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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이 안내서에는 인터넷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전용 인터넷 회선이 없는 분은 거주지 도서관이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 사회 미래’(Community Futures British 
Columbia) 사무소를 찾아보십시오. 604.289.4222로 연락하시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다음 웹사이트에 PDF 문서로도 올려져 있습니다.

www.resourcecentre.gov.bc.ca/pdf/ImptExptGuideEng.pdf 
번역본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resourcecentre.gov.bc.ca/translations.html 

BC 중소기업 협회(Small Business BC)  
www.smallbusinessbc.ca/products-and-services/free-resources

일괄 사업자 등록 서비스(OneStop Business Registry)  
www.bcbusinessregistry.ca/startingabusiness.htm

http://www.resourcecentre.gov.bc.ca/pdf/ImptExptGuideEng.pdf
http://www.resourcecentre.gov.bc.ca/translations.html
http://www.smallbusinessbc.ca/products-and-services/free-resources
http://www.bcbusinessregistry.ca/startingabusines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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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물론 회사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을 캐나다로 

들여오거나 해외로 보내려면 여러 규칙과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흥미진진한 국제 무역의 세계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관들을 소개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

이 안내서 전체에는 유용한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특정 

주제나 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BC 중소기업 협회(Small Business 
BC)는 창업과 성장의 모든 측면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mall Business BC  
www.smallbusinessbc.ca  
82–601 West Cordova Street  
Vancouver, BC V6B 1G1  
전화: 604.775.5525 또는 1.800.667.2272  
팩스: 604.775.5520  
이메일: askus@smallbusinessbc.ca  
트위터: @smallbusinessbc  
페이스북: /smallbusinessbc

http://www.smallbusinessbc.ca
mailto:askus@smallbusiness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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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중소기업 협회는 기업인들에게 사업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인 BC 중소기업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역 세미나, 일대일 상담 

서비스, 사업 계획 검토, 온라인 정보 등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업 정보 상담 서비스: 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사업 상담사

(Business Advisor)와 무료 30분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 사업 계획 상담 서비스: 사업 계획 분석가(Business Plan Analyst)를 

만나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대출 기관과의 만남을 준비하거나 전반적인 

사업 전략 개발에 지도를 받으십시오.

> 시장 조사 상담 서비스: 시장 조사 분석가(Market Research Analyst)와 

일대일 상담을 예약하여 목표 시장 분석, 산업 분석, 경쟁력 분석과 같은 

영역의 시장 분석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 전문가에게 문의: 인사, 회계, 법률, 시장 조사, 상표 인지도 향상

(branding),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등의 전문가들을 일대일로 만나는 

상담 일정을 잡으십시오.

> 수입/수출 상담 서비스: 무역 상담사(Trade Advisor)를 만나 사업 

요건에 관하여 상담하고 수입 또는 수출 업체를 등록하십시오.

> 사업 세미나와 웹 세미나: 사업 세미나는 수입, 수출을 비롯한 50
여 주제에 관한 정보가 가득하며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업계 

전문가들이 주도합니다. 세미나는 BC 중소기업 협회 밴쿠버 사무소에서 

열리며, BC 주 전역에서 웹 세미나 형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BC 중소기업 협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운영자를 위한 정보, 자료, 행사 

관련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mallbusinessbc.ca/community

http://www.smallbusinessbc.c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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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업체 창업과 운영
여기서 제공하는 수입 관련 정보는 규제와 법적 문제, 재원과 자금 조달, 

관련 단체 연락처와 명부 등입니다.

BC 중소기업 협회는 무역 교육, 일대일 무역 상담 및 사업자 등록 외에도 

사업 계획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 사업자를 돕습니다.

무역 상담사를 만나도록 예약하여 사업 요건에 관하여 상담하고 수입 

업체를 등록하십시오.

www.smallbusinessbc.ca/products-and-services/advisory-services

수입 업체 창업 방법에서 규정과 면허 요건에 이르기까지 수입을 

주제로 열릴 세미나와 웹 세미나에 등록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mallbusinessbc.ca/seminars 

BC 중소기업 협회는 수입 업체 창업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점검 

목록을 제공합니다.

> 상품을 캐나다로 수입하는 방법

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Import_Goods_into_
Canada.pdf

> 수입 업체 등록 방법

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Register_a_Business_
for_Import.pdf

http://www.smallbusinessbc.ca/products-and-services/advisory-services
http://www.smallbusinessbc.ca/seminars
http://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Import_Goods_into_Canada.pdf
http://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Import_Goods_into_Canada.pdf
http://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Register_a_Business_for_Import.pdf
http://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Register_a_Business_for_Im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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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중소기업 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다음 수입 관련 안내서들도 

읽어보십시오.

> 상품을 캐나다로 수입하는 방법

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how-import-commercial-
goods-canada

> 중소기업 수입 규정

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import-regulations-small-
business

BC 중소기업 협회가 제공하는 수입 관련 기타 온라인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mallbusinessbc.ca/importing

자세한 사항은 BC 중소기업 협회에 604.775.5525나 1.800.667.2272로 

문의하십시오.

아울러, 캐나다 비즈니스(Canada Business) 웹사이트도 추천합니다. 

www.canadabusiness.ca 

캐나다 비즈니스는 기업인들이 정부 관련 정보와 사업 구축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지원을 받고, 엄선된 정부 프로그램, 서비스, 수입 

업자가 자주 요청하는 서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처입니다.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라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괄 사업자 등록 서비스

(OneStop Business Registry) 웹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www.bcbusinessregistry.ca/registrations.htm 

CBSA 웹사이트 www.cbsa-asfc.gc.ca/import 에서는 Importing: A Step-
by-Step Guide(수입: 단계별 안내서) 등 중소기업용으로 마련된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cbsa-asfc.gc.ca/import/guide-eng.html

이 안내서는 상품을 캐나다로 수입하는 절차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입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을 도와 

다양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필요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하려고 

마련된 것입니다.

http://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how-import-commercial-goods-canada
http://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how-import-commercial-goods-canada
http://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import-regulations-small-business
http://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import-regulations-small-business
http://www.smallbusinessbc.ca/importing
http://www.canadabusiness.ca
http://www.bcbusinessregistry.ca/registrations.htm
http://www.cbsa-asfc.gc.ca/import
http://www.cbsa-asfc.gc.ca/import/guide-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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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을 생각 중이신가요?

중소기업 창업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아직 판단이 안 서거나, 단지 창업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한 분은 중소기업 창업 안내서(Starting a Small 
Business Guide)를 보십시오. 이 안내서는 중소기업 창업의 기본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고, 새로운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고용 관광 직업  

훈련부(Ministry of Jobs, Tourism and Skills Training) 웹사이트   
www.resourcecentre.gov.bc.ca/pdf/Start_SmlBusiness.pdf 에서  

구할 수 있으며 번역본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resourcecentre.gov.bc.ca/translations.html 

BC 중소기업 협회가 제공하는 사업 상담사(Business Advisor) 30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창업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스카이프 상담을 

예약하려면 604 775-5525나 1 800 667-2272로 연락하십시오.

웹사이트 www.smallbusinessbc.ca/faqs 에도 창업 방법에 관하여 가장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resourcecentre.gov.bc.ca/pdf/Start_SmlBusiness.pdf
http://www.resourcecentre.gov.bc.ca/translations.html
http://www.smallbusinessbc.ca/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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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공 사례:  
외링과 우

프레드릭 외링(Fredrik Örling)과 줄리 우

(Julie Wu)는 영국에서 만났고, 영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할 때 자신들이 아끼던 

유럽식 디자인 물품 모두를 밴쿠버로 

들여오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하면서 

개스타운(Gastown) 상점에 진열된 모든 

품목은 활동적인 이 두 사람이 직접 고른 것이며, 원산지는 벨기에에서 

일본까지 멀리 두루 퍼져 있습니다.

사업 첫 해에 이들은 BC 중소기업 협회의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여 수입, 

재정 관리, 회계,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창업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요? 줄리 우 씨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시장을 

잘 조사하세요” “수입 절차와 상품의 HS 코드를 익히고 인보이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운송 요금도 항상 비교해 보고 운송 

회사들이 해마다 요금을 새로 제시하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성공 사례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www.smallbusinessbc.ca/around-bc

http://www.smallbusinessbc.ca/aroun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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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체 창업과 운영
수출을 생각 중인 분은 정보의 보고인 BC 중소기업 협회에 연락하여 BC 주 

밖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협회는 수출 

교육, 일대일 무역 상담 및 사업자 등록 외에도 사업 계획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 창업을 돕습니다.

무역 상담사와 만나도록 예약하여 사업 요건에 관하여 상담하고 수출 

업체를 등록하십시오.

www.smallbusinessbc.ca/products-and-services/advisory-services

수출을 주제로 열릴 세미나와 웹 세미나에 등록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mallbusinessbc.ca/seminars. 세미나는 밴쿠버 

사무소에서 직접 참석하거나 BC 주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http://www.smallbusinessbc.ca/products-and-services/advisory-services
http://www.smallbusinessbc.ca/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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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중소기업 협회는 수출 업체 창업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단계별 점검 

목록을 제공합니다.

> 수출 업체 등록 방법

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Register_a_Business_
for_Export.pdf

> 상품을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방법

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Export_Goods_from_
Canada.pdf

BC 중소기업 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다음 수출 관련 안내서들도 

읽어보십시오.

> 성장하는 수출 업체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www.smallbusinessbc.ca/growing-a-business/how-finance-your-
growing-export-business

> 상품을 새로운 국제 시장으로 수출하는 방법

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how-export-commercial-
goods-new-international-markets

> 해외 제조 업자들과 협력하는 방법

www.smallbusinessbc.ca/growing-a-business/how-work-offshore-
manufacturers

BC 중소기업 협회가 제공하는 수출 관련 기타 온라인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mallbusinessbc.ca/export

http://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Register_a_Business_for_Export.pdf
http://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Register_a_Business_for_Export.pdf
http://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Export_Goods_from_Canada.pdf
http://www.smallbusinessbc.ca/sbbcfiles/files/How_to_Export_Goods_from_Canada.pdf
http://www.smallbusinessbc.ca/growing-a-business/how-finance-your-growing-export-business
http://www.smallbusinessbc.ca/growing-a-business/how-finance-your-growing-export-business
http://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how-export-commercial-goods-new-international-markets
http://www.smallbusinessbc.ca/starting-a-business/how-export-commercial-goods-new-international-markets
http://www.smallbusinessbc.ca/growing-a-business/how-work-offshore-manufacturers
http://www.smallbusinessbc.ca/growing-a-business/how-work-offshore-manufacturers
http://www.smallbusinessbc.ca/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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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공 사례:  
러비(LOVEY)의 자연 성분 피부 보호 제품

마시 와인스타인 스미스(Marcie Weinstein Smith)
는 애당초 기저귀 착용 부위를 닦는 완전 자연 

성분 스프레이를 개발할 때만 해도 창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생아를 위해 엄마로서 

아기의 위생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스프레이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중의 

아기용 물티슈로 닦아줄 때마다 아들의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그녀는 자신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성분으로만 천연 스프레이를 만들어 기저귀 발진을 방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빛을 보게 된 계기는 그녀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다른 아기 엄마들이 보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으면서부터였습니다.

러비의 제품 라인은 현재 세 가지 상품으로, 캐나다 전국의 150여 상점에서 

살 수 있으며, 자체 웹사이트 외에도 아마존 같은 국제적인 온라인 소매 

업체를 통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마시는 올해 자신의 상품을 남아프리카와 

영국의 유통 업자를 통해 수출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그녀는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직접 조사하고,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를테면 운송 비용, 세금, 환율, 중개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마시는 말합니다. “숫자를 이해하고, 수익을 알고, 수출하는 

나라의 규칙과 규정을 알아두세요. 규정을 준수해서 제품이 세관에 묶여 

있지 않게 하세요!”

마시는 내년에 러비 제품을 아시아에서도 판매하여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수출을 결정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성공 사례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www.smallbusinessbc.ca/around-bc

http://www.smallbusinessbc.ca/aroun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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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 방문도 추천합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

www.cbsa-asfc.gc.ca/export/menu-eng.html 
전화: 1.800.461.9999
이메일: contact@cbsa.gc.ca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의 웹사이트에서는 수출 규칙을 설명하는 

Exporting: A Step-by-Step Guide(수출: 단계별 안내, www.cbsa-asfc.gc.ca/
export/guide-eng.html) 등 중소기업용으로 마련된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품 검사청

www.inspection.gc.ca
캐나다 식품 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식물, 

동물, 식품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제정하며, CBSA는 캐나다 

국경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확한 수입 요건을 알아보려면 

CFIA의 자동 수입 조회 시스템(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AIRS)을 이용하십시오. www.inspection.gc.ca 에서 검색 난에 “AIRS”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CFIA 국립 수입 센터(National Import Centre)에 

1-800-835-4486으로 연락해도 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무역 투자팀

www.britishcolumbia.ca
BC 무역 투자팀(Trade and Invest B.C.)은 국제 기업들과 협력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매력적인 사업 및 투자처로 만드는 단체,  

기술, 사업체와 탄탄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이들에게는 BC 주의 전문 무역 및 투자 전문가 팀과 더불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유럽, 미국에 국제 무역 및 투자 대표단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www.britishcolumbia.ca 를 방문하여 BC 주 국제 무역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가 투자자, 구매자, 수출 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www.cbsa-asfc.gc.ca/export/menu-eng.html
mailto:contact%40cbsa.gc.ca?subject=
http://www.cbsa-asfc.gc.ca/export/guide-eng.html
http://www.cbsa-asfc.gc.ca/export/guide-eng.html
http://www.inspection.gc.ca
http://www.britishcolumbi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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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출 개발 공사 
www.edc.ca 
전화: 1.866.283.2957 
캐나다 수출 개발 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 EDC)는 1944년 이래 

캐나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전 세계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EDC는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과 보험이 결합한 상품 및 서비스로 국제 영업과 

투자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수출 관리 

www.international.gc.ca/controls-controles
전화: 1.877.808.8838 
이메일: eics.scei@international.gc.ca
온라인 수출 관리(Export Controls Online, EXCOL)는 캐나다 정부에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웹 

기반 도구입니다. EXCOL로 신규 수출 허가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또는 기존 허가/증명서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캐나다 외무 무역 개발부(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의 무역 관리국(Trade Controls Bureau)에 반드시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온라인 양식은 EXCOL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EXCOL 안내대에 1.877.808.8838로 문의하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업체 네트워크

www.britishcolumbia.ca/buy/find-suppliers.aspx
BC 사업체 네트워크(B.C. Business Network)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업자와 공급 업자를 찾는 일을 도우려고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입니다.

공급 업자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로부터 

수입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www.edc.ca
http://www.international.gc.ca/controls-controles
mailto:eics.scei%40international.gc.ca?subject=
http://www.britishcolumbia.ca/buy/find-supplie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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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찾고 취급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 역량 데이터베이스 

www.ic.gc.ca/eic/site/ccc-rec.nsf/eng/Home
전화: 1.800.328.6189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의 캐나다 기업 역량 데이터베이스

(Canadian Company Capabilities Database, CCCD)에 등록하여 

캐나다와 전 세계 구매자들에게 취급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십시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6만 여 캐나다 기업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의 50만 여 기업들이 매월 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캐나다 

사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CCCD에 등록하면 정보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www.bcbusinessregistry.ca/registrations.htm 

캐나다 무역 상무관 서비스

www.tradecommissioner.gc.ca
전화: 1.888.306.9991
캐나다 무역 상무관 서비스(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 
TCS)는 외국 시장에 관하여 현지에서 수집된 생생한 정보와 실제적인 

도움말을 제공하여 고객이 더욱 적절한 시기에 더 좋은 비용 효과적인 

결정을 내려서 국제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TCS는 고객이 국제 

시장에 대비하고, 시장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평가하며, 조건에 맞는 

연락처를 발견하고, 사업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TCS 서비스는 캐나다 기업과 단체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컨시어지 서비스

www.concierge.portal.gc.ca
전화: 1.855.53.GUIDE (1.855.534.8433)
캐나다 정부의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는 중소기업이 혁신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단체를 찾는 일을 돕고 정부 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컨시어지 상담사(Concierge Advisor)는 캐나다 전역에서 

일대일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업계에서 쌓아 올린 자신의 경력과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이 가장 적합한 혁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이중 언어로 제공되는 컨시어지 서비스는 40여 연방 

및 주 제휴 기관과 협력하여 캐나다 국립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의 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NRC-IRAP)에서 전달합니다.

http://www.ic.gc.ca/eic/site/ccc-rec.nsf/eng/Home
http://www.tradecommissioner.gc.ca
http://www.concierge.portal.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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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www.competitionbureau.gc.ca
전화: 1.800.348.5358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독립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 캐나다 

사업체와 소비자들이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합니다. 경쟁국은 소비자 포장 내용물 표기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법에 따라 사전 포장된 소비자 

제품에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내용물 정보가 표기되어 소비자가 정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RFPSource 
www.rfpsource.ca
RFPSource는 캐나다 정부가 해외 사업 및 제휴 기회를 찾는 캐나다 

사업자들을 도우려고 제공하는 무료 전자 대조 서비스입니다. 

RFPSource는 매일 접수되는 수천 건의 사업 및 제휴 기회와 사업자 

정보를 대조하여 사업자의 요구에 맞는 기회가 있으면 이메일로 

사업자에게 직접 보내줍니다.

캐나다 통상 공사

www.ccc.ca 
전화: 1 800 748-8191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영업을 하려 하십니까? 캐나다 통상 공사

(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CCC)는 정부 간 접촉을 통하여 

캐나다 기업이 캐나다 밖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오타와에 

본부를 둔 CCC는 캐나다 수출 개발 공사(Export Development Canada) 및 

국제 무역 개발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와 협력하여 국제 무역부 장관(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산하에서 

운영됩니다. 2012~2013년에 CCC는 210개 캐나다 기업과 협력하며 72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했습니다.

CCC는 고객 기업의 다음 국제 계약 성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cc.ca

http://www.competitionbureau.gc.ca
http://www.rfpsource.ca
http://www.cc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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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데이터 온라인

www.ic.gc.ca/eic/site/tdo-dcd.nsf/eng/Home 
무역 데이터 온라인(Trade Data Online, TDO)을 이용하면 200여 개국과 

상품 교역 관계에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현황에 관하여 맞춤형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국제 무역 통계를 수집하거나, 무역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캐나다 

국내 시장을 분석하거나, TDO가 고객의 일상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로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상품 또는 산업

• 특정 국가 또는 복수 국가

• 특정 연도나 복수 연도 또는 최근 5년이나 10년

무역 데이터 온라인을 방문하여 이 정보의 보고에서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

www.pacificgateway.gov.bc.c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역에서 호평 받는 

관문으로, 미주 서부 연안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갖춘 곳입니다. 

BC 주의 원활한 통합 공급망에는 공항, 항구, 철도, 도로, 국경 등이 있어 

캐나다와 북미 시장이 아시아와 세계로 연결됩니다. 정부와 업계 간 

제휴에 의한 투자로 역량이 증대되고, 정체가 해소되며,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시행 중인 항만, 철도, 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 확장 및 보완 

사업의 총비용은 220억 달러 이상입니다. 2013년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추가 투자가 발표되어 물동량과 컨테이너 수용 능력이 증대되고 공급망 

실적이 개선될 것입니다.

http://www.ic.gc.ca/eic/site/tdo-dcd.nsf/eng/Home
http://www.pacificgateway.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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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www.asiapacific.ca
전화: 604.684.5986 
무료 전화: 1.800.685.7823

캐나다 수출 센터(Canada Export Centre)
www.canadaexportcentre.com 
전화: 604.685.7823
무료 전화: 1.877.685.7823

캐나다 중국 무역 이사회(Canada China Business Council)
www.ccbc.com
전화: 604.630.8838

캐나다 외무 무역 개발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www.international.gc.ca
전화: 1.800.267.8376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센터(Asia-Pacific Business Centre)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국제 무역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www.britishcolumbia.ca/global/trade-and-investment-representatives/
asia-pacific-business-centre.aspx
전화: 604.660.9727
무료 전화: 1.888.880.ASIA (2742)
이메일: asia.pacific@gov.bc.ca

캐나다 서부 경제 다각화부(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www.wd.gc.ca
전화: 1.888.338.9378

http://www.asiapacific.ca
http://www.canadaexportcentre.com
http://www.ccbc.com
http://www.international.gc.ca
http://www.britishcolumbia.ca/global/trade-and-investment-representatives/asia-pacific-business-centre.aspx
http://www.britishcolumbia.ca/global/trade-and-investment-representatives/asia-pacific-business-centre.aspx
mailto:asia.paci%EF%AC%81c%40gov.bc.ca?subject=
http://www.wd.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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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중소기업 협회(Small Business BC)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의 창업과 사업 성장에 필요한 
종합 사업 정보 및 사업 계획 정보 제공

1.800.667.2272
www.smallbusinessbc.ca

일괄 사업자 등록 서비스(OneStop Business 
Registry)
온라인 사업자 등록 및 주소 변경

1.877.822.6727
www.bcbusinessregistry.ca

고용 관광 직업 훈련부(Ministry of Jobs, 
Tourism and Skills Training) 
주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 관련 정보

Box 9822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N3
250.387.4699 
www.gov.bc.ca/jtst

서비스 BC(ServiceBC)
정부의 주요 사업 거래를 비롯한 정부 서비스를 주 
전역에서 이용

1.800.663.7867(Enquiry BC: BC 주 정부 안내)
로 전화 시 가까운 서비스 BC 연락 센터로 연결
www.servicebc.gov.bc.ca

프런트카운터 BC(FrontCounter BC)
창업 또는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정보와 허가를 받으려는 
BC 주 천연자원 부서 및 기관 고객을 위한 단일 창구 
서비스

1.877.855.3222
www.frontcounterbc.gov.bc.ca

비즈팰 사업 허가 면허(BizPaL Business Permits 
and Licences)
사업 활동을 위한 허가 및 면허 요건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

bizpal@gov.bc.ca
www.bcbizpal.ca

 

워크BC(WorkBC)
고용주의 충원, 인재 발굴,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및 소개

www.workbc.ca

원주민 사업 서비스 네트워크(Aboriginal 
Business Service Network)
원주민 기업인을 위한 사업 정보와 자료 및 소개

250.828.9834
www.absn.ca

여성 기업인 센터(Women’s Enterprise Centre)
여성 기업인을 위한 사업 정보 상담 및 기술 훈련

1.800.643.7014
www.womensenterprise.ca

캐나다 사업체 네트워크(Canada Business 
Network)
사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캐나다 정부의 주요 사이트

1.888.576.4444
www.canadabusiness.ca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 사회 미래(Community 
Futures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지방 소재 신규 및 기존 사업체 
대상 사업 상담 및 지원

1.604.289.4222
www.communityfutures.ca

경제 개발 협회(La Société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프랑스어권 경제 개발 단체(Francophone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로 소수 언어 공동체의 
활력을 강화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

1.877.732.3534
www.sdecb.com

캐나다 서부 경제 다각화부(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서부의 혁신, 사업 개발, 지역 사회 경제 개발 증대를 
위하여 일하는 부서

1.888.338.9378
www.wd.gc.ca

http://www.smallbusinessbc.ca
http://www.bcbusinessregistry.ca
http://www.gov.bc.ca/jtst
http://www.servicebc.gov.bc.ca
http://www.frontcounterbc.gov.bc.ca
mailto:bizpal%40gov.bc.ca?subject=
http://www.bcbizpal.ca
http://www.workbc.ca
http://www.absn.ca
http://www.womensenterprise.ca
http://www.canadabusiness.ca
http://www.communityfutures.ca
http://www.sdecb.com
http://www.wd.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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