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DMCC, 세계 최고의 자유지구로 인정받아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5 년 10월 12 일 PRNewswire=연합뉴스) 두바이 무역, 사업 
및 상품청 DMCC[http://www.dmcc.ae/ ]가 파이낸셜 타임즈 fDi 로부터 2015 년 
‘올해의 국제 자유지구’로 선정됐다.  
 
가장 권위 있는 자유지구 순위로 여겨지는 이 연례 국제조사는 전년대비 실적, 성장과 확장 
계획 및 고성장 산업 등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DMCC 
자유지구[http://www.dmcc.ae/Free-Zone_landing ]는 최상의 디지털 및 물리적 포괄 
서비스와 기반시설로 칭송을 받았다. 이들 서비스와 기반시설은 기업들이 지사나 정식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제공한다.  
 
이미 기업회원 수가 1 만 1 천 개를 넘은 연계 시장과 8 만 5 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를 구축한 DMCC 자유지구는 이번 성과로 국제 사업과 무역을 
위한 최고의 지역이라는 입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DCMM 회장 Ahmed Bin Sulayem 은 “fDi 로부터 2015 년 올해의 국제 자유지구로 
선정됐다”라며 “이로써 DMCC 는 무역, 사업 및 상품을 위한 국제 허브라는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사업체의 번성을 지원하는 두바이의 성공 신화도 다시 확인했다”면서, 
“이 성과는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이며 두바이 통치자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의 비전과 리더십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DMCC 에 있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DMCC 는 세계 주요 업체들에게 이상적인 
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집념을 바탕으로, 두바이의 기업가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자유 지구라는 입지를 유지하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미리트의 차세대 성장과 강력하고 회복력이 높은 미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DMCC 는 2002 년 설립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달성해왔다. 170 개가 넘는 국가에서 DMCC 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회원이 1 만 1 천 개가 넘는다. 오늘날 DMCC 에는 Alcatel Lucent, 
American Express, Carrera Y Carrera, Colgate-Palmolive, Dyson, Eurofin, 
John West Foods, Lukoil, LVMH, Nutricia Danone, Oddfjell, Rio Tinto - 
Dimexon 및 TAG Worldwide 등을 포함해 세계 최고의 유명 기업들이 들어서 있다. 
 
DMCC CEO Gautam Sashittal 은 “혁신, 효율성 및 회원 기업들의 수요 충족을 바탕으로 
DMCC 가 인정 받아 무척 기쁘다”라며 “최근 DMCC 가 집중해 온 이들 세 영역은 DMCC 의 
미래 성공 전략에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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