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실과 갤러리
1층 전시물 관람과 활동은 무료입니다. 위층 

전시물과 갤러리 관람 및 견학에는 박물관 유료 

입장권이나 회원권이 있어야 합니다.

편의 시설  
•  현관의 외투 및 가방 보관대(큰 물품은 

반드시 보관대에 맡기셔야 합니다)

• 유모차 대여소는 현관에 있습니다

• 기저귀 가는 곳은 각층에 있습니다

•  장애인용 휠체어,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은 

각층에 있습니다

• 분수식 식수대는 각층에 있습니다

•  현금 지급기는 IMAX® 빅토리아 옆에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 관람 
입장료가 있는 다양한 안내 관람 코스가 

있습니다. 로비에 마련된 화면에서 주제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음식
•  세쿼이아 코스털 커피에서 수프, 샌드위치, 

빵과 과자, 각종 커피를 판매합니다

•  푸드 트럭 페스티벌 이벤트는 빅토리아 

최고의 푸드 트럭들이 참여합니다

•  IMAX® 빅토리아 매점에서 간식을 

판매합니다

로열 박물관 선물점
로열 BC 박물관이 간행한 수많은 도서, 

예술 작품, 보석류, 음악용품, 의복, 장난감 

등 BC 주의 정취가 깃든 세공품과 특산품을 

골라보세요. 전시품 사진과 설명으로 

알차게 편집된 안내 책자 Highlights를 꼭 

받아가십시오.

IMAX® 빅토리아
박물관과 IMAX 겸용 입장권을 알아보십시오. 

입체 음향과 6층 높이의 폭 25미터(85피트)짜리 

초대형 화면을 대하면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비원 안내대
1층에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대기하며 분실물, 

응급 처치, 응급 상황 등을 도와드립니다.

기부
박물관과 기록 보관소에 기부하시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BC 주의 

기록 보존을 오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전화: 

250-387-7222 / 이메일:  

donate@royalbcmuseum.bc.c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좋은 
선물
오래도록 인상에 남는 선물을 찾으시나요? 

박물관 회원권이나 상품권을 선물해 보세요. 

오늘 구매하세요!

로열 BC 박물관
빅토리아의 인너 하버(Inner Harbour)에 

있습니다 
675 Belleville Street, Victoria BC,  
V8W 9W2 
250-356-7226 | 1-888-447-7977  
royalbcmuseum.bc.ca 

Printed in Canada.  © Royal BC Museum Corporation. 100% recycled.

대부분 전시물에 대하여 개인 용도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플래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전시물에는 사진 촬영 금지 표지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머드 곁에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싶으시겠지만, 가까이 가시면 

전시물이 손상될 수 있으며, 경보기가 울립니다. 삼각대나 외각대 사용은 금지됩니다. 

사진과 스케치는 비상업용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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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브리티시 컬럼비아 박물관
1886 이후 로열 BC 박물관은 BC 주 주민과 
자연의 역사를 수집, 보전, 전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1987년, 왕실 기관에 사용되는 
“로열” 지위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박물관에 
부여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기록 보관소
원본 문서, 사진, 지도, 도서, 기타 기록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200년 이상 된 자료도 
있습니다.

IMAX® 빅토리아
6층 건물 높이에 폭이 25미터(85피트)나 되는 
초대형 IMAX 화면은 빠져들 것만 같습니다.

패닌 빌딩 
이 박물관의 최초 큐레이터 존 패닌(John 
Fannin)의 이름을 따 명명된 이 건물에는 BC 
주의 소중한 수집물이 일부 소장되어 있으며, 
박물관 큐레이터와 컬렉션 담당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더버드 공원
 1941년, 깊은 사연이 담긴 정교한 목공예 토템 
폴들이 전시된 선더버드 공원(Thunderbird Park)
이 일반에 최초로 정식 개방됐습니다. 현재는 
수장고에 보관된 다수의 진품 토템 폴은 BC 주 
전역의 원주민 공동체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와와디틀라 / 멍고 마틴 하우스
1951~1953년 조각가이자 추장인 멍고 마틴
(Mungo Martin)과 그 아들 데이비드가 지은 
이 큰 집은 포트 루퍼트(Fort Rupert)에 있는 
주택들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세인트 앤 교사(校舍)
1843년경 전형적인 허드슨 베이 컴퍼니 식으로 
지어진 이 학교 건물은 생활과 일의 편리한 
터전으로 세인트 앤의 수녀들이 최초로 수업을 
한 곳이었습니다.

헬름켄 하우스
원래 터에 아직 남아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BC 주에서 가장 오래된 헬름켄 하우스
(Helmcken House) 오두막집은 허드슨 베이 
컴퍼니가 존 세바스천 헬름켄과 그의 아내 
세실리아 더글러스를 위해 1852년에 지은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달리 개방됩니다.

네덜란드 카리용 
BC 주 네덜란드 공동체가 캐나다 건국 백 
주년을 기념하여 기증한 이 카리용
(편종의 일종)으로 연주되는 곡은 다운타운 
방문객을 즐겁게 합니다. 타워 꼭대기 
27미터(90피트) 높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생 식물원
습지, 사구, 사막, 우림 등은 모두 
BC 주의 일부이며, 이 곳에서 대표 
식물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1.  리처드 헌트 폴 – 콰콰카와크

2. 공룡 발자국
채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BC 주 피스 리버 
캐니언(Peace River Canyon)에 남긴 원래 
발자국의 본을 떠 만든 이 발자국들은 1
억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표시입니다.

3.  방추차
레퀑엔(Lekwungen) 족의 생활에 중요한 
기본 도구였던 이 방추차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다운타운 빅토리아에 있는 
7개의 방추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4. BC 주 순직 경찰 추모패

5. 엘자 메이휴 조각 작품

6. 잭 하먼 조각 작품

7.  제임스 더글라스 총독 기념패와 
더글라스 총독 부인 기념 벚나무

8. 피터 옥스 조각 작품

9. 여왕 모후 주춧돌

10. 푸드 트럭 페스티벌 이벤트

개관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여름철 개관 시간(6월~9월)
오전 10시~밤 10시(금요일과 토요일)
BC 기록 보관소는 월~금요일까지 개관하며, 법정 휴일은 쉽니다
IMAX® 빅토리아는 오후 7시나 8시까지 개관합니다
성탄절과 1월 1일은 쉽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현재 개관 시간을 확인하세요

기부
박물관과 기록 보관소에 기부하시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BC 주의 기록 보존을 오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전화: 250-387-7222 / 이메일: 
donate@royalbcmuseum.bc.ca

BC 기록 보관소
월~금요일까지 개관하며, 법정 휴일은 쉽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좋은 선물
오래도록 인상에 남는 선물을 찾으시나요? 박물관 회원권이나 상품권을 선물해 
보세요. 오늘 구매하세요!

자원봉사자
박물관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BC 주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안내대에서 지원서를 받아가시거나 자원봉사 서비스부에 250-387-7902로 
전화하십시오.

자원 절약
로열 BC 박물관 WIFARER 앱으로 방문 경험을 배가하세요
무료 다운로드: m.royalbcmuseum.bc.ca/en/apps

로열 BC 박물관
빅토리아의 인너 하버(Inner Harbour)에 있습니다
675 Belleville Street, Victoria BC V8W 9W2
250-356-7226 | 1-888-447-7977
royalbcmuseum.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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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중국 풍수 나침반

풍수 지관이 이 나침반(로판)을 손에 

들고 있으면 기(氣)의 방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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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1.  리 처드 헌트 폴 – 콰콰카와크

2. 공룡 발자국

3. 방추차

4.  BC 주 순직 경찰 추모패

5. 엘자 메이휴 조각 작품

6. 잭 하먼 조각 작품

7.  제 임스 더글라스 총독 기념패와더글라스 

총독 부인 기념 벚나무

8.  피터 옥스 조각 작품

9. 여왕 모후 주춧돌

10. 푸드 트럭 페스티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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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갤러리

1. 오랜 역사
2. 이 땅에서의 생활
3. 영적 생활
4. 변화, 갈등, 회복력
5. 저력 있는 유산
6. 새로운 시작

로열 BC 박물관 일부 지역은 전시물 교체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하여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대나 매표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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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 자연사

1층

자연사 갤러리 

1. 변화하는 과거
2. 변화하는 현재
3. 고유의 산림
4. 무한한 대양
5. 다양한 삼각주
6. 미개척 세계

특선 전시장

포켓 갤러리

3 층 인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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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언어 
전시장

BC 형성 갤러리

1. 해로로 도착
2. 육로로 도착
3. 변모
4. 주 형성
5. 21세기로

전시실과 갤러리
1층 전시물 관람과 활동은 
무료입니다. 위층 전시물과 갤러리 
관람 및 견학에는 박물관 유료 
입장권이나 회원권이 있어야 합니다.

편의 시설
•  현관의 외투 및 가방 보관대(큰 
물품은 반드시 보관대에 맡기셔야 
합니다)

•  유모차 대여소는 현관에 있습니다
•  기저귀 가는 곳은 각층에 있습니다
•  장애인용 휠체어,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은 각층에 있습니다

•  분수식 식수대는 각층에 있습니다
•  공중전화는 현관에 있습니다
•  현금 지급기는 IMAX®  빅토리아 
옆에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 관람
입장료가 있는 다양한 안내 관람 
코스가 있습니다. 갤러리별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고자 하시나요?
하이라이트 관람(1.5시간)에 
참여하세요.
로비에 마련된 화면에서 주제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음식  
•  세쿼이아 코스털 커피에서 수프, 
샌드위치, 빵과 과자, 각종 커피를 
판매합니다

•  푸드 트럭 페스티벌 이벤트는 
빅토리아 최고의 푸드 트럭들이 
참여합니다

•  IMAX® 빅토리아 매점에서 간식을 
판매합니다

로열 박물관 선물점 
로열 BC 박물관이 간행한 수많은 
도서, 예술 작품, 보석류, 음악용품, 
의복, 장난감 등 BC 주의 정취가 
깃든 세공품과 특산품을 골라보세요. 
전시품 사진과 설명으로 알차게 
편집된 안내 책자 Highlights를 꼭 
받아가십시오.

IMAX® 빅토리아 
박물관과 IMAX 겸용 입장권을 
알아보십시오. 입체 음향과 6층 
높이의 폭 25미터(85피트)짜리 
초대형 화면을 대하면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비원 안내대 
1층에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대기하며 분실물, 응급 처치, 
응급 상황 등을 도와드립니다.

일부 전시장이 어두운 이유
귀중한 공예품을 자외선과 
적외선에서 보호하려고 조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시장에서 가능하면 가장 밝은 
조명을 유지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대부분 전시물에 대하여 개인 용도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플래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전시물에는 사진 
촬영 금지 표지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머드 곁에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싶으시겠지만, 
가까이 가시면 전시물이 손상될 수 
있으며, 경보기가 울립니다. 삼각대나 
외각대 사용은 금지됩니다. 사진과 
스케치는 비상업용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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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땅에서의 생활
3. 영적 생활
4. 변화, 갈등, 회복력
5. 저력 있는 유산
6. 새로운 시작

로열 BC 박물관 일부 지역은 전시물 교체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하여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대나 매표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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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하는 과거
2. 변화하는 현재
3. 고유의 산림
4. 무한한 대양
5. 다양한 삼각주
6. 미개척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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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형성 갤러리

1. 해로로 도착
2. 육로로 도착
3. 변모
4. 주 형성
5. 21세기로

전시실과 갤러리
1층 전시물 관람과 활동은 
무료입니다. 위층 전시물과 갤러리 
관람 및 견학에는 박물관 유료 
입장권이나 회원권이 있어야 합니다.

편의 시설
•  현관의 외투 및 가방 보관대(큰 
물품은 반드시 보관대에 맡기셔야 
합니다)

•  유모차 대여소는 현관에 있습니다
•  기저귀 가는 곳은 각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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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식 식수대는 각층에 있습니다
•  공중전화는 현관에 있습니다
•  현금 지급기는 IMAX®  빅토리아 
옆에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 관람
입장료가 있는 다양한 안내 관람 
코스가 있습니다. 갤러리별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고자 하시나요?
하이라이트 관람(1.5시간)에 
참여하세요.
로비에 마련된 화면에서 주제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음식  
•  세쿼이아 코스털 커피에서 수프, 
샌드위치, 빵과 과자, 각종 커피를 
판매합니다

•  푸드 트럭 페스티벌 이벤트는 
빅토리아 최고의 푸드 트럭들이 
참여합니다

•  IMAX® 빅토리아 매점에서 간식을 
판매합니다

로열 박물관 선물점 
로열 BC 박물관이 간행한 수많은 
도서, 예술 작품, 보석류, 음악용품, 
의복, 장난감 등 BC 주의 정취가 
깃든 세공품과 특산품을 골라보세요. 
전시품 사진과 설명으로 알차게 
편집된 안내 책자 Highlights를 꼭 
받아가십시오.

IMAX® 빅토리아 
박물관과 IMAX 겸용 입장권을 
알아보십시오. 입체 음향과 6층 
높이의 폭 25미터(85피트)짜리 
초대형 화면을 대하면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비원 안내대 
1층에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대기하며 분실물, 응급 처치, 
응급 상황 등을 도와드립니다.

일부 전시장이 어두운 이유
귀중한 공예품을 자외선과 
적외선에서 보호하려고 조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시장에서 가능하면 가장 밝은 
조명을 유지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대부분 전시물에 대하여 개인 용도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플래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전시물에는 사진 
촬영 금지 표지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머드 곁에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싶으시겠지만, 
가까이 가시면 전시물이 손상될 수 
있으며, 경보기가 울립니다. 삼각대나 
외각대 사용은 금지됩니다. 사진과 
스케치는 비상업용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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