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There’s a reason Oregon’s economy has been the eighth fastest growing economy in 
the U.S. Oregon has reduced regulatory barriers, provides project- ready land and has 
a tax structure and skilled workforce that are ready to meet industry needs. 
 
Oregon’s Products 
 
Bordering the Pacific Ocean provides for the easy export of quality Oregon products. 
While high tech industries account for one third of Oregon’s exports, other industries 
shine as well. Oregon is a global leader in sports apparel. 
 
An International Center of Innovation & Knowledge Base 
 
Oregon is known internationally as a leader in renewable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egon is making significant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ch as ocean wave, wind, and solar energy. Also, Oregon works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prepare a workforce that is capable of meeting industries’ needs. 
 
Oregon’s Industry Clusters 
 
Business Service (Creative and design services, etc.), Wood & other forest products, 
Electronics and advanced materials, Logistics & distribution, Processed food & 
beverage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Metals and machinery, Transportation 
equipment & parts, information technology, Apparel & sporting goods design and 
manufacturing, Communication equipment, Med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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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온화한 기후, 편리한 운송체제,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 광활하고 비옥한 땅, 저렴한 동력자원 그리고 공평하고안정된 세제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업 및 무역을 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곳입니다. 면적 25만 

1418km², 남한크기의 2.5배로 미국에서 9번째로 넓은 주이고, 수도는 샐럼이며, 특히 

상공업 중심도시인 포틀랜드는 현대자동차의 미국시장 진출 관문이었고, 또한 

유진시에는 현대전자의 미국현지공장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노동력과 기업친화적 환경, 

높은 삶의 질, 서부해안 두 번째로 큰 무역유통센터로서 세계무역의 중심지,전략적 위치, 

그리고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은 오리건과 한국의 교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 사업서비스(창작 & 디자인 서비스, 건축 등) 

- 목재 및 임산물 

- 전자 및 첨단소재(반도체, 전자제조 등) 

- 물류 및 유통(운송, 창고업, 저장서비스 등) 

- 가공식품 및 음료 

- 농산물(작물생산 및 가축 등) 

- 금속 및 기계 

- 수송기기 및 부품 

-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원격통신, 인터넷서비스 등) 

- 의류, 스포츠용품 디자인 및 제조 

- 통신기기(컴퓨터, 오디오/비디오, 자기 및 광학 제조 등) 

- 의료용품(의료기기, 제약업) 

- 신재생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