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리타는
아직도 황금빛 도시

번영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가 시작되기 몇해 전,
농부 프렌시스코 로페즈가 야생 양파를 캐던중 예상치
못했던 금광을 엔젤레스 북쪽 산타클라리타 계곡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미국 카우보이의 고장이었던 산타클
라리타 밸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최고로 각광
받는 비지니스 도시가 발전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한 자원의 결합으로 만들어
진 황금의 전설 도시 산타클라리타는 번영의 역사를
거듭하며, 현재까지도 황금빛 도시로 불리우며 새로운
비지니스의 기회의 땅으로 자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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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타클라리타의 지리적
위치는 산타클라리타가 비지니스 장소로 선호되어지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위치 및 시장 접근
산타클라리타는 5번 고속도로 따라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력
산타 클라리타는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 하는 지역으로, 다양
한 재능과 교육 수준을 겸비한 인력자원을 풍부하게 보유, 공
급 합니다.
삶의 질
세계적 수준의 레저시설, 낮은 범죄율, 수준 높은 위락시설들
이 고향의 작은도시의 느낌으로 함께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프로 비지니스 환경
런던 파이넨셜 타임지 fDi는 산타클라리타를 “ 미래의 도시”
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 의한 발전
최대의 마스터 컬렉션 – 산타클라리타는 비지니스 파크와 주
거 지역이 공존하며, 현재와 미래에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계획, 설계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도시
입니다.
상업시설 빌딩 & 사이트
모든 비지니스의 규모와 기업의 유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 공간이 완비되어 있는 비지니스의 도시입니다.

미국의 관문
산타클라리타 밸리
산타클라리타 밸리 경제 개발 공사와 경제 협력관계를 갖는
협력기관들은 사업 규모의 크기와 관계 없이 기업체가
원할한 비지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총체적인 프로그램과 장려책,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해진 담당자를 통하여 의사결정자 자원관리자와 신속히
연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4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에게 비지니스
오픈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 허가 비용을 최대 $40,000까지
상환해 드립니다.
투자이민 계획의 가능성
새로운 고용과 연구개발비 및 제조장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수입제품의 미국 통관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도록 도와 드립니다.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인력 고용, 훈련, 모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무료의 극비산업 발전 지원을 시행합니다.
에서는 지역 경제 개발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최신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 $ 16.7 Trillion
국내 총생산 (GDP)

캘리포니아
= $ 2.1 Trillion GDP
캘리포니아는 전세계 9번째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미국 경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입니다.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는
584billion달러 GDP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는2.34 million 가구 및 천만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내 경제 일위
카운티입니다.
로스 앤젤레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 지대입니다.
로스 앤젤레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 대학의 본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합니다.
Santa Clarita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은 지역
업계와 정부 경제 리더를 대표하여,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사
업의 확대를 위하여, 모든 사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직적으로 연결시
킨 원 스톱 비지니스 서포트 시스템으로 Santa Clarita 지역내의 사업체
들이 안정적이고 빠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이고 종합
적인 서포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
직업교육및
ESL 교육

물류 및 유통

마케팅

은행업무

당신의 비지니스를

채용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비지니스
지원팀이 원스톱 자원관리
서비스로 함께 합니다.
재정 및 회계업무

정보관리

법률
부동산

Santa Clarita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26455 Rockwell Canyon Road - UCEN 263
Santa Clarita, CA 91355
(661) 288-4400
info@scve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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