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의 투자장려법 요약

프로젝트 종류
인센티브 신청요건

적격 비용 국가보조금한도
일반 투자 전략적 투자 * 일반 전략적 투자 *

법인세 면제： 최대 10년간

고용창출보조금：　

신규고용 1인당 10만CZK～30만CZK 지급  
(특정지역에 한함）

직업훈련보조금：　

직업훈련 (재훈련포함) 시 소요된 비용의  
25～50% 지급 （※특정지역에 한함） 

（※국가 보조한도율에 미포함 ）

일반 투자 혜택 (좌측)

          +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

적격비용의 최대 10% 

(※최대 15억 CZK 한도)

① 최소투자금：　5천만～1억CZK

（※지역에 따라 상이）

（※신규기계에 최소 50% 투자）

② 최소신규고용창출인원： 20명

①,② 동시 충족시 신청

① 최소투자금： 5억CZK

（※신규기계에 최소 50% 투자）

② 최소신규고용창출인원： 
500명

①,② 동시 충족시 신청

자산으로의 투자

(토지,건물,기계장비, 
특정무형자산 등)

※단, 적격비용의 50%는 
신규기계구입에 투자

적격비용에 대해

25%（대기업）

35%（중기업）

45%（소기업）

※보조 상한비율임 

※단, 프라하에서의 
투자는 제외 

법인세 면제： 최대 10년간

고용창출보조금：　

신규고용 1인당 10만CZK～30만CZK 지급  
(특정지역에 한함）

직업훈련보조금：　

직업훈련 (재훈련포함) 시 소요된 비용의  
25～50% 지급 （※특정지역에 한함） 

（※국가 보조한도율에 미포함）

일반 투자 혜택 (좌측)

          +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

적격비용의 최대 10% 

(※최대 5억 CZK 한도)

 

① 최소투자금：　1천만CZK

（※신규기계에 최소 50% 투자）

② 최소신규고용창출인원： 20명

①,② 동시 충족시 신청

① 최소투자금： 2억CZK

（※신규기계에 최소 50% 투자）

② 최소신규고용창출인원： 
100명

①,② 동시 충족시 신청

 

① 자산으로의 투자

(토지,건물,기계장비, 
특정무형자산 등)

② 신규고용자에 대한  
2년치 월급  

①,② 중 택일

※단, ① 선택시 적격  
비용의 50%는 신규기계  
구입에 투자

적격비용에 대해

25%（대기업）

35%（중기업）

45%（소기업）

※보조 상한비율임 

※단, 프라하에서의 
투자는 제외

법인세 면제： 최대 10년간

고용창출보조금：　

신규고용 1인당 10만CZK～30만CZK 지급  
(특정지역에 한함）

직업훈련보조금：　

직업훈련 (재훈련포함) 시 소요된 비용의  
25～50% 지급 （※특정지역에 한함） 

（※국가 보조한도율에 미포함）

X

최소신규고용창출인원：

소프트웨어∙IT개발

공유서비스센터   

하이테크수리센터

데이터센터   

소비자지원센터
X

① 자산으로의 투자

(토지,건물,기계장비, 
특정무형자산 등) 

② 신규고용자에 대한  
2년치 월급  

①,② 중 택일

※단, ① 선택시 적격  
비용의 50%는 신규기계  
구입에 투자

적격비용에 대해

25%（대기업）

35%（중기업）

45%（소기업）

※보조 상한비율임 

※단, 프라하에서의 
투자는 제외

제조업

테크놀로지 센터  

(R&D 센터)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센터 

 

2015년5월1일 발효
1 CZK ≒ 50원

* 전략적 투자 = 대규모 프로젝트

20명

70명

70명

20명

  5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