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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는 제주첨단산업기술단지와 모든 입

주 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JDC에 따르면 기업들이 첨단과기

단지에 입주했다고 해서 JDC의 역할

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입주 기업

들의 동반성장이 더 중요했다.

JDC는 첨단과기단지 준공에 발맞

춰 입주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업입주지원시스템 구축을 2010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사례 및 기업 수

요 등을 반영해 만든 것으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첫걸음이었

다.

기업 지원, 시설 및 복지 등 입주 

기업들에게 필요한 22개의 세부프

로세스를 정립했고, 특히 JDC는 금

융이나 특허 관리 등 특정 전문 분야

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과 적극적

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업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

했다.

JDC는 입주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입주 기

업 협의체를 구성했고, 반기마다 관

리비 협의부터 입주 기업 판로 개척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협의

를 진행했다.

입주 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제품을 

알리기 위해 제주첨단과기단지 패

밀리 페어(Family Fair)가 기획됐다. 

2012년에는 단지 내 입주 기업 간 교

류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이후부터 

동반성장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행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해마다 참여 기업도 늘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광장에서 제품 할인판매 전시회, IT 

기술 설명회, 실시간 경품 추천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도

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입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JDC

의 지원 사업 중에 가장 호응이 높은 

것은 브랜드를 알리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판매 지원 사업

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공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만드는 입주 기업들에

게 JDC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은 매

력적인 유통채널이다.

입점심사 통과 등 면세점 입점이 

쉽지 않았지만 2014년 10월 새롭게 

조성하는 JDC 면세점 제2매장에 제

주지역 중소기업 화장품 매장이 만

들어졌고, 3개 입주 기업 제품이 면

세점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 

다.

아울러 JDC는 국내 네트워크를 활

용, ㈜이랜드리테일과 킴스클럽 등

과 연계해 입주기업 미팅과 기획 상

품전 등을 진행하는 등 판로확대에 

주력했다.  

판로 개척은 점차 다양해졌다. 제

주의 대형 행사와 연계해 제주 뮤직

페스티벌에서 상품전을, 제주 천연

화장품 & 뷰티박람회,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와 연계해 기업 상

품전을 열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매출도 높일 수 있었다.

JDC는 공공기관으로서 도내 청년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일자리 정보

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

고, 입주 기업들이 인재 확보로 경쟁

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지원 사업

을 진행했다.

입주 기업들이 국내외로 뻗어나가

면서 특허나 인증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요구가 점차 다양해졌고, 이에 

JDC는 특허 인증 및 취득, 박람회 참

가 등을 지원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

화를 돕고 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입주 기업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경영 컨설팅 등 지원

생산제품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성과…친기업 환경 조성

올해 초 감소현상도 나타났던 제주

지역 인구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

으며 증가 폭도 조금씩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읍·면·동별로는 특정 지

역의 인구 집중현상과 이탈현상이 지

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와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주민등록인구 현황(외국인 제

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

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3606명

으로, 전달보다 658명 늘었다.

월간 인구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5월 

680명 증가 이후 17개월 만에 650명

대를 넘어섰다.

제주인구는 지난 1월(-240명)과 3월

(-368명)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월 198명, 6월 523명, 7월 597

명, 8월 611명, 9월 424명, 10월 658명 

등으로 증가 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

는 모양새다.

제주지역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

자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는 점에서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는 순

유입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점

이 인구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제주인구는 

261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인구가 49만

1949명으로, 10월 한 달 동안 503명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증가한 제

주시 인구는 2544명이다.

서귀포시 인구는 18만1657명으로 

전달보다 155명 증가했다.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

너스를 거듭해오던 서귀포시 인구는 

6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 들어 서귀포시 인

구는 73명 증가했다.

읍·면·동별 인구를 보면 아라동 인

구는 3만6776명으로 올해 들어 10월

까지 1970명이 증가해 인구가 가장 많

이 늘어났다. 이어 조천읍(625명), 애

월읍(566명), 노형동(517명), 오라동

(423명) 등이 인구가 많이 늘었다.

반면 일도2동(-495명),  화북동

(-309명), 성산읍(-269명), 삼도1동

(-265명), 용담2동(-254명), 건입동

(-201명) 등은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

으로 집계됐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제주 인구 증가세…지역별 격차 심화

주민등록인구 10월 말 67만3606명…올해 2617명 늘어

제주시 2544명·서귀포시 73명 증가…특정 지역 집중 여전

수돗물 유충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돗물 유충 피

해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 3만1320세

대에 상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수도급수조례와 관련 시

행규칙에 근거해 강정정수장 공급구

역인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홍·

서홍·대륜·대천·중문동 주민에 30% 

감면된 상수도요금을 고지할 계획이

다.

감면 대상은 서귀포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

택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

가 분할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요금 부과 대상 세대

수가 강정정수장 급수구역 2만4000

여 세대보다 많게 집계됐다는 제주도

의 설명이다.

감면요율은 피해 기간별로 차등 적

용된다. 피해기간이 월 기준 15일 미만

이면 상수도요금의 30%를, 15일 이상

이면 50%를 감면한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수돗물 유충 피해 가구

상수도 요금 일괄 감면

(4)소통과 협업으로 동반성장

· 공동기획

제주첨단과기단지 10년 발자취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인 8일 

제주시 도두봉 정상에서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시내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들과 동반성장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패밀리페어(FAMILY FAIR)’ 행사를 개최

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제주시청 벤처마루광장에서 열린 행사 모습.

“웬 미세먼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