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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나
이아가라 월풀은 협곡이 급회
전하는 곳에서 휘돌아 가장 
좁은 수로를 따라 세차게 내
달립니다. 고풍스러운 케이블
카를 타고 월풀 위 아스라한 
공중을 왕복하는 스릴을 즐겨
보십시오.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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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체험,탐
구 및 감상
Niagara Parks의 목표는 풍부한 유산과 자연
의 경이로움을 잘 보존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
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자립을 유
지하면서도 나이아가라강을 따라 산재해 
있는 자연 및 문화유적을 잘 보호함으로써 
방문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iagara Parks Commission은 1885년 설
립 때부터 자립적인 형태로 운영되었기에 주
정부로부터 일체의 운영비를 보조 받지 않습
니다. 여러분들이 Niagara Parks에서 지출
하는 돈 한푼 한푼은 모두 나이아가라 리버 계
곡을 따라 있는 유적과 자연을 보존하는 데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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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 Culinary

최상의 폭포 전경을 감
상하시려면...
게스트를 Elements on the Falls 레스토랑 으
로 데리고 가십시오. Table Rock Centre 이
층에 위치한 랜드마크인 이 레스토랑은 바로 
상징적인 Horseshoe Falls 언저리에 있습니
다. 그곳에서는 가슴 벅찬 전경과 계절마다 맛있
는 나이아가라(Niagara)의 음식을 즐길 수 있
습니다.

멋진 전경과 정취 및 아르티장이 어울러진 
독특한 음식 이벤트도 즐겨보세요!

폭포의 장관을 경험할 
것입니다
Queen Victoria Place 레스토랑은 테라스
나 실내 다이닝 룸에서 식사를 하면서 폭포
의 조명과 불꽃놀이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
다. 여행가이드들만이 제공하는 일루미네이
션 디너 페키지에 관해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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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on the Falls Restaurant 및 Queen 
Victoria Place Restaurant에서 맛볼 수 있는 
나이아가라 특선 메뉴

Elements on the Falls Restaurant 및 Queen Victoria Place Restaurant에서 
제공되는 저희 단체 관광 메뉴에서 현지의 독특한 맛을 즐겨보십시오.

Feast ON은 온타리오의 독특한 맛을 보여주는 장소를 안내해 주는 비지니스 기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아가라 공원 내 5개 레스토랑 모두 Feast ON 인증을 받았으며, 여기서 쓰이는 농산물의 25% 이상이 현지 생산자 및 공
급자에게서 공급된 것입니다.

투어 점심 메뉴
Elements On the Falls 레스토랑: 오전 11:30-오후 3시
Queen Victoria Place 레스토랑:
 이른 저녁 스페셜 오전 11-오전 11:30
   오전 11:30 오전- 
오후 3시

주방장 추천 오늘의 수프*

1인당 3달러만 추가하면 수프 대신 하우스 셀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전 변경 주문 요.

선택:
크러스트 허브 치킨 슈프림
메이플과 비달을 발라 구운 마늘 요리

구운 소갈비
오쥬스

퍼시픽 볼락
레몬 페퍼-베리 러브 및 리슬링 딜 소스

야생버섯 라비올리
계절별 야채 및 베이비 아루굴라 페스토 크림 소스를 곁들임
(애피타이저는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점심 메뉴:
신선한 야채 및 감자 • 버터 바른 빵과 계절별 특선 디저트 
• 새로 내린 커피, 무 카페인 커피, 뜨거운 차, 밀크 또는 
청량음료

투어 저녁 메뉴
Elements On the Falls 레스토랑:  오후 4시 영업종료
Queen Victoria Place 레스토랑:
 이른 저녁 스페셜 오후 4시-오후 5:30시
   오후 5:30시 영업 종료

주방장이 추천하는 금일의 수프 및 하우스 샐러드

선택:

구운 소갈비
오쥬스

크러스트 허브 치킨 슈프림
메이플과 비달을 발라 구운 마늘 요리

신선한 연어 필렛 구이
레몬 페퍼-베리 러브 및 리슬링 딜 소스

야생버섯 라비올리
계절별 야채 및 베이비 아루굴라 페스토 크림 소스를 곁들임
(애피타이저는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저녁 메뉴: 

신선한 야채 및 감자 • 버터 바른 빵과 계절별 특선 디저트 
• 새로 내린 커피, 무 카페인 커피, 뜨거운 차, 밀크 또는 청
량음료

바닷가재 저녁 메뉴
Elements On the Falls 레스토랑 
Queen Victoria Place 레스토랑

여러 종류의 버터 바른 롤빵

바다 조개로 만든 차우더 수프
허브 크루톤 제공

필드 그린 믹스
보스크 배 석쇠 구이, 에르마이트 블루 치즈 및 불루베리 
비내그레트

신선한 캐나다산 통 바닷가재
녹인 버터 제공

기본 바닷가재 저녁 메뉴:
계절별 감자 및 야채 • 새로 내린 커피, 무 카페인 커피, 뜨
거운 차, 밀크 또는 청량 음료와 함께 하는 버터 바른 빵과 
프렌치 바닐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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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 리버 위에 자
리한 ...
우아한 Queenston Heights 레스토랑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Queenston Heights 
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나이아가라 
이스카프먼트 가장자리에 있는 폭포의 
북쪽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최고의 
나이아가라 포도주를 즐기며, 아래로는 
나이아가라 리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Queenston Heights 레스토랑 
은 2015년에 Feast On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투어 점심 메뉴
Queenston Heights 레스토랑: 오전 11:30-오후 3시

주방장 추천 오늘의 수프*

선택 메뉴:
구운 마늘 요리를 겉들인 닭 가슴살 구이

시트러스 뵈르 블랑을 곁들인 아틀랜틱 연어 구이

천천히 구운 최상급 육즙 소갈비

냄비 구이 폴랜타
야생 버섯 라구 및 아스파라가스 석쇠 구이를 곁들임
(애피타이저는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점심 메뉴:
신선한 야채 및 야채 • 버터 바른 아르티장 빵 및 계절별 특선 디저트 • 
새로 내린 커피, 무 카페인 커피, 뜨거운 차, 밀크 또는 청량음료와 함께 
하는 버터 바른 빵과 버터 프랜치 바닐라 아이스크림 

*1인당 3달러만 추가하면 수프 대신 발사믹 비네그래트 드래싱을 한 나이아가라 
베이비 그린 믹스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전 예약 요.

투어 디너 메뉴
Queenston Heights 레스토랑: 
 이른 저녁 특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영업 종료  
오후 6시-영업 종료

주방장 추천 오늘의 수프
발사믹 비네그래트 드래싱을 한 나이아가라 그린 믹스

선택:
나이아가라 차드와 스위스 치즈를 잔뜩 바른 닭 가슴살
자주색 샬롯 쥬스

아들랜틱 연어 살코기 구이
시트러스 뵈르 블랑을 곁들임

천천히 구운 최상급 육즙 소갈비

냄비 구이 폴랜타
야생 버섯 라구 및 아스파라가스 석쇠 구이를 곁들임
(애피타이저는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디너 메뉴:
신선한 야채 및 감자 • 버터 바른 아르티장 빵 및 계절별 특선 디저트 • 새
로 내린 커피, 무 카페인 커피, 뜨거운 차, 밀크 또는 청량음료 6  Niagara Parks



일루미네이션 타워
(Illumination Tower) 
디너 패키지
Niagara Parks 의 일루미네이션 타워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
포 불빛의 색상이 마술처럼 변하는 잊지 못
할 독특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연중 매일 오후 4시부터 종료시까지 가능

•  레스토랑에서 폭포를 보면서 하는 식사
•  Queen Victoria 공원에 있는 일루미네이

션 타워 방문.
•  나이아가라 폭포 불빛의 실시간 변화 체

험
•  모든 방문객에게 기념 확인증 교부

패키지 가격에는 선택한 투어 디너 메뉴 
(단체 FIT)와 일루미네이션 타워 입장료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예약취소는 반드시 예약일로부터 적어도 48
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예약은, 1 (877) 642-7275 교환 2로 전화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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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개 고르면 점심이 공짜
다음 나이아가라 공원 관광 명물 
중 세 가지를 예약하면 가벼운 점
심을 무료로 드립니다!

Journey Behind the Falls
Butterfly Conservatory
Niagara’s Fury
White Water Walk*

Whirlpool Aero Car*

Laura Secord Homestead*

Mackenzie Printery*

Old Fort Erie*

*계절별
이 패키지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초등학
교 및 고등학교 전학년생이 쓸 수 있습니
다. 공원 내 교통편은 추가 요금을 내고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곧 1 (877) 642-7275 내선 2로 전화하
여 예약하십시오.

좋은 음식...신속한  
서비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방문객에게 이상
적입니다. 무리없이 관광하시도록 신속한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장소 선정
오전 11시-영업 종료시까지 다음 장
소에서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Table Rock Grill
Grand View 레스토랑
Butterfly Café

메뉴 선택
투어 메뉴 #1을 원하신다면 단
체 방문 3일 전까지 주문하셔야 합
니다.
어떤 메뉴 옵션이든지 피자 한 
조각을 추가해보세요. *Butterfly 
Cafe에서는 감자튀김 대신 감자 
칩 한 봉지를 제공합니다.

메뉴 옵션:

투어 메뉴 #1
선택:
캡틴 버거 생선 샌드위치
야채 버거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
베이컨 치즈 버거

기본 메뉴:
감자 튀김 (대) 
청량 음료 (중)

투어 메뉴 #2
피자 1 조각 (치즈 또는 페퍼로니 피자)
또는 순소고기 핫 도그
보통 사이즈 감자 튀김* 및 청량 음료

기본 메뉴:
감자 튀김 (중) 
보통 사이즈 청량 음료

투어 메뉴 #3
선택:
순 소고기 버거 
치즈 버거
야채 버거

기본 메뉴:
감자 튀김 (중) 
청량 음료 (중)

점심 포장
선택:
로스트 비프 카이저 샌드위치
햄 & 치즈 샌드위치

기본 메뉴:
Kettle 칩, 통과일 슬라이스, 500ml 생수 1병
점심 포장 가능한 곳:
Queenston Heights 레스토랑등 모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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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 공원
이곳 

에서 모험 이
시작됩니다

탐험 전 사전예약 필수!

Niagara Parks Commission에서는 Niagara Parks 
내 관광지 관광시 단체입장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하도록 권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단체는 일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The Adventure Pass Classic
Adventure Pass 체험에 포함되는 것:

• Journey Behind the Falls 입장권
• Hornblower Niagara Cruises 승선권
• White Water Walk 입장권
• Niagara’s Fury 관람권
• WEGO 셔틀버스 2일 이용권

5월부터 10월까지 최고 관광지 네 곳의 관람 비용을 절약하고 WEGO 이틀 입장권도 받으세요. 
우리의 어드밴처 패스 네이처(Adventure Pass Nature) 패키지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폭포 뒷편 여행(Journey 
Behind the Falls)
우뢰같은 소리와 경이로운 광경! 
나이아가라 심장부의 아래와 뒤 
쪽을 여행하면서 박무와 불보라 
속에 서 보세요. 

오늘 1-877-642-7275 (2)로 전화하여 여러분의 모험 여행을 예약하세요.

Hornblower Niagara  
Cruises
숨 막히는 American 및 Horseshoe 
Falls 안으로의 항해는 일생 일대의 
스릴이 될 것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화이트 워터 워크 
(White Water Walk)
나이아가라의 위대한 협곡(Niagara 
Great Gorge) 깊숙히 들어가 자연 
그대로 “클래스 6”의 속도로 흐르는 
세계적인 명성의 강물을 감상해 
보십시오.

나이아가V라의 분노
(Niagara’s Fury)
10,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여행을 통해 고대의 폭포를 
체험해 보세요. 4D로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실제 느껴보세요.로. 

2017 단체 여행 안내  9



나이아가라의 분노
나이아가라 폭포의 옛이야기를 알아본 다음 만 년 전 까마득한 과거로 
돌아가서, 무구한 세월 동안 계속된 빙하 침식과 엄청난 대변동을 
체험해보십시오. 대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환상적인 4D 영상으로 
감상하십시오.

WON DE R

의 경이 를 발견하십시오
나이아가라 공원

Table Rock 체험 패키지
식사와 쇼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관광지 옆
에 있는 Table Rock을 방문하여 호슈 폭포(Horseshoe 
Falls)의 전경을 편안한 실내에서 감상해 보세요!

The Wonder Pass
• Wonder Pass 체험에 포함되는 것:

• Journey Behind the Falls 입장권

• Butterfly Conservatory 입장권

• Niagara’s Fury 관람권

• WEGO 셔틀버스 2일 이용권

10월부터 4월까지 최고 명소 세 곳의 관람 비용을 절약하고 WEGO 이틀 입장권도 받으세요. 

폭포 뒷편 여행
우뢰같은 소리와 경이로운 광경! 
나이아가라 심장부의 아래와 뒤 
쪽을 여행하면서 박무와 불보라 
속에 서 보세요. 

나비 전시관
이국적인 식물과 꽃 사이를 날아 
다니는 2,000여 종의 특이한 
열대성 나비를 관찰해 보는 기쁨을 
누려 보세요. 

오늘 1-877-642-7275 (2)로 전화하여 여러분의 모험 여행을 예약하세요. WEGO를 이용하면 나이아가라 관
광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10  Niagara Parks



올드 포트 에리
5월부터 10월 초까지 오픈
Old Fort Erie에는 200년에 걸친 삶의 역
사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12년 전쟁 국립사적지에서 포위
된 요새의 광경과 소리를 경험할 수 있습
니다. 

로라 세코드(LAURA SECORD) 
주택
5월부터 10월까지 오픈
캐나다 제일의 여자 영웅으로 유명한 로라 세
코드에 관해 공부해 보세요. 가이드 투어시 
분장한 해설자가 본 유적지에 관해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화원
연중 무휴
계절따라 피는 꽃, 난초 및 열대식물의 모
음 속에서 천국을 발견해 보세요. 싱싱한 
오아시스 속을 날아 다니는 수십 마리의 이
국적인 새들의 노래 소리를 즐겨 보세요. 

식물원
5월부터 10월까지 오픈
식물원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30분 간
의 안내 투어를 통해 아름답게 잘 가꾸어
진 식물원을 살펴 보세요.

NIAGARA GLEN의 자연속 하이킹
5월부터 9월1일 & 10월 중순까지는 주말
나이아가라 협곡으로 내려 가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야생 생물과 우뢰처럼 흐르는 급류를 
감상해 보세요. 요청시 단거리 하이킹도 가능하며 노인들은 “자동차 투어”를 선택하도록 권
장합니다. 
안전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맥파랜드 하우스
(MCFARLAND)
5월부터 9월까지 오픈
1800년에 Niagara-on-the-Lake에 세워진 
맥파랜드 하우스는 Niagara Parks Commis-
sion이 소유한 재산 중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1812년 전쟁에서의 그의 
핵심적 역할에 관해 더 공부해 보세요.

MACKENZIE 인쇄소
5월부터 9월까지 오픈
레벨 인쇄업자인 윌리엄 라이언 맥켄지
(William Lyon Mackenzie)의 집을 재생하
여, 실제 그 당시의 인쇄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500년에 걸친 인쇄기술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자연과 만나는 체험, 
Niagara Parks에서만 가능합니다.

2017 단체 여행 안내  11



Legends on the 
Niagara
4월부터 11월 초까지 오픈

격렬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시작하여 
치파와(Chippawa) 빌리지에 있는 아름다운 
나이이가라 파크웨이(Niagara Parkway)
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천혜의 자연속에 
만들어진 700 에이커 넓이의 웅장한 골프 
단지. 대중용 골프 단지로서는 캐나다 최초인 
이 골프 단지에는 독보적인 18홀의 챔피온십 
코스 2개와 45 에이커 규모의 360도 연습장, 
나이아가라 골프 아카데미, 20 에이커 규모의 
연못, 웅장한 크기의 클럽하우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Whirlpool 골프장
4월부터 11월초까지 오픈

캐나다 최고의 대중 골프장 중 하나인 
Whirlpool 대중골프장는 나이아가라 리버 
소용돌이 및 계곡을 배경으로 하며, 스탠리 
톰슨(Stanley Thompson)이 디자인한 18
홀의 웅장한 챔피온십 코스는 60년 이상 
사랑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클럽, 핸드 카트 
및 전동 카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단체 골프
Niagara Parks 내 불과 몇 분 거리안에 위치
해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챔피언쉽 코스 3곳
에서 골프를 즐겨 보세요. 우리의 나이아가라 
주요 로케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
연 속에서 개인적인 스페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경기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훌
륭한 오성급 서비스를 만끽해 보세요. 모든 골
프 코스는 나이아가라 리버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점심 메뉴
2017년 4월1일부터 2017년 10월1일까지픈
Whirlpool 레스토랑:    오전 11시-오후 4시

주방장 추천 오늘의 수프*

1인당 3불만 추가하면 수프 대신 하우스 샐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전 변경 주문 요.

선택:
그릴드 치킨 슈프림 피노 누아 글레이즈
해덕 살코기 구이 레몬 버터 소스
4종류 치즈 및 고기 라자냐
(애피타이저는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메뉴:
신선한 야채 및 버터 바른 감자 빵 • 계절별 
특선 디저트 •새로 내린 커피, 무 카페인 커피, 
뜨거운 차, 밀크 또는 청량음료

골프 코스 레스토랑에서는 추가
적인 단체 메뉴도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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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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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Thomas 
Manager, Domestic Tour and Travel Trade 
(905) 356-2241 ext. 2213
jthomas@niagaraparks.com

일반 정보
•  단체요금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20명이 되어야 

합니다. FIT 요율 적용 가능.
•  단체요금은 캐나다 달러로 표시되며 세금 및 팁을 포함한 

것입니다.
•  가격이나 이용 가능성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Niagara Parks 내 모든 시설들은 12월25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  Niagara Parks Commission은 다른 레스토랑이나 

관광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단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가 예약한 레스토랑이나 
관광지로부터 옮겨야 합니다. 

•  Niagara Parks 레스토랑이나 관광지에서의 환전은 
항상 미국 달러로 이루어 집니다.

•  요금은 전체 그룹중 한사람이 현금,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혹은 쿠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특별 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신용거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승인이 나면 Niagara 
Parks Commission은 요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단체 
고객들이 Niagara Parks 내 관광지나 레스토랑 
도착시 다음 사항들이 수록된 소속 회사 발급의 
서비스 쿠폰이나 편지(사본 동봉)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회사명 및 주소 
단체명 및 코드 
방문 장소 
방문 날짜 
성인, 아동 및 무료 입장객 수 
특별 패키지 
 (예: Niagara Falls 어드벤처 패스 (Adventure 
Pass))

•  회사의 서비스 쿠폰이나 편지를 지참하지 않은 단체는 
현금이나 여행자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합니다. 

•  시즌 중에 제출되는 모든 쿠폰은 Niagara Parks이 
감사를 위해 보관할 것입니다. 만약 계산서와 함께 
사본을 돌려 받아야 한다면 방문시 사본을 2부 제출하면 
그중 한 부를 계산서와 함께 돌려 드릴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모터 카우치 
면허료에 관해 알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웹사이트인 
niagaraparks.com bus-licensing/requirements-
fees.html를 방문해 보십시오.

단체 식사
•  우리회사의 단체 영업부에서는 도착하기 7-10일 전에 

전화를 하여 확실한 인원 수를 확인할 것입니다.
•  Niagara Parks 내 모든 레스토랑에서는 48시간 전 

예약 취소제를 적용하거나 혹은 보증금 몰수제를 
채택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시에는 
반드시 예약 취소번호를 받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 불참 단체로 인정되어 여러분의 회사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레스토랑 도착시 투어 그룹은 좌석 확보를 위해 이용 
가능한 룸으로 분산 배치될 것입니다.

•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예약시간 2시간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한 프리미엄 좌석은 예약시간 후 
최고 15분까지만 유지됩니다.

•  그 어떤 경우라도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단체나 FIT 
예약 손님(레스토랑 메니저에게 2시간 전에 통지하지 
않는 한)은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  우리는 마지막으로 카운트한 사람의 수나 실제 참석한 
사람의 수 중에서 많은 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  예약은 48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  NIAGARA PARKS 내 어떤 레스토랑에도 음식, 음료, 

조미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단체 인원의 수가 최소 20명 이상일 경우 호송 

운전자에게 최고 2개의 무료식사(레스토랑이 선정)
가 제공됩니다. 에스코트/운전자용 무료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돈을 내는 게스트의 수가 20인이 안 될 경우에는 
에스코트/운전자에게 회당 $9.50의 가격으로 식사 
(레스토랑이 선정)를 제공합니다. 추가되는 에스코트 (들)
나 로컬 관광가이드(들) 혹은 수련생(들)을 위한 식사는
무료가 아니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레스토랑은 에스코트/운전자/가이드 요율 적용시 
가이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
•  20명 이상의 요금 부과 대상 성인이나 10인 이상의 
학생/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는Niagara Parks 내 
관광지 어디서든지 (단체) 관광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체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일반 요금 전액을 지불해야 랍니다.

•  성인 단체 20명 이상이 요금을 내는 단체의 투어 
에스코트/운전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  학생 단체(초등학교 및 중학교;9월-6월에 국한) 요금을 
내는 학생이 10명인 단체의 보호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학생요율이나 무료 입장 혜택이 
없습니다.

•  원활한 현장 입장 입장을 위해 예약시간 15분 전까지 
도착해 주십시오.

•  학생 인솔 보호자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식물원/나비 전시관의 옥외 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연락처
연락 또는 추가 정보 필요 시 

전화: (905) 356-2241 교환 2

무료전화: 1 (877) NIA-PARK • (642-7275) 교환 2

팩스: (905) 356-8448

웹사이트: niagaraparkstraveltrade.com

이메일: groups@niagarapa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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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s Only 56km 
Outdoor Adventure Museum

visit us at niagaraparks.com

온타리오 주 유일의 56KM 야외 모험 박물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NIAGARAPARKSTRAVELTRADE.COM

1885년 이래 온타리오 정부 소속 에이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