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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불문하고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양극화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라는 독특한 

양극화 현상과 교육， 의료， 문화， 기타 펀의시설 등 생활에 관련된 모든 기능이 거의 서 

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및 양극화 현상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국가경챙 

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경챙력이 국가 발전을 가져온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 

* 제주대학교 겅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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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서울 및 수도권이 부， 교육， 문화， 지식， 정보， 지방의 우수인재 

등을 모두 흡수하고 있는 동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상실의 시대를 걸어 왔다고 할 수 있 

다． 반면에 소득 격차 확대， 집 값 폭등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삶의 질은 오히 

려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수도권에서 탈출하 

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샬시된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쳬의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지방자치댄체들은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요소를 

해갈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생활기반을 확 

충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전영옥 외 

2003)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의 발표 된 이후 추진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및 이전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수 

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펀， 우리나라의 지방투자유치 지원제도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외자유치의 중요성 

을 인식하여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이성봉 2010) 지방투자유치 지원제도 

는 크게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러한 지원제도는 조세， 채정， 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쳬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이우배 2001, 박홍윤 2006)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의 중요셩을 인식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치에 집중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기업유치 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업유치의 성공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통）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에서는 Daum 

으로 표기） 유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업유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공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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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 이론적 고찰 

2.1 기업유치의 개념 및 선행연구 

기업유치는 국내 . 외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자기의 지역 내로 유치하는 활동을 의 

미한다． 기업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이라는 장소 상품을 고객인 기업에 

게 마케팅 하는 과정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소h구투자나 이전을 위해 입지를 샨택하는 일 

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성관 2008) 그런데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다른 지역으 

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생각보다 어 

렵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기업유치는 그 대상에 따라 국내 기업유치와 해외 기업유치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기업유치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자기 지역‘ 내로 이전 또는 

신설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기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새로운 고용창출， 소득 

증대， 관련 산업의 발전， 산진기술 이전， 기업문화 전수 등 다양한 측면의 효과가 발생된 

다． 

각 지방자치단쳬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조세감면， 저렴한 부지 제공， 행정 펀의 제공， 

기업 지원을 위한 쳬계적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분별 

한 기업유치에 대한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전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내 기업 및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유치경챙은 제로섬 게임에 해당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Burstein & 

Rolnick 1995) 즉， 단순한 지역 간 소득의 재 배분 효과 정도만 발생할 뿐 큰 이익이 

없고， 지방자치단쳬들 간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 

은 실정이다．（박흥식 왹 2001) 

해외기업 유치는 小캉자치단체가 다른 지역과 경챙하여 외국기업을 자기 지역 내로 

끌어들이려는 활동을 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현지 국가의 기업경영에 실 

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의 투자로 외국인 1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러한 투자는 州구회사의 설립이나 확장， 기존 기업의 인수 · 

147 



148 産經論柒 第29輯 

합병（M&A), 모기업 및 관련 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김성 

관 2008) 

지방자치단쳬들이 기업유치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하는 경우 무분별하게 외부기 

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샬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끼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먼 유치된 기업이 지역 내 산업구조와의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지역 내 다른 기 

업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관련 주쳬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윤갑식 2011) 

기업유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국내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먼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쳬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안구는 주로 기업유 

치 전략과 지원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많고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장대적으 

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목적 및 내용 	 기업유치 중요 요인 

최규창（1997) 

	

지방자치단쳬의 	시장성／노동환경， 원재료 접근 가능성， 교통 등 

	

기업유치전략 	하부구조， 생활환경／각종 세제 혜택， 기후조건 

감석진（2007) 
직접투자지역 	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특별법， 

결정요인 	 쳬계적 서비스 제공， 산업관련 정보 제공 

이동기（2007) 

t114T} 繫fl :,:: tJ7A1U1S1 	i} 	11$ W41Za-- * 7fl 	1-?4,: A1]Zjcjti 

김흥배（2007) 기업유치전략 	수요지항적유치뢸캅君렬유치정책의연계， 

김성관（2008) 지원제도 기업유치 활성화 	산업인프라 구축／인센티브， 노동시장／각종 

조승현（2011) 기업유치성공요인 	
입기요인1 행정의캡정 fl ci 6c mt-붇역 1방자치단체장의 

문문철（2011) 투’1-葛（終과 	보조금지원．세제지원1 행정지원，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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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자치단쳬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각 지방자치단쳬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 

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쳬별 보조금 지 

원제도는 대부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과 지방신설 · 

증설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지식경제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9) 

2.2.1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 

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쳬의 입지보조금은 대부분 지식경제부의 보조금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대전， 울산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쳬애서는 타 지 

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2.2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살치비의 일부를 건축허가 또는 공장 

설립 승인 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투자보조금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준용 

하고 있으며， 강원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쳬가 수도권 이외 기업이 투자하는 경 

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2.3 교육훈런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자기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수H구로 고용한 생시고용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살 · 증설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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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지원제도를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외 이 

전기입，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콜센터）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표 2〉와 같다가 

〈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지원제도 

구분 지원대상 보조사업명 지원사항 

m권O1A7] 

수도권 내 3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국비 80%, 도비 20%) 

※한도； 기업 당 국비지원액 60억 원 이내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45%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비의 15% 

교육훈련보조금 
6개월×60만원 이내 

/1인당 

수도권 내 3년 이상 영업 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 
국세 감면 

법인세 6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조특법 63조의 2) 

치방세 감면 
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 

재산세 : 7-10년 면제 

수도 

권 외 

이전 

기 업 

수도권 외 치역에서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도비 100%)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25%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비의 10% 

고용보조금 
12개월×50만원 이내 

/1인당（한도 1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6개월×60만원 이내 

/1인당（한도 1억 원） 

제주도 외 쾨역에서 공장， 본사를 

제주도로 ㅇl전 
지방세 감면 

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 

재산세 : 5-7년 면제 

tpt
At2
→一穫

I 

쇄匕

F
ㅌ

＂ㄱ̀-도ㄹㅌ 

큅 
궈시1j13

ㄴ
-A1I)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건물임대료 

(30명 이상고용） 

임대A의 50%, 

3난간（한도 5억 원） 

시설장비구입비 

(30명∼100명 

초과 고용） 

초기 장비구입비의 

50％까지（한도 5억 원）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6캐월×100만원 이내／1인당 

6개월 평균임금 70% 

（한도 3억 원） 

(20인 초과 

고용 시） 
（도비 100%) 

교육훈련보조금 6개월×100만원 이내 

/1인당 실 소요비용 (20인 이상 

고용 시） （한도 3억 원）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1) 보조금지원제도의 구체적이고 셰부적인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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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자금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소F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금지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지원 내용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대상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텔레마케탕서비스업（상시고용 20인 이상 기업） 

융자기간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 

소요자금의 4 80% 이내（한도 : 40억 원） 

※ 텔레마케팅서 비스업 

: 임차， 장비 뗍 및 샬치 소요자금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80% 

（한도 : 5억 원）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해당 없음 

융자내용 
부지매입 또는 암차， 건축， 시설장비구입， 

기반시살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시살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안계 운전자금 

금리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전면 자율금리 

（이차보전율 : 우아기업 &5%, 일반기업 2.8%) 

처리절차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 검토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정 

취급은행 도내 금융기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2.2.5 세제지원 

지방자치단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특례제 

한법에 의해 재산세， 취 .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감면 지원제도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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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감면 지원 

구분 대상 감면내용 비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주도 외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및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초과액 산정과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안함 면제 등록면허세 

최근 3년 동안（1회만이라도） 

연 100만＄ 이상의 수출기업이 부동산 및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과밀억제권역 직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 전하는 경우 

제주시로 이전 

：재산세 7년간 면제 

서귀포시로 이전 

：재산세 10년간 면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본점을 

졔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제주시로 이전 

：재산세 5년간 면제 

서귀포시로 이전 

：재산세 7년간 면제 

최근 3년 동안（1회만이라도） 제주시로 이전 

＝재산세 10년간 면제 

서귀포시로 이전 

：개산세 15년간 면제 

연 100만＄ 이상의 수출기업이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2.3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쳬장의 임무에 있어서 경제 문제는 중요 

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는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간단하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적인 대안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40-50대 중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천략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기업유치 

152 



제주특별자치도의 Daum 유치 성공사례 153 

환경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학적으로 반경 긔200km 이내에 약 10억 인구가 거주하 

는 지역을 3시간 비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인구 5백만 명 이상의 도시 18개가 위성도 

시처럼 안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장점은 항공과 

선박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접근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적 측먼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쳬보다 경챙력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12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6월 세계자 

연유산， 2010년 10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 

학분야에서 3가지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신비롭고 풍부한 문화컨 

텐츠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깨，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대기업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대기업이 있다면 관련기업 

또는 하청 기업 등이 창업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질 걋이다． 그러나 대기 

업이 없으떤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 기술 및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얘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산업이 없어서 경챙력이 취약하다． 특히 

도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제주경제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은 경챙업쳬를 양산하여 열악한 기업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역량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선도하는 기 

업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주의 경우 아직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섯째， 타 지역에 비해 숙련도가 낮은 인력수급 여건과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인력문제를 해갈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우수 전문가 인력을 양 

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환경에 대한 SWOT 분 

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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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환경 SWOT 분석 

강점 약점 

대도시 인접 

천혜의 자연환경 

신비롭고 풍부한 문화 컨텐츠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등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지리적 한계 및 지역시장 규모 한계 

산업구조 취약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산업 부재 

현상 심화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 

기 회 위협 

교역 활성화 기대 국내외 도시 및 지역 간 경챙 심화 

유사한 성격의 특례 도시 등장 

FTA로 인한 1차 산업 위기 

유가 블안 

동북아 경제규모 확대로 

국가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친환경， 생태분야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IT 기술 발달로 입지 한계 극복 

正． 사례 분석 

3.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여건 및 D aum 유치 경과 

본 연구의 목적은 졔주특별자치도의 Daum 유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 샬정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의 수립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 

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여건을 알아본 후 Daun〕 유치 경과를 정리하였다． 

3.1.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여건 분석 

기업유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의 인구， 도내총생산， 산업구조， 1인당 도내총생산 등의 자료를 정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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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여건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인구（천명）1) 545.5 546.3 546.9 

전국인구대비 구성비율（%) n n 1.1 

도내총생산 8,833.0 9,647.8 10,317.5 

전국대비 구성비율（%) 0.9 0.9 

산업구조（%) 100 100 100 

농림어업 17.6 19.0 17.7 

．광공업 3.1 4.1 牛．엥 

（제조업） (3.0) (3.8) (4.2) 

전기，가스，수도업 1.0 L2 1.4 

건 설 업 8.0 8.1 8.2 

서비스업2) 70.3 67.6 68.3 

01인당 도내총생산（천원）3) 16,193.5 17,661.7 18,865.4 

주 :1）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임 

2）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서비스업 

3)1인당 지역내총섕산＝도내 총생산／도내 총인구 

＊제주특별자치도 " 2011난 통계연보“ 

구쳬적으로 2008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전국에서 차 

지하는 부분은 1.1％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도내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로 동일하지만 규모는 2008년에 비해 2010년도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대략 70% 정도， 1차 산업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 

어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0년 말 현재 잔국의 사업체수는 히355천개소로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으 

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쳬수는 45,830개소로 전년보다 0.3% 감소하였다． 구쳬적으 

로 보면 2003년 이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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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0냔 말 현재 전국 사업쳬 종사자수는 17,647천명으로 전년보다 4.9% 증 

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사자수는 202,676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였다． 

구쳬적으로 보먼 사업체수 증가가 적었던 2003년 이후 종사자수는 감소하였다가， 2005 

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에는 3.8% 증가한 사업체 수에 비례 

하여 종사자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제주특빌자치도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종사자 수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0 3,013,417 2.9 38,847 4.1 13,604,274 5.3 154,005 4.0 

2001 3,036,554 n 40,285 3.8 14,109,641 3.7 162,314 6.7 

2002 3,131,963 2.8 41,756 3.7 14,608,322 3.5 173,809 7.1 

2003 3,187,916 1.8 42,136 0.9 14,729,166 0.8 169,787 2.3 

2004 3,189,890 0그 42,531 0.9 14,818,754 0.6 1.67,6 12 1.2 

2005 3,204,809 0.5 43,305 L8 15, 147.471 2.2 171, 844 2万 

2006 3,226,569 0.7 43,609 0.7 15,435,766 1.9 176,648 2.8 

2007 3,262,925 u 44,246 L5 15,843,674 以2 178,982 L3 

2008 3,264,782 0.1 44,307 0.1 16,288,280 2.2 180,882 1.1 

2009 3,293,558 0.9 45,990 3.8 16,818,015 3.3 200,130 10.6 

2010 3,355,470 1.9 45,830 0.3 17,647.028 4.9 202,676 1.3 

주）사압체란 영라ㅂ 영리를 블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자료 : 졔주특빌자치도 사업쳬조사보고서（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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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Daum 이전 경과 

2004년에 시작되어 2012년 4월에 본사를 이전한 Daum의 제주이전 경과는 ＜표 8＞과 

같다． 본사 이전으로 100여명 칙원이 추가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미 이전한 다음 글로벌 

미디어센터 직원까지 포함하면 약 3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어 제주지역 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8＞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 이전 경과 

구분 내용 

2004. 3 본사 제주 이전 협약 체결（제주도， 제주대， Daum) 

2004. 6 미디어 본부 제주 이전 (80명 근무） 

2005. 2 글로벌 미디어 센터 착공（제주시 오등동） 

2006. 2 글로별 미디어 센터 준콩（제주시 오등동， 250명 근무） 

2007. 12 첨단과기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 쳬결 

2009. 12 첨단과기단지 내 신사옥 착공 

201. 1. 11 첨단과기단지 내 신사옥 건축울 사용인가 

2012. 3 첨단과기단지 내 신사옥 본사 이쟌 둥기 

2012. 4 첨단과기단지 내 신사옥 오픈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2.04.05. 

3.2. 성공요인 분석 

Daum이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성공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3.2.1장기 계획 

8년 전인 2004년에 시작된 본사 이전 계획은 2012년 4월에 본사를 이쟌했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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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Daum의 전제 임직원 긔300여 명 중에 제주에 근무하는 

인력은 30%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근무하고 있기 때 

문이다． 

Daum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장기 플랜으로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단번에 본사를 통째로 옮기는 

‘톱다운’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Daum의 전략이 작절했다고 판단된다． 

Daum의 제주 이전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Daum의 

제주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주는 시 

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Daum의 제주 이전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창의적 업 

무환경 조성과 함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 

장을 도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2 IT 기술의 발달 

IT 기업입장에서 볼 때 서울은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제주는 그 반대 

의 변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aum의 경우 서울을 떠나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요인 중의 하나는 IT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산업 입지론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제조 기업의 경우는 원료， 시장， 물 

류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IT, BT, CT 등 첨단산업애서는 이 

러한 요소 외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삶의 질도 입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종업원들이 기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종업원들이 좋아할 곳으로 기업 

을 이전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식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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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회사의 지원 

Daum은 제주 이전 직원들에게는 결혼 여부와 자녀수에 따라 매월 70무트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 지원금과 자녀 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이다． 여기 

에 명절 항공권， 구내식당에서 아침 · 점심 . 저녁 무료 제공， 빨래방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효1경비지니스， 2012.05) 

Daum이 제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만족도 조사에서 79.6% 

가 제주 생활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47.2％가 제주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특히， 보육시샬이 마련된다면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63.7％였다． 

- 

驪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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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 

∥■ ㅁ붜룬껍1 `· 근무 r치 

卽」n 보동〔〕 있디 

19 6 

`b r 

63 7 

c단깅“' 46-5 

=，』 	33.1 

I"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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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n, 4쎄주근무치翩 	 . 떼우반륵 	얀륵 "－노．F→ 

지료 디유커뮤니케이션，2011넌 
	

지료 : 다읍 카뮤 나케이 션，2011 년 

Daum은 성공적인 제주 정착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Daum이 앞으로 제주에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더 확충해 나간다면 제 

주로의 이전은 더욱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3.2.4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지원 

2002년부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변화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2006년 기존의 시군이 폐지되고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로 행 

정구조가 개편되면서 행정효율이 높아졌고， 수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유치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은 국가산업단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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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기업유치를 유도하는 제주 정장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국 

제자유도시로 정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 소h구 고용 창 

출， 정주 인구 증가， 경제력 제고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 

는 산업 및 기업유치에 목표를 두었다． 이런 차원에서 IT산업은 대단위 시설 투자가 없 

더라도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기 업유치 대상이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IT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시설 용지를 제공하고， 지식산업센터， 스마 

트워크젠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지원하였으며，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 

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이디어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유치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 

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음으로써 제주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미지가 향상 

된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시사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쳬는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 요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다른 지역과의 경챙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 

다． 문제는 제약요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유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Daum의 제주이전 성공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기업유치에 활용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3.3.1 협조쳬계 구축 

기업유치에 성공하려먼 관련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 그리고 지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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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 

역에 있는 대학교 및 연구단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3.2 선택과 집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정한 장 

기 비전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쳬간의 경 

챙이 치열한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점이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분야의 기업 유치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 

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과 초점이 바뀐다면 기업 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일관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3.3.3 공격적 마케팅 

기업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제주특별 

자치도가 기업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 중앙 정부를 설득하거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타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적극적이고 공긱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 

다． 

특히 주거환경， 교육환경， 기타 생활환경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투자유 

인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전가능 기업과 긴밀한 신뢰관게를 구축할 수 있는 공긱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3.4 차별화된 인센티브『저l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한 기업의 유치는 관련기업들의 동반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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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와 지역겡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을 병확히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챙력이 높은 지역 

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3.5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유치 단계별로 행정서비스를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단체， 학계 및 전문가 집단， 이전을 완료한 기업 등 

이 참여하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출향 인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속도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과정을 체계화하는 작업 

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지역에 완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즉 해당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한 기업의 유치 성공이 또 다른 

기업의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야 한다， 

N. 결 론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및 겡졔력 집중을 엑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지 

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힌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왜 

냐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선진기술 및 기업문화 

전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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쳬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저렴한 부지 제공， 조세감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사 

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경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다음커뮤니케이샨 유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업유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 

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Daum 유치의 성공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Daum은 본사 이전을 기입경영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계획으 

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다． 

둘째， IT기술의 발달이다． IT기술의 발달은 기존 산업의 입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셋째，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 

고 있다． 

넷쩨，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례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켰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 IT와 BT 

등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Daum의 졔주이전 성공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시 

사점은 협조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공격적 마케팅，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원시스 

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았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문제가 지방자치단쳬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 

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번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 이전으로 기 

업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제2의 다음 

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기업유치에 대한 사례를 체계적으 

로 작성하여 다음 번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기 

업의 지방이천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겡제 파급효과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나갈 수 있을 갓이다． 그리고 지방이잔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 노동력 분산， 경챙력 약화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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