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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BizTrend Report
2019년 1월 2호

환율(CAD)

841.31원

▼ 4.53

-0.54%

1.25 22:00(KEB 하나은행)*

환율(USD)

1,121.00원

▼ 9.00

-0.80%

1.25 22:00(KEB 하나은행)*

증시(TSX)

15,381.38

▲ 100.60

+0.66%

1.25 12:00(TSX)**

유가(WTI)

53.54달러

▲ 0.41

+0.78%

1.25 12:00(NYMEX)**

* KST 기준, ** EST 기준

주요뉴스(’19.1.25. 금)
u [식품] 자릿세 비싼 다운타운
실속창업, ‘미니 틈새 커피숍’
u [취업] 加 서부, 초대형 인프라 구축
활기...2년 내 건설인력 수요 정점
u [제조] 加 파이프/HVAC(냉방,
난방, 환기) 장비 시장...친환경
제품 성장 유망
u [제조] 수요 못 따라가는 加
전기차...충전인프라 보급 시급
u [건설] 캐나다 새해 주요 공공
인프라사업 발표내용 정리
u [에너지] 연방정부, 앨버타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1,500만
달러 투자

KOTRA 밴쿠버 무역관

경제‧산업 포커스
□ [식품] 자릿세 비싼 다운타운 실속창업, “미니 틈새 커피숍 오픈 인기”
◦ 주요내용(요약)
- (현황) 밴쿠버, 토론토 등 인구밀집 다운타운에 초소형 틈새커피숍 증가
- (목적) 높은 임대료 문제해결 → 공간활용 극대화 & 운영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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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Coffee Lab

개장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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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밴쿠버(425 Carrall St.)

토론토(141 Spadina Ave.)

규모

17평방미터

2평방미터

구분

매장
전경

- 도심건물 1층에 위치 → 층고가 높아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 제공
Ü 도로에 접한 대형 통유리 창문 통해
주문 → 실내매장 상황 언제나 확인 가능

- 실내 테이블 및 가구 최소화
특징

Ü 싱크대, 냉장고, 선반, 카운터, 커피머신

- 커피 메뉴 최소화(3가지)
Ü 블랙 3.3불. 화이트 4불, 그린 4.5불

- 주중에는 실내좌석 활용 가능
Ü 건물 로비 공용 소파를 좌석으로 활용

-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커피숍
Ü 직원 1인 + 소형 원두커피머신

- 바닥↔천장 통유리 외벽구조
Ü 보행자 호기심 자극 마케팅

- 겨울철 혹한기 대비 실내증설
Ü 5~9 평방미터 규모 난방설비 갖춘
실내공간 추가 확장 계획

- 고객 서비스 품질은 최고
Ü ‘For here’ 고객용 고급 대리석
커피 받침대 제공 등

【참고 : CBC News, Jan 11, 2019】

경제‧산업 포커스
□ [취업] 加 서부, 초대형 인프라 구축 활기...2년 내 건설인력 수요 정점
◦ 주요내용(요약)
- (개요) BC 건설부문 고용수요(전문기술직, 일용직 포함) 2년 來 최고점 도달
- (배경) 수십억 달러 규모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진행 → 신규 일자리 11,000개
- (사업) ❶Site C 댐 ❷LNG Canada ❸Coastal GasLink 송유관 건설
☞ 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사업이 재개될 경우 4,500개 일자리 추가 창출
<캐나다 서부 주요 건설프로젝트 고용수요 전망>
사업명

사업규모(C$)

건설 절정시기

고용수요

Site C댐

107억 달러

‘19~’20년

4,000개

LNG Canada

400억 달러

‘20~’21년

4,500개

Coastal GasLink

62억 달러

‘20~’21년

2,500개

Trans Mountain

74억 달러

‘20~’21년

4,500개

◦ 기타사업
- ➀Seaspan 군함건조사업 진행 → 향후 2년간 용접 및 피팅 기술자 200명 고용
- ➁Woodfibre LNG터미널 건설 ➂Pattullo 교량건설 ➃Millennium Line Broad
way 확장 ➄밴쿠버 항 확장 ➅YVR 국제공항 확장사업 추진 임박
☞ Seaspan 용접기술자 채용방법: BC 소재 기술대학(BCIT, Camosun College) 졸업생에 의존

◦ 전문가 분석
- 올해 주거부문 건설경기 둔화 전망. 하지만 비주거부문 건설 활기로 BC 지역
숙련공 수요는 높을 것 → 대형 프로젝트 일정이 겹쳐 노동력 부족 부담 우려
- 노동력 부족 → 임금 인플레이션 → 공공사업비용 증가 → 세금인상 초래
- 대형 프로젝트 간 일정조정, 타 지역(캐나다 및 미국) 근로자 활용방안 마련 필요
【참고 : Business in Vancouver, Jan 22, 2019】

경제‧산업 포커스
□ [제조] 加 파이프/HVAC(냉방, 난방, 환기) 장비 시장...친환경 제품 성장 유망
◦ 주요내용(요약)
- (시장규모) U$146억 → 지난 5년 간(2014~18년) 연평균 4.1% 성장
- (성장배경) 주거부문(신규 주택건설, 레노베이션 등)이 시장성장 견인
☞ 과거 5년간 주거용 건설시장은 성장 vs 비주거용 건설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
구분

시장규모(2018년)

비중

주택 유지보수, 레노베이션

U$58억 2,000만

39.9%

신규 주거용 건축

U$31억 4,000만

21.5%

신규 비주거용 건축

U$27억 6,000만

18.9%

비주거용 건물 유지보수

U$25억 1,000만

17.2%

기타

U$3억 7,000만

2.5%

- (시장전망) 향후 5년 간(2019~23년) 연평균 2.3% 성장 → U$163억
◦ 시장동향
❶주거용 시장 둔화
- (배경) ❶건설경기 위축 ❷금리인상 ❸가계부채 증가 → 주거관련 투자/지출 감소
- (전망) 주택 유지보수, 레노베이션 부문의 완만한 성장 → 연평균 2.4% 성장
❷비주거용 시장 성장
- (배경) ❶기업환경 개선 ❷상업/산업용 리모델링 투자증가 → 비주거용 건설 활동 회복
- (전망) 주거용 건설시장 성장을 추월 → 연평균 2.8% 성장
❸친환경제품 성장 유망
- (배경) ❶정부 친환경 제품 구매확대 유도 ❷소비자 에너지 효율제품 선호
☞ 연방 정부, 산업용 제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기준 상향조정 예정

- (전망)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의 리모델링 수요 촉진 → 시장성장 주도
❹대형 총판, 소규모 사업자 인수활발
- (배경) EMCO, Woleeley 등 선두기업, 소규모 사업자 인수하며 시장 장악력 확대
- (전망) 이러한 시장통합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참고 : IBIS 보고서】

경제‧산업 단신
□ [제조] 수요 못 따라가는 加 전기차...충전인프라 보급 시급 : GoCompare 보고서
◦ 주요내용(요약)
- (현황) 加 전기차 도입, 충전설비 구축에서 타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
<나라별 전기차 설비현황 비교(2017년 기준)>
구분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전기 자동차

45,950대

119,330대

25,920대

전기 충전소

5,841곳

33,431곳

5,612곳

- (원인) 소비자 구매 수요는 충분 → 문제는 정부정책과 자동차산업 투자부족
☞ ❶비싼 전기차 가격 ❷충전인프라 열악(加 주유소 대비 전기 충전소 비율
최저) ❸전기차에 대한 정부 및 기업차원의 소비자 교육 부족 ❹업체 판매
열의 부족 → BC주 자동차 판매점 중 40%만이 전기차 보유. 이들

판매점

에서 제품구매 후 인도받는 기간 최고 18개월 소요

- (경과) 주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ZEV) 시행 → BC & 퀘벡
☞ BC ZEV: 2040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
☞ 퀘벡 ZEV: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의 15.5%까지 확대

◦ 전문가 분석
- 加 전기차 시장상황 호전 中 → 작년 3분기 누적판매량 전년比 158% 증가
- 리베이트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기차산업 육성과 시장보급에 매우 중요
- 연방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소비자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야 함
<나라별 전기차 도입정책 비교>
구분

2020-2030 전기차 도입목표

출처

캐나다

미정

-

중국

2020년까지 5백만 대

MIIT(2017)

미국

2025년까지 330만 대

CARB(2016)

한국

2020년까지 20만 대

MOTIE(2015)

【참고 : Huffington Post, Jan 10, 2019】

경제‧산업 단신
□ [건설] 캐나다 새해 주요 공공인프라사업 발표내용 정리
◦ 주요내용(요약)
- 전기차 관련 설비 확충, 항만전력공급시스템 등 친환경 프로젝트 역점
- 디지털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IT 사업 추진
주관기관

사업내용

지원금액

■ 선박전용 항만전력공급시스템 구축(친환경)
밴쿠버
항만공사

- Schneider Electric이 주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진행
- 터미널에 정박한 선박에 ‘플러그인’ 방식 전력 공급

-

- 엔진정지로 선박 당 온실가스 배출량 95톤, 연료 31톤
절약가능

연방
정부

■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친환경)
- 해양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안정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260만 달러
(4년 지원)

Ü 대상기관: 빅토리아 대학교 해양관측 시스템

■ 녹색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친환경)
- 전기자동차 구매+전기차 충전설비 구축
퀘벡
정부

Ü 대상기관: Varennes, Maniwaki, Saint-Fulgence, Saint-Siméon,
Saint-Charles-sur-Richelieu, Carleton-sur-Mer, Saint-Constant,
Mercier, Îles-de-la-Madeleine, Pontiac RCM 등

150만 달러

- 홍수대비 시스템 구축
Ü 대상기관: Rivière-du-Loup

■ 소외계층위한 인터넷 액세스 설비 구축
CIRA

- 농촌, 외곽 원주민 위한 인터넷 인프라 구축
- 노인/취약계층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125만 달러

-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新 플랫폼 구축

【참고 : Newswire, Jan, 2019】

경제‧산업 단신
□ [경제] IMF, 캐나다 올해 경제성장률 1.9%로 하향 조정
◦ 주요내용(요약)
- (전망) 加 경제성장률 1.9% → ’18년 10월 예측치(2.0%)에서 0.1% 하락
- (배경) ❶美-中 무역긴장 고조 ❷美 금리 인상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미 금리인상으로 신흥시장 불안 → 금리인상 부담 + 투자자 자금 회수 가속
<IMF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2018년 10월)>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세계

3.7%

3.5%

3.6%

캐나다

2.1%

1.9%

1.9%

미국

2.9%

2.5%

1.8%

중국

6.6%

6.2%

6.2%

EU

1.8%

1.6%

1.7%

【참고 : IMF 보고서, CBC News, Jan 21, 2019】
□ [에너지] 연방정부, 앨버타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1,500만 달러 투자
◦ 주요내용(요약)
- 사업명 : Suffield Solar Project(캘거리 동쪽 250km 위치)
☞ Suffield는 캐나다에서 가장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임

- 사업자: ❶Canadian Solar ❷Suffield Solar LP(Canadian Solar 자회사)
- 공사비: 총 C$4,900만(정부지원 C$1,530만)
- 발전량: 23메가와트/1년 → 7,400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
- 특이점: ❶태양의 이동 궤적을 따라 회동 가능 ❷양면형 태양광 패널
☞ 양면형 패널로 생산량 15% 정도 증가 → 프로젝트 비용 20% 감축 가능

- 향후일정: 2019년 3월 내 착공 예정
- 기대효과: ❶발전효율 10~15% 향상 ❷250명 고용창출 ❸加 양면패널 시장성 확인
【참고 : CBC News, Chat News Today, Jan 24, 2019】
※ 담당 연락처 : 김훈수 과장(전화 : 604-683-1820 #200, email : hkim@kotrayv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