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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캐나다 토론토

2. 훈련기관명 : OZTOURS

3. 훈련분야 : 新관광

4. 훈련기간 : 2019. 9. ~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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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훈련기관 개요
명
칭
소 재 지
홈페이지

OZTOURS
Unit49,7181YongeSt.Thornhill,ONL3T0C7
https://oztours.ca

2017 년 11 월 15 일에 설립된 회사로, 한국 관광객의 여행 및 공
식방문/학회/정부단체 등의 목적으로 북미를 방문 하는 개인 및 단
체를 유치 서비스 하며, 캐나다 로컬 고객의 유럽 여행, 남미 여행
과 북미 여행을 돕는 전문적인 관광 회사임. 캐나다의 연방 수도인
오타와,불어권의 대표적인 캐나다의 관광 명소 인 몬트리올,퀘벡,
설립목적
그리고 나이아가라주립 공원 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인 토론토
등과 시카고,뉴욕,워싱턴에 걸친 북미지역의 행사를 개인 및 단체
의 목적에 맞게 서비스 함. 각 여행 분야에서 20 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 들이 모여 철저한 내부 검증을 거친 상품만을 고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고객의 여행 예약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회사임.
단체 또는 개인 및 한국 정부 기관의 여러 공식 방문 행사와
캐나다 메이플 시리즈 상품을 계속 유치 성사 시키고 있으며,
한국 여행객의 요구와 트랜드에 맞게 캐나다 뿐만 아니라 페
주요성과 루와 남미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음. 최고
의 가이드와 통역사 그리고 최고급의 차량 서비스로 고객 만
족의 100%를 추구하고 있으며 매 해마다 회사의 세일이 늘어
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영업부, 총무 및 관리부, 회계부, 디자인 및 광고마케팅부,
조직 및 인원
통역 및 번역 업무팀
- 총 직원수 :10명
- 선진국의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여, 관광자들의
관광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여 강원도의
관광의 경제효과 활성화하는 방안 연구
- 관광선진국인 캐나다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여, 캐나다 관
주요
광지역 활성화 사례연구 및 자료 수집
연구분야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사례 수집 및 연구
- 캐나다의 관광산업의 사례를 연구하여 강원도의 관광명소를
국제관광도시로의 조성 및 연구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증.단기 정책 수립 도모를 위한 연구
교섭창구 SarahByun(대표) / 1-416-512-2121
훈련경비 C$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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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지생활 소개서
1. 기관개요
❍ 훈련국 :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 훈련기관명 : OZTOURS
❍ 인터넷 웹주소 : https://oztours.ca
❍ 기타(주소 등) : Unit49, 7181YongeSt. Thornhill, ONL3T0C7

2. 기관소개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2017년 11월 15일에 설립된 회사로, 한국 관광객의 여행 및 공식방문/
학회/정부단체 등의 목적으로 북미를 방문하는 개인 및 단체를 유치 서
비스하며, 캐나다 로컬 고객의 유럽 여행, 남미 여행 과 북미 여행을 돕
는 전문적인 관광 회사임.
- 캐나다의 연방 수도인 오타와, 불어권의 대표적인 캐나다의 관광 명소
인 몬트리올, 퀘벡 그리고 나이아가라 주립공원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
심인 토론토와 시카고, 뉴욕, 워싱턴에 걸친 북미지역의 행사를 개인 및
단체의 목적에 맞게 서비스 함. 각 여행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 들이 모여 철저한 내부 검증을 거친 상품만을 고객들에게 선보임
으로써 고객의 여행 예약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회사임.
<주요성과>
- 단체 또는 개인 및 한국 정부 기관의 여러 공식방문 행사와 캐나다 메이
플 시리즈 상품을 계속 유치 성사시키고 있으며, 한국 여행객의 요구와
트랜드에 맞게 캐나다 뿐만 아니라 페루와 남미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
하여 판매하고 있음. 최고의 가이드와 통역사 그리고 최고급의 차량 서
비스로 고객 만족의 100%를 추구하고 있으며 매해마다 회사의 세일이
늘어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음.
<조직>
- 영업부, 총무 및 관리부, 회계부, 디자인 및 광고 마케팅부, 통역 및 번
역 업무팀으로 구성, 총 직원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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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생활 소개
❍ 입출국 이동경로(출발지-경로지-도착지) 및 소요시간
· 2019.9.28., 인천-토론토 대한항공 직항, 13시간 20분

❍ 기후, 물가수준, 전화, 전기, 인터넷 등
<기후>
- 사계절로 이루어지나, 실제 봄과 가을은 매우 짧으며, 연중 6개월 이상
겨울이다. 봄과 가을은 평균적으로 온화한 기온이고 한 여름 낮 기온은
35도 또는 그 이상까지 오르며, 겨울에는 영하 25도까지 기온이 내려간다.
<물가수준>
- 현재 캐나다 환율 $860댜로 계속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실제 체감
물가는 한국의 1.5배 정도 수준이다.
<전기>
- 캐나다는 주마다, 계절 및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 책정단가가 차등적용
된다. 온타리오주는 3단계로 구분된다
▲ 전력사용량이 많은 때 : $0.18/kwh
▲ 전력사용량이 적은 때 : $0.087/kwh
▲ 전력사용량이 중간일 때 : $0.132/kwh
- 5월~10월(summer)과 11월~4월(winter)으로 크게 둘로 나누며, 연 내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는 가장 저렴한 요금
이 부과된다.
<모바일, 인터넷>
- 한국보다 모바일 및 인터넷 요금은 비싼 편이며 특히 모바일 요금은 세
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비싼 통신료에 비해 실제 서비스 및
네트워크는 매우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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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 및 비용(기숙사와 외부숙소의 장․단점 비교)
- 연수기간동안 콘도(1 bed+1den)에 거주하였으며, 캐나다 이민정책으로
특히 토론토에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신규콘도의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콘도는 월세로 $2,200(한

화 약 198만원)를 부담하고 있고, 주택보험은 별도이다. 또한 단기거주
자에 대해서는 월세 1년치 선납조건으로 렌트해주기 때문에 토론토에서
의 렌트비 부담은 상당히 크다.
- 렌트에는 보통 관리비, 수도세, 쓰레기처리비용은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
적이며 전기세는 보통 세입자가 부담한다.
- 코비드19 발생이후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침체되었으나 2020년 7~8월
부터는 다시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나 정부의 셧다운시행으로
콘도나 아파트보다 토론토인근 외곽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
세이다.

❍ 자녀교육
- 캐나다에서는 워크퍼밋 소지자의 자녀는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받아야 하며 선택할 수
없다.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영어수
준에 따라 배정되는 학교에서 ESL수업을 받을 수 있다.
- 스터디퍼밋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학비는

$13,000~15,000 정도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16,000~18,000 정도수준
이다.

❍ 차량구입 및 운전면허증 취득. 대중교통
<차량구입>
- 중고차량을 딜러샵을 통해 구매했으며, 차량구입부터 인수까지 3주 가량
소요된다.
<운전면허증 취득>
- 2019년 8월부터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이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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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개 주에서 바로 교환이 되도록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한국에서
영문면허증을 교환하여 캐나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교환을 시도했
으나, 시험장 측에서 관련공지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면서 한국의 영
문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주한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처
리하는 기존 방식으로 교환하였다. 면허증 교환시 한국면허증은 폐기되
며 90달러가 소요된다.
<대중교통>
- 토론토에는 TTC라는 교통국에서 버스, 지하철, 스트릿카를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은 4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노선이 단순하고 정차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운타운 아닌 지역에 거주
할 경우 차량구입은 필수이다.
- 또한 TTC의 버스와 지하철, 스트릿카는 2시간 이내 어느 구간에서나 무
료 환승이 가능하지만, TTC 미운영구간에서 운영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무료환승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료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소개
<의료보험료>
- 온타리오주는 워크퍼밋 소지자들에 대해 거주 90일이 지나면,
OHIP(Onatrio Health Insurance Plan) 제도를 운영하여, 치과,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공공 무료의료보험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6개월 이상 지속고용 계획서와 최근
3개월간 급여내역서,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
서 등)가 필요하며, 서비스 온타리오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스터디퍼밋 소지자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지속거주 90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커버할 수 있는 개인보
험을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동반자녀의 경우 공립학교 등록시 교육청에
서 가입되어 있는 학생보험에 자동가입되기 때문에 별도 보험가입이 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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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 온타리오주의 차량보험비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따
라서 대부분의 유학생과 워홀러들은 차량구입비보다 보험료가 보담되어
서 차량구입이 어려울 지경이다. 차량보험료는 가입자의 생활지역이 어
딘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큰데 도심가까이 거주할수록 보험료는 비싸
진다. 물론 매년 무사고로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다.
- Honda CRV 2011년식 차량에 대한 차량보험료는 매달 420달러 정도이다.
- 2019년 8월 이전에는 한국에서의 무사고경력 인정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
용되었으나 이후 보험사들의 정책 담합으로 무사고경력 할인제도가 없어져
서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상승되었다.
- 다만 코비드19으로 3월 18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셧다운이 시행됨에 따
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차량이동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고율이 줄어들자 연
방정부에서 자동차보험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일부 리펀해주도록 권하였고,
일부 보험사들은 고객요청 없이도 환불을 해주기도 하고, 다른 보험사들은
고객의 신청에 따라 환불해주어서, 150달러 가량 보험료 환불을 받은바 있다.

❍ 세금(Tax)
- (차량 보유시) 등록세 및 기타수수료(약 $2,000) 및 자동차세(약 $250/연)
- (주택 임차시) 별도 부과되는 세금 없음
- 그 외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 부과되는 세금 없음

❍ 주변명소(위치, 지리, 교통편 등)
- 토론토는 캐나다 제1의 경제도시로서, 관광지는 많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
하고 나이아가라폭포를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이 토론토로 들어와서 캐
나다 동부지역의 몬트리올, 퀘백으로 여행하기 위한 환승도시로 이용하는
편이다.
- 주요관광지로는, 나이아가라폭포, CN타워, 카사로마, 온타리오 로열박물관
(ROM), 온타리오 미술관(AGO),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역사지구, 수족관,
토론토동물원 정도가 있으며, 나이아가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TTC로 이
동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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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훈련결과보고 요약서
성 명
박현정
직 급
지방행정사무관
훈련국
캐나다
훈련기간
2019.9. ~ 2020.9.
훈련기관
OZTOUR
보고서매수
48매
훈련과제 신 관광
보고서 강원도의 관광 취약점을 역이용한 콘텐츠 발굴 연구
제 목
강원도는 사계절 관광지임에는 분명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설량의 감소와 그에 따른 스키인구의 급감, 전국적으로 평
준화된 겨울이벤트 등으로 인해 눈, 얼음, 스키에 의존했던 겨울관
광은 특수를 잃은 지 오래다.
연수를 시행했던 캐나다는 대부분의 도시가 북위 48도를 넘는
위치에 있어 겨울이 길고 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겨울관광의 대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관광약점을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 오로라, 개썰매, 빙하 등 강원도에서 불가
능한 겨울 아이템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겨울관
광 아이템을 조사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인 캐나다는 다
문화사회로서 민족과 인종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
인정하는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점차 외
내용요약 양성을
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강원도에서도 이들을 도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국
의 문화를 통해 도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관광시설을 포함한 모든 생활시설에 있어
서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
라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접근성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정책방향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강원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장애관광의 시각을 장애인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접
근성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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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훈련결과 보고서
1. 서론 (연구의 목적)
강원도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
의 관광컨텐츠는 지역적 자연특성을 제외하고는 별반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기
존 스키장을 중심으로 했던 겨울스포츠 관광이 지구온난화와 스키 인구의 감소 영
향으로 겨울관광객의 감소 또한 지역 관광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농
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증
가,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관광객을 타켓으로 한 생활형․맞춤형 콘텐츠
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북미대륙의 긴 겨울과 밤을 활용하여 관광비수기의 한계를 극복하면
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의 다문화사회 정책을 이해하고, 현지
인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 까지 동시에 타겟팅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도가 관
광비수기 또는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
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장애를 가진 방문객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접근
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를 포함한 유니버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접
근성 정책을 통해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2. 주제를 다양화한 겨울이벤트
겨울축제에 반드시 눈과 얼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캐네디언들도
긴 겨울 내내 스키를 타고 스케이트를 탄다. 그래서 캐나다에는 스케이트와
컬링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많고 겨율엔 특히나 토론토시청사앞 분
수대를 거대한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등 빙상
종목 강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눈과 얼음을 이용한 이벤트 이외에
도 긴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사람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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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야외로 나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인근 미
국을 비롯한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서 자칫 날씨로 인해 얼어붙을 수 있
는 관광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겨울이벤트 대표 사례로, 누이블랑쉬, 산타클로스 퍼레이드,
윈터스테이션, 디스틸러리 크리스마스 마켓 등이 있다.
가. 누이블랑쉬(Nuit-Blanche)
누이블랑쉬는 백야(White Night)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북미에서 위도가 높아
발생하는 해가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15년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시
작되어 현재는 뉴욕, 토론토, 몬트리올, 멜버른 등 전세계 30여개 도시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대규모 예술축제이다.
이 기간동안에는 박물관, 사립 및 공공 미술관, 기타 문화기관들을 개방하고 무
료로 운영하며, 도시의 중심이 사실상의 미술관으로 바뀌어 미술 설치, 공연(음약,
영화, 무용, 공연예술 등), 주제별 사교모임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2019년의 누이블랑쉬는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Sunset to Sunrise) 한달동안 매일 개최된다.
누이블랑쉬는 취지가 현대미술을 대중에 친숙한 곳에서 다가가기 위한 시도답
게,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색과 조형물, 빛, 청각요소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가진
세세한 감각들을 자극하여 마치 환상속에 들어와있는 것같은 색다른 경험을 선사
시켜주는 예술품들이 전시된다. 올해 토론토 누이블랑쉬는 매년 개최장소였던 다
운타운, 포트요크, 스카보로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댄포스 지역이 추가되었으며,
행사시간을 감안하여 토론토 대중교통인 TTC는 24시간 운행한다.
토론토 도심에는 밤새도록 예술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사람들이 북적거릴 뿐만
아니라 인근 바와 레스토랑, 편의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젊은이들이 1년에 한번 토론토 누이 블랑쉬에 참여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다.
하지만 올해에는 아쉽게도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제15회 누이블랑쉬 토론토 행
사는 오프라인에서 개최되지 않고,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게 되었다. 온라인 행사
- 12 -

는 팟캐스트, 라이브스트림, 토크 등 예술가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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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타클로스 퍼레이드
산타클로스 퍼레이드는 1905년에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와 매니토바주의 위니팩
에서 시작된 캐나다의 전통축제이다. 현재는 벤쿠버에서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115회를 맞이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로서, 각자 개성있게 분
장한 사람들과 동방박사, 천사 산타클로스 캐릭터와 인형, 크리스마트 트리 등 다
양한 조형물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두행진을 하는 행사이
다. 이 퍼레이드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이지만 가장 규모
가 큰 행사는 토론토 퍼레이드이다.
매년 11월 셋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는 올해 토론토 행사는 11월 17일에 개최되
었으며 34가지의 주제를 갖춘 퍼레이드카와 밴드 20개팀, 그리고 행사참가자만 2
천여명이 넘고 매년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다. 이는 전문 행사팀이 연출하
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마추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매
년 이 행사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거리에 몰려든다. 지역민이 생활문화로 즐
기는 이벤트가 세계적인 관광컨텐츠가 된 것이다.
캐네디언들은 이 산타클로스 퍼레이드를 캐나다 겨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퍼레이드는 캐나다의 생활이고 문화이다.
퍼레이드의 총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퍼레이드 길을 따라 좋은 자리를 잡
고 미리 기다려서 보는 것인데, 토론토 다운타운의 크리스티거리와 블로어거리 코
너에서 출발해서 약 5.6킬로미터의 길을 따라 진행되며 이 내용은 캐나다 대표방
송사 중 하나인 CTV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된다.
퍼레이드 직전에는 마라톤대회인 홀리졸리 펀런이 개최되는데, 퍼레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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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전 미리 출발하는 5킬로미터의 짧은 코스의 마라톤으로 50달러를 미리 지불
(기부영수증 발급)하고 등록하여 16세 이상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10세이상의
아동도 보호자와 함께 참가가능하다. 그리고 자선행사로 루돌프 코 판매가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퍼레이드 전에 구매가능한데 1개에 2달러, 3개에 5달러이며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다만 올해에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오프라인 퍼레이드는 없으며 12월 5일 방송
을 통해서 오리지널 퍼레이드를 방영할 계획이다.

홀리졸리 펀런(Holly Jolly Fun Run)

루돌프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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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윈터 스테이션(Winter Stations)
윈터 스테이션은 2014년에 시작하여 매년 토론토 우드바인 비치에서 열리는 국
제 디자인 공모전과 그에 따른 야외전시 행사로서 해변에 배치된 기존 구조대 타
워를 통합하는 임시 시설 디자인 행사이다.
2020년에는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Beyond the
Five Senses였다. 공모결과 68개국 400여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현장에 설치된
일부 조형물은 만져보거나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되기도 한다.
행사가 개최되는 우드바인 비치는 온타리오호가 만들어내는 토론토 비치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고 겨울을 제외한 기간에는 토론토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트
레일이자 휴식처이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는 자칫 방치될 수 있는 이 공간이 야외
전시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건축 및 디자인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
이 찾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21년의 주제는 Refuge이며, 아직 개최기간은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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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스틸러리 크리스마스 마켓
토론토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은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에서 매년 12월에
개최된다.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역사지구(historic site)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
로 토론토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곳은 한때 대형 위스키 양조장이었던 19세기
의 고풍스러운 건물을 중심으로 조성되어있으며, 양조산업이 쇠락해지자 토론토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간을 재활용 함으로써 현재는 트렌디한 인디 레
스토랑, 바, 부티크가 줄지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또한 갤러리,
야외조각상, 극장에서 열리는 댄스, 음악, 무대예술공연 등이 있다.
2019년에는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하며 주중에는 무료이나 방문객
이 매우 붐비는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오후 12시 이후에는 8~12달러의 입
장권을 사전 인터넷 예매를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기본적으로 야외 축제이기 때문에 음식과 선물들을 판매하는
다양한 가게들(총 36개)이 길가에 나열해 있다. 기존의 디스틸러리 건물 안에 위
치한 가게들도 영업하기에 볼거리가 더욱더 많다. 가게 중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
서인지 커피나 핫초콜릿을 판매하는 곳이 인기가 많고, 야외 펍 또한 인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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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게들 이외에도 산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 하우스(Santa’s House)’,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 거대 크리스마스트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디스틸러리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 시즌이 아니더라도 바와 레스토랑, 기념품샵
을 비롯해서 예술가들의 작업실 들로 토론토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존 공간에 크리스마스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겨울 이벤
트를 개최하여 추위로 인해 야외로 나오기 꺼려하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불
러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크리스마스 마켓과 비교시 계
절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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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을 활용한 야간관광

캐나다에서의 계절은 짧은 봄, 여름, 가을과 긴 겨울이 있다. 보통은 누이
블랑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겨울이라고 보는데 이때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는 영하의 날씨가 계속된다. 이로 인해 긴 겨울과 긴 밤을 보내야 하는 캐네
디언들에게 이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즐길거리를 찾게 만든다.
캐나다에서는 유독 빛과 조명을 이용하는 조형물, 건물디자인, 행사가 많
다. 추위와 어둠이 보통은 놀이와 관광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임이 분명
하지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그동안 발굴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로, 몬트리올 루미에르축제, 토론토 라이트 페스티벌, 크리
스마스 글로우 토론토, 카발케이드 오브 라이트, 토론토동물원 테라루미나
이다. 이외에 각 가정에서 할로윈기간과 연말에 주택과 정원에 조명장식을
하는 경우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가. 몬트리올 루미에르 축제(Montreal En Lumiere)
캐나다 퀘백주의 대표도시인 몬트리올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겨울 춪게이다. 음악과 예술, 음식, 문화행사 등 수백가지 이벤트가 마련되며, 세
계각국에서 온 600여명 이상의 셰프와 관계자들이 다양하고 수준높은 미식의 세
계를 선보이기도 한다. 또한 루미에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인 라이트쇼와 조명을
켠 대관람차, 세인트 제임스 유나이티드 교회(St. James United Church)도 외벽
에 아름다운 조명쇼, 도시 곳곳에 조명으로 축제를 함께 즐기는 작품들도 볼거리
중 하나이다.
올해는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하였고, 이 기간 중에 누이블랑쉬(Nuit
Blanch), 누이 구르망(Nuit Gourmande), Air France Finest Table, Quartier
Gourmande 등 단독으로 개최해도 유명할 법한 행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계 관광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몬트리올
을 찾는다.
누이블랑쉬는 토론토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10월에 시작되는 데 반해, 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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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에서는 루미에르 축제기간인 2월 2일 오후 5시부터 3월 1일 오전 3시까지 개최
한다. 누이 블랑쉬는 백야로 잠못 이루는 밤이라는 뜻의 단어로, 축제기간 중 하
룻 밤에는 200개가 넘는 액티비티와 전시회, 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누이 구르망은 2월 22일 단 하루 개최하며, 미식가의 밤이라는 뜻의 단어로, 축
제현장에서 풍미좋은 몬트리올의 음식을 더 오래 선보이기 위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 식료품점 등 100여곳이 평소보다 늦게 오
픈을 한다.
Air France Finest Table은 몬트리올 곳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요
리사들이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선보이는 행사로서, 올해는 코펜하겐, 두바이, 뉴
욕, 파리, 카르카손 등에서 온 총 50여명의 요리사들로 구성되었고 이중 미슐랭
스타 셰프가 9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Tastet’s Tour Air France는 맛집
을 소개하는 유명 웹사이트인 Tastet의 오너와 그의 음식 비평가 아버지가 사랑하
는 몬트리올의 레스토랑과 바 몇군데를 가볼 수 있는 푸드투어를 실시한다.
까르띠에 구르망은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하며, 빛의 축제에 참가하는
미식가들을 위한 실내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사람들이 한데 모여 맛있는 음
식과 음료를 즐기면서 최근 요리 경향에 대해 배우고 대화하는 것이다.
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밤에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이다. 조
명과 빛을 활용해서 밤에 보아야만 축제분위기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요행사
인 누이블랑쉬를 비롯해서 미식행사들도 밤에 개최되고 이에 따라 바와 레스토랑
등도 오픈을 저녁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 축제를 위해 지역민들이 행사참여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행사개최를 지원하고, 행사장 주변 건물
들도 조명설치 등에 협조하고 있다.
또한 행사기간중 지역 레스토랑을 소개하고 맛집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사장에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간
단한 푸드도 제공하지만 지역에 있는 유명레스토랑과 연계하여 행사장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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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론토 불빛 축제(Toronto Light Festival)
토론토에서 빛과 조명을 이용하는 축제 가운데 토론토 라이트 페스티벌이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1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다운타운의 유명관광지인 디
스틸러리 히스토릭 디스트릭트에서 개최되었다.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양조장이
었던 공장을 개조하여 문화거리로 만든 토론토의 유명 관광지로서, 바, 레스토랑,
갤러리 등이 있어 연중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올해로 4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35개 이상의 국제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조명작
품이 전시되었는데 빛을 이용한 이벤트이다보니 일몰부터 전시가 시작되어 저녁
10시까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작가들의 독창적
인 작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독특한 조명과 빛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서 다
른 빛 축제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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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빛의 행렬 : 카발케이드 오브 라이트(Cavalcade of Lights)
Cavalcade는 행렬이라는 의미로서 이 행사는 빛의 행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
다. 1년에 한번씩 11월의 마지막주 주말에 하는 연례행사로서 1967년부터 매년 개
최하여 2019년에 53회를 맞이하는 역사가 오래된 행사이다. 2019년에는 11월 30
일 토요일에 개최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이 카발케이드 행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 휴가시즌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행사는 토론토 시청광장에서 개최하며 18미터에 달하는 크리스마크 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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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개의 조명이 매년 이슈가 되고 있고, 라이브 음악 행사, 디제잉, 서커스, 스케
이팅 파티, 불꽃놀이 등으로 구성되며, 토론토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 중 음
악행사는 캐나다가 이민국가인 만큼 다양한 나라의 뮤지션들이 참가하여 각 국의
음악을 연주하고, 캐나다원주민의 음악 또한 빠지지 않고 있다.
매년 이 광장에 세워지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등식과 9시 30분 정각에 쏘
아올리는 토론토시청사를 배경으로 하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토론토 시청광장에 모여든다. 2019년에는 행사 예산 부족으로 트리
의 장식품이 빈약해졌다는 평을 받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이다. 이 트리
는 연말까지 계속 켜져있을 예정이고 시청광장 분수대를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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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크리스마스 글로우 토론토(Christmas Glow Toronto)
겨울내내 영하의 날씨 속에 실내에서 하는 유일한 조명행사로서, 토론토 북서쪽
의 작은 도시 베리에서 시작해서 2019년 처음으로 토론토에서 개최된 이벤트이다.
축제장소인 Toronto Congress Centre에는 50만개의 조명과 라이브공연, LED그
네와 5만개의 조명터널 등 추위에 약한 아이들도 참여하기 쉽게 개획된 행사이다.
실내 7,500평방미터의 공간에 놀이터와 조명, 조각품과 크리스마스 마켓이 준비되
었다.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입장권은 유료로 성
인 데이패스는 19.99달러~22.99달러, 아동과 노인은 14.99달러~16.99달러, 패밀리
(5인가족)은 65.99달러로 전 회차 매진 기록을 세웠다.
크리스마스 글로우는 2019년 토론토에서 처음 개최되기 이전에, 알버타주의 에
드먼튼, BC주의 랭리, 노바스코샤주의 할리팩스, 사스캐치온주의 사스카툰, 온타리
오주의 베리에서 개최되어 왔었던 겨울 실내 빛축제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
까지 개최되어 왔으며 매 행사마다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한 유명한 실내행사이다.
실내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운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겨울축제가 추위를
견뎌가며 즐겨야 하는 어른들의 행사라면, 크리스마스 글로우는 어린이들과 노인들
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행사로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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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론토동물원 테라루미나(Toronto Zoo Terra Lumina)
토론토동물원은 토론토 관광객들이 pass로 방문할 수 있는 주요관광지 중 하나
이다. 하지만 동물원이 낮시간에만 운영되고, 혹독한 겨울에는 운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겨울 밤시간을 이용한 빛과 소리를 이용한 스토리가 있는
쇼를 준비했다.
올해 테라루미나의 주제는 “An Enhanced Night Walk Into a Bright Future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진보된 야간 기행)”이며, 이를 기획한 모멘트 팩토리라는
전문회사에서 9개월간 작업 끝에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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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99년으로 참가자를 이동시키는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동물원 설치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영상을 투영하고, 몽환
적인 숫자(2099년)을 형상화하였으며, 곳곳에 매혹적인 조명으로 마치 환상의 세계
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이런 전시물을 1.5km의 코스에서
경험할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빛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참여공간이
있고, 낮동안 동물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밤에는 레이저를 쏘아서 공간을 창조하고
메시지를 투영시키는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행사기간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4월 13일까지였고, 코로나의 영향으
로 동물원 운영을 중단한 3월 18일까지 전 회차가 매진을 기록하는 인기있는 야간
이벤트였다. 참가는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입장이 가능
하며, 입장료는 성인은 22.99달러, 어린이는 24.99달러, 시니어는 27.99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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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전통․문화축제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이다.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2%이고 지난 5년간 120만명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이런 추
세라면 2036년에는 이민자 비율이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민자
중 아시아(중동 지역 포함)권에서 온 이민자 수가 61.8%로 가장 높다. 이민
전 국적을 보면, 상위 7개국은 중국, 필리핀, 인도,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한국이다.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모자이크 이론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로 설명되는데,
소수민족문화를 미국처럼 사회에 동화시키기 보다는 각 문화를 살려내 모자
이크 패턴을 만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이런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이후 미
국과 호주사회에서도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
족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나 습관 등을 그대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
는 정책들이 발굴되기 시작했고, 각 문화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
합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회의 문화는 각 국가의 커뮤니티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들
이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캐네디언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문
화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축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여러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할 수 있다.
가. 섬머리셔스, 윈터리셔스(Summerlicious, Winterlicious)
토론토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세계적인 음식축제가 열린다. 여름에는 섬머
리셔스,

겨울에는

윈터리셔스이다.

섬머리셔스는

여름(Summer)와

맛있는

(delicious)가 결합된 단어이고, 윈터리셔스는 겨울(Winter)와 맛있는(delicious)가
결합된 단어이다. 이 행사는 캐나다가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모여살며 그들의 음
식을 즐기는 행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9년 섬머리셔스는 7월 5일부터 21일까지였고, 2020년 윈터리셔스는 1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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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2월 13일까지였다.
이 이벤트에서는 토론토 최고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데, 토론토
전역에 있는 200여개의 레스토랑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캐나다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답게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요리에 이르기까지 국
가별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이 기간동
안에는 평소 600~100불 정도하는 코스요리(애피타이저, 메인디시, 디저트)를 점심
은 $23, $28, $33에, 저녁은 $33, $43, $53 정도의 고정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섬머리셔스와 윈터리셔스 기간동안에는 토론토 시민들은 물론 토론토 맛집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몰려든다.
음식의 종류는 아시안을 비롯한 국가별 음식(이탈리안, 포르투칼, 프랑스, 미국,
지중해, 캐나다, 일본, 한국, 중국, 태국, 이란, 멕시코, 인도, 이집트, 그리스, 브
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영국 등)과 생선요리, 베지테리언, 비건, 현지식재료 활용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레스토랑도 선택사항으로 인터넷 예
약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외에도 레스토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전신청하여
경험할 수도 있고, 카사로마 등에서 다양한 디저트와 차를 마실수 있는 별도 프로
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매번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 행사에 참가한 사
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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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국의 특별행사
<중국>
벤쿠버 차이니스 뉴이어 퍼레이드(Chinese New Year Parade)는 매년 벤쿠버
에서 음력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로 2월에 개최된다. 중국 무술, 무용조직이 참가
해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사자춤, 음악대 가두행진, 무술공연 등을 선보이는데
2020년 47회를 맞이했다.
등축제(Lanterns in the Garden)는 십이간지와 중국 민화를 테마로 중국 예술
가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등불들이 2월부터 3월까
지 매주 주말 저녁 전시된다. 등불 만들기 체험 및 수수께끼 풀기,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액티비티와 무용, 오페라, 연주회 등 각종 라이브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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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켄싱턴마켓 동지 축제(Kengsington Market Winter Solstic Festival)은 토론
토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마켓인 켄싱턴마켓에서 음력동지를 즈음하
여 매년 12월 21일에 개최하는 행사이다. 켄싱턴마켓은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독특한 다문화지역으로 바로 옆 캐나다 최대의 차이나타운과 인접해있고 2006년
11월 캐나다 국립 역사지구로 지정되어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수많은 관광객
들의 방문코스가 된 곳이다. 동지축제는 1988년에 시작되었고 겨울의 가장 긴 밤
에 거리를 장식한 랜턴, 그림자놀이, 거리 인형장식, 다양한 음악공연, 댄싱, 연극
공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빛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벚꽃축제는 사쿠라데이일본페어(SAKURA DAYS JAPAN
FAIR)라는 이름으로 매년 4월에 개최된다. 이 행사는 밴쿠버 최대규머의 일본문화
행사인데 수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표적인 봄맞이 꽃축제이다. 주요이벤트는, 일
본의 큰북인 타이코 북 공연, 일본 공예가 작품 전시, 일본 음식 시연회, 일본 차
도 시연, 사케 시음회, 일본전통악기 사미센 연주, 일본 전통춤 등 다양한 일본 문
화를 선보인다. 2009년에 시작된 밴쿠버벚꽃축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행사로 주류
사회와 함께 일본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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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테이스트 오브 리틀이태리(Taste of Little Italy)는 토론토대학이 있는 칼리지
스트리트에서 매년 6월에 개최하는 이탈리아 음식 축제이다. 이탈리아 전통음식,
퓨전레스토랑, 와인, 칵테일을 패티오에서 맛볼 수 있고, 국제 및 지역예술가들이
20회 이상 공연을 한다. 2020에는 코비드19으로 행사는 취소되었다.

<인도>
바이사키 데이 퍼레이드(Vaisakhi day Parade)는 매년 4월, 벤쿠버와 써리에서
시크교도들이 행진하는 행사로 인도식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 벤쿠버에서는 5만
명, 써리에서는 30만명이 모이는 인도인들의 가장 큰 행사이다.
행사에서는 대형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인도식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각 가
정집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무료로 나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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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부하이 필리핀 페스티벌은 매년 8월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필리핀 축제로서,
필리핀 문화유산 및 문화축제의 최대규모 이벤트이다. 축제는 필리핀의 다양한 지
역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의상과 함께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쉴 새 없이 라이브 공
연, 필리핀 요리 간식, '발룻' 먹기 대회, 패션쇼,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2019
년은 본 행사의 21주년이었다.

<카리브해>
토론토 캐리비안 카니발(Toronto Caribbean Carnival)은 바하마제도, 자메이
카, 브라질 등 토론토에 살고 있는 카리브해 출신 이민자들이 펼치는 북미 최대의
캐리비안 축제이다. 캐나다건국 100주년을 기념하며 1967년에 시작되었고, 토론토
곳곳에 지역 공예품, 음식 등의 부스를 열어 카리브해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로서
매년 7월에 개최한다. 마지막날의 댄스 퍼레이드가 축제 하이라이트이고 3.5km에
걸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무용수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린다.
2020년에는 코비드19으로 취소되었다.

<한국>
한가위 한인 대축제(Korean Harvest Festival)은 한국의 추석에 해당되는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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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에 개최되는데, 한국의 음식, 전통춤과 음악, 한국의 재능있는 예술가들
의 공공연, KPOP커버댄스 경연 등으로 구성된다.

5. 무장애관광 접근성
온타리오주의 장애인 접근성 법 AODA(The 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y Act)에 근거한 접근가능한 고객서비스(Accessible Customer
Service)는 오직

장애인만을 위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주의 장애인 접근성 법(AODA)은 2005년에 제정되었고 목표는
2025년까지 접근 가능한 온타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연동계획으로 점진적인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AODA는 정부가 일상생활의 주요 영역에서 장애인의
벽을 식별, 제거, 예방하는 의무적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틀을 마련
한다.
5가지 접근성 기준은 2011년부터 효력이 발행되었다가 현재 법률이 된 것
인데, 첫 번째는 고객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 다른 4개는 통합 접근성 표
준 규정(IASR)이라는 하나의 큰 규정에 속한다. IASR은 다음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포함한다.
- 고용 : 고용주들이 그들의 고용 관행과 근무장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직원과 현재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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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및 통신 : 조직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는 방법
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운송 : 온타리오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을 더 쉽게 할 것이다.
- 공공 공간 설계 :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산책로, 놀이 공간, 주차 공간과
같은 공공 공간을 장애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만들 것이다.
온타리오주의 접근가능한 고객서비스(Accessible Customer Service)의 우
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보스턴 피자 해밀턴(Boston Pizza – Hamilton)
보스턴 피자 해밀턴점은 주변에 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이 인접해 있어서 장애를
가진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력을 잃었거나 약한 손님들을 위해
매장내에 점자메뉴판(Braille menus)과 큰 글씨 메뉴판을 제공한다. 해밀턴점의
사례 이후 온타리오주에 있는 보스턴 피자 매장은 동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노타와사가 인 리조트 & 콘퍼런스 센터(Nottawasaga Resort &
Conference Centre)
토론토시 북쪽에 위치한 노타와사가 인 리조트는 온타리오 장애인접근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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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에 따라 캐나다 청각협회(Canadian Hearing Society)와 협업을 통해 수
어(American Sign Language)를 배운 스텝을 배치하고 있고, 안내테스크에서는
안내가 가능한 언어 리스트를 비치하여 손님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다. CN타워
토론토시의 랜드마크인 CN타워는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메인입구 주소를
Front Street에서 Bremner Blvd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CN타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Front st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CN타
워 매표소에 접근할 수 있었데, Bremner Blvd에서는 턱이 없이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메인입구의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모든 방문자들의 접근이 쉽게
만들었다.

https://www.cntower.ca/en-ca/about-us/accessibility.html

라. 원더랜드(Canada’s Wonderland)
원더랜드는 약 200가지의 어트랙션과 북미 최대의 롤러코스터를 포함한 놀이기
구, 20에이커의 워터파크가 있는 대규모 놀이공원이다.
원더랜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객을 위한 rider program을 1990년대 초
반부터 운영해왔다. 대체접근입구(Alternate Access Entrances)는 이동제한이 있
거나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른 사람들과 함께 길게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입구이며, 최대 3명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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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
는 손님에게는 문자로 내용을 전송해주는 TTY 디바이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님에게는 점자 안내문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각한 음식알러지를 가진 손님들을 위해 공원내 레스토랑에서는 글루텐이 포함되
지 않은 피자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안내사항은 원더랜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https://www.canadaswonderland.com/help/accessibility

마. 오누아르 레스토랑(O.NOIR Restaurant)
오누아르 레스토랑은 이미 유럽을 비롯해서 뉴욕, 몬트리올 등에서 유명한 곳인
데, 철저하게 어둠속에서 식사하는 경험을 하는 곳이다. 식사, 음료, 대화하는 동
안 핸드폰, 불빛, 양초, 조명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특히 토론토점
은 안내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의 1/3이상이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다.
이 곳은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CNIB)와 협업하여 페이

지당 2~3달러의 저렴한 점자메뉴판을 보유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이 이용시 테이블
을 두 번 두드리면 시각장애를 가진 서버가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철저한 어둠속에서 식사와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들을 사
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레스토랑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해낼 수 있다면, 모두가
그것을 할 수 있고(if we can do it in the dark, everybody can do it.),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you
need everyone to be a part of society, everyone needs to be included.)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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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noirtoronto.com/

바. 홀리데이인 앤 스위트 오타와(Holiday Inn & Suites – Ottawa)
홀리데이인

앤

스위트

호텔에서는

접근가능한

고객서비스(Accessible

Customer Service)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예약시 고객에게
특별한 수요(special needs)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
고, 시각장애를 가진 손님에 대해서 그들의 팔을 붙잡기 보다는 손님이 직원의 팔
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교육하면서, 접근가능한 고객서비스가 생각보다 어
렵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 세컨컵 마컴점(Second Cup in Markham)
캐나다의 대표적 커피체인점인 Second Cup 마컴점에서는 접근가능한 고객서
비스(Accessible Customer Service)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거동이 불편
한 손님 방문시, 주문데스크와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이동하고
주문음료를 테이블에 서비스하는 것을 비즈니스 오너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직원들
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은 좋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며, 그것은 비즈니스에
도 도움이 되고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비즈니스 철학을 가지고 있다.

아. 카사 로마(Casa Loma)
스페인어로 언덕위의 집이라는 뜻의 카사 로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미
드타운에 있는 고딕 스타일의 저택이자 정원으로, 지금은 역사적인 하우스 박물관
이자 토론토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1911년부터 1914년까지 금융가 헨리 펠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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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거주지로 건설되었다. 카사 로마는 토론토에서 독특한 건축적 성격으로 인해
영화와 텔레비전의 촬영지로 인기가 있고 결혼식 장소로도 선호되는 토론토 사람
들이 사랑하는 관광지이다.
카사로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가이드를 위해
핸디형 디바이스를 제공하면서, 9가지 언어로 서비스 되고 있는데 8가지의 구어
(spoken languages)와 수어(American Sign Language)이다. 8가지의 구어는 시
력상실로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누구나 전화기처럼 들을 수 있도록 사용이 가능하
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투어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작품마다 부여된 번호를 누
르면 원하는 언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AD는 추가설명이다. 또한 수어는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핸디형 디바이스는 텔레비전 같은 기능을 하는
데 작품마다 손모양 표시의 번호를 입력하면 디바이스의 스크린에 수어로 설명이
제공된다.

Spoken language guide

American Sign Languag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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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aloma.ca/visit-the-castle/accessibility/

자. 고 트랜짓(Go Transit)
고 트랜짓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중 교통 체계이다. 고 트랜짓은 일반적으로
광역 토론토 지역 승객들을 수송하며, 더 나아가 나이아가라 등의 지역까지 운행
하기도 한다. GO는 통근 열차와 버스로 연간 5,500만 명의 승객을 실어나르고,
통근 열차는 2층 디젤 기관차로 운행하며, 버스는 일부 버스에 한해 2층 버스로
운행한다. 캐나다의 첫 대중 교통 체계인 고 트랜짓은 1967년 3월 23일 온타리오
주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남부 온타리오 주의 승객 수송을 담당
하는 전신 공기업인 메트로링스 산하의 교통국이 되어 온타리오 주의 공기업으로
운행하고 있다.
고 트랜짓은 역사와 정거장, 버스, 기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
이터와 플랫폼 높이에 맞는 미니경사로가 정비되어 있고, 기관차의 뒤에서 다섯
번째 칸은 접근가능한 차(accessible car)로, 탑승에 어려움이 있는 손님에 대해
안내원(ambassador)이 배치되어 도와준다.

https://www.gotransit.com/en/travelling-with-us/accessibility

차. 마쉬키논제 주립공원(Mashkinonje Provinci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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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쉬키논제

주립공원은

토론토

북부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장애가

없는

(barrier-free)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주차장에는 장애물이 일절 없고, 트레일(산
책로)는 단단하게 포장되어 평평하고 편안하다. 200피트마다 설치된 벤치는 역시
장애물이 없는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촉각을 이용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카. 접근가능한 해변
해변은 보행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공원 방문객들에게 접근성 문제가 될 수 있
다. 부드러운 모래 때문에 휠체어 바퀴와 보행기 다리가 빠질 수 있어 조작이 힘
들게 된다. 그래서 온타리오 주립공원 중에는 해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으로 다양한 접근성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올터레인 휠체어(all-terrain wheelchair)는 모래사장의 혹과 돌기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가 크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방문객들이 물가로 바로
내려갈 수 있다. Mobi chair는 모래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력이 있
어 물 속에서도 조력자의 도움으로 쉽게 조정하여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비치매
트(Beach mats)는 보행자, 휠체어, 유모차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변을 따
라 비치된 이동식 미끄럼 방지매트다. 비치 휠체어(Beach wheelchair)는 물에 들
어갈 수 없지만 방문객들이 모래사장을 따라 여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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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립공원에 있는 해변에서는 이 보조장비들을 이용하는 것이 모두 무
료로 제공되고 있다.

6. 관광 취약요인을 역이용한 콘텐츠 제안
1년간의 캐나다 연수기간 동안 캐나다가 관광산업을 주요한 경제섹터로 성장시
키고 있는 요인을 이해하게 되었고, 강원도와 유사한 조건에 대해서 적용해 볼만
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첫째, 캐나다는 겨울이 길다. 지구온난화로 최근에 겨울기간이 다소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간을 겨울로 보고 있다. 실제로 9
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곳도 있고, 4월까지 눈이 오기도 한다. 캐나다는 이
긴 겨울을 대부분 실내에서 지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외 액티비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썰매나 오로라관광과 같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실행되기 어려
운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강원도 겨울축제에서 대부분 주제나 재료가 통일되다
시피한 눈과 얼음을 이용한 이벤트 이외에, 예술, 공연, 작품전시, 산타클로스, 크
리스마스 등 매우 다양한 주제의 겨울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겨울에 관광객들이 추위 때문에 찾지 않아 활기를 잃은 해변이나
산, 전통시장, 강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공연의 공간
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는 창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기회로, 지역주
민과 관광객에는 겨울에도 찾아가 볼만한 즐길거리로, 해당 작품 및 공연은 강원
도에서만 제공되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오픈된 공간으로서 행해지는 이벤트이므로 입장료 없이 무료 제
공하되, 작가나 공연자에 대한 도네이션을 유도하고, sns등 인증샷에 대한 이벤트
를 실시하여 바이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캐나다는 밤이 길다. 겨울이 긴 만큼 밤도 길고 야간영업을 하는 곳이 많
지 않기 때문에 밤에 즐길거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자연에서의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보다 겨울에 집중적으로 빛과 조명을 이용한 이벤트가 많다. 세계적으로 유명
한 몬트리올 루미에르축제, 토론토 라이트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글로우 토론토,
카발케이드 오브 라이트, 테라루미나 등이 있다. 빛과 조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당
연히 모두 밤에 더욱 화려해지는 이벤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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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여전히 관광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밤에 즐길거리가 많지 않다. 또한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식당과 유흥시설이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야간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밤까지 유도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
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강원도는 빛과 조명이 주는 따뜻한 느낌을 적극 활용할수 있는 겨울의 밤
시간대에 실내 및 야외에 특별한 주제를 가진 빛관광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현
재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릉문화재야행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건축물 내에 기존 조명을 켜놓고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방식
보다 좀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외벽이나 내부구조를 활용한 다양
한 조명설치, 특별한 주제로 벽면이나 내부면에 영상을 입히는 미디어파사드, 숲
의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구간마다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조명이벤트,
작은 마을 전체를 조명으로 장식하여 하나의 공원으로 꾸미고 마을길을 조명터널
로 만드는 아이디어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벤트를 위해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외벽 및 내부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
고, 그동안 폐건물로 방치되었던 시설물도 활용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
며, 수목원이나 화목원처럼 자연을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효과를 내는 작품을 구
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캐나다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산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들이 오고싶어 하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이다. 그
런 캐나다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캐네디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나라의 전통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는 점은 해당 국적자들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와 프라이드
를 가지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도 한다.
강원도의 외국인 비율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에 비하
면 많지는 않지만(18천명),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강원도에서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표출할
만한 방법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강원도에서 도내 외국인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국가별 축제를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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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자국의 음식을 나누고 자
국의 주요행사를 구현하는 이벤트를 지역의 다문화센터가 주축이 되어 개최한다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이해도 가능하고 점차 타지역의 해당국적자들
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캐나다에는 세계의 다양한 음식이 있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각 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식당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이것을 활용하여 일종의
세계음식축제의 개념처럼 섬머리셔스와 원터리셔스를 개최한다. 단 하나의 장소에
서 개최하는 통일된 대형행사가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바 마다 제각기 자신들의 메
인메뉴를 특정기간 동안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매년 이 기
간을 기다리는 미식가가 매우 많다.
도내 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부분 음식점들은 이벤트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렇기에 관광지에서의 식당들은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한 메뉴와 가격으로 영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평소 단품으로 즐기던 요리를 특별히 패키지로 묶
어 여러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코스요리로 만들어 특정기간에만 제공하는 이벤트
를 사전예약제로 실시해본다면, 소재의 특이성과 한식의 코스화라는 새로운 아이
디어를 전국 최초로 시도해보는 재미있고 특별한 음식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미식여행을 즐기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음식을
선호하는 장년층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캐나다는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캐나다가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 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
람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출입문에는 휠
체어 그림이 있는 버튼이 있어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편리하
고 이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접근성 정책의 핵심이다.
강원도는 아직 전국적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전국 어느 곳보다 관광지가 많은 곳이기에 최소한 이 지역만이라도 접근이
쉬운 시설물과 안내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 이것을 결코 장애인 정책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하면 방향에 대한 이
해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선은 결국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방문자의 만
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재방문율 또한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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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별한 장애를 가진 방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개선해야 한다. 청각
과 시각에 어려움을 가진 방문자를 위한 관광지 해설방식 개선(점자, 수어, 큰 글
씨, 디바이스 활용 등)이 필요하고, 장애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관광지에서 일반인
들은 모르는 것을 불편함으로 느끼는 유형의 장애(자폐증 등)에 대한 세심한 지원
과 직원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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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훈련 우수사례 제안
보고분야

공공시설물

사 업 명

공공시설물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캐나다의 도심공원을 비롯한 주요관광지, 국립공원 등에 비
치되어 있는 많은 벤치와 나무에 개인들의 이름과 사연을

현지사업
추진배경

적어 넣어 의미부여를 하고 있음.
❍ 해당장소와의 관련인(개발자, 발굴자 등)의 소회를 적거나,
상황에 맞는 명언 등을 새겨넣어 그것 자체로서 시설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가치를 높임.

우리 도
실정

❍ 공원, 관광지 등 공공시설의 시설물들은 조성에만 급급하여
각각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고,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행정의
기본적인 하자관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도심공원이나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물(벤치, 화장실, 안내
소 등)에 상황과 장소에 맞는 사연, 명언 등을 소개하여 의
미부여를 함으로써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장소로서의 독창

주요내용

성과 감성을 가질 수 있음.
❍ 구역내에 조성되는 나무에 시민공모 등을 통해 가족이나 친
구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문구를 기록하여 지역
민들의 애착을 유도

기대효과

❍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로 공간에 대한 애착 형성
❍ 시설물에 대한 의미부여로 어디에도 없는 공간의 독창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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