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STER BLACKCOMB
왜 WHISTLER BLACKCOMB이 북미 지역에서 가장 호평 받는 산악 리조트인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조트
Whistler Blackcomb은 깊은 산의 문화가 모험, 첨단, 국제적 명성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전설적인 봉우리들, 올림픽 선수들과 끝없는 호기심이 빚어낸 장소입니다. 한 장의 리프트
티켓으로 두 개의 산에서 스키를 즐기고 하루가 끝날 무렵 생동감 넘치는 겨울의 축제
분위기의 중심, Whistler Village의 베이스로 모이십시오. 이 모든 것이 Whistler를 모든
면에서 세계 일류의 스키 리조트로 차별화하는 이유입니다.

북미 지역 평점 1위 리조트
북미 지역 제일의 리조트로 꾸준히 꼽혀온 Whistler Blackcomb은 다른 스키 리조트를 압도하는
최고의 리조트 평점을 받았습니다.

전체 평점 1위:
리조트 전반
지형 다양성
아프레
지형 공원
스키 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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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하늘로 향하는 여정
WHISTLER 위치
Whistler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해안 산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치가 좋은 Sea to
Sky 고속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YVR)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 또는
시애틀에서 자동차로 4.5시간 거리에 있으며 미국에서 오시는 경우 여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북미 지역 최대의 스키 리조트
북미에서 가장 스키를 타기 좋은 지형으로 꼽히는 Whistler Blackcomb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8,171에이커에 펼쳐진 광활하고 다양한 지형은 스키를 처음 타는 입문자부터
경험 많은 스키인까지 모든 이를 매혹합니다. 나란히 솟아 있는 두 개의 산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PEAK 2 PEAK 곤돌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 체어리프트
연결망을 자랑합니다. 또한 1위 리조트의 명성에 걸맞게 스키 시즌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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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Whistler Blackcomb을 북미 지역의 다른 스키 리조트와 비교해 보십시오.
1마일에 달하는 높이, 숨쉬기 쉬운 정상 고도, 그 외에도 많은 이점을 지닌 Whistler
Blackcomb은 다른 리조트들을 압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지형
빅마운틴
경이로운 활강사면, 급사면, 절벽 및 협곡 지형입니다. 프리 스키 천국이 갖춰야 할 모든
중요 요소들을 갖췄습니다.
하이 알파인
산 정상 삼림 위에 자리 잡아 놀라운 전망을 지니며 모든 스키 실력 수준에 맞는 트레일이
있습니다.
파우더 필드 보울
16개의 매혹적인 중간 난이도 수준의 보울은 신선한 눈과 탁 트인 슬로프를 자랑합니다.
글레이디드 트리
신비한 숲 속에 숨어있는 파우더의 보고는 잘 다져진 트레일 너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로윙 그루머스
크루징, 카빙 또는 하드코어 활강에 알맞은 매끄러운 코듀로이 — Peak to Creek와 같은
11km(7마일) 길이입니다.
패밀리
가족 전용 구역과 산속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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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눈, 날씨 통계
모든 통계의 전체 요약 보기
자세히 보기

빌리지 살펴보기 - 슬로프 부근 마운틴 빌리지
Whistler Village는 스키 외 활동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활기 넘치는 곳입니다. 보행자
전용의 활기찬 허브는 Whistler와 Blackcomb 산 슬로프의 베이스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점과 음식점, 숙박시설, 그 외 일상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한 빌리지는 일 년
내내 지속되는 산의 문화의 중심이며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차를 타지 않고도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아프레와 밤 문화
각 산의 베이스에는 슬로프 부근의 아프레 장소들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밤 문화가 있으며
Whistler의 아프레는 세계의 거의 모든 스키 및 스노보드 출판물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세계 일류 다이닝
Whistler의 요리 문화는 10배나 더 큰 쟁쟁한 도시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음식점이 진미를 선보이며, Whistler가 제공하는 요리의 종류는 여러분의
입맛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자세히 보기

최고의 장비를 갖춘 상점
빌리지를 한가로이 걷노라면 이곳이 변방의 작은 도시가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이
패션에서 고성능 장비에 이르기까지, Whistler는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빌리지 내 200개 이상의 상점은 수많은 상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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