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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IC종합계획
(’01)

JFIC특별법
(’01)

JFIC출범
(’02)

JFIC용역
보고서 (‘98)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건설

제주도건설종합계획(1964)
5개의 종합계획들

JFIC

JFIC 추진위원회

JFIC 추진기획단 JFIC 개발센터(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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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관광 및 휴양 도시

복합도시 주민소득 증대

7대 선도프로젝트 및 4대 추가프로젝트

JFIC

JFIC 철학

환경보호

전통문화 보존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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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

O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은 1986-1995 기간 중 전국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1996-2002 기간은 전국평균을 하회.

O 농림•어업의 연평균증가율은 1995년 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그 이후 하락.

O 서비스업의 연평균증가율은 전 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음.

II. 제주경제 개관

제주 전국

86-90 91-95 96-02 86-90 91-95 96-02

지역내총생산(명목) 18.3 15.9 5.3 17.1 15.1 7.2

농림•어업 14.4 14.9 -2.8 8.5 9.1 0.2

서비스업 18.7 18.9 8.8 17.0 16.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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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림•어업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감소하는 반면에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
O 농림•어업의 비중은 1985년 38.3%에서 2002년 17.7%로 감소.
O 서비스업의 비중은 1985년 39.3%에서 2002년 57.2%로 증가. 

<표 2>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1985 1990 1995 2000 2002

지역내총생산(명목) 1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38.3 32.5 31.0 22.3 17.7

서비스업 39.3 40.0 45.5 50.5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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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림•어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 41.4%에서 2003년 25.6로 감소.
O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 54.4%에서 2003년 69.8%로 상승. 

<표 3> 제주의 산업별 고용인구(단위: 천명)

1990 1995 2000 2003

총계 239(100) 248(100) 261(100) 281(100)

농림•어업 99(41.4) 77(31.1) 70(26.8) 72(25.6)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130(54.4) 158(63.7) 180(69.0) 19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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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이•할당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및 성장요인을 분석.
O 발견된 사실들:
- 산업구조요인은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의 기여를 함.
- 경쟁력요인은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에 기여를 했지만, 그 크기는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

O 시사점;
- 제주경제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표 4> 전국과의 성장률 격차 요인

1986-1990 1991-1995 1996-2002

산업구조 경쟁력 산업구조 경쟁력 산업구조 경쟁력

지역내총생산(명목) -18.7 29.7 -11.4 18.7 -19.6 0.6

농림•어업 13.2 17.5 13.1 14.8 0.3 -6.1

서비스업 -3.9 7.5 -3.6 1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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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JFIC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O JFIC종합계획의 비전
O JFIC실행계획의 목적
- 국제적인 관광 및 휴양도시의 건설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유리한 투자환경 제공

O 7대 선도프로젝트
- 전산업에 영향을 미칠 중심발전 전략
- JFIC 장기적 발전의 촉매 역할
- 민간자본으로 추진

국제교류

JFIC

문화관광 지식기반 청정산업 복지중심 녹색정주 환경생태

7대 선도프로젝트및 4대 추가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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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념 규모및투자액

쇼핑아울렛 프리미엄명품브랜드매장 - 규모:165,000m2

- 기간: 2003-2007

- 투자액: $61 Mil.

휴양형주거단지 의료서비스가제공되는휴양형주거단지 - 규모: 727,000m2

- 기간: 2003-2009

- 투자액: $365 Mil.

서귀포미항 워터프론트개발 - 규모: 122,400m2

- 기간: 2003-2010

- 투자액: $106 Mil.

첨단과학기술단지 BT 및 IT 분야의연구및기업복합단지 - 규모: 1,063,000m2

- 기간: 2003-2011

- 투자액: $334 Mil.

생태-신화-역사공원 제주의환경과고유문화를활용한주제공원 - 규모: 38,794,000m2

- 기간: 2003-2011

- 투자액: $1.6 Bil.

중문관광단지확충 관광및휴양복합단지 - 규모:101,180m2

- 투자액: $184 Mil.

공항무역자유지구 항공물류산업의전진기지 - 규모:323,400m2

- 투자액: $184 Mil.

<Table 5> 7대 선도프로젝트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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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대 추가프로젝트
- 건강-뷰티 타운
- 국제 문화-오락 단지
- 해양관광단지
- 레포츠단지

O 제주개발센터(JDC)는 투자자들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 정보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 사업기회의 심사
- 사업계획에 대한 조언
- 국내외 사업파트너 연결

조언

지원

심사

연결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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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전략

O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 JFIC종합계획은 2002-2011년간 총 246억달러의 투자 중 155억달러 (63%)가
민간자본임.

- JFIC실행계획은 2003-2011년간 총 27억달러의 투자 중 20억달러 (74%)가
민간자본임.

O FDI 유입
- 전국: 북중미 (39.6%), 아시아 (32.9%), 유럽 (26.5%)
- 제주: 북미 (81.8%), 일본 (16.6%)

O FDI 투자
- 전국: 서비스업 (59.4%), 제조업 (40.3%)
- 제주: 관광산업 (99.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98-‘03)

전국 (A) 8,853 15,542 15,217 11,292 9,101 6,467 66,472

제주 (B) 20 47 306 2,151 734 202 3,460

비율 (B/A,%) 0.23 0.3 2.0 19.0 8.1 3.1 5.2

<표 6> FDI 추이 (단위: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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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JFIC와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흥지구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내?외국인 투자

조
세
감
면

법인세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소득세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지방세
재산등록취득종토세
3년 100%, 2년 50%

재산등록취득종토세
3년 100%, 2년 50%

재산등록취득종토세
3년 100%, 2년 50%

재산등록취득종토세
3년 100%, 2년 50%

관세
도입자본재 3년간 관세

면제

도입자본재 3년간 관세

면제
연구기자재 관세면제 비관세지역

부담금 감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50%감면

농지조성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대체조림
비, 공유수면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 50%감면

산업단지 형태이므로 각
종 부담금 면제

산업단지 형태이므로 각
종 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

물류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IT, BT산업
-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입

주가능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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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DI 유치 전략에 대한 제안: 
- 유연성 있는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 투자진흥지구의 사전지정제도 도입
- 법인세율 인하 등과 같은 차별화 된 투자 인센티브 개발
- 언어, 교육, 의료 등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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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산업발전 전략

O 국가차원(특화 된 3극 발전 시스템):
- JFIC와 경제자유구역과의 협력 및 전략적 제휴
- 특화 및 차별화 전략

 JFIC: 관광 및 휴양
 인천: 항공물류 및 국제비즈니스
 부산: 해운물류 및 금융

O 지역차원: 
- 이중전략

 특화전략(중단기)=>동북아의 관광 및 휴양 도시
 다각화전략(장기)=>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

- 균형전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부산

인천

J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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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근에 수립된 각종 산업발전계획

구 분 기간 비전/전략 내용 예산

국제자유도시종합
계획

’02-’11
사람.자본.상품의 자유로
운 이동

국제교류, 문화관광, 지식기반, 청정산업, 인
간존중, 녹색정주, 생태환경도시

총 29조 5천억원

(국비 21%, 지방비
13.5%, 민자 63%)

제주경제발전5개년
계획

‘04-’08
-기존산업고도화

-지식기반산업육성

-관광, 농수축산, 건설, 유통, 금융, 중소기업

-문화, 스포츠, 회의, 종자, 정보통신, 바이오

총 8조 8천억원

(국비 13.6%, 지방
비 11.5%, 민자
75%)

제주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04-’08

-제주 특화전략기술개발

-제주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

-바이오, 정보통신, 문화, 청정제주보전

-기술혁신거점 확충, 대학의 기초연구 강화,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 벤처캐피탈
확충, 과학기술행정 정비, 하이테크기업 유치,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확충, 과학기술문화
확산

총 7천 백억원

(국비 71%, 지방비
21.5%, 민자 7.5%)

제주생물산업기술
발전10개년계획

‘04-’13 -생물산업 클러스터 형성
뷰티산업, 청정자연환경생태, 고부가가치 바
이오자원 생산, Natural tourism, 바이오 S&T  
도시

총 7천 3백억원

(국비 73%, 지방비
23%, 민자 4%)

제주도 지역혁신발
전5개년계획

’04-’08
-전략산업

-지연산업

-관광, 건강-뷰티,친환경농업생명,디지털컨
텐츠

-축산, 수산, 스포츠, 향토음식, 청정에너지, 
기념품, 화훼

총 4조 8천억원

(국비 25.5%, 지방
비 12.8%, 민자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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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행전략의 도출:
- SER-M model            +      RIS model

 주체(Subjects)                Networking
 환경(Environments)          Clustering   
 자원(Resources)              Interlinking 
 운영체계(Mechanism)   

SER-M

R

I S

Subjects
제주도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제주개발센터

Environments
투자 인센티브
One-Stop 서비스
투자진흥지구 사전지정
규제완화

Resources
핵심역량
지식지역

Networking
혁신주체

Clustering
지식기반산업

Interlinking
전략 및 지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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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2000 (A) 2011 (B) 연평균증가율 비율 (B/A,%)

총인구(천명) 543 620 1.21 114.2

실질 GRDP(십억달러) 3.89 7.28 5.86 187.1

1인당 GRDP(달러) 7,895 19,504 8.57 247.0

관광객(백만명) 4.11 9.93 8.35 241.6

<표 9>  주요지표 전망

Mission Vision Passion

투자자의 관심 정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