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ginia is the BEST State for Business
• Business-first values
⚫
CNBC named Virginia America’s Top State for Business – a tribute to Virginia’s world-class
workforce, high-performing education system and business friendly regulations.
⚫
In 2019 VEDP was voted the most competitive state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 in
the Country by Site Selection Magazine.
• Talent &Education
⚫
Virginia h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and educated populations in the U.S. and maintains
the second highest concentration of technology workers in the U.S. Virginia is also home to one
of the most diverse tech workforces in the country.
⚫
Ranked best in the nation for both Education and Workforce by CNBC as well as on the best
higher education systems in the world (No. 2 in the U.S. according to SmartAsset). For all these
reasons, CNBC named Virginia America’s Top State for Business
⚫
Virginia is home to more than 458,000 veterans, more than 400,000 of which are active in the
workforce.
⚫
Virginia is committed to providing companies with world-class workforce training options and
is the only state in the Country that provides companies the choice of leveraging a full-service
recruitment and training program or benefiting from a traditional job grant program.
• Business Climate
⚫
The Commonwealth offers a welcoming business climate for companies with a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6% - unchanged in 47 years, AAA bond rating – maintained since 1938, and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and workers’ compensation costs among the lowest in the
nation.
⚫
The Amazon HQ2 project served as a catalyst for several key initiatives in VEDP. Business
opportunities will be provided to supply produc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rough
Amazon HQ2.
⚫
Virginia is one of the most powerful states in which various federal government agencies are
located and have easy access to various federal projects.
• Industry
⚫
Virginia’s industries are as diverse as its geography. Home to the largest data center market in
the U.S., the 3rd-largest port on the East Coast, a wide-ranging manufacturing base, and the
2nd-highest concentration of tech workers in the country, Virginia serves key national and
global markets.
⚫
An abundance of natural and human resources drives Core Industries including advanced
materials, aerospace, unmanned systems, wood products, food & beverage
processing, automotive, supply chain, life science, cyber security, software, data
centers, offshore wind in Virginia, with Offshore Wind quickly becoming another heavy
focus area among Virginia’s portfolio of renewables. This diverse array of industries positions
Virginia for healthy growth in post-pandemic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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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지니아 비즈니스 경쟁력
2019 년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뉴스 방송인 CNBC 는 버지니아의 세계적인 인력, 고성능 교육
시스템 및 사업 친화 규제 등의 강점을 통해 버지니아를 사업하기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Top
State for Business)로 선정했습니다.
2019 년 VEDP 는 사이트 선정 매거진에 따르며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경제 개발
조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버지니아의 교육과 인력

⚫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주(州)중 하나입니다.

⚫

CNBC 가 전국 교육 및 노동력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SmartAsset 에 따르면
Best Higher Education 분야에서도 미국 2 위를 차지했습니다.
버지니아에는 약 45 만 8 천 명 이상의 베테랑 인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테랑 인재는 다양한
전 세계의 미군 기지에서 고도록 숙련된 자원으로 이런 전문화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Virginia 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력을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이 풀 서비스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전통적인 일자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

⚫

있는 미국 내 유일한 주(州) 입니다.

⚫
⚫
⚫
⚫

버지니아 사업 환경
버지니아는 기업소득세율이 6%로, 47 년 동안 변동이 없으며, AAA 채권등급이 1938 년 이후
유지되며, 실업보험세 및 근로자보상비용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12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이며, 13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주이기도 합니다.
Amazon HQ2 프로젝트는 VEDP 에서 몇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Amzaon HQ2 를 통하여 미 전역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버지니아는 다양한 연방정부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연방정부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주(州) 중에 하나입니다.

⚫

⚫

버지니아 주요 산업
Virginia 의 산업은 지역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시장, 동부 연안의 3 번째로
큰 항구, 광범위한 제조 기반 지역,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하이테크 인력 자원 등을 장점을
가진 버지니아주는 국가 및 세계 주요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이 버지니아의 하기와 같은 핵심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은 버지니아의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중 가장 중점이 되는 분야입니다.
•신소재
•항공우주 •무인 시스템 •목재 제품 •식음료 가공 •자동차 •물류시스템
•생명과학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해상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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