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지역.” 

캐나다 서스캐처원(Suskatchewan)州, 티스데일(Tisdale) 

티스데일 시장은 농업 종사자 및 주요 

국제 농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지 

입니다. 귀하의 사업이  티스데일에 

유치된다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무역경로를 

통해 귀사의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스데일에서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교육: 

컴벌랜드 대학(Cumberland College)은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직원 교육과 연수를 위핚 교육과정을 개발핛 

예정입니다. 

2014/15 기준 지역 인구통계: 

인구 4106 (서스캐처원 인구) 

가구 중앙치 소득 $51,357 

가구 평균 소득 $70,455 

인구의 55% 이상이 전문 학사 이상 학위 보유 

일일 교통량 – 8,500 대 

직접시장인구 – 50,000 

직무역 지역 인구 – 820,198 

운전거리 1 일 지역 내 인구 – 17,343,315 백만  

주 고용주: 

Westeel 

Irving Manufacturing 

Parrish & Hiembecker 

Louis Dreyfus 

Scoular 

Viterra 

Richardson Pioneer 

COOP 

 

연락처: 

Sean Wallace 

경제발전부 이사 

901 100
th

 Street, PO Box 1090, Tisdale, SK, S0E 1T0 

전화: 1. 306. 873. 4106 

www.tisdale.com | invest@tisdale.ca 

교통: 

캐나다 국철 (CN) – 티스데일에 위치 

캐나다 퍼시픽 철도(CP) – 티스데일에 위치 

주요 고속도로 3 & 35 – 티스데일에 집중 

포장된 활주로가 있는 공항- 14/32 ARCAL 

5 대 주요 무역경로에 접근 가능 



 

캐나다 서스캐처원(Suskatchewan)州, 티스데일(Tisdale) 

티스데일의 목표는 기업친화적 홖경을 만드는 것 입니다. 낮은 세율, 낮은 토지가격, 산업 인프라 

접근성, 높은 삶의 질과 경제적인 주거비용은 티스데일은 캐나다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지역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티스데일은 서스캐처원 북동쪽 심장부에 

위치한 ‘지역의 교통 중심지’ 입니다. 북미 

주요 무역로와 경제통로에 접근 가능한 

티스데일의 지리적 이점으로 귀하의 사업에 

경쟁력을 더하세요. 

기업친화적 홖경! 

티스데일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지역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혁신도시입니다. 티스데일은 다음과 같은 산업의 중심지 입니다. : 

· 농업 

· 부가가치식품 개발 및 생산 

· 교통, 유통 & 물류창고 

· 제조업 

· 산업 & 비즈니스 서비스 

 

티스데일에는 산업과 상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3 & 35 번 고속도로에 위치핚 20,200m2 부지 

· 35 번 고속도로에 위치핚 162,000m2 부지 

· 티스데일 비즈니스 공원에 위치핚 101,000m2 부지 

· 산업발전에 이상적인 부지 607,000m2  

· 가스, 전력 및 수도와 같은 산업 인프라 

 

티스데일에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존재합니다. : 

· 새로운 산업/상업 유치 시 인센티브 지급 

· 기존 산업/상업 확장 시 인센티브 지급 

· 맞춤 인센티브 제도 

· 주(州) & 국가적 지원 

· 투자 파트너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