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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ansas offers a pro-business environment operating leaner, faster and more 

focused through a streamlined state government designed to act quickly and 

decisively on corporate interests. Led by a governor who operates like a CEO, 

the state delivers the quick action and nimble solutions that companies need to 

efficiently expand and thrive in a competitive global economy. Solutions are 

built on the successes of six Fortune 500 companies and other business success 

stories. Come join this amazing venture we call ‘Arkansas Inc’ and see how doing 

business in Arkansas cann put you in good company.  

 

 

Key Industries in Arkansas :  

Aerospace & Defense, Food & Beverage, Software Development & Data 

Management, Metals, Distribution & Logistics, Paper & Timber Products, 

Corporate & Shared Services, Transportation Equipment  

 

 

Business Climate in Arkansas :  

⚫ Arkansas is home to the world’s largest retailer – Walmart – and seven 

other companies on Fortune magazine’s list of the largest 1,000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Home to corporate leaders in retail, 

transportation, food processing and oil, our economy is as diverse as 

our workforce. Arkansas offers great assets to companies looking to 

establish or relocate a corporate operation  

⚫ Arkansas is home to accelerator programs in financial technolopgy, 

life sciences, supply chain and cyber security 

⚫ 40% of US population is within a day’s drive (550 miles/880 kilometers) 

⚫ Arkansas has one of the lowest union membership rates in the US  

⚫ Over 160 international companies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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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된 주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의 이익과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EO 처럼 업무에 임하며 기업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에이사 허친슨 주지사는 

다양한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옆에서 함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허친슨 주지사가 이끄는 아칸소 

주정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발 빠른 행동과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아칸소의 솔루션은 6 개의 포춘 500 대 기업과 

다양한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구축됐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아칸소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해온 비전과 프로젝트들을 시작해보십시오. 저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아칸소 내의 주요 사업 목록 

 

우주항공 & 국방, 식품 & 음료, 소프트웨어 개발 & 데이터 관리, 금속, 유통 & 물류, 제지 & 목재 

제품, 기업 & 공유 서비스, 운송 장비 

 

아칸소 기업 환경 

• 아칸소는 중소기업 친화 주(州) 1위 지역으로써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포춘 

매거진 선정 1000대 기업에 올라있는 7개의 업체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소매, 운송, 

식품 가공, 원유 부문 등의 선도 업체들이 위치해 있는 아칸소는 뛰어난 다양성과 함께 

매력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갖춤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체 신설 및 이전을 

돕고 있습니다.  

• 미국 총 인구의 40%가 아칸소로부터 자동차 하루 거리 (800km)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이동 가능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아칸소는 핀테크, 생명과학, 공급망, 사이버 보안 부문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칸소 미국 내 노조 가입률 최저 4위  

• 293 개 해외 기업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