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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센티브



조지아주는 당신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주입니다 

부지 선정 컨설턴트 및 기업은 4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주로 조지아주를 선택했습니다(출처: Site 

Selection, 2016). 조지아주가 제공하는 경쟁 우위는 물류,  

국제적 접근성, 삶의 질, 인재 외에도 다양합니다. 

조지아주의 혁신적 비즈니스 인센티브는 이미 저렴한 사업 비용을 

더욱 절약해줍니다. 안정적인 세금 공제 제도에 따라 수년 간 법인 

소득세를 삭감(또는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는 조지아 퀵 스타트(Georgia Quick 

Start)가 있으며, 이는 매년 미국 최고의 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2016년 Area Development

에서 선정). 

조지아주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출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지아주 경제개발부(GDEc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업종 또는 

사업에 적합한 세금 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입지,  

직원 교육, 수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구성한 프로젝트 관리자 팀을 주 전역에 포진시켜,  

업종 내 기업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 및 현지 채용팀은 현장에서 조지아주의 기존 기업과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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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의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
조지아주의 세제 환경은 세금 공제를 적용하기 전 비용우위를 제공합니다. 조지아주는 

법인세 구조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로 6%의 낮은 

법인세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단일 요소 총수입 배분 공식을 

도입했습니다. 

싱글 팩터 어포션먼트(SINGLE FACTOR APPORTIONMENT)
조지아주의 싱글 팩터 어포션먼트 공식을 적용하면, 많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적게는 

수십 만에서 많게는 수백 만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한 조지아주 

소재 기업은 과세 소득에 대해서만 6%의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 소득은 

조지아주 내에서 발생한 회사 매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주는 여전히 전통적인 배분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에 있는 회사 

재산과 급여를 법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합니다. 싱글 팩터 어포션먼트를 적용할 경우, 

조지아주 외부에 고객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은 조지아주에서 부과되는 실효 

세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이른바 “소급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에서 이런 소급제를 

활용하여 해당 주 외부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2017년에 발생한 총 과세 소득과 (총수입 대비)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총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소득: 1,000만 달러
조지아에서 발생한 총수입 비율: 5%

2017년에는 소득 중 50만 달러만 6%의 법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법인  

소득세 부담은 3만 달러[(1,000만 달러 x 5%) x 6%]입니다. 

우선, 조지아주와 애틀랜타 시에서 훌륭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애틀랜타에 있는 자부심 넘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에 의지할 수  

있다는 점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ernhard Maier

이사
Porsche Cars North America,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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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지도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커뮤니티 대민 활동부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합니다. 

= 조지아 항구. 

합동 개발 당국(JDA)
에 가입하지 않아 JDA 
보너스 500달러를  
받을 수 없는 카운티를 
나타냅니다. 이 카운티의 
고용 세금 공제액은 5쪽에  
표시된 500달러보다 
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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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MZ = 군사 지역  OZ = 기회 지역  LDCT = 저개발 인구 조사 표준 지역

예시: 등급 1 카운티에서 50개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0달러 공제를 제공합니다. 5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공제받아, 조지아주 법인세를 줄이거나 제거합니다[일자리 50개 x 4,000달러 x 5년 = 100만 달러]. 

고용 세금 공제
새로운 기업과 확장하는 기업은 조지아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고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법인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고, 특정 영역에서는 급여 원천징수 의무도 감소합니다. 

요건과 혜택은 새로운 일자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조지아주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은 자격 요건이 낮으면서도 

혜택은 높습니다. 매년 모든 159개 조지아주 카운티는 실업률, 1인당 소득, 빈곤율에 따라 4개 “등급” 중 하나를 

할당받습니다. 

회사가 고용 세금 공제 자격을 얻으면 이후 5년간 새로운 일자리를 순수 창출(및 유지)할 때마다 감세를 받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생기고 나서 5년간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Z/OZ 3,500달러 2 세액의 100%
- 원천징수세 초과  10년

LDCT 3,500달러 5 세액의 100%
- 원천징수세 초과  10년

*합동개발당국(JDA)의 500달러의 보너스를 포함합니다. 조지아주 카운티는 고용 세금 공제로 기업에 500달러 보너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JDA에 가입하지 않은 카운티는 6개이며, 이들은 500달러 JDA 보너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4쪽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 세금 공제는 조지아주 법인세에 적용

등급 고용 세금 공제액
(5년간)

최소 신규 일자리 공제 사용**  이월

1 4,000달러* 2 세액의 100%
- 최대 3,500달러까지 원천징수세 초과 10년

2 3,000달러* 10 세액의 100% 10년
3 1,750달러* 15 세액의 50% 10년
4 1,250달러* 25 세액의 50% 10년

“처음부터 조지아주 경제개발팀은 귀중한 파트너 역할을 하였고 스타트업을 지원하였고 현재 우리 Athens 시설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퀵 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받은 인력 관련 지원은 시설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Todd Henry

Athens 운영 관리자 

건축용품 사업부 

Caterpilla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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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금 공제 자격
조지아주 내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조지아주 고용 세금 

공제 자격을 얻은 기업 본사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산업에 참여할 

경우:

•  제조
•  창고 관리 및 유통
•  가공
•  전기 통신
•  방송
•  관광
•  R&D 시설
•  생체 의학 제조

고용 세금 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각 일자리가 정규직이어야 하고 

기존 직원에게 제공되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조지아주 최저 

평균 임금을 포함하여 카운티 평균 임금 이상(2017년 6월 기준 

주당 480달러)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자리 위치에 따라 세금 공제 자격을 얻기 위해 창출해야 

할 최소한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 개수가 결정됩니다. 자격을 

획득하는 첫 해에 창출해야 할 일자리는 2개(1등급)에서 25개	
(4등급) 사이의 범위입니다. 

5년이 지난 후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해당 프로젝트가 단일 

연도에 필요한 최소 신규 일자리 요건을 충족시켜야 감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5년 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조지아주는 우리 고향이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서배너 항구는 조지아주나 우리 The 

Home Depot에 매우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우리 수출품의 약 20%가 서배너 항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Mark Holifield

공급망 & 제품 개발 부문 전무
The Home Depot

“
The Home Depot

고용 세금 공제를 활용하여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 부담 완화

1등급 카운티, 기회 지역, 군사 지역, 저개발 인구 조사 표준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은 고용 세금 공제를 신청하면 

조지아주 법인세 부담을 100% 삭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지아주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고용 세금 공제(일자리 1개당  

최대 3,500달러)를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원천징수세를 고용 세금 공제로 줄이면 

회사에 새로운 현금 흐름이 생겨납니다.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에 대한 세금 공제 신청 절차

원천징수세 삭감 혜택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여세청구신고. 회사는 조지아주 국세청(DOR) 양식 IT-WH을 제출합니다(조지아주 소득세 신고일(연장 포함) 30일 이전 또는 

소득세 신고 중에서 먼저 오는 날짜에 제출). 

2.  심사 기간. 조지아주 DOR이 기업의 소득세 신고서를 수령하면, 120일 동안 공제를 심사하고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 삭감에 

사용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자격 인정서. 심사가 완료되면 조지아주 DOR은 회사에 원천징수세에 적용 가능한 세금 공제액 및 원천징수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 고지서를 송부합니다. 

6



고용 세금 공제액
5년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마다 5년간 매년 

750~4,000달러(등급, 카운티의 합동개발당국 소속 여부)

의 고용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각 카운티의 공제액은 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 2등급 카운티에서는 주 법인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 4등급 카운티에서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해당 일자리가 

창출된 과세 연도 마감으로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 

또한, 1등급 카운티에서는 잔여 고용 세금 공제액을 급여 

원천징수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간 일자리 1개 기준  

3,500달러 한도). 

특별 지역
일부는 특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개발 인구 조사 표준 

지역(LDCT), 기회 지역(OZ), 군사 지역(MZ)은 3,500달러의 

고용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이를 법인세 감면에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공제액은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를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OZ와 MZ, 조지아주의 40개 저개발 

카운티는 소매업을 포함하여 신규 일자리를 2개 이상 창출하는 

기업에 감세를 제공합니다. 

LDCT, OZ, MZ는 조지아주 전역에 분포하고 해당 지역에 

적용된 일자리 창출 최소 요건, 고용 세금 공제액, 공제금  

사용 기준은 지정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 기준보다 우선합니다. 

고용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과 조지아주 대민 활동부 규정 110-9.1장에서 공개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2016년에 조지아주의 기업 상품 수출이  
35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Grenzebach 7



항구 세금 공제 보너스
항구 세금 공제 보너스는 고용 세금 공제 또는 투자 세금 

공제(22쪽 참조) 자격이 있고 전년도 또는 기준 연도 대비 

조지아주 항구를 통한 수출입이 10% 증가한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기준 연도 항구 트래픽은 75톤, 컨테이너 5개 또는 

10 TEU(20피트당 컨테이너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항구 트래픽 증가 비율은 75톤, 컨테이너 5개 또는 

10 TEU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항구 세금 공제 보너스는 

고용 또는 투자 감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 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항구 

세금 공제를 사용하여 법인세의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금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을 획득한 연도에 달성한 수준 이상으로 항구 트래픽 

증가율을 유지하고 고용/투자 세금 공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항구 세금 공제 보너스는 양질의 일자리 

세금 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지아주 항만 관리국의 심층수 항구는 4쪽의 등급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구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15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됩니다. 

고용 세금 공제에 대한 항구 세금 공제 보너스
이 “항구 보너스”는 최대 5년 동안 연간 일자리 1개당 1,250

달러가 추가되고 조지아주 항구를 통한 운송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1,250달러는 고용 세금 공제에 

추가됩니다. 

투자 세금 공제에 대한 항구 세금 공제 보너스
이 “항구 보너스”는 등급을 불문하고 투자 세금 공제를 1등급 

지역만큼 올려줍니다. 따라서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적격 

투자 지출의 5%까지 공제하거나 재활용, 오염 감소, 군수 시설 

전환에 대해 전기통신 서비스에 8%까지 공제를 인상합니다. 

투자 세금 공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2쪽을 참조하십시오. 

조지아주 서배나항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구입니다. 

예시: 1등급 카운티에서 5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구 

트래픽을 10% 이상 높였다면 항구 세금 공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총 1,312,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아서 조지아주 소득세를 감면 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50개 일자리 x (고용 감세 4,000달러 + 

항구 세금 공제 보너스 1,250달러) x 5년] = 1,312,500

달러. 

예시: 4등급 카운티에서 제조 공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재활용 장비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항구 보너스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세금 공제로 700만 

달러를 받아서 조지아주 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억 달러 x 5%] + [2,500만 달러 x 8%] = 

700만 달러. 

서배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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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의 가속 개발 준비(GRAD) 지역
조지아주의 가속 개발 준비(GRAD) 지역은 주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GRAD 지역은 환경 평가 완료, 최신 지형 조사, 적절한 

지역 구분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지아주는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공업 부지가 60여 곳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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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는 사전 실사를 통한 조기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속 개발 준비(GRAD) 공업 부지가 60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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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고용 세금 공제
회사는 24개월 동안 카운티 평균 임금의 110% 이상을 지불하는 

신규 일자리를 50개 이상 창출할 경우, 양질의 고용 세금 공제
(QJTC) 혜택을 받습니다. QJTC 금액은 5년 동안 매년 일자리 

1개당 2,500~5,000달러입니다. 

회사는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일자리를 창출하여 

유지하면 7년간 추가로 QJTC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년 기간이 지나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다시 한 번 24개월 

이내에 적격의 양질의 일자리를 새로 50개 이상 창출해야 

QJTC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7년 주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부터 조지아주 소재 기업은 QJTC가 적용되는 7년 동안 

새로운 시설(법률에서 규정)에 25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기존의 7년 감세 기간 외에 두 번째로 7년 공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JTC는 주 법인세 부담의 100%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한도를 소진하고 나면 주 급여 원천징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해당 

일자리가 창출된 과세 연도 마감으로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QJTC 또는 고용 세금 공제(JTC)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QJTC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규 일자리는  

JTC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 J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평균 카운티 임금의 경우, 조지아주 노동 시장 탐색 

웹사이트(https://explorer.gdol.ga.gov)의 간행물 

페이지에 있는 연간 조지아주 고용 및 임금 보고서(Georgia 

Employment and Wages)를 참조하십시오. QJTC에는 

O.C.G.A. § 48-7-40.17에 요약된 요건과 조지아주 국세청이 

규정 560-7-8-.51에서 공개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카운티 평균 임금(%) 양질의 고용 세금 공제액(5년)

≥ 110% 및 < 120% 2,500달러

≥ 120% 및 < 150% 3,000달러

≥ 150% 및 < 175% 4,000달러

≥ 175% 및 < 200% 4,500달러

200% 이상 5,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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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고용 세금 공제를 활용하여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 부담 완화

회사는 양질의 고용 세금 공제를 사용하여 조지아주 

법인세 부담금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지아주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양질의 

고용 세금 공제를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원천징수세를 

양질의 고용 세금 공제로 줄이면 회사에 새로운 현금 

흐름이 생겨납니다.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에 세금 공제를 적용하는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6쪽을 참조하십시오. 

서배나항

GE Digital

GE에서 애틀랜타 최고의 인재와 주 전역의 친기업  

환경을 활용하여 전사적으로 IT 서비스와 운영에  

혁신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Chris Drumgoole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
GE Digital

“

예시: 합동개발당국(JDA)에 속한 1등급 카운티에서 

신규 일자리 75개를 창출했습니다. 75개 일자리 중에서 

50개가 QJTC 임금 요건을 충족시켰고, 해당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카운티 평균보다 205% 높았습니다. 이 

경우, 일자리 50개마다 QJTC 공제로 5,000달러를 

받습니다. QJTC 임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25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J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일자리에 대해 JTC 공제 4,000달러가 제공됩니다. 

총 1,750,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50개 일자리 x 5,000달러 QJTC x 5년 + 

25개 일자리 x 4,000달러 JTC x 5년 = 1,75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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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R&D) 세금 공제
주 내에서 적격 연구 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조지아주 

소재 기업은 본사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산업에 참여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
•	 창고 관리 및 유통
•	 가공
•	 전기 통신
•	 방송
•	 관광
• R&D 시설
•	 생체 의학 제조

적격 기업은 조지아주에서 R&D 경비를 인상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준 금액 계산을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전용 R&D 시설 외에도 적용됩니다. 

상기 전략 산업에 속한 시설은 모두 적격 지출이 있으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D 공제는 기타 모든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조지아주 

법인세의 5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잔여 R&D 공제액은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 한도는 적격 R&D 경비가 발생한 과세 연도가 

끝나고 최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적격 R&D 경비는 1986년 제정된 내부 조세 수입 규정 개정안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4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지급 임금과 모든 서비스 및 소모품 구매는 

조지아주 내에서 수행한 R&D에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적격 R&D 경비에 기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와 같습니다. 기준 금액을 계산하려면 현재 과세 연도의 

조지아주 매출에 다음을 곱합니다. 

•	 이전 3년간의 과세 연도에서 조지아주 매출 대비 적격 

R&D 경비 합계 비율의 평균, 또는
• 0.300 중 적은 수치. 

회사가 이전 3년 과세 연도에서 1년 이상 조지아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 과세 연도의 조지아주 매출에  

0.300을 곱합니다. 

R&D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12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됩니다. 

연구 개발(R&D) 세금 공제를 활용하여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  
부담 완화

R&D 세금 공제는 다른 모든 조지아주 세금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조지아주 법인세 부담금의 5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잔여 조지아주 법인세의 50%에 R&D 

세금 공제를 소진하고 남은 R&D 한도는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원천징수세를 

R&D 세금 공제로 줄이면 회사에 새로운 현금 흐름이 

생겨납니다.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에 세금 공제를 적용하는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6쪽을 참조하십시오. 

AstroTurf12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조지아주 R&D 

세금 공제 자격에 해당하는 다수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세금 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정 개선을 위한 자본 구매에 사용한 R&D 경비	
(예: ERP 소프트웨어 구현 또는 새로운 공장 장비 설치)

•	 신제품 또는 새로운 공정 개발/프로토타이핑
•	 레거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선에 투자
•	 클라우드로 서비스 이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Elekta
Elekta

UPS

조지아주에서는 2,400개 이상의 임상 시험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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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 세금 공제
다음과 같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	 정규직 직원을 1,800명 이상 고용, 

•	 최소 4억 5,000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연간 급여 지출이  

1억 5,0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  지정된 최소 금액 이상 평균 급여 지급 또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일 경우, 새로운 직위를 만든 해로부터 5년간  

매년 연간 세금 공제 기준 일자리 1개당 5,25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회사는 적격 투자 금액에 따라 일자리 창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조지아주 법인세의 100%에 적용됩니다. 잔여 공제 한도는 

조지아주 원천징수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1개 프로젝트에서 신규 일자리를 최대 4,500개 

창출하면 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수 신규 일자리  

1,800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제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Hitachi

Delta Air Lines

예시: 신규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설과 

장비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5년 동안 525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아서 조지아주 소득세를 감면(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공제 한도는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000개 일자리 x 

일자리 1개당 5,250달러 x 5년 = 5,250만 달러]. 

대규모 사업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24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한:

6년

8년

회사가 다음과 같은 금액의 
적격 투자 자산을 구매/
인수하였을 경우:

4억 5,000만~6억 달러

6억~8억 달러

8억 달러 이상

회사는 다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자리 창출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6년

8년

10년

Kubota

NCR 본사, 2018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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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회 세금 공제 프로그램(WOTC)
조지아주 노동부(GDOL)는 연방 노동 기회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협력합니다. WOTC 프로그램은 연방 세금 공제 

인센티브로, 미국 연방 정부에서 고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9개 대상 집단을 고용한 민간 부문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 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상태의 전직 군인
• 결손 가정 사업(TANF) 수혜자
• 보충영양사업(Food Stamp) 수혜자
• 자치구역(EZ) 지역민
• 재개발(RRC) 지역민

참여 기업은 대상 집단에 따라 적격 고용 직원 1명당 

1,200~9,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아서 연방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DOL.State.GA.US/

em/learn_about_tax_credits_and_incentives.htm을 

방문하세요. 

육아 세금 공제
육아 세금 공제는 적격 탁아 시설을 구매/건설하거나 직원의 

육아를 지원하는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국가 공인 시설을 구매/건설한 고용주의 경우. 건설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공제 한도를 10년간 제공합니다(매년 10%). 

사용하지 않은 공제 한도는 3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인 시설에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고용주는 직접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과 관련된 공제 한도는  

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육아 세금 공제로 법인세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6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과 조지아주 국세청이 규정 560-7-8-.38에서 

공개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가석방자 세금 공제
2017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주는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석방 자격을 받은 사람을 고용한 경우 인당 2,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직위에 적용되는 고용 세금 공제 제도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각 과세 

연도에 고용주 1인당 50,0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조지아주 법인세의 1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한도는 3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고용주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조지아주 최저 평균 임금을 포함하여 카운티 평균 임금 이상의 

급여(2017년 6월 기준 주당 480달러)를 지급해야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자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31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과 조지아주 국세청이 규정 560-7-8-.58에서 

공개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조지아주는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도 기업과, 사업 

운영의 요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지아주는 친기업적인 지역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인센티브 패키지와 더불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면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의 

참여와 환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James Williams

전무(2015)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Americ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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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사업
조지아주에서 적격 지출로 25만 달러 이상 사용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프로덕션 기업은 2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에 발효). 조지아주 로고와 웹 링크를 프로젝트 

홍보 웹페이지에 넣거나 조지아주에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마케팅 기회를 제안하여 승인받을 경우, 추가로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세 공제는 조지아주 소득세 또는 조지아주 급여 

원천징수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 기업이 원할 경우, 하나 이상의 조지아주 납세자에게  

세금 공제 한도를 1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총소득이 1억 달러 미만이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전 릴리스된 

인터랙티브 게임은 최대 3년간 2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 기업과 그 계열사에 제공되는 

총 공제 한도는 매년 1,250만 달러로 제한되고 선착순 기준입니다. 

기업은 1년에 150만 달러 이상 또는 조지아주 급여 지출 합계	
(둘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영화 및 TV
조지아주는 주 내에서 제작하는 적격 영화, TV, 뮤직 비디오, 

상업 프로덕션, 적격 뮤지컬/연극 공연, 영화, TV,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과 동시에 녹화한 뮤지컬 공연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영화, TV,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26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됩니다. 뮤지컬 및 

연극 공연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32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Georgia.org/Film을 방문하십시오. 

2017년에 조지아주의 영화 및 TV  
산업에서 95억 달러 이상 매출 발생

(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20일)
히든 피겨스

스파이더맨: 홈커밍

Hi-Rez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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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설명

제조 기계 및 장비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하고 조지아주에 위치한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는 제조 기계와 장비는 판매세를 
면제합니다. 적격 기계 또는 장비는 새로운 제조 시설에 사용할 용도, 기존 제조 시설의 대체 기계, 기존  
제조 시설의 업그레이드/확장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산업 기계 수리 기존 제조 시설에서 유형의 개인 재산을 제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리/교체 부품, 기계 덮개류, 몰드, 
다이, 왁스, 툴링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산업 재료 및 포장 완제품의 구성요소로 가공, 제조,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 판매용으로 제도되는 제품에 코팅, 침투시키는 
재료, 판매/운송용 제품 장에 사용하는 일회용 재료는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 

제조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의 판매, 사용, 저장 또는 소비는 면세됩니다. 단, 교육용으로 할당된 부분은 
제외합니다(대부분 1%이지만 일부 지역은 0% 또는 2% 할당). 여기에는 제조 시설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특히, 유형의 개인 재산을 제조할 때 가열, 조명, 전력, 냉장, 온도 조절,  
가공 또는 기타 용도에 반드시 필요한 천연/인공 가스, 오일, 휘발유, 전기, 고체 연료, 나무, 쓰레기, 얼음, 
증기 및 기타 재료를 의미합니다. 카운티와 자치 시/군은 해당 지역에서 면제되는 판매세 및 사용세 부분으로 
내국소비세를 이전시키는 옵션이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3%이지만 값은 2~4%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본 재료 취급 장비
새로운/확장된 유통 또는 창고 시설에서 유형의 개인 재산을 취급, 이동,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장비는 총 구매/확장 가치가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유통/창고 시설은 시설의 
총수입에서 소매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 관리 장비 기본 용도가 공기/물 오염을 제거하거나 완화인 기계 및 장비 판매, 해당 기계/장비의 수리품, 교체품,  
구성 부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첨단 기술 기업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1년 기준으로 첨단 기술 기업이 적격 장비를 구매한 금액이 1,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특정 컴퓨터  
장비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첨단 기술 기업은 특정 관련 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에 따라 분류됩니다. 

무균실 장비 유형의 개인 재산을 제조할 때 직접 무균실을 사용할 경우, 100등급 이하 무균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기계류, 장비, 재료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물 비용 수도관, 라인, 파이프를 통해 제공된 물 판매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전기통신 서비스 지역 교환 전화 서비스는 판매세와 사용세를 부과합니다. 
다른 모든 전화 서비스 유형(VoIP, 장거리 통화)은 면세입니다. 

세금 면제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
조지아주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판매세 면제는 O.C.G.A. § 48-8-3, 48.8-3.2 및 48-8-3.3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  

몇 가지 주요 면세 조항을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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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세 면제
조지아주는 재고나 다른 부동산/개인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의 1레벨 자유 무역항 법률에 

따라 카운티와 자치 시/구는 4가지 분류의 재고에 대해 

지역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재산 가치의 

20, 40, 60, 80, 100%를 면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전자상거래 이행 센터의 상품, 재고로 구성된 4번째 분류가 

신설되었습니다. 

1레벨 자유 무역항의 4가지 상품 분류:

  분류 1: 제조, 생산되는 공정의 상품 재고(원료와 부분 

완제품 포함). 

  분류 2: 12개월 이내에 제조사/생산자가 조지아주에 

보관하고 있는 제조/생산한 완제품 재고. 

  분류 3: 1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조지아주 외부로 

운송할 예정이고 창고, 부두, 선창에 보관한 완제품 재고. 

  분류 4: 1월 1일 기준으로 이행 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행 센터에서 거래되는 재고. 

지방 정부는 2레벨 자유 무역항 승인과 관련하여 국민 투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 재고를 포함하여 1레벨에서 

제외된 재고/부동산까지 면세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1레벨,  

2레벨 자유무역항 면세는 O.C.G.A. 48-5-48.1, 48-5-48.2, 

48-5-48.5 및 48-5-48.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자유무역지대(FTZ)
조지아주에는 여러 FTZ가 있으며,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사용을 촉진하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수출입은 대부부 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활동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낮춰줍니다. FTZ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기업이 조지아에서 

조립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재료에 대한 관세를 

변경하거나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는 

FTZ 지정 지역에 조지아주 산업 단지를 입주시키거나 조지아주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개별 산업 시설을 FTZ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필요를 최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적절한 인맥을 제공합니다. 

원스톱 환경 허가
조지아주의 환경 허가 프로그램은 미국 환경청(EPA)과 합동으로 

연방 허가를 발급합니다. 각 주에서 미국 환경청의 허가 발행을 

기다리는 것보다 발급 기간이 단축되는 원스톱 절차를 제공합니다. 

조지아주 천연자원부 환경보호 사업부(EPD) 국장은 EPD에서 

집행하는 법률에서 정한 모든 허가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연방 수질오염 방지법(Federal Clean Water), 

청정공기법(Clean Air), 식수 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s)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EPD에 할당된 주요 규제 프로그램은 공기질 관리, 수질 관리 

및 취수, 위험 폐기물 관리, 고체 폐기물 관리, 폐수 용지 신청 등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원스톱 허가 제도는 정부의 복잡한 서류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들이 더욱 신속히 필요한 허가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조지아주 EPD는 매우 짧은 기간에 수수료 

기반 신속 공기질 관리 허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애틀랜타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oneywell은 조지아주에 민첩한 첨단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 개발 센터를 설립하고 최신 클라우드, 

모빌리티, 분석 기술에 기반한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Krishna Mikkilinen

엔지니어링 산업 및 IT 전무
Honey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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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인력 사업부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인력 사업부(WFD)는 조지아주의 교육 

및 훈련을 수요가 많은 일자리에 집중시키고자 노력합니다. 

WFD는 조지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주 1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사업을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인력 사업부가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교육 리소스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Workforce.Georgia.org

채용 지원
조지아주 노동부(GDOL)는 구직 공고를 게시하고, 지원서와 

이력서를 수집, 심사하고, 적격 지원자를 고용주가 면접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면접 공간을 제공하고, 채용박람회 및/

또는 개별적 채용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고용주가 적격 

직원을 채용하도록 돕습니다. 조지아주 노동부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부는 새로운 기업을 위한 맞춤 채용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GDOL은 민간 직업소개소와 협력하여 

조지아주의 취업 기회를 파악합니다. 

채용, 훈련 및 교육
퀵 스타트 직원 훈련
미국 최고의 인력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퀵 스타트
(Quick Start)는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적격 기업에게 완전히 

맞춤화된 전략적 인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퀵 스타트는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평가, 선발, 훈련하여 성공하도록 

지원합니다. 제조 사업, 유통 센터, 본사, 고객 상담 센터를 

열거나 확장하는 다양한 산업의 고객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량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적 인력 컨설팅: 퀵 스타트의
 교육 전문가는 회사 주제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업 목표에 

맞는 훈련을 보장합니다. 

• 고용 전 평가 기업이 직접 지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평가하고 기술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맞춤화된 고용 후/직무 훈련: 회사의 기술과 공정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감독을 받는 실무 훈련에 이르기까지, 퀵 

스타트는 직원이 최대 효과와 효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시킵니다. 

•  리더십 및 생산성 강화 훈련: 회사는 퀵 스타트의 지침에 

따라 경쟁력을 유지하고 모든 팀원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강조합니다.GeorgiaQuickSta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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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 세금 공제
회사가 정규직 직원 훈련에 직접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조지아주 소재 기업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조지아주 기술 칼리지 시스템(Technical College 

System of Georgia)의 승인
• 품질 및 생산성 강화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술 훈련

재교육 세금 공제 한도는 고용주가 직접 지출한 비용의 50%에서  

연간 승인된 재교육 프로그램 1개 기준 1인당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명의 공제액 합계는 연간 1,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교육 세금 공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회사가 납부해야 할 조지아주 법인 소득세의 최대 50%까지 

공제 가능
• 과세 연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0년간 이월 가능
• 다른 세금 공제와 중복 사용 가능

재교육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5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tcsg.edu/economic_development.php를 

방문하십시오. 

HOPE 장학금 및 보조금 프로그램
HOPE(Helping Outstanding Pupils Educationally)

는 조지아주 고유의 장학금 및 보조금 프로그램으로서, 적격 

조지아주 공립/사립 전문대, 대학교, 공립 기술 전문대의 학위, 

수료, 인증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HOPE 장학금은 학력 요건을 충족시키는 적격의 학생에게 

제공되며, 조지아주 공립 전문대와 대학교의 수업료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HOPE 보조금은 조지아주 기술 전문대에서 기술 학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적격의 조지아주 거주자에게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은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사 학위가 없고 

기술 전문대에 등록한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이주시키고 기업이 지역 기술 전문대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GAfutures.org

조지아주의 전문대 및 대학교
매년 조지아주 공립/사립 전문대와 대학교에서 90,000개 

이상의 학위가 수여됩니다. 이러한 기관은 경력 개발 센터를  

통해 고용주에게 학생과 졸업생을 연결하여 인턴십과 협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채용 기회도 제공합니다. 

고용주가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각 전문대와 대학교,  

조지아주 대학 시스템(University System of Georgia), 

조지아주 기술 칼리지 시스템(Technical College System  

of Georgia), 조지아주 독립 칼리지 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HOPE 커리어 보조금은 조지아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요가 높은 커리어로 진출할 수 있는 전공의 조지아주 기술 

칼리지 시스템(TCSG)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HOPE 커리어 보조금으로 HOPE 보조금을 보완하면 수업료 

전액에 더해 교재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 HOPE 커리어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125가지 이상  

TCSG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용접 및 결합 기술
• 디젤 장비 기술
• 영업 트럭 운전
• 정밀 제조
• 공인 엔지니어 지원
• 산업 유지관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컴퓨터 기술
• 영화 제작 세트 디자인
• 건강학
• 유아 보육 및 교육
• 간호 조무

HOPE 커리어 보조금 프로그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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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int Communications

“

Bronner Bros. 

소규모 기업 및 창업 지원
소규모 기업은 이 안내서에서 소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소규모 기업과 기업가의 

요구에 맞춰 설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Georgia.org/SmallBusiness

조지아주 소규모 기업 공제 이니셔티브(SSBCI)
조지아주 소규모 기업 공제 이니셔티브는 은행 또는 지역 공동체 개발 금융 기관(CDFI)을 통한 소규모 기업 대출로  

대출 담보와 파트너십 대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Georgia-ssbci.com

앤젤 투자자 세금 공제
조지아주는 주 내에서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적격 투자자에게 소득세 공제를 제공합니다. 투자 후 2년이 지나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35%를 공제하며, 각 투자자의 한도는 연간 50,000달러입니다. O.C.G.A.  

§ 48-7-40.30. 

지역 공동체의 단결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소규모 기업의 리소스도 우리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관광지로 주목받았고 새로운 국제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매체 등과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Erik Vonk
소유주 겸 창업자
Richland Rum

Richland RumSavannah Be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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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내의 기존 산업 지원
기존의 조지아주 소재 기업은 이 안내서에서 설명한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세금 공제
조지아주는 기존 기업에 투자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투자 지출(“프로젝트”)의 1~5%입니다(비율은 

투자한 카운티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조지아주에서 3년 이상 제조/전기통신 시설을 최근 3년 

이상 운영하였고 조지아주 내에서 신규/기존 제조 또는 

전기통신 시설에 50,000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또는
•      조지아주에서 제조/전기통신 기업을 위한 회사 지점 또는 

지원 시설을 최근 3년 이상 운영하였고 조지아주 내에서 

신규/기존 제조 또는 전기통신 시설에 50,000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적격 투자 비용은 다음 항목 등을 포함합니다. 

• 토지 인수에 지출한 금액
• 개선
• 건물
• 제조 또는 전기통신 시설에서 사용할 기계류 및 장비

다음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3~8%). 

• 재활용 또는 오염 관리 장비
•	 군수 공장 제조를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프로젝트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 조지아주 

국세청 위원이 서면으로 승인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조지아주 법인 소득세의 50%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공제 한도는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프로젝트 완료 후 삼십(30) 

일 이내에 프로젝트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조지아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고용 또는 투자 감세금 공제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세금 공제에는 O.C.G.A. § 48-7-40.2, 48-7-40.3, 

및 48-7-40.4에 요약된 프로그램 요건과 560-7-8-.37 

규정에서 조지아주 국세청이 정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재활용, 군수 시설 전환, 오염 관리

등급 투자 공제 최소 투자 공제 한도 이월 

1 5%-8%* 50,000달러 세액의 50% 10년

2 3%-5%* 50,000달러 세액의 50% 10년

3 1%-3%* 50,000달러 세액의 50% 10년

4 1%-3%* 50,000달러 세액의 50% 10년

예시: 1등급 카운티에서 제조 공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재활용 장비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경우, 조지아주 법인 소득세를 700만 달러까지 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 달러 x 5%] + [2,500만 

달러 x 8%] = 7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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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만 있는 혁신 센터(Centers of Innovation)는 

조지아주의 전략적 산업을 서로 연결하여 이들이 국제적으로 

경쟁,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산업 전문성, 협력 연구,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에 소속된 6개 혁신 센터는 

항공우주, 기업식 농업, 에너지 기술, 정보 기술, 물류, 제조에 

집중하여 주 전역에서 운영됩니다. 

조지아주 소재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집중적인 심층 기술 산업 전문 지식
•     새로운 시장 및 사업 기회 확인
•     새로운 제품 상업화 및 개발 지원
•     혁신적 연구 및 협업 활용
•     재계, 학계 및 정부 파트너십

국제무역부(International Trade Division)는 조지아주 소재 

기업에게 무료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시장 정보, 

주요 국내 인맥, 다각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국제 기회 등이 있습니다. 국제 무역부는 조지아주의 11개 전략적 

시장(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유럽,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영국, 아일랜드)에서 국제 대표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국제 분석 정보 - 수출 “방법”이나 산업/국가별 데이터  

등의 지식을 제공합니다. 연구, 수출 교육, 컨설턴트,  

시장 평가, 파트너 리소스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      국제적 인맥 - 조지아주 공급업체와 국제 바이어/대표를 

연결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무역 박람회, 무역 사절단, 

미국을 방문하는 바이어 대표단, 국내 연결, 비즈니스 

파트너 확인, 무역 기회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혁신 센터

국제 무역

혁신 센터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의 ‘성공’이었습니다. 판매 전략을 

제안하거나 편견 없이 업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 

실리적인 권고를 받고 싶었습니다.”

Eric Parke
창업자

Sumo Robot League
“
Sumo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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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조지아 경제개발부는 부지 선정에서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 전문 지식  

및 인맥을 활용하려면 404.962.4000번으로 연락하거나 Georgia.org/GlobalCommerce를 방문하십시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GDEcD) 소개
조지아주 경제개발부(GDEcD)는 조지아주의 판매 및 마케팅 부서로서, 신규 투자 유치, 기존 산업 및 소규모 기업 확장, 

수요가 높은 일자리에 맞는 인력 교육과 훈련 제공, 조지아주 생산 제품의 새로운 판로 개척, 관광객 유치, 예술과 영화, 

음악,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제작 지역으로 조지아주 홍보, 경제 개발을 위한 조지아주의 자원 계획 및 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Technology Square  |  75 Fifth Street, NW, Suite 1200  |  Atlanta, Georgia 30308 - USA(미국)  |  Georgia.org  |  +1.404.962.40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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