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광역경제권별 2단계 선도산업 육성계획｜

제주권 2단계 광역선도사업
육성전략

제주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의 기본목표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활용해 나가려는 국가 차원에서의 다양한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권은 타 광역경제권과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제주를 첨단 녹색성장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조성한다
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광역경제 담당사무관
cmd0923@jeju.go.kr

제주권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풍력서비스산업을, 대표주력산업으로 차세대식
품융합산업과 MICE산업을 선정하였다. 풍력서비스는 탁월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인증, 실증, 관련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차세대 식품
융합산업은 아시아 1위의 고부가가치 청정헬스푸드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지역의
향토자원을 원료로 한 뷰티향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MICE
는 글로벌 수준의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도산업별 기본방향 및 전략
먼저 풍력서비스산업은 미래의 녹색기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육해상 풍력발전
기술에서 제주지역의 탁월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성능평가, 인증(Capture Matrix),
실증(Track Record), 운전,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획, 조사, 설계, 시스템운용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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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이는 동남권에서 개발된 부품은 호남권의 시스템에 접목시키고, 여기서 개발된 시
스템은 제주권에서 성능평가, 인증 등을 거쳐 이후 실증단계에서는 동남권의 부품이
실증단지에 바로 공급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타 권역과의 연계협력 또한 기대되는 산
업이다.
제주가 한발 앞선 경쟁력을 보유한 풍력산업은 사업체수의 경우 2007~2009년

▶ 타 광역권간의 연계구조

호남권
풍력발전시스템
시스템

▶ 차세대식품융합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 성장목표

부품

동남권
풍력발전부품

인증단계
부품

제주권
풍력서비스

실증단계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은 1.2%인 데 비해 제주는

제주의 MICE산업 경쟁력은 개최지 매력성, 숙박

3.2%이고, 제주해역의 풍력자원은 고풍속 Ⅰ등급

시설, 회의·전시 시설, 공공지원기관 등 기반시설

(Wind Turbine Class)을 갖추고 있다. 동 사업이

이 양호하다. 글로벌 비즈니스 콘텐츠 컨벤션·전시

본격화되면, 사업체 25개, 고용창출 180명, 매출액

회 등 제주대표 MICE 행사 발굴 및 육성, 제주형 웰

1,140억원, 수출액 1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

니스(Wellness) MICE 상품 개발 및 판매, 지역전략

된다.

산업과의 융복합화, 휴양형 SMERF 행사 발굴 및

둘째, 차세대식품 융합산업은 BT·IT·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 가
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 향장품 융합산업이다.
제주의 차세대식품 융합산업의 경쟁력은 LQ지수

판매·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200명, 매출액 3,220억원,
수출액 1,296억원, UIA 세계 25위 진입, MICE 행
사 375건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에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이 타 지역보다

끝으로, 제주의 미래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특화되어 있고, 1인당 부가가치금액은 지역 내 타

나갈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추진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음료품 산업의 제주

을 통해 향후 경쟁력 있는 청정 제조업 육성에 큰 힘

도 지역내 총생산 기여율은 2009년 11.3%로 높은

이 될 것이며,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

편이다.

성과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

또한 산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바이오기

대된다. 아울러 광역경제권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배

술 연계 개발·도입 및 제주향토자원의 확산, 선도

가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인지도·공감대를 높이는

기업 육성(100억대 기업 창출) 및 중견기업 유치(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련 기업 10개사 이상 유치),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자원과 세계 최고의 수자원을 활

▶ 휴양형 MICE 사업화 프로세스

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액 1,500억원,
수출액 650억원, 고용창출 2,421명의 경제적 효과

MICE 자원

가 기대된다.
1.2차산업
제품

은 의미에서 MICE와 휴양·레저·문화 활동, 인간

Military, Educational, Religious, Fraternal)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제반 활동이다.

사업화

자연
환경

문화
콘텐츠

MICE
MICE 시설
전문인력

제주 브랜드 벨류MICE 상품개발
전통기반 MICE 상품개발

MICE 시장

PCO 기업

전통기반 MICE 상품개발
MICE전문인력고도화
MICE네트워크

MICE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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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ourism), ICT 테크니컬 투어, SMERF(Social,

마케팅
제주 대표MICE 행사

셋째, MICE 산업은 휴양형 MICE 프로젝트로 넓
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Wellness 관광, 의료관광

상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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