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이민자 
환영 가이드 

근사한 삶이 있는 곳



샬럿타운 시의회와 시민을 대신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샬럿타운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일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번창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 

샬럿타운에서 저희가 누리는 삶의 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 높은 삶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저희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보금자리로 삼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 샬럿타운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샬럿타운은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의 하나를 중심으로 해안에 

자리잡은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드넓은 공지가 있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샬럿타운의 수많은 장점을 살펴보는 데 이 환영 가이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럿타운 시장 클리포드 리 올림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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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십시오 

샬럿타운 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루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샬럿타운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거주지이자 일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이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친구를 사귀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샬럿타운의 가장 큰 자산은 저희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 샬럿타운 시민으로서 늘 행복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보금자리 샬럿타운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샬럿타운 개요 

샬럿타운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의 주도입니다. 우리 샬럿타운의 정수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삶의 질입니다. 

도시 남단의 해안을 따라 판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샬럿타운 항에 자리잡고 있는 샬럿타운은 

깨끗하고 안전한 가족중심적 지역사회이며 PEI의 각종 야외활동, 편의시설,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고풍스러운 다운타운은 관광객이 

즐겨 찾으며,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한마디로 샬럿타운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유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기후를 보자면, 해가 나거나 부분적으로 해가 나는 날이 연평균 238일이며 강우량은 85.9센티미터, 강설량은 

336.8센티미터입니다. 여름 평균기온은 섭씨 20-30도, 겨울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3-11도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 
어디를 가건 집을 그리워한다.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갈 수 있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곳, 집에 대한 애틋함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항상 있다.” 
- 마야 안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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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er                       Prince  
                       Charlottetown                 Edward 
    Charlottetown  Area      Island 
Population 2006   32,174   58,625   135,851 
Population Density/Sq. Mi. 725.8   80.5   23.9 

Population Projections    
 -2011      62,477   141,200 
 -2021      66,690   146,100 
 Land Area  44.33 sq mi  728 sq mi  5,683.91 sq mi
 
 Labour Force:
     - Male      17,583   39,958  
     - Female     17,256   37,717 
 
 Unemployment:  7.5%   8.35%   10.85%  
 Participation Rate:    
                    - Male     73.20%   72.70%
                      - Female     62.80%   64.40% 

                                      Greater                       Prince  
                       Charlottetown                 Edward 
    Charlottetown  Area      Island 
Education (20+ yrs old    
 - High School or less    18,961    4,623
 - Non-university with or    
       without certif/diploma    10,612   21,769
 University without deg/certif    7,266   12,640
 University with deg/certif    9,668   15,761
 Trade certif/diploma    6,212   14,398  

Occupation by Sector:                                   As %
 - Sales and service occup.  8,240     16,960 49%
 - Business, finance, admin.  5,835     11,485 51%
 - Trades, transport and equip. 4,090     10,975 37%
 - Management occupations  3,490     6,040 58%
 - Social science, Edu, Govt.  2,585     4,695 55%
 - Health Care   2,025     3,800 53%
 - Science, related occupations 1,965     3,120 63%
 - Occupations unique to    
         primary industry  1,785     9,585 19%
 - Art, culture, rec., sport  1,020     1,6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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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er                       Prince  
                       Charlottetown                 Edward 
          Charlottetown  Area      Island 
Construction:    
 - Building Permits    
 -2003        $55,357,000  $151,978,000  $178,100,000
 -2005        $122,340,000  $201,172,000  $243,986,000

Housing Starts - 2005     448   862 

Total Private Dwellings       14,995   26,193   62,753 

Households    
    - Average household income    $65,700  
    - Disposable income/household    $45,340  
    - Equity investment/household    $55,930  

Marital Status: Single     28%  
  Married     59%  
  Separated    2.7%  
  Widowed    0.4%  
  Divorced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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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교통 

샬럿타운을 종점 또는 기점으로 하는 교통은 편리합니다. 캐나다 횡단고속도로(Trans Canada Highway)가 

샬럿타운에서 시작되며, 서쪽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페더레이션 대교를 거쳐 뉴브런즈윅 주로, 동쪽으로는 

우드 아일랜즈 페리를 거쳐 노바스코샤 주로 뻗어 있습니다. 컨페더레이션 대교까지의 거리는 56킬로미터, 우드 

아일랜즈 페리까지의 거리는 61킬로미터입니다. 

샬럿타운과의 거리: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   331 km (컨페더레이션 대교 경유) 

뉴브런즈윅 주 멍크턴   158 km 

퀘벡 주 몬트리올    1194 km 

온타리오 주 토론토   1738 km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1018 km 

미국 뉴욕 주 뉴욕    1354 km 

본토의 철도와 연결되는 버스가 매일 운행됩니다. 샬럿타운 공항이 도심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약 3마일)에 

있으며 에어캐나다 재즈, 웨스트젯, 노스웨스트 항공, 델타 항공, 선윙 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이 취항하는 6대 도시는 몬트리올, 핼리팩스, 토론토, 오타와, 디트로이트, 보스턴 등입니다. 

공항 연락처: (902) 566-7994, www.flypei.com 

대중교통 

샬럿타운 트롤리 버스는 지정된 노선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은 PEI 

대학교를 중심으로 시내 전역을 운행하면서 통근자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합니다. 노선도는 시청 및 각 머피 

약국(Murphy’s Pharmacies) 지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운행 시간 및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토요일 오전 6:30 – 오후 6:45 

요금: 현금 $2.00 

샬럿타운 버스(Charlottetown Transit) 연락처: (902) 566-9962 

다양성도시 축제



컨페더레이션 대교(Confederation Bridge) 샬럿타운 공항 우드 아일랜즈 페리(Wood Islands Ferry)

거리 비교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0
00

해
리

50
0해

리

대서양
미국

캐나다
Charlottetown



7

3     정부 1     개요 
2     지리 
3     정부 
4     자원 
5     문화 
6     공공서비스 및 기관

신규이민자 환영 가이드

샬럿타운 지방자치정부 

샬럿타운은 시내 10개 구를 대표하는 선출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에 의해 

통치됩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은 모든 시청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고, 시 정책 시행 등의 시정을 관리하며,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합니다. 시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시민 대표가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시의회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시청 시의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는 일반인 및 미디어에 

공개됩니다. 

관련 정보: 샬럿타운 시 웹사이트(www.city.Charlottetown.pe.ca) 

연방정부 및 주정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는 샬럿타운 선거구를 대표하는 1명을 포함하여 4

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샬럿타운에는 캐나다 대서양연안주 기회개발국(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캐나다 공공사업및정부서비스국(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캐나다 

문화유산관리국(Canadian Heritage) 등의 다양한 연방정부 부처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방정부 부처를 꼽자면, 유일하게 오타와 이외 지역에 본부가 있는 연방 

부처인 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입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정부는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의회로서 법률 제정 

및 PEI 주정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수상이 주도하는 집행위원회(내각)는 

주정부의 집행부로서 정책 및 지침을 결정합니다. PEI 주의 일상적인 운영은 9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세 

샬럿타운 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재산세에 의해 충당됩니다. 

시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치를 감정하여 그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감정가 $100당 $.67의 비율로 부과되며, 현재 이 

세금은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정가 $100당 $1.00의 비율로 계산한 세금을 

주정부에도 납부합니다). 샬럿타운의 거의 모든 주택에 상하수도가 공급됩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가구당 연간 $181, 하수도 요금은 $293입니다. 

샬럿타운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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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지역사회 자원 

이곳 샬럿타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단체, 기관 및 정부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 PEI 주 캐나다 신규이민자협회(PEI Association for Newcomers to Canada) 

PEI 유일의 정착서비스 제공자 

(902) 628-6009 , www.peianc.com       25 University Avenue, Charlottetown 

프로그램: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Immigration Settlement & Adaptation Program) 

 취업지원 서비스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 

 이민자 학생 연계 프로그램  (Immigration Student Liaison Program) 

 영어 평가  (English Language Evaluation)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프랑스계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Francophone Settlement Program) 

 캐나다 생활기술 프로그램  (Canadian Life Skills Training)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료전문인 프로그램   (Internationally Educated Health Professionals Program) 

- 캐나다 이민국(Citizen & Immigration Canada) – 캐나다 신규이민자 언어교육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902) 629-4235, PEI 주 캐나다 신규이민자협회에서 등록 

- PEI 대학교 – 유학생 프로그램(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 (902) 894-2817 

- 주정부 – 다양성 및 평등성 정책(Diversity & Equity Policy) (902) 368-4184 

- PEI 주 인구관리국(Population Secretariat) (902) 620-3656, www.gov.pe.ca/popsec 

- 캐나다 보건국(Health Canada) –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Foreign Workers Program) (902) 368-6257 

- PEI 주 종합서비스센터(Access PEI) (902) 36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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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샬럿타운은 우수한 여가활동 서비스 및 시설로 유명합니다. 광범위한 인구에 어필하고 주민 및 방문객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레저용 수영장 및 경기용 수영장이 있는 

최첨단 수상스포츠 시설, 그리고 PEI 대학교 하키 팀과 고급 하키 교실이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2개 하키장으로 

이루어진 실내 아이스링크 콤플렉스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학교(UPEI)와 인접 도시 스트랫퍼드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서 샬럿타운 시가 자랑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샬럿타운 시는 UPEI와 공조하여, 관내 

축구장 사용 단체들이 연중 8-9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구장을 건설했습니다. 

2009 캐나다 전국체전이 열린 바 있는 UPEI의 육상경기장은 가장 최근에 UPEI와의 공조에 의해 건설된 

시설로서 400미터 트랙을 갖추었고 관중 수용력이 큽니다. 3,7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샬럿타운 시민회관

(Charlottetown Civic Centre)은 PEI 로켓(PEI Rocket)의 홈 경기장이자 연중내내 개방되는 공연장으로서 

다양한 콘서트와 주요 행사가 열립니다. 

연락처: (902) 368-1025, www.city.charlottetown.pe.ca.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최신판 공원 및 여가활동

(Parks and Recreation) 팜플렛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 

공원 및 공지는 샬럿타운 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PEI 주 주도로서의 면모를 드높여주고, 우리 샬럿타운이 

문화유산 및 삶의 질에 부여하는 가치를 한층더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샬럿타운의 여러 빼어난 공원과 여가활동 

시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빅토리아 파크(Victoria Park)입니다. 면적이 40

에이커에 이르고 다양한 수동적 및 능동적 체험을 제공하는 이 해안 공원은 

부총독 관저에 인접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상을 받은 바 있는 컨페더레이션 

랜딩 파크(Confederation Landing Park)는 식당 및 상점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자리잡은 아름다운 해안 공원으로서 여름철에는 갖가지 특별행사와 축제가 

열립니다. 이곳은 한때 저유고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샬럿타운의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갖가지 야외활동으로 활기가 넘치는 해안지역은 문화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주거 및 상업 시설 개발이 활발하고, PEI 주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가족 단위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 동네마다 잘 관리된 운동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시당국은 야외활동 애호가들을 위해 총연장 40킬로미터에 이르는 산책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오솔길에서 사람 통행이 많은 해안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책로 중 다수는 수로 및 자연지역이 잘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당국의 지속적인 공원 및 공지 관리는 오늘날 주민들이 즐기고 

있는 풍부한 자연유산을 보존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문의: (902) 629-4024 

빅토리아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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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및 행사 

샬럿타운은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축제와 행사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시면 지역사회의 활기와 정신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샬럿타운에서의 삶은 문화와 

행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극장에서 연극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사람, 발코니에 나와 앉아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싶은 

사람, 또는 스포츠광을 위해 샬럿타운은 항상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합니다. 물론 각종 야외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때는 여름철이며, 그 중 다수는 샬럿타운의 유명한 다운타운에서 열립니다. 샬럿타운에서는 항상 뭔가가 열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다양성도시 축제(DiverseCity) 

재즈 블루스 페스티벌(The Jazz and Blues Festival) 

빛의 축제(The Festival of Lights) 

잭 프로스트 축제(The Jack Frost Festival) – 매년 2월 

가을맛 축제(The Fall Flavours Festival) 

국제 조개 축제(The International Shellfish Festival) 

샬럿타운 축제(Charlottetown Festival) 

우리 샬럿타운의 성공은 주민들을 비롯하여 후한 재정후원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절, 그리고 해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 덕분입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각종 시설 및 장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샬럿타운에 온 후 여름에 다운타운에 나가 한번 거닐어보면 이 지역사회의 에너지와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근하고 친절한 곳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지역사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및 전통 

샬럿타운의 역동성은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 및 기관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극장에 앉아 있고 싶은 사람, 

화랑을 둘러보고 싶은 사람, 또는 발코니에 나와 앉아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을 위해 샬롯타운은 항상 뭔가를 선사합니다. 댄스 

축제, 극장 공연, 음악회, 문학의 밤, 미술 전시회, 공예품 전시회 

등등, 연중내내 열리는 각종 행사로 샬럿타운은 살아 숨쉽니다. 

컨페더레이션 예술회관(Confederation Centre of the Arts)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빨강머리 앤(Anne of Green Gables)’ 뮤지컬 

공연이 열리는 샬럿타운 축제는 이 역동적인 문화적 지역사회의 한 

예일 뿐입니다. 이 축제는 우리 샬럿타운의 문화유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샬럿타운이 캐나다 연방(Confederation of Canada)의 

탄생지로서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여러 측면에서 지역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샬럿타운이 문화의 도시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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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화 단체/시설
 
컨페더레이션 예술회관(Confederation Centre of the Arts) 

컨페더레이션 예술회관은 주 의사당에 모여 건국에 관해 의논한 캐나다 국부들을 기념하는 국립기념관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시내의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술회관은 옛 샬럿타운 시장(Charlottetown Marketplace)이 있던 

곳에 있습니다. 내부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여러 개의 극장, 화랑, 식당, 기념품점 등이 있으며, 캐나다 최고의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을 올리고 있습니다. 

- 대극장(Mainstage Theatre) – 1, 2층 1,102석 

- 스튜디오 극장(Studio Theatre) – 회관 1층의 화랑 안쪽 출입구 옆에 위치, 180석 

- 매켄지 극장(MacKenzie Theatre) – Grafton Street와 University Avenue의 교차로 코너에 위치, 카바레 

      스타일의 190석(탁자 및 의자 비치) 

컨페더레이션 예술회관은 조국 캐나다의 역사와 다문화적 성격을 기념하는 한편 국민의 재능을 장려하고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모든 시민의 열망의 산물입니다. 

연락처: (902) 628-1864, www.confederationcentre.com 

길드(The Guild) 

길드는 다운타운의 문화 지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문화 시설로서 공연 극장, 화랑, 사무실 공간 등이 있습니다.

 

연락처: (902)368-4413, www.thegui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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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샬럿타운 경찰은 지역사회와 공조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럼으로써 샬럿타운 시민 및 

방문객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샬럿타운 

경찰서는 하루 24시간 통역 서비스 체제를 수립하여 여러 언어로 관내 및 관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샬럿타운 경찰서는 PEI 주 신규이민자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59명의 임명제 경찰관 및 14명의 

민간인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샬럿타운 경찰서는 또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국립 무기단속지원팀(National 

Weapons Enforcement Support Team - NWEST)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샬럿타운 경찰서에는 비상대책팀

(Emergency Response Team - ERT) 및 전술부대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찰서에 전화하십시오: (902) 629-4172 

소방 및 긴급 서비스 

샬럿타운 소방서는 소방, 구조, 화재 예방, 소방법 집행, 수사 등에서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최고 수준의 화재안전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902) 629-4083 

공과금 납부 

시청에서 부과하는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개인수표를 우송하거나 시청에서 직접 납부하는 등, 다양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주차위반 및 기타 교통위반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한 각종 벌금, 여가활동 시설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은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902) 629-4005 

퀸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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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정부 웹사이트 www.gov.pe.ca/educ를 방문하십시오. 

샬럿타운 지역에서는 동부교육청(Eastern School District)에 문의하십시오 (902-368-6990).

관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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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우리 샬럿타운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학교와 홀랜드 칼리지가 이곳 샬럿타운에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두 학교는 일류 교육기관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PEI를 선택합니다. 어디서나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수한 교육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학교 

인문학 및 과학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 교육기관인 UPEI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UPEI는 4,000여 명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학생에게 인문학, 과학, 경영학, 교육학, 

간호학, 수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샬럿타운 도심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총면적 130

에이커의 캠퍼스에 학과 건물 9동, 기숙사 3동, 식당, 도서관, 예배당, 새로 건립된 첨단 탁아시설, 수많은 신축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연락처: (902)566-0439, www.upei.ca 

홀랜드 칼리지

홀랜드 칼리지는 항공우주학, 경영학, 조리학, 보건학, 법집행학, 해양학, 관광학, 무역학, 기술학, 스포츠 및 

여가활동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기술 중심의 실기 교육훈련 분야의 선두주자인 홀랜드 

칼리지의 명성은 졸업생들을 세계 각지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홀랜드 칼리지에는 실무경력 및 학력이 

다양한 2,600여 명의 풀타임 학생과 4,070여 명의 

파트타임 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1-800-446-5265

www.hollandcollege.com 

홀랜드 칼리지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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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서비스 및 기관1     개요 
2     지리 
3     정부 
4     자원 
5     문화 
6     공공서비스 및 기관

신규이민자 환영 가이드

병원 

샬럿타운 시 Riverside Drive에 있는 퀸엘리자베스 병원(Queen Elizabeth Hospital)은 PEI 주의 주요 2차 

진료기관입니다. 

연락처: 병원 대표 전화: (902) 894-2111 

응급실 전화: (902) 894-2200 

상공회의소 

샬럿타운 광역시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는 샬럿타운에 새로 온 이민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공회의소는 관내 860개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체들의 나날이 증가하는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새 

고용인들을 찾는 한편, 신규이민자를 기업체와 연결하여 의미 있는 장기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연락처: (902) 628-2000 

시민 참여 

샬럿타운의 삶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신규이민자 여러분은 자원봉사자가 되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샬럿타운 시 81 Prince St.에 있는 자원봉사자원협의회(Voluntary Resource Council)에 

문의하십시오(902-368-7337).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뜻 깊고 흥미로운 

행사가 연중내내 열립니다. 시청에서는 시의회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에 관한 공청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빅토리아 파크

샬럿타운의 가장 큰 힘은 시민입니다.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저마다의 

역할을 맡고 우리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놀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샬럿타운 시에 

연락하십시오. 

웹사이트: www.city.charlottetown.pe.ca 

전화: (902)566-5548 

팩스: (902)566-4701

샬럿타운 광역시

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