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영화와

시각 효과

앞서가는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위한
창조적 허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세계 최고의 창의적인 영화, 텔레비전,
시각 효과, 애니메이션 및 후반 작업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기술과 인재의 적절한 조합과 헐리우드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센터 중 하나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수상 경력에 빛나는 콘텐츠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업무와 창작 활동을 위해 활기가 넘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선택한
Sony Pictures Imageworks, Method Studios, Industrial Light and
Magic, MPC, Double Negative, Animal Logic 등 최고의 기업과 함께
하세요. 귀하의 사업에 첨단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개발하는 창조적
미디어 또는 혁신 기업이 필요하다면, 창의적인 기회가 많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야말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www.BritishColumbia.kr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기업들은 아카데미 시상식 등 혁신과
품질 부문에서 국제적인 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적의 위치

캐나다 서부 해안에 자리 잡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이상적인
위치는 캘리포니아의 스튜디오와 동일한 시간대에 있으며,
LA까지는 비행기로 불과 3시간 거리로 업무 시간 내에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업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평일 근무 시간대가 유럽의 오후 시간
및 아시아의 오전 시간대와 일치하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삶의 질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몰려드는 이유는 
그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도시와 지역사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밴쿠버는 차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면 닿을 수 있는 웅장한 산과
대양이 함께 자리한 멋진 광경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 잡는 곳에
위치합니다. 밴쿠버는 2018년 Mercer이 선정한 삶의 질 순위에서
북미 1위 및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다른 도시와 마을들은 뚜렷한 개성과
인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착하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따뜻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센티브

캐나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물리적 제작,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각적 효과 또는 주에서 후반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외 제작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

 리티시 컬럼비아의 일반 법인세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연방
브
세율을 합산하면 기업은 총 27%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리티시 컬럼비아의 개인 소득세는 최대 125,000달러로,
브
캐나다에서 가장 낮습니다.

 원 의료보험 혜택은 선택 사항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직
있습니다.

 부는 기술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인 인력, 자본,
정
데이터 및 시장 접근을 중점으로 하는 #BCTECH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깊은 전문성과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25,000명 이상의 스토리텔러, 예술가, 엔지니어 및 제작자가
모여있습니다. 매년 지역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센터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3,000명의 졸업생이 미디어 산업으로 진출합니다.

번영하는 창조적 결합

사진: Reunion Pictures, a Thunderbird Company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예술, 과학 및 기술 간 협력으로 영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간 교차적 협력 환경을 조성해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적, 개방적 접근 방식으로
혁신적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제작을 가능케 합니다.

표지 사진: cebas, 밴쿠버 항
사진: Destination British Columbia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산업

사진: 레고 영화 시리즈 - 애니멀 로직

사진: Joe Lederer © 2015 Marvel & Subs © Twentieth Century Fox

산업 프로파일

250만 평방피트가 넘는 스튜디오 공간을 보유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초대형 블록버스터부터 
소규모 독립 영화까지 다양한 제작물을 지원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2,5000명 이상의 스태프가 세트 설치와 캐스팅부터
후반 작업과 시각 효과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및 텔레비전

60개가 넘는 세계 최고 스튜디오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북미에서 3위 안에 드는 풀 서비스 제작센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산업에는 공동 제작, 공동 자금조달, 서비스 협정에 경험이
있으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콘텐츠를 배포하고 방송하며
라이센스를 보유한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운영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2016년 및 2017년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총 338개의 국내외 작품에 약 26억2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시각 효과

밴쿠버에는 세계 최대의 VFX 및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국제적 스튜디오를 밴쿠버로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기업들은 높은 품질의
제작과 설계, 모형, 미니어처, 인카메라 및 디지털 효과를 위한 첨단
시설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Sony Pictures Imageworks, Industrial Light, Magic, Double Negative 및
기타 여러 기업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어떤 장점때문에 시각 효과
프로젝트를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

혁신적 작업으로 여러 권위 있는 상의 수상과 수상 후보에 오른
명성을 지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텔레비전
시리즈, 비디오 출시 작품, 장편 영화를 위한 CGI, 광고,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특수 효과를 포함하여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미국의 제작물
대다수는 부분적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쟁 우위

 화, 텔레비전, VFX, 애니메이션 및 
영
후반 작업을 위한 세금 공제

기술과 경력을 갖춘 인력 풀
최적의 입지

경쟁력있는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다양한 위치와 지원 인프라
높은 삶의 질

사진: Columbia Pictures and Rovio

인센티브

영화 인센티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세금
공제(FIBC)

적격 기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영구
사업체가 있는 캐나다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제작물은 반드시 적격 수준의
캐나다 콘텐츠를 포함해야
합니다.

강력한 산업 지원

DigiBC(브리티시 컬럼비아 디지털 미디어 및 무선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시장 정보, 사업 기회 공지 및 홍보 지원을 제공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내에서 커뮤니티,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을
육성합니다. DigiBC는 회원이 스스로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www.digibc.org를 방문하세요.
MPPIA(Motion Picture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영화 제작 분야를
홍보하는 회원 기반의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스튜디오 및 업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변합니다.
www.mppia.com을 방문하세요.
Canadian Media Producers Association — BC Producers’ Branch
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텔레비전, 영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는 회사들을 위한 비영리 무역 기관입니다. 
www.cmpa.ca를 방문하세요.

연락처:

기본 세금 공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적격
인건비에 대한 35% 환급형 세금 공제
지역 세금 공제: 밴쿠버 지역 외에서
진행된 본 촬영에 대해 추가 12.5% 공제

원거리 지역 세금 공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진행된 본 촬영에 대해 추가 6% 공제
지역 세금 공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거주하면서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30% 세금 공제. 단, 기업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적격 인건비의 3%
로 제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영화, 텔레비전 및
애니메이션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주도 협회들은
정부와 손을 잡고 마케팅 이벤트, 수상 기념 행사,
투자자와 제작자를 위한 포럼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Creative BC는 영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디지털 미디어 및 기존
미디어를 포함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창조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이 기관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영화, 텔레비전 및
미디어 부문을 확장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주정부가
설립한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입니다. www.creativebc.com을
방문하세요.

세금 공제율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후반 작업
(DAVE) 세금 공제: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후반 작업에 대한 적격
인건비에 대한 16% 환급형 세금 공제

시나리오 작성 세금 공제: 적격 제작
업체가 제작물의 시나리오 작성 최종 단계
전 발생된 적격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시나리오 작성 비용에 대해 35% 환급형
세금 공제(시나리오 작성 세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기본 세금 공제 신청 자격을
갖추고 기본 세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작 서비스 세금
공제(PSTC)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영구
기본 세금 공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적격
사업체가 있는 국내외 제작사 인건비에 대한 28% 환급형 세금 공제
캐나다 콘텐츠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세금 공제: 밴쿠버 지역 외에서
진행된 본 촬영에 대해 추가 6% 공제

원거리 지역 세금 공제
(위 내용 참조)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후반 작업
(DAVE) 세금 공제(위 내용 참조)
연방 캐나다 영화
또는 비디오 제작
세금 공제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제작사

자격을 갖춘 캐나다 제작사에 대해 적격
인건비의 25%

연방 영화 또는
비디오 제작 세금
공제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제작사
및 캐나다에 영구 사업체가
있는 제작사

자격을 갖춘 제작사에 대해 적격 인건비의
16%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세금 공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영구
사업체가 있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제품을
개발하는 세금 부과 대상
캐나다 기업

적격 인건비의 17.5%

브리티시 컬럼비아 무역투자부
26F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06236, Korea
전화번호: +82 (2) 3451 4947
팩스: +82 (2) 3451- 4955
international@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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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ritishColumbia.kr

작성 당시 본 간행물의 정확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언급된 프로그램이나 인용된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