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613-244-5010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http://can-ottawa.mofa.go.kr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 증진 및 외무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공관으로 오타와 소재
긴급 연락처: +1-613-986-0482
이메일: canada@mofa.go.kr

ㅇ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oK in Toronto)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416-920-3809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 2J7
http://can-toronto.mofa.go.kr
영사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관할지역(ON, MB)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을 수행
긴급 연락처: +1-416-994-4490
이메일: toronto@mofa.go.kr

ㅇ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oK in Vancouve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604-681-9581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http://can-vancouver.mofa.go.kr
영사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관할지역(BC, AB, SK, YK, NWT)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업무를 담
당
긴급 연락처: +1-604-313-0911
이메일: vancouver@mofa.go.kr

ㅇ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oK in Montrea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1-514-845-2555
Suite 3600,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Montreal ,Quebec, H3B 4W8
http://can-montreal.mofa.go.kr

비고

영사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관할지역(QC, NB, NS, NL, PEI)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
긴급 연락처: +1-514-261-4677
이메일: montreal@mofa.go.kr
<자료원 : 각 기관 웹사이트>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캐나다 연방정부(Government of Cana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00-622-6232
2323 Riverside Dr, Ottawa, ON K1H 7X6
http://www.canada.ca/en.html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 연방정부

ㅇ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613-954-5031
235 Queen St, Ottawa, ON K1A 0H5
http://www.ic.gc.ca/eic/site/icgc.nsf/eng/home
캐나다의 산업, 투자, 무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ㅇ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613-957-4222
284 Wellington Street, Ottawa, ON K1A 0H8
https://www.justice.gc.ca/eng/
캐나다의 법체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정부부처
이메일: webadmin@justice.gc.ca

ㅇ 캐나다 외교통상부(Global Affairs Cana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613-944-4000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http://www.international.gc.ca/gac-amc/index.aspx?lang=eng
캐나다의 외교 및 통상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정부부처
이메일: info@international.gc.ca

ㅇ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19-938-3860
200 Boulevard Sacre-Coeur, Gatineau, QC J8X 4C6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html
캐나다의 환경보호, 기후 예보, 자연유산 등을 관리 하는 정부부처
이메일: ec.enviroinfo.ec@canada.ca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204-983-3500
140 Thad Johnson Private, Ottawa, ON K1V 0R4
http://www.cbsa.gc.ca
캐나다의 국경, 세관 등 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이메일: contact@cbsa.gc.ca

ㅇ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613-940-8495
333 Laurier Ave W, Ottawa, ON K1A 0L9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내국세 부과 및 감면 및 징수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세금공제 제도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

ㅇ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514-283-8300
150 Tunneys Pasture Driveway, Ottawa, ON K1A 0T6
https://www.statcan.gc.ca/eng/start
캐나다의 인구, 자원,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정부기관
이메일: STATCAN.infostats-infostats.STATCAN@canada.ca

ㅇ 캐나다 특허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19-934-0544
50 Rue Victoria C-229, Gatineau, QC K1A 0C9
http://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ome
캐나다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ㅇ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613-782-8111
234 Wellington St, Ottawa, ON K1A 0H9
https://www.bankofcanada.ca/
캐나다의 화폐,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책은행
이메일: info@bankofcanada.ca

ㅇ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888-242-2100
235 Queen Street, Level C3 - Suite 005, Ottawa, ON K1A 0H5
https://www.canada.ca/en/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html
캐나다 비자 발급 및 영주권과 시민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ㅇ The Globe and Mai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416-585-5000
351 King Street East, Toronto, ON M5A 1L1
https://www.theglobeandmail.com
1844년에 창간된 일간지로, 캐나다 내 최다 독자를 보유한 전국지

ㅇ National Post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416-383-2300
365 Bloor Street East, 3rd Floor, Toronto, ON M4W 3L4
https://nationalpost.com/
1998년에 창간된 일간지로, 다소 보수적인 색채가 특징.
이메일: ePapersupport@nationalpost.com

ㅇ Toronto Sta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416-869-4300
1 Yonge Street, Toronto, ON M5E 1E6
https://www.thestar.com/
1892년에 창간되었으며 일간지로서는 캐나다 내 최다 독자를 보유

ㅇ CBC New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416-205-3700
205 Wellington St. West, Toronto, ON M5V 3G7
https://www.cbc.ca/
캐나다 공영방송(CBC) 뉴스채널
이메일: tonews@cbc.ca

ㅇ CityNew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1-416-599-2489
33 Dundas St. East Toronto ON M5B 1B8
https://toronto.citynews.ca/
캐나다 최대의 통신사 Rogers가 보유한 뉴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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