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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LD IN ONE City
한 도시안에 모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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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HER GREENWOOD DAVIS 

지역 주민들이 
알려주는 꿀팁

꼭 봐야할 것 
• 퀸 웨스트가 Queen St. 

West  의 다양하고 펑키한 가
게들과이웃한 패션지구 
Fashion District 

• 네이슨 필립스 스퀘어
Nathan Phillips Square토
론토 사인

• 온타리오 미술관 Art Gallery 
of Ontario와 왕립 온타리오
박물관 Royal Ontario 
Museum에서 열리는세계적
인 수준의 전시회 

꼭 먹어야 할 것 
• 알버트 리얼 자메이칸 푸드  

Albert’s Real Jamaican 
Food의 소꼬리 스튜 

• 드레이크The Drake 
의 트러플 프라이를 넣은드레이
크 버거 

• 예퉁Yueh Tung의 칠리 치킨 

꼭 해야 할 것 
• 변화무쌍한 그래피티 골목  

Grafitti Alley의 작품들사이
에서 사진 찍기 

• 켄싱턴 마켓Kensington 
Market에 있는 상점과레스
토랑의 활기찬 문화엿보기

•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하이파
크 High Park에서 자신의마
음 중심을 을 느껴 보기 

Toronto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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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의 눈부신 경치를 보기 위해 상징적인 CN 타워 꼭대기에 올라 당신의 여행을 
시작하세요. 토론토의 복합적인 다문화에 흠뻑 빠져보세요. 그리스타운, 차이나타운,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이웃 거리들을 거닐어보세요. 수천 개의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거나 요리 투어를 선택하세요.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와 캐나다의 리플리 수족관과 같은 상호 작용이 가능한 관광지를 탐험하세요. 항구 
크루즈에서 완벽한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거나 페리를 타고 보행자 도로만 있는 토론토 섬으로 가보세요. 

랜드마크인 토론토 이튼 센터와 스타일리쉬한 요크데일 쇼핑 센터는 많은 쇼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쿠튀르는 
요크빌에서 군림하고 있는 반면, 독특한 부티크와 갤러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증류소 역사 구역(Distillery 
Historic District)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타들로 가득 찬 토론토 국제 영화제(TIFF)와 10일간의 예술 
축제인 루미나토(Luminato)를 포함해 일년 내내 열리는 축제들을 즐겨 보세요. 발레, 오페라, 연극, 라이브 
음악 공연의 밝은 빛에 박수를 보내거나 스포츠 경기를 응원해 보세요. 토론토는 걷기 좋은 도시이며 지하철, 
버스, 전차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요 관광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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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ultured 
IN THE CAPITAL 

캐나다의 수도에서 교양있게 
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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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 WALCOTT 

지역 주민들이 
알려주는 꿀팁

꼭 봐야할 것 
• 국회의사당과 샤토 로리에

Chateau Laurier와 같은 역 
사적 건축물

• 국회의사당 힐의 사운드 앤라이
트 쇼 Sound and Light 
Show

• 뱅크스트리트와 바이워드 시  
장의 다채롭고 강렬한 거리      
예술 

꼭 먹어야 할 것
• 바이워드 시장 내 인기있는

비버테일 Beavertails
• 랜스도운Lansdowne 오타

와 파머스 마켓의 지역 특산
물과 베이커리

• 현지식 그대로 즐기는 베트남
식, 중식과 한식 등 다양한 식
도락을 맛볼 수 있는 활기 찬
차이나타운

꼭 해야 할 것
• 오타와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

들과 지역 갤러리 즐기기
• 연중 다양한 축제 즐기기
• 오타와 강에서 카약 즐기기



Ottawa 
오타와 

영어와 프랑스어가 잘 섞여있는 이 도시는 캐나다의 성과들을 문화적 명소, 유적지, 축제와 향미로 기념하는 
에너지를 머금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드라마 같이 멋진 근위병교대식 은 놓치지 마세요. 캐나
다 국립 갤러리, 캐나다 자연 박물관, 캐나다 전쟁 박물관, 캐나다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고, 전통 음악과 춤 
공연, 스토리텔링, 선주민 체험과 함께 하는 전시를 통해 캐나다 선주민에 대해 알아보세요. 역사적인 바이워
드 마켓(ByWard Market)을 걸어보고, 부티크와 갤러리를 방문해 보세요. 캐나다 튤립 축제, 블루스페스트, 
윈터루드와 같은 행사들은 어떤 계절이든 오타와를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연 그대로의 야외 공간은 풍부한 즐길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리도 운하가 도시의 
중앙을 관통하고, 겨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케이트장이 됩니다. 르보트와 함께 호화로운 보트를 타고 운
하를 직접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8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오타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꿈의 도
시입니다. 도시 외곽의 차로 90분 거리에 있는 오타와 강에서 래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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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타워 
약 98미터 높이의 평화 타워(Peace Tower)는 팔리아먼트 힐
의 주요 특징이며, 아마도 캐나다의 국기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의 상징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워의 
마스터 시계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흥미 있어합니
다. 그러므로, 가을의 서머타임이 끝나면, 공무원이 나와 밤 중
에 한 시간 동안 시계를 멈춰 시간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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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LD OF Wonder 
경이로운 대자연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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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 FLEMING 

지역 주민들이 
알려주는 꿀팁 

꼭 봐야할 것 
• 100개가 넘는 나이아가라 지

역의 와이너리에서 생산자들
과 만나기

• 53m 높이의 나이아가라 스
카이휠 꼭대기에서 나이아가
· 폭포 최고의 사진찍기

• 엽서 속 사진같이 완벽한 나
이아가라-온-더-레이크의 고

풍스런 거리 걸어 보기

꼭 먹어야 할 것 
•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 한 잔

으로 자연이 주는 가장 달콤  
한 선물 맛보기. 

• 가장 신선한 지역 과일과 야
채가 가득한 길가 가판대에서
쇼핑하기.

• 푸드트럭의 고급진 로컬 메
뉴와 음료를 즐기러 서퍼 마
켓 Supper Markets에 방문
하기

꼭 해야 할 것 
• 나이아가라 시티 크루즈

Niagara City Cruises를 타
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소용돌
이 속으로 들어가기.

• 윌풀젯보트 Whirlpool Jet
Boat를 타고 5등급 급류에합류
하기.

• 자전거를 타고 와인카운티를둘
러보기.

Niagara 
나이아가라 

자연이 만들어 낸 너무나 놀라운 믿기지 않는 모습에 경외심을 가지세요. 
나이아가라 시티 크루즈가 여러분을 쏟아지는 폭포 아래로 안내하며, 
폭포의 물줄기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폭포 위에서 
전체 장관을 내려 다 볼 수 있습니다. 와일드플레이의 폭포 집라인에서 
당신의 용기를 시험해 보고, 역사적인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경치가 좋은 나이아가라 공원길을 따라 푸르른 공원과 
정원을 감상하고, 클리프턴 힐과 스카일론 타워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즐기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무지개 색으로 빛나는 폭포 또한 놓치지 마세요. 

자연은 나이아가라 지역에 관대하게도 완벽한 포도밭을 가꿀 수 있는 독특한 
기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와인 루트를 따라 1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아이스와인을 포함하여 수상 경력이 뛰어난 와인들을 맛보세요. 
지역 요리사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요리를 위해 이 곳만의 식재료를 마음껏 
활용합니다.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Niagara-
on-the-Lake)에서는 매혹적인 부티크, 매력적인 여관, 고급 식당들이 
연중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지 버나드 
쇼와 그의 동시대 작품들만 공연하는 쇼 페스티벌 Shaw Festival의 본거지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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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ey
BEHIND THE FALLS 
폭포 뒤로의 여행 
나이아가라의 심장에 서기위해 125피트 아래로 내려가 
기반암에 설치된130년 된 터널로 가면, 호스슈 폭포를 눈으로 
보기 전에 천둥 같은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층 높이의 
폭포 아래 설치된 전망대에 서면 숨막히는 전율이 온 몸을 감
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짝 젖을 수도 있고요!) 

18 



THE GREAT 

Outdoors 
최고의 아웃도어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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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STILL 

지역 주민들이 
알려주는 꿀팁 

꼭 봐야할 것 
• 포인트 그론다인 파크 Point

Grondine Park의 선주민아
니쉬나벡 Anishnaabek사람
들이 전통적으로 사용  했던
길을 따라 하이킹, 카누또는
카약 경험하기.

• 캐나다에서 가장 의미있는초
기 거주지이며 장례의식을했
던 마니토 마운즈 Mani-tou
Mounds 알아보기요.

꼭 먹어야 할 것 
• 아니쉬나비 와일드 라이스

Anishinaabe Wild Rice에
서 전통방식으로 추수하고탈
곡한 야생쌀 맛보기

• 노스46 North46 Restau- 
rant에서 아름다운 노스채
널 North Channel을 내려
다보며 신선한 생선요리 즐
기기

꼭 해야 할 것 
• 무스혼롯지 Moose Horn

Lodge의 아름다운 물에서대어
낚시하기

• 보야져일더니스 Voyageur
Wilderness와 함께 노를 저
으며 내 마음의 평화를 경험
하기

25만개가 넘는 호수, 110개의 주립공원, 6개의 국립공원, 그리고 무수한 특색 
있는 지역에서 온타리오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까운 
여행지나 외딴 곳으로 모험을 떠나세요 여러분은. 온타리오 주 전역에 있는 
독특한 리조트, 롯지와 인들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마법이 찾아오지만 가을 숲은 다양한 색으로 더욱 빛나기 때문에 특별한 찬란
함을 선사합니다. 

반짝이는 호수, 화강암 해안과 무스코카의 매력적인 마을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캐나다인들에게 사랑받는 보물같은 휴가지입니다. 빈티지하게 
증기로 움직이는 유람선을 타고, 푸른 물에 노를 담그거나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곤킨 주립공원을 탐험하세요. 수백 개의 호수가 있는 이 
공원은 초보 카누여행자부터 전문 카누 선수까지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봄 들꽃이나 찬란한 가을빛을 즐기며 하이킹을 즐기세요. 매, 왜가리부터 무스, 
비버, 사슴까지 야생동물을 조심하세요. 암각화, 본 에코, 아웬다 등 주립공원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지아만의 반짝이는 물이 내려다보이는 블루 마운틴 리조트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야외 활동을 제공합니다. 나무 위에서 걷는 tree top walking  
이나 집라인을 해보세요. 하이킹, 사이클, 골프를 즐길 수 있고, 형형색색의 
단풍에도 감탄해 보세요. 스칸디나브 스파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활기찬 차 없
는 거리에서 즐겁게 다양한 상점과 식당들을 즐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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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북부는 자연 그대로의 황무지와 청량한 공기가 상징적이며, 수정처럼 맑은 호수가에서 노 젓기, 
자전거, 하이킹, 낚시 등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주립공원은 풍경 또한 다양합니다. 
분홍색 화강암, 터키색 호수, 바람에 휩쓸린 킬라니의 소나무에서부터 슈페리어 호수의 경치 좋은 해안선, 
저멀리 떨어진 시골 퀘티코까지, 이 지역이 왜 캐나다의 유명한 Group of Seven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
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부 지역 특유의 풍미를 경험해보세요. 마니툴린 섬에서 원주민의 정통 체험을 통해 이 곳만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배워보세요. 숙소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일부 지역은 수상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아가와 협곡 관광 열차나 풍성한 해안의 맛도 놓치지 마세요. 

동부 온타리오에서 보트 크루즈, 헬리콥터 투어 또는 카약으로 천섬의 장엄한 풍경과 인상적인 여름 별장들을 
만나보세요. 온타리오 하이랜드에서 가을 단풍, 야외 활동, 문화 유산을 중점으로 시골 여행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핼리버튼 숲 Haliburton Forest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통해 
예술가들의 갤러리를 둘러보고 로컬 농장에서 공수한 식재료로 준비한 요리들을 시식해 보십시오. 온타리오 
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따뜻한 환대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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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ING 

Giant 
슬리핑 자이언트 
슬리핑 자이언트는 시블리 반도의 두꺼운 현무암질의 관입암이 
침식되어 형성된 일련의 메사(꼭대기는 평평하고 등성이는 벼랑으로 
된 언덕)이며, 온타리오주 썬더베이 서쪽에서 북서쪽으로 보았을 때 
거인이 등을 대고 누워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오지브웨이 
전설은 이 거인이 돌로 변한 나나비주라고 전합니다. 

26 



Living History
살아있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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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의 독특한 유산과 문화에 빠져보세요. 역사와 혁신이 번창하는 킹스턴의 포트 헨리 
국립 유적지 Fort Henry National Historic Site에서 19세기 군부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 정신이 살아있는 모리스버그 Morrisburg의 어퍼 캐나다 빌리지Upper Canada 
Village에서는. 19세기 정착민들이 황야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면서 이룬 업적에 대해 
알아보세요. 온타리오의 첫 번째 유럽 정착지인 미들랜드 근처의 Sainte-Marie among 
the Hurons 에서 당시의 복장을 한 해설사들이 프랑스 예수회의 선교활동과 웬다트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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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모피 무역 기지인 썬더베이의 윌리엄 요새 역
사 공원에서 캐나다를 만든 영국, 프랑스, 메티스, 퍼스트 네이션
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선주민 문화를  
경험하세요. 

예술적 표현, 요리 관습, 그리고 독특한 행사들을 경험하며 
여행하세요.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의 스트랫포드 페스티벌과 
쇼 페스티벌에서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만나보세요. 

생동감 넘치는 세인트 제이콥스 파머스 마켓에서 신선한 농산물
과 지역 특산물을 시식한 후, 말이 끄는 트롤리 투어로  가까운 
메노나이트 농장을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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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spired
영감을 받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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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LD OF Awe 
놀라운 이 세상 
사진 및 글 Geoff Co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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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는 모험적인 영혼의 여행자들을 
기다리는 멋진 장소로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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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otto(겨울, 봄,  가을) 

• Little Cove(겨울, 여름)

• Lions Head(봄, 여름)

• Muskoka Lake(연중

• Algonquin Park(연중) 

포토스팟 TOP 5 

GEOFF COOMBS 

온타리오는 모험적인 영혼을 기다리는 놀라운 장소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타리오를 토론토에서 뻗어나가는 도시와 교외로 생각하고 있는
데, 이는 작은 지역에 해당하지 전체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온타리오에서 자라면서, 저는 운이 좋게도 여름에는 조부모님의 오두막집에 
놀러가 무스코카의 아름다운 호수들을 탐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키큰 나무들과 호수는 어린 저의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사진을 찍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에 대한 끌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상업 및 수중 사진작가로 제 자신의 사진사업을 운영하며 
브루스 반도 북부 연안의 수중 세계를 기록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땅은 조지아 만과 휴론 호수로 갈라지며, 터키석 같은 물의 색깔, 19  세기 
난파선, 그리고 매력적인 지질학전 형태들이 탐험 대상이 됩니다.지역에 있는 
석회암 절벽의 물은 수정처럼 맑으며, 겨울에는 얼음 아래로프리다이빙을 하
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가고 싶어 하는 숨겨진 
보석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도시에 있다가 몇 시간 후에는 광활한 
호수와 숲이 있는 오아시스에 있을 수 있다는. 이 곳은 발견해야 할 멋진 여
행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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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dulged 
마음껏 먹어볼까! 

글: 요리사 드반 라즈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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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드반은 온타리오주의 
식문화와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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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대한 셀 수 없이 멋진 기억들이 온타리오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는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이 곳에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상당히 강한 의견이지만 사실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온타리오 주에서 뽑은 최고 5의 미
식경험들을 확인해 보세요. 

심코 카운티 

심코 카운티는 아름다운 농산물과 신선한 지역의 
맛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지역 장인들의 멋진 
솜씨입니다. 이 곳에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허니넛 
호박이었는데, 호박에 허브와 마늘을 넣고 구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메이플 시럽을 약간 넣는 것
도 잊지 말아야죠. 

나이아가라 지역 

제가 나이아가라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기억은 복숭아가 나는 시기에 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숭아 스콘? 진짜 맛있답니다. 와이너리도, 네, 물론 
훌륭하죠. 이 곳에서는 지역 재배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며 
농부와 요리사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와이너리 사이클링 투어, 시음 투어, 
요리사가 직접 준비하는 식사와 현지식 등 다양한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밀튼 

해밀턴의 식문화는 매우 긴밀한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수준 높은 로컬 재료를 제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머레이즈 팜 & 가공샵 Murray’s Farm & 
Butcher Shoppe에서 내 인생 최고의 돼지고기 찹을 달라고 외쳐주세요.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저는 프린스에드워드 카운티에서 100가지가 넘는 토마토가 있는 농장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를 생각하면 토마토와 
와이너리가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신선한 생선입니
다. 이 곳은 실력있는 요리사들의 안식처일 뿐이죠. 

조지안 베이 
조지아만에서는 신선한 농장이면 뭐든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사과와 딸기를 따고 야생 부추, 피들헤드,  
아스파라거스, 옥수수를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여행지들 중 일부를 여행한다면, 여러분만의 즐거운 음식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42 



 

 

 

 

 

푸디 핫스팟 TOP 5

• 심코 카운티
• 나이아가라 지역
• 해밀튼
•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 조지안 베이

CHEF DEVAN RAJMUKAR 



“샤퀴트리, 다이닝, 비스트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마음껏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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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
ROAD TRIPS

Epic
ROAD TRIPS 

서사적 로드 트립 





온타리오주 캠핑카투어 
글: Josephine Mat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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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캠핑카여행으로 여러분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캐나다에서 가장 다양한 풍경이 있는 온타리오에서 캠핑카보다 탐험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캠핑 밴에서 버스 크기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터홈과 같은 캠핑카 차량을 선택합니다. 샤워기, 냉장고, 주방 및 
침구용품, 발전기와 같은 장비와 편의시설은 다양하므로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장에서 캠핑카를 작동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연결 장치(전기, 하수, 수도)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캠핑장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운전대를 잡았을 때 안전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캠핑카 모델과 사이즈를 선택하
세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미리 확인합니다. 

• 야간 요금에는 주행거리나 발전기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Do nightly rates include mileage or 
use of a generator?

• 최소 대여일수가 있습니까? Is a minimum number of rental nights required?
• 편도 이용 요금이 있나요? Is there a one-way drop-off charge?
• 취소정책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 cancellation policies? 

렌트 회사들은 온타리오의 대도시 근처에 있으며 캠핑카 여행 스타일과 장비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타리오는 장엄한 오대호부터 북쪽의 한대숲까지 어마어마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합니다. 광대한 주 전역에 위치한 
약 100개의 온타리오 공원(ontarioparks.com)에 캠핑장들이 있으며, 각 공원에는 중앙 샤워 시설, 전기 시설 유무 
등 장소에 따라 다양한 풍경과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기, 라디오 및 애완동물 존이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공원 데이패스는 주간 방문을 통해 더 많은 공원을 탐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캠핑카여행이 가능한 온타리오주 내 국립공원 캠핑장 정보를 parkscanada.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캠핑(campinginontario.ca)은 450 여개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캠핑장을 대표합니다.  또한 캐나다 
캠핑 & 캠핑카 협회 웹사이트(ccrvc.ca/campgrounds-canada/)에서 캐나다 전역의  사립 캠핑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팁은 가능한 빨리 캠핑장을 예약하라는 것입니다. 

캠핑카 렌트는 이용하시는 여행사에 문의하시거나 캐나다의 캠핑카 렌트회사 트업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JOSEPHINE MATYAS 

주요 캠핑카  
렌트 회사 

• Canadream RV Rentals
www.canadream.com

• CruiseCanada RV Rentals
www.cruisecanada.com

• FraserWay RV Rentals
www.fraserway.com

• Motor Home Travel Canada Inc.
www.motorhometravel.com

• Owasco RV Rentals
www.owascorvrentals.com

www.owascorvrentals.com
www.motorhometravel.com
www.fraserway.com
www.cruisecanada.com
www.canadream.com
https://parks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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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서클투어 7일 
일정 1: 토론토 – 나이아가라 폭포 – 블루마운틴 – 마니툴린 – 킬라니 – 토론 

토론토 

홉온 홉오프 투어(Hop on & off)나 
나 도보 투어를 통해 하이라이트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세요.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국제적인 요리를 맛보세요. 
CN타워 꼭대기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세요.
또한 반드시 봐야 할 목록에는 맥마이클
캐나다 아트 컬렉션을 포함한 주목할 만한
갤러리와 박물관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Bloor-Yorkville couture에서 Queen
스트리트 까지인 웨스트보헤미아는 토론토
쇼핑의 중심지입니다. 목가적인 토론토섬은
페리를 타고 10분만 가면 됩니다. 



블루마운틴, 마니툴린섬과 킬라니 
당신의 다음 목적지는 조지아 만 가장자리에 있는 사계절 휴양지인 블루 마운틴 리조트입니다. 하이킹, 트리탑 
워킹, 집라인 또는 골프를치러세요. 애플파이 트레일을 따라 과수원, 베이커리, 사이더리, 부티크에서 사과에
서 영감을 얻은 음식, 음료, 장인의 공예품을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섬인 마니툴린섬으로 가는 MS-치치몬 페리를 타려면 나이아가라 에스카프먼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현지 선주민들의지 원주민들의 안내를 받아 자연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체험에 
몰입하세요. 미국 본토로 돌아와 킬라니 주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아쿠아마린 해역에서 노를 젓고 하얀 석영 

산을 등반한 뒤, 경치가 좋은 풍광을 즐기며 
토론토를 향해 남쪽으로 온타리오 본토로. 

나이아가라 지역 
나이아가라 폭포는 꼭 봐야 하는 곳이고, 
폭포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폭포를 
내려다보거나 폭포 뒤 여행을 떠나보세요. 
다양한 수상경력의 아이스와인을 포함한 
고급 와인과 함께 현지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맛보세요. 역사적인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의 진기한 상점들을 둘러보고 
나이아가라 아울렛 컬렉션에서 최신 패션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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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 토론토 –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 킹스턴/천섬 – 오타와 – 
알곤퀸 – 무스코카 – 토론토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킹스턴과 천섬  

토론토를 둘러본 후, 온타리오 피서객들에게 유행한 여행지인 프린스에드워드카운티가 있는 동쪽으로 
향하세요. ‘더 카운티’는 예술가, 농부, 와인 제조자, 요리사, 그리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모든 사람들
의 고향이며, 방랑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동쪽으로 더 가면있는 킹스턴에서 19세기 석회암 건축물을 둘러보고, 걷기 좋은 호숫가 도시의 현대적인 예술, 
문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포트헨리에서 1800년대 군대 생활을 들여다보고, 관광보트를 타고 
천섬 사이를 유람해 보세요. 

오타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는 문화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미식투어나 자전거 투어에서 볼거리와 취향을 모두 
음미해 보세요. 국립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캐나다의 최고를 찾아보세요. 역사적인 리도 운하를 통과하는 
유람선도 예약합니다. 일년 내내 단풍 체험을 할 수 있는 온타리오의 메이플 시럽의 수도, 라나크 카운티도 
매력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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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코카 & 알곤퀸 

알곤킨 주립공원은 야외 
모험가들 의 천국입니다. 
2,400개가 넘는 호수와 
수많은 산책로가 다양한 
숙련도의 등산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무스와 비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지역의 화려한 가을 
단풍은 과히 전설적입니다. 

토론토로 돌아가 귀국합니다. 

추천일정은 온타리오 모험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스페이스)      
지역사회를 탐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여행을 온타리오  북부로 
더 멀리 확장할 수 있으며, 가능한 일정은 무한합니다. 더 많은 아
이디어와 여행 일정은 destinationontario.com를 참고하세요. 

오두막과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인 
무스코카에는 자연 그대로의 호수, 한대림, 
화강암 풍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가진 그들만의 매력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머스크오카레이크 농장과 
와이너리에서 크랜베리의 “보그 투 보틀” 
투어에 대해 알아보세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증기선인 RMS Segwun을 타고 
아름다운 무스코카 호수와 멋진 별장들을 
유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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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RAVEL Ready 
여행 준비 



출발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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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비자 
해외여행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며, 국적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cic.gc.ca 에서 확인하세요. 

날씨 

온타리오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계절별 평균기온] 
봄(3월 – 5월) 영하 1도 – 12도 
여름(6월-8월) 18도-25도 
가을(9월-11월) 4도-15도 
겨울(12월-2월) 영하 영하3도 - 영하 15도 

항공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까지 직항편을 운항합니다. 한국에서 
토론토로 여행하는 비행 시간은 대략 13시간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여행다니기 
공항과 주내 전역에서 렌터카 및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UP 익스프레스 열차는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과 토론토 시내를 단 25분 만에 
연결합니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온타리오 주에
서 최대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열차(VIA 레일)          
와 모터코치(코치 캐나다, 온타리오 노스랜드)는 온타
리오의 지역사회와 다른 주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포터항공, 웨스트젯, 에어캐나다는 주 내에서 
다양한 국내선 노선을 제공합니다. 

토론토까지 비행 시간

온타리오 주 내 운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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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운전시간은 대략적입니다. 

토론토 

해밀튼 나이아가라폭포 무스코카 윈저 오타와 

 
 



여름 
캐나다 데이(7월 1일) – 오타와 

RBC 블루페스트 – 오타와 

노던 라이츠: 국회의사당 힐의 소리와 빛의 쇼  

토론토 캐리비안 카니발 – 토론토 

쇼 페스티발 – 나이아가라 

스트라포드 페스티발 – 스트라포드 

퍼거스 스코티시 페스티발 & 하이랜드 게임즈 – 
퍼거스 

포트 헨리 선셋 세러모니 – 킹스턴                      

위퀘미콩 연간 문화 페스티발 – 마니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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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국제영화제 - 토론토 

나이아가라 포도 & 와인 페스티발 - 나이아가라 

테이스트 커뮤니티 그로운 – 프린스 에드워드 카  
운티 

할로윈 공포의 요새 – 킹스턴 

크리스마스 라이츠 어크로스 캐나다 – 오타와       

로얄 농업 겨울페어 – 토론토 

Cavalcade of Lights – 토론토 

가을 



토론토 크리스마스 마켓 

윈터 라이트 페스티발 –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 페스티발  윈터루드 

– 오타와 

업 히어 뮤지컬 페스티발 – 써드버리 

본수 윈터 카니발 – 수생마리 

겨울 

봄 
프라이드 토론토 – 토론토 

루미나토 – 토론토 

TD 토론토 재즈 페스티발 – 토론토 

캐나다 튤립 페스티발 – 오타와 

아니쉬나베 키쉬군 선주민 페스티발 – 썬더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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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estinationontario.com 

www.destinationontario.com
https://www.destinationontario.com/ko-k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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