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e of Georgia
Georgia is the fourth fastest-growing state in the U.S. and our population is expected
to exceed 12 million people by 2030. The population is, on average, getting younger
offering employers a quality manpower pool. Many of the world’s best-known, bluechip companies have made Georgia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to tap this dynamic
and educated labor pool. Some key local companies such as AFLAC, the Coca-Cola
Company and the Home Depot grew from the ideas of visionary Georgians. Leading
Korea companies such as Kia Motors, Kumho Tire, SKC, LG, Doosan Infracore and
Korean Airlines are evolving into truly global companies by choosing to locate in the
State of Georgia. These companies already know the secret that the State of Georgia is
rich in resources and offers a high quality of life in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The advanced logistics offered by the state’s air, land and sea transportation
companies offers easy to access to markets in North and South America. Locate in
Georiga to tap these great business advantages and help keep your company on top of
the world.

Advantages
Logistics : Close proximity to 80% of the US population
Home of the 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 the world’s busiest
airport
Savannah is the fastest-growing port in the nation
Commercial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Highly qualified work force
Quality of Life : Temperate climate, great education, exceptional recreational
opportunities and low cost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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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의 선택은 바로 조지아주(州) 입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서 2030년 까지 인구가 1,200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남동부에 위치한다른 여러 주에 비해 조지아주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블루칩 기업 중 상당수가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중 코카콜라, 홈데포, UPS, 델타항공, 뉴웰러버메이드 등이 조지아주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대한항공, SKC,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한국 굴지의 대기업이 조지아주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왜,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은 조지아주를 선택했을까요?조지아주의 풍부한 자원,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하는 세계 탑클래스의 생활환경, 친(親)기업주의 사업환경, 물류 수송 기지 및 시장 접근성
등 탁월한 지리적 조건, 혁신적인 경제법제 등 조지아주의 강점을 활용해야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의 장점
⚫

지리적 이점: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속한 시장으로의 접근성

⚫

전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하츠필드잭슨 아틀란타 국제공항
(대한항공 직항:주10회, 델타항공(2017년 6월 3일부터) 주7회)

⚫

80%이상의 미국시장을 2시간 이내 도착

⚫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바나 항만

⚫

완벽하게 구축된 상업, 산업기반

⚫

질 높은 교육환경과 풍부한 고급 인력

⚫

삶의 질: 쾌적한 대륙성 기후와 안정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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