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기업이 자리잡고 투자하며 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미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와 해외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투자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2011 년 6 월 20 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은 투자처로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억 1 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시장인 미국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인력은 최고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지닌 고급인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장소로서의 미국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법률시스템, 뛰어난 기반시설, 그리고 수익성이 가장
뛰어난 소비자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

경제경쟁력: 미국은 1 인당 국내 총생산이 약 $47,200 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시장입니다. 외국투자자는
미국의 규정와 조세제도 안에서 충분한 경영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을 가진
국가로서 주요 중요 지표들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최고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접근이 용이한 공급자와 소비자: 글로벌기업은 역동적 시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더 근접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재 시장인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은 약 $36,000 의 1 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통합 국내총생산이 약 5 조 달러에 이르며 미국 내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 어떤 곳보다
월등한 다양한 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케 하면서 17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기업의
미국자회사가 미국수출의 약 5 분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

R&D: 미국은 세계 전체 연구개발비용의 34%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혁신의 핵심지역입니다. 또한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private equity investment)를 하기 좋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미국은 생존하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의 약 4 분의 3 의 생활터전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출판물의 60% 이상을 발행하며, OECD 내에서
창출되는 특허신기술의 4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기술: 미국기업은 기술향상과 혁신의 선두주자 입니다. 미국시장은 제품, 아이디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에
열려있습니다. 주간지 Business Week 가 선정한 세계 100 대 IT 기업 중 43 개사가 미국기업입니다. 2009 년 The
Economist 는 인터넷 연결성이 좋고 온라인 비즈니스 문화가 가장 잘 갖춰진 e-ready 국가 중 하나가 미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0-2011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지수에서 미국은 혁신부분에서 1 위를
차지했습니다.

•

지식재산권보호: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은 R&D 에 투자하고 그 창의적인 결과물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관련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 년 미국특허청에
의해 승인된 240,000 건 이상의 특허 중 약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신청된 것입니다.

•

교육: 세계 20 대 명문대학 중 15 개, 그리고 세계 10 대 MBA 과정 중 6 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4,000 개
이상의 대학이 있습니다. 게다가 2009-2010 년에 690,000 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교육기관에 등록했습니다.
많은 지역전문대학들은 그 지역에 기반을 잡은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또한 인력훈련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생산성있는 노동력: 대미 투자자는 높은 생산성과 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 인당
$63,855 의 노동생산력을 가지며 노동생산성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미국과
기타 경제선진국 사이의 생산성 간격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수송/인프라: 미국은 가장 넓은 포장도로, 항공과 철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화물공항
1 위를 포함하여 항공화물양을 기준으로 세계 10 개 공항중 3 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 산적화물(bulk cargo)과 컨테이너 항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포용하는 사회: 미국은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투자하는 친근하고 친절한 국가입니다. 이주민들의 국가로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센터들을 자랑합니다. 미국은 모든 외국투자자가 공정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