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Industry Canada (www.ic.gc.ca/)
□ 사이트 개요
◦ 사이트 유형 : 캐나다 산업부의 기업 정보 디렉토리
◦ 캐나다 정부(산업부)에서 제공하는 캐나다 기업 데이터베이
스로서, 산업분류(NAICS)별 기업 세부 정보 제공
◦ 캐나다내 상품/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업 정보를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 그러나, 업종이나 취급
품목을 통해서 수입 가능 기업 검색도 가능
◦ 등재된 정보는 제3의 기관(민간 협회, 기업 DB 등)으로부터
제공 받거나, 개별 기업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정보들임.
◦ 언어 : 영어, 프랑스어
- 기본 언어는 영어이나, 일부 기업은 프랑스어 정보도 게재함.
*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채택

□ 제공 정보
◦ 기업의 기본정보(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설립연도, 수출입
여부, 업태(제조,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취급 제품 정보 등
◦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사용 가능

참고 : 북미 표준산업분류
⊙ 약칭 : 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작성 기관 : 캐나다 통계청 , 멕시코 통계청, 미국 관리예산처
⊙ 시행 년도 : 미국, 캐나다 : 1997년, 멕시코 : 1998년
⊙ 분류 구조
- 1단계 : 대분류(두 자리숫자) : 20개 항목
- 2단계 : 중분류(세 자리숫자) : 70개 항목
- 3단계 : 소분류(네 자리숫자) : 223개 항목
- 4단계 : 세분류(다섯 자리숫자) : 460개 항목
⊙ 분류개요 : NAICS는 세 북미국가인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를 포괄하는 경제분석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통의 산업정의를 채택
1) 생산지향 또는 공급에 기초를 둔 개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공정을 사용하
는 생산단위는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
2) 생산지향 분류를 개발하기 위하여 a) 새롭게 출현 하는 산업, b) 서비스산업, c)
진보된 기술에 의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
3) 가급적 시계열이 지속되도록 하고,
4) 국제 표준산업분류(ISIC,Rev.3)의 중분류와 비교되도록 함
⊙ NAICS 링크 : http://www.census.gov/cgi-bin/sssd/naics/naicsrch?chart=2007
* 자료원 : 통계청

□ 메뉴 구성
◦ 빠른 검색(Quick Search)
- 키워드 입력을 통해 해당 상품 취급업체 리스트 조회
◦ 상세 검색(Detailed Search)
- 상호, 주소, 제품, 업태, 매출규모 등 세부 사항으로 검색
◦ 산업별 검색 (Browse by Industry)
- 산업 유형별로 검색기업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검색 가능
◦ 특수 디렉토리 검색
- 항공우주, 자동차, 협회, 소비재, 여성기업 등 15개 특수 유
형별로 분류된 기업 정보 검색 메뉴

□ 검색 방법
◦ 빠른 검색(Quick Search)
- 단어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으로 검색 가능
- 회사명, 제품, 전체 내용 중 선택하여 검색 가능

① Quick Search 란에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Magna) 입력
② 하단에 “Search”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타남

◦ 상세 검색(Detailed Search)
- 검색어, 회사명, 소재지(州), 주소, 제품, 기업유형, 매출액
규모, 산업 유형 등 세부 사항들을 입력 혹은 dropdown에
서 선택하여 상세 검색 기능 실행 가능

① 기업정보조회 화면에서 상세검색(Detailed Search) 메뉴를 선택
② 찾고자 하는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이나 정보들을 기재한 후 검
색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가 나나탐

◦ 산업별 검색 (Browse by Industry) : 3단 Tree형 구성

- 산업 유형별 분류를 선택하여 찾고자 하는 기업 정보의 범
위를 좁혀가면서 검색 가능
- 최상단의 산업분류는 농림수산업, 광업, 유틸리티, 건설, 제
조 등 총 20개의 산업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분
류는 수십~수백개의 하위 세부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하는 세부 산업 메뉴를 선택하면 각 메뉴에 해당하는 기
업 리스트를 abc 순서로 확인할 수 있음.

① 기업정보조회 화면 하단의 ‘산업별 기업검색(Browse by industry)’에
서 관련 산업 분류를 선택하여 클릭
② 제조업(Manufacturing)을 선택하면 세부 품목별로 수십개의 하위 분
류가 나타남.
③ 세부 분류에서 특정 항목(Dog and Cat Food Manufacturing)을 선
택하면 해당 분류상의 기업명이 리스트로 나타남.

◦ 특수 디렉토리 검색 : 3단 Tree형 구성
- 항공우주, 자동차, 협회, 소비재, 여성기업 등 15개 특수 유
형별로 분류된 기업 정보 검색 메뉴

① 기업정보조회 화면 하단의 두 번째 메뉴 ‘특수 디렉토리 검색(Browse
by Specialized Directories)'를 클릭하면 하단에 15개의 특수 산업 유
형 카테고리가 나타남.
②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하위 분류가 나타나고, 특정 하위 분류 항
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업 리스트가 나타남.

□ 회원 등급
◦ 별도의 회원 가입이 불요하며, 무료로 검색 가능
□ 문의처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e-mail 문의 메뉴를 통해 연락
◦ 주소 : Industry Canada C.D. Howe Building 235 Queen
Street Ottawa, Ontario K1A 0H5
◦ 전화 : 1-800-328-6189
◦ 팩스 : 1-613-954-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