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퀘벡
1 991 년, 주 한
퀘 벡 정 부 대표부
설치

퀘벡, 독자적 외교
헌법이 인정한 특정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 퀘벡은 캐나다 연방 내에서 보장된
권한을 확대해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개발, 문화, 보건, 교육, 농업, 환경,
천연 자원, 이민 등의 분야를 주관하는 대표부를 해외에 직접 설치해 외국 정부들과 7백 개가 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북미대륙 속의
퀘벡

퀘벡

온타리오
퀘벡 시티
몬트리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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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c des Appalaches — 아팔라쉬 공원

© TQ : Heiko Wittenborn — 오로라

퀘벡
인구 840만 명(2017년 기준)

현존하는 원주민

퀘벡은 캐나다 10개의 주 가운데 영토가
가장 넓은 주입니다. 퀘벡의 면적은

퀘벡에는 11개의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사회
구성원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베나키족(Abenaquis), 알곤킨족
(Algonquins), 아티카멕(Attikameks),
크리스족(Cris), 와이언도트족(Hurons-Wendat),
이누스족(Innus), 이누이트족(Inuits),
말레시트족(Malecites), 미크맥족(Micmacs)
모호크족(Mohawk), 나스카피족(Naskapis).
이는 퀘벡 인구의 1%를 차지합니다.

1 667 712 km2 로, 대한민국의 17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풍부하고 비옥한 영토
퀘벡은 뚜렷한 사계절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퀘벡의 삼림 지대는 전 세계
산림의 2%를 차지하며, 이 곳에 있는 4 500여
개의 강과 50만 개의 호수는 전 세계 담수의
약 3%에 해당됩니다.
탁월한 수력 용량을 갖춘 퀘벡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방식과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99%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퀘벡은 기후
변화 예방과 교통수단의 전기화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며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튬과 나이오븀을 중심으로
광물 매장 잠재력이 상당한 퀘벡은 세계
4위의 매력적인 광산 투자 지역입니다.

불어권
불어는 퀘벡의 공용어로, 퀘벡 주민의 78%가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퀘벡에서는 주민의 43%가 2개 국어(불어 및
영어)를 사용하며 10%가 넘는 주민이
3개 국어를 사용합니다.

혁신적이고 세계에 개방적인 경제
퀘벡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기술력을 갖추고
학력 수준이 높으며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퀘벡은 캐나다가 체결한 여러 자유무역협정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북미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소비자 14억 명을
자랑하는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퀘벡의 교역 가치는
GDP의 약 45%에 달합니다.

교육
퀘벡은 세계적으로 교육의 질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며 연구에 유리한 조건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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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dam pictures — 아브라함 평원

© Simon Armstrong — 퀘벡 윈터 카니발

퀘벡 시티 : 북미의 요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감있는 북미 도시이자
세계적인 겨울의 수도

한국 TV 드라마를 통해 소개된
퀘벡 시티의 매력 - 관광 도시

•세계 최대의 겨울 카니발 :
퀘벡 윈터 카니발
•매년 겨울, 빅 에어(Big Air) 콘테스트 진행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도깨비(Goblin)’가 퀘벡 시티에서 해외
로케이션 촬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미 동북부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스키장과
국립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

•2016년 12월에 ‘도깨비’가 TV드라마로
방영되면서 퀘벡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했습니다.

테크노 컬쳐
•6천여 명이 넘는 연구원과 관련 종사자가
있으며, 캐나다에서 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에
속합니다.
•유네스코 창조 도시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최고의 불어권 도시로 다음의 일곱 분야 창작
영역을 아우릅니다 : 수공예와 대중문화,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음악 및 디지털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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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시티는 숨을 멎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 탁 트인 공간, 역사적이면서
현대적인 도시 및 고급 인재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해외 로케이션
촬영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 Raphaël Ouellet — 페스티벌 광장

몬트리올 : 창의적인 열린 도시

북미 문화의 주요 중심지

국제적인 도시

•문화와 창의력은 몬트리올의 정체성으로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주최하는
도시입니다.

•1 km2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는 카르티에
데 스펙터클(Quartier des spectacles)은
북미 지역에서 문화예술공연 장소가 가장 많이
모여있어 최고의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몬트리올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 및 유엔 전문
기관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8대 도시에 속하며
북미에서 뉴욕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영사
도시이자 3대 유엔 도시로 불릴 정도(뉴욕,
워싱턴과 함께)로 65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75개가 넘는 대규모 문화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몬트리올은 디지털 시대와 다양성의
시대를 맞아 사계절에 맞춰 창의력과 시민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교육 도시
•북미에서 학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해외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우수한 교육의
질을 자랑하며 치안이 안전한 몬트리올은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도시
(QS Best Student Cities)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퀘벡은 캐나다에서 대학 연구자가 가장
많으며 세계 100대 대학교에 속하는 몬트리올
대학교와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를
포함해 11개의 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몬트리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지능의 중심지
•북미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도시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 장 프랑수아
가니에(Jean-Francois Gagné), 조엘
피노(Joëlle Pineau), 휴고 라로첼(Hugo
Larochelle) 등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들을 초빙한 고급 연구 인프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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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자대학교와의 면담

© 국립 전남대학교

퀘벡과 한국 : 25년 이상의 상호 협력관계 유지
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교육협력
양해서 체결
퀘벡과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는 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2014년 퀘벡과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교육
협력 관계 양해서는 퀘벡과 한국간 대학생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양해서
체결 덕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외국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먼저 캐나다 연방정부와
사회보장 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퀘벡
정부와도 2015년 11월 사회보장 협력
양해서를 체결했습니다. 본 협정에 의거하여
퀘벡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법(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상호
조율해서 퀘벡 및 한국의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

사회적경제 - 퀘벡과 한국의 협력

2015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한국-캐나다 자유
무역협정은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협정입니다. 본 협정은 한국
기업과 퀘벡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퀘벡과 한국의 무역관계가 한층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농업 및
바이오식품 분야(돈육, 메이플시럽, 콩 등)와
부가가치가 높은 임업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퀘벡의 사회적경제 원동력은 7천여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나옵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하는 15만 명 이상의 인력은 퀘벡의 전체
고용 인구 중 약 4%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도매 단계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2015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룬 총매출액은 약 33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본 협정으로 한국 시장에서 퀘벡의 바이오
식품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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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력 이동의 용이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국제기구 C.I.T.I.E.S.
(사회적 경제의 혁신과 지식 이전을 위한 국제
센터)는 서울,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빌바오가
2016년에 공동 창설한 기구입니다. 퀘벡은
서울특별시가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사회적
경제포럼(Global Social Economy Forum)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 TQ : Mathieu Dupuis — 몬트리올 컨벤션 센터

© MERN — 퀘벡북쪽지방 풍경

퀘벡, 투자에 개방된 지역

퀘벡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

퀘벡은 북미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
들에게 경쟁적 우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양질의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다양한 지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출과 혁신 역량을 내세우는 퀘벡은
국제 투자자들에게 북미지역의 전략적
투자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1980년 몬트리올에
총영사관을 공식적으로 개설한 후, 퀘벡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경제개발공사의 장점을 아우르는
퀘벡 투자공사(Investissement Québec)는
퀘벡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이 선호하는
파트너입니다. 퀘벡 투자공사의 전문 인력은
한국 및 퀘벡에서 활약하며 다국적 기업이
퀘벡에 수월하게 진출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퀘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방식을 제공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퀘벡에 진출해 정보통신
산업 (비디오게임 및 3D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생명공학, 제약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기업인 녹십자는 북미 본사가 위치한
몬트리올에 최첨단 혈액분획제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공식 투자 규모는 4억
달러(C$)로 지난 10 년간 퀘벡 및 캐나다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이루어진 투자 중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퀘벡투자공사는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와 함께
북미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맞춤형 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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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ardier

© 가상이 현실이 되다 — Marine Lavoie

한국기업에 적합한 퀘벡의 우수한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엔터테인먼트 산업

•2016년 캐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과학, 기술 혁신 양해서를 체결했습니다.
본 양해서는 주력 분야인 항공, 우주환경,
에너지, 청정기술, 생명과학 등 에서
퀘벡과 한국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퀘벡은 뛰어난 시각효과 기법 및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복합적 디지털
콘텐츠 연구 및 제작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퀘벡항공연구혁신협회(CRIAQ)는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과 양해서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항공우주
•퀘벡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에어버스(민간항공기), 벨 헬리콥터
텍스트론 캐나다(민간 헬리콥터), 봄바르디에
(비즈니스 제트), CAE(비행 시뮬레이터),
프렛&휘트니 캐나다(엔진)가 퀘벡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퀘벡의 항공우주산업은 약 42,100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매출액은
캐나다 전체 매출의 53 %에 해당하는153억
달러에 달합니다.
•70% 이상의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관련 R&D
연구소가 몬트리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퀘벡에서 생산되는 항공우주산업 제품의
80% 이상이 아시아, 미국,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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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은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최대 규모의
게임 스튜디오인 스퀘어 에닉스(Square
Enix), 유비 소프트(Ubisoft) 등의 지사뿐만
아니라 유망 현지업체 오디오키네틱
(Audiokinetic)도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퀘벡은 비디오게임 개발 분야에서
캘리포니아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은 퀘벡의 국내 총생산 및 고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ICT 관련 제품 중
90%가 해외 수출용입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IBM, 에릭슨, SAP, 후지츠
등)이 퀘벡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MAPAQ

인공지능

공보

•몬트리올은 인공지능(AI) 연구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의 모델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어권 국가

•차세대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성과 촉진에
노력하는 캐나다의 AI 서플라이체인슈퍼클러
스터(SCALE AI)의 본사가 몬트리올에 있습
니다.
•몬트리올에는 엘리먼트 AI, 데이터 가치
연구소(IVADO), 퀘벡 인공지능 연구소
(MILA) 등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연구소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생명과학기술
•퀘벡의 생명과학 생태계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억 달러가 넘는
민간 산업 프로젝트가 실현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녹십자, 화이자, 노바티스,
사노피 등)의 자회사가 퀘벡에 위치해
있습니다.

•퀘벡은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의 정회원
이며 한국은 옵저버 국가입니다.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는 한국의 프랑코포니
진흥위원회의 회원으로서, 매년 한국에서
‘프랑코포니 주간 (Francophonie Week)’
행사를 개최합니다.
퀘벡과 한국 연구 : 나날이 커지는 관심
•2013년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는
한국학 교수진을 구성했습니다.
•2006년 설립된 한국퀘벡학회(ACEQ : Association coréenne d’études québécoises)는
퀘벡에 관심 있는 한국 교수들이 결성한
연구단체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퀘벡의 역사 및 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여름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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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 Beard, 태양의 서커스 2012의상: Marie-Chantale Vaillancourt

© Antoine Saito — 샤를 리샤르 아믈랭 연주회

북미 지역의 독특한 문화
수년 전부터 퀘벡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퀘벡 고유의 감성적이고,
진취적이며, 친숙하면서도 독창적인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

공연 예술

•북미 유일의 불어권 지역인 퀘벡은 영화 분야
에서 다양하게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퀘벡의 젊은 영화감독 자비에
돌랑(Xavier Dolan)의 최근 두 작품인
마미(Mommy, 2014)와 단지 세상의 끝
(Juste la fin du monde, 2016)이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공연단체 및 아티스트
들은 콤파니 플락(Compagnie Flak :
2016년 서울현대무용제 참가공연작 ‘해부,
Anatomie’), 캐나다 공연예술 마켓
비엔날레 ‘시나르(CINARS)’, 유명 극작가
로베르 르빠주(Robert Lepage : 2018년
‘달의 저편 La face cachée de la Lune’,
2019년 ‘887’), 다니엘 레베이예 댄스(Daniel
Léveillé Danse : 2014년 공연작 ‘솔리튜드
솔로 Solitudes Solo’)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퀘벡 영화는 드니 아르캉(Denys Arcand)
감독의 야만적 침략(Les invasions
barbares)과 프레데리크 백(Frédéric Back)
감독의 나무를 심은 사람(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 등 유명한 작품을
배출했습니다. 드니 아르캉 감독과
프레데리크 백 감독은 오스카 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서커스
•몬트리올은 전 세계적으로 서커스의 수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는 서커스
예술도시라고 불리는 콘소시엄 본부가
있습니다. 이 본부에는 서커스 제작, 실험,
배급을 전문으로 하는 토후(TOHU),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그리고
국립서커스학교(École nationale de
cirque)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엘로와즈 서커스(Cirque Éloize), 세븐
핑거스(Les 7 doigts de la main),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등 유명
서커스단이 선보이는 예술적인 공연은 30년
넘게 한국 관객을 포함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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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극을 이끌어가는 극단 디나모
(Dynamo Théâtre)와 극단 눈 (Théâtre de
l’Œil) 등 다양한 극단이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선보입니다.

음악
•매년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축제로 1년
내내 퀘벡이 흥겨운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그 축제 가운데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Montreal International Jazz
Festival)은 매년 2백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피아니스트 샤를 리샤르 아믈랭(Charles
Richard Hamelin), 퀘벡 실내악단 레 비올롱
뒤 루와(Les Violons Du Roy), 피아니스트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Marc-André
Hamelin)이 특히 한국에서 유명합니다.

© Yves Marcoux — 퀘벡 구시가지, 르와얄 광장

이미지로
보는 퀘벡
© TQ : Heiko Wittenborn

© Marc Robitaille — 라발대학교

한국과
퀘벡,

창의성과 번영을 함께하는 파트너쉽
한국과 퀘벡의 관계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한국과 퀘벡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와 퀘벡 사회는 거리상으로는 1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만, 교육수준이 높고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인 혁신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퀘벡은 기업, 크리에이터, 연구자, 관련 단체 및 기관에게 한국 시장의 진출
목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1991년에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2015년 1월 캐나다는 한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협정입니다. 2016년 12월에는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양해서도 체결되었습니다. 이 같은 협정과 양해서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려는 퀘벡의 기업, 연구 기관, 대학교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진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공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발레리 브와소노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대표

1991년 서울에 설치된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경제, 통상, 투자
유치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퀘벡정부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홍보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5층,
우편번호 03152
전화 : 2 3703 7700
팩스 : 2 732 5175
웹사이트 : qc.seoul@mri.gouv.q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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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ébec.ca/seoul

© TQ : Jean-Guy Lavoie — 퀘벡 시티, 샤토 프롱트낙

한국은 퀘벡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특히 경제교류, 연구 및 혁신, 문화 산업
분야,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 즉, 우주항공, 멀티미디어, 인공지능, 정보기술,
생명과학, 바이오식품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