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예측, 착실한 준비, 효과적 추진, 탁월한 성과

제주를 바꾼 투자유치 성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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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지방차원에서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작년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으면서 중국관련 여러 행사를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
각되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통상,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관계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것은
중국이 1997년 개혁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우리나라와 무역관계에서 상
호 보완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2013

년 수교당시 교역규모가 92억달러에서 ‘11년말 현재 2,206억달러로 35배
증가할 정도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으로 성장했다. 관광산업이 주도하
는 3차산업의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2008년도에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하며 2009년을 기점으로 최대 외국인
관광객으로 도약한 이후 해마다 그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2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추어 2008년부터 중국을 투자유
치 중점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착실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인 투
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2012년까지 3년 사이에 타 지자체가 부러워하
는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으나 겨울에 씨를 뿌려 열심히 거름을 주었다
고 해서 풍작을 거둘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노력은 반드시 환경에 적응
해야 하고, 그 환경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한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중국이라는 환경의 변화가 우리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앞
서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착실히 마련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유치노력을 기
울인 결과 얻어진 성공 스토리이다.

Ⅱ 대중국 투자유치 중점 추진 배경
.

Ⅱ

-

1.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와 저우추취 走出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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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선언 이래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
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0년 2000억 달러 수
준에서 2012년말 3조 3116억달러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1)

이와 같은 외환보유고 확대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0년 저우추취(走出去, 해
외로 나가자)를 표방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이래 아래표 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해외투자를 확대해 왔다.
2)

그러나 이때까지 중국의 해외투자는 자원 에너지 확보 및 제조업 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로서 2008년까지 관광서비스분야 해외투자승인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 도가 2008년부터 투자유치 대상국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대중국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까지만 해도 우리 도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은 말레이시
아 버자야 그룹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1) 코트라 차이나 윈도우 (http://todaychina.blog.me/110134667787)
2) 중국 외환보유고 추이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foreign-exchange-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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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도는 외환보유고 증가 경향을 볼 때 언젠가는 관광서비스분야
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각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춘 정책변
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확대는 우리 도가 2008년
부터 중국을 중점 투자유치대상국으로 설정하고 중국에 초점을 맞춘 투자유치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환경적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Ⅱ

-

2.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승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각변화

우리 도는 중국 기업들의 제주투자관심을 측정하고 또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
승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
지 북경 코트라 무역관에 의뢰하여 소규모 제주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잡고, 그 전에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방문하여 중국의 대외투자
현황 및 경향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답변은 현재 중국이 대외투자 전략상 자원
에너지 확보 및 제조업 위주의 선별적 투자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2007 대한투
자액 10억달러 모두 제조업 분야라는 답변)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승인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희망적 답변이었으며, 코트라 북경 무역관도 중국의 경
제성장에 따라 관광․서비스분야로 투자확대에 대비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3)

<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역사 : 1948년 8월 창립, 홍콩 중국국제경제연구소(전신), 신중국 성립 후 광조우 이전, 1951년 베이징 이전
▸특징
∙고학력, 전문화된 젊은 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조직으로 중국내 비즈니스, 무역시스템 최고의 자료 창
고라 할 수 있음.(전문기술원 100여명, 석사이상 연구원 70여명, 주중대․영사관 파견인원 등)
∙50여년 동안 중국 대외경제무역사업의 발전, 특히 대외 무역, 국제경제협력 이론과 정책 연구를 위하여 매진
▸주요업무
∙ 세계경제, 국제무역, 국제경제협력, 금융화폐, 외국투자, 다각적 원조, 세계와 지역경제무역 조직기구, 중국
대외경제무역전략, 국내경제 무역발전, 시장계획․유통 등 정책 및 실무연구
∙ 각종 경제무역정보를 수집, 국내외기관의 위탁을 받아 자문 및 시장조사
∙ 국제무역․금융 석박사생 양성, 경제무역 전문지식 및 기술 훈련, 전문서적 편집, 출판

Ⅱ

-

3.

지방정부로 해외투자 승인권 이양

그러던 중 2009년 5월경 반가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 도에서
수시로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구글 검색
3)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브로셔 및 홈페이지 (http://www.caitec.org.cn/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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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눈에 띄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중국이 그동
안 중앙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전권을 행사하던 해외투자 승인권
한을 완화하여 1억 달러 미만 투자는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는 뉴스였다.
우리 도는 이 뉴스를 단순히 금액의 대소에 다른 행정편의상의 권한위임 문
제로 보지 않았고, 투자승인 분야확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하부 행정조직에 대한 권한의 이양이란 승인기준의 융통
성 내지는 이완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말하자면 그동안 자원
에너지 또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 통제적 승인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로 투자승인
의 범위가 열려지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Ⅱ

4)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권 지방정부 이양을 전하고 있는 미국계 법무법인 홈페이지 뉴스

-

4. 2008

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자유치 필요성 증대

년은 IMF 사태로 불리는 1997년 경제 위기이후 닥친 최대의 금융위기였
으며, 2007년 집권한 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 속에 놓여 있었다.
2008

이에 따라 전 부처 차원에서 국가외환 보유고를 확충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대처
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이는 우리 도가 부동산영주권
제도를 입안하여 코트라, 지식경제부 등 투자유치 유관부문으로 제도 도입을 요청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좋은 여건이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도가 제안했던 부동산투자영주권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주도
4) http://www.chinalat.com/2009/06/22/new-measures-for-china-government-approval-on-china-outbound-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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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서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도에서는 2008년
11월 법무부로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공한 이후
1년여 기간 동안 몇 차례의 협의 끝에 2009년 12월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에 이어 2010년 2월 10일 법무부 고시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간접투자의 일종
으로 부동산영주권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 부동산 영주권 제도 도입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룬다.

Ⅲ 준비단계
.

년

(2008~2011

)

Ⅲ 부동산 영주권제도 의 도입
-1.

5)

년

(2008~2010

)

제주도는 GDP 점유 비중에서 2차 산업이 거의 없고, 관광산업 주도의 3차 산
업이 80%, 1차 산업이 약 17%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감귤산업 주도의 1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의 투자유치 정책은 당연히 관
광기반시설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해서 수
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놓을 구체적 투자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세금 감면 위주의 투자 인센티브는 있
었지만 그런 소극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적극
적인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했다. 더욱이 2008~2010년 기간은 우리나라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시점으
로서 제주에 이미 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기업의 유동성 확충도 중요한 과
제였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제주에 이미 투자하고 있던 국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주고, 동시에 외국 기업의 제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부동산영주권 제도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중국인들에게 소유권은 큰 매력이고, 동시에 돈을 번 중국인들에게 국내 지방도
시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번거로운 비자 수속 필요 없이 갈 수 있고 영구히 체
5) 공식 제도 명칭은 부동산 간접투자이민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도는 제도 마케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부동산영주권 제도라
고 명칭하였음

- 6 -

류가 가능하며, 자녀들의 유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주의 매력은 반드시 어
필될 것이라 확신했다.
이와 같은 예측은 들어맞아, 부동산영주권제도는 중국인들의 국내 리조트 업
체의 콘도 분양을 촉진했고, 이를 본 중국 기업이 직접 리조트 개발투자를 하겠
다는 동기를 심어 주어 2010년 이후 대규모 개발투자업체들이 제주의 문을 노크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주휴양시설 억 매입시 영주권 부여
뉴시스
제주 지역 휴양체류시설을 5억 원 이상 매입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제주 지역에 한해 미화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 휴양체류시설
을 매입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장관 고시를 했다.
제주도는 지난 년부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
여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월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 법무부 장관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실행의 길을
텄다 .
5

(2010.2.2,

)6)

2008

.

10

◉ 법무부고시 제
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등에관한기준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의 제 호 거주 의 체류자격 카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에 관한 기준등고시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투자 기준금액
○ 미화 만불 또는 한화 억원 이상
시행일 이 고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 026

1

27

(F-2)

,

,

1.

2.

229

,

,

,

3.

50

4.

:

5

2010

2

1

.

Ⅲ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움 분양기준 완화
-2.

년

(2009

)

부동산영주권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제도적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휴양콘도미니움업 관리는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관
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하면 분양형 콘도미니움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5인 이상이
공동으로 구입해야 한다.
6)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3&aid=00030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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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5명이 공동으로 콘도를 분양
해야 할 경우 분양 성공률은 크게 떨어진다. 소유권은 나만이 향유할 때에 진정
한 가치가 있고, 언제든지 내 의사에 의해 처분할 수 있어야 재산으로서의 가치
를 인정받는 법이다. 소위 융통성이 제한되는 소유권이란 소유권의 본질적 가치
가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소유권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제도개선 요구를 통하여 중앙정부로부터「관광진흥법시행
령」제24조의 권한을 이양 받아 2009년 9월「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휴양콘도미니움 분양기준을 완화, 내국인은 2인 이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1인이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생략)
1.~2 (생략)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
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24

(

)

)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생략)
1.~2 (생략)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또는 회
원이 법인의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7

(

)

)

2

.

,

제주를 사세요 외국부유층 겨냥 마케팅
동아일보
휴양체류시설 매입땐 영주권 부여 입법예고
제주도는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외국 부유층을 상대로 ‘바이 제주(Buy Jeju)’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출입국관리
법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투자지역과 대상, 기준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다. 제주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50만 달러(약 5억7500만 원) 이상 휴양 콘도 및 관광휴양시
설(가족호텔, 리조트)을 매입해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줄 방침이다. 제주도는
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면서 콘도 분양조건을 인 실 기준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
실로 완화했다 중략
“

”

(2009.11.19

‘

)7)

’

9

5

.(

1

1

1

)

Ⅲ 인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3.

년

(2008~2010

)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한 도
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건축허가,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
7) http://news.donga.com/3/all/20091119/24211374/1

- 8 -

며, 이 경우 인허가 기간이 통상 24개월에 이르게 된다. 국내법 절차에 어두운
외국인의 경우 투자하고 싶어도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히
사회주의 나라 중국 기업에게 있어서 사유제산제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토지를
매입하여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다.
우리 도는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를 마련
한 바 있으며, 2008년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시행규
칙」을 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각종 영향평가, 인허가 의제처리를 동
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승인기간을
2008년부터 10개월로 단축한 바 있으며, 2010년부터는 사업규모에 따라 5개월~8
개월까지 단축함으로써 투자자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시행규칙

(2008.5.14

제정

)

제 조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 단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기간 단축
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통합영향평가 협의 및 인ㆍ허가 등의 의제협의를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
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2.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
3. 법 제230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

)

.

道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최소 개월로 단축 제주일보
사업 조기 착공, 신규 투자자 유치 등에 기여할 전망
,

5

(

,

2010.2.2)8)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사업규모에 따라 최소 5개월로 단축시
키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8
개월로 축소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 규모별로 5~8개월 이내에 승인키로 했다. 사업 규모별 인
허가 기간은 20만㎡ 이하 5개월, 30만㎡ 이하 6개월, 30만㎡ 초과는 8개월 이내로 정했다.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조기 착공이 이뤄지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략)

8)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5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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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유치 전문관제도 도입
-4.

년

(2008

)

우리 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시책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
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 하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투자유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분야였다. 적극적 투자유
치를 장려하기 위해 인사행정 분야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직 전문직위제 본격 시행 제주일보
공직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직위제가 본격 시행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투자유치 예산총괄 법제심사
산업 도시계획 등 개 전문직
위에 명의 전문관을 선발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명을 보직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직위제 운영계획’에 의해 추진된 이번 전문직위제는 지난
달 각 부서에서 신청된 31개 직위를 대상으로 자체 서면심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직위
를 선정했다.
그 후 전문관 선발신청을 공개모집해 7개 분야 15명의 신청자 중 어학요건, 경력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5개 분야 12명을 전문관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보직된 전문관은 앞으로 3년간 해당직위
에서 근무기간을 보장 받으며 도정발전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전문직위 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등을 지원받고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을 경우 우선 승진의 기회도 부여 받는다.
(

,

12

Ⅳ 추진단계
.

,

,

,

2008.8.20)9)

,

BT

,

5

8

년

(2009~2012

)

Ⅳ 본격적 제주투자환경 설명회 추진
-1.

년

(2009~2010

)

이와 같이 대중국 투자유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중국기업을
향해 제주의 투자환경과 차별화된 투자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투자환
경설명회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2008년 12월 북경에서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본격적인 대중국 제주투자환경 설명회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특
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 투자유치 활동의 초기 단계인 만큼 도지사가
직접 참가하여 북경, 상해, 심천 등 중국의 전략지역에서 참가자의 관심을 집중
시켰으며, 제주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책임자가 직
접 약속함으로써 관심투자가들에게 신뢰를 심어놓기에 충분했다.
도지사가 직접 참여한 중국 투자설명회 현황

9)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675
10) http://news.mk.co.kr/newsReadPrint.php?year=2010&no=69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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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출장목적
동아시아지역 투자유치 활동
중국지역 (북경 및 상해) 투자유
치 활동 및 투자 MOU 체결
중국지역 (심천 및 북경) 투자유
치 활동
중국 우호협력도시 상해시 방문
및 투자 MOU 체결

주요내용
동아시아지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북
경) 투자환경설명회 및 잠재투자가 방문
중국 북경 및 상해 투자환경설명회, 분마
그룹과 투자유치 양해각서 (MOU) 체결
중국 심천 및 북경 투자환경설명회, 천해
그룹 투자의향서 (LOI) 접수
심천 천해그룹과 투자유치 양해각서
(MOU)체결

제주도 투자자 찾아 베이징·선전·상하이로 매일경제
,

(

,

기간
2009.04.26 ~ 2009.05.02
2009.09.21 ~ 2009.09.25
2010.04.05 ~ 2010.04.09
2010.06.06 ~ 2010.06.10

2010.12.14)10)

◆중국인 투자 몰리는 제주도 가보니◆
제주도는 2008년 국외 투자유치를 대폭 강화할 뜻을 밝히며 주요 타깃을 사실상 중국으로 정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관광수입으로 먹고사는 제주의 미래를 거대 소
비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베팅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초(4~5월) 중국 베이징, 선전, 상하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
다. 중국 큰손의 관심을 제주로 돌리기 위해서였다.
박홍배 제주도 투자정책과장은 "현지 여러 기업이 행사에 참가해 큰 관심을 보였다"며 "제주 측
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주로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2회에 걸쳐 중국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에 몰리는 중국인 관심을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인 전용 식당 여러 곳을 만들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중국 투자ㆍ관광객들이 제주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중략)

Ⅳ 투자유치 전문관 중국 파견
-2.

년

(2011

)

년부터 본격 추진된 투자환경설명회에 힘입어 201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투자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현지 해외투자 동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수집에
기반하여 중국내 유력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투자상담을 전개하는 등 대
중국 투자유치 현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투자유치전
문관을 중국 상해로 파견하였다.
2009

지자체 탈출구는 중국 … 제주따라 너도나도 투자유치붐 내일신문
인천·강원 부동산투자 이민제 요구 … 전남·북도 대규모 개발 추진
(

‘

2011.1.21)11)

’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을 향한 구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의 활로를
국외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 투자유치에서 찾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좀처
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월 투자전문관 상하이 파견
중국에 대한 구애는 남쪽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의 휴양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
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 투자를 위해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도를 찾는 등 관심이 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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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고 있다 면서 도에서도 월 아예 중국 상하이에 투자유치 전문관을 파견했다 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땅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도 고급 리조트가 중국인에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자체에게 희소식이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영종 지구 내 용유무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중국 홍수림 문화투자유한
공사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용유무의지역은 그동안 제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처지였다.
파산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도 중국 자본은 구세주로 떠올랐다. 중국 홍
수림 문화투자유한공사는 인천에 이어 강원도와도 알펜시아 빌라 50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2
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 자본에 지역 개발을 기대하는 곳은 서해안의 전남·북도 마찬가지다.
전남은 무안군에 2005년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51%)과 국내자
본(49%)으로 추진되는 한중산단은 국내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면적을 5㎢로 축소했다. 하지
만 최근 국내자금 조달 전망이 밝아지면서 활력을 띠고 있다. 전북 역시 새해 새만금지구에 중
국특구를 조성하는 ‘차이나플랜’을 내놓았다. 중국 장쑤성과 함께 새만금지구와 롄윈강에 한·중
공동특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

“

1

”

이는 제주투자환경 설명회로 고조된 제주투자에 대한 관심을 실제 투자로 연
결시키기 위해서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주 투자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부동산 기업 랭킹 100강안에 두는 유력 부
동산 기업들과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에 걸맞는 친환경 기업연수원 투자유치
가 주된 타겟이었다.
12)

Ⅳ

-2-1.

상해 녹지그룹 유치활동

(2011

년

)

상해 녹지그룹은 포천지가 선정한 2012년 글로벌 기업 500강 에 진입한 특
대형 부동산 기업이다. 상해에 본사를 둔 국유기업으로서 중국 부동산 랭킹 2~4
위권을 달리는 기업이다. 상해로 파견된 투자유치전문관이 2011년 9월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에서 1차 접촉을 가진 이래 현지 투자상담 활동을 거쳐 최단 기간
내에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2010년 12월)를 체결하고, 2011년 7월 구속력 있
는 투자합의각서 (MOA)를 체결함으로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13)

Ⅳ

-2-2.

안휘성 람정그룹 유치활동

(2012

년

)

안휘성 람정그룹은 중국 부동산 100강기업으로서 안휘성 최대 부동산 기업이
다. 상해 파견 투자유치전문관이 2012년 7월경부터 현지 접촉을 거쳐, 9월에는
11) http://www.naeil.com/news/pop_local_viewnews_print.asp?bulyooid=6&nnum=591132
12) 제주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과학 분야 3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
13)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12/snapshots/116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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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서 개최된 제주투자설명회에 참가하였고, 이어 10월 제주 방문을 추진하
여, 2013년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투자를
협의중에 있다.
Ⅳ

-2-3.

삼일 중공업 기업연수원 유치활동

(2012

년

)

삼일중공업은 호남성 장사에 본사를 둔 명실상부한 중국최대 민영기업이며, 콘
크리트 펌프카 분야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로서, 2011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
즈 선정 글로벌 500강 기업에 선정 되었고, 2011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중국 부자
순위 1위인 량원건 이 기업 회장인 것으로 유명하다. 상해 파견 투자유치전문관
이 2012년 5월부터 현지 접촉을 시작하여 2012년 9월 제주투자유치단이 호남성 장
사를 방문하여 조속히 연수원 투자를 추진키로 한 바 있고, 현재 신화역사공원을
후보지로 하여 2013년 상반기 기업 지도부의 제주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14)

15)

Ⅴ 성과
.

(2010~2012

년

)

Ⅴ 부동산영주권 제도에 따른 대규모 간접투자 유치 실현
16)

-1.

년 2월 1일 부동산영주권제도의 시행 이래 2012년말 현재 총 334건 2,254
억원의 콘도미니움 분양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다. 콘도미니움 분양에 따른
국세 (부가가치세, 분양가의 10%) 수입이 205억원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 (취득
가액의 4.6%) 수입도 104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에 투자한 국내 리조
트 개발기업에게 유동성 확충과 투자수익을 안겨주었음은 물론이다.
2010

17)

그런데 부동산영주권 제도는 콘도 분양에 따른 간접투자유치 그 자체보다 개발
투자를 위한 제주 투자의 메리트를 제공하여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직접투자유치의
견인차가 되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으며, 타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부동산영주권 제도에 따른 간접투자유치 실적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자료
○ 건수 및 금액 (12년말 기준) : 334건 2,254
(

)

14) http://www.cranestodaymagazine.com/news/sany-group-enters-financial-times-global-500-listing/
15)
http://www.forbes.com/sites/russellflannery/2011/09/09/forbes-asia-talks-to-the-china-rich-lists-new-no-1-liang-w
engen/
16) 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경영하고자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 경영참여와 관계없이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간접투자에 속한다,
17) 2013.2.20일자 국민일보(http://news.kukinews.com/article/print.asp?arcid=000691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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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자본 유치 절실한 이유
한국경제
세계 2위 경제대국 對韓 투자 미미, 경제특구 지원 강화 방안 찾을 때
(전략) 우리에게 있어 중국은 두말할 것 없는 최대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지만 중국은 한국을 비
중 있는 투자대상국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적별 국내 상장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미국 투자자의 비중이 38.1%，유럽이 31.15%인 반면 중국은 0.6%에 불과했다.
또 2009년 중국의 해외 투자액 433억달러 가운데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은 0.3%인 1억6000만달
러에 그쳤다. 지난 8년간 중국은 해외투자액을 연평균 54%씩 늘려올 정도로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을 펼쳐왔음에도 사실상 한국은 배제돼 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얼마 전 외국인에 대한 소액투
자자 만달러 이상 영주권 부여제도를 도입한 제주도에 중국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제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이미 진행 중인 경제특구에도 확대해 적용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후략)
[

(50

]

)18)

(2011.3.12,

)

.

.

제주도 리조트 차이나머니 특수 서울경제
'라온콘도' 분양권에 3개월간 536억원 몰려
中 기업과 합작해 요트텔 등 건립사업도 활기
지난 7월18일 제주시 한경면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라온골프클럽 클럽하우스에는 중국인 40
여명이 몰려 시끌벅적했다. 이들은 라온레저개발이 짓는 휴양 리조트의 콘도 '라온프라이빗타운'
을 구경하려고 전날 전세기를 타고 온 중국 투자자들이다. 투자 설명회 시간에는 눈이 초롱초롱
해진 가운데 진지한 표정들이었다. 이들 중국 큰손 중 일부는 현장에서 콘도를 계약하기도 했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차이나머니가 한국의 부동산은 물론 금융, 게임 시장 전반으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다간 중국
자본에 잠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

'

(

,

2010.10.17)19)

◇제주도가 통째로 중국에 팔리는 것 아냐
현재 제주 리조트 중 라온리조트가 중국 투자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5월부터 현지 업체를
통해 중국 투자자를 모집해 가계약 형태로 58건 306억900만원, 6월 42건 189억8,700만원의 투자
상담을 이끌어 냈다. 7월 실시한 투자 설명회에서는 40억890만원 규모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
다. 지금까지 총 108건 536억490만원의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콘도 한 채당 가격은 3억~5억원
가량이다.
?

Ⅴ 중국의 관광서비스 분야 해외투자 승인 제 호 견인
-2.

1

년

(2010

)

년 이루어진 중국 정부의 분마그룹에 대한 해외투자승인은 중요한 의의
를 가지고 있다. 2009년까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중국 정부의 관광서
비스 분야 해외투자 승인 제1호이며, 중국 정부가 2009년 1억 달러 미만 해외투
자승인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분마그룹 본사가 있는 흑룡강성 정부가
실질적 투자승인을 시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다.
분마 그룹에 대한 투자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해
2010

1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11031158331&nid=910&sid=01012014
19)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10/e2010101712164993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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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자도 가능하다는 실례를 중국 기업들에게 보임으로써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 러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토대를 마련했다.
中 분마그룹 제주에 년간 억달러 투자 아주경제
중국 분마(奔馬)그룹이 향후 3년간 총 3억 달러의 자본을 제주에 투자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대외투자 최종 승인기관인 상무부가 지난 4월 21일 중국 분마실업그룹
유한공사의 제주이호랜드(주) 합작 투자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분마그룹은 제주이호랜드에 지분참여 형태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3년간 총 3억 달러
를 투자하게 된다. 이번 승인은 그 중 1단계 투자금액 9800만 달러(현금 5000만 달러, 현물 4800만
달러)에 대한 것이다. 2, 3단계에 대한 승인 절차도 투자 진행에 따라 차례로 이행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 승인은 지난해 9월23일 베이징에서 제주도와 분마그룹, 제주이호랜드 3자간 투자 양
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제주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관광서비스 분야에 있어 중국 자본 유치를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

21)

'3

3

'

(

,

2010.5.3)20)

분마그룹에 대한 투자승인서(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 제공)

Ⅴ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 사상 최대 투자유치 성공
-3.

년

(2012

)

중국의 녹지그룹은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광산, 금융 등 기업 다각화를 실현하
고 있는 종합 그룹으로서 2012년에 미국 경제전문 포천지 선정 글로벌 500강 기업으
로 진입하였으며, 부동산 분야만도 중국내 기업 랭킹 2~4위를 달리는 특대형 국유기
업이다. 전 세계 초고층 빌딩 랭킹 15위 안에 녹지그룹이 건설하는 빌딩이 3개나 들
어 있을 정도로 초고층 빌딩건설 및 도시복합체 건설 분야에 특화된 유명 기업이다.
20) http://www.ajunews.com/common/popup/print.jsp?newsId=20100503000179
21) 분마그룹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승인서. 직인은 중국 상무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투자승인은 흑룡강성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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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명도에 걸맞게 녹지그룹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의 하
나인 헬스케어타운에 총 9억달러(1조1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제
주는 우리나라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유치사상 최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게 되
었다. 녹지그룹과의MOA체결소식은 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中 녹지그룹과 조원 투자
파이낸셜 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중국 상해에서 상해녹지주식그룹유한공사와 총 투자비 약1조
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MOA체결식에는 JDC 변정일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김형선 행정부지사, 서귀포시청 양동
곤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녹지그룹 장옥량 총회장, 상해시 상무 부시장 애보준
등 상해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중국 녹지그룹이 1조원 규모의 금액을 단독으로 제주에 직접 투자하는 계획이어서
해외직접투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 녹지그룹은 MOA 체결로 헬스케어타운 총 사업면적 153만9000㎡ 가운데 약 77만8000㎡에
의료 R&D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J D C,

1

M OA

(

2012.7.11)22)

,

(FD I )

Ⅴ 중국 기업의 제주투자 러시 견인
-4.

년

(2010~2012

)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부터 대중국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영주권
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투자자유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분마
그룹, 녹지그룹 외에도 2010년 이후 아래 표와 같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과거 투자 관심을 보이는 개별 기업을 상대로 상담활동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던
상황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 기업이 스스로 제주를 찾아오고 투자가 전면적
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3)

2010~2012

년간 코트라 외국인투자통계에 의한 투자실적

22)
http://www.fnnews.com/view?ra=Comm0501p_01A&arcid=201207110100095500006019&corp=fnnews&cDateYear=201
2&cDateMonth=07&cDateDay=11
23)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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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기업의 제주투자가 확대되면서 2012년 말경부터 제주도내에서
중국인의 투자가 쇄도하면서 토지사재기 또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부분은 중국 실정에 대
한 오해와 국제간 외환거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지
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 정책의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자본 제주 투자 걱정 없다 제주도민일보
도,숙박업 투자진흥지구 요건 강화 등 보완책 제시
제주도가 무분별한 중국자본 유치에 따른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관
광호텔업 등 숙박시설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다.
?

(

,

2013.1.24)24)

외자유치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해외자본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
기 위해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부분적인 문제 요인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예방 차원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 가운데 관광호텔업 등
숙박시설은 투자규모를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중략)

Ⅴ 우호도시 교류 긴밀화에 기여
-5.

상해시는 2009년 제주와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비행거리 1시간
에 불과할 만큼 지리적 인접성을 갖고 있음에도 우호도시 체결이후 양도시간 특
별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사진출처 : 제주환경일보

25),

"

한중우호 상생협력 의 모토가 선명하다
,

"

24)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Print.html?idxno=3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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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녹지그룹의 투자 유치 활동을 계기로 제주도의회의장의 상해시 정치
협상회의 주석 면담시 녹지그룹 회장 참석(2011.10.28), 녹지그룹 MOA 체결식을
계기로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상해시 방문(2012.7.12), 녹지그룹의 헬스케어 타운
기공식에 상해시 상무위원회 등 정부관계자 참석 (2012.10.30) 등 제주-상해간 우
호교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한-중간 경제적 블루오션을
창출해 나가는 등 교류 긴밀화에 공헌하고 있다.
Ⅴ 제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동산 개발과 같은 관광서비스 투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됨과 동시에 프로
젝트 완성기간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긴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은 모두 2010~2012년 사이에 투자를 결정하
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분마 그룹과 녹지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국내법에 따른 투자기업설립을 마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
서 투자소요액 2조 9,647억원 대비 실제 자금투자액(FDI 유입액)은 1296억원으로
서 4.4% 정도인 상황이다. 이 중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는
기업 역량을 집중시켜 단기간내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기업 회장의 의지가 작
용하고 있어 지금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금년말 1단계 투
자를 마치고 2단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26)

녹지그룹의 제주헬스케어타운 현장 사진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25) 제주환경일보 사진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61)
26) 한경 비즈니스 2013.1.26일자 (http://finance.daum.net/popup/news/print/MD20130126023836968.daum에서 발췌)

- 18 -

비록 현재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표면화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위 투자가 실제로 실현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청년실업 등 도내 고용문제 해결
에 직접적 해소책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Ⅶ 향후 전망 및 과제
.

우선, 부동산영주권제도의 2단계 확장이다.

외국자본 유치 복지재원 만든다 국민일보
… 투자이민 특례 대상에 공공부문도 포함 추진
현재 콘도와 펜션 등 일부 휴양시설에만 한정돼 있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공공투자를 포함시
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자본을 국내 공공투자로 유도한 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액을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이민 대
상 자산유형을 부동산에서 공공프로젝트와 금융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

,

2013.2.20)2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영주권제도는 금번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
수위원회의 140개 국정과제 중 6번째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중의 소과제로
도 선정되었는데, 공약사항인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활용할 것
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도는 부동산 영주권제도를 지방채증권 발행 등 동산투자 분야로 확대하
는 방안을 2012년부터 법무부와 절충해 온 바 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업투자 환경 개선 측면에서 인허가처리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4개월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사업규모별로
5~8개월까지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평가를 통합
27) http://news.kukinews.com/article/print.asp?arcid=000691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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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여지가 있다.
셋째, 현재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다. 순조로운 자금투자가
이루어져야 고용 등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진행에 따른 애로사
항 해소 등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도내 대학들의 관광, 중국어 인력 양성 관련학과 확충이 필요하다. 장래
투자 프로젝트 완성 과정에 따른 인력 공급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현재 대형
특급 관광호텔(연간 점유율 81%)과 펜션 및 가족호텔 등 개별 숙박 시설(연간
점유율 45% 내외) 간 객실 점유율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 무공해 친환경 제조업 분야 등 투자유치 분야 확대도 필요하다. 도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물류비 부담이 적은 태양전지 등 첨단 신기술 산업 유치
를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고급 기술자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산학연계
강화 방안 등 수용태세를 미리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섯째, 관광객 증가→관광시장의 확대→투자매력도 상승→추가 투자유치 성
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관광객 유인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
속적으로 요구된다. 제주에 중국 관광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쇼핑관광 인프라
가 부족하고, 도내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액이 외국 주요관광지의 24% ~ 48% 불
과한 실정 이며, 도내 운영중인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등은 구입한도, 설치지역
제한 등으로 관광객 이용 불편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관광객면세특구조
성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28)

28) ’10년 제주관광객 1인당 소비 지출액은 447천원으로 하와이의 24.5%, 오키나와의 48%, 대만의 24.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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