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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elaware 
 

An initiative of the Delaware Department of State, Global Delaware plays a vital role 
in transforming the region's economy and building a prosperous global center for 
innovation. Global Delaware is tasked with helping Delaware companies develop 
markets overseas; attracting international companies to Delaware; and strengthening 
and expanding Delaware’s role as leader in corporate governance. 
 

Why Delaware is the Right Place for Businesses: 
 

• Talent: Ranked second for the most PhDs per capita, Delaware's workforce is one 
of the most highly educated in the country. Delaware's pool of 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provide the State's diverse business community with the talent 
needed to compete at home and abroad. 

• Higher Education: The University of Delaware, ranked in the U.S. top 100 
colleges by the U.S. News and World Report, draws top-notch students and 
professors to the area. 

• High-speed broadband: Delaware has the fastest internet in the U.S. and the 3rd-
fastest in the world. 

• Financially sound: Delaware has been awarded a triple-A credit rating every year 
since 2000 by bond agencies. 

• Corporate preeminence: 65 percent of the Fortune 500®  companies are 
incorporated in Delaware, a result of the predictable legal framework that 
protects corporations and their investors. 

• Location: 40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is within one day’s drive. New York 
City, Washington, D.C., Philadelphia, and Baltimore are all less than 150 miles 
(241 Kilometers) away and easily accessible by car, train, sea and air. 

• Business environment: Ranked first in the nation for business friendliness, 
Delaware offers a straightforward incorporation process, an expert corporate 
legal community, and award-winning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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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델라웨어 

 

델라웨어 국무부의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델라웨어”는 지역 경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글로벌 센터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델라웨어”는 델라웨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과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경영구조의 리더로서 델라웨어의 역할을 

강화하고 넓혀가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급 인력: 인구당 박사 학위 소지자가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주로, 델라웨어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고급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델라웨어의 숙련공 및 전문 인력은 

미국 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위해 요구되는 재능과 더불어 다양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 대학 교육: 델라웨어 대학 (University of Delaware) 는 U.S. News and World Report 선정 

미국 내 상위 100위 대학 중 하나로, 뛰어난 학생들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초고속 광대역: 델라웨어는 미국 내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주로, 세계 순위로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델라웨어는 채권사들로부터 2000년 이후 매년 AAA 등급의 신용도를 받고 

있습니다. 

• 걸출한 법인 기업들: 기업들과 투자가들을 보호하는 예상 가능한 법률 체계의 결과로, 포춘 

500대 기업 중 65%가 델라웨어 주에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치: 미국 인구의 40%가 1일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뉴욕시, 워싱턴 디씨, 필라델피아, 

볼티모어와 150 마일(241km) 내에 위치하여, 자동차, 기차, 해상 및 비행기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 경영 환경: 기업 친화도 1위의 델라웨어 주는 공정한 법인 설립 절차, 전문 법률 회사, 

선도적인 법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