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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는 기업의 필요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정비된 주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신속·민첩하며 집중적으로 
기업친화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CEO처럼 일하는 주지사가 이끄는 아카소 
주정부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제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발 빠른 행동과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아칸소의 솔루션은 6개의 포춘 500대 기업과 
다른 기업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아칸소 주식회사
(Arkansas Inc)”의 흥미진진한 여정에 함께하며 이곳 아칸소에서 우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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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다. 
승리이다.

Governor Asa Hutchinson

미국 인구 40%
자동차 하루 거리(800KM) 거주

161개
해외 기업수

2017년 아칸소 GDP
1139.5억 달러

미국 내 노조 가입률 최저
아칸소

최저의 사업비용 
출처: CNBC, 2018년 미국 주(州) 사업비용 순위

생계비 지수 (2018년 기준, 출처: C2ER)
- 삶의 질 7위
- 주정부 운영 미취학 교육 시설의 질 6위
- 대학 학비, 등록금, 비용 16위
- 졸업 시 학자금 대출 규모 16위 (낮은 순)
출처: U.S. NEWS AND WORLD REPORT, 최고의 주(州) 순위 보고서

제조업 종사 비율 1위 주(州). 남부에서 
3위 (출처: BLS EMPLOYMENT & 
EARNINGS, 2018년 기준)
- 식품 가공 분야에서 포트스미스(AR-OK MSA(대도시권역)) 2위 기록, 
페이엣빌-스프링데일-로저스(AR-MO MSA) 6위 기록.
- 중규모 대도시 중 일자리 성장률에서 페이엣빌-스프링데일-로저스
(AR-MO MSA) 7위 기록.
- 미국 대도시 생계비 순위(낮은 순)에서 콘웨이 2위, 존스버러 8위 기록.
출처: BUSINESS FACILITIES MAGAZINE 2018년. 14차 미국 대도시 
순위 보고서

2017년 최단 평균 출퇴근 시간 (21.6분)
- 아칸소 근로자 68%의 출퇴근 시간은 25분 이내.
출처: 미국 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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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 허친슨 주지자
딜라즈

머피 USA

타이슨                  

J.B. 헌트

윈드스트림

월마트



식품 & 음료
세계 최대 식품 회사인 타이슨 푸드와 카길, 콘아그라 푸드, 
프리토-레이, 거버, 크래프트 푸드, 랜드 오프로스트, 네슬레, 
필그림스 프라이드, 피나클 푸드, 라이스랜드 푸드, 시몬스 푸드 
등 많은 식품 제조업체가 아칸소에 위치해있습니다. 아칸소의 
미국 주(州) 내 순위:

•  쌀 생산 1위
•  가금류(구이용 영계) 생산 2위
•  메기(식용) 생산 3위 
•  고구마 생산 6위
•  대두 생산 11위

기업:

우주항공 & 국방
220개의 우주항공 및 국방 분야 업체가 위치해있는 아칸소는 
아래의 기업들에 성공을 위한 매우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주항공/비행은 아칸소 1위 수출산업이며 국방은 
3위 입니다.
 
기업:

유통 & 물류
아칸소는 미국의 중앙에 위치하며 광범위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덕분에 유통 및 물류 서비스 부문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칸소에는 포춘 매거진이 선정한 연간 수익 기준 미국의 
1,000대 기업에 올라 있는 2개의 운송/트럭 업체 J.B. 헌트와 
아크베스트가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

제지 & 목재 제품
아칸소는 남부 지방 2위, 미국 전체 4위의 목재 생산 주(州)
로, 1,850만 에이커에 달하는 삼림지가 있습니다. 아칸소의 
숲에서는 오크-히코리(41%), 소나무(31%), 저지 경목(16%), 
오크-소나무(10%), 삼나무(2%)가 자라고 있습니다.

기업:

기업 & 공유 서비스
아칸소에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포춘 매거진 
선정 미국 1000대 기업에 올라 있는 7개 업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소매, 운송, 식품 가공, 원유 부문 선도업체들이 있는 
아칸소의 경제는 아칸소의 근로자 못지 않게 뛰어난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그렇기에 아칸소는 사업체 신설 또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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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 데이터 관리
아칸소는 핀테크, 생명과학, 공급망, 사이버 보안 부문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콘웨이에 본사를 둔 액시엄은 세계 최대의 첨단 비즈니스 분석 
및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개발업체이며 아칸소에서만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 최고로 손꼽히는 기술업체 중 하나인 피델리티 
인포메이션 서비스(FIS)는 아칸소 리틀락에 대규모 사업체를 
두고 다양한 금융 시장을 위한 폭넓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

금속
아칸소의 금속 산업 종사자는 23,000명에 달하며, 향후 
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금속 산업은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2009년 이래 아칸소에서 무려 38%의 일자리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시시피 카운티(Mississippi 
County)는 미국 최대 규모의 철강 생산업체로 손꼽힙니다.

기업:

운송 장비
여러 글로벌 운송 장비 제조업체가 풍부한 인력, 경쟁력 있는 
비용, 미국 주요 시장과의 근접성 때문에 아칸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HS 예측에 따르면 2021년까지 아칸소는 북미 
자동차 산업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기업:

4  |  산업

T H E  D E  B I A S I  G R O U P



4년제 대학

공항

항구

대외자유무역지대

대도시권역(MSA)

주(州)간 고속도로

고속도로

철도

가항 수로

BENTON

FAYETTEVILLE
HARRISON

MENA

DE QUEEN
NASHVILLE

MOUNTAIN HOME

MOUNTAIN VIEW

SPRINGDALE

ROGERSBENTONVILLE

BELLA VISTA

SILOAM
SPRINGS

FORT SMITH

BATESVILLE

NEWPORT
HEBER SPRINGS

CLINTON

SEARCY

JONESBORO

PARAGOULD
WALNUT RIDGE

BLYTHEVILLE

OSCEOLA

WEST MEMPHIS

FORREST CITY

HELENA-WEST HELENA

CONWAY

RUSSELLVILLE

CLARKSVILLE

HOT SPRINGS

ARKADELPHIA

HOPE

MAGNOLIA

LITTLE ROCK

NORTH LITTLE ROCK

PINE BLUFF

CAMDEN

EL DORADO
CROSSETT

TEXARK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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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는 미국의 중앙에 위치하며 광범위한 교통 인프라
를 갖춘 덕분에 유통 및 물류 서비스 부문이 크게 성장하
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칸소에는 포춘 매거진이 선정한 미국의 1,000
대 기업에 올라 있는 2개의 운송/트럭 업체 J.B. 헌트와 
아크베스트가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칸소는 800km 반경에 1억 명 규모의 시장을 두고 있
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됩니다.

MONTICELLO

LAKE VILLAGE

555

530

30

40

40

49

55

TX

OK

MO

TN

MS

LA

NEW YORK
CHICAGO

LITTLE ROCK

HOUSTON

DALLAS
NEW ORLEANS

PHOENIX
LOS ANGELES

1,000 MILES

550 MILES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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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PRESTON
Secretary of Commerce, 
Executive Director 
501-682-7351
mpreston@arkansasedc.com 

CLINT O’NEAL
Executive Vice President, Global Business 
501-682-7350
coneal@arkansasedc.com 

BENTLEY STORY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501-682-7384
bstory@arkansasedc.com 

BUSINESS DEVELOPMENT TEAM

KATHERINE HOLMSTROM
Senior Project Manager
501-682-7376
kholmstrom@arkansasedc.com

KATHERINE ANDREWS
Project Manager
501-682-6098
kandrews@arkansasedc.com
 
DUTCH KING
Project Manager
501-682-7353
dking@arkansasedc.com
 
JACK THOMAS
Project Manager
501-682-5355
jthomas@arkansasedc.com
 
STEVE JONES
Building & Sites Coordinator
501-682-7311
sjones@arkansasedc.com

BRITTANY BOHANNON
Business Development Coordinator
501-682-1152
bbohannon@arkansasedc.com

BEN WALTERS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501-682-7334
bwalters@arkansasedc.com

NEAL JANSEN
Director, Asia Office
njansen@arkansasedc.com
 
LINDSAY LIU
Director, China Office
lliu@arkansasedc.com
 
DR. CORNELIUS SCHNITZLER
Director, Europe Office
cschnitzler@arkansasedc.com



Arkansas Economic Development Commission
ArkansasEDC.com  |  1-800-ARKANS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