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ㅇ 캐나다 달러(Canadian Dollar; CAD)는 통상 “$”로 표기되나, 미국 달러와 함께 명시될 경우 “CAD”로 표기된다. 1캐나다 달러는
0.75달러 이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 캐나다 달러, 주화로는 5센트(니켈), 10센트(다임), 25센트(쿼터), 1불(루니), 2불(투니) 등
이 사용되고 있다.
- 주화 중 1센트는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결제 단위로는 남아 있다.
- 카드결제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결제금액에 반영되며,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결제된다.

환전방법
ㅇ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에서 당일 환율에 따라 수시 가능하다. 관광지의 일부 업소, 공항 면세점 등에서는 미화
를 받기도 하나 적용환율에서 다소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ㅇ 일반 상점이나 슈퍼마켓, 시장, 식당, 호텔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식당은 데빗(직불)카드만 허용
하고 있어 항시 일정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나. 교통

교통상황
ㅇ 온타리오 주, 토론토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고속도로는 4개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북쪽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401번 고속도로, 남
쪽에서 동-서를 교차하는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Gardiner Expressway), 서쪽에서 남-북을 잇는 427번 고속도로, 동쪽에서 남-북을 통
행하는 돈 밸리 파크웨이(Don Valley Parkway) 등이다.

ㅇ 토론토의 도로는 서울과 달리 직교형이기 때문에 주된 길 이름과 위치만 알아 놓는 다면 길을 찾기가 매우 편리하다.
-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 중 대표적인 것은 토론토 도심 중앙에 위치한 영(Yonge), 서쪽에 위치한 배서스트(Bathurst)와 더퍼린
(Dufferin), 동쪽에 위치한 베이뷰(Bayview)와 빅토리아파크(Victoria Park)가 있다.
- 동-서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도로는 업타운에 핀치(Finch), 미드타운에 로렌스(Lawrence)와 에글링턴(Eglinton), 다운타운에 블루어
(Bloor)와 던다스(Dundas), 퀸(Queen) 등이 있다.
- 영국 조사기관 엑스퍼트마켓(Expert Market)에 따르면, 토론토가 북미에서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교차로는 영 &쉐퍼드(Yonge &Sheppard), 프론트 &심코(Front &Simcoe), 레이크 쇼어 &파크런(Lakeshore
&Parklawn), 프론트 &유니버시티(Front &University), 베이 &블루어(Bay &Bloor), 유니버시티 &아델레이드(University &Adelaide)
등이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은 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에 반해 도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토론토로 출장 시 토론토 교통국(TTC)이 운영하는 지하철, 버스, 전차(Streetcar)를 이용해 시내와 외곽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
철 노선은 하나의 남북 노선(Line 1)과 세 개의 동서 노선(Line 2,3,4)으로 총 4개가 있으며, 대다수의 역명은 주요 도로명과 동일하다. 버

스와 전차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ㅇ 토론토 대중교통은 현금, 프레스토(Presto), 메트로패스(Metropas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현금 지불 시 TTC 이용 요금은 1회에 C$ 3.25(약 2,900원)이다. 환승 티켓 (Transfer)을 지참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버스 또는 전차 운전기사에세 보여줘야 한다.
- 참고로 버스나 전차를 먼저 타는 경우, 요금을 지불할 때 기사에게 환승 티켓을 요구하면 발급해 준다.
- 선불충전 교통카드인 프레스토(Presto)는 토론토 외곽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외곽지역으로 자주 이동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
프레스토 카드는 온오프라인에서 C$ 6.00(약 5,4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소 충전금액은 C$ 5.00(약 4,500 원)이다. 프레스토 카드를
사용할 경우 편도당 C$ 3.10(약 2,800원)이 소요된다.
- 프레스토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편도당 C$3.10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1일권(C$ 13.00, 약
11,600 원) , 1주일권(C$ 64.95, 약 58,700 원) 혹은 1달권(C$ 151.15, 약 134,300 원) 등 정해진 기간동안 토론토 내에서 무제한으
로 이용할 수 있는 패쓰를 구매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버스
ㅇ 토론토의 시내버스는 지하철, 전차와 더불어 토론토 교통국(TTC)에서 운행하는 핵심 대중교통 체계이다.
- 토론토 교통국은 토론토 전역과 미시사거(Mississauga), 요크(York) 지역 일부에 걸쳐 150개가 넘는 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 토론토의 시내버스는 매일 24시간 운행하며, 대부분이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이고, 버스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
어 있다.

택시
ㅇ 택시
- 토론토 시내에는 택시 승강장이 없어 한국에서와 같이 노상에서 자유롭게 잡을 수 있으며, 호텔 등에서는 콜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
- 도심을 벗어난 주택가나 교외 지역에서는 노상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어려워 미리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 토론토 택시 기본요금은 C$ 4.25(약 3,800원)이며 1km 당 C$ 1.75(약 1,600원) 추가요금이 붙는다.
- 토론토 및 밴쿠버 등에서 시내 이동 시 대체로 C$ 20~30(약 1만 8천~2만 7천원) 정도로 이용 가능하다.

ㅇ 우버(Uber) 및 리프트(Lyft)
-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하게 차량을 요청하는 우버 및 리프트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는 일반 택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택시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의 1.8~2.5배의 할증료가 붙으니 차량 요청 전 꼭 확인하는 것이 좋
다.
- 또한, 캐나다는 각 지역별로 교통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버는 새스커툰, 위니펙, 핼리팩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 리프트의 경우 현재 온타리오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참고로, 밴쿠버의 경우 차량 공유서비스 사용이 불가능 했으나 2019년 말부터는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가 시작 될 예정이다.

지하철/전차
ㅇ 지하철
-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토론토 시의 지하철은 총 4개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 모든 지하철 노선은 완행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급행 열차는 따로 없다. 또한 지하철 역이름은 전철이 경유하는 길이나 지역 이름을
따서 사용한다.
- 지하철 1호선 영-유니버시티(Yonge-University) 라인은 토론토 영 스트리트(Yonge Street)와,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 스파다이나 로드(Spadina Road)를 경유하는 U자형 노선으로, 1954년 3월 30일에 개통한 30.2km의 중전철이다. 동 노선은
2017년 12월 17일, 셰퍼드 웨스트(Sheppard West) 역에서 번 메트로폴리탄 센터(Vaughan Metropolitan Centre) 역까지 연장되었
다.

- 2호선 블루어-댄포스(Bloor-Danforth) 라인은 토론토 블루어 스트리트(Bloor Street)와 댄포스 애비뉴(Danforth Avenue)를 경유
하는 동서축 노선으로, 1966년 3월 25일에 개통한 26.2 km의 중전철이다.
- 1985년 3월에 개통한 3호선 스카보로(Scarborough) RT는 토론토 스카보로 지역을 다니는 6.4km의 도시 철도 노선으로, 리니어
모터가 달린 차량으로 운행된다. 스카보로 RT는 2022년에 개통할 에글링턴 경전철과 연결될 예정이었으나,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2호선
블루어-댄포스 라인을 스카보로 센터(Scarborough Centre) 역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혀 이 구간은 앞으로 2호선 블루어-댄포스 선의 일
부가 될 예정이다. 참고로 개통은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 4호선 셰퍼드(Sheppard) 라인은 토론토 셰퍼드 애비뉴(Sheppard Avenue) 동부를 다니는 노선으로, 2002년 11월 22일에 개통한
5.5km의 지하철 노선이다. 이는 토론토에서 가장 짧은 도시 철도 노선이기도 하다.
- 5호선 에글링턴(Eglinton) 라인은 19km의 경전철 노선으로, 2021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25개 역으로 이루어진 이 노선은 15개가
지하역, 나머지 10개 역은 지상 정거장 형식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셰퍼드 에비뉴(Sheppard Avenue East)와 핀치 에비뉴 웨스트(Finch Avenue West)에도 경전철 사업을 계획 중이다.
- 토론토 교통국은 선로 일부의 건설, 개·보수를 위해 자하철 노선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경우에는 무료 셔틀 버스를 제공 중이다.

ㅇ 전차
- 토론토의 전차는 토론토 시내와 온타리오 호가 있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근처 지역을 잇는다.
- 2018년 총 10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인트클레어 웨스트(St. Clair West), 스파다이나(Spadina), 유니언(Union) 역 지하에
서 전차와 지하철 간의 환승이 가능하다. 세인트클레어(St. Clair), 던다스 웨스트(Dundas West), 배서스트(Bathurst), 브로드뷰
(Broadview),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역에서는 지상층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기타 교통수단
ㅇ 렌터카
- 토론토에서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가 있다면 보험 가입 후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용이하다.
- 다만, 운전자가 만 25세 미만인 경우는 차량 주행가능 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체는 AVIS와 Hertz이다.
- AVIS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 위치 : 5990 Airport Road, Mississauga, ON, L5P 1B2, Canada
· 전화번호 : +1 905-676-1100
· 영업시간 : 일~토: 6:00~1:00
· 홈페이지 : www.avis.ca
- Hertz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 위치 : 6301 Silver Dart Dr #3, Mississauga, ON L5P 1B2
· 전화번호 : +1-416-674-2020
· 영업시간 : 일~토: 6:30~1:00
· 홈페이지 : www.hertz.ca

다. 통신

핸드폰
ㅇ 휴대전화는 크게 유심카드 또는 데이터로밍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시내 통화 시 전화번호 10자리를 그대로 누르면 되나, 외곽이나
장거리 통화를 할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1’을 추가로 눌러야 한다.
- 토론토 시내 전화: 전화번호 10자리 (416-XXX-XXXX)
- 미국, 시외전화, 장거리전화: 1 + 지역번호(3자리) + 전화번호(7자리)

- 한국으로 국제전화 시: 011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Collect Call) 전화 시: +1-888-431-5699 → 1번 메뉴

인터넷(와이파이)
ㅇ 토론토와 밴쿠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시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나 팀호튼(Timhortons)
또는 공공도서관 같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유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설치해 놓은 곳도 많다. 인터넷
연결이 상시 필요하다면, 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하철이나 지하, 엘레베터 등에서는 통신 연결이 끊기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ㅇ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벨(Bell), 로저스(Rogers)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핸드폰/가정용 인터넷 요금은 기업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 벨(Bell) : https://www.bell.ca
- 로저스(Rogers) : https://www.rogers.com

라. 관광명소

ㅇ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도시명
주소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6815 Stanley Avenue, Niagara Falls Ontario Canada, L2G 3Y9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청)

운영시간

N/A

휴무일

N/A

명소소개

비고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기도 하며, 과거 나이아가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탐험대가 거
대한 폭포로 인해 갈 길이 막혔던 곳이기도 하다. 5대호 중 하나인 에리 호수(Lake Erie)와 온타리오 호수
(Lake Ontario)와 연결된다. 폭포는 고트섬(Goat Island)을 사이에 두고 캐나다 폭포와 아메리카 폭포로
나누어지는데 거대한 말굽 모양의 캐나다 폭포가 미국 폭포보다 웅대해 인기가 높고, 매년 많은 미국인 관광
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함을 한층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유람선, 짚라인
(Zipline)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으며, 카지노 오락시설, 음식점, 기념품상점 등도 운영되고 있
어 온타리오 주의 주요 외국 관광객 유치 지역이기도 하다.
전화: +1-905-356-6061
홈페이지: https://www.niagarafallstourism.com/

ㅇ 개스타운(Gastown)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밴쿠버(Vancouver)
Suite 210 - 200 Burrard Street Vancouver, BC, V6C 3L6 (밴쿠버 관광청)
일~토 : 24시간 운영
개스타운 내 위치한 각 상점 운영시간은 매장별로 상이
연중무휴

명소소개

비고

다운타운 북쪽의 워터(Water)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타운으로 기념품 가게나 의류상점,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개스의 동상과 오래된 증기 시계(Steam Clock)가 이 곳의 명물인데 특히 증기 시계는 15분
마다 증기를 뿜으며 기적소리로 캐나다 국가를 연주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화: +1-604-682-2222
홈페이지: https://www.tourismvancouver.com/vancouver/neighbourhoods/gastown/

ㅇ 스탠리파크(Stanley Park)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밴쿠버(Vancouver)
Stanley Park Causeway, Vancouver, British Columbia V6G 1Z4, Canada
일~토 :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밴쿠버의 최고 명소 중 하나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약 10% 정도 더 크다. 공원 안에서 버스를 탈 수도
있으며 자전거를 빌릴 수도 있는데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 공원 안에는 아쿠아리움, 토템폴
등 볼거리가 있다.
전화: +1-604-873-7000
홈페이지: https://vancouver.ca/

ㅇ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밴쿠버(Vancouver)
1661 Duranleau St. Vancouver, BC
그랜빌 아일랜드 내 위치한 각 상점 운영시간은 매장별로 상이

휴무일

그랜빌 아일랜드 내 위치한 각 상점 휴무일은 12.25(크리스마스), 12.26(박싱데이)이며 1.1(새해) 휴무일
은 매장별로 상이

명소소개

그랜빌 아일랜드는 공장과 창고가 있던 낡고 오래된 공장지대였지만, 1970년 개조를 통해 다양한 숍과 레
스토랑이 들어서며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개성이 뚜렷한 물건을 파는 작은 상점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
며, 작은 장신구나 독창적인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비고

전화: +1-604 666-6655
홈페이지: https://granvilleisland.com/

ㅇ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캘거리(Calgary)
T0L Alberta, Improvement District No. 9, Calgary, AB
4월 1일 ~ 5월 16일: 9:00~17:00
5월 17일 ~ 9월 30일: 8:00~18:00
10월 1일 ~ 3월 31일: 9:00~17:00

연중무휴

명소소개

비고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으로, 1885년 캐나다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끝없이 이어지는 빙원
산맥과 협곡, 호수 등이 절경을 이루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 캐나다 최고 관광명소이다.

전화 : +1-403-762-1550
홈페이지: https://www.pc.gc.ca/en/pn-np/ab/banff

ㅇ 켄싱턴 시장(Kensington Market)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토론토(Toronto)
Kensington Ave, Toronto, ON M5T 2K2
일~토 : 24시간 운영
켄싱턴 시장 내 위치한 각 상점 운영시간은 매장별로 상이
매년 12.25(크리스마스) 및 1.1(새해)
토론토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로, 2006년 캐나다 역사 유적지(National Historic Site of Canada)로 지
정됐다. 이곳은 1920~1930년대에 유대인 시장이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
주하면서 중남미, 소말리아, 수단, 이란, 베트남 등 정치적 난민 출신 이민자들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 현재
는 카리브해, 유럽, 남미, 중동, 아시아 각지의 제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서면 토론토의 다문화를 뚜렷하게 느
낄 수 있다.
전화: +1-416-323-1924
홈페이지: http://kensington-market.ca/

ㅇ CN 타워(CN Tower)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토론토(Toronto)
301 Front St W, Toronto, ON M5V 2T6
일~토 : 08:30~23:00
매년 12.25(크리스마스)
온타리오 호수 위에 우뚝 서있는 CN 타워는 토론토의 랜드마크다. 1976년 완공된 CN 타워의 높이는
553m로, 2009년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와 중국의 광저우 타워 건설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였
다. 타워 입장료를 내고 346m 높이에 있는 유리 마루 야외 전망대로 올라오면 미국으로 연결되는 온타리오
호수와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비롯해 시내 모든 곳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밤에는 아름다
운 토론토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447m 전망대에도 오를 수 있다. 이 전망대에서
는 맑은 날이면 토론토에서 126km 떨어진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조망할 수 있다.
전화: +1-416-868-6937
홈페이지: https://www.cntower.ca/intro.html

ㅇ 토론토 아일랜드(Toronto Islands)
도시명
주소

토론토(Toronto)
1 Centre Island Park, Toronto, ON M5J 2E9

운영시간

여름(5월 중순~9월 초) 페리 운영 시간
- 월~금: 8:00~23:45
- 토~일, 휴일: 8:00~23:45 (평일보다 운영 횟수 적음)
겨울 페리 운영시간은 월별로 상이, 상세내용은 웹사이트 참고(www.toronto.ca/explore-enjoy/parksgardens-beaches/toronto-island-park/all-ferry-schedules/)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매년 10월 말/11월 초~4월 중순
다운타운 최남단의 호숫가에서 10분 정도 여객선을 타고 가면 인공 섬인 토론토 아일랜드에 도착하는데, 시
대의 변천에 따른 도시의 모습을 모방해 놓은 공원과 자전거로 하이킹하기에 좋은 산책로, 피크닉을 즐기기
에 안성맞춤인 잔디밭과 해변 등이 있다.
전화: +1-416-392-8193
홈페이지: https://www.torontoisland.com/

ㅇ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Art Gallery of Ontario)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토론토(Toronto)
317 Dundas St W, Toronto, ON M5T 1G4
토, 일 : 10:30~17:30
화,목 : 10:30~17:00
수, 금 : 10:30~21:00
매주 월요일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는 1900년에 개장한 사설 미술관으로 현재는 캐나다를 대
표하는 주요 미술관이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7명의 화가들(Group of 7)의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등 유럽 대표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중세시대부터 르네상스, 현대 미술까지 약 9만 점 이
상의 다양한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선정해 보이는 특별 전
시회가 개최돼 많은 관광객들 및 문화인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전화: +1-416-979-6648
홈페이지: https://ago.ca/
<자료원 : 각 관광명소 웹사이트>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티하우스 인 스탠리 파크(Teahouse in Stanley Park)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전화번호

+1-604-669-3281

주소

Ferguson Point, Stanley Park, Vancouver, BC

가격

15~45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금: 11:30~16:00
월~토: 16:00~22:00
토, 일: 공휴일, 10:00~15:00

연중 무휴
양식

ㅇ 르 크로코다일(Le Crocodile)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전화번호

+1-604-669-4298

주소

Suite 100 – 909 Burrard St. (at Smithe), Vancouver, BC

가격

10.5~45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목: 11:30~4:30, 17:30~22:00
금: 11:30~14:30, 17:30~22:30
토: 17:30~22:30

일요일, 공휴일
양식(프랑스)

ㅇ 만다린(Mandarin)
도시명
전화번호

토론토(Toronto)
+1-416-486-2222

주소

2200 Yonge St., Toronto, ON M4S 2C6

가격

18~3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30~15:00,
16:30~22:30
매년 날짜는 상이하나 1월 중 2일 전직원 회의로 휴무
중식 뷔페

ㅇ 세븐 웨스트 카페(7 West Cafe)
도시명
전화번호
주소

토론토(Toronto)
+1-416-928-9041
7 Charles St. W., Toronto, ON M4Y 1R4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20~30캐나다 달러
24시간
연중무휴
양식

ㅇ 화 상 캔터니즈 시푸드 레스토랑(Hua Sang Cantonese Seafood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토론토(Toronto)
+1-416-596-1628

주소

41 Baldwin St., Toronto, ON M5T 1L1

가격

12~2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30~22:00
연중무휴
중식 및 해산물

ㅇ 야마토(Yamato)
도시명
전화번호

토론토(Toronto)
+1-416-927-0077

주소

24 Bellair St., Toronto, ON M5R 2C7

가격

15~25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30~14:30,
17:00~23:00
매년 12.24(크리스마스이브, 저녁식사 휴무), 12.25(크리스마스), 12.26(박싱데이, 점심식사 휴무),
1.1(새해, 저녁식사 휴무)
일식
<자료원 : 각 식당 웹사이트>

- 한국식당
ㅇ 이치반(Ichiban Fish House)
도시명

노스욕(North York)

전화번호

+1-416-512-9014

주소

15 Spring Garden Ave, North York, ON M2N 3G1

가격

15~30캐나다달러

영업시간
소개

11:00~22:00

차분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외국인 손님 접대 시 좋음.

ㅇ 대박본가(Dae Bak Bon Ga)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전화번호

+1-604-683-9298

주소

201-1323 Robson St, Vancouver, BC V6E 1C6

가격

15~3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2:00

연중무휴
비빔밥, 된장찌개, 칼국수, 수제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임. 점심, 저녁으로 고기 및 샤브샤
브 뷔페도 즐길 수 있음.

ㅇ 북경반점(Book Kyung Ban Jeom)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전화번호

+1-604-629-8822

주소

1638 Robson St. Vncouver, BC V6G 1C7

가격

10~2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30~01:00

연중무휴
한인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점으로, 식사 후 노래방을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ㅇ 서울관(Seoul House BBQ)
도시명
전화번호

쏜힐(Thornhill)
+1-905-709-1593

주소

180 Steeles Ave W, Thornhill, ON L4J 1A1

가격

15~30캐나다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30~23:30

매년 1.1(새해) 또는 연중무휴
주요 메뉴는 양념갈비와 비빔냉면이며, 단체 손님 접대 시 좋음.

ㅇ 아리수(Arisu Korean BBQ)
도시명
전화번호

토론토(Toronto)
+1-416-533-8104

주소

584 Bloor St W, Toronto, ON M6G 1K4

가격

15~30캐나다달러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3:00
연중무휴
고급 한식 및 일식당으로, 한국 테이블 BBQ로 유명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레스토랑임.
<자료원 : 각 식당 웹사이트>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호텔 노보텔 노스욕(Hotel Novotel North York)
도시명
주소

노스욕(North York)
3 Park Home Ave, North York, ON M2N 6L3

전화번호

+1-416-733-2929

홈페이지

https://novotel.accorhotels.com

숙박료

177~300캐나다달러

소개

노보텔은 토론토 북부인 업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스욕(North York) 역과 연결되어 있다.

비고

부대시설: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실, 시청각 장비 렌탈, 복사 및 팩스 가능

ㅇ 더 판 패시픽 호텔(The Pan Pacific Hotel)
도시명
주소

밴쿠버(Vancouver)
300 - 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B5

전화번호

+1-604-662-8111

홈페이지

https://www.panpacific.com/

숙박료

239~359캐나다 달러

소개

다운타운 밴쿠버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전망이 멋진 것으로 유명하다. 도보 2분 거리에 캐나다 플레이스
등이 있어 밴쿠버 지역을 관광하기에 좋은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비고

부대시설: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실, 스파, 시청각 장비 렌탈, 복사 및 팩스 가능

ㅇ 피나클 호텔 하버 프런트(The Pinnacle Hotel Harbourfront)
도시명
주소

밴쿠버(Vancouver)
1133 W Hastings St, Vancouver, BC V6E 3T3

전화번호

+1-604-689-9211

홈페이지

https://www.pinnacleharbourfronthotel.com/

숙박료

300~400캐나다 달러

소개

다운타운 밴쿠버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밴쿠버 하버에 인접해 산과 바다 전망이 일품이다. 또한 밴쿠버 컨
벤션 센터 등 주요 비즈니스 시설과 캐나다 플레이스 같은 관광명소와 가까운 것도 큰 장점이다.

비고

부대시설: 웨딩,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실, 스파, 바(bar), 복사 및 팩스 가능, 무료 와이파이

ㅇ 리버티 스위트 호텔(Liberty Suite Hotel)
도시명
주소

쏜힐(Thornhill)
7191 Yonge #1201, Thornhill, ON L3T 0C4

전화번호

+1-905-604-9400

홈페이지

https://www.libertysuites.ca/

숙박료

소개

비고

179~550캐나다 달러
손힐 지역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진 객실을 가지고 있다. 평점 8.3대로 투숙객
들이 선호하는 호텔이며,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과 20.5km 떨어진 위치에 있다.

부대시설: 피트니스, 회의실, 렌터카 서비스, 복사 및 팩스 가능, 스파 시설 구비

ㅇ 호텔 엘란(Hotel Elan)
도시명
주소

캘거리(Calgary)
1122 16 Ave SW, Calgary, AB T2R

전화번호

+1-403-229-2040

홈페이지

https://hotelelan.ca/

숙박료

200~300캐나다 달러

소개

비고

캘거리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내부 인테리어, 고객 숙박설비를 매우 고풍스럽게 차별화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캘거리 최고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요 회시실 설비 또한 완벽히 갖춰져 있어
해외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부대시설: 회시실, 장비대여, 피트니스, 수영장, 스파, 복사 및 팩스 가능, 무료 와이파이

ㅇ 메리엇 다운타운 이튼센터(Marriott Downtown at CF Toronto Eaton Centre)
도시명
주소

토론토(Toronto)
525 Bay St, Toronto, ON M5G 2L2

전화번호

+1-416 -597-92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default.mi

숙박료

299~400캐나다 달러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토론토 시내 중심지인 던다스
(Dundas)에 있다.

비고

부대시설: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실, 시청각 장비 렌탈, 복사 및 팩스 가능
<자료원 : 각 호텔 웹사이트>

- 게스트하우스
ㅇ 웨스트 엔드 게스트하우스(Westend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밴쿠버(Vancouver)
1362 Haro St, Vancouver, BC V6E 1G2

전화번호

+1-604-681-2889

홈페이지

https://www.westendguesthouse.com/

숙박료

100~150캐나다 달러

소개

현지 관광 매거진이 선정한 밴쿠버 top 20 숙박시설. 스탠리파크와 밴쿠버 다운타운에 인접해 관광객들에
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게스트하우스와 달리 다양한 유형, 규모의 방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비고

이메일: contact@westendguesthouse.com

ㅇ 카이저 게스트 하우스(Kaisar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토론토(Toronto)
372A College Street, Toronto, ON M5T 1S6

전화번호

+1-416-898-9282

홈페이지

http://www.torontoguesthouses.com

숙박료

70~95캐나다달러

소개

이 게스트하우스 주변에는 토론토 대학교, 켄싱턴 마켓 등이 위치해 있고, 스파다이나(Spadina) 역과 가까
워 편리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다.

비고

이메일: torontoguesthouse@hotmail.com

ㅇ 미나스 게스트 하우스(Mina's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토론토(Toronto)
246-250 Sherbourn Street, Toronto, ON M5A 2S1

전화번호

+1-647-853-6462

홈페이지

http://minaguesthouse.ca

숙박료

78~92캐나다달러

소개

이 게스트 하우스는 토론토 중심지인 던다스(Dundas) 역 근처에 위치해있어 이튼센터 등에서 쇼핑을 즐기
기 편리하다.

비고

이메일: torontoguesthouse@hotmail.com
<자료원 : 각 게스트하우스 웹사이트>

사. 치안

치안상황
ㅇ 캐나다는 외교통상부의 여행경보 단계가 미지정된 국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안전한 편이다.
- 캐나다의 대도시가 미국의 가장 안전한 지방도시와 비교될 만큼 범죄율이 낮은 편이여서 야간외출, 단독여행, 대중교통 승차가 비교
적 자유롭다.
- 그러나 최근 들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기를 사용한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미리 우범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고 조
심할 필요가 있다.
- 어느 도시나 주로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 총기사고나 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발하는 편이므로 주의를 요하고, 인적이 드문
공원 같은 곳은 해가 진 이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 또한 캐나다 내 대도시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절도 등 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바 공공장소나 특히 야간에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토론토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없으나, 야간에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의 유흥가 및 던다스 &셜본(Dundas &Sherbourne),
제인 &핀치(Jane &Finch), 킬 &에글링턴(Keele &Eglinton), 핀치 &알비온(Finch &Albion), 마컴 &엘리스미어(Markham
&Ellesmere) 등의 주변 지역 접근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ㅇ 폭설 또는 폭우에 따른 교통·통신 두절
- 캐나다 동부는 폭설에 따라 교통·통신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겨울철에는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겨울철에는 출장 등 현지방문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 기상이변으로 고립상태가 발생할 경우 이동을 삼가하고 기상정보에 귀기울여야 한다.

ㅇ 절도 및 상해
- 관광객 및 이민인구 급증에 따른 절도·분실, 폭행·상해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 CCTV 설치율이 낮고 화질이 좋지 않아 사후 조치가 느
린편이다.
- 가급적 야간에는 다운타운 유흥가 등의 출입을 삼가하고 이동시 일행과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귀중품은 항상 몸에 소지하고 자동차
등 오픈된 공간에 놓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 절도범을 잡기위해 뒤따라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최대한 빨리 범행이 출몰한 곳으로부터 벗어난 뒤 침착하게 현지 경찰서에 신고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인근에 있는 마트, 상점 등을 방문하여 현지 경찰서에 전화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ㅇ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이나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
발급이나 여권의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 여권 분실로 재발급 신청시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가까운 대사관이
나 총영사관에서 가능하다. 비용은 C$ 65(현금만 가능), 기같은 2~3주가 소요된다.

ㅇ 응급 전화번호
- 경찰서: 911
- 24시간 응급실(토론토): +1-416-756-6000(North York General Hospital) / +1-416-340-3111(Toronto General Hostpital),
밴쿠버 : +1-604-875-4111(Vancouver General Hospital) / +1-604-875-2345(BC Children's Hospital) / +1-604-875-2424(BC
Women's Hospital &Health Centre)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1-613-244-5010
-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1-416-920-3809
-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1-604-681-9581
-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1-514-845-2555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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