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sylvania – Open for Business
Pennsylvania offers a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world-class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research, geographic proximity to key markets and decision-makers
and a wealth of potential business partners. When considered together, these assets can
offer strategic and competitive advantages to your business.
Pennsylvania is located within a day’s drive of nearly 40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and 60 percent of the Canadian population and purchasing power, including four of the
10 largest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Reaching these customers and markets is easy and convenient because of Pennsylvania’s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network, including an outstanding network of interstate
highways, Modern freight railroads, Six international airports, and Three major ports
with access (Atlantic Ocean, The Great Lakes, The Gulf of Mexico).
Pennsylvania is taking the lead the innovative industries such as advanced
manufacturing & materials, robotics, healthcare, and medical devices with its highly
skilled and well-educated workforce based on excellent educational environments from
Pennsylvania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Penn State, Pittsburgh University,
Temple University, and Lehigh University.
<Major Industries>
•
Life Sciences (Medical Devices & Healthcare)
•
Advanced Manufacturing & Materials
•
Renewable Energy
•
High Technology and Industrial Machinery
•
Start-up Incubators
<Business Advantages>
•
Ease of access to Major US markets.
•
World-Class University and Quality Institution
•
Active Business Environment in Various Sectors
•
A variety of Incentives and Busines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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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 Open for Business
펜실베니아 주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 및 연구 시설, 주요 미국
시장의 지리적 접근성 등의 전략적이고 경쟁적인 이점을 살려 많은 잠재적 파트너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자리잡은 펜실베니아 주는 미국의 10 대 시장 중 4 개가 미국 인구 구매력의 40%
그리고 캐나다 인구의 60%가 접근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 철도, 항공 등
종합적인 교통 네트워크 덕분에 편리하고 쉽게 고객과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 템플대학교,
리하이 대학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한 펜실베니아의 전문 인력들은 첨단제조업 및
기술산업, 로봇 공학, 헬스케어 및 의료 산업 등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지원이 활발한 생명과학 및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두드러져 관련 인력 수에서 미국 1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분야>
•

생명 과학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

첨단 제조업 및 신소재 분야

•

신재생 에너지

•

첨단 기술 및 일반 산업 장비

•

스타트업

<펜실베니아 투자의 이점>
•

미국 주요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

높은 교육 수준과 환경

•

우수한 전문 인력

•

활발한 비즈니스 환경

•

종합적인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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