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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일 자 2022년 10월 31일(월) ~11월 2일(수)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메종 글래드 제주 컨벤션홀(1F) 외

회의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단지의 미래

주 최    

주 관

협력기관    

참가대상
ASPA 회원사, 국내·외 과학단지 연구기관·기업·대학·교육 과학기술 관련 
산업 관계자 등 300여 명

ASPA 연례회의는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의 가장 큰 행사로 사이언스파크 간 기술교류와 상호 협력 그리고 

산업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매년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는 아시아 지역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일본에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 아시아 각 지역의 과학 및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혁신기관, 기업 및 개인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ASPA는 해외 각 지역의 산업, 

기술,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를 위해 해마다 연례회의, 리더스미팅, 국제이사회, 비즈니스 상담회,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1개국 166개 회원을 

비롯하여 해외 각국의 사이언스파크 및 유관기관, 대학,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간의 산업·경제적 자원공유와 기술교류, 공동사업 구상과 같은 협력의 기회를 촉진하여 

각 지역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2002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첨단,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과 제주의 첨단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유학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은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 핵심 거점 복합 관광단지입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우주를 테마로 한 체험, 

교육 중심 제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지역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상생, 문화진흥, 인재양성, 환경보전, 복지 나눔 등 

도민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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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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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 
이사회

2022. 10. 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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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 이사회

현장사진



ASPA 
연례회의

2022. 11. 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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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개회사
Dr. Yeong-Junaq Wang 
President, 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
Director General, Hsinchu Science Park Bureau

먼저, 지난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

가신 분들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JDC 이사장님 그리고 ASPA 사무총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노력해 주신 덕에 제25회 ASPA 연례회의가 제주에서 대면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 2년 만입니다. 

ASPA를 대표하여 올해 연례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ASPA는 첨단산업과 환경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록 팬데믹 영향이 있었으나

ASPA 회원 간의 교류는 지난 2년 동안 여전히 활발했으며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

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 예시로 2021년 사이언스 파크 이노페어는 ASPA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관하여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치러낸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과학단지 간의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신흥 STP에 관한 선도 STP의 역할이었으며 과학단지 포럼, 메타버스 전시회,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제24회 ASPA 연례회의 주제는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의 촉진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연사분들을 초빙하여 국제적 시각과 

팬데믹의 제약을 풀어나갈 희망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술 산업 환경은 팬데믹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재개편하고 지역 생산 또한 팬데믹 이후 트렌드 전환 중입니다. 

또 이상기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제25회 ASPA 연례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단지의 미래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내용들은 새로 

떠오르는 기술, 환경, 업무 공간 문제 등 다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회의에서 서로의 지식과

견해를 공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 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여러분께도 많은 것을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례회의가 

참가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 여러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이번 회의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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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환영사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JDC 이사장 양영철입니다. 우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25회 ASPA 연례회의 제주’에 직접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빈과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영쭈앙왕 ASPA 회장님을 비롯하여 세션 발표를 해주실 여러 

연사, 좌장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례회의를 함께 만들어 주신 ASPA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기술과

상품, 서비스가 융합돼 실시간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세계 산업 패러다임의 극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제25회 ASPA 연례회의 제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단지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혁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아시아권 과학기술단지 간의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더 나아가 과기단지의 사회적 책임, 환경 정책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단지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행사 기간 중 국가 간, 개인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강력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연례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JDC가 주최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한 곳, 이곳 제주에서 여러분의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시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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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축 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지역산업 기술혁신 선도기구들의 공동 발전과 상호협력을 지원하는 아시아

사이언스 파크 협회 연례 회의가 제주에서 열리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메카, 제주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거치며,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은 모든 지역이 떠안은 절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 역시 청정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자연적 첨단지식산업인 IT, BT 기업이 제주로 이주하고 있고, 저탄소 기술을 실증한 경험을

기반으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을 구축하고,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며, 미래 신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한발 앞선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경제산업을 토대로 인재가

모이는 제주,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의 교두보이자, 혁신 클러스터 육성의 요람이 되어주었듯, ASPA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아시아지역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ASPA 연례회의가 아시아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제주의 견실한 기업들을

시찰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문화를 감상하며, 우리 제주의 무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25회 ASPA 연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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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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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단지의 미래

현장사진

기조연설 - Future of STPs in the Post-Corona Era

Dr. Yeong-Junaq Wang

 

President, 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

Director General, Hsinchu Science Park Bureau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전 세계에 걸쳐 생활방식과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에서 

시작되는 전환점을 찾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추구해야만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발표를 통해 산업 발전의 현황을 살펴보고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기술혁신, 

혁신적 기술의 응용 그리고 탄소배출 제로 트렌드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산업단지를 위한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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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 - 환경과 과학기술단지 

좌 장 |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외 스마트그린산단, RE100, 탄소중립 등 관련 기술 및 산업단지 차원의

에너지 및 탄소배출 절감 사례의 발표 및 Q&A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1 | 혁신 생태계와 순환 경제

Mr. Bilal Topcu, General Manager, Teknopark Istanbul

순환 경제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폐기물 및 오염과 같은 글로벌 과제를 해

결하는 시스템 솔루션 체계입니다. 테크노파크 이스탄불은 혁신의 영역과 사회를 고려한 제로

-웨이스트 순환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튀르키예 최초의 기술발전지구를 만들었습니다.

발표 2 | 탄소중립을 통한 친환경산업단지 발전 방향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린뉴딜이라는 수단이 모든 분야에서 중요

하겠지만 산업단지의 역할과 중요성은 환경·경제·사회 모든 측면에서 더욱 각별

합니다. 산업단지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의 53.5%를 차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45.1%를 차지하는 등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이 국가의 탄소중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탄소의 대부분이 회색 에너지에서 배출되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산업단지임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의 제로에너지 즉 넷제로

(net-zero)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발표 3 | 글로벌 RE100 트랜드 및 국내 RE100산단 추진 동향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통상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 산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동향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인 RPS제도하에서의 RE100 이행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요

구에 부응하는 활성화 방안과,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산업단지 

RE100 추진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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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 - 환경과 과학기술단지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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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 - 과학기술단지의 사회적 책임

좌 장 | Ms. Mozhgan Yazdianpour, Director, Isfahan Science & Technology Town

벤처/창업 인큐베이팅 및 입주기업 지원정책, 지역 상생 사회공헌 등 기업 및 산업단지 

차원의 사회적 책무 이행 사례등의 발표 및 Q&A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1 | KAUST의 혁신 목표

Mr. Nawaf Algain, Head, KAUST Research & Technology Park

포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연계 대학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교훈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 

지식교환 모델과 리서치/테크놀로지 파크가 어떻게 이 방법론을 적용하는지 몇 가지 

사례와 지속가능한 성공사례 그리고 혁신과 기술 구축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2 | 미래를 위한 산업단지의 책임,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구조고도화사업)

유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정부는 2009년부터 산단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산단의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 입주기업 

지원을 정책기조로 산업단지의 변화를 선도해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은 지속적인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청년이 모이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미래 선도형 산업기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발표 3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그 의의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장

JDC는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달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1% 규모인 

제주도가 지역특성을 활용한 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JDC가 진행하는 혁신성장

센터 내 MYSC, KAIST 와 같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돕는데 이바지 하기 위한 노력을 본 발표자료를 통하여 드러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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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 - 과학기술단지의 사회적 책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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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 - 과학기술단지 노동환경의 변화

좌 장 | Dr. Khongsak SRIKAEO, Director, Pibulsongkram Rajabhat University

포스트 코로나 이후 부상하고 있는 워케이션 등 새로운 근무환경 사례등의 발표 및 

Q&A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1 | 말레이시아의 기술 도입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기술개발공사(MTDC)의 Co9P

Mr. Norhalim Yunus, CEO, Malaysian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MTDC) 

본 발표의 목적은 MTDC의 Co9P 컨셉과 Co9P 기업들의 컨소시엄 협력을 통한 

COVID-19 관리/완화방안을 조명하며, 지역 테크솔루션 공급업체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간 

기술 채택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기업가정신 정책 2030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발표 2 | 카카오의 즐거운 실험과 노동환경의 변화 대응

이재승 카카오 이사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지방지역을 주목하고 있고, 기업들의 근무 

형태도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빠르게 변화하는 근무 환경과 제주도가 추진하는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에 

발 맞춰 제주오피스를 카카오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워케이션 오피스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지난 10년간의 ‘즐거운 실험’을 되돌아 보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게 제주 본사의 역할을 재정의 하였습니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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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 - 과학기술단지 노동환경의 변화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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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제도

현장사진

발표 1 | 제주 투자 환경 및 지원제도

홍호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동아시아와 대한민국을 잇는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6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 지역으로 

조성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인 투자진흥지구는 

내외국인 투자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상 업종은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28개 업종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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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4 - 포스트 코로나 관련 신기술

좌 장 | Mr. Battogtokh Dorjgotov, Head of the Department,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Mongolia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기술 등의 관련 사례 

등의 발표 및 Q&A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1 | 기술 혁신을 통한 팬데믹 이후 위기관리력 구축

Ms. Watcharin Witthayaweerasak, General Manager, Thai-BISPA

COVID-19 팬데믹 위기는 세계적인 질병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더 나은 지속가능성을 

향한 현대 경제와 사회를 재평가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기에는 기회가 

함께 옵니다! 특히 향후 수십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투자 등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자유 세계의 경제 성장을 되살리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로봇공학, 첨단 제조업,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바이오 기술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야 할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학습, 업무, 생활 영역에서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기술 분야의 발전까지 촉진해야 합니다.

발표 2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0 경북 로드맵

김상곤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경북 지역 미래자동차 산업의 산업 생태계 구조와 변화, 산업 생태계의 공생성 및 

분배 구조, 산업 생태계의 성과와 기술 혁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북 미래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점검 및 전략적인 육성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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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4 - 포스트 코로나 관련 신기술

발표 3 | 산업용 메타버스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본 발표를 통해 메타버스의 정의와 각종 산업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알아보고 실제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의 의미와 향 후 적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메타버스의 의미

-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 산업용 메타버스

- 메타버스 적용사례

발표 4 | The Next Internet - Metaverse

이경일 컴투버스 대표이사

새로운 메타버스 환경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며, 새로운 

직업의 형성과 주거와 이동의 자유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컴투버스는 

이러한 현실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기존 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투버스의 구축중인 모습을 통해 많은 참여자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바람직인 방향 설정과 새로운 기술 개발의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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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4 - 포스트 코로나 관련 신기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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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ASPA Awards

최우수상 Grand Prize 

oToBrite Electronics, Inc.

추천 기관 Hsinchu Science Park, Taiwan

기업 소개

oToBrite는 운전자 안전 시스템 제품과 AI기술 개발 전문 업체임.

네 개의 어안카메라를 통해 세계 최초로 비전-AI 기술을 적용한 자동주차 

시스템이 주력 제품 중 하나임

우수상 Excellence Prize #1

B2Metric AI Systems

추천 기관 Teknopark Istanbul, Turkiye

기업 소개

B2Metric AI Systems는 통신, OTT, 미디어, 보험, 금융, 소매 및 자동차 

산업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 고객 여정 예측 분석 및 캠페인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함

우수상 Excellence Prize #2

Baspar Chemi Sepidan (BCS)

추천 기관 Isfahan Science & Technology Town, Iran

기업 소개
BCS는 주력 제품인 고분자 화합물 및 마스터 배치, 고무 화합물, 폴리우레탄 

등 화학 제품의 생산, 판매, 수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우수상 Excellence Prize #3

Marchaakhai LLC

추천 기관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Park, Mongolia

기업 소개

Marchaakhai는 어린이 교육용 컨텐츠 개발 전문 업체로 초등학생을 위한 수업뿐만 

아니라 동요, 이야기, 알파벳, 모양, 숫자 등 다양한 오디오, 비디오, 인쇄 콘텐츠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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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현장사진 | ASPA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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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차기개최지 소개 테크노파크 이스탄불 (튀르키예, 이스탄불)

기초 과학부터 에너지, 첨단 재료, 국방 및 항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튀르키예의 다양한 

분야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테크노파크 이스탄불은 이스탄불 및 주변 대학의 연구 

역량, 검증된 인력, 지역산업 경험을 통합하는 기술 개발 센터이다.

현장사진 | 차기개최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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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환송사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JDC 이사장 양영철입니다. 우선‘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

기간 중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들이 함께 애도하여 

주시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주에서의 연례회의는 어떠셨습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단지의 미래에 관해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제언과 흥미로운 사례들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2021년에 제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ASPA 연례회의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여파로

인해, 이렇게 3년만에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최자인 

JDC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1년 후를 예측하지 못 할만큼의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 새로운

트렌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등이 나날이 쏟아져 나오고 그 내용도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스피드’ 시대에 우리는 ‘초연결’ 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좇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 맨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계신 ASPA 회원간의 강력한 네트워킹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내일까지 이어지는 제주 첨단과기단지 견학 프로그램과 문화탐방 일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제주에서 보낸 추억과 함께 편안한 귀국 길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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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지난 토요일에 서울에서 있었던 최악의 

참사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이번에 이렇게 훌륭하게 진행된 연례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단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를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조연설을 비롯해서 모든 발표가 모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DC가 이번 회의를 아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ASPA를 대표해서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JDC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JDC 양영철 이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10월 31일에 저희는 ASPA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27회 연례회의 

주최지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ASPA 연례회의는 몽골 국립정부기술단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모두 저녁 만찬에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내일 현장 문화 체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년 제26회 연례회의 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뵙기를 고대합니다. 

이스탄불 테크노파크에서 잘 주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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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찰 및 문화탐방

산업시찰 Route33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면 적 5,802㎡ (1,755평)

위탁사업비 12억 원 / 연

도 입 시 설 사무공간, 회의실, 라운지, 연구 공간 등

목 적 4차산업 중심의 창업기업 및 미래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도내창업 문화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 업 수 60여 개사

현장사진 | 산업시찰



31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

문화탐방 산굼부리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768

면 적 464,947㎡ (140,646평)

소 개 약 13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마르형 분화구이자  

제주 천연기념물 제263호이며, 가을의 산굼부리에는 바람을 맞으며 억새밭에 서서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는 사람들로 붐빔

현장사진 |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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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제주민속촌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면 적 157,100㎡ (47,522평)

소 개 1890년대를 전시 기준 연대로 하여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00여 개의 마을들을 

크게 산촌, 중간산촌, 어촌마을로 구분하여 100여채의 옛 제주 사람들이 실제 거주

하였던 가옥들을 전시함

현장사진 |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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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_첨단과학기술단지 소개

첨단과학기술단지 1 단지 국가산업단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면 적 1,099천㎡ (33만평)

사 업 비 5,800억 원

목 적 정보통신, 생명공학연구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

도 입 시 설 IT, BT 관련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지원시설 입주(카카오, 이스트소프트, 한국BMI 등 200여 개) 활성화 
입주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및 비즈니스 매칭 시행

첨단과학기술단지 2 단지 국가산업단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면 적 848천㎡ (26만평)

사 업 비 3,182억 원

목 적 추가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추진

도 입 시 설 IT, BT 관련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

유 치 업 종 IT, BT, CT, ET, R&D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 등“Green Mobility”특화단지로 조성

1단지와 연계발전을 통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시너지효과 창출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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