농산물 
재배업자들이 멘토가 되어 소, 말, 양, 
돼지, 바느질, 기계, 사진, 벌, 정원 
가꾸기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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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캐니언과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다양성은 이곳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음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주민 
전통요리, 카우보이 캠프파이어 
요리, 그리고 동양의 맛 등 이 작은 
마을들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속가능 생산 
및 토종 식재료에 중점을 둔 농촌 
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방문객들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음식을 시도한 후 새롭게 눈을 
뜬 입맛은 농산물 장터와 페스티벌을 
방문하면서 더욱 섬세해집니다. 
퀘스넬 가을 장터에서는 칠리와 
맥주캔 통닭구이를 먹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라크 라 해치에서 8월에 
열리는 사우스 카리부 마늘 페스티벌
(South Cariboo Garlic Festival)에서는 
가족 놀이, 라이브 음악, 마늘 요리 
경연대회 등으로 떠들썩한 와중에 
식도락가들이 마늘 푸틴, 파니니, 만두 
등을 먹기 위해 줄을 섭니다. 릴루엣의 
유명한 살구 초콤 페스티벌(Apricot 
Tsaqwen Festival)은 새스커툰 베리를 
맛보고 지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에는 골드러시 트레일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인기 있는 푸드 
체인에서부터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스토랑과 식당이 자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뚱뚱이 잭 식당(Fat Jack’s 
Diner)은 식당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언더그라운드 셰프 토드 바이든
(Todd Baiden)이 만든 맛있는 요리를 
선보입니다. 포트 베런스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는 현지산 농산물로 만든 
요리를 자체 생산한 최고의 와인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칠코틴 지역의 
20번 고속도로에 있는 킨니킨니크 
레스토랑(Kinnikinnik Restaurant)은 
현지에서 사육되어 목장 도살장에서 
인도적으로 처리된 소고기를 이용해 
만든 요리를 제공하며, 님포 베이커리 
& 카페(Nimpo Bakery & Café)는 BC 
주 최고의 홈 메이드 샌드위치 아침 
식사를 자랑합니다.

좀 더 멀리 있는 70마일 하우스의 
슈거 색(Sugar Shack)에서는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푸틴 등 퀘벡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애시크로프트의 
유니티(UniTea)는 차 한 잔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기농 
체험을 제공합니다. 

코스트의 요리는 갓 잡은 던지니스 게, 
대형 얼룩새우, 신선한 태평양 광어 
등, 맛으로 따졌을 때 그 어느 요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서해안 방향으로 
여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웰즈의 빅 H’s 
피시 앤 칩스(Big H’s Fish and Chips)
에 들러 바다-골드러시 스타일의 피시 
앤 칩스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곳곳에는 가족의 비밀 요리법을 
간직한 베이커리, 할머니가 만들어 
주던 것과 같은 홈 스타일 카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서 깊은 건물에 
자리한 식당, 미식 요리를 제공하는 
산꼭대기 산장 등이 여행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과 서비스는 ‘정말 놀랄만한 곳’ 
또는 ‘믿기 어려운 음식과 최고의 
서비스’ 등과 같은 표현으로 여행 
후기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원주민 로데오와 파우와우는 갓 
구워낸 뜨거운 배넉과 수폴랄리
(Soopolallie) 베리로 만든 전통 원주민 
“아이스크림”인 후슘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턱위옴(Tuckkwiowhum), 
햇술(Xatś?ll) 호이시텐(Xwisten)의 
원주민 문화 유적지들에서는 미리 
예약하는 경우 전통 요리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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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릴루엣의 멋진 경관 속에 자리 잡
고 있는 포트 베런스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는 상큼한 화이트 와인에
서부터 진한 풀 바디드 레드 와인
까지 최고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현지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이용한 
독특한 요리와 자체 생산한 와인
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골
드러시 트레일의 숨어 있는 보석
입니다.

이글스 네스트 리조트(Eagle’s 
Nest Resort)에 자리한 최고의 식
당에서 애너힘 호수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며 서해안 야생 연어 요리를 
즐겨 보세요. 

바커빌 양조 회사는 자체적으로 생
산한 맥주를 통해 바커빌 골드러시
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
고자 합니다. 이곳의 생맥주로 특
히 자랑할 만한 것은 고객들이 제
일 좋아하는 18캐럿 에일(18 Karat 
Ale), 완더링 캐멀 IPA(Wandering 
Camel IPA), 프로스펙터스 페릴 
필스너(Prospector’s Peril Pilsner)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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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애시크로프트에서 북쪽의 퀘
스넬 및 서쪽의 칠코틴 야생지역에 걸
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끝이 없는 
대지”는 로데오, 시골 게스트 목장, 리
조트 스타일의 고급 숙박 업소 등을 즐
길 수 있는 BC 주의 여행 목적지입니
다. 또한 이 지역은 승마 애호가들이 
독특한 현지 카우보이 문화에 빠져볼 
수 있는 진정한 소들의 고향으로, 숙
련된 목장 일꾼들이 이 상징적인 카우
보이 생활방식을 기꺼이 나누어 드립
니다.

카리부 칠코틴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일과 휴가를 겸하는 목장에서 숙소
를 정하고 열정적인 목동이 되어 말타
기, 로프 던지기, 낙인 찍기, 소몰이 등
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
스 위스퍼링 워크숍에 등록하여 인간
과 동물간의 궁극적인 유대감을 형성
하기 위해 “말들의 언어”를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차 일가추즈 주립공
원에 있는 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14일
간의 탐험에 참여하면 캐리어족들에
게 특히 의미가 깊은 흑요석 채석장 
근처의 고고학 유적지까지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사육장과 여
름 목초지 사이를 오가는 소떼 몰기와 
차이카잔-요헤타 밸리 루프 또는 칠코
틴의 포테이토 산맥(Potato Range)까
지의 며칠 간에 걸친 승마 트레킹도 즐
길 수 있습니다. 트레킹 도중 황혼이 
깃든 외딴 초지에 텐트를 치고 통통한 
무지개 송어를 낚아 프라이팬에 굽다 
보면 트레일 옆 호숫가는 멋진 휴양지
로 변신합니다.

사실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는 미식 레
스토랑, 수영장, 온수 욕조, 풀 서비스 
스파, 글램핑(“고급” 캠핑) 체험뿐만 

아니라 시골스러운 전통 캐나다 체험
까지 제공하는 게스트 목장 등 BC 주 
절반 이상의 게스트 목장이 자리해 있
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캠프 파이어 
주변에서 기타 연주, 카우보이 노래, 
재미나는 이야기를 듣고, 고풍스러운 
통나무집에서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별빛 아래 아늑한 침낭에서 잠을 자다 
멀리서 들리는 고요테 울음 소리에 새
벽 잠이 깨기도 하고, 커피향과 함께 
장작불에서 구운 콩, 배넉, 바삭거리
는 베이컨 등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타기로 긴 하루를 보낸 후 마
사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로데
오를 타고 기수로서의 기술과 용기를 
체험해 볼 기회도 있습니다. 거친 서부
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이든, 이 지
역 목장의 목동들은 말과 기수의 궁합
을 잘 맞추는 전문가들로, 수준에 관계 
없이 사시나무와 뱅크스 소나무 숲을 
통과하는 가족 중심의 저영향 트레일
에서부터 눈이 닿는 데까지 뻗어 있는 
건조한 산쑥 지대에서 몇 시간 동안 이
어지는 승마 트레킹까지 각자에 맞는 
승마를 추천해드립니다.

카우보이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면 윌
리엄스 레이크의 카리부 칠코틴 박물
관(Museum of the Cariboo Chilcotin)
을 반드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과거 및 현재
의 카우보이와 카우걸들을 기리고 보
존하기 위한 전시품들이 진열되어 있
으며, 이들을 통해 카우보이와 소몰이
꾼들이 BC 주의 거친 서부를 어떻게 
길들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박물
관에는 BC 주 카우보이 명예의 전당
도 자리해 있으며, 매년 열리는 명예
의 전당 행사(윌리엄스 레이크 실내 
로데오에서 4월에 개최)에서는 브리

티시 컬럼비아의 목장업자들과 로데
오 개척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최
신 카우보이 문화를 배우고 싶다면 캐
나다 데이 연휴 주말에 열리는 대형 야
외 행사인 윌리엄스 레이크 스탬피드
가 좋은 기회입니다. 안장 없이 말타
기, 새들 브롱크 및 불 라이딩, 팀 로

목
장

과
 로

데
오

“The first time, 
it’s a vacation.

After that, 
it’s coming home.”

Just 4 hours north of Vancouver
1-800-553-3533

www.sundanceguestranch.com
saddleup@sundanceguestra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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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인터레이크스 지역에서는 진
정한 카우보이들을 위한 두 개
의 로데오가 개최됩니다. 그 
중 브리지 레이크 스탬피드
(Bridge Lake Stampede)는 67
년 이상 관객들을 흥분시켜온 
하루 동안의 행사이며, 로 레이
크(Roe Lake)에서 열리는 인
터레이크스 로데오(Interlakes 
Rodeo)는 24번 낚시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서 열리는 인가된 
로데오입니다.

도시를 떠나 일과 휴가를 겸한 
목장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 보
십시오. 계절에 따라 칠코틴의 
여러 업체들이 운영하는 이러
한 며칠 간의 프로그램은 로프 
던지기, 말묶기, 소몰이, 목장 
말타기 등을 배울 수 있는 독특
한 기회입니다. 캠프 요리 대회
에 참여하여 요리 시간도 즐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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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스티어 레슬링, 원통 돌기 등으로 구성된 이 인가된 프
로로데오(ProRodeo)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관람객들이 모
여듭니다.

이 지역에서는 클린턴, 윌리엄스 레이크, 애너힘 레이크, 알
칼리 레이크, 인터레이크스, 레드스톤, 퀘스넬 등에서 열리
는 지역 로데오를 포함, BC 로데오 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들
이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이들 각각의 로데오는 해당 마을
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 로데오 양식에 각 
마을의 특별한 분위기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빌리 바커 데
이즈(Billy Barker Days)와 결합한 퀘스넬 로데오가 그 좋은 
예로, 마을 사람들은 1860년대의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 등
의 축제 활동에 참가합니다. 벨라쿨라에서 열리는 연례 행
사에서는 방문객들이 소똥 빙고에 참여하여 행운을 잡는 기
회를 노리며, 애너힘 레이크, 네마이아, 레드스톤 마을들은 
여러 가지 원주민 로데오 행사를 후원합니다. 100마일 하
우스의 리틀 브리치스 로데오(Little Britches Rodeo)에서
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며, 양 타기, 염소 묶기, 가짜 소 
로프 던지기 등이 인기가 높습니다. 클린턴에서 5월에 열리
는 웨스턴 문화유산 주간(Western Heritage Week) 행사에
는 카우보이 시 낭독, 웨스턴 뮤직 공연, 옛날식 무도회 등
이 열립니다.

로데오 시즌은 4월 윌리엄스 레이크에서 열리는 실내 행사
로 시작되어 9월 퀘스넬에서 개최되는 연말 BC 로데오 협
회 파이널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로데오 시즌에는 지역 전
체에서 전통 웨스턴 음악과 유명한 카우보이 매너 등을 잘 
보여주는 로데오 춤을 활발하게 선보입니다. 이 재미 있는 
행사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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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
시

와
 사

냥

힘센 물고기와 대형 사냥감을 찾고 계
신가요? 이곳에서의 낚시와 사냥에는 
단순한 체험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습
니다. 이 지역에서는 낚시와 사냥이 삶
의 한 방식이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
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평생 동안 매일 내륙의 새
로운 호수 또는 서부 해안의 새로운 지
점에서 낚시를 하거나, 사냥 시즌에 숙
련된 가이드와 함께 야생지역으로 들
어가 노새사슴, 무스, 캘리포니아 큰뿔
야생양, 산양, 흑곰, 쿠거, 스라소니, 보
브캣, 늑대, 고요테를 사냥한다고 상상
해 보세요.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의 건
전한 낚시 및 사냥 관행은 사냥꾼과 낚
시꾼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공인 가이드 및 야외 레저 업체
들은 큰 동물을 추적하거나 곰의 공격
을 예방하는 지식만큼이나 야생동물의 
보존과 그 서식지에 대한 지식도 풍부
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가이
드들은 원주민들이며, 모든 가이드들
이 이 지역의 지형에 익숙할 뿐만 아니
라, 야생동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동물들과 그들
의 서식지에 대한 지식 및 야생에서의 
생존 기술은 복잡한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지
식 및 기술을 보유한 가이드들이 방문
객들이 이 지역과 이 지역 야생동물을 
의미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BC 주 방문객들이 카리부 칠코틴 코스
트에서 사냥과 야생동물 관찰의 기회
를 최대한 높이려면 환경 및 야생동물 
보존 기준을 준수하는 이 지역의 해박
하고 숙련된 가이드 및 레저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는 BC 주의 진정한 오지 사냥을 동경
하고 낚시 체험에 도전하는 야외 모험
가들을 위해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4
계절 풀 서비스 고급 숙소에서부터 간
소한 오지 캠핑장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서비스와 숙박 시설이 준비되어 있
습니다.

힘센 물고기
이곳에서의 낚시는 단순히 시간을 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정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부 칠코틴 
코스트는 엄청난 크기의 무지개 송어, 
교활한 컷스로트 송어, 냉철한 스틸헤
드 등으로 유명한 8,000개 이상의 호
수와 17,000km에 달하는 강과 개울을 
자랑합니다. 거친 태평양 해안의 영양 
가득한 바닷물 속에는 싱싱한 연어, 대
형 태평양 광어, 왕새우, 신선한 던지니
스 게 및 다양한 종류의 새우들이 서식
합니다. 여행객들은 외진 리조트, 부티
크 숙소 또는 고급스러운 연안 수상 캠
프에 머무는 동안 불과 몇 분 거리에서 
최고의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리부의 끝없이 광활한 강과 호수들
에는 낚시꾼들이 “낚시 고속도로”라 부
르는 구간인 리틀 포트(5번 옐로우 헤
드 고속도로 상의 카리부 동쪽 경계)에
서 93마일 하우스(24번 고속도로의 서
쪽 종착지)까지의 도로 연장선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를 수원으로 하
는 쉐리단 호수(Sheridan Lake)는 9kg
까지 나가는 무지개 송어로 유명하며, 
이곳에서는 매년 송어 방류가 이루어
집니다. 수많은 만과 섬으로 이루어진 
인근 브리지 호수(Bridge Lake)에는 수
정같이 맑은 물 속에 무지개 송어, 레이
크 트라우트(곤들매기), 코카니 연어, 

부르봇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100개 이상의 호
수가 자리해 있는 인터레이크스 지역
은 진정한 낚시의 천국입니다. 최신 정
보를 원하면 연례 어류 방류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이 피싱 애호가들은 인근 퀘스넬 
호수에 살고 있는 무지개 송어의 3/4
이 태어나 자라는 호스플라이 강으로 
모여듭니다. 가을에 이곳은 부화 장소
로 이동해 가는 수 백만 마리의 사카이 
및 치누크 연어로 가득합니다. 퀘스넬 
인근의 보석 같은 드래곤 호수(Dragon 
Lake)에는 각종 부들개지가 줄지어 피
어 있으며 사이즈 좋은 송어들이 서식
하고 있습니다.

칠코틴의 멋진 코스트 산맥 언저리의 
샬럿 호수(Charlotte Lake)는 엄청난 
크기의 무지개 송어로 유명합니다. 플
라이 피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인근
의 님포 호수(Nimpo Lake)에서는 전세 
비행 서비스 업자가 주변의 롯지와 오
지 낚시 캠프까지 비행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카누 접근이 가능하고 많은 곤
충들이 서식하는 전설적인 블랙워터 
강(Blackwater River)에는 송어, 화이
트 피시, 스쿼시 피시 등이 풍부하며, 
아름다운 칠코 호수에서 흘러나온 칠
코 강의 푸른 물을 따라 무지개 송어와 
돌리바든 송어가 헤엄쳐 오릅니다. 현
지인들은 저녁 피딩을 위해 송어들이 
모여들어 훌륭한 낚시 장소가 되는 개
울의 입구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진
입이 쉬운 펀지 호수(Puntzi Lake)는 온 
가족이 낚시를 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생태학적 다양성을 지닌 이 코스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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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24번 낚시 고속도로를 따라 자리
해 있는 다양한 리조트에서는 “낚
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1등에 $1,000의 
상금이 걸린 겨울 낚시 대회와 이 
아름다운 지역의 많은 호수에서 
낚을 수 있는 4kg까지 나가는 무
지개 송어 …. 낚시꾼들에게는 하
나의 꿈처럼 들립니다.
비행기나 승마로 떠나는 사냥 여
행을 계획해 보세요. 칠코틴은 계
절에 따라 운영되는 현지 가이드 
및 레저 업체들과 함께 떠나는 최
고의 낚시 및 사냥 기회를 제공합
니다. 그들은 재미나는 이야기도 
공짜로 들려 드립니다.
스틸헤드의 중심지인 벨라쿨라 
북쪽의 딘 강에는 레저 업체들이 
베이스 캠프를 차려 놓고 있어 걱
정을 덜어 드리며, 톰슨 강의 스펜
시스 브리지는 멋진 여름 스틸헤
드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인기 높은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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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전 세계 여행객들과 동식물 애호
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닷물이지
만, 이 지역에는 호수와 개울도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연어가 대세를 이루
고 있는 이곳에는 수많은 저예산 및 고
급 롯지와 캠프들이 “대어”의 꿈을 좇
아 비행기로 들어오는 세계 각국의 고
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
한 낚시 모험은 흔히 벨라쿨라 타운에
서 출발하여 여러 하구와 섬까지 연결
됩니다. 이제 BC 페리와 퍼시픽 코스
탈 에어라인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BC 지도에서는 해안선의 모호한 연
장선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레이트 베
어 우림지대는 전 세계 낚시 애호가
들이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리버
스 인렛(Rivers Inlet)과 하카이 패스
(Hakai Pass)를 자랑하며, 이곳은 수
백만 마리의 연어들이 자신들이 태어
난 고향을 찾아 북태평양의 거친 조류
를 헤엄쳐 온 후 처음으로 육지에 도
착하는 곳입니다. 연어들은 여행 중
에 오들럼 포인트(Odlum Point), 갭
(Gap), 바니 포인트(Barney Point) 
등 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일부 낚시 

지역을 통과하며, 이들 지역에서 조
류가 부드럽게 순환하는 곳은 연어들
에게 휴식과 먹이활동 공간이 되어 낚
시꾼과 범고래에게 최고의 낚시 기회
를 선사합니다.

스틸헤드 낚시꾼 – 바다에서도 살아
가는 이 사나운 송어를 랜딩하는 행위
를 “낚시”라고 말하기에는 표현이 너
무 부드럽습니다. “스틸헤드의 중심
지”로 더 잘 알려진 딘 강을 순례하다 
보면 스틸헤드의 랜딩이 얼마나 짜릿
한 손맛을 안겨 주는지 알 수 있게 됩
니다. 강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레저 
업체들은 대어 낚시의 기쁨과 벌레 없
는 평화로운 탐험을 위해 베이스 캠프
를 제공합니다. 프레이저 캐니언의 스
펜시스 브리지는 톰슨 강변에 완벽하
게 걸쳐 있으며, 연말 스틸헤드 회귀
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사냥감
이 끝이 없는 대지에는 야생동물이 넘
쳐나며, 언제든지 사냥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레저 업체들은 대
상 동물의 종류, 지형, 계절에 따라 다
양한 사냥 기회를 제공하며, 단체의 규

모에 제한을 두고 모든 수준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열정, 야생동물의 보
존, 대지와의 강력한 연대는 이 지역 
전체에 얽혀 있는 문화적 실타래의 중
요한 일부입니다. 많은 가족 업체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운영되어 왔으며, 개
척자, 역사, 목장업, 문화, 요리 등 단
순한 야생동물 이상의 그 무언가를 제
공합니다. 캠프 주방이나 야외 장작불
에서 조리된 풍성한 음식은 하루를 끝
낸 뒤에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안락함을 
가져다 줍니다.

사냥꾼들은 레저 업체를 찾아 ATV, 승
마, 4x4, 강 보트, 옛날식 “도보,” 심지
어 블랙워터 강 지역에서의 스노모빌 
등, 스스로 여행 방식을 선택합니다. 
BC 주 가이드 및 레저 업체 웹사이트
(120쪽 참조)에서 지역 정보를 확인하
여 자신의 사냥 및 낚시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계절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선
택을 하든 저희는 경치, 야생동물, 전
문지식 제공을 통해 여러분의 낚시와 
사냥 경험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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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뚜렷
한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방문 
시기와 관계 없이 항상 방문객들을 만
족시키고자 하는 카리부 칠코틴 코스
트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곳의 겨울철은 공기가 매우 신선하
며 일몰이 마치 마술을 보는 듯 아름답
습니다. BC 주의 그 어떤 지역도 이곳
처럼 구불구불한 언덕, 오지 호수, 수
풀, 리조트와 목장, 밝은 햇빛, 대지를 
덮는 눈, 다양한 겨울철 레저 활동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헬리 스키, 눈썰매 타기, 스노슈잉, 얼
음낚시 등 이곳에는 모든 것이 풍부합
니다. 이곳 야생지역에서는 노르딕 및 
활강 스키, 스노모빌, 폰드 하키, 터보
건, 개썰매, 컬링 등으로 겨울 야외 활
동이 더욱 즐겁습니다. 이곳의 눈은 풍
부하고 건조하며, 하늘은 맑고, 즐길 
수 있는 겨울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빙벽 등반을 원하시나요? 릴루엣 근
처의 마블 캐니언 주립공원에서는 주
차 후 바로 등반이 가능하며, 이곳의 
도로변 얼음 폭포는 서부 캐나다에서 
가장 스릴 있고 접근이 쉬운 빙벽에 
속합니다. 스노모빌을 원하신다고요? 
넓은 공간, 풍부한 언덕, 광활한 트레
일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북미 곳곳에
서 썰매개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일부 트레일은 마치 금덩이처럼 퍼져 
있는 이 지역의 유서 깊은 마을들을 연
결하기도 합니다.

여러 마리의 허스키들이 끌고 가는 썰
매에 앉아 숲과 얼어 있는 호수들을 헤
쳐나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카리
부 칠코틴 코스트 및 프레이저 캐니언
에서는 아마추어 개썰매꾼들이 오지
를 체험하는 가장 멋진 방법인 독특한 

개썰매 여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겨울 캠핑, 눈 덮인 언덕에 
자리한 온수 욕조에서의 휴식, 아늑한 
롯지의 타오르는 장작불 옆에서의 조
용한 담소 등 또 다른 즐길 거리도 기
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즐기다 
보면 왜 이 지역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고 말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
게 됩니다.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놀이 수단은 개썰매밖에 없습니다. 오
늘날 이 독특한 이동 방식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추억을 쌓고자 하는 방문
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마
추어 및 숙련된 전문 개썰매꾼 모두 다
양한 안내 투어, 1대1 개썰매 워크숍, 
며칠 간의 개썰매 모험 등을 통해 야
생의 부름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도 생겨나 일부 레저 업
체들은 이누이트족만 이용하는 썰매
개를 자랑하며, 어떤 업체들은 전설적
인 알래스칸 맬러뮤트를 이용합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골드러시 트레
일 개썰매 우편배달(Gold Rush Trail 
Sled Dog Mail Run)은 자체적으로 개
썰매 팀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참가자들은 퀘스넬에서 손
으로 도장을 찍은 특별한 우편 봉투를 
발급 받은 후 유서 깊은 카리부 왜건 
로드를 따라 100km 길이의 루트를 통
해 웰즈까지 우편물을 배달할 것을 선
서합니다. 이 시합이 추구하는 것은 재
미와 동료애지만, 이 시합에서 1등이
라는 등수는 여전히 동네 술집에서 자
랑거리로 삼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스키를 좋아하시나요? 잘 다듬어진 
노르딕 트레일과 오지 스키 트레일에
서부터 가족 중심의 활강 코스, 스노슈

잉,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설산에서의 헬
리 스키까지 마음껏 고를 수 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화도 잊지 마세요. 이
곳에서 스케이팅 파티는 재미로 즐기
는 하나의 생활이며, 호수가 얼면 폰드 
하키 게임이 시작되어 방문객들도 언
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르딕 스키어들과 오지 마니아들도 
평온함과 고요함을 즐기기 위해 이곳
으로 찾아 옵니다. BC 주 노르딕 스키 
협회 회장 롭 번하트(Rob Bernhardt)
는 “고른 날씨, 이상적인 눈 상태, 활
기 넘치는 문화, 아름다운 자연 환경 
등 이 지역의 모든 것이 노르딕 스키
에 완벽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여러 리조트, 클럽, 마을들이 정기
적으로 트레일들을 유지 관리하므로, 
방문객들은 어느 방향으로 스키를 타
든 깔끔하게 다듬어진 트레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보 노르딕 스키어들은 
웰즈와 바커빌 사이의 8km 구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마련된 다른 
트레일들도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
다. 바커빌 부근의 아그네스 산(Mount 
Agnes)은 수풀 우거진 시골지역을 통
과하는 23km 길이의 트레일을 자랑합
니다. 퀘스넬 외곽의 할리스 호수(Hal-
lis Lake)는 멋진 경치와 전망대로 유
명하며, 윌리엄스 레이크에서 남쪽으
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불 마운틴(Bull 
Mountain)의 28km 길이의 깔끔한 트
레일에는 밤에 불이 켜진 구간도 있고 
강아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남부 카리부의 100마일 하우스 근
처에는 야간 스키 구간을 포함, 연장 
150km 길이의 트레일이 마련되어 있
어 스키족들이 즐겨 찾습니다. 100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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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브리지 리버 밸리의 윈터페스트
(Winterfest)에서 폰드 하키, 컬링, 
스케이팅, 얼음낚시, 스노모빌, 그
리고 멋진 가족 활동과 음식 등 캐
나다 스타일의 겨울을 즐겨 보세
요.
 
바커빌 히스토릭 타운(Barkerville 
Historic Town)에서 열리는 새로운 
겨울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샘
록 튜브 런(Shamrock Tube Run)
에서는 하루 종일 계속 타고 싶은 
매직 카펫 등 어린이들과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이 푸른 하늘 아래 
웃음과 흥분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동부 칠코틴의 레이븐 호수(Raven 
Lake)에서 멋진 얼음 낚시를 경험
해 보세요. 물이 너무 맑아 구멍 사
이로 물고기가 지나가거나 심지어 
낚시바늘을 무는 것도 볼 수 있습
니다.

코스트 산맥의 빛나는 눈 위에서 
스키를 타 보세요. 여러 헬리 스키 
업체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
할 수 없는 스키 체험을 위해 멋진 
산악 빙하 속으로 날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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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노르딕 클럽이 주관하는 골드러시 테마의 카리부 마라
톤은 50km, 30km, 20km, 10km 등의 다양한 이벤트로 가
득합니다. 클린턴 스노우 자키 클럽(Clinton Snow Jockey 
Club)은 여름철에 하이킹과 바이킹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표지판이 구비되어 있는 60km 길이의 트레일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라크 라 해치 동쪽의 가족 중심 활강 코
스인 티모시 산 스키장(Mt. Timothy Ski Area)도 잘 다듬어
진 노르딕 트레일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 헬리 스키족들을 이 지역으로 유혹하는 것은 이곳
의 많은 산들과 부드럽고 마른 눈입니다. 이 고산지대는 고
요한 정적의 세계, 순백의 아름다움, 지구 최고의 스키를 
위한 수백 미터의 수직 절벽이 있는 극적인 환경을 자랑
합니다. 헬리 스키는 “헬리 스키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설
적인 산악인 한스 그모저(Hans Gmoser)가 카리부 산맥에
서 개발한 것으로, 카리부, 중부 코스트, 남부 칠코틴은 헬
리 스키족들에게 환상적인 장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
한 이 헬리 스키 지역들은 연간 최대 15m의 눈이 내리는 
3,000m 높이의 봉우리들을 자랑합니다.

카리부 현지 레저 업체들은 얼음 표면에 흔적이라고는 여
우, 토끼, 얼룩이리의 발자국만 남아 있는 보런 호수의 카
누 서킷에서 오두막 사이를 오가는 며칠 간의 투어 프로그
램을 운영합니다. 칠코틴의 타틀라 레이크는 잘 다듬어진 
40km의 트레일을 자랑하며, 1월에는 타틀라 레이크 스키 
챌린지(Tatla Lake Ski Challenge)와 펀 데이(Fun Day) 행
사를 개최합니다. 야외 바비큐도 즐길 수 있는 펀 데이는 
추운 겨울 날씨를 녹일 만큼 재미와 열기로 가득합니다. 인
근 님포 레이크의 오지 롯지들은 이차 일가추즈 주립공원 
야생지대에서의 스키 투어를 위한 완벽한 베이스 캠프 역

할을 담당합니다. 하루를 천천히 한가하게 보내고 싶은 사
람들의 경우에도 약간의 눈만 있으면 저렴한 스노슈잉으
로 겨울 오지 트레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스노모빌만으로도 눈
의 존재가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드레날린이 솟구
치는 언덕과 악명 높은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는 등 야생 지
역 트레일에서 썰매를 즐깁니다(물론 썰매타기 지침을 따
르면서 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골드러시 스노모빌 트
레일(Gold Rush Snowmobile Trail)의 개발은 많은 사람들
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 트레일이 완성되면 클린턴에
서 바커빌까지 표지판이 잘 갖추어진 숨막히게 아름다운 
350km 길이의 투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눈 속으로 들
어서기 전에 현지 클럽이나 방문객 센터로 연락하여 트레
일 현황과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브
리지 리버 밸리의 골드 브리지와 브랄런은 스노모빌의 천
국으로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 왔으며, 이곳의 마인섀프트 
펍(Mineshaft Pub)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위해 썰매꾼들
이 모여듭니다.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트레일로는 론 고
트 트레일(Lone Goat Trail)과 슬림 크리크(Slim Creek)가 
있으며, 이곳들에서는 연료가 다 소모될 때까지 멀리 썰매
를 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음 낚시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얼어 있는 호수의 구멍에서 통통한 무지개 송
어를 끌어내다 보면 어느새 낚시 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좋은 낚시터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이 지역 레저 업체
들이 아늑한 숙소, 휴대용 바람막이, 무료로 들려주는 대어 
이야기 등 올 인클루시브 얼음 낚시 모험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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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캐니언을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이벤트는 놓칠 수 없는 재미로 
가득 찬 기념 행사를 테마로 합니다. 
냄비를 이용한 금 채취, 공연, 역마차 
타기, 목장 로데오 등이 주가 되는 
문화 행사는 식민지 시대에 정착의 
원동력이 되었던 골드러시와 목장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주민 파우와우와 전통 모임은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을 
지탱해 주었던 문화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리턴의 리버 페스트(River 
Fest)에서는 장대한 프레이저 강의 
너그러움에 모두 함께 경의를 표하며, 
스펜시스 브리지의 데저트 데이즈
(Desert Daze)는 지역 사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농업과 음악을 주제로 
합니다. 캐시 크리크의 그래피티 
위켄드(Graffiti Weekend)는 클래식 
자동차 쇼, 삭홉 댄스, 스모크 쇼 등을 
통해 50~60년대를 추억하며, 골드 
컨트리(Gold Country)의 지오캐싱 
이벤트는 시골을 구경하거나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년 내내 전통적이고 고유한 행사로 
바쁜 카리부 지역에서는 주말마다 재미 
있는 이벤트가 개최되며, 방문객은 
새로운 행사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습니다. 파우와우 시즌은 6월에서 
11월까지 계속되며, 일부 마을들은 
특별 신년 행사도 개최합니다. 
로데오 시즌은 4월에 시작하여 9월에 
막을 내립니다. 공원이나 호수에서 
연주되는 음악, 커뮤니티 아트 
워크, 미술 전시, 유명한 아츠웰즈
(Artswells) 페스티벌 등 오랜 
역사의 예술과 음악 문화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다 보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집니다. 반년마다 
열리는 퀘스넬의 스카이페스트
(Skyfest)에서 비행기의 굉음 속으로 
빠져들어 보거나, 매년 개최되는 
사우스 카리부 갈릭 페스티벌, 주간 
농산물 시장 또는 릴루엣의 맥주 와인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입맛을 즐겨 
보세요. 문화 행사, 자동차 쇼, 낚시 
대회, 역마차 운전, 개썰매 도전, 중세 
게임 등 끊임 없는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캐니언

카리부

for more upcoming events information go   to facebook.com/cariboochilcotin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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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베어 우림지대에서는 계절과 
환경에 맞추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벨라쿨라에서 6월에서 9월까지 매주 
열리는 농산물 시장에서는 현지 
농산물과 수공예품이 판매됩니다. 
벨라쿨라 뮤직 페스티벌은 7월에 
열리는 가족 중심의 주말 행사로, 
락, 루츠, 블루스, 포크 뮤직 연주, 
다문화 행사, 어린이 활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어워터와 오션 
폴즈는 최대어를 잡은 사람에게 멋진 
상이 걸려 있는 낚시 대회를 자랑하며, 
특히 오션 폴즈에서는 라이브 뮤직, 
맛있는 저녁 식사, 경험담 나누기, 현금 
부상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전래 설화, 노래, 춤, 고대 문화 
읽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포틀래치 
파티에 초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벨라쿨라 밸리의 가을 장터는 기차 
타기, 벌목공 스포츠, 호스슈,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도끼 던지기 등의 행사가 
열리는 고풍스러운 시골 장터입니다. 
여름철에 이 밸리는 BCRA 로데오를 
시작으로 승마 대회를 개최하며, 
소똥 빙고에도 참가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칠코틴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되며, 이곳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들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타틀라 레이크 
스키 챌린지는 시골 노르딕 코스로, 
따뜻한 오두막집에 맛있는 음식 
코너가 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브리지 리버 밸리 윈터페스트는 골드 
브리지와 브랄런을 하나로 묶어 주는 
행사로, 야외 폰드 하키, 호수 컬링, 
얼음 낚시, 빈티지 스노모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스노모빌을 몰고 
강으로 들어가는 딘 강의 스노모빌 
워터 스키핑과 카누를 이용해 님포 
호수에서 애너힘 호수까지 경주하는 
카누 레이스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로데오, 스탬피드, 
승마 대회 등은 이곳 생활 방식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분명 이 중 한 가지 행사가 이곳 
어디서인가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칠코틴 코스트

for more upcoming events information go   to facebook.com/cariboochilcotincoast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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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이상의
그 무언가를
품고 있는 곳

장대한 프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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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visitor centre
919 water Avenue, Hope
P: 604-869-2021
e: vc@hopebc.ca
w: www.hopebc.ca
lytton visitor centre
400 Fraser Street, lytton
P: 250-455-2523
e: visitorcentre@lyttonchamber.com 
w: www.lyttonchamber.com
lillooet visitor centre
790 Main Street, lillooet
P: 1-250-256-4308
e: lillmuseum@cablelan.net
w: www.lillooetbc.ca

williams lake visitor centre
1660 South Broadway, williams lake
TF: 1-877-967-5253
e: visitors@telus.net
w: www.tourismwilliamslake.com
Quesnel visitor centre
703 Carson Avenue, Quesnel
TF: 1-800-992-4922
e : qvisitor@quesnelbc.com
w : www.tourismquesnel.com
wells visitor centre
11900 Hwy 26, Box 123, wells
TF: 1-877-451-9355
e: vic@wellsbc.com
w: www.wellsbc.com 

neighboring visitor centres
Kamloops visitor centre
1290 west Trans Canada Hwy
TF: 1-800-662-1994
e: tourism@kamloopschamber.ca
w: www.tourismkamloops.com
Prince george visitor centre
1300 First Avenue, Prince George
TF: 1-800-668-7646
e: info@tourismpg.com
w: www.tourismpg.com
Port hardy visitor centre
7250 Market Street, Port Hardy
TF: 1-866-427-3901
e: phcc@cablerocket.com
w: www.ph-chamber.bc.ca

B.C visitor centres offer friendly, professionally trained staff with local knowledge 
of attractions, activities, events and current seasonal road travel to help you make 
informed travel plans. They can also assist with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and 
sightseeing tour bookings.

Regional Tourism Information

cariboo chilcotin coast
tourism association
1-800-663-5885
www.landwithoutlimits.com
www.Facebook.com/ 
           CaribooChilcotinCoast
Twitter: @CarChiCoa
 YouTube: www.youtube.com/theCCCTA 
Instagram: @CarChiCoa
Pinterest: www.pinterest.com/lwls/ 

www.hopebc.ca
www.historicyale.ca
www.lytton.ca
www.bostonbarbc.net 
www.travelthecanyon.com
www.exploregoldcountry.com

www.cariboord.bc.ca
www.southcaribootourism.com
www.tourismwilliamslake.com
www.tourismquesnel.com
www.wellsbc.com
www.lillooetbc.ca
www.village.clinton.bc.ca
www.fishinghighway24.com 

www.visitthewestchilcotin.com
www.chilcotin.bc.ca 

www.bellacoola.ca
www.ccrd-bc.ca

hello bc
Destination BC Consumer website
www.helloBC.com
gold rush trail  
www.goldrushtrail.ca
aboriginal tourism bc
www.aboriginalbc.com

General Information
weather info
www.weatheroffice.gc.ca
bc driving conditions
www.drivebc.ca
1-800-550-4997
bc wildfire travel advisories
www.bcwildfire.ca
bc Provincial Park info
www.env.gov.bc.ca/bcparks

camping & touring info
www.camping.bc.ca
www.sitesandtrailsbc.ca
www.campingrvbc.com
www.travelbritishcolumbiacanada.com
www.northtoalaska.com

fishing, hunting, wildlife info
www.goabc.org
www.bcfroa.ca 
www.fishing.gov.bc.ca
www.gofishbc.com
www.bearaware.bc.ca/bears
www.env.gov.bc.ca/fw/wildlife/

more activity-specific websites
www.ridethecariboo.com
www.wellsbarkervilletrails.com
www.marketplacebc.com 
www.rodeobc.com
www.bcheritage.ca/cariboo
www.GoldRushTrail.ca
www.bcgeocaching.com
www.geocaching.com
www.bcguestranches.com
www.bcbackcountry.ca                                                                                                                      
www.canadatrails.ca/bc 

coast

cariboo

chilcotin

Provincial
fraser ca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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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ariboo visitor centre
155 wrangler way, Box 340
100 Mile House, BC  V0K 2e0
TF: 1-877-511-5353 
e: southcaribootourism@dist100milehouse.bc.ca 
w: www.southcaribootouri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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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tourist/visitor info booth
31187 Douglas Street, Yale
P: 604-863-2324
e: info@historicyale.ca
w: www.historicyale.ca 
gold bridge tourist / visitor info booth
104 Haylmore Ave, Gold Bridge
P: 1-250-238-2534
e: bridgerivervalley@gmail.com
w: www.bridgerivervalley.ca
cache creek tourist / visitor info booth
1270 Stage Road, Cache Creek
P: 1-888-457-7661 (TF)
e: cachecreekinfo@telus.net
horsefly tourist / visitor info booth
Jack lynn Memorial Museum on Boswell Street
P: 1-250-620-0544 (seasonal) or 1-250-620-3440 (winter)
E: land@horseflyrealty.ca
W: www.horsefly.bc.ca
likely tourist / visitor info booth
Cedar Point Provincial Park, likely
P: 1-250-790-2207 or 1-250-790-2459
e: cedarcitymuseumlikelybc@gmail.com
w: www.likely-bc.ca
alexis creek / visitor info booth
Hwy. 20 in Alexis Creek
P: 1-250-394-4900
(Seasonal: May – September)
tatla lake / visitor roadside Kiosk 
Hwy. 20, Tatla lake
nimpo lake / visitor roadside Kiosk 
Hwy. 20, nimpo lake
anahim lake / visitor roadside Kiosk
Hwy. 20, Anahim lake
bella coola tourist / visitor info booth
Copper Sun Gallery, 442 MacKenzie Street, Bella Coola
P: 1-866-799-5202 (TF) 
e: info@bellacoola.ca
w: www.bellacoola.ca

여행 정보
visitor info booths

Drive B.C. - Highway Information 1- 800-550-4997
emergency: Police, Fire, Ambulance 911*
Bella Coola Ambulance 1-800-461-9911
Bella Coola Police 1-250-799-5363 
Poison Helpline 1-800-567-8911
Provincial emergency Preparedness 1-800-663-3456
Report a Forest Fire 1-800-663-5555
Report All Poachers and Polluters 1-877-952-7277

(*not accessible in remote backcountry areas, dial “0” for operator)

emergency information

외국인 방문객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제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국가에 따라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목록은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www.cic.gc.c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국가의 방문객은 캐나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입국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캐나다 국경관리국 웹사이트(www.cbsa.gc.ca)나 www.
goingtocanada.gc.ca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여행
북미 전역의 도시와 타운에서 그레이하운드를 이용하여 1
번 및 97번 고속도로 인근 마을들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www.greyhound.ca | 1-800-661-8747

페리 여행
인사이드 패시지와 디스커버리 코스트 커넥터 루트를 
이용하여 중부 해안 마을들까지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리 노선이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여행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페리 운행시간을 
알고 싶으면 BC 페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bcferries.ca | TF: 1-888-223-3779

철도 여행
로키 마운티니어의 레인포레스트 투 골드러시(Rainforest 
to Gold Rush) 노선은 휘슬러에서 유서 깊은 카리부 
골드러시 지역을 지나 앨버타 주 재스퍼까지 운행되며, 
중간에 퀘스넬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www.rockymountaineer.com | TF: 1-877-460-3200

항공 여행
퍼시픽 코스탈 에어라인(Pacific Coastal Airlines)이 
윌리엄스 레이크, 애너힘 레이크, 벨라쿨라, 벨라벨라, 
클렘투, 오션폴즈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pacificcoastal.com | TF: 1-800-663-2872
센트럴 마운틴 에어(Central Mountain Air)는 퀘스넬 및 
윌리엄스 레이크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flycma.com | TF: 1-888-865-8585
캐나다의 총기
캐나다로의 총기 반입에 관한 정보는 캐나다 총기 센터
(Canadian Firearms Centre)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F: 1-800-731- 4000(캐나다 또는 미국)
P: 1-506- 624-5380(기타 지역) | www.cfc-cafc.gc.ca.

선박 규정
모든 캐나다인들은 운항 자격 증명서를 항상 선상에 
비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교통부의 보트 
안전국(Office of Boating Safety)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안전 보트 라인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www.tc.gc.ca | TF: 1-800-267-6687

레저 차량 운행
BC 주에서 레저 차량을 운행하려면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의 최신 개정 현황 및 요건을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tti.gov.bc.ca/tourism/orv | TF: 1-250-35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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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ellacoolamusic.org

www.bellacoolamusic.org

July 22 & 23 2017

www.bellacoolamusic.org

July 22 & 23 2017

Entertainment for all ages, family friendly, 
Children’s Site Sunday. Dance to amazing 
music in the beautiful Bella Coola Valley!

Amazing Musicians, Local Food,
Beautiful Scenery, Children’s Site

Tickets: Adults $25 - $20 Advance
Students/Seniors: $20 - $15 Advance

Kids 10 & Under $5

Directory 
 Cariboo

Offering a wonderful ambiance along with a 
wide selection of BC books, Native jewellery 

and art, sporting goods, fishing licences, 
marine charts & maps, clothing, 

footwear, toys and giftware

KOPAS STORE

438 Mackenzie St. at Dean Ave. Bella Coola 
250-799-5553  bcsupply33@gmail.com

Traditional Retailing Since 1937

The Inn is located 3 hours west
on Hwy 20, when at the Tatla Junction, turn 

south down Tatlayoko Road till hydro pole #294. 
Connie Bracewell  250 476 1131 

or  e-mail circle.x.ranch@hotmail.com

“Horse Riding ~ Hiking ~ History ~Home Cooking ~ Coffee Shop ~ with Chilcotin Hospitality

Homathko River Inn
Tatlayoko’s

Step back in time to the 1860s Gold Rush!

Historic Roadhouse Tours • Native Interpretation Site
Stagecoach Rides • Gold Panning  • Archery 

Licensed Restaurant • Gift Store
Scenic RV and Tent Sites; cozy cabins, kekuli • Covered Wagon sleeps 4

Open daily May through September

Junction of Highways 97 & 99, 11 km north of Cache Creek       www.hatcreekranch.ca

HISTORIC

New 
Gift Shop

“The first time, it’s a vacation.
After that, it’s coming home.”

Just 4 hours north of Vancouver
1-800-553-3533
saddleup@sundanceguestranch.com

 Cariboo











BARKERVILLE
Disc  ver living history.

Come visit us mid-May through September
1-888-994-3332 • www.barkerville.ca
A  N A T I O N A L  H I S T O R I C  S I T E  O F  C A N A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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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the backroad between

LIKELY - barkerville - wells
british columbia

goldrushcircleroute.ca

#goldrushcircle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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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LILLOOET B.C.
there’s nothing like it

WWW.LILLOOETBC.COMLillooet Museum & Visitor Centre
History, Culture & Trave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