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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는 1885년 온타리오주 문화체육 
관광산업부의 자체 자금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리호에서 온타리오호까지 나이아가라강을 따라 56km
에 이르는 Niagara Parks는 천혜의 관광 명소, Feast On 
인증 식당, 청정한 챔피언십 골프 코스, 복원된 유적지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Queen Victoria Niagara Falls Park의 위원장으로 
불렸던 Niagara Parks는 처음에는 캐나다 호스슈 폭포 
옆의 부지만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1927년 Niagara 
Parks로 이름이 바뀌었고 오늘날 이 공공 공원 시스템은 
1,325헥타르(3,274에이커) 이상의 대공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iagara Parks는 자체 치안 서비스, 도로 유지 
관리, 쓰레기 수거, 대중교통 시스템 및 기타 서비스를 
갖춘 도시 안의 도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창 
성수기에 Niagara Parks에는 300명의 정규직 직원과 
1,400명의 계절직 직원을 포함한 1,7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 임명 이사회는 격월로 회의를 
열어 Niagara Park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명자 
중 4명은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포트 이리, 나이아가라 
폭포 및 나이아가라 지방자치구에서 임명됩니다.

소개

NIAGARA PARKS의 미션
“나이아가라강을 따라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홍보합니다.”

NIAGARA PARKS의 비전
2028년까지 온타리오의 Niagara Parks는 다음을 달성할 것입니다.

• 나이아가라강의 환경 문화 관리인으로서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모범

• 세계 최상의 자연, 역사,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며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영감을 주는 장소

• 국가적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

• 세계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공원

미션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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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는 자체 어트랙션, 식당, 소매점, 상점, 주차장, 유적지와 골프장 운영으로 수입을 창출합니다. Niagara 
Parks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달러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강의 자연과 유산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Niagara Parks
의 수익은 일상적 공원 운영 외에도 다음과 같이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과 시설을 지원합니다.

• Botanical Gardens, Centennial Lilac Garden, 
Floral Clock 및 Oakes Garden Theatre를 포함한 
공원 전체의 꽃장식

• 정기적인 폭포 불꽃놀이, 콘서트 및 엔터테인먼트

• Dufferin Islands 자연 구역

• 수백 헥타르의 잔디밭과 정자나무, 놀이터와 공원 
벤치

• 보트 선착장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경치를 구경하거나 길을 
따라 소풍을 즐길 수 있는 Niagara Parkway 유지 
보수

• 조깅, 자전거 타기, 걷기 또는 휠체어를 위한 Niagara 
River Recreation Trail

• 100여 개의 역사적 명소와 기념물, 지역 및 국가적 
중요 행사와 인물 기념

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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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km의 길게 뻗은 나이아가라강 회랑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리호에서 
온타리오호까지 흐르는 나이아가라강은 엄밀히 말하자면 해협입니다. 즉, 두 개의 큰 물줄기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인 
것입니다. 이리호와 온타리오호 사이의 고도 차이는 약 99m(326피트)이며 호스슈 폭포에서 절반이 떨어집니다. 
나이아가라강으로 유입되는 물은 전 세계 담수의 20%를 차지하며 상류 오대호인 
슈피리어호, 휴런호, 미시간호, 이리호의 배수 유역에서 나옵니다.

자세한 정보
나이아가라강 회랑

• 나이아가라강에는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 조류 구역” 같은 수많은 환경 보존 구역이 있음

• 캐나다 호스슈 폭포의 높이는 57m(188피트)

• 미국 쪽 폭포의 높이는 21~34m(70 ~ 110피트)

• 나이아가라 협곡은 폭포에서 북쪽으로 11km(7마일) 떨어진 퀸스톤에 있는 절벽 아래까지 
뻗어있음

• 주간 피크 타임 동안 분당 169,000세제곱미터(600만 세제곱 피트) 이상의 물이 호스슈 
폭포에서 떨어지며, 이는 백만 개의 욕조를 채울 정도

• 호스슈 폭포는 루나섬, 작은 브라이들베일 폭포 및 고트섬에 의해 미국 폭포와 분리되어 있음

• 브라이들베일 폭포의 높이는 24m(78피트)

•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거나 넓거나 빠른 폭포가 아니며,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지도 않음. 나이아가라 폭포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 높이와 크기의 조합임

각 물마루의 대략적인 너비

캐나다 호스슈 폭포 670m (2,200피트)

미국 쪽 폭포 260m (850피트)

미국 쪽 브라이들베일 폭포 15m (50피트)

루나섬 30.5m (10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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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onguiaahra” (on-ge-a-ra로 발음)는 1641년 초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Onguiaahra” 및 이후 버전인 “ongiara”는 보통 “해협” 또는 “위대한 목”으로 해석되는 

원주민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레와 같은 물소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단어의 뜻
NIAGARA

NI-
AGA-
RA

NI-
AG-
ARA



Queenston Heights 절벽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11km(7마일) 떨어져있었던 원래 위치에서 Table Rock의 현재 
위치까지 협곡을 통해 폭포가 후퇴하는 데는 약 10,000년에서 12,000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포의 침식을 
늦추기 위해 1950년, 캐나다와 미국 양국 간에 나이아가라 강물 전환 협정이 체결되어, 산업 및 수력 발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매 10년마다 약 30cm(1피트)까지 폭포의 침식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1950년 이전에 폭포는 매년 3~4피트씩 후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포의 침식

폭포가 멎은 적은 언제인가요?
1848년 3월
1848년 3월 강풍으로 인해 수백만 톤의 얼음이 강의 
수원을 막았습니다. 폭포가 멎은 후 약 30시간 동안, 현지 
주민들은 얼음이 물의 무게를 못 버티고 다시 깨질 때까지 
강 유역 위를 걷거나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1969년 여름
1969년 미국 쪽 폭포를 청소하고 개조하기 위해 미국 
육군 공병대는 고트섬에 댐을 건설하고 폭포의 물을 
뺐습니다.

얼음 차단막
1964년 이전 겨울마다 나이아가라강을 따라 이리호에 얼음이 떠다니면서 전력 전환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해안선의 
시설과 다리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1964년부터 강의 수원지에 얼음 차단막을 사용하여 떠다니는 얼음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통제해왔습니다. 2.7km(1.7마일) 길이의 차단막은 30피트 길이의 철제 부잔교로 만들어졌으며 포트 
이리의 마을과 버펄로시 사이에 위치하여 얼음을 막아줍니다. 얼음 차단막은 일반적으로 이리호의 수온이 섭씨 4도
(화씨 39도)로 떨어지면 설치되며 얼음이 이리호 동쪽 끝의 650제곱킬로미터(250제곱 마일)보다 적게 덮여 있으면 
제거됩니다.

월풀
시속 40km(25마일)로 흐르며 6급 급류로 분류되는 나이아가라 월풀은 나이아가라 협곡에 있으며 급격한 90도 
회전으로 세차게 흐르는 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밤에 물이 우회하면 이 월풀을 멈출 정도로 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월풀은 반시계방향으로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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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다리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은 겨울이 오면 얼음 다리로 알려진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통 심하게 춥지 않은 1월 
날씨에 강한 남서풍이 뒤따르면서 나이아가라강과 폭포 위에 얼음이 부서져 흘러갑니다. 이 젖은 얼음은 폭포 아래의 
물 바깥에서 강제로 거대한 덩어리로 얼어붙어 마치 빙하처럼 보이게 됩니다. 10층 건물의 높이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얼 수도 있답니다!

1880년대부터 얼음 위에 모여 오락을 즐기거나 얼어붙은 표면 위에 야외 오두막을 세워 다과를 나누는 것이 인기 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1912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유독 온화한 날씨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세 사람이 사망하면서 
얼음 다리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이언 스카우 구조
아이언 스카우는 나이아가라강 상류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선박의 잔해입니다. 1918년 8월 6일, 약 1.6km 상류에서 
구스타브 F. 로프버그와 제임스 H. 해리스가 승선해 있던 바지선에서 예인선이 끊어져 나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바지선의 바닥 덤핑 도어를 열어 물이 들어오게 해서 강바닥에 바지선을 닿게 하였고 그 이후로 그 배는 
오늘날까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Niagara Parks의 경찰, 나이아가라 폭포 소방서 및 경찰청, 미국 해안 
경비대 그리고 당시 막 귀환한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인 윌리엄 ‘레드’ 힐 시니어의 협조 덕분에 두 남자는 사고 
다음 날 인접한 토론토 수력 발전소 지붕에서 발사된 바지 모양의 구명대로 성공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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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브릿지

야간 빛축제
매일 저녁 땅거미 질 무렵부터 시작되는 야간 빛축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여 빛나는 걸작으로 
만듭니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조명 효과는 Queen Victoria Place 옆, Table Rock Centre의 지붕, 캐나다 호스슈 
폭포의 가장자리, 미국 쪽 폭포 맞은편의 나이아가라 협곡 깊은 곳에 있는 조명 타워에 설치된 고출력, 특수 설계된 
다양한 색상의 LED 조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야간 빛축제는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폴스, 뉴욕주 나이아가라폴스, 
Niagara Parks, 뉴욕 주립 공원, 휴양 및 역사 보존 – 나이아가라 폴스 주립 공원, 온타리오 발전 회사 및 뉴욕 전력 
공사의 대표로 구성된 빛축제 이사회가 경비를 지급하고 관리합니다. 색상 조명에 대한 특별 요청은 자선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류장에 밀리고 1938년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인해 파괴된 어퍼 스틸 아치(“허니문 브릿지”)의 원래 부지에서 하류 
쪽으로 약 168m(550피트) 떨어진 곳에서 1941년 레인보우 브릿지가 개통되었습니다. 캐릴런 타워는 레인보우 
브릿지의 캐나다 끝에 위치해 있으며 여름 및 특별한 행사에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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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에 도전하다
스턴팅 & 스턴터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

폭포에 뛰어들다
• 애니 에드슨 테일러는 폭포에 뛰어들어 살아남은 것으로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다

• 데이비드 먼데이와 스티븐 트로터는 두 번 뛰어들었고 이 두 번의 시도에서 모두 살아남았다

• 사람들은 배럴, 타이어 내부 튜브, 카약 및 제트 스키를 사용해 폭포에 뛰어들었다

• 폭포를 넘는 16번의 도전에서 5명이 사망했다

• 이런 형태의 ‘스턴팅’에는 $10,000 CAD의 벌금이 부과된다

협곡/급류 위의 줄타기
“위대한 블론딘”으로 알려진 장 프랑스와 그레이블렛은 나이아가라 협곡을 줄타기로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다

• 1859년 여름

• 여러 번 횡단

• 자전거를 타고 횡단

• 눈을 가린 채 횡단

• 매니저를 업고 횡단

• 한 번은 오믈렛을 요리하기 위해 중간에 멈췄음

마리아 스펠테리니

• 1876년 네 번이나 협곡을 줄타기로 건넜으며, 한 번은 눈을 가리고 한 번은 발목과 손목에 족쇄를 찬 채로 건넜음

• 협곡을 줄타기로 걸어간 유일한 여성

폭포 위의 줄타기
미국의 곡예사인 닉 월렌다

2012년 여름

•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중계

• 안전/예방을 위해 밧줄을 착용해야 했음

유사한 계통의 전문가들은	20년에 한 번 심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10



1960년 여름, 짐 허니컷은 동료의 자녀인 디앤(17세)과 로저 우드워드(7세)를 데리고 나이아가라 상류에 배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계 고장으로 배는 폭포의 벼랑 끝으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전복되었고 세 명의 승객은 물에 
빠졌습니다. 두 아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앤은 미국 쪽 호스슈 폭포의 얕은 곳에서 
구조되었지만 로저와 짐은 폭포에 휩쓸렸습니다. 짐은 그 사고로 죽었고 로저는 안개 아가씨호로 구조되었습니다. 
로저 우드워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폭포를 넘었고 보호 캡슐이나 어떤 장비도 없이 살아남은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이아가라의 기적’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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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의 수력 발전소
노후 발전소들
Niagara Parks는 현재 정비 및 향후 재사용이 고려되는 평가를 받는 3개의 노후 발전소들을 소유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발전소
• Floral Showhouse 옆에 위치

• 1900년대 초 착공 후 1924년에 완공됨

•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외부에서 송전 및 판매를 위한 수력 발전을 생산한 첫 기관

• 11개 발전 설비 수용

• 이 공장의 방수구는 Journey Behind the Falls의 전망대 바로 북쪽에 있는 강에서 볼 수 있음

토론토 수력 발전소
• Floral Showhouse 맞은편에 위치

• 1906년에 완공

• 강바닥에 지어짐

• 높이의 세 배에 이르는 깊이

• 토론토시 전용 전력 공급

• 1974년 전력 생산 중단

온타리오 수력 발전소
• 미국 쪽 폭포 건너편에 위치

• 1904년에 건축

• Journey Behind the Falls의 전망대 및 Niagara City Cruise Boat에서 볼 수 있음

• Queen Victoria Park의 조명 타워는 이 발전소의 조압 수조였음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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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전소들
Niagara Parks에는 온타리오 발전회사(OPG)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2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아담 벡경 발전소 1과 2
• 퀸스톤에 위치

• 아담 벡경 발전소 1은 1917년에 완공

• 아담 벡경 발전소 2는 1950년에 완공

• 나이아가라 강물 전환 협정에 따라 수력 발전을 위해 전환된 물은 캐나다와 미국 간에 균등하게 공유됨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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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구역

DUFFERIN ISLANDS

RECREATIONAL TRAILS

• 온타리오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강에서 발굴한 암석으로 만들어짐

• Niagara Parks 시스템 창설을 독려한 더퍼린 총독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도보교로 연결된 11개의 섬을 통과하는 트레일

• 피크닉, 조류 관찰 및 낚시로 인기

나이아가라강을 따라 56km 뻗은 생태 보존 공원 Niagara Parks에는 방문객들이 탐험할 수 있는 풍부한 녹지가 
있습니다. Niagara Glen을 통해 험준한 등산로를 트레킹하는 것부터 Niagara River Recreation Trail을 따라 여유로운 
사이클링을 즐기는 것까지 Niagara Parks에서는 자연과 다시 만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 나이아가라강 캐나다 쪽을 따라 53km (33마일) 뻗어있는 비전동 차량용 포장도로

• 포트 이리, 나이아가라 폭포 및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를 통과함

•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및 휠체어에 적합

• Queenston Heights 주차장의 Bruce Trail과 교차함

NIAGARA GLEN NATURE CENTRE 
• 1923년 대협곡 철도를 따라 식당 Niagara Glen Inn이 건설됨

• 설립 이후 센터는 관리인의 거주지, 임시 학생 기숙사, 드라이브 인 식당 및 크리스마스 상점으로 사용됨

• Niagara Glen Nature Exchange는 윤리적 수집 원칙이 적용된 품목에 대한 희귀성, 상태 및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 시료를 다른 고유한 자연물로 교환할 수 있음

• 또한 해설 자료 및 작은 기념품 가게가 있음

• 센터에는 자전거 고정대, 자전거 수리점, 물병 충전소 및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됨

• 여름철에 유료로 이용 가능한 가이드 자연 탐사 하이킹이 있음

• 계절에 따라 개방됨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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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GLEN (“협곡”)
• 나이아가라 월풀의 북쪽

• 10,000년 전 폭포의 침식력으로 만들어짐

• 협곡으로 내려가는 암석(석회석)의 나이는 4억 1,500
만 ~ 4억 4000만 년이며, 화석화된 산호 및 다른 바다 
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음

• Glen 전역에 큰 바위가 흩어져 있는데, 이는 강이 
남쪽으로 침식되면서 강바닥과 고원이 협곡으로 
무너져 내린 결과임

• 바위는 현재 등반(암벽타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Niagara Glen Nature Centre 및 Butterfly 
Conservatory에서 유료 이용 가능

• 1894년 Niagara Parks가 부동산을 취득함

• 돌개구멍의 고향으로 큰 구멍들은 바위를 통해 
자연적으로 조각됨

• 협곡 벽 등반, 야영, 불 피우기 금지

• 하이킹, 피크닉, 조류 관찰에 이용되며 캐롤라이나 
숲 구역 내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식물과 야생 동물을 
관찰할 수 있음

• 약 4km의 울퉁불퉁한 지형이 특징인 자연 트레일

• 미터제 주차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께 다음 사항이 권장됩니다.
• 적절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 트레일 주의 표시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덩굴옻나무에 주의하십시오

•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갖추십시오

• 어디로 가는지 누군가에게 알리십시오

• “흔적 남기지 않기(Leave no trace)” 지침이 적용됩니다. 사진만 찍고 발자국만 남기십시오.

• 트레일 경로는 울퉁불퉁하며 가파른 고도 변화가 있고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 식물을 뽑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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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나이아가라강을 따라 긴 끈처럼 펼쳐진 땅은 캐나다 역사에서 몇 가지 기념비적인 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Niagara 
Parks의 유적지는 방문객들이 나이아가라 지역의 풍부한 역사에 몰입하고 숨겨진 보석 같은 다양한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AURA SECORD HOMESTEAD
• 1812년 전쟁의 영웅, 미군이 그녀의 집을 점령했음

• 로라 세코드는 영국군에게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기 위해 미국 전선을 지나 32km(20마일)를 이동했음

• 그녀의 경고는 1813년 6월 영국과 연합군이 비버댐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됨

• 1913년 로라 세코드 초콜릿 회사는 그의 여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됨

• 로라 세코드 초콜릿 회사는 Laura Secord Homestead를 구입하여 복원하고 Niagara Parks에 양도함

• 로라 세코드는 캐나다 문화유산부에서 “국가사적 의의를 지닌 인물”로 인정받아 “위대한 캐나다인” 100위 중 35
위를 차지함

• 현재는 그 시대의 의상을 입은 가이드가 이 지역을 안내하며 로라 세코드의 이야기를 들려줌

• 퀸스톤 예배당을 포함해 매력적인 마을 분위기의 대화형 학습 센터가 있음

• 6월~9월 영업

• 무료 주차, 소정의 입장료

CHIPPAWA BATTLEFIELD PARK
• Legends on the Niagara 골프 코스의 북쪽에 위치

• 1814년 7월 5일 전투 중 사망한 영국과 미국 
병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

• 방문객은 무료로 셀프 가이드 투어를 할 수 있음

• 연중무휴

• 무료 주차 및 입장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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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FORT ERIE
• Niagara Parks 남쪽 끝에 있는 온타리오주 포트 

이리에 위치

• 1812년 전쟁 중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전투 현장

• 미국은 두 번 포트 이리를 점령함

• 현재, 당시 복장을 갖춰입고 요새와 박물관을 
안내하는 경비원과 통역가들이 영국군의 삶을 

재현하고 있음.

• 웰컴 센터는 극장뿐 아니라 대화형, 오락형 전시품도 
갖추고 있음

• ‘포트 이리 공성전’은 8월 두 번째 주말에 열림

• 6월~10월 영업

• 무료 주차, 소정의 입장료

MACKENZIE PRINTERY
• 열연 및 활판 인쇄 장비 보존용 캐나다 최대 규모의 인쇄 박물관

• 1837년 실패한 반란을 주도한 신문 편집자이자 토론토시의 전 시장인 윌리엄 라이온 맥켄지의 전 자택

• 현재 라이노타이프와 작동되는 헤리티지 프레스를 사용하는 체험 환경이 특징

• 6월~9월 영업

• 무료 주차, 소정의 입장료

MCFARLAND HOUSE & PARK
•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의 남쪽 McFarland Point 

Park에 위치

• 1800년경 조지언 양식의 주택이 복구됨

• 영국군과 미국군이 병원으로 사용

• 전통적인 허브 정원이 특징

• 6월~9월 영업

• 미터제 주차, 소정의 입장료

• 현재 당시의 의상을 갖춰입은 가이드가 투어를 
제공하며 새롭게 확장한 다실에서 차와 구운 과자를 
제공함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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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TON HEIGHTS PARK
• 아이작 브록 영국군 소장이 사망한 현장

• 매년 여름 콘서트 개최

• 미터제 주차

• 6월~9월 영업

• 브록의 기념비는 이 공원에 있음

• 파크스 캐나다 소유 및 유지 보수

• 파크스 캐나다는 기념비 입장/등반에 소정의 요금 수령

• 1856년 건축

• 50m(164피트) 높이

• 꼭대기의 전망대는 나선형 계단을 통해 오를 수 있음

• 테니스 코트, 야외 콘서트장, 하이킹 트레일, 야구장 및 식당이 있음

2016년 가을, Queenston Heights Park는 공식적으로 국가 원주민 기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1812년 
전쟁 동안 캐나다 원주민들이 바친 엄청난 희생과 공헌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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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션

BUTTERFLY CONSERVATORY
• Botanical Gardens 구역의 Niagara Glen 북쪽에 

위치

• 1996년 개관

• 이 어트랙션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달린 짧은 
정보 영상으로 시작됨

• 열대 우림 환경의 이국적인 녹지, 식물 및 20피트 
폭포가 있는 다양한 코스가 특징

• 45종의 다양한 종으로 구성된 2,000여 마리의 열대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님

• 매일 오전 9시 30분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완전탈태한 나비 방출

• 셀프 가이드 어트랙션, 걸어서 약 30분 소요

• 12월 25일 제외 연중무휴 운영

• 주차비 및 입장료 있음

Niagara parks의 어트랙션은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연 경관과 여행지를 대표합니다. 포효하는 폭포 소리에 
경외심을 느끼고 쏜살같이 흐르는 월풀 너머를 올라가는 여정은 캐나다를 상징할 만한 경험으로 방문객들에게 
짜릿하고 잊을 수 없는 모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Niagara parks 어트랙션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행사, 위탁 업체 또는 
Niagara Parks Welcome Centre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어드벤쳐 또는 Wonder Pass 패키지의 일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JOURNEY BEHIND THE FALLS
• Table Rock Centre 1층 호스슈 폭포 끝에 위치

• 엘리베이터는 방문객들을 38.1m(125피트) 아래 
터널로 내려보내며 전망대와 망루로 연결됨

• 1889년에 폭파된 첫 번째 터널은 방문객들이 랜턴을 
든 가이드들에게 안내를 받았음

• 원래는 "Behind the Sheets"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뒤 "Under the Falls", "Scenic Tunnels"로 변경됨

• 원래 방문객들은 널에 가기 위해 나선형 계단을 
내려와야 했음

• 1887년에 계단은 수압 승강기로 대체됨

• 1944년에 콘크리트 내벽과 전등이 설치된 새로운 
터널이 건설됨

• 1951년 새로운 전망대가 건설됨

• 어트랙션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Journey 
Behind the Falls로 이름을 변경

• 생분해성 우비 기념품 제공

• 셀프 가이드 어트랙션, 터널에서 평균 30분 소요

• 12월 25일 제외 연중무휴 운영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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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CITY CRUISES
• 클리프턴 힐 아래쪽에 위치

• 이전에는 안개 아가씨호로 알려져 있던 Niagara City 
Cruises가 2014년에 어트랙션의 운영을 인수했음

• 7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쌍동선 스타일의 배

• 미국, 브라이들베일 및 캐나다 호스슈 폭포의 전망을 
볼 수 있음

• 생분해성 우비 기념품 제공

• 15분마다 출항

• 20분간 크루즈 운항

• 4월/5월~11월/12월까지 영업

• 운영 기간은 기상 조건에 따름

• 강풍/수위가 높으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

• 인근 제한 미터제 주차 – 버스 이동 권장

NIAGARA’S FURY
• 2008년 6월 개장

• Table Rock Center의 2층에 있는 Horseshoe Falls 
끝에 위치

• 빙하기에 폭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8
분간의 애니메이션 쇼로 시작

• 모든 체험에 약 15분 정도 소요됨

• 생분해성 우비 기념품 제공

• 12월 25일 제외 연중무휴 운영

• 방문객들은 특별히 설계된 360도 극장으로 들어가 
온도 강하, 물보라, 거품, 강설 등 4차원으로 폭포가 
만들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며, 플랫폼이 기울여지고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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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S: NIAGARA’S POWER TRANSFORMED
• Currents: Niagara’s Power Transformed는 대화형 미디어, 마음을 사로잡는 조명, 그리고 

가슴 벅찬 음악으로 이 발전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몰입형 가족 친화적 야간 체험입니다.

• Currents: Niagara’s Power Transformed의 티켓은 발전소 또는 웹사이트 niagaraparks.
com/currents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일반 입장 또는 
가이드 투어 패키지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쇼는 Niagara Parks Power Station 내부, 주 발전실에서 진행됩니다.

NIAGARA PARKS POWER STATION
• Table Rock 웰컴 센터와 Floral Showhouse 사이의 7005 Niagara Parkway, Niagara Falls, Ontario에 위치해 

있습니다.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일반 입장 및 가이드 투어를 진행합니다. 발전소는 Currents 야간 
쇼를 진행하기 위해 매일 오후 6:15에 재개장합니다. •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Canadian Niagara Power 
Company Generating Station”은 호스슈 폭포(Horseshoe Falls)의 강력한 에너지를 활용해 뉴욕 서부와 
온타리오 남부의 중요한 전기 공급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발전소는 15년이 넘게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1년에 재개장했습니다. 온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퇴역한 수력 
발전소는 이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 용도를 변경한 인공물, 대화형 전시품 및 설명이 제공되어 있는 설치물들이 있습니다.

• 주요 발전실 내의 원래 장비는 세심하게 광택 및 복원 작업을 하였으며 1900년대 초에 구축된 발전 기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 그리고 조지 웨스팅하우스(George 
Westinghouse)와 같은 발명가들의 혁신적인 제작품들도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2회 진행되는 어린이 발명가 워크숍(Little Inventors Workshops)은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STEM 관련 활동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발명가 워크숍은 일반 입장 시 무료입니다.

• 2,200피트의 터널이 발전소의 깊은 휠핏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져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사용된 물을 폭포의 기저 
부분으로 흘려보내 나이아가라 강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2022년 7월부터 시작해 주 발전실 
아래 180피트를 여행하면서 Niagara Parks Power Station의 Tunnel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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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RLPOOL AERO CAR
• 소용돌이 급류 76.2m(250피트) 위에 케이블 6개로 

매달려 있는 에어로 카

• 콜트스 포인트 및 캐나다 쪽 톰프슨 포인트 사이 
539m(1,770피트) 폭

• 스페인 엔지니어 레오나르도 토레스 퀘베도가 설계

• 1916년 8월 8일 개장

• 입석 승객 35명 수용

• 왕복 약 10분 소요

• 늦봄부터 가을까지 영업, 강풍으로 운영이 중지될 
수 있음

• 무료 주차

‘클래식’

• 7세 이상 이용 가능

• 참가자의 몸무게는 20kg~129kg 
사이여야 함(44~285파운드)

• 발에서 머리 위까지 최소 높이는 
180cm(5피트 11인치)

• 완료하는 데 약 60~90분 소요

• 포기 각서 서명 필요

WHIRLPOOL ADVENTURE COURSE

• WildPlay Niagara Falls 운영

• 계절에 따라 개방됨, 뇌우 및 기타 위험한 기상 조건 시 운영 중단

• 유료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며 Whirlpool Adventure Course의 방문객에게는 무료 제공

WILDPLAY의 WHAT’S TO FEAR JUMP
• 40피트 높이에서 느슨한 끈을 묶은 채 도약

• 별도 예약 또는 클래식 및 익스트림 코스 추가 예약 
가능

• 7세 이상 이용 가능

• 참가자의 몸무게는 20kg~129kg(44~285파운드) 
사이여야 함

• 포기 각서 서명 필요

3가지 코스

• 5~12세

• 책임 있는 성인 보호자가 
참가자와 동행해야 함

• 발에서 머리 위까지 최소 높이는 
140cm(4피트 7인치)

• 완료하는 데 약 45~90분 소요

• 부모/보호자 포기 각서 서명 필요

키즈 코스

• 클래식 코스에서 추가하여 사용 
가능

• 동일한 무게 및 범위 제한이 
적용됨

• 완료하는 데 30~60분 추가 소요

• 포기 각서 서명 필요

‘익스트림’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22



ZIPLINE TO THE FALLS
• Grand View Marketplace에 위치

• 평행 짚라인 4개, 길이 670m(2,200피트)

• 7세 이상 이용 가능

• 참가자의 몸무게는 29kg~115kg(65~300파운드) 사이여야 함

• 포기 각서 서명 필요

• 체크인에서 Grand View 관측탑/발사대로 안내

• 맨 아래에 도착한 뒤 셔틀 밴을 이용해 정상으로 다시 이동

• 시속 60km에 달하는 짚라인에 약 60초가 소요

• 체크인에서 정상에 내리기까지 전체 체험은 약 1시간 소요

• WildPlay Niagara Falls 운영

• 계절에 따라 개방됨, 뇌우 및 기타 위험한 기상 조건 시 운영 중단

WHITE WATER WALK
• 1876년, 소용돌이 급류를 따라 난 강기슭은 온타리오 

정부에 의해 존 드류에게 임대됨

• 존 드류는 이곳을 W.H. 퍼거슨 M.P. 박사에게 다시 
빌려주고 박사는 잠재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증기 
동력 경사 철도를 건설하여 방문객들을 거리에서 
강가까지 운송함

• 1935년 Niagara Parks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로버트슨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와 급류를 따라 경사 
철도와 판자 길이 있는 토지를 30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음

• 원래 “Great Gorge Adventure”이라고 불렸음

• 1967년에 Niagara Parks가 인수할 때까지 3년 더 
임대

•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방문객들은 아래 협곡의 6급 
급류를 따라 300m(1,000피트)의 판자 길이 있는 
전망대까지 70m(230피트) 아래로 이동함

• 방문객들은 가파른 벽에서 10,000년 전에 협곡 
사이를 침식했던 폭포의 지질학적 역사를 보여주는 
암석층을 볼 수 있음

• 교육 정보 및 재미 요소가 명소 전체에 걸쳐 
표지판에 표시됨

• 늦봄부터 11월까지 영업, 기상 조건에 따름

• White Water Walk 방문객 전용 무료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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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BOTANICAL GARDENS

CENTENNIAL LILAC GARDEN

• Niagara Glen 북쪽의 40헥타르(100에이커) 부지에 위치

• 격식 및 비격식 정원의 다양한 컬렉션

• 한해살이 식물, 다년생 식물, 구근, 나무 관목 및 장미 컬렉션 등 다양한 구성

•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연중무휴 개방

• 무료 입장 및 유료 주차

Niagara Parks의 드넓은 공원 부지와 잘 다듬어진 정원은 방문객들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 컬렉션, 화려한 
꽃나무와 관목, 매년 만개한 꽃이 가득 찬 바구니 등을 선보입니다. 역사적인 Queen Victoria Park와 Botanical 
Gardens에서 Niagara Glen의 평화롭고 구불구불한 길에 이르기까지, Niagara Parks의 녹지 공간은 모든 연령대 및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손님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SCHOOL OF HORTICULTURE
• 1936년 설립

• Niagara Glen 북쪽에 위치

• 대안 원예교육 프로그램

• 학생들은 커리큘럼 일부로 Botanical Gardens의 
땅을 관리

• 온타리오 파크 협회의 졸업생 및 과거 및 현재 
회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레거시 가든

• 1967년 캐나다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듦

• Floral Clock 북쪽에 위치

• 200종이 넘는 1,200여 가지 식물이 특징

• 정원이 설립되었을 때 뉴욕주의 로터리 클럽이 
나무들을 기증함

• 무료 입장 및 주차

• 5월과 6월 초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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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AL SHOWHOUSE
• 원래 1894년에 건축되었으나 1945년에 재건축되고 1980년에 방문객 센터가 추가됨

• Dufferin Islands 바로 북쪽에 위치

• 꽃장식은 계절과 휴일에 맞춰 매년 8번 변경됨

• 난초, 다육 식물 및 기타 열대 식물 종의 컬렉션이 특징

•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 타이탄 아룸도 있음

• 야외 장미 및 향기 정원은 점자 표지판이 특징

• 12월 25일 제외 연중무휴 운영

• 유료 입장 및 주차

FLORAL CLOCK
• 1950년 건축

• 지름 12m(40피트)로 세계 최대 규모

• 시계의 페이스는 정교한 디자인의 15,000~18,000
개의 작은 식물로 가득 차 있으며 매년 두 번씩 바뀜

• 또한 분기마다 울리는 웨스트민스터 종소리, 소원 
연못과 타워가 특징

• 무료 입장 및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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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ES GARDEN THEATRE

QUEEN VICTORIA PARK

• 클리프턴 힐 아래쪽에 위치, 화재로 소실된 클리프턴 호텔의 옛 부지

• 1938년 개관

• 재산을 기증한 해리 오크스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

• 중앙 원형 극장이 내려다보이는 곡선형의 퍼걸러

• 철문, 퀸스톤 석회암과 함께 바위 정원, 백합 연못, 관목으로 극장 둘레를 장식하고 있음

• 연중무휴

• 제한 미터제 주차

• 남쪽의 Dufferin Islands에서 북쪽의 클리프턴 힐까지의 지역을 아우름

• 공원이 설립될 당시 영국 군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

• 폴스 애비뉴와 클리프턴 힐의 교차점에 있는 모왓 게이트로 표시된 북쪽 입구

• 모왓 게이트는 온타리오주의 전 주지사이자 Niagara Parks 설립을 주창했던 연방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올리버 모왓경의 이름을 딴 게이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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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 내 및 나이아가라 폭포의 관광지 주변 교통편은 방문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으로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WEGO 버스 시스템에서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로 가는 특별 셔틀까지 운전은 저희에게 맡기고, 
Niagara Parks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해보세요!

교통

주차
Niagara Parks 북쪽과 남쪽 끝에는 여러 개의 작은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Niagara Parks의 주요 주차장은 미터 
또는 게이트식으로 운영되며 하루 동안 거의 모든 주차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일일 주차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Niagara Parks 주차장에서는 야간 주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일 요금 
주차 요원

• 폴스 주차장, 호스슈 폭포의 
끝에서 Table Rock Centre 옆

• 래피즈뷰 주차장, Dufferin 
Island 바로 남쪽, 주차 요금에 
Table Rock Centre 왕복 무료 
셔틀 서비스 포함(여름에만 해당)

• Queen Victoria Park, 머레이 
힐 아래에 위치

• Kingsbridge Park(여름에만 
해당)

• Butterfly Conservatory

• 일일 주차권은 주차 요원과 
미터제 주차장에서 구입 가능

• 연간 주차권은 폴리스 루프 및 
클리프턴 게이트 주차비 기지불 
카드 부착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 
요원이 있는 주차장, 온라인 및 
미터제 주차장에서 구입 가능

• 주차권은 폴리스 루프 및 
클리스턴 게이트 주차비 기지불 
카드 부착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에서 두 대의 차량에 
유효함

주차권

• Floral Showhouse 주차장

• 폴리스 루프, Queen Victoria 
Park 내 Niagara Parks 경찰서에 
위치

• WildPlay 나이아가라 매표소 
맞은편

• 레인보우 브릿지 주차장, 
레인보우 브릿지 북쪽

• White Water Walk, 어트랙션 
방문객용 무료 주차

• McFarland House, 어트랙션 
방문객용 무료 주차

• 톰프슨 포인트, Whirlpool Golf 
Course 맞은편

• School of Horticulture, 
Butterfly Conservatory 주차 
관리소 맞은편

• Niagara Glen

시간당, 주차비 기지불 카드 
부착 및 미터제 주차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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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O

FALLS INCLINE RAILWAY

• WEGO는 1985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Peoplemover 시스템을 대체했음

• 2012년부터 Niagara Parks와 나이아가라 폴스시가 합작 투자

• GREEN 라인은 나이아가라 파크가 운영하고 BLUE 및 RED 라인은 나이아가라 폴스시가 운영

• GREEN 라인은 Niagara Parkway를 통해 대부분의 Niagara Falls 어트랙션으로 방문객을 운송하고 주요 
나이아가라 폭포 버스 및 기차역으로 연결됨

• BLUE 라인은 Table Rock Centre와 나이아가라 폭포의 카지노 및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연결하며 여름에는 
마린랜드의 정류장이 추가됨

• RED 라인은 Table Rock Center와 클리프턴 힐 및 런디즈 레인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지역으로 연결됨

• 장애인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으며 두 대의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는 자전거 고정대가 설치되어 있음

• 12월 25일 제외 연중무휴 운영

• 편도 승차 요금 없음, 1일(24시간) 및 2일(48시간) 승차권 옵션

• 퀸스톤과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간 매 시 출발하는 셔틀 서비스 이용 가능, 5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날씨에 
따라 달라짐)

• 폴스뷰 관광객을 Table Rock Center로 연결

• 한 번에 최대 40명 탑승 가능

• 장애인 이용객 사용 및 냉난방 가능

• 연중무휴지만, 악천후로 인해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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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 의 음식점
풀 서비스
Niagara Parks에는 Niagara Parkway에 5곳의 풀 서비스, Feast On 인증 레스토랑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Feast On 인증을 통해 Niagara Parks의 레스토랑은 온타리오 식음료 부문 챔피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공원 내 
레스토랑들은 온타리오주에서 25~50%의 식료품과 90% 이상의 음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TABLE ROCK HOUSE RESTAURANT
• Table Rock Centre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호스슈 폭포 끝 바로 옆

• 연중무휴

QUEEN VICTORIA PLACE RESTAURANT
• 클리프턴 힐 아래에 위치

•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운영

QUEENSTON HEIGHTS RESTAURANT
• 브록의 기념비 아래에 있는 폭포에서 북쪽으로 15분 거리에 위치

•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운영

LEGENDS ON THE NIAGARA CLUBHOUSE
• Chippawa 남쪽 Legends on the Niagara 골프 코스 부지에 위치

•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운영

WHIRLPOOL RESTAURANT
• Whirlpool Aero Car 북쪽 Whirlpool Golf Course 부지에 위치

•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운영, 비수기 예약은 요청 시 가능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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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닉
나이아가라강가를 따라 여러 작은 공원과 경치 좋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벤치 및 피크닉 테이블을 
갖춰 이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 지붕이 있는 피크닉용 가건물은 다음의 다섯 군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cFarland Point Park, Queenston 
Heights Park, Niagara Glen, Kingsbridge Park 및 Old Fort Erie

• 단체 이용 시 이 구역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약 가능

빠른 서비스(패스트푸드)
BUTTERFLY CAFÉ

•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운영

AERO CAR CAFÉ
•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운영

GRAND VIEW RESTAURANT
•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운영

TABLE ROCK MARKET
• 12월 25일 제외 연중무휴 운영

QUEEN VICTORIA PLACE
• Tim Hortons,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 운영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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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 골프

LEGENDS ON THE NIAGARA

WHIRLPOOL GOLF COURSE

OAK HALL PAR 3

• Chippawa Battlefield Park 남쪽에 위치

• 2개의 18홀 골프 코스

• Battlefield

• Ussher’s Creek

• 360° 골프 연습장

• 최첨단 트레이닝 아카데미

• 9홀 쇼트 코스

• 폭포에서 북쪽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

• 1951년 개장

Niagara Parks는 초급부터 프로까지 모든 수준의 골퍼들을 위한 3개의 챔피언십 골프 코스를 제공합니다. 인상적인 
Legends on the Niagara는 Battlefield와 Ussher’s Creek, 두 가지 코스를 자랑합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역사적인 Whirlpool Golf Course는 어렵지만 도전하고 싶은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나이아가라 월풀과 협곡의 화려한 
배경을 즐기며 골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광업 백만장자 해리 오크스경의 옛 고향인 
유서 깊은 Oak Hall 부지에 위치

• 초보자 및 시간 제약이 있는 가족 골퍼에게 이상적

• 9홀 쇼트 코스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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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 엔터테인먼트

불꽃놀이 및 라이브 음악

WINTER FESTIVAL OF LIGHTS

나이아가라 폭포의 새해 전야

• Grand View Marketplace에서 여름 동안 매일 무료 라이브 음악 행사

• 매 여름 주말 오후 8시에 Queen Victoria park의 조명 타워에서  썸머 뮤직 시리즈 콘서트 개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Queenston Bandshell에서 라이브 음악으로 진행되는 Queenston Heights 콘서트 
시리즈

• 여름철 매일 오후 10시부터 무료 불꽃놀이

• 불꽃놀이와 콘서트는 날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Niagara Parks 부지에서 온타리오 발전 회사 개최

• 1982년 설립되어 연간 18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캐나다 최대의 조명 축제

• Dufferin Islands, Queen Victoria Park 및 주변 
관광지 곳곳에 배치되는 조명 장식이 특징

•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무료 불꽃놀이

• 1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운영

• 오후 9시와 자정, 머레이 힐 아래에서 진행되는 무료 라이브 불꽃놀이

Niagara Parks는 1년 내내 재미있고 가족 지향적인 다양한 무료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주최합니다.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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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 의 접근성

주차

입장료

휠체어

안내견

장애인 활동 보조인

• Niagara Parks의 모든 어트랙션과 음식점에서 장애인 주차 가능

•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는 대시 보드에 주차 영수증 원본을 보이게 두면 Niagara Parks 유료 주차장에서 당일 
무료로 재주차할 수 있음

• 건물/어트랙션에 완전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입장료가 할인되며, 이 할인은 어드벤쳐 또는 Wonder Pass 
패키지에는 적용할 수 없음

• Table Rock Centre, Floral Showhouse, Old Fort Erie 및 Butterfly Conservatory에서 선착순 한정 대여 가능

• 휠체어를 빌리려면 유효한 신용 카드가 필요함

• 법에 따라 금지된 지역(예: 공공 주방)을 제외하고 Niagara Parks 내 어디에서나 안내견은 허용됨

•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위해 모든 Niagara Parks 어트랙션의 입장료 및 요금 면제

Niagara Parks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부분 
건물과 어트랙션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부 구역은 아직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방문객이 Niagara Parks
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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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가이드, 투어 차량 & 단체 투어
투어 가이드

투어 차량

• Niagara Parks 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위원회의 가이드 라이선스 없이 
방문객들에게 보상을 받고 공원을 안내할 수 없다.”

• 어트랙션, 식당, 기념품 가게에만 동행하는 사람은 폭포나 Niagara Parks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사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 Niagara Parks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위원회의 투어 차량 허가 없이 공원 
내에서 관광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상업용 관광 차량은 2인승 세단부터 50명 이상의 여객 고속버스까지 모든 종류의 차량에 해당함.

• 승객이 운전자와 차량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 차량은 상업용 차량으로 간주되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허가증을 구입해야 함

• 관광 차량 주차는 래피즈뷰 모터 코치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Table Rock 및 Grand View 버스 관리 구역에 주차할 수 없지만, 현장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주차가 가능하기도 함

• 이러한 구역에 주차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이드는 해당 요청을 고려하고 허용할 수 있는 현장 관리자와 
상의해야 함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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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서비스

공기를 절약하자

• 운전사이자 가이드의 경우, Table Rock 및 Grand View Marketplace의 버스 관리 구역에는 여름철 동안 투어 
차량에서 승객 체크인 지점으로 승객을 안내하는 대리인이 있음

• 이 서비스는 버스/여행사에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함

• 이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는 각 구역의 직원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시즌 및 영업일에 따라 달라짐

• 이 가이드 서비스는 Niagara’s Fury, ourney Behind the Falls 및 Niagara City Cruises에서 제공됨

• Niagara Parks은 지역 파트너와 함께 '공기를 
절약하자'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장려함

• 불필요하게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이 목표

•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자들은 승객들이 짐을 
싣고 내릴 때 투어 차량의 시동을 끄고 공원 내 다른 
방문객들을 배려해야 함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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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문객, VIP & 고위 인사

연예인(셀러브리티)
• 브래드 피트

• 휴 잭맨

• 케이티 페리

• 원 디렉션

• 아담 샌들러

• 레지스 필빈

• 케이시 리 지포드

• 켈리 리파

• 라이언 시크레스트

정치 고위 인사
•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아들 윌리엄과 해리(1991)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로잘린 카터 전 영부인 (1996)

•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1996)

• 중국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 (2005)

•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2006)

• 데이비드 C. 온리, 온타리오주 전 부지사 (2012)

• 데이비드 존스턴, 전 캐나다 총독 (2012)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2015)

Niagara Parks는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만나며 많은 국내외 고위 인사와 유명 방문객을 모십니다. 때때로 
유명인들이 Niagara Parks를 방문하지만, 가끔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죠!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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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 Parks 직원은 비상 사태시 정보를 전달하고 방문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대피 경로를 식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긴급 대응 방침 및 절차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비상시에는 항상 9-1-1을 
누르십시오. 비응급 서비스를 위해 Niagara Parks 경찰에 연락하려면 1.905.356.1338로 전화하십시오.

응급 서비스

• 미국 쪽 폭포 맞은편 Queen Victoria Park에 위치

• 1887년 설립되어 온타리오에서 가장 오래된 치안 
서비스 중 하나

• Niagara Parks 분실물 보관소의 역할도 함

• 여러 부대 및 부서가 있는 다른 경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운영됨

• 경찰견

• HART(High-Angle Rescue Team)

• 해병대

NIAGARA PARKS 경찰

• 응급실은 5월부터 10월까지 계절에 따라 개방되는 
Table Rock Centre에 위치

• 대부분 건물에 응급 처치 키트와 응급 처치, CPR 및 
AED 인증 직원이 있음

• 교육 및 인증된 직원은 다음과 같음:

• 원예 및 조경 관리 직원

• 도로 정비원

• WEGO 버스 기사

• 관리자 대부분

• AED를 훈련 및 인증 받은  직원은 다음 위치에 소재:

• Legends on the Niagara 골프 코스

• Botanical Gardens 및 Butterfly Conservatory

• Table Rock Centre

• Grand View Marketplace

• Whirlpool Golf Course

• 나이아가라 응급 의료 서비스는 여름철에 자전거를 탄 구급 요원(자전거 의료진)을 이용한 신속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전거 의료진은 기존에 구급차로 대응하는 구급 요원과 동일한 훈련과 인증을 받은 현역 구급 대원임

• 자전거 의료 서비스는 교통 체증과 보행자 밀집으로 인해 기존의 구급차 대응이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는 장소인 
남쪽의 Dufferin Islands에서 북쪽의 레인보우 브릿지 그리고 클리프턴 힐까지 Niagara Parks 지역을 커버함

• 심각한 경우, 긴급 파견 센터에서 경찰 및 소방대를 현장으로 보냄

• 경찰 및 소방대원은 필요한 경우 자전거 의료진 또는 구급차가 도착하여 치료 및 운송을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 및 인증받았음

응급 처치 및 응급 의료 대응

Niagara Parks 투어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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