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마운틴 트롤리 투어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블루 마운틴의 트롤리 투어 (Trolley Tour) 여행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멋진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29
개의 멋진 행선지 중에서 하루 중 어느 지점에 내리셔도 운전기사가 다음 여행 라운드를 돌 때 여러분을 픽업할 것입니다.
블루 마운틴에서의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내시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선지 1

행선지 17

캐링톤 호텔 (Carrington Hotel) - 1880년에 세워진 독특한
유산 건물입니다. 이 정류장에서 트롤리에 타신 후에
저희의 친절한 운전수에게 데이파스 승차권을 보여
주십시오. 이 정류장에서 익스프레스 트롤리 셔틀을 타고
에지 시네마, 에코 포인트 및 시닉 월드로 갈 수 있습니다.

행선지 2
루라 몰 (Leura Mall) – 몰에 하차하여 고풍스러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여러 가지 상점을 둘러 보십시오. 또한
행선지 3, 4, 5도 루라에 있습니다. 행선지 5는 맛있는
데번셔 차를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Bygone Beauty’s
Antique Centre (골동품 센터)와 Tea Room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호주 최대 규모의 찻주전자 수집품들을
구경하십시오.

에코 포인트 여행 정보 센터(Echo Point Tourist Information
Centre).

행선지 18, 19
에코 포인트 및 세자매봉 (Echo Point & The Three Sisters) –
플랫폼에서 세자매봉 및 제미슨 계곡의 장엄한 광경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의 산이 솔리터리 산입니다.

행선지 20
세자매봉 플라자 (Three Sisters Plaza) – 이곳에서 기념품,
보석류 및 선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다과 및
커피나 차를 위한 카페도 있습니다. 모든 트롤리 버스가
플라자 바깥에서 정차합니다.

행선지 21
릴리안펠즈 (Lilianfels) – 이 지역의 주요 호텔입니다.

행선지 6, 7, 8
이들 행선지는 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입니다.

행선지 22
스카이웨이 이스트역 (Skyway East Station)

행선지 9
루라 에버글레이즈 전통 하우스 및 정원 (Leura Everglades
Historic House and Gardens) – 멋진 유럽풍 정원 및 야생
자연을 둘러보길 원하시면 부스에 데이파스 승차권을 보여
주고 정원 입장 할인권을 받으십시오.

행선지 10

행선지 23
카툼바 폭포 (Katoomba Falls) – 숲속의 산책을 원하시면
이곳에서 하차하십시오. 리즈 플레토우 (Reid’s Plateau)로
걸어 가셔서 놀라운 카툼바 폭포 장관을 보십시오.

행선지 24

로라 에버글레이즈 정원 (Leura Everglades Gardens) – 장엄한
에버글레이즈를 둘러 보길 원하시면 부스에서 데이파스
승차권을 보여 주세요. 이 정원으로 갈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일일 승차권을 보이고 입장료 할인을 받으세요.

행선지 11
고돈 폴즈 폭포 (Gordon Falls) – 이곳 폴즈에서 프린스
헨리 클립 도보가 시작됩니다. 로라 캐스케이즈 (행선지
13)까지 1시간 도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선지 12.
세 자매봉 (Three Mysteries) – 이 지역 주위를 둘러 볼
수 있으며 제미슨 계곡 및 솔리터리 산의 장엄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행선지 13
로라 캐스케이즈 (Leura Cascades) –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
하차하셔서 바위 풀장까지 산보를 해 보세요.

행선지 14
카이아 전망대 (Kiah lookout) – 이 전망대에서는 제미슨
계곡의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여러분이
하차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수분간 정차합니다.

행선지 15
하니문 전망대 (Honeymoon Lookout).

행선지 16
실버미스트 전망대 (Silvermist Lookout).

시닉 월드 (Scenic World) – 이 곳에서 급경사 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닉 레일웨이 (Scenic Railway)는 산 정상
위를 지나 52도 각도로 제미슨 밸리 계곡으로 하강합니다.
그 곳에 도착하게 되면 해리스 스테이션 (Harry’s Station)
까지 10분간 판자길 산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림지를
지나는 멋진 45분 간의 판자길 산책을 하면서 시닉
플라이웨이 (Scenic Flyway)까지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이 스카이웨이는 계곡을 지나면서 카툼바 폭포, 세자매봉
그리고 제미슨 밸리 계곡의 멋진 광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선지 25
블루 마운틴 초콜릿 회사 (Blue Mountains Chocolate Company)
– 손으로 만든 40여 개의 초콜릿을 선택할 수 있는
경이로운 초콜릿 체험입니다.

행선지 26
아메랄리아스 접시 세계 (Ameralias Plate World) – 4000여
개의 접시 수집품 전시. 선물 상점에 판매를 위한 접시도
있습니다.

행선지 27
카툼바 RSL 클럽 및 레스토랑 (Katoomba RSL Club and
Restaurant).

행선지 28
카툼바 메인 스트리트 (Katoomba Main Street) – 전문점,
카페 및 레스토랑.

행선지 29
모자 숍 (Hattery) – 호주의 선도적인 모자 숍. 가장 많은
종류의 모자 전시, 아쿠브라 전문.

트롤리 숍 (The Trolley Shoppe) – 여행자 정보, 기념품 및 선물.
285 Main Street, Katoomba – 1800

801 577

– www.trolleytou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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