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 활용
당 지역은 소아마비 백신에서 최초의 상업용 유정까지 세계를 변화시킨 최초의 발명품을 배출시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도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 카네기 멜론 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 및 피츠버그대학교 의료 센터(MC)에서의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는
풍부한 연구개발 기술 이전 기회를 만들어 냅니다
• 우리는 피츠버그 생명공학 그린하우스, 혁신 공장, 기술 협력단 등과 같은 기관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육성합니다
• 매년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 국립에너지기술연구원(NETL)이 100년이 넘게 이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질의 수준이 높은 장소
당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리스트에 자주 오릅니다. 방문객들과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안전하고 편리함 -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시설, 낮은 범죄율과 다양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택 시장
• 녹색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 - "세계 10대 청정 도시"(Forbes)로 선정된 피츠버그는 깨끗한

에너지 및 그린 빌딩의 선두 주자입니다
• 문화 -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500개가 넘는 예술 및 문화 단체들과,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 및 극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 모험 -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뽑은 "미국 제일의 모험 도시"로서 낚시, 뱃놀이, 래프팅, 하이킹 및 자전거

타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워싱턴 D.C.까지 연결되는 335마일 길이의 그레이트
앨리게이니 패시지(Great Allegheny Passage) 트레일도 있습니다

앨리게이니 지역개발 회의의 회원

11 STANWIX STREET, 17TH FLOOR | PITTSBURGH, PA 15222-1312
무료전화: 1 (877) 392-1300 | 전화: (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 +1 (412) 392-1000 |팩스: +1 (412) 392-1040 | WWW.PITTSBURGHREGION.ORG

피츠버그 지역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경제 변화 이후에 번영하고 있는 피츠버그 지역은 전략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역사적인 강점,
혁신에 대한 투자, 인력 자본 및 삶의 질 자산을 바탕으로 건설한 우리의 다양한 경제는 기준 지역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균형 잡힌 강력한 경제적 기초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산업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
•

첨단 제조
에너지
금융 및 업무 서비스
의료 및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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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위치
피츠버그 지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전략적입니다:
•

3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서 피츠버그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번화한 내륙항입니다

•

미국의 구매 수입의 53%와 미국 인구 및 총 수입의 약 50%가 500 마일 이내에 있습니다

•

우리는 채굴 가능한 가스량이 5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마셀러스 셰일(Marcellus Shale) 퇴적층 위에 있는 유일한 주요 대도시입니다

"철강 공장과 짙은 스모그가 없는 [피츠버그]를
상상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이 축소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피츠버그가 다른 러스트 벨트(Rust Belt) 도시들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기술과 녹색 산업, 의료,
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적응하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받은숙련된 노동력
우리는 귀하의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받은 노동력 - 36개의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뿐만 아니라 90개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숙련된 인력이 공급됩니다
• 혁신적 노동력 - 연구개발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통해 창의성 있는 인력을 배양합니다
• 기업가 정신 - 창업을 격려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헌신적 노동력 - 우리 지역의 고용주들은 자사의 직원들에 대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 협조적인 노동력 - 고용주들은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오늘날의 사업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합리적인 사업 비용
당 지역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비용은 다음 3가지로 구성됩니다:
• 임금 - 전국 평균의 95% 수준입니다(아래 표 참조)
• 부동산 비용 - 전국 1위의 상업 부동산 시장(Moody's Economy.com)이며 최고의 주택 "바게인"
지역 (SmartMoney.com) 입니다
• 생활비 - 전국 평균의 92%입니다. 귀사와 직원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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