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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ÉBEC(퀘벡): 귀하의
다음 비즈니스 목적지
QUÉBEC(퀘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혁신과 창의성
우수한 인력
런던
Québec City (퀘벡) 시
Montréal(몬트리올)
시카고
뉴욕

뮌헨
파리

경쟁력있는 운영비
매력적인 세금 감면 혜택

베이징

로스앤젤레스

도쿄
서울

애틀랜타

활발한 연구개발 환경
뭄바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북미지역의 주요 경제 중심지들과의 근접성

낮은 인건비, 경쟁력 있는
에너지 요금, 임대료, 세율 등
Québec(퀘벡)은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은
퀘벡인 DNA의 일부

우수한 인력

퀘벡인의 원동력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과 도전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혁신과 창의성의 전통은
QUÉBEC(퀘벡)의 인력시장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27%
캐나다내 R&D 종사자의 30%가
Québec(퀘벡)에 있습니다.

QUÉBEC(퀘벡)은 교육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OECD 국가 중

26%

캐나다 R&D 지출의 26%가 Québec(퀘
벡)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진학률 및 졸업률을 자랑합니다.

50,000

Montréal(몬트리올)은 매년
5만여 명에 이르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종합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학 및 과학 경시 대회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꾸준히 캐나다 및 OECD
평균을 넘고 있습니다.
Québec(퀘벡)은 세계 최고로 꼽히는 고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료자가 많습니다.

경쟁력 있는 운영비와
세금 감면 혜택

34%

Québec(퀘벡)의 인건비는
미국보다 평균 34%, G7
국가들보다 평균 15.7%
낮습니다

49%

Québec(퀘벡)의 전기료는 미국
에 비해 평균 36.2%, G7 국가에
비해 49% 저렴합니다.

51.3%

Québec(퀘벡)의 사무실 임대료
는 미국에 비해 평균 46.9%, G7
국가에 비해 51.3% 저렴합니다.

32%

제조 부문 투자 촉진 관련 Québec(퀘벡)은
제조 및 가공 설비의 신규 구매 비용에 대해
최대 32%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자본재 구입에 대해
판매세 환급

26.9%

>

Québec(퀘벡)의 투자 세금은
G7 및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2016년 기준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에
북미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26.9%)를
적용합니다

99%

수력 전력은 Québec(퀘벡)에서 생산되는 전체 에너지의
99%를 차지합니다.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재생가능한 이 에너지원의 절대적 우위는 Québec(퀘벡)
의 전형적 특징으로서, 북미 시장에서 Québec(퀘벡)의
확실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100x
수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100배나
적습니다. Québec(퀘벡)에서 생산되는
기타 에너지의 대부분은 특히
산업분야에서 천연가스로 생산됩니다.

Québec(퀘벡) 주 마니쿠아강의 다니엘존슨 댐(Manic 5)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자유무역의 챔피언
Québec(퀘벡)은 전세계에 개방적이며,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으로서 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장벽을 무너뜨린 몇몇 대표적
무역협정입니다:

CCRFTA
캐나다-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CKFTA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

CCFTA

CETA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캐나다 및 유럽연합)

Québec(퀘벡) 주 Montréal(몬트리올)의 바이오스피어(Biosphere)

캐나다-칠레 자유무역협정

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

다양한 교통 시스템

Québec(퀘벡)은 문화적 다양성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Québec(퀘벡)에서는 공용어인 프랑스어와 더불어 약 80여개의
언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Québec(퀘벡)
주민의 42.6%가 프랑스어와 영어 2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Québec(퀘벡) 교통 인프라는 4억 8천만 유동인구를
원활히 지원합니다.

항공 교통

대표적인 국제 도시 Montréal(몬트리올)에는 120여개의
민족문화 집단, 70여 개의 국제 단체, 약 2만 명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3개의 국제공항, 82개의 지방공항 및 45개의 항공사가 매주 약 140개의 국내외 목적지를
연결합니다.

WELCOME

BIENVENIDA

120
민족문화 집단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해상 교통
캐나다 동부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항인 Montréal(몬트리올) 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내륙항 중 하나입니다.

WILLKOMMEN

Québec(퀘벡) 주 Montréal(몬트리올)의 스카이라인

BIENVENUE

INVESTISSEMENT QUÉBEC 소개

탁월한 전문성!

경제개발 기관이자 금융기관인 Investissement Québec은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Québec(퀘벡)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기존에 있는 해외 지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INVESTISSEMENT
QUÉBEC

QUÉBEC(퀘벡)의 기업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는 QUÉBEC(퀘벡)과
북미에서 글로벌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적 위치
물색 및 현장 시찰 서비스

세금 감면 혜택 및 융자: 대출, 대출보증, 주식
투자 등
현지 파트너 및 정부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QUÉBEC(퀘벡)에 위치한 해외 지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연락처

애틀랜타

뭄바이

404 584-5340

+91 22 6749-4486

베이징

뮌헨

+86 10 5139 4265

+49 (0)89 255 49 31-19

시카고

뉴욕

312 645-0398

212 843-0976

런던

파리

+44 20 7766 5900

+33 (0)1 40 67 85 26

로스앤젤레스

서울

310 209-3332

+82(0)2 3703 7706

몬트리올

도쿄

514 873-4664
1 866 870-0437

+81 3 5733-4588

INVESTQUEB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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