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처 체험

세계 최고의 해안가 여행지
관광 명소

숙박 시설

GANANOQUE BOAT LINE

COLONIAL RESORT & SPA

280 Main St., P.O. Box 190,

780 King St. West, Gananoque, ON

HOLIDAY INN
EXPRESS & SUITES

Gananoque, ON

전화: 613-382-3226

777 King St. East, Gananoque, ON

전화: 613-382-2144

수신자 부담 전화: 1-800-267-9497

전화: 613-382-8338

수신자 부담 전화: 1-888-717-4837

www.colonialresort.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66-301-2650
holidayinnexpress1000islands.com

www.ganboatline.com

COMFORT INN & SUITES

아일랜드에서의 크루즈 체험
웅장한 볼트 성을 비롯한 1000 Islands의
아이콘을 둘러보세요. Millionaire’s Row
(밀리어네어 로우) 의 호화로운 저택을
만나보세요. Lost Ships of 1000 Islands
(로스트 십 오브 사우전드 아일랜드)
크루즈를 경험해 보세요. 또는 섬들을
배경으로 선셋 디너 크루즈를 즐겨보세요.
GANANOQUE BOAT LINE
www.ganboatline.com

스키 체험
1000 Islands Helicopter Tours는 다섯
가지 특별한 투어를 통해 가장 웅장한
아일랜드 전망을 보여주는 최신 인기
투어입니다. 1000 Islands, 볼트 성, 또
다른 두 곳의 성 투어가 포함된 이 투어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모험입니다!
1000 ISLANDS HELICOPTER TOURS
www.fly1000islands.ca

THOUSAND ISLANDS
PLAYHOUSE

22 Main St., Gananoque, ON

HOWARD JOHNSON

전화: 613-382-7272

550 King St. East, Gananoque, ON

Box 241, Gananoque, ON

수신자 부담 전화: 1-800-265-7474

전화: 613-382-3911

Box Office 전화: 613-382-7020

www.comfortinn1000islands.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88-689-7973
www.hojo1000island.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66-382-7020
www.1000islandsplayhouse.com

THE GANANOQUE
INN & SPA

QUALITY INN & SUITES

1000 ISLANDS
HELICOPTER TOURS

550 Stone St. S., Gananoque, ON

650 King St. East, Gananoque, ON

수신자 부담 전화: 1-888-565-3101

전화: 613-382-1453

88 County Rd. #32, Gananoque, ON

www.gananoqueinn.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66-466-7912

유네스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qualityinn1000islands.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55-855-4354
www.fly1000islands.ca

850 및 1864
개의 섬

개 이상의 객실

THE GLEN HOUSE RESORT
1000 Islands Pkwy, Gananoque, ON

RAMADA PROVINCIAL INN

1000 ISLANDS KAYAKING

전화: 613-659-2204

846 King St. East, Gananoque, ON

110 Kate St., Gananoque, ON

수신자 부담 전화: 1-800-268-4536

전화: 613-382-2038

전화: 613-329-6265

www.glenhouseresort.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77-837-7768

www.1000islandskayaking.com

www.smugglersglen.com

www.ramadaprovincialinn.ca

1000IslandsTourism.com

TRAVELODGE
785 King St. East, Gananoque, ON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1000IslandsTourism.com

캐나다 독사이드 씨어터

워터 액티비티

세인트 로렌스 강 기슭에 자리잡은
Thousand Islands Playhouse의 극장 두
곳에서는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
무대 중 하나로 6개월간 매력적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입니다.

가나노크의 장엄한 워터프론트에서
카누와 카약을 비롯하여 보트와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신나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민물낚시, 보트 렌트, 차터,
수영 등의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THOUSAND ISLANDS PLAYHOUSE

1000 ISLANDS KAYAKING COMPANY

www.1000islandsplayhouse.com

전화: 613-382-4728
수신자 부담 전화: 1-866-466-6773
www.travelodge1000islands.com

417

오타와
(2시간)
416

1000

Islands

www.1000islandskayaking.com
401

자세한 내용 문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1000IslandsTourism.com

Kathrine Christensen | 613-888-0431
kchristensen@1000islandstourism.com

Gananoque
워터타운

토론토
(3시간)
나이아가라 폭포

시러큐스
(3시간)

몬트리올
(3시간)

시그니처 체험

세계 최고의 해안가 여행지
관광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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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3시간)

골프
머스트
두

패밀리
머스트
두

1

아름다운 풍경 도로에서
즐기는 자전거
온타리오 워터프론트 트레일

1000 아일랜드
게이트웨이
느긋한 휴식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어드벤처까지...

www.waterfronttrail.org

5

경이로운 자연경관
리도 헤리티지 루트
www.rideauheritageroute.ca

프론티낙 아치 생물권

윈터
머스트
두

9

골프 라운드

스머글러스 글렌
(Smugglers Glen)

아일랜드의 겨울

1000 아일랜드 헬리콥터 투어
www.fly1000islands.ca

www.smugglersglen.com

www.frontenacarchbiosphere.ca

어드벤처
머스트
두

2

캐슬 투어

6

10

워터프론트 콘서트

나의 행운 시험해보기

자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

www.1000IslandsTourism.com

www.1000IslandsTourism.com

SHORELINES CASINO THOUSAND ISLANDS
www.shorelinescasinos.com

13

박물관 등등!

THOUSAND ISLANDS BOAT MUSEUM
facebook.com/thousandislandsboatmuseum
ARTHUR CHILD HERITAGE MUSEUM
www.1000islandsheritagemuseum.com

장엄한 1000 아일랜드
즐겨보기

12

언윈드
머스트
두

3

워터 액티비티

7

페어 및 페스티발

11

여름 액티비티

자세한 내용

랜스다운 페어

휴가 계획

www.1000IslandsTourism.com

www.lansdownefair.ca

www.1000IslandsTourism.com

린허스트 터키 페어
www.turkeyfair.com

4

현지 음식 즐겨보기

8

버즈 아이 뷰 즐겨보기

자세한 내용

1000 아일랜드 타워

www.gananoquefarmersmarket.ca

www.1000Islandstower.com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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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별한 투어를 통해 가장 웅장한
아일랜드 전망을 보여주는 최신 인기
투어입니다. 1000 Islands, 볼트 성, 또
다른 두 곳의 성 투어가 포함된 이 투어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모험입니다!
1000 ISLANDS HELICOPTER TOURS
www.fly1000islands.ca

THOUSAND ISLANDS
PLAYHOUSE

22 Main St., Gananoque, ON

HOWARD JOHNSON

전화: 613-382-7272

550 King St. East, Gananoque, ON

Box 241, Gananoque, ON

수신자 부담 전화: 1-800-265-7474

전화: 613-382-3911

Box Office 전화: 613-382-7020

www.comfortinn1000islands.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88-689-7973
www.hojo1000island.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66-382-7020
www.1000islandsplayhouse.com

THE GANANOQUE
INN & SPA

QUALITY INN & SUITES

1000 ISLANDS
HELICOPTER TOURS

550 Stone St. S., Gananoque, ON

650 King St. East, Gananoque, ON

수신자 부담 전화: 1-888-565-3101

전화: 613-382-1453

88 County Rd. #32, Gananoque, ON

www.gananoqueinn.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66-466-7912

유네스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qualityinn1000islands.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55-855-4354
www.fly1000islands.ca

850 및 1864
개의 섬

개 이상의 객실

THE GLEN HOUSE RESORT
1000 Islands Pkwy, Gananoque, ON

RAMADA PROVINCIAL INN

1000 ISLANDS KAYAKING

전화: 613-659-2204

846 King St. East, Gananoque, ON

110 Kate St., Gananoque, ON

수신자 부담 전화: 1-800-268-4536

전화: 613-382-2038

전화: 613-329-6265

www.glenhouseresort.com

수신자 부담 전화: 1-877-837-7768

www.1000islandskayaking.com

www.smugglersglen.com

www.ramadaprovincialinn.ca

1000IslandsTourism.com

TRAVELODGE
785 King St. East, Gananoque, ON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1000IslandsTourism.com

캐나다 독사이드 씨어터

워터 액티비티

세인트 로렌스 강 기슭에 자리잡은
Thousand Islands Playhouse의 극장 두
곳에서는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
무대 중 하나로 6개월간 매력적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입니다.

가나노크의 장엄한 워터프론트에서
카누와 카약을 비롯하여 보트와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신나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민물낚시, 보트 렌트, 차터,
수영 등의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THOUSAND ISLANDS PLAYHOUSE

1000 ISLANDS KAYAKING COMPANY

www.1000islandsplayhouse.com

전화: 613-382-4728
수신자 부담 전화: 1-866-466-6773
www.travelodge1000islands.com

417

오타와
(2시간)
416

1000

Islands

www.1000islandskayaking.com
401

자세한 내용 문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1000IslandsTourism.com

Kathrine Christensen | 613-888-0431
kchristensen@1000islandstourism.com

Gananoque
워터타운

토론토
(3시간)
나이아가라 폭포

시러큐스
(3시간)

몬트리올
(3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