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awa
Outaouais

WWW.OTTAWATOURISM.CA

 

n/a 2

.5 2

n/a 6

1 5

1 4.5

5 5

1.25 7.5

2 13

1.5 8.5

1.5 8

1.5 9.5

7.5 n/a

7 n/a

오타와를 체험해 보세요!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이야기가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타와가 바로 캐나다에서 그런 
곳입니다. 세 개의 강 기슭에 세워져 있으며 두 
개의 주에 걸쳐 있는 오타와는 국제적인 G7의 
수도로, 영어와 프랑스어는 물론 다른 무수히 
많은 언어로 여러분을 맞이해 드릴 것입니다.

오타와는 국가적으로 대단한 경사에 대한 기념 
행사가 개최되고, 활기 넘치는 페스티벌과 행사가 
모두 열리며, 국립 박물관과 갤러리 그리고 
명소에서 캐나다의 문화와 예술적 업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 리도 운하 등 꼭 
봐야하는 인상 깊은 명소가 많이 있고, 이층 
버스 및 관광 버스 투어, 오타와 강에서의 
크루즈, 앰피버스, 복엽기 및 헬리콥터, 자전거 
및 도보 등 이러한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잘 포장된 휴양 
트레일, 수로 및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오타와는 
자전거, 조깅, 카약과 함께 겨울에는 스케이트 
및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장소입니다!

오타와에는 재능이 뛰어난 요리사들이 많으며, 
공연 예술이 번성하게 열리며, 오타와만의 독특한 
장소와 주변 환경이 있으므로 관광객들은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다채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www.ottawatourism.ca/traveltrade의 여행 툴킷
(Travel Trade Toolkit)에서 여행 일정,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및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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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1월 ~ 2월 – 리도(Rideau) 운하 스케이트
세계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 링크인 리도(Rideau) 운하 스케이트웨이에서 스케
이트를 즐겨 보세요!
http://rcs.ncc-cnn.ca

2월 – 윈터루드
야외 콘서트, 스케이트, 얼음 조각 및 눈 조각, 가족 얼음 썰매, 캐나다 최대 규모
의 크로스 컨츄리 스키 행사 등 북미에서 개최되는 프리미어 겨울 페스티벌 중 
하나입니
다.
www.canadascapital.gc.ca/winterlude 

3월/4월 – 메이플 시럽 제조 시즌
메이플 제품,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벌목꾼 스타일의 식사를 통해 "캐나다 동부
의 봄의 향연"을 느껴 보세요.
www.fultons.ca 

5월 – 캐나다 튤립 페스티벌
튤립을 향한 오타와의 열광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공공 장소에서 무수히 많은 튤립이 만발한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
다.www.tulipfestival.ca  

6월 말/7월 초 – TD 오타와 인터내셔널 재즈 페스티벌 
오타와의 다운타운에서 저명한 재즈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www.ottawajazzfestival.com 

6월 말 ~ 8월 말 – 근위병 교대식
매일 오전 10시 정각에 국회 의사당에서 의례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https://visit.parl.ca

7월 – RBC 블루스페스트
전 세계에서 유명한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북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행사 
중 하나입니다. www.ottawabluesfest.ca 

7월 말 ~ 8월 초 – 오타와 챔버페스트
2주 동안 100회의 콘서트가 열리고, 세계 최고의 뮤지션 250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입니다. www.chamberfest.com  

7월 말 ~ 8월 - 카지노 락 리미의 빛의 소리(Casino du Lac-Leamy Sound of 
light)
세계 각국의 불꽃놀이 예술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대항 불꽃놀
이 대
회 중 하나입니다. (수요일 및 토요일 저녁) www.feux.qc.ca

9월 – 가티노 열기구 페스티벌
캐나다 최대 규모의 열기구 페스티벌입니다.
www.montgolfieresgatineau.com 

9월/10월 – 단풍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장관 중 하나입니다. 인디언 썸머를 경험해 보세
요! http://www.ncc-ccn.gc.ca/places-to-visit/gatineau-park/fall-rhapsody 

11월 ~ 4월 – 메이플 수확 체험(Maple Harvest Experience)
가이드 투어와 화려한 춤 공연은 물론, 노변에서 전통적인 메이플 시럽 제조 방
식에 대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물푸레나무 장
작, 뿔 및 뜨겁게 데워진 돌을 사용하여 워크시스(Waksis)의 이야기와 메이플 
시럽을 발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보세요.  www.aboriginalexperiences.com 

"꼭 봐야 할" 명소 및 즐길거리
Aboriginal Voyageur (그룹만 이용 가능)
오타와 강에서 진짜 캐나다 뱃사공이 운전하는 카누를 타 보면서 
캐나다만의 도시에서의 원주민 체험을 통해 교역, 춤, 원주민 음식과 전설을 
비롯한 캐나다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세요. www.aboriginalexperiences.com/signature-
experience-destination-ca 

카지노 락 리미(Casino du Lac-Leamy)
좌석이 1,000개에 달하는 최신식 극장과, 별 다섯 개 등급의 레스토랑은 물
론 1,700개가 넘는 슬롯 머신과 60개에 육박한 갬블링 테이블을 갖추고 있습
니다.  www.casinosduquebec.com/lacleamy

가티노 공원
오타와-가티노 다운타운에서 15분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경관이
아름다운 이 공원은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해 쉽게 갈 수 있으며, 
363km2/140sq.mi. 규모에 걸쳐 경사진 언덕과 숲이 펼쳐져 있으며 북미에
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 환경
을 자랑합니다.  www.ncc-ccn.gc.ca/places-to-visit/gatineau-park 

노르딕 스파 네이쳐(Le Nordik – Spa Nature)
가티노 공원에 인접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 세워진 노르딕 스파는 북미 최
대 규모의 데이 스파입니다. www.lenordik.com  

국회 의사당 투어
4억 5천만 년이 지난 화석을 만져보고,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올라 신
고딕 양식의 건축물을 둘러보십시오. 캐나다 정부를 소개하는 가이드 투어
가 제공됩니다. https://visit.parl.ca

리도(Rideau) 운하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보호지역

202km/126마일의 길이를 자랑하며 북미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연중무휴

로 운행되는 수로에서 크루즈, 드라이브, 노 젓기, 페달,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세계 최대의 스케이트 링크에서 스케이트를 즐겨 보세

요! www.parkscanada.gc.ca/rideaucanal

관람객 참여가 가능한 국립 박물관의 보고
오타와에는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캐나다 역사 박물관
(www.historymuseum.ca)과 세계적으로 캐나다 예술 작품들을 가장 광범위
하게 소장하고 있는 캐나다 국립 미술관(www.gallery.ca), 그리고 캐나다 전
쟁 박물관(전쟁 관련 소장품 규모로 세계3위 안에 듬, www.warmuseum.ca)
과 성 스타일의 캐나다 자연사 박물관(www.nature.ca)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명한 최고의 급류타기 명소
오타와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급류타기가 좋은 강 중 하나로 인정된 명소입
니다.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아찔한 모험부터 평화로운 가족형 보트 타기 여
행까지 모든 연령대가 급류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운영
됩니다.  www.owl-mkc.ca; www.riverrunners.com; 
www.wildernesstours.com; www.ottawacityrafting.com; 
www.raftingmomentum.com 

자세한 내용은 오타와 관광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소재, traveltrade@ottawatourism.ca  

www.ottawatourism.ca/traveltradeinfo

www.ottawatourism.ca/traveltrad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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