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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 안내서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visitor@melbourne.vic.gov.au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법적면제조항
멜번 시티는 단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본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멜번 시티는 최신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제공하지만 정확성, 신뢰성 또는 신빙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본 안내서에 정보와 이벤트 및 사업체가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멜번 시티가 이러한
조직체의 상품이나 서비스, 목적,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멜번 시티가 본 안내서의 오류나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멜번 시티는 본 안내서의 정보 (또는 참조로 포함된 사항)
그리고/또는 운영자들에 의해 제공된 상품, 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의존한
결과로 겪게 되는 직간접의 손실, 손해 그리고/또는 상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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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정보
페더레이션 광장의 멜번 방문자 센터
플린더스 (Flinders)와 스완스튼(Swanston) 스트리트 모퉁이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성탄절에는 휴관)

멜번 방문자 부스
버크 스트리트 몰 (Bourke Street Mall)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성금요일 및 성탄절에는 휴관)
도시 홍보대사
Swanston Street 및 Bourke Street를 따라가며 빨간 옷을 입은 멜번
시티 홍보대사를 찾아보세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성금요일 및
성탄절은 예외)
온라인 정보

www.melbourne.vic.gov.au/visitor - 구글 언어번역기
이용 가능

www.visitvictoria.com – 다양한 언어로 정보 이용 가능

멜번 시티의 관광 서비스
멜번 방문객 셔틀버스
멜번 방문객 셔틀버스는 멜번의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시티 주요
장소에 있는 13개의 정류장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매일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성탄절은 예외).
티켓은 Federation Square에 위치한 멜번 방문자 센터의 Best of
Souvenirs에서 혹은 각 정류장에 위치한 티켓 머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www.melbourne.vic.gov.au/shuttle
멜번 안내 서비스(Greeter Service)
현지 자원봉사자가 도보 안내를 통해 멜번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영어 안내는 페더레이션 광장의 멜번 방문자 센터에서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 (성금요일 및 성탄절은 예외). 요청하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그리스어, 스웨덴어가 포함된 6개
언어로 이용 가능. 예약 필수.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전화:
03 9658 9658 또는 www.melbourne.vic.gov.au/gre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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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의 원주민
우오밍제카! (‘환영합니다!’) 오늘날 멜번이라는 유럽식
명칭으로 알려진 장소가 전통적으로는 쿨린 국
원주민들의 소유였음을 멜번 시티는 정중히
인정합니다.
쿨린 국을 구성하는 우룬제리, 부너룽, 타운구롱,
자자우룽 및 와차우릉 부족들에게 멜번은 사교와 교육,
스포츠, 문화 행사 및 활동을 위해 항상 중요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Koorie Heritage Trust

원주민 예술품 구매
멜번 시티는 원주민 예술 및 예술 작품을 구매할 때 잘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윤리적으로 제작된 원주민 예술품을 파는 미술관과 가게를 웹사이트
www.melbourne.vic.gov.au/IndigenousMelbourn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멜번의 원주민 사업체 및 활동
멜번 왕립 식물원에 있는 원주민 유적 도보 관광 / Aboriginal Heritage Walk at the Royal
Botanic Gardens Melbourne
위치: 100 Birdwood Avenue, South Yarra
www.rbg.vic.gov.au/rbg_melbourne
분질라카 / Bunjilaka – 멜번 박물관의 원주민 문화 센터
위치: Nicholson Street, Carlton
www.museumvictoria.com.au/Bunjilaka
쿠리 커넥션스 알타이르 / Koorie Connections Altair – 현지 및 타주 원주민 정품.
위치: Queen Victoria Market, 155 Victoria Street, Melbourne
쿠리 유적 보호 원주민 문화 센터 / Koorie Heritage Trust Indigenous Cultural Centre
위치: 295 King Street, Melbourne
www.koorieheritagetrust.com

더 자세한 정보
멜번 시티 www.melbourne.vic.gov.au/IndigenousMelbourne
빅토리아주 관광청 www.visitvictoria.com/ab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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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일정
1월

오스트레일리언 오픈 테니스 대회
www.australianopen.com

1월 26일

호주의 날
www.australiaday.vic.gov.au

2월

화이트 나이트 멜번
www.whitenightmelbourne.com.au

3월

멜번 음식 및 포도주 축제
www.melbournefoodandwine.com.au

3월

로레알 멜번 패션 축제
www.lmff.com.au

3월

뭄바 워터페스트
www.melbourne.vic.gov.au/moomba

3월

포뮬러 원 호주 그랑프리
www.grandprix.com.au

3/4월

멜번 국제 코미디 축제
www.comedyfestival.com.au

3/4월

멜번 국제 화훼 및 정원 쇼
www.melbflowershow.com.au

3월에서 9월

AFL (호주식 풋볼) 시즌
www.afl.com.au

3월에서 9월

전국 럭비 리그 시즌
www.melbournestorm.com.au

6월

멜번 국제 재즈 축제
www.melbournejazz.com

7월

오픈 하우스 멜번
www.openhousemelbour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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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멜번 국제 영화제
www.miff.com.au

8월

멜번 작가 축제
www.mwf.com.au

8월에서 2월

A 리그 (축구) 시즌
www.a-league.com.au

9월

멜번 스프링 패션 위크
www.msfw.com.au

10월

멜번 국제 예술 축제
www.melbournefestival.com.au

10/11월

멜번컵 카니발 (경마대회)
www.melbournecup.com

10월/11월

멜번 지식 주간
www.melbourne.vic.gov.au/knowledge

11월

멜번 뮤직 위크
www.melbourne.vic.gov.au/mmw

12월

크리스마스 인 더 시티
www.melbourne.vic.gov.au/christmas

12월

호주 댄스 스포츠 대회
www.theaustralianchampionship.com.au

12월 26에서 30일

멜번 테스트 매치 국제 크리켓 대회
www.cricket.com.au

31 December

새해 전야제
www.melbourne.vic.gov.au/nye

더 자세한 정보는 www.melbourne.vic.gov.au/whatson 및 www.visitvictoria.com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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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아트 센터 / Arts Centre Melbourne
시간: 매일 개관
위치: 100 St Kilda Road, Melbourne.
연락처: 03 9281 8000 또는 웹사이트
www.artscentremelbourne.com.au
호주 현대 예술 센터 / Australian Centre of
Contemporary Art (ACCA)
시간: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Arts Centre Melbourne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개장.
위치: 111 Sturt Street, Southbank.
연락처: 03 9697 9999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accaonline.org.au
호주 영상 센터 / Australian Centre for the Moving Image (ACMI)
시간: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크리스마스 제외)
위치: 페더레이션 광장, corner Swanston and Flinders streets, Melbourne.
연락처: 03 8663 22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acmi.net.au
중국 박물관 / Chinese Museum
시간: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위치: 22 Cohen Place, Melbourne.
연락처: 03 9662 2888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chinesemuseum.com.au
콜로니얼 트램카 레스토랑 / Colonial Tramcar Restaurant
시간: 매일 운영
위치: 사우스 멜번에서 출발. 예약 필수.
연락처: 03 9696 40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tramcarrestaurant.com.au
쿡의 오두막 / Cooks’ Cottage
시간: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위치: Fitzroy Gardens, Lansdowne Street, East Melbourne.
연락처: 03 9419 4677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cookscottage.com.au
크라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 Crown Entertainment Complex
시간: 매일 개관
위치: 8 Whiteman Street, Southbank
연락처: 03 9292 8888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crownmelbourn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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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전망대 / Eurkea Skydeck
시간: 매일 오전 10시에서 저녁10시까지
위치: Riverside Quay, Southbank.
연락처: 03 9693 8888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eurekaskydeck.com.au
페더레이션 광장 / Federation Square
위치: Corner Swanston 및 Flinders Street
연락처: 03 9655 19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fedsquare.com
빅토리아 소방 박물관 / Fire Services Museum of Victoria
시간: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위치: 48 Gisborne Street (corner Victoria Parade), East Melbourne.
연락처: 03 9662 2907 또는 웹사이트 방문 home.alphalink.com.au/~fsmvic
헬레닉 박물관 / Hellenic Museum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 시에서 오후 4 시까지
위치: 280 William Street
연락처: 03 8615 9016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hellenic.org.au
이민 박물관 / Immigration Museum
시간: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위치: 400 Flinders Street, Melbourne.
연락처: 03 9927 27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museumvictoria.com.au/ImmigrationMuseum
쿠리 유적보호 원주민 문화 센터 / Koorie Heritage Trust Indigenous Cultural Centre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위치: 295 King Street, Melbourne
연락처: 03 8622 26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koorieheritagetrust.com
아이스 하우스 / Medibank Icehouse
시간: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늦은 시간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자정까지
위치: 105 Pearl River Road, Docklands
연락처: 1300 756 966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icehouse.com.au
멜번 수족관 / SEA LIFE Melbourne Aquarium
시간: 매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입장 마감 오후 5시)
위치: Corner Queenswharf Road 및 King Street, Melbourne.
연락처: 03 9620 0999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melbourneaquarium.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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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크리켓 운동장 (MCG) 및 국립 스포츠 박물관 /
Melbourne Cricket Ground (MCG) and National Sports Museum
시간: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입장 마감 오후 4시. MCG 투어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주의: 국립 스포츠 박물관 개관시간이 MCG
행사기간에는 변경됩니다.
위치: Melbourne Cricket Ground (MCG), Brunton Avenue, Richmond.

MCG at night

연락처: 03 9657 8879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nsm.org.au
멜번 박물관 / Melbourne Museum
시간: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중요한 임시 전시회 기간에는 개관시간 연장.
위치: 11 Nicholson Street, Carlton Gardens, Carlton.
연락처: 13 11 02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museumvictoria.com.au/MelbourneMuseum
멜번 스타 옵저베이션 휠 / Melbourne Star Observation Wheel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마지막 운행은 오후 9시 30분)
위치: 101 Waterfront Way, Docklands
연락처: 03 8688 9688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melbournestar.com
멜번 타운 홀 / Melbourne Town Hall
무료 견학은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예약 선호.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위치: 90 Swanston Street, Melbourne
연락처: 03 9658 9658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melbourne.vic.gov.au/townhalltours
멜번 동물원 / Melbourne Zoo
시간: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위치: Elliott Avenue, Parkville.
연락처: 03 9285 93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zoo.org.au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 - NGV 인터내셔널 /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 NGV International
예약을 하면 전시관 안내지도 및 견학이 영어 이외의 몇 가지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 필수).
시간: 수요일에서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화요일은
휴관, 단 공휴일은 예외. 중요한 임시 전시회 기간에는 개관시간
연장.
위치: 180 St Kilda Road, Melbourne.
연락처: 03 8620 2222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ngv.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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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포터 센터 – NGV 오스트레일리아 / The Ian Potter Centre – NGV Australia
예약을 하면 전시관 안내지도 및 견학이 영어 이외의 몇 가지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
필수).
시간: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화요일은 휴관, 단 공휴일은 예외. 중요한 임시 전시회
기간에는 개관시간 연장.
위치: 페더레이션 광장, corner Flinders and Swanston streets, Melbourne.
연락처: 03 8620 2222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ngv.vic.gov.au
구 멜번 감옥 / Old Melbourne Gaol
시간: 매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야간 공연이 저녁 8시 30분에 주당 3회 있습니다. 공연을 위한 예약은 (오직)
trybooking.com을 통해서만 가능.
위치: Russell Street, Melbourne.
연락처: 03 8663 7228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oldmelbournegaol.com.au
구 재무성 공관 / Old Treasury Building
시간: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견학 가능, 예약 필수.
위치: Corner Spring 및 Collins Street, Melbourne.
연락처: 03 9651 2233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oldtreasurybuilding.org.au
경찰 박물관 / Police Museum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위치: Lower Concourse Level, World Trade Centre Building, Siddeley Street를 경유해서
진입 (Flinders 와 Spencer streets 코너 근방).
연락처: 03 9247 5214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police.vic.gov.au
폴리 우드사이드- 멜번 해양 박물관 / Polly Woodside – Melbourne Maritime Museum
시간: 주요 공휴일을 제외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빅토리아주 방학
동안에는 매일 개장.
위치: 2A Clarendon Street, South Wharf.
연락처: 03 9699 976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pollywoodside.com.au
전쟁 기념관 / Shrine of Remembrance
시간: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위치: St Kilda Road, Melbourne.
연락처: 03 9661 81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shrine.org.au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 State Library of Victoria
시간: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공휴일은 휴관.
위치: 328 Swanston Street, Melbourne.
연락처: 03 8664 70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slv.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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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유행의 첨단에서 클래식까지, 부티크에서 명품까지 이어지는 멜번의 활기찬 소매
풍경은 국내 및 세계적 명성의 매혹적 상표와 제품 및 쇼핑 체험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시간
상점들은 보통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여는데, 금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영업하고, 일요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영업합니다.
소매 센터
블랙 아케이드 / The Block Arcade
위치: 282 Collins Street, Melbourne
www.theblockarcade.com.au

멜번 QV
위치: Corner Lonsdale and Swanston
streets, Melbourne
www.qv.com.au

콜린스 / Collins 234
위치: 234 Collins Street, Melbourne
www.collins234.com.au

로열 아케이드 / The Royal Arcade
위치: 335 Bourke Street, Melbourne
www.royalarcade.com.au

크라운 카지노 /Crown Casino
위치: 8 Whiteman Street, Southbank
www.crownmelbourne.com.au
백화점 멜버른 / Emporium Melbourne
위치: 269-321 Lonsdale Street, Melbourne
www.emporiummelbourne.com.au
겔러리아 / Galleria
위치: 385 Bourke Street, Melbourne
www.galleria.com.au
하버 타운 / Harbour Town
위치: 122 Studio Lane, Docklands
www.harbourtownmelbourne.com.au
멜번 센트럴 / Melbourne Central
위치: Corner La Trobe and Swanston
streets, Melbourne
www.melbournecentr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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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Place

사우스게이트 / Southgate
야라강 남쪽 둔덕, 플린더스 스트리트와
페더레이션 광장 맞은편에 위치.
www.southgate-melbourne.com.au
DFO 사우스 와프 / South Wharf
위치: 20 Convention Centre Place,
South Wharf
www.dfo.com.au/southwharf
스펜서 아웃렛 센터 /
Spencer Outlet Centre
위치: 201 Spencer Street, Melbourne
www.spenceroutletcentre.com.au
워크 아케이드 / The Walk Arcade
위치: 309-325 Bourke Street, Melbourne
www.melbourne.vic.gov.au/shopping

Page 12 of 30

Last updated: March 2014

백화점
 David Jones. 위치: Bourke Street Mall, Melbourne
 Myer. 위치: Bourke Street Mall, Melbourne
 Melbourne’s GPO 위치 – H&M, Corner Bourke and Elizabeth streets, Melbourne
 Target. 위치: 236 Bourke Street, Melbourne

아케이드와 골목길
멜번의 유서 깊고 화려한 아케이드와 골목길에서 260개가 넘는 부티크를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melbourne.vic.gov.au/shopping

시장
아트 센터 선데이 마켓 / Arts Centre Melbourne Sunday
Market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개장.
아트 센터
전화: 03 9281 80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artscentremelbourne.com.au
도크랜드 선데이 마켓 / Docklands Sunday Market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개장.
Waterfront City Promenade, Docklands.
전화: +61 412 910 496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docklandsundaymarket.com.au
Queen Victoria Market

노스 멜번 시장 / The North Melbourne Market
매달 (날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전화: 03 9486 9821 또는 웹사이트 방문 http://northmelbournemarket.com

퀸 빅토리아 시장 / Queen Victoria Market
신선한 농산물, 의류 및 가정용품.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 금요일은 오전 6시에서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개장.
퀸 빅토리아 시장의 야간 시장 / Night Market at the Queen Victoria Market
12월에서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저녁 10시까지.
Corner Elizabeth and Victoria streets, Melbourne.
전화: 03 9320 5822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qvm.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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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구역
크라운 카지노 / Crown Casino
40곳이 넘는 레스토랑, 카페, 스낵바에서
다양한 요리 제공.
위치: 8 Whiteman Street, Southbank
전화: 03 9292 8888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crownmelbourne.com.au
도크랜드 구역 / Docklands precinct
다양한 해물, 현대 호주 및 지중해,
아시아 풍의 요리를 제공하는 항구 변의
레스토랑.
위치: Docklands
전화: 03 9658 9658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melbourne.vic.gov.au/whatson
페더레이션 광장 / Federation Square
15 곳이 넘는 레스토랑, 카페, 바.
위치: Corner of Swanston and Flinders
streets
전화: 03 9655 19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fedsquare.com
골목길 식당가 - Hardware Lane,
Degraves Street/Centre Place, Block
Place
위치: 다양
www.visitmelbourne.com/Regions/M
elbourne/Destinations/City-precincts
/City-laneways-and-arcades.aspx

론스데일 스트리트 – 그리스 스타일 –
Lonsdale Street – Greek precinct
위치: Lonsdale and Russell streets
www.greekprecinct.com.au
리틀 버크 스트리트 – 차이나타운 – Little
Bourke Street - Chinatown
위치: Little Bourke Street
www.chinatownmelbourne.com.au

라이곤 스트리트 – 이탈리아식 구역 /
Lygon Street – Italian precinct
위치: Lygon Street
www.melbourne.vic.gov.au/whatson
노스뱅크 / Northbank
위치: 야라강의 노스뱅크, 크라운 카지노
맞은편
www.thatsmelbourne.com.au/Placestog
o/southwharf/Pages/NorthBank.aspx
사우스게이트 / Southgate
아트 구역 중심부에서 강변 쪽으로 있는 카페,
레스토랑, 음식 광장.
위치: 사우스게이트는 야라강 남쪽 둔덕에
있으며, 플린더스역과 페더레이션 광장
맞은편임.
전화: 03 9686 10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southgate-melbourne.com.au
사우스 와프 산책로 / South Wharf
Promenade
야라강가에 아름답게 복원된 화물 창고 유적
안쪽과 주위로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음.

Degraves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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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South Wharf Promenade, South
Wharf
www.southwharfpromenad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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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아래의 투어는 대부분 영어로 제공됩니다. 일부 관광회사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오디오 안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언어로
투어를 즐기시려면 본 안내서의 서비스 항목을 참조하세요.

멜번 및 빅토리아 지방 버스 투어
멜번 인근 및 빅토리아 기타 지방으로 가는 다양한 버스 투어를 매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Queen Victoria
Market

Company

전화

Website

AAT Kings

전화: 03 9663 3377

www.aatkings.com.au

APT

전화: 1300 336 932

www.aptouring.com.au

Autopia Tours

전화: 03 9391 0261

www.autopiatours.com.au

Bunyip Tours

전화: 1300 286 947

www.bunyiptours.com

Eco Platypus

전화: 1800 819 091

www.ecoplatypustours.com

Great Sights Melbourne

전화: 1300 850 850

www.greatsights.com.au

Go West

전화: 1300 736 551

www.gowest.com.au

Gray Line

전화: 1300 858 687

www.grayline.com.au

Melbourne’s Best Tours

전화: 1300 130 550

www.melbournetours.com.au

다 자세한 정보 및 예약은 회사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페더레이션 광장의 멜번 방문자
센터에 있는 베스트 오브 빅토리아 (전화: 1300 780 045 www.bestof.com.au) 또는
페더레이션 광장 러셀 스트리트의 멜번 데이 투어 센터를 방문하세요.

가이드가 있는 멜번 도보 투어
아래는 시티 투어의 일부 샘플입니다. 대부분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선호하는 언어로
투어를 하시려면 본 안내서의 서비스 항목을 참조하세요. 대부분의 투어가 예약
필수입니다.
안젤리카 도보 투어 / Angelika’s
Walkabout
영어 및 독일어

어메이징 멜번 도보 투어 / Amazing
Melbourne Walking Tours
영어, 이탈리아어 및 몰타어

예약: 0407 543 047

예약: 0448 270 023
CoM ref: DM 83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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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애호가 투어 / Art Aficionado Tours
예약: 0412 169 391 또는 이메일
www.artaficionadotours.com
CAE 도보 투어 / CAE Walking Tours
예약: 03 9652 0611 또는 웹사이트
www.cae.edu.au
초콜릿 애호가 투어 / Chocoholic Tours
예약: 03 9686 4655 또는 웹사이트
www.chocoholictours.com.au

차이나타운 / Melbourne’s Chinatown
with Elizabeth Chong
예약: 03 9819 3666
멜번 시티 유적 도보 투어 / Melbourne City
Heritage Walking Tours
예약: 03 8663 7228 또는 웹사이트
www.nattrust.com.au/walking_tours
멜번 스트리트 투어 / Melbourne Street
Tours
예약: 03 9328 5556 또는 웹사이트
www.melbournestreettours.com

펭 쉬 투어 / Feng Shui Tours
예약: 03 9662 1011 또는 웹사이트
www.fengshuitours.info

멜번 투어 101 / Melbourne Tours 101

푸디 트레일즈 / Foodie Trails

예약: 0431 616 884 또는 웹사이트
www.melbournetours101.com

예약: 1800 667 791 또는 웹사이트
www.foodietrails.com.au
멜번 유령 투어 / Haunted Melbourne
Ghost Tour
예약: 03 9670 2585 또는 웹사이트
www.haunted.com.au/ghosttour.html
멜번의 숨은 바 탐방 / Hidden Bars of
Melbourne
예약: 0411 041 800 또는 웹사이트
www.hiddenbarsofmelbourne.com.au
비밀 탐방 투어 / Hidden Secrets Tours
영어 및 불어
예약: 03 9663 3358 또는 웹사이트
www.hiddensecretstours.com

멜번 워크 / Melbourne Walks
예약: 03 9090 7964 혹은 0408 894 724
www.melbournewalks.com
멜투어 / MELTours
예약: 0407 380 969 또는 웹사이트
www.meltours.com.au
발로 걷는 멜번 투어 / Walking
Melbourne Tours
예약: 웹사이트
www.walkingmelbournetours.com.au
워크 투 아트 / Walk-to-art

역사적 커피 여행 / Historical Coffee Trek
예약: 이메일
maria@evolvingsuccess.com.au
발로 걷는 멜번 / Melbourne by Foot
예약: 1300 311 081 또는 웹사이트
www.melbournebyfo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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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청과 함께 찾는 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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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03 8415 0449 또는 웹사이트
www.walktoart.com.au
우오밍제카 원주민 문화 투어 /
Wominjeka Aboriginal Cultural Tours
예약: 03 8622 2600 또는 웹사이트
www.koorieheritagetrust.com

Last updated: March 2014

가이드가 있는 멜번 관광명소 투어
아래의 관광명소들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투어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언어를
알아보시려면 관광명소에 직접 연락하세요. 보통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트 센터멜번/ Arts Centre

멜번 크리켓 운동장 및 국립 스포츠

Melbourne
영어 및 표준 중국어
03 9281 8000
www.artscentremelbourne.com.au
중국 박물관 / Chinese Museum
영어 및 표준 중국어
03 9662 2888
www.chinesemuseum.com.au

박물관 / Melbourne Cricket Ground
(MCG) and National Sports Museum
영어 및 프랑스어
03 9657 8879
www.mcg.org.au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 /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영어, 이탈리아어 및 표준 중국어
03 8620 2222
www.ngv.vic.gov.au

쿡의 오두막 / Cooks’ Cottage
포르투갈어, 일본어, 광둥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크로아티아어, 표준 중국어
03 9419 4677
www.cookscottag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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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정원
비라룽 마르 / Birrarung Marr
위치: Federation Square and Batman Avenue, Melbourne
www.melbourne.vic.gov.au/parks
칼튼 가든 / Carlton Gardens
위치: Rathdowne Street, Carlton
www.melbourne.vic.gov.au/parks
도크랜드 공원 / Docklands Park
위치: Bourke and Collins streets extension, Victoria Harbour
www.docklands.com.au
피츠로이 및 트레저리 가든 / Fitzroy and Treasury Gardens
위치: Corner of Lansdowne Street and Wellington Parade, East
Melbourne
www.melbourne.vic.gov.au/parks
플래그스탭 가든 / Flagstaff Gardens
위치: 309-311 William Street, West Melbourne
www.melbourne.vic.gov.au/parks

The Conservatory, Fitzroy
Gardens

왕립 식물원 / Royal Botanic Gardens
매일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개원.
위치: Birdwood Avenue (전쟁 기념관 맞은편), South Yarra
www.rbg.vic.gov.au 또는 전화: 03 925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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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리버 유람선
시티 리버 유람선 / City River Cruises
멜번과 도크랜드를 포함하는 관광 유람선.
출발 장소: Berth 4, Princes Walk Melbourne (Federation Square 근처) and Berth C,
Southbank.
전화: 03 9650 2214
www.cityrivercruises.com.au
멜번 리버 유람선 / Melbourne River Cruises
멜번과 도트랜드, 윌리엄스 타운을 포함하는 관광, 식사 및 연락선 서비스
출발 장소: Berth 5, Southgate Wharf, Southgate
전화: 03 9682 2600 또는 03 8610 2600
www.melbcruises.com.au
플레저 보트 유람선 / Pleasure Boat Cruises
멜번과 도크랜드를 포함하는 관광 및 식사 유람선
출발 장소: Waterfront City Marina, Docklands
전화: 03 9620 5620
www.boatcruises.com.au
트램보트 유람선 / Tramboat Cruises
경치 유람 및 식사
출발 장소: 9 Victoria Harbour, Docklands
전화: 03 9379 0406
www.tramboat.com.au
빅토리안 요트 챠터 / Victorian Yacht Charters
성 킬다 (St Kilda)행 관광 투어 및 식사와 음악 유람
출발 장소: Berth 107, Yarra’s Edge Marina
전화: 1300 304 992
www.victorianyachtchart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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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왕래 교통편
대중 교통
멜번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탐방하기 쉬운 도시입니다. 기차와 트램 및 버스 시스템이 훌륭하게
통합되어 도심 상업 구역에서 모든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승차권
멜번에서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려면 myki는 멜번의 대중교통 승차권 시스템이며 myki 카드를
이용합니다. 이 카드는 크레딧을 저장하여 재사용 가능한 스마트 카드로서 도시
(및 선정된 지역의) 모든 열차, 트램 및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장소에서 myki 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7-Eleven 상점 혹은 myki 표지가 보이는 모든 소매점



Southern Cross Station에 위치한 PTV Hub



Federation Square에 위치한 Melbourne Visitor Centre



모든 기차역과 장애자 이용가능한 선정된 트램 정거장 및 버스 인터체인지에서의 myki 머신.

빅토리아주 대중교통 (PTV)은 대중교통 서비스, 요금 및 승차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거점입니다. ptv.vic.gov.au를 방문하여 PTV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 1800 800 007로 전화하여 교통 계획을 짜십시오.
무료 도시 순환 트램 / City Circle Tram
도시 순환 트램은 무료이며 멜번의 도심을 둘러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플린더스, 스펜서, 라 트롭 또는 스프링 앤드 니콜슨 스트리트 그리고 도크랜드의
에스플러네이드 항구를 따라 특별한 표시가 있는 트램 정거장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운행: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15분 마다 있으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9시까지
www.yarratrams.com.au

연장

운행됩니다.

웹사이트

멜번 방문자 셔틀버스 . Melbourne Visitor Shuttle
멜번 방문자 셔틀버스는 멜번의 도심지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도시의 다채로운
과거와 현재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어 보십시오. 시내 주요
장소에 있는 13개의 정류장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멜번 박물관, 칼튼 정원, 도크랜드, 퀸 빅토리아 시장,
멜번 수족관, 이민 박물관, 사우스뱅크, 전쟁기념관, 왕립
식물원, 차이나타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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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매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성탄절은 예외) 30분 간격으로 운행. 한 바퀴를
다 돌려면 90분 정도가 걸리며 차 안에서 유익한 정보와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승차권은
Federation Square의 Melbourne Visitor Centre에 위치한 Best of Souvenirs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www.melbourne.vic.gov.au/shuttle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멜번을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멜번에는 자전거를 위한
노선이 많고 자전거 도로 연결망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자전거로 도시를
돌아보며 여러 멋진 장소에 손쉽게 출입합니다. 멜번에는 자전거 대여소 및
투어

회사가

아주

많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melbourne.vic.gov.au/tours를 방문하세요.

헬멧
호주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헬멧이
필요합니다. 7-일레븐 가게나 타겟(Target), 레벌 스포트(Rebel Sport) 등과 같은 주요 소매점에서
헬멧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택시
멜번의 택시는 노란색이며 길가나 수많은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택시 지붕의
표지에 불이 켜져 있으면 탈 수 있는 빈 택시입니다. 저녁 10에서 새벽 5시 사이에 택시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현금이나 미리 승인된 카드로 선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선불에 대한
영수증을 줄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손님이 모자라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운전기사가 남는
금액을 환불해줍니다. 도착 시 대략적인 택시비 견적을 내보려면 웹사이트
www.transport.vic.gov.au/taxis/customers/taxi-fare-estimator 를 방문하세요.

택시 전화 번호:
애로우 (Arrow):

13 2211

블랙 캡스 (Black Cabs):

13 2227

엠버시 (Embassy):

13 1755

노스 서버번 (North Suburban):

13 1119

실버 톱 (Silver Top):

13 1008

웨스트 서버번 (West Suburban):

03 968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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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은행, 외화 환전 및 송금
은행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보통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금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문을 엽니다. 도심 상업 지구의 일부 지점들은 영업 시간이 더 깁니다. 일부
대형 은행은 토요일 오전에도 영업을 합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는 하루 24시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EFTPOS
(구매시 직불 또는 신용 카드로 지급)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 및 여행자 수표는 Thomas Cook, American Express, Travelex, the Change Group 등
환전 취급 은행 및 기타 여러 은행 대리점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엑스 (Travelex)
호주 트래블엑스 환전소를 모든 주요 공항, 해당 도시 및 교외 지역, 여행사 및 주요 관광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00 637 642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travelex.com.au

웨스턴 유니언 (Western Union)
호주의 모든 우편 취급소 및 멜번 전역의 수많은 대리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00 501 5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westernunion.com.au

자동차 렌트
수많은 자동차 임대 회사가 도심 상업 지구에서 영업합니다. 일부 임대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스 (Avis)
13 63 33 또는 웹사이트 www.avis.com.au
 버젯 (Budget)
1300 362 848 또는 웹사이트 www.budget.com.au
 유롭카 (Europcar)
1300 13 13 90 또는 웹사이트 www.europcar.com.au
 헤르츠 (Hertz)
13 30 39 또는 웹사이트 www.hertz.com.au
 메트로 (Metro)
03 9663 0700 또는 웹사이트 www.metrocar.com.au
 스리프티 (Thrifty)
1300 367 227 또는 웹사이트 www.thrifty.com.au

기후
멜번은 따뜻한 여름, 눈부신 봄, 온화한 가을 및 상쾌한 겨울이 있어 즐겁습니다. 멜번의 기후는
다양해서 여름 (12월에서 2월)에는 따뜻하거나 더우며, 가을(3월에서 5월)에는 온화하고, 겨울
(6월에서 8월)에는 춥고 습하며, 봄 (9월에서 11월)에는 시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호주 기상국
웹사이트 www.bom.gov.au를 방문하세요.

장비 – 어댑터, 사진 및 전기 장비
플러그 어댑터를 시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충전기,
케이블 및 기타 전기 장비는 버크(Bourke) 스트리트 206번지와 엘리자베스 (Elizabeth) 스트리트
239번지에 있는 JB Hi-Fi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진 가게가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와 리틀 버크 및 롱스데일(Lonsdale)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거기서 카메라를 수리할 수 있고, 새로운 메모리 카드를 살 수 있으며, 사진을 인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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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GST) 환불
해외 방문자들은 호주에서 출국할 때 여행자 환불 제도(TRS)를 통해 구매에 따른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GST 환급을 청구하려면 한 번의 거래에 적어도 $300 (GST 포함)를
지출했어야 하는데, 여러 영수증을 합산하여 $300을 만들면 안됩니다. 체크인하고 출발할 때
공항에서 구매 물품과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ustoms.gov.au를 방문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문의
 국제 전화번호 문의
 수신자 부담 전화
 긴급 서비스 – 화재, 경찰서, 구급차

1223
1225
12550 (무료 전화)
000

국제 전화
호주에서 타국으로 전화를 하려면 국제 접속 코드 0011을 누른 다음, 국가 코드를 누르고 지역
코드와 현지 번호를 누르세요.
인터넷 접속 및 와이파이 핫스팟
인터넷 카페
요금을 내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가 도시 전역에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에서 이용해 보세요.
 Café on Flinders: 228 Flinders Street, Melbourne
 Dotcom Internet Café: 349 Elizabeth Street, Melbourne
와이파이
도심 전역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와이파이 핫스팟이 많이 있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인터넷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와이파이 핫스팟은 무료지만 일부는 소액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다음에서 이용해보세요.
 시립 도서관 / City Library: 253 Flinders Lane
 멜번 방문자 센터를 포함한 페더레이션 광장 / Federation Square including the Melbourne
Visitor Centre
 멘번 센트럴 / Melbourne Central: Level 3, 300 Lonsdale Street, Melbourne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 State Library of Victoria: 328 Swanston Street, Melbo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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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및 드라이 클리닝
원 아우어 드라이 클리닝 / 1 Hour Dry Cleaning
 위치: Corner Lonsdale and Russell streets, Melbourne. 전화: 03 9639 3377.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영업
 위치: 165 Flinders Lane, Melbourne. 전화: 03 9639 0477.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영업

멜번 시티 드라이 클리너스 / Melbourne City Dry Cleaners
위치: 244 Russell Street, Melbourne. 전화: 03 9639 3377.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영업.

뉴 코트 드라이 클리너스 / New Court Dry Cleaners
위치: Shop 58, Collins Place, 45 Collins Street, Melbourne. 전화: 03 9654 8712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시 45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오전 11시에서 정오까지는 휴점) 영업.

톱 올터레이션 & 드라이 클리닝 / Top Alterations & Dry Cleaning
위치: Shop 3, 99 Spencer Street, Melbourne. 전화: 03 9642 0099.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영업.

우편제도
론스 데일 멜버른 시내 우체국과 본사는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코너에 있습니다. 주중 오후 5:30
오전 8:30 토, 일요일 만 다른 우체국은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평일에 열기를
열기 오전 10시 ~ 오후 4시, 문을 열 . 자세한 내용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auspost.com.au를 방문하세요.

전화
호주의 공중전화로 거는 시내전화는 통화시간에 관계 없이 고정요금이 50센트입니다.
빅토리아주의 지방이나 다른 주에 거는 전화 또는 국제전화 및 휴대전화 통화는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공중전화는 동전이나 전화카드를 넣고 사용합니다. 전화카드는
우체국, 뉴스에전트, 선물가게 및 기타 판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팁주기
팁을 주는 것은 호주의 관습이 아니며, 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은 경우 팁을 주어도 되며, 비용의 10퍼센트 정도의 팁이 적당합니다. 택시에서도
서비스의 질에 따라 거스름돈을 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지도
멜번

지도를

위해서는

www.melbourne.vic.gov.au/maps를

방문하시거나

Federation

Square에 있는 Melbourne Visitor Centre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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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행
멜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속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재시나 경찰 또는 구급차가 필요한 긴급상황에는 000번을 누르세요.
빅토리아주 관광청 (Tourism Victoria)의 웹사이트에는 해변 방문, 위험한 동물, 날씨 및
건강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visitvictoria.com/Information/Health-and-safety.aspx를 방문하세요
(이 페이지는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어 정보는 여기
http://korean.visitmelbourne.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주 관광청 (Tourism Australia)에서 ‘호주에서 안전하게 여행하기 (Travel Safely in
Australia)’를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사본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웹사이트www.australia.com를 방문하세요.

운전
여행자로서 멜번이나 빅토리아주에서 운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빅토리아주 도로청
(VicRoads)
www.vicroads.vic.gov.au/Home/Licences/NewToVictoria/InformationForTourists.
htm을 방문하세요 (이 정보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아래의 정보는 본보기일뿐입니다.
법률과 도로규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빅토리아주 도로청에서 찾아보세요.


항상 도로의 좌측에서 운전합니다.



모든 승객은 차량으로 여행할 때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음주 운전하지 마십시오. 법적 한계 수치는 .05입니다.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 운전하는 것은 모든 주 및 준주에서
불법입니다.



히치하이커를 태우지 마시고, 히치하이크를 하지도 마십시오.



표시된 속도제한을 준수하십시오. 일부 도로나 거리에는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지만
속도제한이 적용됩니다. 빅토리아주에는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으며
적발되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비, 안개) 속도를 더 낮추십시오.



물로 덮인 도로를 운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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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턴 (Hook turns)’
트램이 다니는 멜번의 일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후크 턴’-왼쪽
차선에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차로는 잘 보이도록 도로 상공이나
도로 변에 표지판이 서있습니다.
트램을 위한 정지
운전자는 트램이 길가에 정지하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후크 턴 간판

트램 뒤에 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 표지판과 실선이나 점선의 백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방향전환 전 50미터까지 혹은 주차 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가 적용되는
시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운전해선 안됩니다.

멜번 소재 병원
왕립 소아 병원 /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위치: Corner of Flemington Road and
Gatehouse Street, Parkville
전화: 03 9345 5522
www.rch.org.au

왕립 여성 병원 / The Royal Women's
Hospital
위치: Corner of Grattan Street and
Flemington Road, Parkville
전화: 03 8345 2000
www.thewomens.org.au

왕립 치과 병원 / The Royal Dental
Hospital
위치: 720 Swanston Street, Carlton

왕립 빅토리안 안과 및 청각 왕립 병원 /
The Royal Victorian Eye and Ear Royal
Hospital
위치: 32 Gisborne Street, East
Melbourne
전화: 03 9929 8666
www.rveeh.vic.gov.au

전화: 03 9341 1000
www.dhsv.org.au/clinic-locations
왕립 멜번 병원 / The Royal Melbourne
Hospital
캠퍼스: Grattan Street, Parkville
전화: 03 9342 7000
로얄 파크 캠퍼스(Royal Park Campus):
34 – 54 Poplar Street, Parkville
전화: 03 8387 2000
www.mh.org.au/royal_melbourne_h
ospital

성 빈센트 병원 / St Vincent’s Hospital
위치: 41 Victoria Parade, Fitzroy
전화: 03 9288 2211
www.svhm.org.au

대부분의 큰 병원들은 통역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언어로
준비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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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전 정보
운전 조언









여러분이 가려는 행선지와 예상되는 기간을 항상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항상 충분한 물을 공급받으며 여행하십시오.
웜뱃 이나 캥거루 같은 야생동물을 특히 일몰이나 일출시간에 조심하십시오.
스노우 체인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은 경우 눈 내린 지역을 운전하지 마십시오 (공식적인
스키 시즌에는 스노우 체인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피곤할 때는 운전하지 말고 휴게소에서 쉬거나 2시간마다 운전자를 교체하십시오. 주요
도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비, 안개)은 속도를 더 낮추십시오.
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 차량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종종 최선입니다. 그늘에 계시면서
수분섭취를 유지하십시오.
물이 덮인 도로를 운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행자로서 빅토리아주에서 운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빅토리아주 도로청 (Vic Roads)
www.vicroads.vic.gov.au/Home/Licences/NewToVictoria/InformationForTourists.htm
을 방문하세요 (이 정보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해변 및 파도타기 안전
해변 및 파도타기 안전은 극히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www.beachsafe.org.au/Visiting_the_beach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호하는 언어로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빨간색과 노란색 깃발 사이의 순찰 구역 해변에서만 수영을 하십시오.
 파도타기 인명구조원은 눈에 띄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 모자를 쓰며 해변의 빨간색과
노란색이 함께 있는 깃발 사이를 순찰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영하십시오.
 호주의 많은 파도타기 해변에는 립(rip)이라고 하는 강한 해류가 있습니다. 이 해류는
강력하여 사람을 먼바다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립에 휩쓸렸을 때에는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바다에서 문제에 빠지면 침착하게 손을 들어 도움을 청하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해류나 립에 몸이 떠 있도록 하되 이를 거슬러서 헤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는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어른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술이나 약물의 기운이 있을 때는 수영하지 마십시오.
 밤이나 어둠 속에서 수영하지 마십시오.
 물에 잠겨있는 바위나 통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얕은 물이나 암석 연못, 강어귀, 호수, 강
등에서 점프하거나 다이빙하지 마십시오.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햇빛 차단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외선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항상 셔츠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SPF 30 이상의
선스크린 로션을 바르십시오.
 탈수와 일사병 및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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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안전 깃발

수영 구역

물속에
잠재적 위험

해변 폐쇄.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

긴급 탈출.
물에서
즉시 나오시오.

산불
호주에서 화재 위험 기간은 매년 11월과 4월 사이입니다. 이 기간은 계절적 기상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세계에서 가장 화재가 나기 쉬운 지역에 속하며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위험 지역에 머물거나 여행하는 동안 화재 날씨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화재가
발생하면 빅토리아주의 긴급 방송원들이 화재 뉴스를 방송합니다. 또한 모든 경보와 경고가
웹사이트 www.cfa.vic.gov.au에 게시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긴급 서비스 000 또는 휴대폰의 경우 112로 전화하십시오.
산불의 영향권에 들거나 들 수 있는 지역을 탐험하기 전에 가능한 화재 조건을 점검하십시오.
산불 조건이 매우 높거나 극도인 것으로 예보된 지역을 탐험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화재 위험 등급(Fire Danger Ratings)이 게시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화재 위험 등급이 ‘극도의 위험(Extreme)’ 이나 ‘재앙적 상황 (Code Red)’ 인 경우
지역 방문자 센터나 컨트리 소방청(CFA) 또는 숙소제공자에게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름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운전하는
경우, ABC 지역 라디오 방송이 영어로 소식을
전합니다. 산불이 있는 곳을 알면 그곳을
피해가십시오.
FIRE DANGER RATING 화재 위험 등급
LOW-MODERATE
낮음-중간
HIGH
높음
VERY HIGH
매우 높음
SEVERE
심각
EXTREME
극도의 위험
CODE RED
재앙적 상황

여러분이 산불에 갇힌 경우 자동차가 복사열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산불에 갇힌 경우 차 안에 머무시고
차에서 내려 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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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제한 규정
화기 제한 규정은 화재 위험 기간에 적용됩니다. 화재 위험 시즌에는 많은 지역이 화기

일체 엄금 (Total Fire Bans)하에 놓이게 됩니다. 화기 일체 엄금은 발생위험이 높고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통제불능이 되는 기간에 대해 컨트리 소방청(CFA)에서 선포합니다. 화기

일체 엄금은 실외에서 불의 점화를 일절 금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cfa.vic.gov.au를 방문하세요(이 사이트는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화기 제한을 준수하십시오. 담배 꽁초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 꽁초를
차 밖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눈
빅토리아주의 산악 환경은 스키와 스노우보드 및 부쉬워킹을 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운전요건 및 조언을 포함하여 눈 있는 지역 방문에 대한 정보를 보시려면
웹사이트www.snowsafe.org.au 또는 www.visitvictoria.com/snow를 방문하십시오.

CoM ref: DM 8375390
© 2014 City of Melbourne

Page 29 of 30

Last updated: March 2014

한국어 사용 방문자를 위한 서비스
자료
한국어 사용 방문자를 위해 빅토리아주 관광청 (Tourism Victoria)에서 제공하는 멜번에 관한 정보.
http://korean.visitmelbourne.com/

투어
 시티 디스커버리 (City Discovery) – 멜번 및 빅토리아주 지방 투어, 전화: +61 2 8003 4300
www.city-discovery.com/melbourne
 많은 투어 회사가 한국어 오디오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예약할 때 확인하십시오.

라디오 방송국
 1224 AM SBS – www.sbs.com.au/yourlanguage/korean

영사관
 http://protocol.dfat.gov.au/Consulate/list.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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