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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arolina: Just Right for Business 
 

Why South Carolina? 
You won’t find a more hospitable or business-friendly 
climate than South Carolina. Area Development magazine 
consistently ranks South Carolina as one of the top five states 
to do business in the nation.  
Uniquely situated halfway between New York and Miami, 
South Carolina’s integral transportation system–interstates, 
ports and rail–makes it easy to reach East Coast markets, as 
well as markets abroad.  
 
 

We believe every business, large or small, deserves every chance to succeed.  
South Carolina is home to some of the most successful and innovative companies in the 
aerospace, agribusiness, automotive,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industries. Some of those 
key companies include Samsung Electronics, Kiswire, KRA, Iljin America, Zinus, BMW, Volvo, 
Mercedes-Benz, Honda, Boeing, Michelin and Continental Tire. 
 
Here in South Carolina, we're more than hospitable—we place a high value on business. Our 
reputation as a superior business location is largely due to an exceptional economic climate that 
helps companies hold down operating costs and increase their return on investment. In addition, 
South Carolina’s performance-based tax incentives reward companies for job creation and 
investment. The state’s pro-business policies are demonstrated by the following: 
 
Advantages of setting up in South Carolina 
 

• Lowest unionization rate in the nation 

• Top state for low cost of doing business  

- No state property tax/No local income tax/No inventory tax/No sales tax on 
manufacturing machinery, industrial power or materials for finished 
products/No wholesale tax/No unitary tax on worldwide profits/Favorable 
corporate income tax structure 

• One of the lowest industrial power rates in the U.S. 

• Crisscrossed by 5 interstate highways and served by two Class I railroads 

• One of the busiest ports along the Southeast and Gulf Coasts; the nation’s most 
efficient and productive port averaging 40+ moves per hour 

• Inland ports in Greer and Dillon extend the Port of Charleston's reach, providing 
shippers and cargo owners access to more consumers within a one-day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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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업을 위한 최적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조지아주 동북쪽, 노스캐롤라이나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조, 자동차관련 산업, 

첨단소재부품업, 소비자가전업,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산업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BMW 공장, 삼성전자의 첫번째 미국세탁기공장, 북미고객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뢰기반의 노사협력 비즈니스 문화가 있는 곳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상대적으로 한국분들께 덜 알려진 州입니다. 삼성전자가 2018 년부터 

뉴베리카운티에 세탁기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삼성전자 진출 이전에 한국기업으로는 고려제강이 이미 지난 1999 년에 

현지에 타이어에 들어가는 스틸코드와 비드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지난 2013년에는 인근에 제 2 공장도 설립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BMW, Volvo, 벤츠, 혼다, 보잉, 미쉐린, 콘티넨탈 타이어 등이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환경, 적절한 사업비용, 신뢰기반의 노사협력의 문화를 가진 숙련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교통인프라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특장점 

• 미국 내 가장 낮은 노조가입률  

• 사업운영비가 낮은 주  

- 州차원에서 징수하지 않는 세금: 재산세/현지 소득세/최종재의 재료들에 대한 

소비세/도매세/재고납부세/전세계 이익에 대한 합산과세 

• 산업용 전력요금이 낮은 주 

• 5개의 주(州)간 고속도로 교차 및 1급철도 2개 노선 운영 

• 미국 동남부 및 걸프해안 주변 물동량이 많은 항구 중 하나로 시간 당 평균 40무브 

이상의 미국 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찰스턴항 보유  

• 찰스턴항과 그리어, 딜런지역의 내륙항들과의 연결로 해운사와 화주들에게 1일 생활권 

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로의 접근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