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 미시건의 아름답고 맑은 호수, 레이크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카고에서 동쪽으로 두시간(자동차 기준), 디트로이트에서 서쪽으로 세시간 떨어진 곳으로, 유수 글로벌
기업들의 고향이자 번화하고 아름다운 지역적 특색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곳의 혁신적인 교육기관들과
창의적인 사고는 무수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들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레이크쇼어 지역은 홀랜드 및 질랜드(Zeeland), 소가턱(Saugatuck)에 걸쳐 있으며, 다음 기업들의
고향입니다.
LG 화학(LG Chem)
Johnson Controls, Inc.
GNS Automotive
Kemet Electronics
Gentex Corporation
Haworth, Inc.
Herman Miller, Inc.
ITW Drawform
MAGNA
Perrigo Company
새러리(Sara Lee Corporation)
시멘스(Siemens)
위 기업들에 힘입은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웨스트 미시건은 북미 지역에서 고급 에너지 보유 및 전력
관리 솔루션에 선두를 달립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일찍이 이러한 성과를 인지하고,
13 개월 동안 발전사항 홍보 차 이곳을 두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리튬 이온 제조업 분야에 세계 선두를
달리는 LG 화학의 경우, 홀랜드와 미시건에 무려 3 억 2 백만불을 들여 신상품 개발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Johnson Controls 는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2 억 2 천만불을 들여 리튬 이온 제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Fortu
PowerCell, Toda America 와 같은 지역 차원의 투자를 통해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고급
에너지 저장 분야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유수 기업들이 레이크쇼어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급 수준의 인력
• 차별화된 삶의 질
• 합리적인 공공 물가
• 전반적인 비용의 합리성
웨스트 미시건은 우리의 과업과 지역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입니다.
34%의 인력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 외에도, 우리는 지역내 가장 인기있는 관광
명소로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레이크쇼어 어드밴티지(Lakeshore Advantage) 팀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부흥을 위해 노력합니다.

레이크쇼어 어드밴티지는 웨스트 미시건에 있는 경제 개발 기구입니다. 우리의 과업은 비전, 혁신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핵심 서비스 그룹을 추진합니다.
•

비즈니스 서비스 그룹(Business Services Group) – 현존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레이크쇼어에 새로운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솔루션 제공.

•

새로운 벤처 그룹(New Venture Group) – 성공한 기업가들의 자금 및 운용, 개발에 필요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레이크쇼어 어드밴티지는 다음 두 기업의 고향입니다.
a. BioVenture Accelerator – 약 13,000m2 에 달하는 제약업체로, 이 중 약 6,000m2 의
공간이 연구실로 쓰입니다. 약 3,300m2 의 실험 공장은 화학 원자로용기를 구비하고

•

있으며, 이 용기의 수용량은 37,000 리터에 달합니다.
b. BioTech Accelerator
이노베이션 그룹(Innovation Group) – 레이크쇼어 비즈니스에 우수한 어드밴티지를
만들어 내는 우수한 지적 자원.

레이크쇼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레이크쇼어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전화(616-772-5226)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