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패스(Fun Pass)가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관광 명소로 여행을 계획할 때 2018 놀이 패스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약하면서 여름을 축하하십시오.
2018 놀이 패스 쿠폰집은 18 개의 유명한 관광 명소 에서 유료 입장 성인 또는 고령자가
동반하는 초등학생 2 명에게 무료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부모님은 또한 지정된
온타리오주의 주립 공원 에서 일일 주차권에 대해 5 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해당 명소에 쿠폰을 지참하고 오면 됩니다.
놀이 패스로 가족 당 340 불 이상을 절약할 수 있고, 온타리오주의 모든 가정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 주에서 제공하는 많은 멋진 명소를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쇄 버전
놀이 패스 책자는 학년 말에 온주 전역의 참여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학부모는 또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놀이 패스 쿠폰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
또한 놀이 패스 쿠폰은 온라인 상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해당 교육청 또는 사립 학교의 이름
• 거주지의 우편 번호

놀이 패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까?
funpass@ontario.ca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16-327-7705 로 전화 주십시오.

참여하는 해당 관광 명소
온타리오주-전역
온타리오주 주립공원 (Ontario Parks) (일일 주차권 할인)

온타리오 중부 지역
Kleinburg
맥마이클 캐나다 미술관 (McMichael Canadian Art Collection)
Midland
세인트-마리 어몽 더 휴론즈 (Sainte-Marie among the Hurons)
Penetanguishene
디스커버리 항구 (Discovery Harbour)
Toronto
온타리오 미술관 (Art Gallery of Ontario)
온타리오 과학 박물관 (Ontario Science Centre)
온타리오 왕립 박물관 (Royal Ontario Museum)
엘긴 윈터 가든 극장 (Elgin and Winter Garden Theatre) (구경만 가능)

온타리오 북부 지역
Sudbury
사이언스 놀스 과학 박물관 (Science North)
Thunder Bay
포트 윌리엄 역사 공원 (Fort William Historical Park)

온타리오 남서부 지역
Dresden
톰 아저씨의 오두막 사적지 (Uncle Tom's Cabin Historic Site)

온타리오 동부 지역
Augusta
홈우드 박물관 (Homewood Museum)
Brockville
풀포드 저택 박물관 (Fulford Place Museum)
Kingston
포트 헨리 국립 사적지 (Fort Henry National Historic Site)
Morrisburg
어퍼 캐나다 마을 (Upper Canada Village)

온타리오 남중부 지역
Burlington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al Gardens)
Niagara Falls
나비 온실 (Butterfly Conservatory)
구 포트 이리 (Old Fort Erie)
Queenston
로라 세코드 홈스테드 (Laura Secord Homest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