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튼 - 탄력이 있는 도시
에너지로 활력을 받고 혁신으로 구동됩니다

21세기는 풍부한 사업 기회와 탁월한 삶의 질 그리고 그
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비젼을 제시하는 도시가
차지합니다. 강력하고 다양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주요
자원 개발에 근접함, 경험있고 잘 교육된 인력, 매력적이
고 활력이 넘치는 환경으로 에드먼튼은 성장을 위한 완
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에드먼튼의 인구가 극적으로 성장
하였다는 것은 본 도시의 핵심적인 매력을 강조해 줍니다.
즉, 거주하기에 생기넘치며, 번창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
을 제공하는 도시.
사진 제공: Callingwood Road 장로 교회

에드먼튼 시 앨버르타 캐나다

에드먼튼, 앨버르타, 캐나다 활동의 중심지
에드먼튼은 엄청난 기회를 가진 도시입니다. 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과 운송 네트워크 및 공동시설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로, 우리는 사업과 투자 기회 그리고 탁
월한 질의 삶을 제공합니다.

R&D는 혁신과 생산성으로 들어가는 문
을 열어 줍니다

에드먼튼의 인구는 812,000을 넘었고, 에드먼튼 광역
(CMA) 인구는 거의 백이십만을 육박합니다. 2006-2011년
기간의 에드먼튼 광역 인구 성장은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빠르고 국가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빠른 것입니다.

•

대학, 사립 엔지니어링 및 제조 회사들, 정부 기관이
모두 함께 시의 튼튼한 R&D 및 혁신 시스템을 창출합
니다.

•

앨버르타 대학은 에너지 및 환경 연구에서 선도적이
며, 학교의 엔지니어링 교수진은 북미에서 가장 크고
우수한 그룹에 속합니다.

•

에드먼튼의 탁월한 폐기 관리 센타는 고형 폐기물 관
리 및 재활용에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협동 허브입
니다.

•

에드먼튼 연구 단지는 석유 공정, 선진 소재 및 냉기
후 건축 분야의 연구와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55개 회
사가 있습니다.

에드먼튼의 성공에 핵심적인 것은 젊고 동기부여된
고급 숙련 인력입니다.
핵심1:
•

에드먼튼 광역 인력으로 710,000 이상의 인구가 활동
하며,

•

인력은 지역내의 다양한 복수 문화를 반영하며,

•

인력의 거의 55%가 중등 이후의 직업교육을 받았거
나 도제제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

실업률 4.2% (2013년 3월 현재).

핵심:

에너지 분야 - 성장의 받침대
핵심:
•

앨버르타는 캐나다의 탄화수소 저장고로써 38.8조
입방 피트의 천연 가스 매장량, 1700억 배럴의 석유 및
유사 매장량, 수십억 톤의 석탄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
다.

•

캐나다 대회 위원회 (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2012년과 2034년 사이의 기간에 유사 (油
沙)에 투자될 액수가 가격 조정하여 3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상의 중등 이후 직업교육 시설
핵심:
•

여섯 개의 공공 투자 기관이 180,000명 이상의 학
생을 가르칩니다.

•

앨버르타 대학 (U of A)는 38,000명의 학생을 갖
고 있으며 세계 100대 우수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

•

북 앨버르타 공대는 캐나다의 최고 공대 중의 하나
입니다. 이 공대는 48,500명의 학생을 유치하며
33개의 직업 종목에 15,000명의 도제 훈련생을 훈
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드먼튼 에너지 및 기술 단지가 속해 있는 앨버르타
산업 중심지 (AlIH)는 210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하였
습니다.

•

산업계의 추정에 의하면 유사에서 이루어질 발표된
프로젝트를 위해 기계 및 제조 부품으로된 16,000개
이상의 모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듈은
에드먼튼 지역에서 제조됩니다.

•

MacEwan 대학과 NorQuest 대학은 합하여
52,000명의 학생을 수용합니다.

에드먼튼, 앨버르타, 캐나다 활동의 중심지

아시아

유럽
캐나다

에드먼튼의 튼튼한 경제는 앨버르타의 엄청난 에너지 산업으로부터
활력을 얻습니다. 서부 캐나다의 중심위치에 있는 에드먼튼 시는 북 앨
버르타 유사 (油沙) 지역 및 주 (州) 지역 내의 석유 및 개스 영역을 위한
주요 공급 및 서비스 허브 역할을 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으며
주 (州) 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비스 영역을 갖습니다.

뛰어난 수송 연결

포트 맥머리

에드먼튼의 수송 네트워크는 국내 및 국제 고객을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드먼튼

항공 서비스
에드먼튼의 국제 공항은 주요 캐나다 도시, 11개
의 주요 미국 허브 도시와 50개 이상의 글로벌
목적지로 직항하면서 매년 6백만명 이상의 여
객을 위해 봉사합니다2. 석유, 개스 및 유사 산업
을 위한 화물을 운반하는 전문지식을 갖추며 이례적
인 24 시간 화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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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리

수수료와 요금, 연료 비용 및 트럭 운송료는 캐나다 안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듭니다.

철도 및 복합 수송 서비스
에드먼튼은 두 개의 일등급 철도 서비스 회사에
의해서 대륙 및 아시아 수출시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국철 (CN)의 북부 철도선은 Prince Rupert 항을 에드먼
튼을 통해서 북미 시장으로 연결해주고, 이는 아시아 고객에
게 아시아와 북미간의 운송을 가장 짧은 항로로 제공해줍니다
. 캐나다 퍼시픽 (CP)는 에드먼튼을 밴쿠버에 있는 항구 및 캐
나다와 미국 전역의 시장으로 연결해줍니다.

유사 (油砂) 매장

파이프 라인 - 주요 운송 수단
에드먼튼은 앨버르타 허브라고 불리는 373,000 킬로미터 이
상의 장대한 파이프 라인 시스템의 주요 연결점입니다. 파이
프 라인은 대부분의 공급 원료, 천연 가스, 탄화 수소 제품을 모
든 주요 시장 및 운송 항구로 운송해줍니다. 3.

비용 경쟁적인 환경

도로 운송

에드먼튼은 사업과 산업에 토지 가격 및 임대료부터 경쟁적인
임금까지 비용적으로 매우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
주 중대한 잇점은 에드먼튼의 사업 친화적인 세금 환경인데,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하면서도 질좋은 기간설비
와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에드먼튼 도로망은 전 대륙을 이어줍니다.

핵심:

양 철도회사는 복합 수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x

•

에드먼튼 서비스 지역에서
2014년 이전에 시작하도록 제
안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 건설
중인 유효한 프로젝트를 모두
합하면 천오백억 달러에 달합
니다.

•

지방에서 영업세, 지불 급여세, 자본세를 부과하지 않습
니다

•

10% 지방 법인세

•

공공 기금 건강 보험 시스템은 지불 급여 비용을 낮게 해
줍니다

•

기계 및 장비 (M & E) 세가 없음

•

7개의 주요 캐나다 센타에서 평방 피트당 가장 낮은 재산
세4

•

정선된 사업 재활 구역을 제외하면 기초 지방자치 단체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음

핵심:

•

Yellowhead 고속도로와 캐나다 관통 고속도로는 캐나다
의 주요 동서 연결도로입니다.

•

Canamex 고속도로는 에드먼튼을 주요 미국 및 멕시코 시
장과 연결합니다.

•

에드먼튼은 Prince Rupert 항구를 미국의 주요 중서부 도
시와 텍사스 걸프 해안까지 연결하는 항구-평야 운송로
(Ports to Plains Corridor) 상의 운송 센타입니다.

•

북미 슈퍼 운송로 (NASCO)는 에드먼튼을 추가적인 중서
부와 남부 미국 시장 및 항구로 연결해줍니다.

에드먼튼의 새로운 Anthony Henday Drive 순환도로는 도시를
통하는 또는 도시 외곽으로의 여행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며 에
드먼튼의 모든 산업 지구와 연결해 줍니다.

도시 서비스가 산업의
필요조건에 대응함
에드먼튼은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도시 서비스에 바로 접
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수도 및 폐수처리: 시가 소유하는 공공시설 EPCOR은 질좋
은 물과 폐수 서비스를 해줍니다.
전기: 앨버르타의 전기 공급은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
업 전기 소비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계약을 통해서 독립적인
시스템 운용자 (ISO)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 있고 또는 협동 발
전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에드먼튼은 북미에서 가장 큰 폐기물 처리 및 연
구 시설의 본고장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운용을 권장합니다.
공공 교통: 도시 전체에 걸친 버스 및 경전차 (LRT) 서비스 종합
시스템은 대부분의 근린지역과 일터에 저렴한 공공 운송을 제
공합니다.
경찰: 에드먼튼 경찰 서비스 (EPS)는 사업과 상업 현장에 총괄
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주하기에 훌륭한 장소!

화재 및 비상 대책: 에드먼튼의 화재 및 비상 대응 팀이 주요 산
업과 함께 협력하여 비상 대응 계획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사고에 적절한 것입니다. 위험물 처리 팀
이 물질 방출 사고에 대응합니다.

에드먼튼은 방대한 경제적 기회 이상으로 더욱 많은 것을 제
공합니다. 우리 도시는 풍요로운 삶의 질 덕분에 세계 곳곳의
많은 가족들을 유입하였습니다. 주택, 서비스로부터 훌륭한
학교와 모든 연령 및 취향에 맞는 오락 기회까지 에드먼튼은
저렴하고 매력적이며 안전하고 활력에 넘칩니다.
북 싸스케치원 강둑에 있는 도시의 고유한 위치가 자연을 사
랑하는 사람들에게 뛰고, 자전거를 타고, 걷거나 또는 150 킬로
미터의 강변 계곡 오솔길을 스키할 수 있는 기회를 일년 내내
제공합니다.
에드먼튼은 매년 30개 이상의 축제를 치르는 캐나다의 축제
도시입니다. 연극, 오페라, 발레, 교향악 및 예술을 사랑하는 사
람들이 세계 수준의 문화 행사로 일년 내내 바쁘게 지낼 수 있
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시가 가진 두개의 프로 스포츠 팀을 즐길
수 있는데, 내셔널 하키 리그(NHL)의 에드먼튼 오일러
(Edmonton Oilers)와 캐나다 풋볼 리그의 에드먼튼 에스키
모 (Edmonton Eskimos) 팀이 있습니다.
가족은 하키에서부터 축구 및 댄스 연극까지 놀랄만큼 넓은
폭의 여흥 및 오락 기회로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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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자료
www.flye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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