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The Fairfax Count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FCEDA) promotes Fairfax County, Virginia,
as a world-class center of commerce and trade and the technology hub of the east coast. The FCEDA
provides a wide array of information and free services designed to help American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locate or expand commercial operations in Fairfax County. FCEDA has assisted a
number of Korean firms through the evaluation and expansion process of locating in Fairfax County
and keep helping Korean companies do business and be success in the US.

From here, you can change the world
Forward thinkers, your home awaits. By moving your business to Fairfax
County, you’ll be part of a corporate community that is collectively
improving the lives of millions.

Fueling your success:

•
•
•
•
•
•
•

A highly educated, diverse workforce that’s attracting new generations of thinkers
A dynamic network of technology firms and services
Strategic access to international airports, Washington, D.C., and the East Coast
A competitive tax structure
Affordable, flexible, and attractive real estate options in suburban and new walkable,
mixed-use urban environments
A multi-modal transportation network
Excellent public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Your company will also have a dedicated liaison in this venture: The Fairfax Count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FCEDA). Our agency is here to help you learn more about this unique place,
its people, and its boundless opportunities, at no cost to you. Contact us today for deep research,
help with real estate and any other element of exploring our county. Let us put the power of ideas
to work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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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펙스 카운티 소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서부에 위치한 ICT 기술의 중심지 페어팩스 카운티는 생활, 일, 교육
그리고 사업을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 최고의 통상 중심지 중 하나이며,
21세기에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사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신기술 중심지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역동적인 회사들,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도를 갖춘 주민, 우수한 교육
제도 그리고 문화적 편의 시설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주거 및 직장 생활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페어팩스 카운티를 선택하는 외국인 소유
회사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6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였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국은
페어팩스 카운티를 선도적인 신기술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 수준의 통상 및 무역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Fairfax County의 장점
•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고급 인력 및 다양한 노동 인구
• 기술 회사 및 서비스의 다이내믹한 네트워크
• 국제 공항,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 동부 시장으로의 전략적 접근
• 경쟁력 있는 조세구조
• 도심 인근에 위치하여 도보 이동이 용이한 매력적인 입지의 주상복합 구조로, 부동산 계약이
비교적 유동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부동산 매물들
• 복합 교통 네트워크 (버스, 지하철, 기차 등 편리한 대중교통 및 고속도로 인프라,
자율주행차 및 다양한 이동수단)
• 우수한 공립학교,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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