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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 남원지역은 지리산에 접해있고 지리산 주변에는 자생 허브가 분포하고 

있어 자연 생태자원 확보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음. 이에 남원시는 허

브산업을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남원지역을 허

브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임.

그림 1-1. 남원 지리산 허브테마파크(밸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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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 관련 각종 사업은 허브테마파크 

조성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표 1-1. 허브관련 추진 사업
단위: 억 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총 사업비

허브
생산 
소득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 생산단지 조성,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개발 및 홍보

505.1ha 20.75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
성

허브식재, 홍삼해가림, 오디식재, 허브육
묘장 설치, 허브분화생산, 약용허브 단지
조성

면적: 144,968평
분화: 6,009천주 12

허브 고급육 생산․육
성 한우, 흑돼지 브랜드화 추진

한우: 2,000두
흑돼지: 25,000두 -

제품
개발 
홍보

허브목공예품 디자인개
발․생산

목공예생산제품과 연계 허브소품 개발 -
0.4
’06년 
포함

허브음식점 운
기존 향토․모범음식점의 메뉴에 허브를 
결합한 새로운 메뉴개발 및 남원고장의 
전통 밥상 개발

- -

관광
자원
개발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

허브전시관, 허브건강타운, 허브이벤트 
광장 등 조성 28,084평 200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
공원 조성

자생식물공원, 재배온실, 편익시설 및 탐
방로 등 조성

35,171평 67

허브꽃길 조성
시가지 가로화단 허브식물 식재, 가로변 
녹지대, 국도변, 시가지 공한지 허브 꽃
길(밭)조성

꽃길: 11km
팬지: 35,000본
메리골드: 60,000본

-

허브마을육성, 허브소품
생산

허브체험관운 , 허브제품 판매, 국화베
개, 방석, 압화 등 제품 개발 - 0.5

2006년 허브엑스포 개
최

허브운 관, 허브판매관, 허브나눔행사, 
허브공방, B2B운 , 학술행사 8

정책
수립

신활력사업추진
RIS 구축, 허브재배 및 제품생산, 허브미 
생산 및 브랜드 개발, 허브식품 개발, 허
브기업 유치

155.64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
업특구 추진

허브밸리지구, 허브농업지구, 자생식물환
경 공원지구

210,003평

지리산 허브밸리 민자
유치

생태건강타운, 골프장, 연수원 및 미니어
저 공원, 놀이공원 250여 만 평

한국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

센터건물 신축, 연구용 기자재 및 추출기
자재 확보

부지: 5,000평
건물: 500평 48

허브 한방병원 유치계
획

한방 8개과(내과, 부인과, 소아과, 침구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피부과, 재활
의학과, 사상체질과) 

부지: 230평
건물: 599평
층수: 6층

20

  ○ 허브 관련 각종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아

우르는 종합적인 틀이 필요함. 또한 각종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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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Needs)가 반 되고 지역의 부존자원

과 연계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1.2. 연구목적

  ○ 연구의 목적은 남원지역에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

을 수립하는 것임. 즉 남원지역 허브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허브산업 동향

  ○ 남원의 허브산업 육성 가능성과 미래상

  ○ 남원지역 허브 재배, 생산 방안

  ○ 허브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 허브 관련 관광 상품화 개발 전략

  ○ 남원의 허브산업 육성 추진 전략

3. 연구범위 및 방법

3.1. 연구범위

  ○ 연구대상 지역: 남원시 일원

  ○ 연구대상 품목: 상품화가 가능한 동서양 허브

  ○ 계획기간: 2005∼2020

3.2. 연구방법

  ○ 남원의 지역현황 분석: 통계자료,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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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의 허브재배 실태 분석: 현지조사

  ○ 국내외 허브재배 및 이용 실태: 선행연구, 인터넷 검색, 현지조사 

    - 허브농가(19농가), 가공업체(11개), 대학, 화훼공판장, 화훼농협 등

  ○ 주민 의식 및 수요자 조사: 외부 위탁조사

    - 주민조사: 275명, 관광객 48명, 소비자 50명

농업인 자 업자 공직자 가정주부 회사원 학생, 기타 계

시내지역  2 22 10 21 10 23  88

운봉읍 28  7 13  9  7  6  70

면지역 20 21 17 24 19 16 117

계 50 50 40 54 36 45 275

  ○ 지리산 자생허브의 현황과 이용가능성: 외부 전문가(권혜진 박사)에 의뢰

  ○ 외국의 허브산업 동향 사례: 일본,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 관광상품화 방안 및 홍보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위탁연구로 수행

  ○ 연구자문회: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위원, 허브산업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

3.3. 분석 틀

  ○ 허브 관련 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한 발전방안을 강구

 서양허브  동양허브

허브

분화 가공품

허브시장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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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허브산업의 국내외 동향

1. 허브산업의 구성요소와 특징

1.1. 허브산업의 개념과 구성

그림 2-1. 허브산업의 구성 

광의의 허브산업

의료

염료
관광

체험

이․미용

식․음료

전․후방

협의의 허브산업

가공․이용

2차

유통․정보

3차

재배․생산

1차



6

1.2. 허브산업의 특성

  ○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기술집약형 첨단산업, 생활 착형 복합산업

2. 허브산업의 세계적 흐름

2.1. 일반 동향

□ 허브 관련 시장규모

  ○ 세계 허브 및 향신료 산업의 시장규모는 미화 6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되며1), 약용, 식용, 화장품용, 개인 위생품(향수, 크림, 로션), 공업화합물, 

사료 등을 포함한 허브 및 향신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림 2-2. 세계 허브 관련 산업 전망

540

1250

2100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0 2008 2013
연도

억 달러

  자료: 산업연구원, 생물의학 산업의 발전전략, 1999. 

  ○ 세계 향료(Flavor) 및 방향제(Fragrance) 시장은 1981년 42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20억 달러로 지난 19년간 연평균 5.7% 증가 추정

1) Innovation Consulting Group, “Herb and Spice Market Assessment and Feasibility Study”, 

2001, Nutrition Business Journal, San Diego, C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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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세계 향료 및 방향제 시장
단위: 10억 달러, %

1981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시장규모 4.2 7.8 9.6 12.0 5.7

자료: Han Chyul Kang, 2000, The Prospect of Fragrance and Flavor Business, The 5th 
National Meeting, Korean Aromatherapy Association.  

□ 생산 및 유통 추이

  ○ 현재 공급되는 대부분의 허브는 전문 재배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채취되고 있음. 야생 허브가 현재의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전문 재배포장의 허브가 증가

  ○ 대규모 생산: 최근 대규모 기계화 생산, 가공의 사례가 증가

  ○ 고품질화: 고품질 대량, 지속적 공급가능자 선호

  ○ 신기술: 상품성 유지기술, 포장기술, 향추출 기술 등

2.2. 주요국의 허브산업 동향

□ 미국 허브산업의 특징

  ○ 미국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이용되는 허브의 종류는 400종 이상임.  최종 

상품은 조미료, 양념류, 차, 염료, 화장품, 약품, 드링크 등 다양하나 기능

성 식품 등 식용과 관련한 가공산업이 발달함.

그림 2-3. 미국의 차시장 추이와 전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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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백
만

달
러

Black Tea Green Tea Oolong Tea

Herbal Tea Functional Tea Spec.Flav&Unflavored Blended

Specialty Estate

 자료: US tea is “Hot”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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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허브의 생산은 소규모 재배지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약품, 

화장품, 공예품 등 비식용 허브는 대규모 전문화 단지에서 생산되는 경

향임.

□ 유럽 허브산업의 특징

  ○ 유럽에는 적어도 2,000종의 허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중 2/3

정도인 1,200∼1,300종은 유럽이 원산지임. 유럽은 화장품, 살균･살충제, 

방향제 등 향 관련 가공산업으로 발달함.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허브의 

상당량을 야생에서 채취하는 특징을 보임.  

  ○ 가공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는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0∼400종류임. 화장품류가 가장 많고, 다음이 방향제, 목욕용품 등의 

순임. 최근 유아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2-2. 허브 관련 가공제품의 부류별 비율과 소비자 가격대(H사 사례)

비율(%) 소비자 가격대(유로)

화장품 52.8 7.5 32.5

방향제 16.3 3.0 16.5

향수  5.2 8.5 16.5

목용용품  8.7 3.5 14.0

유아용품  7.3 4.5 14.0

기타  9.7 3.0 16.0

계 100

자료: 현지 조사자료에서 작성

□ 일본 허브산업의 특징 

  ○ 1980년대부터 허브산업 발전: 관광농원 형태의 허브가든 중심 발전

    - 가공품판매, 음식점, 숙박,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서비스업 전개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허브 관련 이벤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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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브산업의 국내 흐름

3.1. 국내 허브산업 현황

□ 국내 허브산업의 도입

  ○ 허브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들어 국민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허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됨. 

  ○ 우리나라 허브산업은 관관농원 형태로 전개되었고 여기에 식용, 가공품, 

관상용, 공업용, 아로마테라피용 등 이용면에서 일부 허브농가와 가공업

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 그러나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고, 가공기술의 

저위, 가공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초기단계라 할 수 있음.

□ 분화허브의 재배동향

  ○ 1997년 허브 재배면적은 17ha로 추정되었으나(조태동), 2004년에는 33.2ha

로 추정되어(본 연구) 지난 7년 사이에 약 2배가 증가함.

표 2-3. 지역별 농가호당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평, 분

재배면적
생산량

노지 시설 계

남부(%) 2,340(78.0) 660(22.0) 3,000(100.0) 24,800 

북부(%) 164(13.2) 1,082(86.8) 1,246(100.0) 115,843 

전체(%) 737(43.1) 971(56.9) 1,708(100.0) 91,884 

주: 남부지역은 무안, 함평, 광이며 북부는 나머지 지역 전체임.

□ 허브 가공 시장의 동향

  ○ 허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관상 및 식용뿐만 아니라 

화장품, 방향제, 목욕용품, 건강보조식품 등 허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음.

  ○ 국내 가공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가공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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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완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품은 수입에 의존

  ○ 수입하는 허브 관련 원료는 크게 6개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총수입액은 

2000년 126,512천 달러에서 2004년 168,392천 달러로 증가 추세

  ○ 현재 에센셜오일은 15개국 정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04년 에센셜오

일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미국이 전체의 43.6%로 가장 많고 다음이 프랑

스(10.4%), 중국(8.9%)의 순임.

표 2-4. 허브관련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에센셜오일   7,133( 5.6)   8,121( 5.9)   8,893( 5.6)   8,533( 5.1)   9,587( 5.7)

향신료   4,837( 3.8)   4,252( 3.1)   4,929( 3.1)   3,703( 2.2)   3,748( 2.2)

향수  26,515(21.0)  32,146(23.5)  43,042(27.1)  41,932(25.2)  38,314(22.8)

화장수   2,251( 1.8)   3,157( 2.3)   4,806( 3.0)   5,551( 3.3)   5,619( 3.3)

식료원료   3,894( 3.1)   4,200( 3.1)   4,026( 2.5)   4,709( 2.9)   4,031( 2.4)

향첨가조제품  81,882(64.7)  84,862(62.1)  93,383(58.7) 102,153(61.3) 107,093(63.6)

계 126,512(100) 136,738(100) 159,079(100) 166,581(100) 168,392(100)

주 1) 에센셜오일에는 레지노이드(화장품, 향수, 비누 등에 고착제로 사용)와 스파이스올레오
레진(음식이나 화장품의 향 첨가제로 사용)이 포함됨.

   2) 향신료에는 메이스 등 12개 품목 합계임.
   3) 향첨가 조제품에는 식품 및 음료조제품,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당시럽, 아이스크림 제조

용, 향미용제조품 등이 있음.
자료: 관세청, 2005.

  ○ 한편, 우리나라의 허브 관련 수출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2004년에는 

약 1천만 달러에 이름. 향수가 9백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에

센셜오일도 1백만 달러에 이름. 최근에 향수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

어 향수를 중심으로 한 수출상품 개발과 판매전략을 추구해 갈 경우

표 2-5. 허브관련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에센셜오일   97( 2.7)   19( 0.9)  323(11.2) 1,156(14.2)  1,046(10.4)
향수 3,462(94.9) 1,957(92.2) 2,494(86.5) 6,847(83.9)  8,960(88.8)
화장수   89( 2.4)  146( 6.9)   66( 2.3)  154( 1.9)    81( 0.8)
계 3,648(100) 2,122(100) 2,883(100) 8,157(100) 10,087(100)

주: 에센셜오일에는 레지노이드(화장품, 향수, 비누 등에 고착제로 사용)와 스파이스올레오레
진(음식이나 화장품의 향 첨가제로 사용)이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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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상품의 수출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허브 관광시장 동향

  ○ 국내 허브 관광시장은 관상용･학습용의 관광농원(허브가든) 형태로 전개

되어 왔음. 그러나 볼거리 중심의 허브농원 형태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체험중심의 문화관광, 인간중심의 생활관광 형태로 변화하

고 있음.

  ○ 현재 국내에는 20여곳 이상의 허브농원이 분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와 강원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서울 1, 경기 6, 강원 7, 충청 3, 호남 4, 남 3, 제주 2 

3.2. 국내 지자체의 허브산업 육성 사례

  ○ 정선군 관광상품 향수 개발사업: 화장품 판매부진으로 정체상태 

  ○ 삼척시 허브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예산조달 등 문제로 중단상태

  ○ 김해시 건강소재산업 개발: 사업비 조달 문제로 타 산업으로 전환

  ○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현재 추진 중 

□ 타지역 사례에서의 시사점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허브산업 육성은 허브를 관광자원으로 활

용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로 유도하려는 관점에서 추진

되어 왔음. 그러나 대부분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관 위주

의 단순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계획단계 또는 추

진단계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과위주의 방만한 사업계획이 아닌 현지의 지역여건이 충실히 반 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지자체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사소

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

  ○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규모를 산정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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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허브산업에서 남원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

1. 허브산업 육성의 필요성

□ 남원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화작물 부재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한계

  ○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성장 동력원이 될 유망작목 발굴 절실

표 3-1. 남원시의 주요 품목별 지역집중구조 순위  

품목 쌀 고추 마늘 배추 무 파 콩 양파 사과 수박 포도 배 감

순위 8 104 81 74 72 121 132 60 59 52 37 77 78

  주: 2000년 농업총조사결과를 분석한 전국 165개 시군에서의 순위임.
자료: 김정호 외,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한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주민 의식조사에서도 지역특화작목 부재가 크게 지적되고 있음. 

표 3-2.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남원지역 농업의 낙후된 분야

지역특화

작목부재

생산기반

미흡

조직적 농

활동미흡

첨단․환경

농업저조

브랜드 

상품 미흡
기타 계

응답수(%) 58(21.1) 51(18.6) 66(24.0) 52(18.9) 43(15.6) 5(1.8) 275(100)

자료: 남원지역 주민 275명 조사결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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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식물 자원을 활용한 수출농업 전개가 용이

  ○ 운봉지역은 고랭지라는 특성 때문에 개화가 빠르고, 색상과 향이 양호하

여 고품질의 허브생산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표 3-3. 남원여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작목

쌀 채소 과일 화훼 축산
홍삼,허브 

등 특작
기타 계

응답수(%) 37(13.5) 24(8.7) 18(6.5) 18(6.5) 8(2.9) 169(61.5) 1(0.4) 275(100)

자료: 남원지역 주민 275명 조사결과, 2005.

□ 역사문화 중심의 남원 관광사업 한계 →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필요

  ○ 남원 관광객 수는 1999년을 정점으로 정체 상태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홍보가 요구됨.

    - 향후 4곳의 골프장 개장, 민간기업의 연수원 건설 및 허브 관광자원 구

축 시 연간 관광객 수는 700만 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1. 전북 관광객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그림 3-2. 남원 관광객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1,000

11,000

21,000

31,000

41,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000

2,000

3,000

4,000

5,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료: 전북, 남원시 통계연보

  ○ 관광자원으로써 허브의 위치

    - 허브하면 기본적으로 향기를 연상 → 기존 남원지역 최대의 관광자원인 

춘향의 향기와 시너지효과 추구 가능

    - 춘향과 허브를 연계한 향기산업 전개 용이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허브의 용도가 관상, 식용, 미용, 약용 등 다양 → 관광상품 개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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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브산업 육성의 잠재력과 가능성

2.1. 자연환경

  ○ 남원은 전라북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남부 내륙형 기후에 속하지만 산

악지대가 많아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많음.

  ○ 운봉읍 지리산 일대는 1,300여종의 자생식물과 철쭉 군락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양질의 허브를 생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짐.

2.2. 역사․문화적 환경

  ○ 국보 10호인 백장암 삼층석탑과 천연기념물인 지리산 천년송, 진기리 느

티나무 등 국가 지정문화재 38점과 지방지정 문화재 73점을 보유

  ○ 흥부제, 철쭉제, 춘향제 등 총 9개의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2004년

부터 세계허브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허브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시도

하고 있음.

2.3. 산업･정책적 환경

  ○ 남원시의 1차산업 비율은 전국 0.4%, 전북 0.6%보다 높은 0.7%로 나타나

고 있고, 2차산업의 비율은 전국, 전북보다 낮게, 3차산업은 전국, 전북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남원시는 허브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계단위)을 가동하고 허브테마

파크 조성, 허브 계약재배 지원,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 기업체 유치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2.4. 허브산업 육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

□ 허브산업 육성기반

  ○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 주민의 80.9%는 잘한 일로 평가, 13.2%는 평가를 

유보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9%에 불과함. 특히 농축업 

종사자와 공무원들의 긍정적 평가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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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견해

매우 잘한

일이다

대체로 

잘한 일이다
모르겠다

잘못한

일이다

매우 잘못한

일이다
계

회사원 14(38.9)  19(52.8)  3( 8.3)  0( 0.0) 0(0.0)  36(100)

주부  8(14.8)  32(59.3)  7(13.0)  6(11.1) 1(1.8)  54(100)

농축업  9(18.8)  35(72.9)  4( 8.3)  0( 0.0) 0(0.0)  48(100)

공무원 19(47.5)  16(40.0)  5(12.5)  0( 0.0) 0(0.0)  40(100)

학생 10(22.2)  23(51.1) 10(22.2)  1( 2.2) 1(2.2)  45(100)

자 업  8(16.0)  28(56.0)  7(14.0)  5(10.0) 2(4.0)  50(100)

응답수(%) 68(24.9) 153(56.0) 36(13.2) 12( 4.4) 4(1.5) 273(100)

자료: 남원지역 주민 273명 조사결과, 2005.

  ○ 허브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남원시의 가장 큰 강점은 관광자원화 가능

성이고, 다음이 시의 적극적 정책추진, 허브재배의 유리성 순임.

  ○ 반면, 남원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농가의 허브 재배 기술이 낮은 

점이고, 교통접근성과 상품개발 기반이 미흡한 점 등도 상당히 비중 있

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표 3-5. 허브산업 육성에 있어서 남원시의 강점

허브재배
여건유리

시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관광자원화
가능

기타 계

응답수(%) 51(18.7) 85(31.1) 131(48.0) 6(2.2) 273(100)

자료: 남원지역 주민 273명 조사결과, 2005.

표 3-6. 허브산업 육성에 있어서 남원시의 약점

허브재배

여건불리

농가의 

기술보유 저위

상품개발

기반미흡

교통 접근성

불편
기타 계

응답수(%) 38(13.9) 120(44.0) 56(20.5) 56(20.5) 3(1.1) 273(100)

자료: 남원지역 주민 273명 조사결과, 2005.

□ 허브산업 육성방향 

  ○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는 관광자원화 관련 사업, 생

산단지 조성사업, 허브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의 순으로 나타남. 주민

들은 허브를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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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생산단지

조성

재배조직

육성

허브가공

업체유치

허브상품

시장조성

허브의

관광자원화

허브상품

연구개발

고유 브랜드 

개발

인식

제고
계

비율(%) 16.8 11.1 10.7 8.1 18.3 12.1 6.6 16.1 100

순위 2 5 6 7 1 4 8 3 -

자료: 남원지역 주민 273명 조사결과, 2005.

  ○ 각종 사업의 추진주체 중 핵심기관으로는 남원시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공공기관이나 생산농가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임. 따라서 향후 

허브산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남원시가 관여하면서 민간부문이 참여한 별

도의 독립기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3-8.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 추진주체 중 핵심기관

생산

농가

가공

업체

남원

시청

화훼

시험장

연구

기관
농협

공공

기관

지역

주민
기타 계

응답수(%) 60(21.9) 20(7.3) 78(28.6) 13(4.8) 16(5.9) 8(2.9) 67(24.5) 10(3.7) 1(0.4) 273(100)

자료: 남원지역 주민 273명 조사결과, 2005. 

  ○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을 때, 남원의 허브산업이 향후 지역의 전

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85%가 동의하

고 있음. 부정적인 의견은 5%미만에 불과함. 

표 3-9. 남원시 허브산업의 전략산업 가능성
단위: 명(%)

충분히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모르겠다

다소 불가능

하다

매우 

불가능하다
계

회사원 11(30.6)  20(55.6)  4(11.1)  1(2.8) 0(0.0)  36(100)

주부 14(25.9)  34(62.9)  5( 9.3)  1(1.9) 0(0.0)  54(100)

농축업 10(20.8)  34(70.8)  2( 4.2)  2(4.2) 0(0.0)  48(100)

공무원 17(42.5)  17(42.5)  3( 7.5)  3(7.5) 0(0.0)  40(100)

학생 12(26.7)  24(53.3)  6(13.3)  3(6.7) 0(0.0)  45(100)

자 업  4( 8.0)  34(68.0)  9(18.0)  3(6.0) 0(0.0)  50(100)

계 68(24.9) 163(59.7) 29(10.6) 13(4.8) 0(0.0) 273(100)

자료: 남원지역 주민 273명 조사결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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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조사에서의 시사점

  ○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 모든 계층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발전 가능성도 밝게 보고 있음.

  ○ 허브산업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관광과 연계한 사

업전개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은 당분간 남원시 주

도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남원시가 참여한 공공기관 성격의 별도기구

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미래상에 대해 폭 넓은 홍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2.5. 남원 허브산업의 SWOT 분석

내부적 역량

○ 허브자원이 풍부하고 고품질

   허브생산이 가능

○ 농가의 기술수준 저위 등 

   생산기반 취약

○ 풍부한 관광․문화자원 보유

   로 관광상품화가 용이

○ 지역 리더의 부재로 조직적

   농활동 미흡

○ 지자체의 적극적인 허브산업

   육성정책 추진
강점 약점

○ 월동이 가능한 서양허브의

   제약

○ 웰빙 추구로 허브 상품에 대

   한 수요 증대
기회 위협

○ 잡초제거 등 생산이 노동집

   약적

○ 주5일 근무 등 관광수요의 

   증대

○ 허브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

   체간 경쟁심화 예상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

○ 허브 가공기술 취약 및 가공

   원료의 가격경쟁력 저위

외부적 환경

3. 남원 허브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3.1. 발전방향과 목표

□ 발전방향 : 남원을 국내 허브산업의 메카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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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목표

  ○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허브생산시스템 구축

  ○ 지리산 식물자원(동양허브)의 상업화 및 세계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 관광기반 구축

3.2. 부문별 추진과제

□ 생산부문

  ○ 고품질 친환경 적정 허브 재배단지 조성

  ○ 농가의 재배기술 강화: 전문 경 인 육성 및 조직화

□ 가공/유통부문

  ○ 재배단지와 연계된 허브 가공산업 육성

  ○ 생산･가공 연구개발 체제 확립: 동양허브의 향추출, 상품화 기술개발

  ○ 남원 허브상품의 품질관리체계 및 판매망 구축

□ 관광부문

  ○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허브 관광 프로그램 개발

  ○ 4계절 볼거리, 놀거리 제공 및 체재형 관광인프라 구축

  ○ 남원만의 고유한 허브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3 발전전략

  ○ 남원소재 산･학･관･연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허브산업 클러스터화

  ○ 남원지역 내부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크기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전략

    - 생산부문: 국내 분화허브 시장의 한계

    - 가공부문: 현재 수입의존적, 동양허브 상품화는 중장기 소요

    - 관광부문: 허브관광 기반 구축 시 지역전체에 파급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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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선택과 집중의 고려 범위

생산           가공                               관광

 

4. 남원 허브산업의 미래상

  ○ 국내 허브의 메카로 자리매김

    - 허브재배의 주산지: 농가소득과 연계, 수출농업으로 전개

    - 상품화, 유통의 중심지: 주민의 고용창출, 수입대체 

    - 허브체험의 요충지: 지역경제 활성화

  ○ 춘향골과 허브골의 만남을 통한 국내 향기산업의 요람으로 정착

    - 3F&C의 도시: Flower, Fragrance, Forest, Culture, Courtesy, Clean 

그림 3-4. 남원 허브산업의 미래상

허브의 메카허브의 메카허브의 메카

중심지중심지중심지

상품유통

+
문화문화문화

예술예술예술

도시도시도시

생태생태생태

환경환경환경

도시도시도시

사랑사랑사랑

예절예절예절

도시도시도시

향기산업의 요람향기산업의 요람향기산업의 요람
(3F&C의 도시)(3F&C의 도시)(3F&C의 도시)

허브골허브골허브골

춘향골춘향골춘향골

주산지주산지주산지

허브재배

요충지요충지요충지

허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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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허브 재배․생산 전략

1. 지리산 허브의 종류와 이용가능성

□ 지리산 허브의 종류와 특성

표 4-1. 지리산의 허브식물 자원

종수
용도 이용부위

식용 약용 관상 잎 줄기 꽃 뿌리 열매

동양허브 112 34  76 101 61 50  97 61  8

서양허브  31 28  27  29 28 28  24  6  6

계 143 62 103 130 89 78 121 67 14

□ 지리산 허브의 이용가능성

  ○ 지리산의 깨끗한 자연환경은 허브를 이용한 안전한 식품생산, 관광, 아로

마를 이용한 약리작용, 심리적 안정, 치료 등 서비스 개발 가능

표 4-2. 용도별 허브종류와 이용형태

용 도 허브종류 이용형태

요리용
안젤리카, 바질, 월계수, 처빌, 차이브, 코리안더, 딜, 휀넬, 마늘, 레몬
밤, 러비지, 박하, 오레가노, 마조람, 파슬리, 로즈마리, 세이지, 방향성
제라니움, 타라곤, 타임

샐러드, 스프, 음료, 식초, 
오일, 꿀, 술, 설탕꽃, 버
터, 김밥, 나물

장식용 * 건조소재로도 적합

갈란드, 바구니, 리스, 
꽃다발, 포푸리, 정원

꽃
알리움*, 안젤리카*, Bee balm*, 보리지, 카모마일, cowslips, 딜, 물망초, 허니
서클, 자스민, 락스퍼*, 라벤더*, 매리골드, 마조람, 민트, 작약, 프리뮬라, 로
즈마리, 타임, 팬지, 야로우*

잎 artemisias*, 바질, 월계수*, 유칼리투스, 휀넬, 마조람, 민트, 파슬리, 제라늄, 로즈마
리, 세이지*, 타임*

종자 알리움*, 안젤리카*, 휀넬*, 홉*, 러비지, 포피*, 해바라기, sorrel*

화장용품
알로에, 아보카도, 보리지, 금잔화, 컴프리, 서양민들레(dandelion), 엘더플라워, 휀넬, 
라벤더, 레몬, 루피너스종자, 마쉬멜로우, 파슬리, 페퍼민트, 장미, 로즈마리, 세이지, 
타임, 팬지, 워터크래스, 야로우 크림, 로숀, 손, 헤어, 바

스, 비누, 세정제
# 알러지 주의 : 아몬드오일, 코코아버터, cowslips, 오이, 리세린, 헤
나, 아이비, 러비지, 네틀, 프리뮬라, 팬지잎

염색용 레몬그래스, 민트, 로즈마리, 탠지, 오레가노, 세이지, 타임, 라벤더, 장미 천연소재, 기능성 옷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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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품목

□ 재배품목 선정시 고려사항

  ○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시 중요한 것은 도입 가능한 허브품목을 선정하고 

적지적소에 배치하는 것임. 품목 선정은 허브의 이용형태에 따라 생산적, 

관상적, 가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선정함.

  ○ 3가지 이용가치에 따라 서양허브와 동양허브의 적절한 도입비율이 고려

될 필요 있음. 

□ 재배품목 차별화

  ○ 운봉지역에 도입 가능한 허브의 종류는 동양허브의 경우, 구절초, 금낭

화, 기린초, 꽃향유, 노랑어리 연꽃, 노랑 제비꽃, 노루오줌 등 30종임. 서

양허브의 경우, 로즈마리, 라벤더, 민트, 케모마일, 레몬밤, 제라늄 등 37

종에 이름.

  ○ 서양허브의 경우 운봉에서 겨울철 월동이 가능한 품목의 제약, 지역 문화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5월에 꽃을 피우는 서양허브가 제한되어 있음. 지

역의 특성, 사용용도, 문화행사를 고려한 재배품목의 차별화

표 4-3. 지역별, 용도별 허브 재배품목(예)

서양허브 자생허브

지역별

운봉
- 월동이 가능하고 경관농업과 연계 

가능한 품목(민트류 등)

- 월동가능 품목

(익모초, 쑥, 방아풀 등)

기타
- 가공용위주의 대단위 전략품목

(라밴더, 로즈마리 등)

- 상업적 가치가 큰 품목 발굴

(취나물: 판매 관상용 활용)

용도별

경관
- 문화행사, 관광수요가 많은 품목

(여름:라벤더, 겨울:온실이용)

- 문화행사, 관광수요가 많은 품목

(봄:철쭉, 가을:국화) 

가공
- 대단위 생산의 기계화 도입품목  

(라벤더, 로즈마리 등) 

- 오일성분 분석을 통한 수입대체, 

수출 전략품목(홍삼, 맥문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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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규모

□ 분화허브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면적

  ○ 분화허브의 시장규모는 연간 최대 650만분, 50억원 정도로 추정

그림 4-1. 분화허브 시장의 변화 추이

6,306,352

5,126,877

6,161,647

0

1 ,0 0 0 ,0 0 0

2 ,0 0 0 ,0 0 0

3 ,0 0 0 ,0 0 0

4 ,0 0 0 ,0 0 0

5 ,0 0 0 ,0 0 0

6 ,0 0 0 ,0 0 0

7 ,0 0 0 ,0 0 0

2 0 0 2 2 0 0 3 2 0 0 4
연 도

분 수

  ○ 2004년도 분화허브 전국 생산량이 최대 수요량이라고 가정하고, 남원시

가 향후 5년에 분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목표비율을 기준할 경우

    - 시장점유율을 10%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매년 12만분, 20%목표

시는 25만분, 30%목표시는 37만분씩 증가시켜야 함.  

표 4-4. 남원시 분화허브 시나리오별 생산규모(2010년)
단위: 천분, 평

전국 기준년도
시나리오별 생산규모

10%목표 20%목표 30%목표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로즈마리 5,182 83,848 518 8,385 1,036 16,770 1,555 25,154

헬리오 425 6,879 42 688 85 1,376 127 2,064

라벤더 208 3,360 21 336 42 672 62 1,008

타임 130 2,104 13 210 26 420 39 631

민트류 123 1,984 12 198 24 397 37 595

캔들 85 1,376 9 138 17 275 26 413

레몬밤 9 149 1 15 2 30 3 45

계 6,162 99,700 616 9,970 1,232 19,940 1,849 2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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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화전체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 3년간의 분

화허브 시장의 특성을 통해 볼 때, 남원에서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분화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분화시장이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 지역 생산자에 비

해 기술이 취약함, 특히 운봉의 경우는 가온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지

대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 있음.

    - 주어진 시장 내에서 남원의 몫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량을 급격히 늘릴 

경우 가격의 하락으로 동반 수익하락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음.

  ○ 목표시장의 몫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기 보다는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에 

대응하여 틈새시장, 틈새품목 중심의 시장진출 전략이 필요함.

    - 일정량을 꾸준히 내보냄으로써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강화를 도모

□ 가공원료 시장 진출을 위한 재배면적

  ○ 허브가공을 위한 원료 및 완제품은 97∼98%가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음.

  ○ 관세청의 제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허브유(에센셜오일) 생산을 위한 재

배면적만을 추정함.

표 4-5. 에센셜 오일 수입량(감귤류 제외)
단위: kg

2000 2001 2002 2003 2004

민트유 60,800 63,549 83,336 60,715 86,103

자스민유 252 47 202 514 1,317

라벤다유 2,078 1,675 3,412 4,011 7,235

제라늄유 408 117 288 344 419

베티버유 12 32 45 35 233

바닐라유 1,073 3,022 5,157 1,511 4,826

기타유 32,493 44,412 51,674 57,216 84,424

합계 97,116 112,854 144,114 124,346 184,557

  주: 기타에는 시트로넬라, 신나몬리프유, 기타 에센셜오일을 포함함.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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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적으로 허브유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허브유를 국내에서 모

두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50만평(2004년 기준)의 재배면적이 필요

한 것으로 추정됨. 

표 4-6. 수입 허브유 대체시 허브재배면적 추정
단위: 평

2000 2001 2002 2003 2004

민트유 508,944 531,955 697,588 508,232 720,750 

자스민유 2,109 393 1,691 4,303 11,024 

라벤다유 17,394 14,021 28,561 33,575 60,563 

제라늄유 3,415 979 2,411 2,880 3,507 

베티버유 100 268 377 293 1,950 

바닐라유 8,982 25,297 43,168 42,924 40,397 

기타유 271,992 371,763 432,552 478,943 706,695 

합계 812,937 944,677 1,206,348 1,071,150 1,544,887 

주: 허브유를 면적으로 환산할 때의 기준: 최대생산량은 페파민트 10a당 44.5kg(연 3회수확), 
최소 생산량은 스피아민트 10a당 30.0kg(연 3회수확)를 기준한 후, 중앙치를 계산하 음
(자료는 박권우 교수 제공).

  ○ 수입 허브유의 상위 5개 품목을 남원에서 재배한 허브로 자급해 나간다

고 할 때 자급목표를 25%로 하고 5년에 걸쳐 달성한다고 할 경우, 1년차

에 약 4.2만 평의 면적이 필요하고 5년차에는 약 21만평

    -  운봉지역 생물단지 규모(91,307평)만으로는 목표달성을 위한 면적을 확

보할 수 없음. 관내 타 지역으로의 가공용 생산단지 확대

표 4-7. 허브유 25%자급시 가공용 허브 연차별 재배면적 추정
단위: 평

100%자급시 

소요면적

연차별 면적

1 2 3 4 5

민트유 720,750 36,037 72,075 108,112 144,150 180,187 

자스민유 11,024 551 1,102 1,654 2,205 2,756 

라벤다유 60,563 3,028 6,056 9,084 12,113 15,141 

제라늄유 3,507 175 351 526 701 877 

바닐라유 40,397 2,020 4,040 6,060 8,079 10,099 

합계 836,242 41,812 83,624 125,436 167,248 20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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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브 재배인력 육성 방안  

□ 현황과 문제 

  ○ 현재 운봉지역에 20농가가 입주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허브를 생산하고 

있으나, 허브재배에 대한 경험부족 및 재배 과정상 문제 내포

  ○ 재배농가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표 4-8. 허브 계약재배 농가 현황

노동력
부족

잡초관리
어려움

물,온도관리
어려움

판로확보 
불안감

품종에 대한 
정보부족 

시설설치 등 
투자비부족

순위 1 2 4 3 5 6

 

□ 육성방안 

  ○ 허브 재배농가는 허브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육성주체임. 따라서 허브

농가의 재배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농가단계의 생산기술 제고와 가공업체와의 계약 이행 등 허브농가의 자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역리더를 집중 양성해야 함.

    - 지역리더가 중심이 되어 농가를 조직화하고 농가 간 유기적 생산시스템

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젊고 의욕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

  ○ 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재배기술 및 경 능력을 제고시키고 농민 스스로 

고품질, 친환경 허브를 재배한다는 자긍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

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농가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

  ○ 농업기술센터와 화훼시험장이 기술교육과 시험연구를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조정, 인력 재배치, 예산확보가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허브생산을 위한 표준화 기술과 생력화 재배기술

을 개발하여 농가 보급체계를 확립함.

    - 화훼시험장: 노동력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기계화 기술과 허브 상품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 허브농가, 연구인력의 해외 연수 및 학습 연구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



26

제5 장 

허브시장 구조와 상품개발 전략

1. 허브상품의 시장구조

1.1. 시장형태 분류

  ○ 허브에 관련된 시장은 서양허브와 자생허브(동양허브)를 소재로 하여 분

화시장과 가공품시장(약용 포함), 관광시장으로 분류 가능

1.2. 시장규모

□ 분화허브 시장

  ○ 분화허브 시장은 2000년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 및 최근의 판매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허브 

분화시장 규모는 거래량 650만 분에 거래액은 50억 원 정도

표 5-1. 분화허브 시장의 규모추정(2004년 기준)

분당가격(원) 품목별구성(%) 총거래량(분) 시장규모(천원)

로즈마리 762 84.1 5,182,195 3,946,436 

헬리오 820  6.9 424,959 348,364 

라벤다 688  3.4 207,907 143,134 

타임 729  2.1 130,152 94,893 

민트류 706  2.0 122,859 86,746 

캔들 816  1.4 85,160 69,472 

레몬밤 800  0.1 8,415 6,732 

평균(계) 762 100 6,161,647 4,695,778 

주: 분당가격과 품목별 구성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집계 2003∼2005 경락 자료를 pooling하여 
산출하 으며, 총 거래량은 현지조사(17농가)를 통해 호당 생산․판매량을 산출한 다음 
화훼농가 모집단 수를 60호로 가정한 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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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가공품 시장

  ○ 허브를 이용한 가공제품의 최종시장은 자료의 제약으로 추정이 불가능

함. 본 연구에서는 관세청 자료에 나타나있는 수입허브오일과 허브식료 

및 의약품, 향에 관계된 자료가 허브 가공을 위한 국내 수요라 판단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국내 허브원료시장을 추정함.

  ○ 주요 수입 원료에 의한 국내 허브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임.

표 5-2. 국내 허브시장의 규모추정(수입기준)
단위: 백만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허브유 8,060 10,476 11,125 10,452  10,987( 5.8) 

향수 29,962 41,468 53,846 49,941  43,908(23.3) 

화장수 2,544 4,073 6,012 6,611   6,439( 3.4) 

허브식료및 의약 4,400 5,418 5,037 5,608   4,620( 2.5) 

향첨가조제품 92,527 109,472 116,822 121,664 122,729(65.0) 

합계 137,493 170,907 192,842 194,277 188,681(100) 

자료: 관세청

2. 분화시장의 실태와 문제

2.1. 분화허브의 유통실태

□ 농가 판매실태

  ○ 분화허브의 판매가격은 재식기간이 길어 규격이 클수록 판매가격이 높

음. 통상 10㎝분 기준 시 600∼700원, 15㎝분은 1,500원 정도임. 

표 5-3. 화분 크기별 농가 판매 가격(2005. 8)

재식기간 거래가격(원)

규격

10㎝ 6~7개월 600

15㎝ 1년 6개월 1,500

21㎝ 2년 이상 2,500

24㎝ 3년 이상 6,000~8,000

30㎝ 4~5년 15,000~20,000

자료: 허브농가(19호) 현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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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화허브의 시기별 판매가격은 매년 2월~4월 최고가격을 형성하고 비수

기인 7월∼8월에 최저가격을 형성함. 나머지 기간은 중간수준임.

그림 5-1. 분화가격 월별 변동 (10㎝ 기준): 2004년 

5 5 0

6 0 0

6 5 0

7 0 0

7 5 0

8 0 0

8 5 0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월

가 격 / 원

  자료: 한국화훼농협 허브작목반 조사결과.

□ 유통경로

  ○ 분화허브의 유통체널은 매우 다양함. 가장 중심적인 유통경로는 일반 화

훼류와 같이 수집상을 통해서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으로 모 다가 중

간도매상을 통해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우임. 

그림 5-2. 분화허브 유통경로

신설농원 납품

유사 시장

지방 집하장

기업, 백화점 행사용품 납품

계절상인(차량 이동 소매상)

수

집

상

공

판

장

중
간
도
매
상

소

매

상

소

비

자

생

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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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 허브와 생초의 시장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생초시장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재료 납품업자들에 의해 고급호

텔이나 음식점 납품용으로 소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의 거

래가격은 로즈마리 생초 kg당 2만 원~4만 원에 판매함.

    - 드라이 허브는 사우나, 목욕탕, 찜질 방 등에서 소량 소비되고 있음. 관

광농원에서 kg당 18,000원~20,000원에 판매하기도 함.

2.2. 분화허브 시장의 문제

  ○ 분화허브 시장의 협소

    - 분화허브의 시장규모가 50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분화시장만을 가지고 

허브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볼거리, 먹거리, 대체 의

학용 등으로의 다양성이 추구되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상품화 기반이 미

약함.

  ○ 분화허브 유통체계 미흡

    - 소량, 분산 생산에 의한 수집상 중심의 유통구조로 판매관련 주도권을 

수집상인이 행사함에 따라 농가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큼.

    - 지역별, 농가별로 생산성의 격차가 심하고, 농가의 시장 공동대응 능력

이 미흡하여 분화시장에서 허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함.

2.3. 분화허브 시장 육성 방안

  ○ 분화허브 농가의 조직화 및 경 능력 제고 

    - 대량 물류가 가능하도록 생산을 집단화, 조직화하고 보완적인 가공생산

을 도입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경 능력과 기술지원 강화

  ○ 허브 재배 및 가공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분화허브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공기술(정유 채취기술, 건조기

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 표준화된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시장대응 능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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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브 가공품시장의 실태와 문제

3.1. 가공품시장의 동향

□ 가공업체 현황

  ○ 현재 국내에는 허브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50여개 이상 있는 것

으로 추정되며, 이중 20여 업체가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판매

  ○ 가공업체가 주로 제조하는 품목은 비누, 향초, 방향제 등이고 그 외 제품

은 대부분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최근에는 제조와 도･소매

를 병행하던 회사가 OEM방식으로 제조만을 담당하기도 함.

표 5-4. 허브 관련 가공제품의 부류별 비율(A사 사례)
단위: 개(%)

화장품 방향제 목욕용품 바디용품 유아용품 기타 계

품목수(비율) 87(22.7) 4(1.0) 70(18.3) 146(38.1) 55(14.4) 21(5.5) 383(100) 

  주: 기타용품은 수험생용 아로마테라피 제품, 허브차, 아로마 목걸이임. 
자료: 현지 조사자료에서 작성

  ○ 가공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는 상근 10명, 비상근 7명 총 17명이고 자본금

은 평균 487백만원, 매출규모는 1,238백만 원 규모임. 가공을 위한 기계

설비는 평균 5종을 구비하고 있고, 시설투자비는 226백만 원 임.

표 5-5. 허브 가공업체의 규모
단위: 명, 백만 원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규모

시설투자

상근 비상근 계 보유설비수 투자액

10 7 17 487 1,238 5종 226

자료: 농경연의 허브가공업체 11개 조사자료 평균.

□ 허브제품 유통경로

  ○ 허브제품의 유통경로는 가공업체나 수입업자가 자신의 직매장(가맹점포

함)이나 중간도매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비율이 높고, 특정 행사에 대량 

납품하는 비율도 상당함. 중간도매상은 지역매장이나 관광농원 등 소매



31

상 납품과 인터넷 판매를 병행하고 있음.

  ○ 일부 가공업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농장에서 허브 원료를 확보하여 

가공 후 직매장이나 가맹점, 인터넷 판매를 시도하고 있음.

그림 5-3. 허브제품의 유통경로

수

입

업

자

중

간

도

매

상

소
매
상
지역
매장
․
관광
농원

소

비

자

가공업체(수입겸업)

전자상거래

가맹점

가맹점

직매장
허브재배 제품개발․가공

전자상거래

: 수입허브제품 유통경로

: 자체 개발허브제품 유통경로

표 5-6. 가공업체의 판매처별 비율
단위: %

직매장 허브농원 중간상인 행사납품 인터넷 전문매장 수출 계

30.3 7.6 22.7 16.8 5.5 16.2 0.9 100

주: 11개 가공업체 조사자료

□ 허브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향

  ○ 허브제품 구입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판매가격의 고가와 판매처 부족

이 가장 많음. 품질보증에 대한 지적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 허브제

품이 대중화에 이르지 못하여 품질까지 판단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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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공품시장의 문제

□ 서양허브 중심의 허브제품이 시장을 주도

  ○ 외국 도입종 허브들의 우수한 방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향수나 화장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1억 7천만 달

러에 이르는 외화가 유출되고 있음. 그러나 서양허브의 에센셜오일 국내 

추출 경쟁력이 열악하여 당분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내 오일추출의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오일의 순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

우 에센셜오일의 국내 추출 비용에 대한 수입오일 단가의 비율은 1.6∼

9.7% 수준으로 국내 추출 시 가격경쟁력은 전혀 없음.

  ○ 오일 추출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가장 큰 이유는 재배 측면에서 허브 

원산지에 비해 기후나 풍토 차이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

임. 또한 오일 추출과 정제기술개발, 시장형성 등 전반적으로 국내 허브

산업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임.

표 5-7. 서양허브 에센셜오일 추출 경쟁력 검토

국내추출(로즈마리) 수입오일

노지재배 시설재배 민트 자스민 라벤더 제라늄 기타

Kg당비용(원) 1,371,840 1,642,240 21,788 40,656 32,508 82,803 133,140

지수 100 119.7 1.6 3.0 2.4 6.0 9.7

주 1) 수입오일 단가(CIF기준)는 1$=1,050원으로 환산한 가격임.
   2) 비율은 국내 노지재배시 비용을 100으로 한 지수임.
   3) 수입오일의 순도는 국내추출오일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확인할 방법이 없음. 

만일 수입오일이 국내추출 오일과 동일한 순도라면 수입단가는 더 높아져 국내추출시
의 경쟁력이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임.

□ 허브의 상품화 기술개발 미흡

  ○ 국내 허브 가공산업의 역사가 짧아 허브상품화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았음. 특히 우리 자생허브에 대한 재배기술이나 상품화 연구개

발은 극히 미흡함. 

    - 향추출 기술개발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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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가공업체 육성 미흡

  ○ 일부 향추출을 시도하는 업체가 있으나 품질과 경제성이 떨어져 수입 원

료에 의존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상품화를 위한 기술력이 미흡하고 가공

시설, 유통시설 등이 열악한 수준임.

  ○ 허브 가공업체들은 운 자금 부족, 기술수준 저위, 고품질 원료확보 곤란 

등을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허브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체제 미비

  ○ 허브 제품이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가공업체별로 품질 및 가격차이가 있

어도 소비자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 최근 저품질의 저가제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간상 중심의 유통

구조로 가격질서가 흐려지고 있음.

  ○ 수입 에센셜 오일의 경우 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기용매가 첨가

되는데, 이 경우 일부 제품은 천연향을 첨가한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

되기도 함. 

3.3. 남원의 가공품 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 방안

□ 수입의존적 시장구조 탈피를 위한 상품화 기술개발

  ○ 남원에서 생산한 허브를 가공 상품화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를 남원 내

부로 끌어들이고 수출까지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함. 이를 위해 소비

자 기호에 맞는 허브가공품 생산기술 개발지원

    -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한 향 추출 및 상품의 다양성 추구

  ○ 허브 시장에서 남원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고유 

자생허브의 발굴과 자생허브의 재배기술 및 상품화 기술개발

    - 남원 고유의 자생허브 향 추출을 통한 수출상품 개발 추진

표 5-8. 가공업체가 본 허브산업 육성 중점 추진분야 우선순위

원료생산

기반조성

자생허브상

품화

오일추출가

공기술

다양한

상품개발
홍보, 교육

유통체계 

개선

수출시장

개척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자료: 11개 허브 가공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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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가공업체 육성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 제품생산 및 유통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필요시설에 대한 지원

    - 보관･건조 창고,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등 

  ○ 참여업체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화 유도

    - 식용, 약용, 이･미용품, 화장품, 방향제, 아로마테라피, 사우나 등

  ○ 남원 제품의 시장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 허브산업특구 추진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 남원시는 가공업체가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리산웰빙 허브

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한 바, 2005년 9월 13일 재경부로부터 특구지정이 

고시됨. 

  ○ 허브 가공품 중 이․미용품, 화장품, 아로마테라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분야임. 최근에는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를 중심으로 허브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남원시는 화장품 업체를 비롯한 관련 가공업체에게 고품질․친환경 허브 

원료 공급기지로서의 투자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기업연

구소, 연수원 등을 유치해 나가야 함.

    - 허브산업특구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 방문 홍보, CEO 간담회 등을 개최

하여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허브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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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브 가공상품화 및 판매 전략

4.1. 허브산업 성장전망에 따른 발전단계별 전략 수립

□ 남원 허브산업의 성장전망

그림 5-4. 남원 허브산업의 성장 모습

시

장

성

장 

규

모

기반조성구축 성장 성숙

동양허브

서양허브

발전단계

허브시장

2005 2010 2015 2020

□ 발전단계

  ○ 남원 허브산업 성장전망 하에서 허브 가공업의 성장을 3단계로 구분

  ○ 각 단계별 계획기간은 관련 자원의 가용량과 정책의지, 주민과 업체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목표기간을 5년 정도 잡는 것이 무난

할 것임.

  ○ 각 단계별로 가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

    - 기반조성구축단계: 초창기에는 분화생산, 가공과 관광 등 산업기반을 서

양허브 중심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으나 남원 허브골의 미래상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동양허브를 접목시킨 기반구축 전략이 필요

    - 성장단계: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우리 고유의 허브가 강화되고 동양

허브의 비중이 서양허브를 능가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함.

    - 성숙단계: 허브골이 동서양의 허브메카로 위치할 수 있는 전략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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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공상품화 전략

□ 기반조성구축단계

  ○ 허브골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허브 가공품 

생산이 공장제적인 것이 아니라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생산농민들이 직접 

만드는 수공업 형태로 생산함. 이를 위해 전문적인 생산자 육성이 필요

    -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도록 꾸준한 차별화 전략과 노력

  ○ 가공품 중 보다 고급제품에 속하는 화장품, 향수, 바디용품 등은 기술력

을 가진 소수의 가공업체가 계약원료를 이용한 공장제적 제품생산

    - 서양허브를 중심으로 하되, 동양허브를 이용한 제품생산 추진   

  ○ 수요자들과 쌓아놓은 신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허브의 생산을 늘리면서 

가공품의 생산과 공급에 전문화를 도입하는 단계

    - 가내수공업적인 단계에서 공장제적인 기업화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

    - 유통과 홍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

    - 이 단계에서는 허브 이외 남원의 상품과 연계된 판매전략을 구사

□ 성장단계

  ○ 가공업체의 진입이 확대되고 대규모 생산체제가 구비되는 시기로 국내시

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관광과 허브상품 두 마리의 수익상품을 

가지고 외연적으로 확장

  ○ 고가의 서양허브 개발과 판매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남원의 고유 동

양허브를 가지고 해외진출을 모색함. 이를 위해 동양허브의 향 추출과 

고품질 제품개발에 주력함.  

    - 목표시장은 국내시장을 넘어 동양허브 제품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도

모하고 동남아 수요자의 선호도 조사를 통한 제품개발 추진  

  ○ 다양한 상품, 동서양허브의 공존 속에서 남원 허브골을 구축

□ 성숙단계

  ○ 다수의 가공업체가 참여하여 동양허브 중심의 상품개발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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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허브를 이용한 대체의학 및 건강보조 식품으로 동양의 신비성을 이

용한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구사

  ○ 목표시장은 국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시장으로 진출  

    - 서양인들의 생활습관을 고려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 즉 한약의 경우 탕

약 대신에 정제한 알약, 아로마테라피 치료 등

  ○ 테라피용 동양허브의 정유 가운데 새로운 향이 생산되거나 동․서양 향

을 섞어 새롭고 독특한 새로운 향을 개발하여 수출사업으로 전개

표 5-9. 발전단계별 가공상품화 전략

기반조성구축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주체
일부 선도농가

소수가공업체
다수가공업체 다수가공업체

대상

품목

서양허브(업체)중심:화장품, 향수, 바디용

등 고급품, 동양허브 도입

동양서양허브(농가):비누, 향초 등 쉬운 품목

서양허브:고급제품

동양허브:향추출,상품

화 비중확대에 중점 

동양허브중심:건

강보조식품, 대체

의학품

방법

규모

가내 수공업 형태(동양), 관광객 참여

서양허브대량생산, 제품생산 기계화

동남아 선호도 조사

에 의한 제품개발,

다품목 대량생산 

서양인의 생활습

관을 고려한 제

품개발, 대량생산

목표

시장

관내시민 및 관광객 

국내시장

중국, 대만 등 동남

아 시장

북미, 유럽 등  

세계시장

판매

전략

타지역과 제품 차별화

지역통합마케팅, 유통망조직화 

중국, 대만 등의

한류열풍이용

동양신비성을 최

대로이용 

4.3. 기술개발 전략

  ○ 기반조성 단계에서 허브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은 운

비, 역할, 수익성 면에서 문제를 내포할 수 있음.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나 화훼시험장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함. 기술센터와 시험장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 필요

  ○ 성장 및 성숙단계에서는 기업의 참여, 대량생산체제, 기술개발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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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독립된 허브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함.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개발

된 정유생산 기술은 가공업체로 이전하고, 허브연구센터에서는 동양허브

에 대한 오일추출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 하는데 주력

  ○ 완성된 동양허브의 대량 상품화 기술은 가공업체에 이전하고, 동양허브

의 대체의학과 건강보조식품 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 이전

표 5-10. 발전단계별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반조성구축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주체
농업기술센터, 화훼 시험장

(전문연구기관 설립 추진)
전문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민 화 검토)

역할

품종선발, 재배기술정립, 교육

오일추출, 정제, 상품화기술개발 

및 보급. 동양허브의 발굴이용 

토착화 성취

동양허브 정유생산기술

개발 및 향추출 상품 대

량 생산기술, 동남아시

장상품개발․이전

대체의학 및 건강보

조식품 연구개발

북미, 유럽시장 상품

개발․이전

4.4. 관리운  방안

  ○ 기반조성구축단계에서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예산이 소요되어 남

원시가 담당해야 함. 

    - 남원시 전체 관광과 상품개발, 업체 육성 등을 관장할 마스터플랜을 이 

시기에 정립하고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감독 수행

  ○ 성장단계 이후부터는 남원시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새로운 전담관리운

기관 필요

    - 전담기관은 허브벨리와 기존 관광시설의 일반 관리는 물론 전체 관광시

설과의 유기적인 통합관리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 남원시는 단지 신뢰도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무들은 관리, 감독

표 5-11. 단계별 관리기관 운 방안

기반조성구축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주체 남원시 별도독립기관 별도독립기관

역할

가공업체, 관광상품 관리운 지침 마련

생산원료의 순수성 유지 감시

품질인증제, 친환경인증제도 제정․시행 

통합관리시스템도입

품질유지 및 친환경 

인증제도 정착

남원시는 관리, 감

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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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허브 관광상품화 개발전략

1. 남원 관광개발의 실태

1.1.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 국가지정 문화재 38점, 지방지정문화재 73점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을 보유하고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 아래 각종 야생동물과 식물자원이 

분포하여 자연･경관 자원도 수려함.

  ○ 남원시내 관광숙박시설은 총 104개소에 2,938실(2003년)이며 일정 정도의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가족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총 10개소(9.6%) 1,001

실(34.7%)임.

    - 남원시 관광숙박시설의 평균 객실수(260실)는 도 평균(208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나, 가족단위의 관광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로서는 쾌적성, 

청결성, 이용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관광안내･정보 시설은 광한루원 관광통역안내소를 비롯한 5개소가 운

중이나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등 관광객의 양적, 질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미흡함.

    - 남원시 문화관광 웹사이트는 남원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링크하여 “Go, 

춘향고을”이라는 사이트로 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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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남원시 주요 관광안내 사이트

사이트명/주소 주요 정보

관공서

기관

협회

남원시청 

http://www.namwon.go.kr/tour
남원관광 공식 홈페이지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http://www.tournamwon.org/

남원역사, 춘향과 광한루원, 지리산, 남원의 

문화유적, 민속축제, 교통 및 숙박

전라북도문화관광정보시스템

http://www.gojb.net/main.jsp/
전라북도 공식 홈

Go, 춘향고을 홈페이지

http://www.chunhyang.or.kr

전통문화체험(지리산관, 춘향관, 흥부관, 판

소리관), 전자지도, 애니메이션(춘향전, 흥부

전), 게임(흥부전, 황산대첩), 

남원농악단 홈페이지

http://www.namwongut.org
남원농악단-소개, 장고, 농악가락, 강습소

문화재
광한루

http://www.kwanghanru.or.kr/
광한루의 세부시설에 대한 정보

축제
남원허브엑스포 공식홈페이지

http://www.herbexpo.co.kr
남원허브엑스포 시기, 유래, 행사종목 안내

자료: 인터넷 검색포탈사이트 검색결과(네이버, 야후, 엠파스에서 ‘남원’ 검색결과)

1.2. 관광상품

  ○ 바리, 제기, 전통옻칠목기, 한지 등 특산품과 황포묵, 추어탕, 한정식 등 

향토음식이 유명함.

    - 천거동 중심에는 추어탕 거리가 형성됨. 한정식은 남원의 무공해 농산물

과 산채를 이용하여 다채로운 반찬을 제공함.

표 6-2. 특산품 및 향토음식 현황

종류

특산품
- 목기, 담뱃대, 부채, 상, 식도, 한지, 무공해 질그릇

- 고로쇠약수, 한약재, 한과, 지리산약술 등

향토음식
- 황포묵, 추어탕, 숙회, 한정식, 산채정식, 민물매운탕, 토종흑돼지, 

칡냉면, 은어

자료: 남원시청(www.namwon.go.kr)홈페이지 검색결과

  ○ 흥부제, 철쭉제, 춘향제 등 총 9개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중 

춘향제는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최고의 전통문화축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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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남원 축제현황

구분 시기 장소 내용

지리산

고로쇠약수제

3월초

(경칩)

산내면 

반선

- 3월초 산신제와 함께 개최

- 등산대회, 고로쇠 약수마시기, 고로쇠이고 달

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바래봉 철쭉제 5월초 바래봉
- 등산대회와 그림그리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춘향제 5월5일 남원시일원

- 남북 화해협력·인류평화를 기원

- 춘향선발대회, 씨름대회, 그네뛰기, 판소리 명창

대회 등

삼동굿놀이
7월15일

(음력)
보절면

-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 주민단합이 목적

- 삼동마을 기세배, 당산제, 지네밟기, 합굿 등

흥부제
9월9일

(음력)
남원시일원

-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

- 판소리 및 농악경연대회, 흥부전창극 등

만인의사 

순의제향
9월 26일 만인의총 - 임진왜란시 순절한 시신들의 넋을 기림

남원예술제
10월20일

전후 7일
남원시일원

- 국악공연, 연극공연, 성악 및 기악독주회, 시화, 

미술, 사진 작품전시

황산대첩제 8월15일
운봉읍 

화수리
- 씨름대회,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행사를 개최

뱀사골 단풍제 10월 말 뱀사골 - 산신제와 등산대회, 참가자 노래자랑 등

자료: Go, 춘향고을(http://www.chunhyang.or.kr) 홈페이지, 남원시(www.namwon.go.kr)홈페이지, 
흥부제(www.heungbu.or.kr)공식 홈페이지 검색결과

2. 남원 관광객의 특성과 개발과제

2.1. 남원 관광객의 특성

□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특성

  ○ 남원관광지와 지리산 국립공원, 광한루가 전체관광객의 약 90%로 대부분

의 관광객들이 이들 관광지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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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남원지역 방문객의 주요 관광지별 관광행태

장소 시기 관광행태 연령대

지리산

국립공원

봄
 단체 행락객, 당일관광이 다수를 이룸

 (바래봉철쭉제 방문객)
40-50대 중년부인층 

여름
 가족단위 계곡 피서객 가족(10대+40-50대)

 소그룹단위 캠핑, 피서객 20-30대 젊은층

가을
 단풍관람객 가족(10대+40-50대)

 단풍관람 및 드라이브 20-30대 젊은층

광한루원

봄․가을  단체 학생관람객(수학여행) 10대 학생층

연중
 역사문화자원 관람 전 연령층

 산책 및 효도관광 60-70대 노년층

자료: 남원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및 조사자료 

□ 관광객 연령별 관광 특성

  ○ 지리산국립공원은 주로 가족단위 및 20-30대 젊은층의 여름 계곡피서객

과 가을 단풍관람객이, 광한루원 지역은 연중, 전 연령층이 골고루 방문

하고 있으나 10대 단체 수학여행객이 가장 많음.

표 6-5. 연령별 관광특성

연령대 주요 내용

20대

- 관광형태는 춘향테마파크(32.4%), 광한루(21.6%)의 방문비율이 높았으

며 친구․애인(20.0%), 가족(53.3%)과 동반하여 주로 휴식(62.5%), 친목

도모(18.8%)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0대

- 광한루(31.4%), 춘향테마파크(28.6%)의 방문비율이 높았으며 직장동료

(23.6%), 가족(58.8%)과 동반하여 주로 휴식(55.0%), 자연경관감상(15.0%)

의 목적으로의 방문이 많았음.

40대

- 광한루(29.0%)가 많았고 가족(81.8%)과의 방문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 연령대에 비해 교육(20.0%)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

율이 높았음.

50대 이상 - 지리산국립공원(26.7%)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자료: 남원시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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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WOT분석에 의한 관광개발 과제

□ 남원의 관광분야 SWOT 

강  점 약  점

- 쾌적한 자연관광자원 보유

- 역사자원과 도시형 관광자원 보유

- 전통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용이

-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주체의 강한 의지

-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

- 관광인프라 미흡 

- 체계적인 홍보, 이미지 개선사업 부재

- 관광종사자 인력육성 미흡

기  회 위  기

- 여가시간 증대 및 여가패턴 변화

- 광역 교통여건 개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전개

- 저비용,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 용이

- 타 지자체와의 경쟁심화

- 경유형 관광형태 지속

- 관광개발에 민자투자 소극적

- 역사문화에서 현대관광자원으로 이동 

□ 개발과제

  ○ 관광사업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 역할의 새로운 상품개발 필요

  ○ 남원지역 혁신 클러스터 허브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 유도

  ○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한계인식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다양성 유도

  ○ 산, 강, 생태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 활용형 관광육성

3. 남원의 관광개발 방향

3.1. 개발방향과 목표

□ 개발방향

  ○ 허브산업과 더불어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접근을 통한 생명관광도시

    - 남원의 지리산국립공원과 새롭게 도입되는 허브자원 등 친환경적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지역으로 육성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멋과 풍류의 관광도시 육성

    - 기존의 광한루와 춘향, 흥부 등의 각종 설화와 판소리 등을 활용

  ○ 고용창출과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생산관광도시 육성

    -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소득 창출 및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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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목표

  ○ 허브테마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활력의 부여

    - 허브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명소 및 상품개발을 통하여 지역 매력도를 

증진시키고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의 활성화

  ○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 안내체계 개선, 숙박시설 확충 및 기존 관광시설의 정비, 보완을 통한 하

드웨어의 정비를 추진하고 지역 특유의 어메니티를 살린 기반시설의 확

충 추진

  ○ 기존 관광자원의 경쟁력 강화

    - 남원춘향제 및 허브엑스포 등의 집중 육성 및 차별화된 홍보, 서비스 개

선 등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통한 개발 효과의 극대화 유도

3.2. 표적시장별 개발방향 

□ 표적시장의 설정

  ○ 남원관광객의 관광행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표적시장을 설정

그림 6-1. 관광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표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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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시장별 개발방향

  ○ 1차 표적시장: 지역내 체류를 연장하고 지역소비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각 관광지별 관광행태를 고려한 개발전략

표 6-6. 1차 표적시장의 관광 개발방향

장소 특성 개발방향

지리산
국립공원

봄철 중년부인 단체 행락객 건강, 음식테마상품 개발

주로 가족단위의 휴양관광객
관람․학습, 농촌체험관광상품 개발
관광교통, 안내체계 개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개선

단풍관람 및 드라이브코스
주변 문화자원의 연계관광코스 개발
관광교통, 안내체계 개선

광한루원

단체 수학여행
지역내 역사문화자원의 연계관광코스 개발
수학여행단을 위한 단체숙박시설의 확충

연인간의 데이트코스 음식테마상품 개발

산책 및 효도관광 건강,보양관광

  ○ 2차 표적시장: 허브관광 도입을 통한 잠재방문객을 2차 표적시장으로 설

정하고 기존 남원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행태와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허브관광의 접목을 통한 개발전략을 제시

표 6-7. 2차 표적시장의 관광 개발방향

관광객 특성 대상 개발방향

가족단위의 휴양관광객
 10대
 40-50대

허브관람․학습, 허브농가체험관광과의 연계
허브체험 명소 개발(허브농가, 허브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웰빙족
20-30대 
40-50대

허브와 연계한 건강, 음식테마와의 연계

건강, 보양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

40-50대
60대 이상

허브와 연계한 건강,보양관광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 
주로 
20-30대

허브미용관광

자녀교육, 체험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10대
40-50대

허브관람․학습, 허브농가체험관광과의 연계
주변 역사문화자원의 연계관광코스 개발

  ○ 표적시장별 관광행태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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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기존 관광행태 및 관광객 특성별 허브관광 개발방향

3.3. 주요 전략사업의 도출

  ○ 관광매력물 개발,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홍보체계 구축을 3대 축으로 한 

세부사업 도출

    - 관광매력물 개발은 허브테마의 도입을 통한 관광명소, 관광상품의 개발, 

지역축제의 집중육성을 통한 매력 있는 남원만들기를 추진함.

    - 숙박시설 개선 및 안내기능 강화 등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한 관광객 체

류 연장을 도모함

    - 관광안내시스템, 이미지 개선 사업을 통한 관광홍보체계의 구축을 통하

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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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3대 축

4. 전략사업별 세부 추진방안

4.1. 허브 관광 매력물 개발

□ 허브테마 명소 정비

♦ 허브체험마을 개발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남원의 허브를 테마로 한 체험․교육의 공간으로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체험마을 조성

    - 허브밸리가 위치한 운봉읍 용산마을을 허브체험의 거점마을로 육성하

고, 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동하마을, 달오름마을 등 기존 활성

화된 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하여 연계 개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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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브경관 감상, 허브비누․양초 만들기, 포푸리 만들기, 압화를 이용한 

공예체험, 허브포트 만들기 등 다양한 허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 사업추진은 시에서 추진하는 기존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를 도모함.

    -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등 농촌마을 

조성과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을 활용함.

그림 6-4. 허브체험마을의 개발방향

♦ 허브경관단지 조성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허브경관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허브테마 지역으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적으로 농업여건이 취약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산간지역인 산내면

(상황마을)과 산동면(상신마을) 주변 지역에 도입 가능할 것임.

  ○ 산악지대의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통한 지역경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함.

♦ 허브레스토랑 도입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남원의 향토음식과 허브와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여 관광

객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매력도 증진을 도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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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허브밸리 내 허브레스토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광한루원 

주변에 별도의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연계를 도모

    - 현재 남원에서 개발․상품화를 추진 중인 허브 고급육, 스테비아 허브미

와 허브추어정식, 허브추어전, 허브쌈밥 등 기존 음식점에서 개발하여 

상품화 된 음식을 최대한 활용함.

    - 허브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선정된 음식을 상품화하여 도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과의 연계 가능

♦ 허브 아로마테라피센터 도입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친건강․웰빙 트렌드에 부응하여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

로 한 허브 아로마테라피센터를 개발함.

    - 허브를 활용한 목욕탕, 찜질방 시설 및 아로마테라피센터 등 각종 허브

를 활용한 휴식․요양․치료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도

록 하여 특화를 유도함.

    - 테라피센터 주변에 특색 있는 허브를 관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과 전

시관, 찻집, 공방, 판매장 등의 시설도입을 고려함.

  ○ 현재 운봉읍 주변에 추진되는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하며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민간사업자의 유치를 

추진함.

□ 허브테마 관광상품 개발

♦ 허브 4색 테마코스 개발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허브밸리를 포함하여 각종 허브테마를 강화할 수 있는 명소․자원들을 

꿰어 표적시장별, 계절별 테마코스를 개발함.

    - 표적시장별 관광행태에 따라 건강(Health), 요리(Eating), 신선함(Refresh), 

미용(Beautiful)의 4가지 허브 테마코스를 개발함.



50

  ○ 기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허브테마를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선정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찬 방문을 도모함.

표 6-8. 허브 4색 테마코스 개발

허브건강(Health)코스 허브요리(Eating)코스

-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을 대

상으로 지리산 트레킹, 등산코스와의 

연계

- 웰빙 등 자연음식에 관심이 많은 주부

와 맛있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문화자원와 연계

자연체험(Refresh)코스 허브미용(Beautiful)코스

- 휴양․자연관찰 등 가족단위의 관광객

을 대상으로하며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는 체험마을과의 연계

- 미용에 관심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하며 춘향이를 비롯한 역사문화자원과

의 연계 

♦ 허브경관드라이브코스 지정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주요 허브 테마시설을 연계하는 주요 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경관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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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코스로 지정함.

    - 각 드라이브 코스에는 ‘허브경관드라이브코스’ 안내판을 일정 구간마다 

설치하여 홍보함.

  ○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브꽃길’ 사업과 연계 추진함.

표 6-9. 허브경관 드라이브코스 개발

구간 주요 내용

광한루∼허브벨리 24번 국도

- 주 관광지점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코스

- 개화시기, 꽃 색 등을 고려하여 화관

목, 초화류를 조화롭게 식재

정령치∼뱀사골

호경마을(주천면 호경

리)에서 정령치에 이르

는 60번․737번 지방도

-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위치

- 지리산 자생허브인 초화류를 중심으

로 도로변에 식재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

- 산악트레킹코스로 개발(정령치∼뱀사골)
호경마을∼정령치

정령치에서 뱀사골에 

이르는 861번 지방도

♦ 허브테마 축제 및 엑스포의 집중 육성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허브엑스포를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로 확대 개최를 추진하고 춘향제 등 

기존 축제의 연계․활성화를 통해 남원관광발전의 교두보로 활용

  ○ 기존 관 중심의 춘향축제를 민간에서 기획하고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형

태의 새로운 축제로 개발

    - 춘향테마에 한정되고 공연중심의 정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허브 테마의 

접목을 통하여 다양하고 체험 중심적인 행사로 전환을 유도

4.2. 관광인프라 개선

□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 가족단위 숙박시설 도입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편리성이 가미된 가족형 휴양 펜션을 도입함으로써 고급화된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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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호하는 가족단위 신규 관광수요를 유치함.

    - 가족단위 숙박시설 도입으로서 2개 유형의 펜션, 즉, 전원형 펜션(금풍저

수지 일원)과 테마형 펜션(여원치 일원)을 고려함.

  ○ 전원형 펜션단지는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수변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하

며 민간사업자의 유치를 추진함.

♦ 기존 숙박시설 정비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기존 숙박시설을 정비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의 일반 숙박시설 이용을 활

성화함으로써 침체된 관련 업계의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함.

    - ‘남원시 숙박업협의회’가 남원시 일반 숙박시설의 공동 홍보마케팅 추

진,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주 정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등을 수

행하도록 기능 강화를 지원함.

    - ‘남원시 숙박시설 조성 및 운  지침’ 작성 및 내부 시설 개선 지원

  ○ 프로그램 운 ․홍보, 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지원

    - 한국관광공사 및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배너 교환 및 숙박시설 소개 등

의 협력을 통해 관광시장에 적극 홍보, 예약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관광지, 주유소, 음식점, 카드사 등과 할인 제휴서비스를 개발

♦ 우수 관광숙박업소 육성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관내의 숙박시설 중 일정 심사기준 이상의 시설․서비스를 구비한 숙박

시설을 선정 홍보함으로써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

  ○ 시설 리뉴얼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 관광교통체계 개선

♦ 광역 접근체계 개선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노선 다양화로 접근체계를 향상시키고 철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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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연계를 강화하며 관광지간 다양한 교통연계체계를 확보

    - 교통결절지점과 주요 관광지 등 되도록 경관도로로 지정된 루트를 이용

하도록 하여 버스 이용객이 이동하면서 경관을 감상하도록 함.

  ○ 셔틀버스 노선의 총연장은 약 370㎞로 남원-함양 구간이 약 100㎞, 익산-

하동 구간이 약 220㎞, 남원 내 구간이 약 50㎞이며, 구간당 이동시간은 

관람시간을 포함하여 약 4시간으로 구성, 하루 2회씩 운행

♦ 남원시 시티투어버스 재개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풍부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코스 운행 및 특화된 남원 관광

의 매력물로써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티투어의 개선 및 재운행

    - 다양한 테마형․패키지형 시티투어 코스상품 개발

    - 가족단위 관광객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족할인권 개발

  ○ 남원시 일반 기업과 공동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시티투어 티켓, 안내책

자, 홍보물 등 광고 홍보 스폰서쉽을 체결함.

♦ 지리산 접근체계 개선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시내버스의 노선 확충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의 접근체계를 향상시키

고 정령치 활공장 등의 상품 홍보를 통해 지리산 국립공원 관광객을 남

원시로 유치하도록 함.

    - 시내버스 노선을 계절별 관광에 따라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시의 운송업

자들로 하여금 노선의 개통 및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류

장․주차장 등의 정비를 추진함.

  ○ 성삼재, 노고단과 대비할 수 있는 정령치 접근도로를 ‘이동의 독특한 즐

거움’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로 주변에 휴식 및 조망시설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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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광 홍보체계 구축

□ 관광안내체계 개선

♦ 관광안내소 운  선진화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적시적소(適時適所)의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방문객에게 안내, 예약, 

환전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원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센터로 활용함.

    - 남원시 구역사를 방문객센터로 조성하여 남원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도록 함. 방문객센터는 관광안내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외에 3개 관광안내소와 기능적으로 보완

  ○ 관광 프로그램, 숙박정보 제공 및 예약, 통신, 기념품판매 등 원스톱 서비

스를 제공하고, 관광안내소에서 관광관련 상품 판매, 숙박․교통․음

식․공연 분야에 대한 예약대행 등을 통한 자체수입 조달강구

♦ 관광 홈페이지 네트워크화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관광객들에게 지리산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광정보와 편리하고 효율

적인 관광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

    - 기존 ‘go 춘향고을’ 사이트에 각종 관광정보를 보완하고 숙박, 관광 상

품, 공연 등의 예약․판매 서비스를 제공함.

  ○ GIS 투어가이드를 구축하여 남원시의 여행 일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 불편 신고와 회원 의견 수렴

을 통해 쌍방향 의견교환을 지원함.

☐ 관광홍보체계 구축
♦ 남원시 CI 및 허브캐릭터의 개발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기존 남원시 관광 이미지를 자연생태 관광자원에 기반하고 시장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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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부합하는 차별적 CI로 개선함.

    - 남원시 관광 이미지를 ‘웰빙․허브 라이프도시’와 ‘세련된 멋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도시’로 새롭게 구축하여 복합화를 도모함.

  ○ 기존 춘향과 이도령 캐릭터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남원을 나타내는 대표

적 허브로 지리산 지역에 자생하는 ‘얼레지’를 캐릭터화 함

[기본 캐릭터]

♦ 체계적 매체별 홍보사업 추진

  ○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 기존 홍보사업을 표적시장에 따라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

원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 유도

  ○ 남원시의 신규 관광자원인 허브산업을 활용하여 단계별 전략적 제휴 활

동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 도입 및 사업비 부담 효과 추구

    - 허브산업엑스포의 부대시설 또는 남원시 종합관광안내센터의 일부 부대

시설로서 (가칭)허브홍보 멀티샵을 도입하고 관련 기업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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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남원 허브산업 육성의 추진전략

1. 사업 추진체제 구축

□ 사업 추진방식

  ○ 남원 허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추진

    - 남원 허브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속에서 허브생

산농가, 가공업체, 행정기관 및 시 의회, 농협, 학계, 외부 전문가 등 산･

학･관･연 각 주체의 협력체제가 필수

    - 남원 허브산업은 클러스터 발전의 초기단계 있기 때문에 각 구성요소의 

역량강화, 물리적 인프라구축, 경 지원 기능이 확립되어야 함.

표 7-1. 허브 클러스터의 구성주체별 역할

구성주체 주요 역할

산
- 생산농가/조직, 농협
- 가공업체

- 관광 관련 업체

-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 허브 생산/판매
- 가공시설 구축 및 고품질 허브상품 마케팅

-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학

연

-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서남대, 우석대 등

- 화훼시험장/농업기술센터
- 허브연구센터

- 잠재 허브 발굴 및 표준 재배기술 개발보급
- 상품화 및 품질유지관리 기술개발

- 향추출 및 원료 제공

관
- 남원시청
- 클러스터사업단

- 허브산업육성위원회

- 허브산업 총괄 기획 및 기반조성
- 허브 클러스터 구성요소간 활성화 지원

- 허브산업 육성 자문 및 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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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남원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성요소

허브생산허브생산허브생산

허브가공허브가공허브가공
관광관광관광

문화행사문화행사문화행사

허브 묘목
재배 업자

생산자재
판매업자

허브수확
장비업자

허브재배기술
보급 및 지도

허브관광
문화기행

관광행사
이벤트업자

관광 상품 
판매 업자

관광상품
제조업자

허브가공시설

허브가공재료

지리적 표시제

상품, 브랜드
개발

유통 및 마케팅
조직 구축

허브 물류센터
구축

인터넷 사이트
구축

혁신주체 : 남원시청혁신주체 : 남원시청혁신주체 : 남원시청
행정지도 및 사업집행

학계 :전북대, 원광대, 서남대, 전주대, 
우석대 등

공공기관 : 화훼시험장, 농업기술센터

 

□ 사업 추진기구

  ○ 남원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총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함. 현재 허브산업계를 ‘(가칭)남원 허

브산업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획력과 책임감 부여

    - 기획단에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간부문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 있

도록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담당케 함.

    - 기획단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허브산업의 초기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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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남원시 허브산업 사업추진기구의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명칭 허브산업계 (가칭)허브산업기획단

조직 계단위 과단위

역할
허브산업 기획

허브테마파크조성사업
관련기업 유치 등 

허브산업 관련 총괄기획 및 추진
(허브산업의 초기기반조성 구축)

비고 각종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음 민간인 참여 

  ○ 남원 허브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주도의 사업추진

보다는 일정부분 민간부문이 참여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별

도의 독립적인 사업추진 및 운 기구가 필요함.

    - 독립기구의 사업범위: 남원 허브산업 발전에 관한 기획 및 집행, 허브밸

리 단지운 , 계약단가 조절, 허브산업연구센터 운 , 향추출 및 오일제

공, 관광시설 운 ･유지관리, 허브엑스포 개최 등 

    - 독립기구의 형태는 남원시 산하 지방공사 형태 또는 지방공사형 제3섹

터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독립기구를 남원시 산하 지방공사 형태로 할 경우 남원시청과의 업무 

협력은 원활할 수 있으나 독립성과 창의성 등이 저하될 우려

표 7-3. 독립기구 대안별 특성비교

지방공사 형태 제3섹터 형태

조직성격

자율성 ⊙ ⊙⊙

창의성 ⊙ ⊙⊙

전문성 ⊙ ⊙⊙

비지니스마인드 ⊙ ⊙⊙

행정지원 ⊙⊙ ⊙

사업추진성격

신규사업기획 ⊙⊙ ⊙⊙

투자의사결정 ⊙ ⊙⊙

결과책임 ⊙ ⊙⊙

주: 2가지 대안에 대한 상대적 비교임(⊙⊙: 고,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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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허브산업 관리운  독립기구 조직도(예)

남원시청남원시청남원시청 이사회이사회이사회독립기구독립기구독립기구

자문기구자문기구자문기구

기획기획기획 연구개발/가공연구개발/가공연구개발/가공 시설관리/운시설관리/운시설관리/운 홍보 마케팅홍보 마케팅홍보 마케팅

2. 각종 사업의 추진전략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파급효과의 대중

성과, 제한성, 투자사업비의 규모 문제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추진해야 

할 사업의 파급효과, 투자사업비 조달 용이성 등 제 요인을 고려한 추진

전략이 필요함.

그림 7-3. 사업의 우선순위 의사결정 모형(개념도)

제한성

허브미 생산
허브육 생산

생물단지 조성
기능성식품 개발

소규모 대규모
허브엑스포
꽃길 조성         

허브테마파크 조성
자생식물공원 조성

대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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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단계별 추진사업(예시)

  ○ 남원 허브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

그림 7-4. 남원시 허브산업의 발전단계별 추진사업(예)

부
가
가
치

기반조성구축

생산․유통 기반사업
(조직화, 교육사업)

성장 성숙 발전단계
2005 2010 2015 2020

동양허브 발굴․이용사업

관광 인프라 개선․구축사업

친환경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사업

향 추출 사업

품질관리 및 홍보사업

대체의학 개발사업

수출확대 사업

외국관광객 유치사업

3. 투융자 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 방안

3.1. 남원시 세입･세출 현황

□ 연도별 예산규모

  ○ 남원시의 연도별 예산은 2000년 1,971억 원에서 2005년 2,883억 원으로 

46.3% 증가함.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17.6%에서 14.3%로 하락

표 7-4. 남원시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예산규모 자주재원
재정자립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

재정보전금

2000년 197,144 167,752 29,392 29,528 14,700 12,346 2,482 17.6

2001년 269,701 237,630 32,071 33,723 15,591 14,886 3,246 14.2

2002년 334,465 303,582 30,883 34,698 16,018 15,551 3,129 11.4

2003년 271,915 256,053 15,862 37,341 16,760 16,961 3,620 14.6

2004년 246,544 228,186 18,358 37,580 18,060 15,302 4,218 16.5

2005년 288,349 272,411 15,938 39,085 17,684 17,484 3,917 14.3

자료: 남원시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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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

  ○ 남원시 일반회계 비목별 세출예산 중 경제개발비가 2000년∼2005년 

36.5%∼3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사회개발비

가 같은 기간 36.9%∼35.5%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개발비 중 농수산개발비는 2004년에 328억 원, 2005년에는 전년보다 

31.2% 증가한 430억 원으로 전채 대비 43.7%를 차지하고 있음.

표 7-5. 남원시 일반회계 비목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년도 합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2000 167,752(100) 37,330(22.3) 61,961(36.9) 61,296(36.5) 128(0.1)  7,037(4.2)

2001 237,629(100) 45,512(19.2) 76,799(32.3) 101,653(42.8) 324(0.1) 13,341(5.6)

2002 303,582(100) 46,374(15.3) 78,311(25.8) 170,420(56.1)  83(0.0)  8,374(2.8)

2003 256,053(100) 48,718(19.0) 76,789(30.0) 124,431(48.6)  94(0.0)  6,021(2.4)

2004 228,186(100) 66,309(29.1) 68,739(30.1)  88,060(38.6)  85(0.0)  4,993(2.2)

2005 272,411(100) 73,254(26.9) 96,647(35.5)  98,608(36.2)  45(0.0)  3,857(1.4)

자료: 남원시 통계연보

3.2. 허브산업 육성 투융자 계획

□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표 7-6. 현재 진행 중인 허브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단위: 억 원

사업명
투자비 사업

기간

사업

목적
비고

국비 시비 도비 민자 기타 계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 3.7 5.55  2.4 9.1 - 20.75 ’05년∼ 생산

허브생물단지 조성 15 8.5  6.5 30 - 60 ’04∼’09년 생산

허브 고급육 생산․육성 - - - - - - ’04∼’08년 생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20 24 23 - - 67 ’04∼’07년 관광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 50 35 15 - 100 200 ’04∼’08년 관광  

춘향허브마을육성 1 1 - - - 2 ’05∼’06년 관광

허브소품생산 0.3 - - 0.2 - 0.5 ’05년∼ 관광

허브꽃길 조성 - - - - - - ’05∼’06년 관광 ’06년 투자예정

허브제품 개발/판매 - 2 5 3 - 10 ’05∼’10년 개발/홍보

허브음식점 운 - - - - - - ’05년∼ 개발/홍보

신활력 사업  77.83 13.45  8.4 54.96 - 154.64 ’05∼’07년 정책

계 167.83 89.5 60.3 97.26 100 514.89

자료: 남원시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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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활력 사업비는 허브산업 육성에서 중추적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허브관련 사업은 생산, 제품개발 

및 홍보, 정책수립 분야 등 총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표 7-7. 신활력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2005∼2007년)
단위: 억 원(%)

사업명
투자비

사업목적
신활력 기타국비 시도비 시군비 민자 계

지역혁신체계구축 2.1(7.1) 12(40.6) 6(20.3) 6.47(21.9) 3(10.1) 29.57(100) 컨설팅

허브식물 계약재배 37.9(47.7) 2.33(2.9) 0(0.0) 1.43(1.8) 37.86(47.8) 79.52(100) 생산

허브미 생산 및 브랜드 개발 10.9(34.1) 0(0.0) 2.4(7.5) 5.55(17.4) 13.1(41.0) 31.95(100) 생산

허브기능성 식품개발 및 브랜드화 3.7(78.7) 0(0.0) 0(0.0) 0(0.0) 1(21.3) 4.7(100) 제품개발/홍보

허브산업 기업유치 8.9(100.0) 0(0.0) 0(0.0) 0(0.0) 0(0.0) 8.9(100) 정책수립

계 63.5(41.1) 14.33(9.3) 8.4(5.4) 13.45(8.7) 54.96(35.5) 154.64(100) -

자료: 남원시청 내부자료

□ 향후 추진예정 사업 

  ○ 한국허브산업연구센터 설립, 허브관련 기업유치, 허브 한방병원 유치 등

임. 이들 사업 중 의료, 가공유통, 연구개발 분야는 장기적인 투자안이 확

정되었지만, 현재는 기초계획 수립 단계임.

표 7-8. 허브관련 추진 예정사업의 예산 편성
단위: 억 원

사업명
투자비 사업

기간

사업

목적
비고

국비 시비 도비 민자 기타 계

한국허브산업연구센터설립 30 15 3 - - 48 ’06∼’09년 정책

허브밸리지구 부지매입 - - - - - - ’05∼ 정책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 지정 - - - - - - ’05∼’08년 정책

지리산허브밸리 민자유치 - - - - - - ’05∼’15년 정책

허브 한방병원 유치 - - - 20 - 20 ’05∼’08년 정책 250억 투자 예정

2006 허브 엑스포 개최  4  2 2 - -  8 ’06년 관광

계 34 17 5 20 - 76

자료: 남원시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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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사업비 규모

  ○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허브생산

소득 분야 3개, 관광자원개발 분야 6개, 제품개발․홍보 분야 2개, 정책

수립 분야 5개로 총 16개 사업임. 총 사업비는 590.9억 원으로 재원은 국

비를 포함해 정책자금이 69.1%, 민자가 19.8%임.

    - 관광 및 생산 분야의 투자비가 총 투자비의 60%를 상회하고 있음. 이는 

허브산업 육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초점이 허브와 연계한 관광의 

활성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원시의 투자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표 7-9. 허브산업 육성사업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사업 분야 사업 수
투자비

계
국비 시비 도비 민자 기타

허브생산소득  3개 18.7(32.2) 14.05(17.4) 8.9(11.0) 39.1(48.4) - 80.75(100)

관광자원개발  6개 75.3(27.1) 62(22.3) 40(14.4) 0.2(0.1) 100(36.0) 277.5(100)

제품개발․홍보  2개 - 2(20.0) 5(50.0) 3(30.0) - 10(100)

정책수립  5개 107.83(48.4) 28.45(12.8) 11.4(5.1) 74.96(33.7) - 222.64(100)

계 16개 201.83(34.2) 106.5(18.0) 65.3(11.1) 117.26(19.8) 100(16.9) 590.89(100)

자료 : 남원시청 내부자료

3.3. 자금조달 방안

□ 정책지원사업 활용 및 민간자본 유치

  ○ 허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함. 가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사업은 농림사업의 

단일사업과 함께 신활력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오지개발사업, 균특

회계사업 등 부처 사업별로 모색할 수 있음.

  ○ 한편, 허브산업은 민간부문의 참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민자유치를 통

한 사업전개가 중요함. 이를 위해 민자유치 장려정책과 함께 투자의 실

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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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가능 정책지원사업의 종류

  ○ 생산․가공․유통․축산․기타분야

    - 농업관련 생산․가공․유통 및 축산분야의 정책지원사업은 대부분 농림

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 농촌진흥청에서

도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표 7-10. 정부정책지원사업의 종류Ⅰ(생산․가공․유통․축산)

사업분야 사업명 정부부처

생산

○ 농업기반 정비사업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균특)

○ 밭기반 정비사업(균특)

○ 농기계 임대사업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가공

○ 농산물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 새기술보급시범

○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유통

○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자율)

○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 일반조직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축산

○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 지원

○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기타 
○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 평생학습도시 조성

농진청

교육부

  ○ 관광 및 지역개발 분야

    - 관광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지원사업은 농림부뿐만 아니라 건설교통

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함.

    -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정주기반조성을 핵심으로 하여 

관광과 지역개발의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임. 

    - 행정자치부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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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역사, 문화, 축제를 바탕으로 농촌관광의 

인프라 구축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에서는 낙후지역의 지역특화개발과 관련

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표 7-11. 정부정책지원사업의 종류Ⅱ(관광․지역개발)

사업분야 사업명 정부부처

지역개발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면소재지활력 증진사업)

○ 지역특화사업(균특)

○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 산촌개발사업

○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소도읍개발사업

○ 오지종합개발

○ 정보화시범마을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 자연생태우수마을 조성사업

○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오염하천 정화사업

○ 지역특성화사업

○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산림청

산림청

행자부

행자부

행자부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문광부

중기청

관광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전원마을조성사업

○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 농어촌열린문화마당조성

○ 한국민속예술축제지원

○ 문화의거리 조성지원

○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진청

문광부

문광부

문광부

문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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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책자금 활용방안 예시(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은 현재상업과 연계지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유도

☐ 지원대상자 및 지원조건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재원: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시․도지사

  ○ 사업 담당부서: 농림부 구조정책과(총괄)

  ○ 보조사업비

    - 농촌마을개발: 권역당 3-5년간 70억원 수준 지원(국고 80%, 지방비 20%) 

→ 권역 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 예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 농특회계로 별도 지원

☐ 남원에서의 사업추진 방향
  ○ 2005년 현재 2006년도 사업량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20개 시군이 일괄 선

정된 상태로 2007년도 사업에 신청 가능(2006년에 신청서 제출)

  ○ 사업주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혁신 활동이 우수한 곳에 우선권 부여

    - 허브산업 클러스터사업단 설치(민간인 참여 바람직) 및 농산업혁신전문

가위원회 구성

    -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성요소 확보 및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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