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
“Great White North”라고도 불리는 캐나다이지만 초록과 파랑색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호수가 전 세계의 다른 호수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전 세계에서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숲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몇몇 국립 공원은 한 국가의 영토보다도 큽니다!

야생동물: 240만 마리의 카리부와 전 세계 25,000마리의 북극곰 중 15,500마리의 고장이며 22종의
고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쪽과 동쪽 해안을 연결하는 ‘그레이트 트레일(Great Trail)’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하이킹
트레일입니다. 24,000㎞의 육로와 수로로 된 트레일은 중국의 만리장성보다도 더 깁니다.

캐나다는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펀디 만(Bay of
Fundy)에서 카누를 타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범고래와 함께 노를 젓고, 누나부트 준주에서
가장 큰 카리부 떼의 이동을 따라가 보거나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에서 혹등고래와 빙산 옆에서
카약을 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캐나다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다문화주의 국가입니다. 2016년 캐나다 인구조사 결과 250개 이상의
민족이 보고 되었으며 이에 따라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문화와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학사를 취득하여 세계에서 고등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입니다.

캐나다에는 북미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곽도시이자 북미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적인 도시, 올드 퀘벡이 있습니다.

누나부트의 얼러트는 세계 최북단에 형성된 정착지로, 북극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캐나다에
산타클로스의 주소(H0H 0H0)가 있는 이유입니다.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고 가끔 답장도 받을 수 있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골프이고, 그 뒤로
아이스하키가 캐나다 전 국민에서 사랑받는 스포츠입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 메이플 시럽의 70%를 생산하며 그 중 대부분이 퀘벡에서 생산됩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은 푸틴을 사랑하지만 도넛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1인당 가장
많은 도넛 가게를 보유하며,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도넛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는 캐나다의 가장 소중한 문화 유산들의 본고장입니다. 캐나다의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9개 중 8개를 오타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마니토바 주
위니펙에 있는 캐나다 인권 박물관(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입니다.

캐나다에는 북미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발레단이 있습니다. 마니토바 주 로얄 위니펙 발레
(Royal Winnipeg Ballet)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단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트래블+레저 매거진(Travel+Leisure)과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이 선정한 2017년도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아름다운 무공해 자연과 다이나믹한 도시, 문화시설과 여행객을 환대하는
캐나다인이 선정이유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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