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스티븐스카운티에 속한 토코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스티븐스카운티에 공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 및 시설 유치에 기회를 드린다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스티븐스카운티는 유능한 인력과 함께 조지아에서 인증된 산업유치도시로 
최적의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이와 더불어, 스티븐스카운티 토코아시는 25개 이상의 학위 및 인증 
프로그램과 최첨단 퀵 스타트 교육 실험실을 제공하는 North Georgia Tech의 Currahee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 4차선의 GA17번 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16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 도로는 토코아시로부터 I-85 고속도로의 뛰어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
85 고속도로까지는 토코아시로부터 불과 12마일로 근접해 있습니다. 

스티븐스카운티 건물의 대부분은 조지아주에서 지정하는 특정영역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특성, 건물의 위치에 따라 건강보험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정규직 일자리 (주당 35시간 이상)
를 만들고, 일자리 당 $ 3,500의 세금 공제 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이 제공되어야 
하고 두 일자리는 결혼한 관계가 아니어야 함). 융자는 조지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부채의 100%에 
대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융자는 순자산의 납세 의무에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도 
는 다음 급여 원천 징수되어서 상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북동쪽 I-85고속도로의 훌륭의 접근성을 가진 스티븐스카운티  토코아시는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시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및 제조업을 기반으로, 스티븐스 카운티의 
노동 인구의 20%는 플라스틱, 금속 가공 및 제조, 물류, 항공 우주, 목재 제품, 섬유, 화학 물질 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조 분야 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스티븐스카운티의 유리한 사업 환경과 우수한 
인력, 그리고 I-85 고속도록와 GA-17번 도로, Norfolk Southern Railroad, Hartwell Railroad, 
그리고 최근에 확장된 공항 등 우수한 교통 시설과 상업지구는  스티븐스 카운티의 강력한 금융 및 
소매 사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Hartwell 호수 인근 Currahee클럽 
주거단지는 1,100에이커의 지대에 800 가구의 주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토코아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코아시에서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함께 논의 할 기회를 기대하고, 저희 웹사이트www.scda.biz를 통해서도 
뵙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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