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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운즈십은 캐나다 순상지와 뉴욕주의 애디론댁 산맥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프론티낙 축(Frontenac Axis)을 가로질러 위치합니다. 이곳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지역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유산인 프론티낙 아치 생물권 (Frontenac 
Arch Biosphere)의 일부가 경계 지역 안에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낙농품, 양고기 및 농작물 산업이 번창 중입니다. 이 
진취적 도시의 농부들은 혈통이 우수한 가축과 건초, 심지어 냉동 보존된 
소의 배아까지도 외국 시장에 판매합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리즈가 
리드한다 (Leeds leads)”는 자랑스러운 표시입니다. 또한, 
록포트(Rockport)와 실리즈 베이(Seeleys Bay)의 커뮤니티들도 새로운 활력을 받아 번창하고 있습니다. 록포트 보트 
라인(Rockport Boat Line) 의 출발지인 록포트는 2009년에 1000 아일랜즈 차이나(1000 Islands China)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양질의 삶을 즐기며 주거와 일 그리고 휴가를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리즈와 사우전드 
아일랜즈에서는 뛰어난 강가 풍경과 내륙 호수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타운십은 약 1,078,641 헥타 면적의 지역을 
아우르며 캐나다 횡단 철도와 기간 고속도로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사우전드 아일랜즈 국제 교량이 타운십 내에 
있으며 뉴욕주에 연결됩니다. 타운십의 대부분은 유명한 1000 아일랜드 지역 내에 있으며 약 950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양질의 삶을 즐기며 주거와 일 그리고 휴가를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리즈와 
사우전드 아일랜즈에서는 뛰어난 강가 풍경과 내륙 호수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타운십은 약 1,078,641 헥타 
면적의 지역을 아우르며 캐나다 횡단 철도와 기간 고속도로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사우전드 아일랜즈 국제 교량이 
타운십 내에 있으며 뉴욕주에 연결됩니다. 타운십의 대부분은 유명한 1000 아일랜드 지역 내에 있으며 약 950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리즈 타운즈십과 천 아일랜즈 
Township of Leeds and the Thousand Islands  

www.leeds1000islands.ca 

자세한 정보: 
Steven Potter, 최고 행정 관리자     1233 Prince St. P.O. Box 280, Lansdowne, ON., KOE 1L0 Canada 
Township of Leeds and the Thousand Islands         613-659-2415  /  cao@townshipleeds.on.ca 

 
 
 

      총인구:  9,465 (Statistics Canada Census 2016) 
      평균 1월 기온:  -8 ⁰C (27 ⁰F) 
      평균 7월 기온:  26 ⁰C (70 ⁰F) 
      평균 연 강수량:  784 mm rain, 198 cm snow 
      평균 가족 소득: $99,629 
      평균 실업률:  5-6 %  
      고등학교 교육 수준을 갖춘 성인:  2,495 
      전문대 또는 대학 학위가 있는 성인:  4,300 
      침실 아파트 월평균 임대 비용: $1,051 
     침실 집 평균 비용:  $359,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