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ennie B

여기에서  
출발

방문객 서비스 센터
(Visitor Centre)

식물 식별 센터(Plant Identification Centre)
저희 직원들은 원예에 관한 질문에 기꺼이 답해드립니다. 개인소유 

정원의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식물에 인식 표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꽃씨/ 선물 가게(Seed and Gift Store)
이 지역 여러 공예가들이 제작한 귀한 기념품과 선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부차드 가든 직원들이 씨앗을  

직접 포장하는 전통은 1920년대 초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레스토랑
다이닝 룸 레스토랑 (The Dining Room Restaurant)
역사적인 부차드 고택에서의 품위 있는 식사. 연중 매일 즐길  

수 있는 오후의 차. 점심과 정찬은 계절에 따라 제공됩니다.

블루 파피 레스토랑 (The Blue Poppy Restaurant)
카페테리아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적당한 가격의 메뉴를 

꽃으로 가득한 온실 분위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커피숍 (The Coffee Shop)
잠깐 들러서 샌드위치, 각종 빵, 전문 커피 및 아이스크림  

등 간단한 간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중무휴 오픈 합니다.

   
연락처:
전화 250-652-5256 (일반)  866-652-4422 (수신자 부담)      
 250-652-8222 (다이닝 룸) 250-652-4422  (사무실)

팩스 250-652-7751 (사무실) 250-652-3883 (단체 관람 서비스) 
 email@butchartgardens.com    www.butchartgardens.com    

우편 주소:
The Butchart Gardens Ltd  Box 4010  Victoria  BC  Canada  V8X 3X4

방문객 서비스에는 안내, 응급처치, 분실물 보관소, 물품 보관함, 우체통과 

우표, 공중전화와 도우미가 배치된 화장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강아지 목줄, 휠체어(환불되는 보증금 필요)와 우산을 빌려 드립니다.

가든 안에서 흡연을 삼가 해 주십시오. 던지기/받기 놀이나 소란스런 행동,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롤러 블레이드 사용 또는 즉흥연주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부차드 가든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가든과 각종 시설 및 장비들을  

이용 하실 때 각자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가든을 즐기시는 동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 가든을 걸으실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계단 또는 돌이 
깔려 있거나 그늘진 곳을 조심하십시오.

■ 야간조명이 켜져 있을 때는 밝은 곳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언제나 보호아래 있어야 합니다.

■ 애완동물은 언제나 짧은 목줄을 달아서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 겨울철 눈 오는 날은 제설 작업이 된 곳만 다니십시오.

유한회사 부차드 가든 The Butchart Garden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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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투어(계절적)

부차드 가든 평균 관람 소요 시간: 1시간 30분 



역사
부차드 가든은 총53헥타르(130에이커) 

소유지에 22헥타르(55에이커)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 가든은 제니 부차드 여사가 

그녀의 남편 로버트 핌 부차드 씨의 인근 

포틀랜드 시멘트 공장에 공급하기 위해 

채굴되었던 석회암 채석장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차드 씨 부부가 폭넓은 세계 여행을 하는 

동안 자주 수집했던 희귀하고 이국적인 관목과 

나무 및 꽃들을 세련되게 혼합하여 조성한 이 

가든은 여러 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었으며, 여러분께서 오늘 보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큰(Sunken), 일본, 장미, 

이태리 및 지중해 가든이 되었습니다.

방문객을 환대하는 부차드 일가는 그들의 

소유지를 이태리어로 “환영”을 의미하는 “

벤베누토(Benvenuto)”라고 명명했습니다.  

1920년대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년 

방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든은 여전히 

부차드 가족이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유능하고 헌신적인 직원들과 더불어 제니 

부차드 여사의 원예적 탁월성과 고객을 

환대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1백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꽃을 피워온 부차드 가든은 2004년에 캐나다 

국립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씨앗/선물가게를 찾으십시오.

이 안내서는 가든 관광 안내도의 핑크색 

화살표에 따른 것입니다.

휠체어 통로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파란 점선을 

따라 가십시오.

여기에서 출발
여러분의 도보 관광은 커피숍, 꽃씨/선물가게, 

안내센터와 화장실이 맞닿아 있는 물레바퀴 

(Waterwheel) 광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크리스마스 매직” 시즌에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광장을 나와서 

안내센터를 지나 위쪽 왼편의 작은 길을 

따라가면 달팽이 연못이 나옵니다. 반대편에는 

부차드 가족이 전에 살던 주택 앞쪽 광장의 

경사지 경계선을 표시 해 놓은 기둥에 넝쿨장미

(여름)를 꽃 줄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가면 부차드 씨가 외국의 새들을 수집하기 위해 

장식했던 집에 꽃바구니가 걸려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왼쪽으로 첫 번째 

길에 접어들면 선컨

(Sunken) 가든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때 콘크리트로 

게리 오크 나무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난간을 눈 여겨 

보십시오.    

선큰 가든 (Sunken Garden)
커브를 돌아서면 전망대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정경을 보게 됩니다. 주 산책로 양편으로 

측백나무가 서 있습니다. 멀리 있는 높은 

굴뚝은 모두 시멘트 공장의 흔적들입니다. 

지그재그 모양의 계단 밑에 일년생 꽃 화단과 

높은 담장 밑까지 자라는 꽃나무와 정원수들을 

둘러 볼 수 있는 왼쪽 길로 접어듭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석회석의 깊은 

웅덩이에 고인 쿼리호수(Quarry Lake)의 잔잔한 

물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호수를 돌아 왼쪽으로 계속 가면 로스 분수대

(Ross Fountain)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든  

60주년을 기념하여 부차드 씨 손자인 이안 로스 

씨가 1964년에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물줄기는 21미터(70피트)까지 올라가며 

밤낮없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여기서부터 콘크리트 길이 간이 판매대(계절적)

를 지나 위 쪽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화장실과 청동 말 “애나벨

(Annabelle)”을 지나 왼쪽으로 갈라지면 어린이 

파빌리온 및 로즈 회전목마(Children’s Pavilion 
and Rose Carousel)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공으로 

조각한 30마리의 목각 동물과 2개의 마차로 된 

회전목마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불꽃놀이 

광장을 내려다 보는 두 개의 장승(totem)이 서 

있습니다. 7월, 8월의 토요일 저녁에는 수많은 

방문자들이 부차드 씨의 증손자인 크리스토퍼 

로스 씨가 고안한 눈부신 불꽃놀이를 

구경합니다. 오르간 파빌리언(원래 목장 창고)

을 지나 화려한 다알리아 꽃 전시장(가을)과 세 

그루의 고대 “견본” 나무들 사이의 콘서트 

잔디 왼쪽을 지나면 장미 가든에 도착합니다.

장미 가든 (Rose Garden)
다년생 식물로 조성된 화단과 장미로 덮인 

아치(여름)를 지나면 개구리 연못에 이르고 

오른쪽에는 이태리 연철로 만든 “소원을 비는 

우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하이브리드 티 장미

(Tea Roses)는 이름과 원산지 및 

미국장미협회에 동록 된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미 가든은 7월, 8월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넝쿨장미로 덮인 터널 길을 

따라 걸으면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주조된 

동으로 된 철갑상어 분수대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 가든 (Japanese Garden)
분수대를 지나서 도리이 정문을 통하여 

왼쪽으로 걸어서 가든의 계단으로 내려 

가십시오. 히말라야 파랑양귀비꽃(늦은 봄)이 

이곳 저곳에 피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꽃들은 에딘버러 식물원에서 처음 재배한 것을 

제니 부차드 여사가 씨앗을 받아와서 북미에서 

가장 먼저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통적 

정원은 일본인 조경사 기시다 이사부로 씨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1906년에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아치를 통해 왼쪽 길을 

따라 가면 토드 인렛(Tod Inlet)이 나오며, 

시멘트 공장 옛터를 지나면 승객들(여름)을 

태운 “제니(Jennie) B”호가 왕래하는 선착장에 

이르게 됩니다.     

별 연못 (Star Pond)
일본 가든에서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별 

연못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부차드 

씨가 관상용 오리를 키우기 위해 조성한 

곳입니다. “별”의 꼭지점 사이에 형형색색의 

일년생 꽃들은 화단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개구리 분수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태리 가든 (Italian Garden)
가든 안으로 들어서면 두 개의 아치형 입구들 

사이에 머큐리신 동상이 서 있습니다. 

십자형의 연못은 물고기를 들고 있는 아이를 

조각한 분수대로부터 물이 흘러 나옵니다. 

1926년 이전 이 곳은 부차드 가족의 콘크리트 

바닥 테니스장이었습니다. 왼쪽의 길고 좁은 

건물은 한 때 볼링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젤라테리아(계절적)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태리식 광장 (Piazza)
볼링장 밑 터널을 나서면 플로렌스 양식으로 

주조한 멧돼지 동상 타카를 세워 놓은 

이태리식 광장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식물 

식별 센터와 다이닝 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왼쪽 길을 따라 화장실, 블루 파피 레스토랑과 

편리한 포토 윈도를 갖춘 쇼 그린하우스를 

지나면 물레바퀴 광장, 커피숍, 꽃씨/기념품 

가게 및 안내 센터가 있는 출발 지점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물레바퀴 광장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노란 꽃 

(늦은 봄)이 장관인 아름다운 금사슬꽃의 아치 

밑을 걸어가면 주차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가든에 도착합니다.

지중해 가든  
(Mediterranean Garden)
이곳의 온화한 기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독특한 가든은 이 지역과 비슷한 성장 여건을 

갖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것으로, 

건조한 기후에 잘 적응하는 식물들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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