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즈니스: 대기업들 사이에서 큰 꿈을 키우십시오

오마하에는 포춘 500대 기업 4곳과 포춘
1000대 기업 5곳의 본사를 비롯한 45,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기업형 농업
금융 서비스
물류/창고업
식품
생명과학

저희는 전 세계 기업과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마하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중심지입니다.
Eppley 비행장은 28개의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되고, 하루에 70개가
넘는 국내선 및 국제선을 제공합니다.
29번과 80번 주간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트럭을 통해 2~3일
안에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 도착 할 수 있습니다.
10개월(3월-11월)동안 미주리강에서 바지선 운항이 가능합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 캐나다 내셔널 철도,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철도 중심지입니다.

오마하에 위치한 2개의 대외자유무역지대(19와 59)는 수입업체들을 지원하고 관세를 인하, 연기하거나 심지어
면제해주며 효율적인 국제무역을 촉진합니다.

지난 10년동안, 수출액은 64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 네브레스카 주와 아이오와 주는 총 185억 달러.
오마하 MSA는 총 29억 달러.
자료 출처: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 무역경제분석실, 2016 및 PIERS 미국 수입/수출 데이터, HIS Marki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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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 경제개발기구와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중국 옌타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일본 시즈오카

아일랜드 나스
리투아니아 샤울랴이
멕시코 할라파

75만 명이 넘는 노동인구가 오마하 반경 100km안에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고급인력들의 인건비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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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미국 인구 조사국, 2011-2015 미국 지역사회 실태 조사 5년 추산치

기업과 개인을 위한 오마하의 안정적인 세금구조 - 선별된 기업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낮은 세율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을 활용합니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자료 출처: 포브스, 2016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요금(산업용 요금17.9%, 상업용 요금 11.2% 낮음)
33% 이상이 주로 풍력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공급 받는 유리한 에너지 발전 지대
자료 출처: 오마하 공공 전력 지구(OPPD), 2017

풍부한 물
낮은 자연 재해 발생의 위험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교육 프로그램

오마하는 세계 각국의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문화 허브입니다. 세계 최상급 박물관, 브로드웨이급의 화려한 공연,
무용단, 유명 오케스트라 등은 오마하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다이나믹한 선물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오스 음식부터 워렌 버핏이 자주 들르는 정통 중서부 스타일의
스테이크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훌륭한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혁신적인 병원과
의료 센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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