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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is smart, vibrant and growing 

Located in the Midwest region of the United States, Ohio is an innovative state with a 

stable economy, diverse industries and welcoming communities, all of which position 

international investors for success. Ohio has the seventh-largest state economy, a 

dedicated, loyal workforce and diverse industries that help the state stand out as an 

attractive location for the international executives initiating new operations in the U.S. 

The state’s location puts companies in the center of it all. Ohio is within close proximity 

to population and industry epicenters in Chicago, New York, Detroit and Toronto.  

 

Ohio offers residents and tourists a low cost of living, four seasons and world-class 

educational opportunities, making Ohio your ideal location to achieve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Ohio has the competitive assets to help executives the next level of success. Statewide 

resources that make Ohio a premier location include :  

 

- A strong business climate provides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companies. Ohio’s $2 billion budget reserve, lower taxes and lower 

operating costs help support success in a growing economy  

- An integrat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nected by highways, 

intermodal facilities, airports, water and low-cost energy that enables 

companies to obtain raw materials, produce goods and reach customers 

more efficiently and cost-effectively 

- A skilled workforce of 5.7 million people known for their productivity 

and a strong work ethic. The state’s 200 educational institutions provide 

talent that is ready to tackle the jobs of tomorrow  

- A robust research and innovation network consisting of 

collaborativ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ccessible academic and 

clinical resources, and business suports that helps Ohio companies further 

their competitiv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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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집중하는 오하이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오하이오는 안정적인 경제, 혁신을 위한 환경, 외부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모든 환경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기업들이 오하이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오하이오의 GDP 는 미국에서 7 번째로 큰 규모이며, 높은 수준의 인력 자원과 다양한 기업군들이 

소재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이 신규 투자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위치는 주변의 시카고, 뉴욕, 디트로이트, 토론토와 같은 미국 내 주요 상업 중심 

도시와의 근접성이 높아, 기업들에게 유리한 지리적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오하이오의 기업 친화적인 세제 환경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은 미국에서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장점: 

⚫ 미국 내 낮은 물가 

⚫ 신시내티, 클리블랜드, 콜럼버스 등을 포함한 주변 16 개의 주요 상업 도시에 용이한 

접근성 

⚫ 200 개 이상의 대학시설 소재 

⚫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센터 소재 

⚫ 7 개의 공항 시설 

⚫ 74 개의 주정부 운영 공원 시설 보유 

⚫ 7 개의 주요 스포츠경기 팀 활동 

⚫ 오하이오 주(State)내 다양한 경제환경 

 

오하이오 주에서는 경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은 

지역 내 6 개 경제개발 기구와 지방 단위 경제개발 기구와 협력합니다. JobsOhio 와 유관 네트워크 

파트너들은 기업의 성장을 통한 오하이오 전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