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히 제 말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셔서 오스틴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를 봐 
주십시오. 여러분과 
비즈니스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오스틴(Austin), 텍사스(Texas).

우리의 핵심 성공 원동력은 
최상위권 교육기관에서 
끊임없이 양성되는 능력 
있는 사업가들, 미국 내 
가장 전망 있는 기업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채용, 
그리고 태양광 
기술에서부터 무선 활용에 
이르는 모든 주요업체와 
신규업체들의 성장 기반에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오스틴(Austin) 

수치들 조차 우수합니다. 

거주하며 일하기 좋은 미국 내 최고의 
도시, 비즈니스 리뷰 유에스에이 
(Business Review USA), 2011년 1월 

미국 내 세 번째 고급 두뇌 선호 지역, 
포브스(Forbes), 2011년 2월 

오스틴 최고의 고용주들 
직원 수 6,000명 또는 이상 
텍사스(Texas) 정부기관 69,777 

텍사스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교육기관 25,313 

델(Dell) 컴퓨터 제조, 세일즈, 본사 14,000 

오스틴(Austin) 정부기관 12,000 

연방정부 정부기관 11,991 

시턴 의료 네트워크 
(Seton Healthcare Network) 

의료 서비스 11,500 

에이아이에스디(AISD) 교육기관 10,672 

아이비엠(IBM) 컴퓨터 제조, 세일즈, 본사 6,239 

세인트 데이비스 의료서비스 
(St. David’ s Healthcare) 

의료 서비스 6,600 

그 외 주요 고용주들 
직원 수 1,000-5,999 (선택된 고용주) 
프리스케일(Freescale semiconductor) 반도체, 본사 5,000 

에이티엔티(AT&T) 통신서비스 3,450 

애플(Apple) 고객 및 내부지원 서비스 3,000 

에이엠디(AMD) 반도체, 지역본사 2,933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Applied Materials) 

반도체 2,250 

내쇼날 인스트루먼트 
(National Instruments)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구개발, 
본사 

2,200 

걸링헬스케어(Girling Health Care) 의료서비스, 본사 1,952 

플렉트로닉스(Flextronics) 전자기기 제조  1,875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1,765 

홀푸드(Whole Foods) 식료 잡화 소매점, 본사 1,694 

로얼 콜로라도 하천관리청 
(Lower Colorado River Authority) 

보존과 개간 행정기관 1,544 

제이피 모건 체이스 
(JP Morgan Chase) 

은행 1,400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게임 소프트웨어 콜 센터 1,200 

호스피라(Hospira) 제약 1,365 

피피디 디벨롭먼트(PPD Development) 바이오 의약 1,100 

삼성반도체(Samsung Semiconductor) 반도체, 지역 본사 1,050 

인텔(Intel Corp)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1,000 

쓰리엠(3M Corp) 전자기기 제조, 연구개발 1,000 

최고의 글로벌 혁신 경제 도시 중 한 곳
이노베이션 시티즈닷컴 
(Innovation-cities.com), 2010년 

씨엔비씨(CNBC) 선정, 미국 내 
이주하기 좋은 도시, 2010년 12월  

대학교 졸업자들에게 인기 많은 도시 1위, 
브루클린 인스티튜트(Brookings Institute), 
2011년 1월 
 
미국 내 10 개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포브스(Forbes), 2010년 11월 
 
두번째 IT 창업 하기 좋은 도시, 
페이스케일(PayScale, Inc.),  
2011년 1월  
 
브루킹스 인스티튜트(Brookings Institute) 
선정, 최고의 역동적인 도시로 선정된 상위 
30여 개의 도시 중 유일한 미국 내 도시, 
2010년 12월  
 
마더 네이쳐 네트워크(Mother Nature 
Network) 선정, 전미 상위 10개 
자연친화적인 도시, 2009년 10월  
 
넷프로스펙스(NetProspex) 선정, 소셜미디어
전문가 도시 중 4위, 2011년 3월  

단순히 

키플링어(Kiplinger) 선정, 향후 10년 내 
최고의 도시 리스트 중 1위, 2010년 5월 
 

청장년층을 위한 최고의 도시, 비즈니스 
저널(Business Journals), 2010년 6월 

비즈니스 저널(Business Journals) 선정, 
소규모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2011년 
6월 

포브스(Forbes) 선정, 미국 최고의 
신흥도시, 2011년 6월  

시장 리 레핑웰 
(Lee Leffingwell) 드림 

 

오스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역동적인 
도시의 시장으로 재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스틴은 
국제적 혁신의 중심이며 
미래의 첨단, 친환경 
경제의 중심입니다. 

오스틴 광역권 산업별 고용 현황

그래프: 오스틴 광역권 상공회의소(Greater Austin Chamber of Commerce)  
출처: 텍사스 노동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 

제조업

건설 및 천연자원
오스틴 광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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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 
  인구 % 변화         % 변화 
  2010      1990 - 2000     2000 - 2010 
오스틴(Austin)    790,390       30.7%     20.4% 

오스틴 광역권  1,716,289      47.7%     37.3% 
(Austin MSA)       

텍사스(Texas)    25,145,561    22.8%      20.6% 

미국(U.S.)       308,745,538   13.2%      9.7% 

연령 
2010 년 미국 인구 조사국 (U.S. Census Bureau, 2010) 

인구의 50%는 핵심 노동 연령인 18-44세가 차지하고 
있고 (전미 평균 36.5%와 비교), 오스틴 시 연령 
중앙값은 31살로 전미 연령 중앙값인 37.2세 보다 6년 
더 낮습니다.  

연령에 따른 인구 분포 
2010년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 2010) 

0-17 22.2% 
18-24 14.5% 
25-64 56.3% 
65+ 7.0% 

소득 
미국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미국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자 물가지수 
U.S.= 100  
커뮤니티 및 경제조사 협의회 
(Council for Community & Economic Research) 

아틀란타(Atlanta)  95.6 
오스틴(Austin)   95.5 

보스턴(Boston)  132.5 
시카고(Chicago)    116.9 

달라스(Dallas)  91.9 

덴버(Denver)  103.2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136.4 

맨하탄(Manhattan)  216.7 

피닉스(Phoenix)  100.7 

롤리(Raleigh)  98.2 
솔트레이크(Salt Lake City) 100.6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164 

주택 매매 가격 중앙값 
2010년 현재 독신 가구 주택(Existing Single-Family Homes, 2010)  
미국 부동산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오스틴 광역권(Austin MSA) $193,600 
미국(U.S.)  $173,100 

 
 

2009          오스틴 광역권   텍사스   미국 
(Austin MSA)   (Texas)   (U.S.) 

가구수입 중앙값 $73,300 $57,400 $64,000 

1인당 소득 $37,544 $38,546 $39,626 

 
 

임금 및 보수 관련  
주요 직업 관련 임금 및 보수, 오스틴 광역권, 2010년 7월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지수(Index), U.S.   100 
모든 직업    94 
관리, 비즈니스, 금융   92 
전문직 및 관련업    92 
서비스     91 
판매 및 관련업   102 
사무 및 행정지원    95 
건설 및 굴착    84 
설치 및 유지, 보수   108 
생산     90 
교통수단 및 자재운송    97 

세금(Taxes) 
 

세금재단(Tax Foundation)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텍사스는 
영업세 관련 환경이 미국 내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텍사스는 개인소득 비율대비 미국 내 세 번째로 낮은 
주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세금 관리소(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2010년 지방재산세 비율(%) 
트레비스 카운티 세금 사정인(Travis County Tax Assessor) 

오스틴시(City of Austin)   0.4571 
트레비스 카운티(Travis County) 0.4658 
학구(School District) 1.227
커뮤니티 칼리지   0.0951
의료서비스(보건)   0.0719
전체 2.3169

 

오스틴 판매세 및 사용세 비율 
텍사스 회계감사(Texas Comptroller of Public Accounts) 
주    6.25% 
시    1% 
교통운송 당국(Metro Transit Authority) 1% 
전체    8.25% 
교육정도
25세 또는 그 이상, 2005-09년 미국인구조사국의 미국지역사회조사 
(2005-09 ACS Estimate U.S. Census Bureau)
               대학원 15.9% 
대졸 또는 대졸 이상  43.5% 
전문대, 학위 없음 18.6% 
고졸 또는 고졸 이상 84.3% 

 

대학 등록 
오스틴 광역권 내 대학 및 대학교 
국립 교육 통계 센터(U.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졸업자 (학기종료: 2010년 6월)  등록 
(2010년 가을)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텍사스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51,195  8,838 2,906 1,382 

텍사스 스테이트 대학, 산 마르코스  
(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32,572  5,293 1,231 26 

세인트 에드워드 대학교, 오스틴 
(St. Edwards University, Austin) 

5,454  989 249  

콩코디아 대학교, 오스틴 
(Concordia University, Austin) 

2,573 12 989 475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조지타운 
(Southwestern University, Georgetown) 

1,373  285   

허슨-틸로트슨 대학교, 오스틴 
(Hutson-Tillotson University, Austin) 

901  94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 
(Austin Community College) 

44,100 1,369    

전체 138,168 1,381 15,684 4,861 1,408 

 

 
 

Economic Growth and 
Redevelopment Services Office 
301 West 2nd Street Suite 2030 
Austin, TX 78701 
 
512-974-7819 

오스틴 광역권은 2009-2010 년 미국 내 8 번째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권 이었습니다. 

오스틴(Austin) 장점: 
수치들이 보여주지 않은 점들 
 
높은 경제수치와 더불어, 
오스틴(Austin)은 모든 방문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도시에 살고 있는 박쥐 집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야간 비행을 보세요. 
  
… 위대한 레보스키 
(Big Lebowski)나 프린세스 
브라이드(Princess Bride)의 대사인용에 
참여해 보세요. 
 
…1 년 내내 화씨 68 도(섭씨 20 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시원한 샘물에 
뛰어 들어 보세요. 
 
…1,300 개 이상의 푸드 트럭(food 
truck)에서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1 년마다 개최되는  
South by Southwest(SXSW) 
영화, 음악, 상호 교류적 축제를 즐겨 
보세요.  
 
…다운타운을 가로 지르는 강을 따라 
조깅이나 산보 또는 자전거를 타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