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60,000여 개  
기업의 본거지

외국계 계열사 
220개 이상

포춘지 500대 
기업 본사 7

매년 20개 이상의 
국제 행사

전 세계 115여개  
국가 출신의  
1,700여 명의  
외국인 학생

70개 이상의 
국제 클럽 및  
기관

미국 리치몬드 지역
미국연방조달 사업을 위한 검증된 지역



버지니아 주의 한국인 소유 기업

거의 30개국을 대표하는 22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리치몬드 지역에서 230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지니아 주에는 7개의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러스터

리치몬드 지역에는 60,000개 기업의 본사가 있으며,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으로부터 2인 신생 회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6개의 비지니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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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통근 시간은  

25분에  
불과합니다.

리치몬드  
공항은  

북아메리카에서  
2번째로 효율성이 

높습니다.

운송 및 인프라

n 리치몬드는 동부 해안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인 지역으로  
워싱턴 D.C.에서 160km(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n 이 지역은 64, 95, 85 및 295번 연방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역 입니다.
n 전국 소비자의 55% 이상이 1,200km(750mi) 내에 있습니다. 
n 전국 최대의 운송업체 중 2곳인 CSX와 Norfolk Southern는 
철도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며, AMTRAK는 철도 여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 리치몬드 국제공항(Richmond International Airport, RIC)은  
매일 약 200편의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항공편을 전국의 
목적지에 연결합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IAD)은 전국 최대 국제공항 중  
하나로 리치몬드에서 불과 190km(120마일) 떨어져 있으며, 
전 세계 목적지로 이어지는 논스톱 항공편이 거의 50편에 
이릅니다.
n 리치몬드 항은 제임스 강(James River)에서 복합 물류 및  
유통 중심지입니다. 리치몬드 지역의 해운회사는 또한  
동부 해안에서 3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인 햄프턴  
해협(Hampton Roads)의 버지니아 항에서 160km(100마일)  
이내에 있습니다.

UPS 및 FedEx  
지구 허브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Hanwha Azdel Inc. 합성 화학물질 제조

(주)효성 산업용 섬유

IP Korea Center Inc.(IPKC) 미국 특허 협력 서비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기 제조 

우리 아메리카 은행 은행

첨단 제조
의료 및 생명 

과학
물류센타금융 및 보험이너베이션기업 서비스 식음료



n 리치몬드는 의정부 및 양주시와 자매결
연 도시입니다.

n 리치몬드 지역에는 4,000명 이상의 한국
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n 이 지역에서 가장 활동적인 조직으로는  
버지니아 아시안 상공회의소(Virginia Asian 
Chamber of Commerce), 아시안 아메리칸 소
사이어티(Asian-American Society Of Central 
Virginia), 리치몬드 한인회(Korean American 
Society of Greater Richmond), 리치몬드 한인 
식품협회(Korean-American Grocers Association 
of Richmond), 리치몬드 한인 노인회(Richmond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및 한국 대
사관 및 영사관(워싱턴 D.C.) 등이 있습니다.

n 지역 사업 및 문화 자원으로는 코리안 푸
드 페스티벌(Korean Food Festival), 아시안 페스
티벌(Asian Festival), 아시아 블룸(Asia Blooms) 
및 버지니아 아시안 챔버 갈라(Virginia Asian 
Chamber Gala) 등이 있습니다.

n 리치몬드 지역은 교육 수준이 높으며,  
25세 이상 주민의 60%가 대학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n 리치몬드 메트로 지역은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이며, 주 전역의 40곳 이상
의 지역에서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n 최고수준의 공립학교와 다양한 사립학
교가 있는 최고의 학군입니다.

n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는  
국제 학력 평가 시험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의 전 
세계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n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지역의 'Governor’s 
School for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Studie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 26가지의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의 대학
원 및 전문가 프로그램은 동일한 유형의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n 리치몬드 대학교(University of Richmond)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부분에서 미국 4위에 
올랐으며, 국제 연구 부문에서 “미국에
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Hottest School in America)”로 인정
을 받았습니다.

nCCWA(Community College Workforce Alliance)
를 통해 직업 전문교육 과정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n 지역 국제 커뮤니티에서는 언어 및  
문화 수업을 제공하는 주말 및 야간  
학교가 제공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노동력 및 교육 시스템

리치몬드 대학교

리치몬드 지역에는 
4,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치몬드는 의정부 및 
양주시와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4,000 한국과 연결됨

리치몬드 관련 사실

인구
1,306,172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 44번째)

노동 인구  
25세~64세

680,912

중간 연령 38

시간대
동부 해안 
(리치몬드, 워싱턴,  
뉴욕) GMT - 5시간

면적 14,807km²(5,717평방마일)

기후
온화한 대륙성 기후
연평균 기온(7월) 25.6°C
연평균 기온(1월) 2.1℃

리치몬드의 생활

n 주거지역은 리노베이션한 도심 아파트에서 골프 코스 및 해안가 
지역,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n 20개 이상의 박물관과 갤러리를 포함한 다양한 예술 및 문화 커
뮤니티, 리치몬드 심포니, 리치몬드 발레단, 버지니아 오페라, 콘서
트, 음악 페스티벌, 놀이공원 및 130곳 이상의 역사 유적지

n 거의 30개에 달하는 골프 코스 및 100곳 이상의 지역 공원

n 트레일 러너를 위한 전국 상위 7대 도시 중 한 곳이며 전국 최고 
중 한 곳인 Ukrop의 Monument Avenue 10KM 이내

n 미국 최고의 도시 산악 바이크 트레일 시스템 중 하나이며 2015
년 세계 챔피언십 사이클링 대회가 열리는 장소

아시안 페스티벌



버지니아 주: 사업에 가장 적합한 주

n 2004년 이후로 37,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여러 다국적 기업에서 5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n 45개 국가 출신의 다국적 기업이 700개 이상 

n 주의 6% 법인 소득세는 1972년 이후로 바뀌지  

않았으며,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n 중간 정도의 입금, 낮은 수준의 노동조합 결성 및  

미국 최저 수준의 실업 수당과 근로자의 보수.

n 노동 생산성이 상위 10개 주에 랭크

메트로 리치몬드: 

리치몬드는 버지니아의 주도이며, 상업, 정부 및 학문 

중심지입니다.

n 모든 사업 지원 서비스는 국제적 경험을 가진 회계, 

금융, 및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해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n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 중 10곳의 본사 위치

n 거의 30곳의 대학과 대학교에서 80,000명에 달하는  

학생이 재학하면서 매년 14,000개의 학위를 받습니다.

n 주거비는 미국 전국 평균 이하이며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n 리치몬드 메트로 지역의 경제 규모는 전국 363개  

대도시 지역 중에서 45번째로 큽니다.

n 메트로 리치몬드가 국가였다면 크로아티아보다  

약간 큰 세계 111번째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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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Richmond Partnership, Inc.는 지역의 경제 개발 그룹으로 리치몬드 시와 체스터필드, 하노버 및 렌리코 카운티를 대표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세우거나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현장 위치 지원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