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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쿠버 룩아웃 전망대는 해상 168.6 미터의 높이로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한 하버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에서 
전망대까지는 유리 엘리베이터로 40 초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상에서 느끼실 수 없는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게스 타운부터 아름다운 바다가 위치한 콜 하버,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리 공원까지 벤쿠버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낮과 밤 상관없이 벤쿠버 룩아웃에서 즐기세요.

운영 시간

성수기 – 5 월 ~ 9 월: 오전 8 시 30 분 ~ 오후 10 시 30 분

비성수기 – 10 월 ~ 4 월: 오전 9 시 ~ 오후 9 시

관광 투어

저희 전망대에서 친절하고 도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이드들로부터 무료로 벤쿠버 도시에 관해 투어를 받아보세요. 
머무시는 시간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벤쿠버 여행에 필요한 정보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찾으신다고요? 저희 전망대에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어에 유창한 가이드를 찾아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아이들은 즐거웠던 모험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한답니다. 저희 전망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쥬니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해드릴께요.

전망대 렌탈

벤쿠버 룩아웃 전망대에서는 저희들만이 가진 전망과 넓고 유용한 장소로 모금 행사, 언론 회담, 지역 행사, 칵테일 
파티, 기업 파티, 그리고 결혼식까지 특별한 순간들로 만들어 드립니다.



전망대 표는 하루종일 유효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시작하세요. 그리고 노을이 이쁘게 지는 해질녘과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밤에 전망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이용법

벤쿠버 룩아웃 전망대는 555 웨스트 헤이스팅 스트릿 (시모어 스트릿 Seymour Street 과 리차드 스트릿 Richard 
Street 사이)에 위치한 하버 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걸어오실 때: 벤쿠버 룩아웃 전망대는 벤쿠버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벤쿠버 컨벤션 센터, 크루즈 배 정박장, 
그리고 게스 타운에서 한 블럭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운타운 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호텔에서부터 걸어오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다운타운 벤쿠버의 워터 프론트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전망대는 스카이 트레인 그리고 
수상버스를 통해서 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벤쿠버 하버 센터 지하에는 유료 주차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리차드 스트릿 Richard Street 과 
스모어 스트릿 Seymour Street 에서 도로 위 코인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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