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ㅇ 주거 여건
- 캐나다는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환경이 좋아 주거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조차 서울보다 면적은 크나 인구 수는 서울의 약 60% 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겨울이 길고 한파가 매섭다
는 점은 캐나다로 이민 시 염두 해둘 필요가 있다.
- 치안도 매우 안전한 편이어서 특별히 위험한 지역을 거주지로 선정하지만 않는다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또한 토론토나 밴쿠버 등 대도시의 경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둥
지를 트는 곳이 된다.
- 토론토의 경우 그동안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신규 이민자들은 도심 북쪽에 위치한 노스욕(North York) 지역을 주거지로 선호해 왔는
데 이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학군과 지역환경, 상업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기 때
문이다.
- 하지만 노스욕(North York)은 부동산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2주 전에 캐나다를 미리 방문해 교통, 학군, 주변환경,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부 캐나다의 경우 밴쿠버(Vancouver), 버나비(Burnaby), 코퀴틀람(Coquitlam), 서리(Surrey), 노스밴쿠버(North Vancouver)
지역 등의 광역 밴쿠버 지역이 한국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거주지를 선정할 때 지역
학군의 차이를 많이 고려하는 편이다. 특히, 밴쿠버 웨스트사이드(Vancouver Westside)로 불리는 밴쿠버 서쪽지역은 전통적으로 우수
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어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다.

ㅇ 관련 참고 사이트
- 캐나다 부동산협회(Canada Real Estate Association; CREA): www.crea.ca
- 캐나다 온타리오주부동산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 OREA): www.orea.com
- 캐나다 토론토부동산이사회(Toronto Real Estate Board; TREB): www.trebhome.com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부동산협회(British Columbia Real Estate Association; BCREA): www.bcrea.bc.ca

전화
ㅇ 전화 개설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대형 쇼핑몰 내에는 전화 개설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전화
개설 신청을 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취향과 필요에 따라 이를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ㅇ 참고로, 국제전화 요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비교 및 확인해본 뒤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저렴한 국제전화를 제공하는 회사도 많다. 전화·인터넷·케이블 TV 등 통합서비스 패키지를 일괄 신청하는 것도 편리
한 방법이다.

전압/플러그
ㅇ 전압은 110V, 주파수는 60Hz이며 플러그는 2~3구 콘센트이다.(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 현지 변압기 구입 가격이 비
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식수
ㅇ 물은 가급적이면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게 좋다. 퓨어라이프(Pure Life), 에비앙(Evian)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ㅇ 자동차 구입 시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입을 할 것인지 또는 임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각종 비용을
감안할 경우 자동차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ㅇ 관련 참고 사이트(신차 구매)
- Consumer Reports: www.consumerreports.org
- Autos.ca: www.autos.ca
- Driving.ca: www.driving.ca
- Unhaggle.com: www.unhaggle.com
- 중고차 구매: Autotrader(www.autotrader.ca), Kijiji(www.kijiji.ca)

차량가격
ㅇ 시기, 장소마다 자동차의 가격, 부대비용 및 임대 시 적용이율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구입 전 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ㅇ 각 차종별 가격 등은 구매방법의 관련 참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과 캐나다는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운전면허증 전환이 가능하다.

ㅇ 운전면허증 공증: 재외공관을 방문해 번역서류 및 운전면허증 공증을 받는다. 지참서류로는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비자(이민서류)이
다.

ㅇ 운전면허증 교환
- 해당 거주지역의 운전면허 등록사무소(Driver Licensing Office)에서 간단한 시력, 청력 테스트 및 문진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운전면
허증을 발급받는다.
- 신청 시 지참서류로는 여권, 비자(이민서류),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공증서류이다.
- 캐나다 운전면허증은 신청자 주소로 우편발송되며, 운전면허증이 배송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현장에서 발급해준다
- 운전면허증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시 유효기간은 5년이다.
- 면허증 교환 비용과 절차는 각 주마다 상이하며, 온타리오 주 경우엔 C$ 90의 비용이 소요된다.
- 온타리오 주는 한국운전경력이(면허증 보유 기간) 2년 이하일 경우엔 시력 검사와 G2 로드 테스트가 필요하며, 테스트 후 G2로 교환
된다. 반면, 2년 이상일 경우엔 시력 검사 실시 후 G 면허증(Full License)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 G1: 16세 이상의 운전자로 시력검사, 필기시험 등을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하며, 운전시에 조수석에 G 면허증(Full License) 소지자
가 필수로 동승해야 한다. 12개월후 G1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운전학원을 다닐 경우 8개월후 응시할 수 있다.
- G2: G1 취득 후 12개월 동안 운전 연습이 필요하고 새벽 운전시간에는 제약이 있다. 12개월 후에는 G2 실기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 G(Full License) : G1, G2 실기 시험에 모두 통과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면허이며, 19세 이상 운전자들에겐 제약이 없다.
-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취득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수 있다. (https://www.ontario.ca/page/get-gdrivers-licence-new-drivers)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RBC): 1864년 설립된 캐나다 왕립은행은 캐나다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은행이다
(2019.7월 기준). 금융,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First For You(고객 먼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약 8만 100여 명
의 직원과 1,6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ㅇ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Toronto-Dominion Bank; TD) : TD 은행그룹(TD Bank Group)의 자회사로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
다. 1855년 설립된 토론토은행(Bank of Toronto), 1869년에 창립한 도미니언은행(The Dominion Bank)의 합병을 통해 세워졌다.
2017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Poor's)에 따르면, TD 은행은 세계 100대 은행 중 26위를 차지했다.

ㅇ 몬트리올 은행(Bank of Montrea, BMO): 1817년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은행으로, BMO 금융그룹(Bank Of Montreal
Financial Group)의 계열사이다. 1977년 본사를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금융의 중심지인 토론토로 이전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법적인
본사는 몬트리올에 적을 두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ㅇ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회보장번호(SIN),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편지, 아파트 계약서 등) 등을 구비 해야 한다. 계좌 개설 시 자동현금인출기 사용을 위한 현금카드와 개인수표를 동시에 발
급받게 된다. 캐나다 내에서는 전화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개인수표를 발행해 우편발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개인수표 발급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Cousteau(The French International School of Vancouver)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밴쿠버(Vancouver)
BC주 유일의 프랑스 국제학교로 만3살 ~ 9학년 커리큘럼 제공
문의: info@cousteauschool.org
https://cousteauschool.org/
국제학교의 경우 학비는 학년/입학년도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직접 문의를 통한 확인 필요

ㅇ German International School Toronto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토론토(Toronto)
German International School Toronto는 만 3세부터 18세의 학생에게 독일 학교의 커리큘럼 기준과 교
육 철학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교육 중임.
문의: admissions@gistonline.ca

홈페이지
비고

http://www.gistonline.ca
국제학교의 경우 학비는 학년/입학년도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직접 문의를 통한 확인 필요

ㅇ Lycee Francais Toronto(LFT)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토론토(Toronto)
1995년에 설립된 LFT는 만 3세부터 18세를 위한 프랑스식 커리큘럼을 갖춘 토론토 내 유일한 국제학교임
.
문의: admissions@lft.ca
https://www.lft.ca/
국제학교의 경우 학비는 학년/입학년도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직접 문의를 통한 확인 필요
<자료원 : 각 학교 웹사이트>

- 현지학교
ㅇ St. George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밴쿠버(Vancouver)
1~12학년까지 가르치는 명문 사립 남학교. 1~7학년은 통학, 8~12학년은 통학/기숙을 선택 가능. 각종 스
포츠, 다양한 예체능 과목과 체계적인 진학지도반을 운영
문의: info@stgeorges.bc.ca
https://www.stgeorges.bc.ca/page
캐나다 조사기관 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학업성적 랭킹에서 고등학교 부문
2010년, 2011년 연속 1위를 차지

ㅇ Appleby College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옥빌(Oakville)
Appleby College는 1911년 설립된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 7~8학년은 통학, 9~11학년은 통학/기숙을 선
택할 수 있지만 12학년은 전원 기숙사 생활이 의무. 9~12학년 학생은 AP 과목을 수강 가능
문의: info@appleby.on.ca
https://csviamonde.ca/
토론토 도심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떨어진 옥빌(Oakville)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녀공학 통학/기숙학
교

ㅇ Metropolitan Preparatory Academy
도시명

토론토(Toronto)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Metropolitan Preparatory Academy는 1982년 설립된 명문 사립학교로, 토론토의 부촌인 미드타운
(Midtown)에 위치하고 있으며,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가르치고 있음.
문의: admissions@metroprep.com
https://tdsb.on.ca/
현지학교의 경우 학비는 학년/입학년도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직접 문의를 통한 확인 필요
<자료원 : 각 학교 웹사이트>

마. 병원

ㅇ North York General Hospital
도시명
주소

노스욕(North York)
4001 Leslie Street, North York, Ontario M2K 1E1

전화번호

+1-416+756-6000

진료과목

24시간 응급실

ㅇ Vancouver General Hospital
도시명
주소

밴쿠버(Vancouver)
899 W. 12th Ave. Vancouver, BC V5Z 1M9

전화번호

+1-604-875-4111

진료과목

24시간 응급실

ㅇ University of Alberta Hospital
도시명
주소

에드먼턴(Edmonton)
8440 112 Street NW Edmonton, Alberta, Canada T6G 2B7

전화번호

+1-780-407-8822

진료과목

24시간 응급실(아동병원 포함)

ㅇ Toronto General Hospital
도시명
주소

토론토(Toronto)
200 Elizabeth Street, Toronto, Ontario M5G 2C4

전화번호

+1-416-340-3111

진료과목

24시간 응급실

<자료원 : 각 병원 웹사이트>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퍼시픽 센터 몰(Pacific Centre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밴쿠버(Vancouver)
701 W Georgia St, Vancouver, BC V7Y 1G5
https://www.cfshops.com/pacific-centre.html
밴쿠버 3대 쇼핑몰 중 한 곳으로 3개의 블록에 걸쳐 출입구가 8개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큼. 다운타운 중심
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철에서 매장 지하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

ㅇ 욕데일 쇼핑센터(Yorkdale Shopping Centre)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토론토(Toronto)
3401 Dufferin St, North York, ON M6A 2T9
https://yorkdale.com/
욕데일(Yorkdale) 역에 위치한 욕데일 쇼핑센터에는 백화점, 서점, 은행, 영화관,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
설이 입점해 있어 쇼핑 이외의 다양한 활동 가능

ㅇ 이튼센터(Eaton Centre)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220 Yonge St, Toronto, ON M5B 2H1

홈페이지

https://www.cfshops.com/home.html

비고

토론토 다운타운 던다스(Dundas) 역과 퀸(Queen)역 사이에 위치한 이튼센터에는 약 300여 개의 상점이
자리잡고 있음. 이탈리아 밀라노의 빅토리오 에마뉴엘 2세 갤러리아(Galleria Vittorio Emanuele Ⅱ)를 본
떠 유리 천정과 회랑 구조로 지어졌으며 상점 곳곳에 독특한 장식들이 많음.
<자료원 : 각 쇼핑센터 웹사이트>

- 식품점
ㅇ Sobey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미시소거(Mississauga)
4980 Tahoe Blvd, Mississauga, ON L4W 0C7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캐나다 내 두 번째로 큰 식품 유통업체로, 2017년 기준 1,500개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

ㅇ Rabba Fine Food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미시소거(Mississauga)
5820 Kennedy Rd, Mississauga, ON L4Z 0A8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온타리오 주 내 3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임. 대부분의 매점이 시내 아파트 및 콘도미니
엄 로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함.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도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높음.

ㅇ Loblaw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브램턴(Brampton)
1 Presidents Choice Cir, Brampton, ON L6Y 5S5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캐나다 최대의 식품 유통업체로, 2,3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본사는 온타리오 주에 소재하고 있음
. No Frills, Shoppers Drug Mart 등 약 30개의 자사를 보유하고 있음.

ㅇ T and T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스카보로(Scarborough)
790 Tapscott Rd, Scarborough, ON M1X 1A2
아시아계 식품
아시아계 식품 및 소비재를 판매하는 화교계 슈퍼마켓 체인으로, 2009년 Loblaw Companies Limited에
인수됨. T and T는 2000년대에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에 힘입어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현재 토론토 등 아시
아 인구 밀집 지역에 23개의 지점을 운영 중임.

ㅇ Metro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이토비코(Etobicoke)
5559 Dundas St W, Etobicoke, ON M9B 1B9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1947년에 설립된 Metro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식품 유통업체임. 온타리오 주와 퀘
벡 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T-Brothers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코퀴틀람(Coquitlam)
100-88 BRIGANTINE DRIVE, COQUITLAM BC, V3K 6Z6
한국 식품유통 기업

비고

1995년 설립된 BC주 대표 한인식품 유통기업. 한국 식품을 대표하는 김치를 포함해 다양한 제품을 교민사
회 및 캐나다 내 대형마트(Costco, T&T, Save on Foods, Fairway 등)에 공급 중

ㅇ Korea Food Trading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콘코드(Concord)
8500 Keele St, Concord, ON L4K 2A6
한국 식품점
토론토 외곽의 번(Vaughan)에 소재한 한국식품 유통 업체로, 한인 교포가 운영 중임. 캐나다 동부 전역 소
매점, 식당, 현지 대형 소매체인 등에 한국산 가공식품 및 식자재를 공급

ㅇ Seoul Trading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비고

포트 코퀴틀람(Port Coquitlam)
#1 1560 Broadway St. Port Coquitlam, BC V3C 6E6
한국 식품유통 기업
2003년 부터 캐나다내 식품 수입, 수출 및 도매업 개시. 현재 밴쿠버에 오피스와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한인 마켓과 글로벌 식료품점에 한식품 납품
<자료원 : 각 식품점 웹사이트>

- 기타 편의시설
ㅇ 노스뷰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Northview Golf and Country Club)
도시명

써리(Surrey)

주소

6857 168 St, Surrey, BC V3S 3T6

홈페이지

https://www.northviewgolf.com/

소개

1996년에서 2002년 사이에 PGA 투어가 열린 명품 골프장으로, 밴쿠버 서리(Surrey) 지역에 위치해 있으
며, Ridge 와 Canal 코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고속도로와 인접해있어 교통이 편하고 잔디관리도 잘되어있어 관광객,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이다.

ㅇ 세인 조지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St. George and Country Club)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이토비콕(Etobicoke)
1668 Islington Ave, Etobicoke, ON M9A 3M9
http://www.stgeorges.org
2013년 영국 유명 골프 사이트 ‘탑 100 골프 코스 오브 더 월드(Top 100 Golf Courses of the World)’가
선정한 1위 골프 코스로, 유명한 골프 코스 설계가 스탠리 톰슨(Stanley Thompson)이 디자인했다.
2020년, 2024년에는 RBC Canadian Open 토너먼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원 : 각 편의시설 웹사이트>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새해

날짜

비고

2019-01-01

가정의 날

2019-02-18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로 주마다 명칭과
기간이 상이함.
브리티쉬 컬럼비아(BC) 주 및 온타리오(ON) 주는 2월 셋째 주 월
요일(2월 18일)이 가정의 날로 지정되어 있음.

성금요일

2019-04-19

성금요일이 지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함을 찬
양하는 날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달걀을 주고
받는 풍습이 있음.

부활절

2019-04-22

성금요일이 지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함을 찬
양하는 날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달걀을 주고
받는 풍습이 있음.

빅토리아데이

2019-05-20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탄생일(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
드 주 제외)

캐나다데이

2019-07-01

캐나다 건국(1867년) 기념일.
영국 정부로부터 자치권이 인정되면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
오, 퀘벡,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등 4개의 주를 설립함.

2019-08-05

시민의 날은 매년 8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주마
다 명칭이 상이함.
온타리오주에서는 "심코데이(Simcoe Day)"라고 불리기도 하며,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도 갖고 있음.

2019-09-02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된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
대부분의 캐나다 국민들은 노동절이 되면 여름이 끝나가는 것으로
인식하여 늦여름의 휴가를 즐기고, 학생들은 새학기를 준비함.

2019-10-14

추수감사절(Thanksgiving)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절기로 온가
족이 모여 시간을 보냄.
저녁으로 칠면조, 감자 요리를 포함한 다채로운 요리를 즐기고, 감
사 기도를 드림.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주 제외)

현충일

2019-11-11

캐나다 현충일은 캐나다 6개의 주 및 3준주에서 공식 지정한 공휴
일로,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캐나다 군인들을 애도하
는 기념식 행사가 열림.
양귀비데이(Poppy Day)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시민들의 왼쪽 가
슴위에 꽂힌 양귀비 꽃을 흔히 볼 수 있음.
정부, 은행 등 일부 기관만 휴일이며, 일반 사기업은 대부분 정상
영업함. (온타리오, 매니토바, 퀘벡, 노바스코샤 주 제외)

크리스마스

2019-12-25

대부분의 기업들과 상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
내는 것이 보편적임

2019-12-26

크리스마스 다음 날로, 많은 영연방 국가에서 성탄 연휴로 정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기부하는 날이였으나, 현대
에는 소매상들이 물건 가격을 대폭(50~90%) 할인하여 판매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쇼핑하는 날로 인식하고 있음.

시민의 날

근로자의 날

추수감사절

박싱데이

<자료원 :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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