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하이 밸리로 오세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성장하세요.

www.lehighvalley.org

미국에서 인정받는 경제 성장

리하이 밸리는 미 동북부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활발한 5대
지역 으로 뽑혔습니다.
5대 지역: 뉴욕,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보스턴, 리하이 밸리
Site Selection Magazine, 2016, 2017.

경제
성장이
활발한

미 동북부 5대 지역

알렌타운 시내의 시티 센터 타워 6.
사진 제공: City Center Lehigh Valley

사우스 베들레헴에서 리하이 강 너머로 지는 석양.
사진 제공: Michael Rapoport

이스톤 파머스 마켓 풍경.
사진 제공: City of Easton

리하이 밸리가 다른 도시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공간, 자본, 인재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높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문화가 다양하며, 삶의
질이 탁월합니다. 리하이 밸리는 숙련된 노동자, 튼튼한 기반시설과 교통 시스템 그리고 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국제적 기업들을 리하이 밸리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머물게
합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계속 이곳으로 오고, 이곳에서 시작하고, 번창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세요.

JFK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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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이 밸리
필라델피아 북쪽에서 60분
거리,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시에서
90분
거리.
리하이 밸리는 국내총생산
(GDP) 391억 불 로 미국에서
69번째로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입니다.
리하이 밸리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며 인구 665,000명
이상 으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시장 접근성

공간 접근성

주요 시장들과 연결

풍부한 상업, 산업, 투자용 부동산

>> 1억명 이상의 소비자들과 하루 운전하면 닿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런던, 파리, 베를린, 상하이, 도쿄, 멕시코 시티,
두바이 직항 노선과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취항할 수 있는 공항까지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 노퍽 서던 철도(Norfolk Southern Rail)와
CSX의 철도 화물 운송 서비스, 컨테이너 운송
지점인 베들레헴 복합 수송 터미널(Bethlehem
Intermodal Terminal)이 위치.
>> 뉴왁 항-엘리자베스 해상 터미널과 필라델피아
항으로 직접 연결되는 주간 고속도로.

>> 리하이 밸리 국제공항(ABE)과 여러 개의 민간
공항을 통한 승객과 화물 운송.

>> 자유무역지구 #272를 통한 수입/수출
인센티브 제공.

>> 상업용 사무실 임대 가능 건물 총면적: 2,650만 SF
(250만 SM)
>> 사무실 공실률: 7.9%
>> 사무실 평균 임대료: $14.31/SF ($154/SM)
>> 산업용 사무실 임대 가능 건물 총면적: 1억 1,950만
SF (1,110만 SM)
>> 산업용 공실률 6.3%
>> 산업용 건물 평균 임대료: $5.78/SF ($62/SM)

$

자본 접근성

다양한 국제, 지역, 시중 은행과의 접근성

>> 2017년 205개 은행 지점의 예금 132억불.
>> 지역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와의
활발한 네트워크.

노동력 접근성

다양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총인구 665,000 명
> 3천만 명이 100마일 반경 내에 거주
>> 345,000 명의 노동력
> 140만 명이 한 시간 운전 거리 내에 거주
>> 실업율 4.8%

>> 13개 대학에서 매년 7800명 이상 졸업
>> 1,200명 이상이 매년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학위 취득

>> 공학 전공 졸업자들이 많이 있음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영향

친 비즈니스 환경
>>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 인센티브
>> 개인 소득세: 3.07%

>> 기업 순소득세: 9.99%
자원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많은 기회
>> 미국 물류 및 운송의 메가 허브
>> 140,000 에이커 농장에서 1억3천만 불 이상의 농산물 판매
>> 일일 물 용량 1억3600만 갤런 (MGPD) 이상, 일일 평균 물 사용량 약
50 MGPD
>> 물과 폐수 용량 풍부, 산업 현장과 연결되는 고가용성 기반 시설 노선
>> 천연가스 가격: UGI 가격 비교
> 상업/산업:$6.33/MCF
>> 리하이 밸리는 PPL와 Fisrt Energy가 서비스
리하이 밸리 경제개발공사(LVEDC)

인가받은 경제개발 단체
>> 국제경제개발 협의회(IEDC) 회원
>> 공공-민간 파트너십
>> 지역 공유 서비스와 자원 센터는 사업체가 이곳에 자리 잡고 번창하도록
도와주는 데 집중

>> 도시, 카운티, 지역 단체들 간에 강력한 지역적 협업

삶의 질

비즈니스 프로필

대도시권, 소도시적 삶의 질
초중고 교육

>> 상을 받은 공립 및 사립학교
시스템

여가 활동

>> 가능한 옥외 활동으로는 스키,

대학에 진학

보트 타기, 래프팅, 골프, 자전거
타기, 하이킹, 캠핑, 사냥, 낚시
등이 있음

대학 교육

문화 활동

>> 지난 5년 동안 8개의 아이비리그

>> 라파엣 칼리지, 리하이 대학을
비롯하여 4년제 대학 9개와 전국
순위의 전문대학 2개 보유
>> 펜실베이니아

주 내의 모든
전문대학 학위 중 15%가 리하이
밸리 전문 대학에서 수여됨.

>> 3개의 직업 기술 학교에서 연간
약 1000명의 졸업생 배출
주거 생활

>> 농촌에서 소도시,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 농촌,
도시 외곽의 거주 형태가
다양하게 혼합.

>> 주택 중간 가격: 20만불
>> 아파트 중간 임대료: 950불/월
의료

>> 2개의 주요 의료 네크워크인
Lehigh Valley Health Network
와 St. Luke’s University Health
Network는 미국에서 최고로
손꼽히고 있음

>> 문화 시설로는 심포니, 박물관,
카지노와 상을 받은 여러 음악
예술 공연장이 있음
스포츠 활동

>> 3개의 프로 스포츠 팀이 있음.
AAA 계열 필라델피아 필리스
(Philadelphia Phillies), AHL
계열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Philadelphia Flyers), USL
계열 필라델피아 유니언

(Philadelphia Union),

Mack Trucks는 트럭과 대형 차량
제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100년
이상을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 나오는 모든 Mack 트럭은
펜실베이니아 주 마쿤지(Macungie)
조립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국제 수준의 경륜장인
트렉슬러타운스 밸리 프리퍼드
사이클링 센터(Trexlertown’s

Mack는 스웨덴 구텐버그에 위치한 볼보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볼보는 트럭과
버스, 건설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제조 업체이며, 10만 명의 종업원과 18
개국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근처 관광 명소들

리하이 밸리에 본사를 둔 그 밖의 다른
주요 글로벌 기업들:

Valley Preferred Cycling
Center)가 위치
>> 필라델피아의

역사적 명소,
뉴욕시의 쇼핑센터와 극장 지역,
포코노 마운틴의 리조트, 대서양
해변가 등

우리의 임무
리하이 밸리 경제개발공사의 임무는 리하이
밸리의 경제적 자산을 시장에 알리고 동업 관계를
만들어 인재를 모으고, 성장시키며,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리하이 밸리로 오세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성장하세요.
2158 Avenue C, Suite 200 Bethlehem, PA 18017
전화: 610-266-6775 • 팩스: 610-266-7623
www.lehighvalle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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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이 밸리 경제개발공사(LVEDC)는 미국에
회사 설립을 원하거나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리하이 밸리에
기업들을 소개하고 사업을 이 지역으로 가져와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