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가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위한  
창조적 허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세계적인 게임 개발 전문 기업들이 모여 
있는 창조적 활동의 본거지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콘솔, 소셜, 
모바일 게임 제작의 국제적 중심지이자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의 새로운 
허브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숙련된 기술을 갖춘 인력, 최적의 위치 
및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EA (Electronic Arts), Microsoft, Relic Entertainment (Sega),  
Eastside Games, IGG Games, Kabam (Netmarble)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창조적인 게임 개발자로 구성된 150개 이상의 게임 회사를 포함한 선두 
기업과 함께 하세요. 번영하는 인터랙티브 기술 생태 시스템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혁신적 게임 개발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면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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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창하는 창조적 생태 시스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역동적이고 매우 숙련된 다문화 설계자, 
기술자, 예술가 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기술자들은 콘솔 게임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모바일 도구까지 인터랙티브 게임 제작 전반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교육과 뛰어난 시설을 갖춘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요 교육 기관들은 모두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졸업생들과 더불어 혁신의 바람이 이곳으로  
끊임 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인터랙티브 게임 부문은 영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및 가상 현실 제작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로써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기반의 협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혁신적인 제작물이 탄생됩니다.

최적의 위치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인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근무 시간대가 유럽의 
오후 시간대, 아시아의 오전 시간과 일치하며,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주와는 근무 시간이 같아 매우 이상적입니다.

살기 좋고 뛰어난 경관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밴쿠버는 
글로벌 기술 허브로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2018년 Mercer이 선정한 삶의 질 순위에서 북미 1위 및 세계 5
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Economist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에서 140개 도시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높은 안정성과 보건, 문화, 환경, 교육 및 
인프라를 반영합니다.

빅토리아 및 켈로나 역시 Hyper Hippo, Codename Entertainment
와 같은 거대 기업을 포함해 자체적인 비디오 게임 개발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정부 지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일반 법인세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연방 세율을 합산하면 기업은 총 27%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대 125,000 달러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캐나다에서 가장 낮게 
부과되는 주입니다.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자본 모태 펀드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기술기금은 
지역 내 신흥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탄탄한 벤처 자본 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혜택에 관한 내용은 BritishColumbia.ca에서 확인하십시오.

우수한 인력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광범위한 기술 생태계에 종사하는 114,000명 
이상의 대규모 고급 인력에는 젊고 다양하며 열정적인 인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기술 관련 졸업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역동적인 인터랙티브 클러스터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게임 스튜디오들은 전 세계 고정 팬층이 형성되어 있는 창조적인 첨단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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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산업의 미래 창조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1980년대 초 건립된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비디오 게임 단지 중 한 곳입니다. 이러한 탄탄한 토대를 기반으로 
현재는 대규모 게임 개발사들과 개별 게임 스튜디오들이 대거 
들어섰으며, 게임 개발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또한 가상 현실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중 밴쿠버와 시애틀은 가상 현실 개발 산업의 북서부 
허브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Cloudhead Games 
and Archiact를 포함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가상 현실 회사는 가상 
현실과 혼합 현실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차원을 넘어선 컴퓨터의 
미래를 만들고 있으며, 교육, 보건 및 기타 분야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브리티시 컬럼비아 무역투자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6층 (우: 06236)

전화: +82 (2) 3451-4947 
팩스: +82 (2) 3451-4955 
international@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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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당시 본 간행물의 정확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언급된 프로그램이나  
인용된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쟁적 이점
  숙련된 인력 

  인력 고용 및 유지를 지원하는 높은 삶의 질 

  최적의 입지 

  경쟁력있는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전폭적인 업계 지원의 활용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디자인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주도 협회들은 
정부와 손을 잡고 마케팅 이벤트, 투자자와 제작자를 위한 포럼과 
수상 행사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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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 참조
Creative BC는 영화, 텔레비전,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애니메이션, 게임, 앱 개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음악 및 사운드 
레코딩, 기존 미디어를 포함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창조 산업을 
발전하고 장려합니다. 이 기관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영화, 
텔레비전, 음악, 출판 및 디지털 미디어 부문을 확장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주정부가 설립한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www.creativebc.com 참조
BC Tech Association은 기술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원들이 최고의 
인력들을 유치하고 파트너 및 투자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조적인 생태 시스템을 육성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의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ww.wearebctech.com 참조
VR/AR Association은 밴쿠버에 지부를 둔 국제 단체로,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 생태 시스템에서 혁신 기업과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www.thevrara.com 참조
VIATEC(빅토리아 혁신, 고급 기술 및 기업가 정신 위원회)는 사람과 
지식 및 자원을 연결하는 원스톱 허브로서 광역 빅토리아 기술 
부문을 성장 및 발전시킵니다. www.viatec.ca 참조
Innovate BC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내 산업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고급 기술 또는 혁신 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는 
국영기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가 등 지원을 통해 기술 상업화를 
촉진시킵니다. www.bcic.ca 참조
Accelerate Okanagan은 신생 기업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에서 시장 
확장 가속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에 상관 없이 모든 기술 
기업 및 기업가를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www.accelerateokanagan.com 참조

브리티시 컬럼비아, 켈로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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