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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iana Economic Development  

 

Louisiana Economic Development is responsible for strengthening the state’s business 

environment and creating a more vibrant Louisiana economy.  

Vision : Louisiana consistently outperforms the South and U.S. for job creation and 

economic opportunity.  

Mission : Cultivate jobs and economic opportunity for the people of Louisiana, LED is 

aggressively pursing eight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  

 

- Improve our state economic competitiveness  

-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mmunities  

- Identify and cultivate top economic development assets in each region of our 

state 

- Place special focus on business relation and expansion 

- Develop comprehensive national-caliber business recruitment capacity  

- Cultivate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 Develop robust workforce solutions 

- Aggressively tell our story  

 
With dedicated and knowledgeable professionals committed to Louisiana’s economic 
future, LED strives to help businesses find the resources they need to make relocation 
and expansion a successful, profitable endeavor.  
 
Louisiana is focused on key traditional and emerging industries : Aerospace, 
Agribusiness, Automotive, Energy, Entertainment, Water management, 
Manufacturing, Process industries, Technolog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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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경제개발청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아열대기후, 교통의 요지,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동력자원,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지원정책 등을 지원하므로 미국에서 사업 및 무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입니다. 루이지애나주의 면적은 남한의 약 1.5배이며(135,382㎢) 인구는 남한의 약 

10%인 약 465 만(2014 년 기준) 명이고, 주도는 배턴루지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올리언즈는 재즈의 발상지 일뿐만 아니라 뉴올리언즈 항구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와 

다양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항만으로서 미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사우스 루이지애나항 

등을 통해 미국 내 최대 수출규모를 기록(2013 년) 합니다.  

 

루이지애나주는 2003 년부터 연속하여 미국 내 1 인당 외국인직접투자 1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부분에서는 루이지애나주의 SASOL 프로젝트가 DEAL OF THE YEAR 로 

선정(2013 년) 되었습니다. 이는 루이지애나주가 해외기업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여타 다른 주보다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제개발청의 미션 

루이지애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LED 는 총 8 가지를 통해 경제 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 경제 경쟁력 향상  

- 지역사회 경쟁력 향상  

- 주내 각 지역의 최고 경제 개발 자산 파악 및 육성 

- 사업관계 및 확장에 중점  

- 국가구경기업 채용 종합 역량 개발 

- 혁신,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육성 

- 강력한 인력 솔루션 개발 

- 적극적 홍보  

LED 는 루이지애나의 경제적 미래에 열정적이고 지식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이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항공우주, 농업, 자동차,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물 관리, 제조, 프로세스, 기술 서비스 

등 전통적인 주요 산업과 신흥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