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에코시스템에 참여하세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Microsoft, Vision Critical, 
Intel, Galvanize, Sierra Wireless, Tableau와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과 캐나다의 5대 테크 유니콘 중 3곳
(Slack, Hootsuite and Avigilon), 10,500개 이상의 기타 
흥미롭고 혁신적인 기술 기업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유능한 인재, 경쟁력 있는 세율,  
편리한 시간대, 그리고 혁신, 협력, 성장에 집중하는  
매우 기업가적이고 다문화적인 기술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세 계 적 인 
ICT 허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BritishColumbia.kr



밴쿠버, 빅토리아, 켈로나를 비롯한 도시에 있는 다양한 기술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주요 글로벌 기업 및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곳입니다. 모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에 매료됩니다.

2019년, 벤쿠버는 기술 에코시스템 부문에서 캐나다 2위를 차지했으며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me)의 전 세계 시장 조사에서 1등급 대열로 
평가되었습니다. 밴쿠버에는 800~1,100개의 테크 스타트업이 풍부하고 
혁신적인 인재들과 함께 활력 넘치는 기술 에코시스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연구 인프라, 경쟁적 사업 비용,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 
미국 및 아시아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등이 조화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성공적인 투자, 제휴, 성장을 위한 본거지입니다.

우수한 인력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광범위한 기술 에코시스템 전반에 포진된  
114,000명 이상의 고급 인력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입된 젊고  
열정적인 인재들입니다. 실제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기술 부문을  
지원하는 대학 프로그램에 매년 10,000개 이상의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정부는 기업이 기술 분야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을 인지합니다. 이를 위해 BC 
주정부이민(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BC PNP)프로그램은  
이민을 통해 인재 유치 및 유지에 대한 방해요소를 없애고 있습니다.  
BC PNP의 기술 파일럿(BC PNP Tech Pilot)은 수요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학생을 위한 빠른 영구 이주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주가 필요한 인재 유치를 돕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 기술이 성장하는 곳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5,500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기술, 사물인터넷
(IoT), 통신 및 전자 제품 제조 분야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6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본거지입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시설 및 최상위 대학과 협력하는 
이들 기업은 혁신적인 솔루션과 판도를 바꾸는 플랫폼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amsung, SAP, Fujitsu, Salesforce.com과 같은 세계 거대 기술 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곳곳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18년, 글로벌 벤처 캐피탈 커뮤니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84개 거래에 4억 41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북미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술 허브 중  
한 곳으로서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ICT 부문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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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개발, 가속화 프로그램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25개 고등교육 기관은 이 지역에서 활력있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부문과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부문에서 캐나다 2위로 꼽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은 몇십 명의 
캐나다 연구장(Canada Research Chair)을 보유하며 200개 이상의 
스핀오프 기업을 생성하였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선두적인 컴퓨터 
과학 및 공학 프로그램은 매년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세계 수준의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최신 연구실과 
전문가 센터가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연구소

  컴퓨팅, 정보 및 인지 시스템 기관 

 고급 무선 통신 연구소

   양자 알고리즘 연구실

 Stewart Blusson 양자 물질 연구실

이러한 연구소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벤처 가속화 프로그램을 통해 
Innovate BC가 앞장서고 있는 활발한 가속화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야심적인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가들과 기술 
벤처들을 지도, 코칭 및 육성하기 위해 설계된 공적 자금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래의 비씨주 지역 가속화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다수의 민간 기업 인큐베이터 및 가속화 
프로그램이 있어, 초기 자본에 대한 코칭 및 접근을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사항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일반 법인세율은 12%입니다. 연방 세율을 합산하면 
기업은 총 27%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소득 최대 $125,000인 
사람들에게 캐나다에서 제일 낮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탈의 모태 펀드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기술 기금
(BC Tech Fund)은 지역 내 신흥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탄탄한 벤처 캐피탈 
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BritishColumbia.ca에서 사업 혜택 관련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KPMG의 경쟁력 있는 대안 가이드는 캐나다를 전체 사업 비용 부문에서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선정했으며, 밴쿠버는 100개 글로벌 도시 
중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14개 서부 해안 도시와의 비교 순위에서, 밴쿠버와 켈로나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각각 1,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 전달 파트너

브리티시 컬럼비아 
중앙 내륙

Kamloops Innovation 
kamloopsinnovation.ca

중앙/북부 섬,  
선샤인 코스트 및 
걸프 아일랜즈

Innovation Island 
innovationisland.ca

그레이터 빅토리아 Victoria Innovation, Advance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ouncil 
viatec.com

쿠트니 Kootenay Association for Science  
& Technology 
kast.com

남부 본토 및 
프레이저 밸리

entrepreneurship@UBC  
start.entrepreneurship.ubc.ca
Foresight Cleantech Accelerator 
Centre 
foresightcac.com
New Ventures BC 
newventuresbc.com
VentureLabs 
venturelabs.ca

오카나간 밸리 Accelerate Okanagan 
accelerateokanagan.com

북부 중앙 BC Innovation Central Society 
innovationcentral.ca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https://www.britishcolumbia.ca/


연락처: 
브리티시 컬럼비아 무역투자부
999 Canada Place, Suite 730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3E1

전화: + 1 604 775-2100

international@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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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빅토리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켈로나

삶의 질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살기에 매우 좋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밴쿠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평가하며,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곳 중 6곳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습니다. Mercer의 삶의 질 순위(Quality of Living Ranking)에서는 
밴쿠버가 꾸준히 아메리카 최고의 도시, 세계 3위 도시로 평가됩니다. 
밴쿠버는 Economist의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에서 
140개 도시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높은 안정성과 보건, 문화, 환경, 교육 및 인프라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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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는 빅토리아, 켈로나, 밴쿠버(YVR)를 포함한 6개 국제 
공항이 있습니다. YVR은 86개 국제 노선으로 북미 최고의 국제 관문국 10
곳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0년 연속 북미 최고의 공항으로 뽑힌 유일한 
공항이기도 합니다.

함께 할 기업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bsolute Software              
  ACL 
  Amazon 
  Avigilon 
  Fortinet 

 
  Fujitsu              
  Global Relay 
  Hootsuite 
  IBM 
  Intel 

2020년 2월 인쇄

작성 당시 본 간행물의 정확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언급된 프로그램이나 인용된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캐나다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BritishColumbi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