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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가장 작은 본토 주인 빅토리아 주 
남서부 지역의 매우 흥미롭고 매혹적이며,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둘러보는 
환상적인 여행입니다.

인상적인 고층 빌딩과 미술관, 레스토랑, 
매혹적인 강이 자리한 세계적 도시 멜버른
(Melbourne)은 자연스레 여행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되어 줍니다.

들쭉날쭉한 해안선과 울창한 숲, 압도적인 
해방감을 선사하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Great Ocean Road)의 낭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도로는 그 
자체로 활기가 넘치는 이 지역 주요 도시인 
질롱(Geelong) 및 워남불(Warrnambool)과도 
연결됩니다.

그램피언스 국립공원(The Grampians National 
Park)의 우뚝 솟은 산은 수만 년 동안 호주 
원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의 아주 오래된 암벽화들은 모두 
그램피언스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체험의 일부입니다.

밸러랫(Ballarat)과 골드필드(Goldfields)
는 1850년대 골드러시 시대의 낭만과 
위용이 현대의 각종 보물들과 섞여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이 지역 전역에는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토착새, 호주 야생화를 비롯하여 
호주 토착 야생생물이 풍부합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

1.  장엄한 풍경: 차를 타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신나게 달리면서 12사도상
(Twelve Apostles), 포트 캠벨(Port 
Campbell), 포트 페어리(Port Fairy)를 
비롯한, 유명한 벨스 비치(Bells Beach)
와 항구 마을인 론(Lorne)과 아폴로 
베이(Apollo Bay), 해안선이 인상적인 
쉽렉 코스트(Shipwreck Coast) 같은 
명소를 즐겨보세요. 이 지역의 풍부한 
해양 역사는 워남불의 플래그스태프 힐
(Flagstaff Hill)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2.   서핑 문화: 토키(Torquay)는 해변, 서핑 
박물관, 서핑 전문 쇼핑 센터를 갖춘 
호주의 서핑 명소입니다. 벨스 비치도 
이곳에 있습니다.

3.   12사도상: 그레이트 오션 로드 해안의 
대표 명소이자 바다 위로 웅장하게 솟은 
석회암 더미. 헬기, 혹은 편안한 산책과 
멋진 전망을 위하여 판자 산책로에서 
전망이 가능합니다.

4.   야생생물: 남방긴수염고래는 매년 6
월과 9월 사이 새끼를 낳기 위해 
워남불의 로간스 비치(Logans Beach)를 
찾아옵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 
볼 수 있는 다른 야생생물로는 케네트 강
(Kennett River), 케이프 오트웨이(Cape 
Otway), 그리고 타워 힐(Tower Hill)
의 코알라와 앵글시(Anglesea)의 골프 
코스에 사는 친근한 캥거루 무리 등이 
있습니다.

그램피언스

5.   매켄지 폭포: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고 마법에 걸린 듯 엷은 안개가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매켄지 폭포가 
가진 매력의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매켄지 강 협곡(MacKenzie River Gorge)
에는 이런 폭포가 네 개나 있습니다.

6.   우뚝 솟은 산봉우리: 빅토리아 주
(Victoria) 서부 지역(Western District)
의 중앙부를 장식하는 그램피언스
(Grampians)는 평원에서 장엄하게 솟은 
3개의 산맥으로, 호수와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그램피언스에서는 암벽 등반, 
부시워킹, 야생동물 관찰 외에도 다양한 
어드벤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램피언스 지역에는 호주 최고의 와인 
산지도 여러 곳 있습니다.

7.  암벽화: 그램피언스에 가면 호주 
원주민들의 훌륭한 암벽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예술 
작품들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면 
브램북 국립공원 및 문화센터(Brambuk 
– The National Park and Heritage Centre)
를 방문하세요.

밸러랫 골드필드

8.   황금: 밸러랫 골드필드(Ballarat 
Goldfields)는 식민지 시대 빅토리아 
주의 정신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9
세기 중반 이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빅토리아 주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경제적 풍요와 함께 밸러랫은 순식간에 
천막의 도시에서 장엄한 미술관을 
비롯한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진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9.   밸러랫 야생공원: 호주 토착 동물들을 
바로 가까이서 만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캥거루에게 먹이를 주실 수 
있습니다.

10.  소버린 힐: 호주 역사에 두 번뿐인 민중 
봉기 중 하나가 일어난 금광지 시절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남십자성의 혈투
(Blood on the Southern Cross)라는 
소리와 빛으로 이루어진 격정적인 쇼가 
투쟁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유레카 센터(Eureka Centre)에서도 
추모되고 있습니다.

필수 관광 코스 베스트 10…

추모되고 있습니다.

그램피언스 국립공원그램피언스 국립공원의 원주민 암벽화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의 원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의 원밸러랫 야생공원

호주 최고의 자연 명소와 해안 경관

저희 웹 사이트에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용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www.greatsoutherntouring.com.au
홈 페이지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iTunes의 그레이트 서던 투어링 루트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세계적인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달리다 보면,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구석구석 보이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관에 경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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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을 출발해 프린세스 고속도로
(Princes Freeway)를 따라 어렵지 
않게 한 시간을 달리면,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인상적인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동쪽 관문인 질롱(Geelong)
이 나타납니다.

질롱은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질롱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코스’ 중 하나는 반짝이는 코리오 만(Corio 

Bay)에서 보트를 타거나 그 위를 헬기로 

나는 것입니다. 보트 경주대회가 열리는 

코리오 만은 운영되고 있는 멋진 항구이기도 

합니다. 질롱 워터프론트(Geelong 

Waterfront)에는 테이블에 앉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으며, 도시의 역사를 알려주는 알록달록한 

계선주가 인상적입니다. 박물관은 물론, 

국내외 식물을 모아놓은 멋진 식물원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필수 코스’는 벨라린 반도

(Bellarin Peninsula)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입니다.

이 곳에는 이 지역 최고의 여러 와이너리와 

해변들이 있습니다.

토키에 들리지 않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모두 여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토키는 호주의 서핑 명소일 뿐 아니라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며, 매년 부활절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서핑 대회인 립 컬 프로

(Rip Curl Pro)가 벨스 비치에서 열립니다.

박물관에서는 호주 서핑의 역사를 알려주며, 

서핑 전문 쇼핑 지구에서는 일년 내내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정말 다채롭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잡지 Conde Nast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생애 최고의 여행 베스트 20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여행 바이블로 통하는 Frommer’s는 

전세계 도로 여행 베스트 10에 올렸습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1차 세계 대전에 

유럽과 중동에서 싸우다 돌아온 호주 

군인들이 전몰 용사들을 기리며 세운 세계 

최대의 전쟁 기념관이기도 합니다. 이스턴 

뷰(Eastern View)에 잠깐 들러 그레이트 

오션 로드 아치(Great Ocean Road Arch) 

아래에서, 또는 새로 조각된 실물 크기의 

청동상인 ‘The Diggers’와 나란히 사진을 

찍는 것은 그레이트 오션 로드 여행의 

수많은 ‘필수 코스’ 중 하나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바짝 붙어 있는 이 도로는 론과 아폴로 

베이 사이 최고의 절경지에 있습니다.

켄네트 강에 사는 코알라와 캥거루, 

기타 호주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폭포도 많습니다. 어스킨 폭포(Erskine 
Falls)와 같은 몇몇 폭포는 도로에서 조금만 

걸으면 볼 수 있으며, 유명한 트리플릿 폭포

(Triplet Falls) 같은 그 밖의 폭포는 더 가야 

보이지만, 수고할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폴로 베이를 지나면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잠시 내륙으로 접어들어 그레이트 오트웨이 

국립공원(Great Otway National Park)을 

거쳐갑니다. 케이트 오트웨이 등대(Cape 
Otway Lightstation)는 또 하나의 ‘필수 

코스’입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는 바위투성이 

해안선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폴로 베이에서 12사도상까지의 7일간의 

도보 트레킹인 그레이트 오션 워크(Great 
Ocean Walk)를 잠시 체험해볼 기회도 

주어집니다.

오트웨이 플라이 트리 탑 워크(Otway Fly 
Tree Top Walk)는 호주에서 가장 키 큰 

꽃나무인 마가목 종을 비롯하여 가장 좋은 

상태의 토착 식물들을 구경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볼거리

> 질롱 워터프론트

> 이스턴 뷰의 ‘The Diggers’ 조각상

> 그레이트 오션 로드

> 그레이트 오트웨이 국립공원



사람들 눈에 띄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석회암 절벽과 바위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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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세계 최고의 
해안 도로 중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주 남서부 해안의 바닷가에 바짝 붙어 
나 있는 이 도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12사도상을 비롯하여 호주 최고의 
절경들을 지나갑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케이프 오트웨이와 

포트 페어리를 이어주며, 그 사이에 

워남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잠시 해안을 떠나 

레이버스 힐(Lavers Hill)을 지나갑니다. 

가장 인상적이면서 아름다운 우림 산책로 

중 하나인 레이버스 힐은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약간 벗어난 가까운 멜바 걸리

(Melba Gully)에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깊은 숲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스타운(Princetown)에서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해안으로 돌아가는 지점에서는 포트 

캠벨 국립공원(Port Campbell National Park)

의 위용이 순식간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거대한 자연 지형이 어마어마하게 

줄지어 다가옵니다. 분수공에서는 엄청난 

소리가 나며 물이 솟구치고, 우뚝 솟은 바위 

더미와 절벽 밑동 주변으로 파도가 세차게 

입니다.

남대양(Southern Ocean)에서부터 솟아 오른 

거대한 석회암 더미인 12사도상은 ‘필수 

코스’입니다.

판자 산책로, 전망단, 자료관은 경외심이 

절로 드는 절경을 편안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고의 경관을 보고 싶다면, 해안선 위를 

돌며 장엄한 석회암 더미를 전부 볼 수 있는 

헬기 투어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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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척의 배가 위험한 해안 해역에 

난파되면서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이 

지역은 ‘난파선 해안’을 뜻하는 쉽렉 

코스트(Shipwreck Coast)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남불을 향해 차를 타고 가다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베이 오브 아일랜드 해안공원

(Bay of Islands Coastal Park)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짙푸른 남대양을 내려다보는 그림같은 

도시 워남불은 오랜 해양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대는 이 도시 

주요 명소인 플래그스태프 힐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습니다. 플래그스태프 힐은 

빅토리아 주 지정 문화유산 지역이자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해양 자료관입니다.

플래그스태프 힐에서는 125년도 더 전에 

일어난 로크 아드(Loch Ard) 재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재현한 ‘Shipwrecked’

라는 장관의 레이저 음향쇼도 상연됩니다.

워남불은 해마다 6월과 9월 사이 

새끼를 낳기 위해 찾아오는 암컷 

남방긴수염고래로도 유명합니다. 

고대 화산 활동의 흔적은 근처의 타워 

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보호구역에서는 조류군, 캥거루, 코알라, 

에뮤가 가득 살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20분만 더 가면, 친근하고 

유서 깊은 항구 마을 포트 페어리에 

도착합니다. 빅토리아 주의 초기 항구 중 

하나인 포트 페어리에는 이 도시의 화려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수십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볼거리

> 12사도상

> 플래그스태프 힐

> 타워 힐

> 포트 페어리



자연의 경이로움과 야생생물 등, 다채로운 매력의 독특한 조화…

그램피언스그램피언스그램피언스그램피언스그램피언스그램피언스그램피언스
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국립공원과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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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은 셀라 도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에는 

훌륭한 산책로가 많습니다. 편한 곳도 

있지만, 스터전 산(Mt Sturgeon), 피나클

(Pinnacle), 애브럽트 산(Mt Abrupt),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산인 윌리엄 산

(Mt William)의 정상에 오르는 몇 코스는 

힘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산책로는 풍경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발견된 원주민 암벽화 유적지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전망 지역에 

이르는 주요 도로인 빅토리 산 도로(Mr 
Victory Road)에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많은 

전망단들이 있습니다.

해질녘 또는 늦은 밤에라도, 산책 중에 

올빼미, 주머니 쥐, 코알라 등의 야행성 토착 

동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0여 종의 새들이 그램피언스 산맥에 

살고 있으며, 캥거루는 이 지역 곳곳에 아주 

많습니다.

국립공원 중심에 위치한 던켈드(Dunkeld), 

해밀턴(Hamilton), 아라랏(Ararat), 
스타웰(Starwell), 홀스 갭(Halls Gap)을 

포함한 그램피언스 지역 내에서는 훌륭한 

숙박시설과 음식을 제공하는 마을이 여럿 

있습니다.

볼거리

> 폭포와 야생생물

> 와이너리

> 원주민 유산과 전원적 유산

> 그램피언스 산맥

4억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램피언스 산맥은 서부 지역 평원의 
광활한 경치에서 우뚝 솟아 올라 
있습니다. 이곳에는 호주 원주민의 
암각화들이 대량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역사는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에 

위치한 브램북 국립공원 및 문화센터는 호주 

원주민 문화를 배우고 국립공원 최고의 

안내와 해설을 듣고 싶어하는 여행자들의 ‘

필수 코스’입니다.

그램피언스에서는 암벽 등반, 부시워킹, 

혹은 험준한 바위투성이 산꼭대기에 설치된 

여러 전망대에서 단지 경관을 감상하는 

것 등의 다양한 어드벤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폭포가 있는데, 매켄지 강 협곡의 네 

폭포 중 하나인 매켄지 폭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지즈 갭(Roses Gap)에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비하이브 

폭포(Beehive Falls)는 폭포 주변에 야생화가 

피는 봄에 구경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 지역의 기타 자연 지형으로 카나윈카 

지오파크(Kanawinka Geopark)가 있으며, 

볼거리로는 라우스 산(Mt Rouse), 에클레스 

산(Mt Eccles), 니그레타 폭포(Nigretta Falls) 
등이 있습니다.

그램피언스의 훌륭한 경치에 어울리는 

좋은 음식과 와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포도가 처음 재배된 

건 19세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스파클링 

와인, 상큼한 백포도주, 최고급 적포도주를 

이곳에서 생산합니다. 대서부(Great 
Western) 지역 세펠트(Seppelts)에 있는 

수천 킬로미터의 지하 셀라를 돌아보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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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에서 그레이트 오션 로드까지

> 발지: 멜버른

> 숙박지: 토키

> 거리: 98km

> 경로 요약: 멜버른을 출발해 서쪽으로 

가다가 웨스트 게이트 브리지와 야라 강을 

지나면 워리비의 넓은 평원이 나타납니다. 

코리오 만에 있는 질롱에서 커피나 점심을 

드신 후, 서프 코스트 고속도로를 타거나 

아름다운 벨라린 반도를 경유하여,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지점인 

호주의 서핑 명소 토키로 향합니다.

> 볼거리: 워리비 동물원, 워리비 공원, 질롱 

워터프론트, 질롱 식물원, 국립 양모 박물관, 

Narana Creations, 바베라스 와이너리 & 
레스토랑.

2 일차

그레이트 오션 로드

> 출발지: 토키

> 숙박지: 워남불/포트 페어리

> 거리: 약 240km

> 경로 요약: 차를 타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달려, 모래 해변과 험준한 절벽, 

웅장한 12사도상(헬기를 타고 보는 경관이 

절경임), 베이 오브 아일랜드(해질녘에 보는 

것을 권함), 워남불 또는 아름다운 어촌 마을 

포트 페어리를 지나게 됩니다.

> 볼거리: 케이프 오트웨이 등대, 오트웨이 

플라이, 12사도상, 로크 아드 협곡, 포트 

캠벨, 베이 오브 아일랜드, 플래그스태프 힐 

해양마을과 Shipwrecked 레이저 음향쇼, 

로간스 비치, 타워 힐, 모인 강.

5박 6일 코스...

여행

멜버른 – 그레이트 오션 로드 – 그램피언스 – 밸러랫

3일차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그램피언스까지

> 출발지: 워남불/포트 페어리

> 숙박지: 홀스 갭/던켈드

> 거리: 약 160km

> 경로 요약:  비옥한 서부 지역 농지를 차를 

타고 달려, 환상적이고 신비한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의 남부 관문인 던켈드에 

도착합니다. 홀스 갭에 위치한 브램북 

국립공원 및 문화센터에서 호주 원주민 

역사를 배워봅니다. 짧은 부시워킹을 통해 

호주의 토착 동물과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볼거리: 브램북 국립공원 및 문화센터, 

매켄지 폭포, 부시워킹, 야생생물, 원주민 

암벽화.

4일차

그램피언스에서 밸러랫까지

> 출발지: 홀스 갭/던켈드

> 숙박지: 밸러랫

> 거리: 135 km

> 경로 요약: 중국 정착민들에 의해 세워진 

호주 유일의 마을 아라랏을 찾아갑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호주 최고의 와인 

산지를 지나고, 가는 길에 멈춰 셀라 

도어에서 와인을 살 수 있습니다. 밸러랫에 

대한 모든 것과 골드러시 시대의 밸러랫 

이야기를 모두 알아보세요.

> 볼거리: 금산 중국 헤리티지 센터, 밸러랫 

미술관, 소버린 힐과 남십자성의 혈투 

(Blood on the Southern Cross) 공연.

5일차

밸러랫에서 스파 휴양지까지

> 출발지: 밸러랫

> 숙박지: 데일스포드/헵번 스프링

> 거리: 약 50km

> 경로 요약: 호주의 유명한 스파 

휴양지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땅에서 콸콸 솟는 

광천수를 마시고, 마사지 등의 호사스런 

미용관리를 받은 후, 고급 와인과 요리를 

즐기며 호화롭게 지내보세요.

> 볼거리: 헵번 바스하우스 및 스파, 밸러랫 

미술관, 소버린 힐과 남십자성의 혈투 
(Blood on the Southern Cross) 공연

6일차

스파 휴양지에서 멜버른까지

> 출발지: 데일스포드/헵번 스프링스

> 숙박지: 멜버른

> 거리: 약 170km

> 경로 요약: 멜버른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데일스포드와 헵번 스프링스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놀랍고도 다양한 멜버른의 진미를 맛보세요.

> 볼거리: 헵번 바스하우스 및 스파, 광천, 

레스토랑, 신선한 지역 농산물.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www.greatsoutherntouring.com.au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