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산업 동향
Canadian BizTrend Report
2019년 2월 1호

환율(CAD)

844.86원

▼ 4.95

-0.58%

2.8 22:00(KEB 하나은행)*

환율(USD)

1,124.00원

▼ 2.00

-0.18%

2.8 22:00(KEB 하나은행)*

증시(TSX)

15,579.50

▼ 123.86

-0.79%

2.8 12:00(TSX)**

유가(WTI)

52.37달러

▼ 0.27

-0.51%

2.8 12:00(NYMEX)**

* KST 기준, ** EST 기준

주요뉴스(’19.2.8. 금)
u [건설] 연방정부, 새해 “친환경’
인프라 구축 확대”
u [식품] ‘쓰레기 배출 제로’ 캐나
다 친환경 식료품점 창업 확산
u [소매] 2018년 加 자동차 소비
트렌드 분석
u [건설] 애보츠포드 국제공항,
500만 달러 투입 확장사업 추진
u [건설] Pembina, 앨버타에 45억
달러 규모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건설
u [환경] 연방정부, 2019년 친환경
기술개발 프로젝트 선정
u [경제] 위축된 소비...“정부 경기
부양책 추진 가능성 높아”

KOTRA 밴쿠버 무역관

경제‧산업 포커스
□ [건설] 연방정부, 새해 “친환경 인프라 구축 확대”...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 추진
◦ 주요내용(요약)
- 새해 加 친환경 인프라 건설사업 역점 → 스마트 그리드,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중심
지역

사업내용

사업비

■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사업(친환경)
- BC 3개 원주민 지역사회에 바이오매스 설비 투자
➀Tsay Keh Dene Nation(C$47만5천)
브리티시
컬럼비아

Ü 원주민 기업(Chu Cho Environmental) 사업추진
➁Witset First Nation(C$6만5천)

C$59만

Ü Kyahwood Forest Products 시설 개발
➂Fort Babine(C$5만)
Ü Tzah Tez Tlee Development 설비 투자
■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친환경)
뉴브런즈윅
+
노바스코샤

- (사업) Smart Gird Atlantic 프로젝트(3개 기관 공동사업)
Ü ➀Siemens ➁New Brunswick Power ➂Nova Scotia Power
- (효과) ➀스마트 전력망으로 청정에너지 통합 가속화
➁스마트 그리드 안정성 확보 ➂효율적인 전력 관리
➃전기요금 감소

C$9,270만

■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친환경)
뉴브런즈윅

- (사업) Saint John 지역 스마트 그리드 구축
- (목적) ➀AI를 활용한 Smart 전력망 구축 ➁전력공급 시
스템 효율성 제고 ➂디지털 전력망으로 현대화

C$410만

■ Teltson 수력발전설비 확장사업(친환경)
노스웨스트
준주

- (위치) BC Fort Smith에서 북쪽으로 64km
- (목적) 발전용량 두 배 이상 확대(18MW → 64MW)

C$120만

- (효과) ➀그린에너지 인프라 확대 ➁청정 전력 공급 ➂BC
전력망과 연계한 에너지 거래 확대

【참고 : Newswire, Jan, 2019】

경제‧산업 포커스
□ [식품] ‘쓰레기 배출 제로’ 캐나다 친환경 식료품점 창업 확산
◦ 주요내용(요약)
- (배경) 加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 확산 → 친환경 식료품점 수요 증가
- (경과) 친환경 소매업, 新 트랜드로 확장세 → 신규 창업, 대기업 참여 증가
➀밴쿠버 쓰레기 배출 제로 식료품점 ‘Nada’ 1호점 개장(2018년 6월)
➁토론토 ‘Unboxed Market’ 상반기 오픈 예정
➂밴쿠버 세제전문 리필 스토어 ‘Soap Dispensary’ 인기 → 벌크품목 800여 종
➃온라인 친환경 배달, 대기업 참여 확대 → Haagen-Dazs, Tide, Crest, Dove 등

◦ 현지사례(밴쿠버 Nada 1호점)
- (위치) 밴쿠버 다운타운(브로드웨이 스트리트) → 215 평방미터 규모
- (특징) ❶제품포장(X), 비닐봉투(X) → 고객이 직접 담아갈 용기를 지참해야 함
❷유연한 가격정책 → 낱개 판매(정가) + 벌크 판매(무게)
❸매장 내 소규모 카페 입점 → 유기농 수프 등 간편식 메뉴판매
❹우유 등 제품용기에 4달러 예치금 별도 부과 → 용기 반납 시 환불
- (계획) 품목 다변화 + 공급업체 확대 → BC 지역 추가 매장 오픈 예정
- (현안) 고객 편의성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트렌드와 배치 → 신규 고객유치 확보 집중 必
☞ 최근 식품시장 트렌드: ➀식료품 온라인 구매 ➁간편식 구매 ➂배달음식 증가

◦ 전문가 분석
- (전망) 가정식 선호 캐나다인 90% 이상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 가능
【참고 : Huffington Post, Jan 31, 2019】

경제‧산업 단신
□ [소매] 2018년 캐나다 자동차 소비 트렌드 분석...소형 SUV ‘인기 최고’
◦ 주요내용(요약)
- (판매실적) 2018년 加 신차 판매 1,984,992대 → 전년比 1.9% 감소
☞ 신차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

- (국산차종) 현대車 전년대비 1.4%, 기아車는 전년대비 4.6% 판매 감소
☞ 국산차 캐나다 시장 점유율: 현대차(6.4%), 기아차(3.7%)

◦ 캐나다 최신 자동차 소비 트렌드
- 대형 픽업, 소형 SUV 등 경트럭 인기 → 소형 SUV ‘고급형’ 모델 판매급증
❶(승용차) 한-일 경쟁 치열 → “Civic, Corolla, Elantra 최고 인기”
순위

제조사

브랜드

판매실적

증감률(‘17-’18)

1

혼다

Civic

69,005대

0.0%

2

도요타

Corolla

48,796대

-3.1%

3

현대

Elantra

41,784대

-9.4%

❷(점유율) 소형 SUV, 신차시장 점유율 최고 → “Compact SUV 인기 급증”
순위

유형

판매실적

시장 점유율

증감률(‘17-’18)

1

Compact SUV

441,225대

22.2%

3.9%

2

Large Pickup

359,307대

18.1%

-7.8%

3

Compact

325,629대

16.4%

-6.8%

❸(성장률) 소형 SUV, 최고 판매성장률 기록 → “Subcompact SUV 성장률 최고”
순위

유형

판매실적

시장 점유율

증감률(‘17-’18)

1

Subcompact SUV

100,661대

5.0%

44.9%

2

Compact Luxury SUV

80,734대

4.1%

12.9%

3

Large Van

47,267대

2.3%

8.4%

【참고 : Desrosiers 보고서】

경제‧산업 단신
□ [건설] 애보츠포드 국제공항, 500만 달러 투입 확장사업 추진
◦ 주요내용(요약)
- (사업개요) C$500만 터미널 & 게이트웨이 확장 사업 → 1월 말 공사 개시
- (기대효과) 터미널 규모 14,000 평방피트에서 80,000 평방피트로 확장
☞ Swoop 항공: 올해 말까지 애보츠포드 공항 항공기 2대 추가도입 → 90명 고용

◦ 전문가 분석
- 애보츠포드 공항의 성공비결은 높은 효율성 → 항공사 운영비 절감 가능
#

애보츠포드 공항 장점

1

낮은 공항이용료(공항개선비용 무료)

2

규모가 작아 활주로에서 게이트까지 2분 내외 소요 → 연료소비 절감

3

혼잡하지 않아 활주로 대기시간 최소화

- 2019년 애보츠포드 공항 탑승객 수, 사상 첫 100만 명 돌파 예상
☞ 탑승객 수: ‘17년 677,653명(+27.7%) → ’18년 842,212명(24.3%) → ‘19년 100만 명

【참고 : Vancouver Courier, Jan 30, 2019】
□ [식품] 국산 라면, 성분표기 부주의로 캐나다서 리콜
◦ 주요내용(요약)
- (대상제품) 오뚜기 라면 총 13종
- (리콜원인) 제품포장에 계란성분 표시 누락 → 高 알레르기 유발 위험
- (위험등급) 1등급(위험수준: 1등급 > 2등급 > 3등급)
- (판매지역)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퀘벡 등
브랜드명

오뚜기

상품명

용량

진라면

600g

즉석 컵라면

62g

즉석 스낵면

62g

즉석 짜장면

675g

총 13 종

등

사진

【참고 : CFIA, Jan 25, 2019】

경제‧산업 단신
□ [건설] Pembina, 앨버타에 45억 달러 규모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건설
◦ 주요내용(요약)
- (사업내용) 석유화학단지 건설 → 프로판 수소화 공장 + 폴리프로필렌 업그레이드 설비
☞ 탈수소화 공정을 통해 프로판으로부터 폴리프로필렌을 제조

- (주사업자) Canada Kuwait Petrochemical Corp(CKPC)
☞ CKPC : Pembina Pipeline(캐나다) + K.S.C(쿠웨이트) 합작투자 조인트벤처

- (건설장소) 앨버타 애드먼튼 북동부 Sedimenatry Basin
☞ Pembina의 Redwater Fractionation Complex에 인접해 프로판 운반 용이

- (건설비용) 45억 달러(공장 및 설비 40억 달러 + 기타 부대설비 5억 달러)
- (건설규모) 폴리프로필렌 55만 톤/1년 생산 → 북미 최대 규모
☞ 프로판 소비량 : 23,000 배럴/1일

- (추진일정) 2023년 가동 예정 → 단, 정부 승인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전문가 분석
- (추진배경) ❶서부 캐나다 프로판 공급과잉(국내수요 4배 초과) ❷캐나다 폴리
프로필렌 공급부족(수입 의존) ❸세계 폴리프로필렌 수요 급증세(백색가전 및
의료제품 생산증가)
- (기대효과) ❶加 석유화학부문 투자유치 ❷일자리 증가 ❸관련분야 성장촉진
- (성공요인) ❶원료(프로판) 산지에 인접한 최적의 입지조건 → 생산비용 절감 가능
❷앨버타 정부 21억 달러 보조금 지원 + 로열티 면제 혜택
- (장기전망) 세계 폴리프로필렌 시장 확대 → 2023년 까지 20% 이상 성장전망

■ 앨버타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2019년 1월 현재 건설 중)
- 사업명: Heartland Petrochemical Complex 건설 프로젝트
- 사업자: Inter Pipeline사
- 사업규모: 35억 달러(애드먼튼 북동부 지역)
【참고 : Financial Post, Feb 4, 2019】

□ [환경] 연방정부, 2019년 친환경 기술개발 프로젝트 선정
◦ 주요내용(요약)
- (사업개요) 11개 친환경 기술 개발사업 7,000만 달러 투자 → 2억 달러까지 확대 예정
- (사업목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이행 → 이산화탄소 530만 톤 감축 효과
- (기대효과) 기술 사업화 촉진,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벤처캐피탈 민간투자 유치와 연계
#

참여기업

#

참여기업

1

Imperial Oil

7

Alberta-Pacific Forest Industries

2

Lafarge Canada

8

Repsol Oil and Gas Canada

3

Suncor Energy

9

Energreen Solutions

4

TransCanada Energy

10

ENMAX Generation Portfolio

5

TAQA North
11

Athabasca Oil Corporation

6

ConocoPhillips Canada

【참고 : Calgary Herald, Feb 6, 2019】
□ [경제] 위축된 소비...“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가능성 높아” : National Bank of Canada
◦ 주요내용(요약)
- (개요) 올해 加 소비 증가율 1.3% 전망 → 10년 來 최저 수준(2009년 0.2%)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3.0%

2.0%

1.8%

1.7%

소비 증가율

3.6%

2.2%

1.3%

1.2%

기준 금리

1.0%

1.75%

2.25%

2.00%

- (원인) ❶부동산 경기둔화 → 1월 밴쿠버 주택판매 40% 하락
❷고금리 압박 → 2019년 3분기 이후 2.25%까지 인상 전망
◦ 전문가 분석
- 연방정부, 가계소비 진작위해 경기 부양책 추진 가능(10월 총선 염두)
- 일자리 창출로 소비 둔화 극복 기대(실업률 ’18년 5.8% → ’19년 5.7%)
【참고 : National Bank of Canada 보고서, Feb 5, 2019】
※ 담당 연락처 : 김훈수 과장(전화 : 604-683-1820 #200, email : hkim@kotrayv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