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에서 바라보는 

브릿지클라임 시드니는 대표적인 호주 
체험이고 이 나라의 제일 유명하고 상징적인 
건축물 정상까지 이르는 여정입니다 – 
시드니 하버 브릿지.

세계 최대 강철 아치 정상에 오르면 숨막힌 
순간들과 환상적인 360도 전망을 체험하고 
이 세계적인 아이콘의 엔지니어링과 문화 
역사에 대해 전문 등반 리더의 설명을

들으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안내를 받게 
됩니다. 

브릿지의 등반은 매이 매일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때 그때 새롭고 
짜릿한 경험으로 이 평생 가는 체험 통해 
모든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뭔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망이 환상적입니다



등반 전 준비
등반을 하려면 기본적인 건강과 
체력, 그리고 독립적으로 오를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건강과 안전의 필수적인 요소:
• 임신 24주 미만인 경우 

담당 의사가 서명한 건강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등반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양식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등반 당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24주 이상인 경우 
등반할 수 없습니다.

• 75세 이상일 경우 담당 
의사가 서명한 건강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등반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등반 당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등반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등반 희망자는 
저희 직원에 의해 검사를 
받게 되고 해당 농도 이상일 
경우 등반할 수 없습니다.  

• 만으로 8세 이상이어야 하고 
키는 120cm 이상만 등반 
가능합니다. 

•  흡입기 등 필수 약물은 
등반 시 지참 가능합니다. 
등반 당일 직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반 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편안한 
신발을 신기 바랍니다. 등반 
당일 날씨에 맞춰 따로 
필요한 아웃도어 장비는 
당사가 제공합니다. 

• 안전의 이유로 그 어떤 
물건이 됐던 등반 시 
휴대하면 안됩니다.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고프로, 
핸드폰 등도 해당됩니다. 

• 개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은 제공됩니다.  

• 클라임 리더가 등반하는 
동안 사진을 찍어 따로 
제공하게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티켓 포함 사항 

등반은 아래 주소에서 출발합니다.
서큘라키(Circular Quay)에서 
짧은 산책 거리

• 등반 수료증
• 브릿지클라임(BridgeClimb)  

모자
• 시드니의 360도 전망
• 브릿지와 시드니 역사 설명

예약은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61 (2) 8274 7777  
inbound@bridgeclimb.com

bridgeclimb.com

저희 소셜미디어에서  
만나요

 
 

 
   

정상 정상 인사이더 얼티멋 바라와 (원주민 이야기 체험)

일반 아동

새벽 정상 $388 $189

주간 정상 $328 $149

주간 정상 인사이더 $308 $149

정상 & 석양 정상 인사이더 $374 $189

정상 & 야간 정상 인사이더 $268 $149

얼티멋 $348 $189

바라와 $328 $149

• 가격은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포함한 호주달러(AUD) 기준입니다.

• 가격과 성수기는 당사(BridgeClimb) 

임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동 가격은 만 8세부터 15세까지 

해당되고 모든 아동은 성인과 동반해야 

합니다 (성인 1인당 아동 최대 3명).

등반 가격 (2022년 4월1일 – 2023년 3월31일) 

새벽
이 등반은 제한된 
날짜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해뜨기 전에 
출발합니다. 도시에 
생기가 도는 지평선 
너머로 태양의 돌파를 
감상해보세요. 

주간
도시의 웅성거림과 
소란을 한껏 드러내는 
환상적인 낮의(새벽 
이후 석양 이전) 여러 

전망들을 즐겨보세요.

석양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될 때 진행하는 
등반입니다. 달이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일몰을 만끽하면서 
황혼의 마법에 빠져 
두 세계의 장점을 

체험해보세요. 

야간
이 등반은 해가 진 
후(“황혼” 이후) 
출발하여 어둠의 담요 
아래서 빤짝 거리는 
시드니 밤의 전망을 
즐겨보세요.

브릿지클라임의 원조 
등반으로 상징적인 하버 
브릿지를 오르면서 시드니의 
숨막히는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항구와 도시 스카이라인의 
시원한 전망에 빠져 호주 
아이콘의 정상까지 아치를 
따라 등반하면서 세계정복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클라임 간단 요약
• 3시간 소요
• 클라임 팀당 최대 14명 
• 1,332 걸음
• 브릿지클라임 대표 코스
• 해리 왕자와 오프라 
 윈프리도 체험 했음

단계적으로 브릿지위 
중심부인 아치 하단을 
걸으면서 정상까지 빠르게 
오릅니다. 강철 기둥과 
아래의 교통체증으로 
둘러싸여 있어 브릿지의 
아름다움과 주변 숨막히는 
전망을 감상하고 
만끽하게 됩니다. 

클라임 간단 요약
• 2.5시간 소요
• 클라임 팀당 최대 14명 
• 1,002 걸음
• 보다 빠르고 활기찬 
 코스
• 데렉 주랜더와 맷  
 데이몬도 체험 했음

이전에 그 어떤 클라임도 
도달해본 적 없는 얼티멋 
코스는 브릿지클라임 
역사상 가장 모험적인 
등반 체험입니다. 등반자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전설적인 “
옷걸이”의 전체 폭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입니다.

클라임 간단 요약
• 3.5시간 소요
• 클라임 팀당 최대 14명 
• 1,621 걸음
• 정상 2번 도달
• 지금까지 최고의 
 모험적인 코스!
• 포함: 브릿지 전체를  
 정복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권리

원주민 이야기꾼의 안내로 
브릿지 정상을 향하여 
오르면서 360도 기막힌 
전망과 시드니 원주민 
역사에 빠져보세요. 이 
독특한 등반 체험은 
시드니 항만 주변 원주민 
랜드마크의 전망을 원주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클라임 간단 요약
• 3시간 소요
• 클라임 팀당 최대 14명 
• 1,332 걸음
• 정상 클라임 코스
• 원주민 역사와 음악 듣기
• 자선사업 파트너 “Tribal  
 Warrior(부족 전사)”  
 1인당 $10 기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