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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 

고려 대상 권장 활동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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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농업 생산  

1. 화혜원예

II. 농업 생산물의 가공 

1. 초콜릿과 초콜릿 제과점

2. 야채, 덩이줄기 또는 뿌리 & 과일

3. 축산 제품

4. 농업 폐기물 또는 농업 부산물

5. 수경 제품

6. 수경 사료

7. 의료, 향수, 화장품 또는 식품 산업과 정유용 식물 추

출물

8. 보조 식품

9. 첨가제, 향, 채색 및 기능성 성분

III. 고무 제품의 제조 

1. 땅을 고르는 기계, 농업 차량, 공업 차량, 상업용 차

량, 모터사이클 및 항공기용 타이어

2. 라텍스 제품

a) 안전 또는 특수 기능 글로브

3. 건식 고무 제품

a) 벨트류

b) 호스, 배관 및 튜브

c) 고무 프로파일

d) 씰, 개스킷, 와셔, 패킹, 링 및 고무 라이닝

e) 방진, 제동 및 소리 절연 제품

IV. 팜오일 제품 및 그 파생품의 제조 

1. 유지화학제품 또는 유지화학제품의 파생품 또는 제재

2. 팜 기반 건강기능식품, 팜오일 구성품 또는 팜핵유

3. 팜 기반 식품 및 성분

a) 특수 동물 지방 대체물질

b) 팜 기반 마요네즈 및 샐러드드레싱

c) 우유 또는 코코넛 가루 대체품

d) 레드팜오일 및 관련 제품

e) 팜 기반 식품 성분

f) 변형 팜오일 및 팜핵유 제품

g) 마가린, 바나스파티, 쇼트닝 또는 기타   

  제조 지방 제품

h) 코코아 버터 대체재료, 코코아 버터 대용 재료,   

  코코아 버터 동등품, 팜중부유 (palm mid   

  fraction, PMF) 또는 특수 올레인(olein) 

4. 다음의 가공 제품

a) 팜핵 과자

b) 팜오일 추출공정 폐수(palm oil mill effluent)

c) 팜 바이오매스

V. 화학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1.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화학적 파생품 또는 제재

2. 석유화학 제품

VI. 의약품과 관련 제품의 제조 

1.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

2. 건강기능식품

3. 미생물제와 생균제

VII. 목재 기반 제품의 제조 

1. 목재 가구의 디자인, 개발 및 생산

2. 합판을 제외한 가공 목제 제품

VIII.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조 

1. 골심지, 테스트라이너 또는 크라프트라이너 또는 크

라프트지 및 판지

IX. 케나프 기반 제품의 제조 

1. 동물, 사료, 케나프 입자 또는 섬유, 재생 패널 판지 

또는 제품(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및 몰

드 제품과 같은 케나프 기반 제품

X. 섬유 및 섬유 제품의 제조 

1. 천연 또는 인공 섬유

2. 천연 또는 인공 섬유사

3. 직물

4. 편직물

5. 부직포

6. 표백, 염색 및 나염과 같은 직물의 마무리작업

7. 특수 의류

8. 산업용 또는 기능성 섬유 및 섬유 제품

XI. 점토 기반, 모래 기반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의 제조
 

1. 고알루미늄 또는 기본적 내화제품

2. 실험실용, 화학 또는 산업용 제품

3. 합성다이아몬드

4. 벽돌, 타일, 슬래브, 펠릿, 보도블록 및 벽돌과 같은 

결정화 또는 성형 유리 제품

5. 흡수성이 좋은 광물성 점토

6. 대리석 및 화강암 제품

7. 시멘트, 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로 응집

시킨 천연 및 합성 섬유의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또

는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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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II. 철강 제조 

1. 강철 블룸 또는 슬래브

2. 200mm를 초과하는 높이의 형강 또는 단면 형강

3. 후판, 강판,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a) 열간압연 

b) 냉간압연 또는 냉간환원

4. 무계목 강관

5. 망간철, 규소망간 또는 규소철

6. 전기아연도금 강대

XIII. 비철금속 및 그 제품의 제조 

1. 주석을 제외한 주괴, 빌릿 또는 슬래브 등 1차 비철

금속

2. EC 구리 봉을 제외한 비철금속 바, 봉, 형재 또는 단

면형재

3. 비철금속 후판, 판재,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4. 비철금속 배관 또는 튜브

5. 알루미늄 복합패널

XIV. 기계류 및 기계류 구성품의 제조 

1. 특정 산업용 특수 기계류 또는 장비

2. 발전 기계류 또는 장비

3. 일반 산업용 기계류 또는 장비

4. 기계류 또는 장비의 모듈 및 공업용 부품 또는 구성품

5. 금속가공 기계류 또는 장비

6. 중장비를 포함한 기계류 또는 장비의 개량 또는 수리

XV. 지원 제품 또는 서비스 

1. 금속 주조 

2. 금속 단조

3. 표면 공학 

4. 기계 가공, 지그 및 고정구

5. 몰드, 공작기계 및 다이

6. 열처리

XVI. 전기 전자 제품과 그 구성품 및 부품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 

1. 반도체

a) 웨이퍼 가공

b) 반도체 조립

c) 반도체 구성품과 부품

  i)  고급 기판

  ii) 납땜 재료

  iii) 결합 패드

d) 반도체 툴

  i)  웨이퍼 캐리어 

  ii) 집적회로(IC) 캐리어

  iii) 포토마스크 및 마스크 블랭크

e) 반도체 관련 서비스

  i)  다이 또는 웨이퍼 제조 

  ii) 집적회로(IC) 검사

  iii) 웨이퍼 프로빙(probing) 또는 분류(sorting)

  iv) 웨이퍼 범핑(bumping)

2. 고급 디스플레이 제품 및 부품

a) 고급 디스플레이 제품

b) 고급 디스플레이 모듈

c) 백라이팅(backlighting) 시스템

3.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시스템 또는 장치

a) 디지털 통합 제품 또는 장치

b) 데이터 저장 시스템 또는 장치

4.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포테인먼트 제품

a) 디지털 TV

b) 디지털 홈시어터 시스템 또는 그 제품

c)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또는 영상 녹화장치  

  또는 재생장치

5. 광전자 장비,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a) 광자(photonics) 장치 또는 구성품

b) 광전자 장비 또는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c) 광섬유 또는 광섬유 제품

6. 전자 추적 또는 보안 시스템 또는 장치

a) 음성 또는 패턴 또는 시각 인식 또는 합성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장치

b) 전자 내비게이션 및 추적 장비 또는 시스템 또  

  는 장치

c)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 또는 장치

7. 전자 구성품

a) 다층 또는 연성 인쇄회로기판 

b) 고급 커넥터 

8. 대체에너지 장비, 제품,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a) 태양 전지 또는 패널 또는 모듈 또는 시스템

b) 충전식 배터리 또는 저장 시스템

c) 연료 전지

9. 에너지 절약 조명

10. 전기 제품

a)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b) 인버터 또는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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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전문, 의료, 과학 및 측정 장치 또는   
  부품의 제조 

1.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과 장치 또는 장비 및 부

품 또는 구성품 또는 그 부속품

2. 검사, 계측 또는 실험 장비 또는 기구

XVIII.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1. 특수 플라스틱 필름 또는 시트

2. 지구환경시스템 제품

3.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4. 클린룸 환경에서 성형된 제품

5. 생체고분자(biopolymer) 또는 그 제품

XIX. 보호 장비 및 장치 

1. 코팅 또는 편직 안전장갑

2. 고급 방탄 유리

3. 추락 보호 장비

XX. 제조 관련 서비스

1. 통합 물류 서비스

2. 식품 저온 유통 시설 및 서비스

3. 가스 및 방사선 멸균 서비스

4. 환경 관리

 a)  다음과 같은 폐기물 재활용

  i)  독성 및 비독성 폐기물

  ii) 화학물질

  iii) 재생고무

5. 산업디자인 서비스

XXI.  호텔업과 관광산업

1. 중저가 호텔의 건립(3성급 이하)

2. 4-5성급 호텔의 건립

3. 기존 호텔의 확장 또는 현대화

4. 관광 프로젝트의 수립

5. 관광 프로젝트의 확장 또는 현대화

6. 휴양 캠프의 건립

7. 컨벤션센터의 건립

XXII. 기타 

1. 스포츠용품 또는 장비

2. 귀금속 보석

3. 모조 보석류

4. 생분해성 1회용 포장재 및 가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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