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기업 자원
BC주가 소기업주를 돕는 방법

소기업 자원

본 안내문은 기업가 및 소기업주를 위한 서비스를
중점으로 소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 기재된 서비스 목록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사업 창업 및 성장을성장을 지원하는
몇몇 핵심 자원을 안내합니다.

기업 조언 서비스
정부 서비스
도구 & 자료

규정 및 서비스 개선 – 정부를 상대할 때 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는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요건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개선을 살펴보십시오:
www.gov.bc.ca/regulatoryreform

교육
재정 지원

온라인 간행물 및 자료

온라인 등록
인허가

소기업 창업 가이드 (영어판 및 4개 국어 번역판)
www.gov.bc.ca/startingasmallbusiness

멘토십

수입/수출 가이드 (영어판 및 4개 국어 번역판)
www.gov.bc.ca/importexportguide
토착 소기업 자원안내문
www.gov.bc.ca/IndigenousSmallBusinessResources
BC주에서 식당 창업하기
www.gov.bc.ca/startingarestaurant
준비된 BC주: 소기업 가이드
www.gov.bc.ca/PreparedBC
BC주에서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www.gov.bc.ca/startingafranchise

수출

BC주 소기업협회

(Small Business BC)

소기업 정보, 제품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BC
주 최고의 자료 센터. 주정부 및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동 협회는 사업 계획, 금융, 등록, 기타 BC주에서의
창업 및 사업 성장과 관련된 기타 주제에 관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www.smallbusinessbc.ca

원스톱 사업체등록국

(OneStop Business Registry)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체 등록 및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www.bcbusinessregistry.ca

BizPaL

소기업 프로필
www.gov.bc.ca/smallbusinessprofile

특정 업종 및 관련 활동에 대하여 주정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체 인허가 관련 정보에
대한 간편화된 접근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
www.bcbizpal.ca

민사해결재판소
www.civilresolutionbc.ca

이동성사업면허프로그램

기타 소기업 자료
www.gov.bc.ca/smallbusiness

(Mobile Business Licence Program)

사업체가 복수의 지방자치 행정구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이동성사업면허 (Mobile
Business Licence)가 발급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www.gov.bc.ca/smallbusiness

BC주 주소변경등록국 (Address Change BC)
BC주 내에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에 있는 사업체 기록을 BC주 주소변경등록국을
통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www.addresschange.gov.bc.ca
BC주 입찰국 (BCBid)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를 검색, 조회 및 참가할 수 있습니다.
BC주 조회센터(Enquiry BC): 1 800 663-7867
www.bcbid.gov.bc.ca
BC주 온라인 (BC Online)
법률 회사, 사업체, 정부, 전문직업인 등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창구. 사업체 등록, 재산 평가, 법원 서비스 등에 관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bconline.gov.bc.ca
BritishColumbia.ca
BC주 통상투자국(Trade and Invest BC)은 BC주를
투자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각종 경제 분야, 지역사회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BC주 기업들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www.britishcolumbia.ca
캐나다기업개발은행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자문 서비스, 자금 융자 및
투자를 통해 견실한 캐나다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전화: 1 877 232-2269
www.bdc.ca
BC주 지역사회미래
(Community Futures British Columbia)

전략적 경제 및 승계 계획, 기술 및 자문 서비스, 대출,
자영업 지원, 상담, 청년 및 장애인 기업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604 289-4222
www.communityfutures.ca
기업온라인 (Corporate Online)
BC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온라인 등록을
제공합니다.
www.corporateonline.gov.bc.ca
고용주조언자실 (Employers’ Advisers Office)
고용주, 예비 고용주 및 고용주 협회에 노동자 보상 문제에
관한 독립적 조언, 지원, 변호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전화: 1 800 925-2233
www.gov.bc.ca/employersadvisers
eTaxBC
eTaxBC는 편리한 무료 BC주 정부 온라인 세금 앱으로서
계정 관리, 소득 신고, 세금 납부 등을 위한 안전한 접근을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제공합니다.
전화: 1 877 388-4440
gov.bc.ca/etaxbcinfo
FrontCounter BC
FrontCounter BC는 BC주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등록 및 기타 승인을 지원하는 단일 연락
창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C주 조회센터: 1 800 663-7867
www.frontcounterbc.gov.bc.ca
Futurpreneur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멘토링 및 대출
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합니다.
전화: 1 866 646-2922
www.futurpreneur.ca

캐나다 혁신국
(Innovation Canada)

자금 지원, 대출, 세액공제, 임금 보조금, 인턴십 등의
개인화된 목록을 단 3분 이내에 제공합니다.
http://innovation.canada.ca/
투자자본프로그램
(Investment Capital Programs)

BC주에 있는 적격 소기업에 자기자본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전화: 1 800 665-6597
www.equitycapital.gov.bc.ca
주판매세
(Provincial Sales Tax (PST))

PST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까? 헬프라인, 이메일 규칙 지원,
비디오, 각종 서식 및 간행물 등, PST 관련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 1 877 388-4440
gov.bc.ca/PST
서비스 BC (Service BC)
기업을 위한 주요 정부 거래 등, 각종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대면, 온라인 또는 전화).
BC 연락센터: 1 800 663-7867
www.servicebc.gov.bc.ca
경제개발협회
(Société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BC주의 프랑스계 및 친프랑스계 기업에 비즈니스 정보, 지원,
네트워킹, 훈련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604 732-3534
www.sdecb.com/
캐나다서부경제다변화국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중소기업의 혁신적 신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서부혁신계획(Western Innovation Initiativ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서부 경제의 다변화를
도모합니다.
전화: 1 888 338-9378
www.wd-deo.gc.ca/eng/home.asp
여성기업가센터
(Women’s Enterprise Centre)

기술 개발, 사업 대출, 무료 사업 지도, 사업 자원, 멘토링,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제공하는, BC주의 대표적인 여성
기업가 지원 자원.
전화: 1 800 643-7014
www.womensenterprise.ca
WorkBC 취업서비스센터
(WorkBC Employment Services Centres)

BC주 전역에 103개의 지점이 있는 WorkBC 센터는
자율 서비스(Self-Serve Services) 및 취업지원 서비스
(Employment Services)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고자
하는 고용인을 지원합니다.
www.WorkBCCentres.ca
WorkBC.ca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보고, 성공담을 읽어보고,
각종 비즈니스 및 취업 자원을 이용하십시오.
전화: 1 877 952-6914
www.workbc.ca
BC주 노동안전국
(WorkSafeBC)

고용주는 고용인의 보건 및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BC주
노동안전국은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을 위한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www.worksafeb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