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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경제·생활권이 역화되면서 농어  지역경제가 축될 기에 처해 있

다. 지역주민의 유출로 과소화 상이 심화되고, 시장범 가 확 되어 농

어  지역의 수요기반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생활권 역

화 추세가 농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한 과제이다.

  그런데 농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농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

은 매우 높다. 도시지역보다 농어 지역은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식품산

업이 차지하는 비 이 높고, 고용비 도 높다. 한 농어 지역에서는 농

식품산업을 바탕으로 하여 2, 3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산

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인 응과제이다.

  그동안 농어 지역에서는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들이 다양하

게 추진되었다. 농업정책의 부분이 이와 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지만 경제·생활권 역화 상을 직 으로 고려한 합한 

정책을 마련하 다고는 할 수 없다. 경제·생활권 역화의 에서 농식

품산업 활성화 정책을 평가해 보고, 보다 효과 인 책으로 개편하는 것

이 필요하다. 경제·생활권 역화에 따라 시장범 가 확장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지역 간 력을 통해 보다 규모화 하는 등의 차별화된 

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제·생활권 역화에 응하는 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고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가 경제·생활권 

역화에 응하여 농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진하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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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경제·생활권 역화 추세가 농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의 응방안을 모색하기 해 경제·생

활권 역화의 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농어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높고, 고용 측면에서도 농림어업부문의 비 이 높다.  농식품산

업을 바탕으로 하여 2, 3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 지역에서

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 다른 부문의 성장도 요하지만, 지역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식품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생활권 역화를 활용하는 활성화 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인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경제·생활권 역화에 응하여 농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략은 

기능 인 측면과 공간  측면에서 구분하여 근할 수 있다. 기능 인 측

면에서는 농업생산·산지유통·식품가공산업으로, 공간 인 측면에서는 소규

모 지역  응과 역  지역 간 연계 력 응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동안 농어  지역에서는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농업정책의 부분이 농식품산업의 활성화와 어느 정도 

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서 볼 때, 농업

정책이 경제·생활권 역화 향과 효과를 직 으로 고려한 합한 정책

을 마련하 다고는 할 수 없다. 부분의 정책이 농업생산에 집 되어 있

고, 그에 따라 소규모 지역  응정책에 더 큰 비 을 두고 추진되어 왔

다. 농산물산지유통정책에서도 시군단  정도를 상으로 하는 정책이 

역  응정책이고, 식품산업 육성정책도 통식품 육성 등 지역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생활권 역화의 에서 보면 재 시행되고 있는 농식품산업 활

성화 정책의 구체 인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산지유통정책의 경우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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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정책이 읍면단 의 소규모 산지유통조직 육성

정책과 함께 추진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산지유통조직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 추진되고 있는데도 이와 유

사한 정책사업이 신설되면서 산지에서 혼란을 래하고 있다. 셋째, 앙

정부의 산지유통 지원정책은 각각 다른 부서에서 상이한 재원·조건으로 운

되고 있어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 넷째, 역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

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 참여 시군 농업정책에서 력체계가 구축되

지 않아 규모화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 은 첫째, 지역식품산업을 육성하기 

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나 서로 다른 지원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정책은 통식품 심의 차별화된 식품산업에 집

하고 있는 데 반해 사업범 는 규모화 되지 못하여 R&D체계, 안 성 리 

등의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고비용의 기반인 라 구축이 미흡하다. 셋

째, 원료공 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식품산업과 농업생산의 연계지원정

책이 부족하여 원료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식품산업 부실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식품가공사업 자체만을 육성하고, 원료농산물의 신선농산

물을 매하는 산지유통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

고 있다.

  경제·생활권 역화에 응하여 농식품산업 육성 정책은 지역 여건에 따

라 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소규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산물 는 식품을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는 품질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략

이며, 다른 하나는 주요 품목을 심으로 여러 시·군이 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 하는 랜드 략이다. 품질 면에서 차별화된 농식품 생산과 

매를 진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앙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그러면서 역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농식품산업 분야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조직을 설치하여 기  지방자치단

체의 부족한 자원동원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컨 , 식품산업 연구

개발센터, 식품안 성센터, 식품산업 지원센터 같은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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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역 랜드 략을 실 하는데 가장 요한 과제는 주요 품목별로 

역규모의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역조직 육성정책은 재 

존재하는 작은 규모의 생산  유통 법인을 개별 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품목 부류별로 단일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 단순

화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일 역조직을 육성하되 랑스 르타뉴의 

Cerafel농 과 같이 규모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개별 산지조직을 엮어 연합

조직을 결성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조직의 표뿐만 아니라 품목별 의회의 도입·운 을 통해 이해 계

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지유통조직육성정책에서도 역단  품목

별 의회를 도입하여 운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vii

ABSTRACT

The Strategies to Revitalize the Agro-food Industry in 
Rural Areas under the Mega-Regionalization of Economy 
and Life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how to revitalize the 
agro-food industry under the current mega-regionalization of economy and 
lifestyle in rural areas.

First, this research show the need for stimulating agro-food industry 
in rural area. Second, we analyze how the agro-food nurturing policies is 
proceeding and what the problems are. Third, recent case studies of 
agro-food industry is conducted such as Hessare marketing firm in common 
and Sunchang-gun red pepper paste cluster. Lastly this study suggests strat-
egies how to stimulate the agro-food industry in rural areas.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is provided as the following. Agro-food 
nurturing policies need to include two facets: differentiation and 
cooperation. Differentiation is to focus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yielded in a small area. Cooperation is to develop mega-region's brand 
through which neighboring areas should cooperate with.

Researchers: UI-Sik Hwang, Kwang-Soo Kim
E-mail address: eshw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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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농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성장률이 높은 2차 산업  3

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농림어업의 활성화가 다른 

도시지역보다 요하다. 이는 군으로 표시되는 농어 지역일수록 지역 내 

총생산(GRDP)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 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 고용 측면에서도 농어 지역에서는 농림어업 부문의 비 이 상

으로 높다. 지역발 이 낙후되어 있는 농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정부가 

성장 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GRDP 성

장률은 떨어지지만 농림어업 부문의 GRDP 성장률은 상 으로 더 높다. 

이와 같이 농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지역경제 성장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 이 높아 요한 부문이다. 농림어업 부문의 활성

화가 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성장 진지역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은 2.5%인 반면 성장 진지역 이

외의 지역은 6.3%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농어 지역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지역 간 격차가 확 되고 있다. 그런데 농림어업 생산액 성

장률을 보면 성장 진지역에서는 1.4%인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0.2%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 지역일수록 농어업의 성장률이 더 높다.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아 군지역이 농어 지역

으로 잘 구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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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
농림어업부문
GRDP

취업자(2009)

2000 2007 성장률 2000 2007 성장률 체 농림어업 숙박업 그외
군 평균 878 1,142 3.8 131 135 0.5 100 41.6 15.0 43.4

시 평균 3,247 5,019 6.4 157 170 1.1 100 13.8 19.7 66.5

성장 진지역 788 935 2.5 127 140 1.4 100 44.7 15.0 40.3

성장 진 이외 2,912 4,455 6.3 157 159 0.2 100 14.5 19.4 66.1

체평균 1,874 2,754 5.7 142 150 0.8 100 21.4 18.4 60.2

표 1-1.  시·군 유형별 GRDP 성장률  취업자 비

단 : 십억 원, %

  주: 자료 구득이 가능한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을 상으로 하 으며, 성장 진지

역은 체 70개 시군  43개 시군임.

자료: 각 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에서 다른 요한 지표인 고용비 을 보면, 농업부문 활성화의 

요성을 알 수 있다. 체 취업자 수  농림어업 취업자 비 을 살펴보

면, 농어 지역인 성장 진지역에서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 지역인 군지역의 농림어업 부문 고용비 이 41.6%인 반면 시지역은 

13.8%이다. 성장 진지역은 군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인 44.7%이다. 즉, 농

어 지역일수록 농림어업의 생산액과 고용이 많기 때문에 농림어업 부문

의 활성화가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림어업 비  는 농림어업 취업자 비 이 높은 지역일

수록 GRDP 성장률이 상 으로 낮다. 서로 연 성을 가지고 있다. 농림

어업 부문의 비 이 높은 지역일수록 연평균 성장률이 5% 이하이다. 산업

발 에서 농림어업 부문의 성장률이 더 낮기 때문에 이 부문의 비 이 높

은 지역일수록 성장이 더딘 것이다. 이는 지역발 을 해서는 비농림어업 

부문의 발 을 더 확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어 지역일수록 다른 산업의 유입조건이 좋지 않아 성장률이 

낮은 농림어업 부문의 비 이 높기 때문에 재 비 이 높은 농림어업 부

문의 활성화에 을 맞추는 것이 효과 이다. 따라서 농어 지역에서는 

다른 부문의 성장도 요하지만 지역산업의 원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활성화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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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림어업 비 별 GRDP 성장률 분포(2000년 비 2007년)

그림 1-2.  농림어업 취업자 비 별 GRDP 성장률 분포(2000년 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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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화에 따른 농식품산업의 기회와 기

  경제·생활권이 역화되는 것은 인구이동  소비지역이 확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생활권이 역화 상은 농어 지역의 농식품산

업 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로는 먼  농업생산 부문에서 농가인구가 도시부

문으로 이농하면서 농업생산의 규모화 가능성이 확 된다는 것이다. 규모

화가 진되면서 농업생산의 수익성이 증가하여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

다. 산지유통 부문에서는 도농교류의 확 로 직거래가 확 되고, 인 지역

과의 교류 확 로 안정 인 공 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규모

화로 랜드 워를 더 강화할 수 있고, 물류시설의 확충, 산지유통시설의 

투자 등에 한 능력이 확 되고 수익성도 강화될 것이다. 식품산업 부문

에서는 다양한 식품산업의 진입이 용이하며, 식품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조달이 쉬운 장 이 있다. 나아가서는 원료농산물의 지역 내 조달범 가 

확 되어 원료조달이 용이하여 비용이 감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경제·생활권의 역화는 농식품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다 

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먼  농업생산 측면에서는 

농어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과소화, 공동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한 농어 지역일수록 농업투자

축소로 농업생산기반이 축소되어 농업생산이 축될 수 있다. 산지유통부

문에서는 읍면단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로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소비권의 확 로 재래시장· 통시장 등 지역 내 시장이 축

되어 지역 매가 축소되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지역의 범 가 확 되면서 

지역충성도가 낮아져 지역 차별화와 지산지소 활성화가 더 어렵게 된다. 

식품산업 부문에서는 규모가 세한 통식품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기

업 식품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존립기반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지

역 통식품의 차별성이 차 약화되는 기에 직면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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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농식품산업의 기회와 기

기  회   기

생산
부문

․농가호수 감소로 규모화 가능
․우수인력의 유입으로 경 능력 
강화 

․농어 지역 과소화, 공동화로 생
산노동력 조달 애로

․생활여건이 부족한 농어 지역
일수록 생산기반이 축소

산지
유통

․도농교류 확 로 직거래 확산
․인 지역과 력 확 로 안정  
공 능력 구축  랜드화

․규모화에 따른 물류시설 등 시
설투자능력 증

․소규모 유통조직은 경쟁력 상실
․지역 내 재래시장 등 통시장 

축으로 시장이 축
․지역의 범  확 로 지역차별화 
가능성 약화

식품
산업

․농식품의 융복화 등 다양한 식
품기업의 진입 활성화

․식품산업 종사인력의 조달 용이
․원료농산물의 지역 내 조달 확

․ 기업 식품기업과 통식품의 경
쟁 심화

․ 통식품의 차별성 약화

  경제·생활권의 역화는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기회와 기요인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기회요인을 확 하고, 기요인을 최소화하는 략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기회요인을 확 하기 해서는 보다 지역  차별화를 

강화하면서 기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 인근지역과의 연계 력 

등으로 규모화하는 략이 필요하다. 기요인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인근지역과 연 , 력에 의한 역  응 략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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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의 황

  경제·생활권 역화에 응하여 농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응

략은 기능 인 부문과 공간  부문으로 기 을 설정하여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능 인 것으로는 농업생산, 산지유통, 식품가공산업 등으로 구분하

는 것이고, 공간 으로는 소규모 지역  응정책과 역  연계 력 응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농식품산업의 기능  구분에 의한 활성화 방안은 농업생산, 유통, 식품

산업 등 세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 부문별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가가치

를 높이는 근방안이다. 농업생산 부문의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품

목별 주산단지를 구축하는 것, 화된 시설  효율 인 생산체계를 구

축하여 농업생산을 진하는 것 등이 있다. 산지유통 부문의 경쟁력을 강

화하는 방안으로는 시장변화 등에 응한 지역농산물의 랜드화를 진

하는 것, 학교 식과 같이 지산지소 등으로 지역 내 소비를 진하는 방안

이 있다. 통식품  식품산업 육성방안으로는 통식품, 가공식품 등 식

품산업 육성을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 농업의 융·복합화

하는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모든 농식품정책이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으로 환하는 것 등 생산부문은 제외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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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의 공간  구분

분야 지역  차별화 정책 역  상정책

농업

생산

농업생산효율화

주산단지화, 농기계공동이용

첨단시설농업, 마을 농조직

친환경클러스터 조성

한우클러스터사업

산지

유통

일반APC 운 , 산지출하조직 리

소규모 차별화상품 개발

지산지소의 로컬푸드

역 랜드마 조직 육성

거 APC 운

거 물류센터, 학교 식

농식품

산업화

통식품 개발(지역특화식품)

시설 화 지원

R&D체계의 구축, 식품안 성 

리기능 강화 등 클러스터 조성

농업의 융·복합화

  농식품산업 활성화 응 략은 기능  구분 이외에도 공간 으로도 구

분하여 볼 수 있다. 즉, 소규모 지역 으로 응하는 것이 효과 인 것과 

인 지역과 연계· 력하여 역 으로 응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구

분하여 볼 수 있다. 소규모 지역 으로 응하는 것은 지역차별화, 지역특

화 등 지역의 특색을 강조하는 략이고, 역 으로 응하는 것은 인

지역과의 연계 력 등으로 보다 규모화하고 문화하는 방식이다.

  재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산업 활성화 련 정책도 이와 같이 공간 으

로 재편하여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역  응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

업 상 범 가 시군단  이상으로 확 된 정책들이다. 이를 구분한 것이 

<표 2-1>이다.

  농업생산 부문에서는 부분의 정책이 표에 설명된 것 이외에도 지역에 

특화되어 용되는 정책들인 반면, 역 으로 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친환경 역클러스터 등과 같이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있다. 

농산물 산지유통 분야에서는 산지농가의 랜드 리, 소규모 차별화 상품

개발, 상품화를 한 소규모 APC 운  등이 지역 착형 정책이고, 랜

드화를 통한 마 조직 육성, 물류센터의 운 , 거 APC 운  등의 정책

이 역  응을 추구하고 있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식품산업

에서는 통식품 생산가공, 개별업체의 시설 화 등은 지역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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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고려한 정책이고, 역식품클러스터 조성정책 등이 역 으로 

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게 볼 때 부분의 정책이 농업생산에 집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소규모 지역  응정책이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고, 역  응정책

은 은 편이다. 농산물산지유통정책에서도 시군단  정도를 상으로 하

는 정책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육성정책도 통식품 육성 

등 지역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생활권 역화라는 상에 응하고

자 하는 정책은 매우 게 마련되어 역화의 요인에 효과 으로 응

하지 못하고 있다. 

2.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황

2.1.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의 추진현황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은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랜드화  규모화를 

진하기 하여 추진되어 왔다. 2000년 읍면단 별로 산지유통 문조직 육

성사업이 도입된 이후 보다 규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규모화

를 진하기 하여 공동마 조직 육성, 거 APC 육성사업 등이 추진되

었다. 다른 한편으로 품목별로 랜드화를 진하기 하여 품목별 랜드 

육성사업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산지유통시설 지원과 함께 생산기반 조

성을 지원하여 조직화된 농가를 육성하는 규모화를 추진하 다. 랜드 경

체 육성정책과는 달리 시군단  매사업의 강화를 하여 2008년부터

는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경 비지원과 함께 운 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 일반APC 건립에 해서는 특회계에서 자율사업으

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운 ·지원하는 정책은 시간 으로 볼 

때 '00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시작으로 '07년 원 ·과실 랜드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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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09년 시군 유통회사건립지원사업 등이 연차 으로 도입되었다. 그

러나 신규 사업이 도입되었다고 해도 기존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채로 사

업이 유지되고 있어, 어떤 부문에서는 기존정책과 신규지원정책의 복으

로 인한 지원조직 간 복이 나타나고 있다. 지원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정책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들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법

인들이 생겨난 것이 특징이다. 각 사업들은 유사한 목 을 가지고 도입되

었으나, 공동마 조직·시군유통회사· 랜드경 체 등 다양한 조직을 요

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산지에서는 여러 형태의 조직이 구성되어 정책 지

원을 받고 있다.

사업명 지원 상 지원규모 사업목 주요 사업내용

공동마

조직지원
∙공동마 조직

∙’09년 2,025억 원

∙사업비 300억 원 이내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거래교섭력 확보

∙출하 선도 , 계약재배 계약 , 가공원료 구

입, 매취자 , 산지유통시설 개선자  등

시군

유통회사 

설립지원

∙시군유통회사

∙’09년 366억 원

∙설립 기 운 자  개소당 6.6억 원

∙운 활성화자  개소당 70억 원

∙시군 단  이상의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운  지원

∙설립 기 운 자

∙원물확보 등을 한 운 활성화자  

농산물 랜드 

육성
∙ 랜드경 체

∙’09년 790억 원

∙원 작물 개소당 200억 원

∙밭작물 개소당 10억 원

∙유통환경 변화에 응하여 

우수 농산물 랜드 육성

∙조직운  지원, 마 지원, 종합처리시설

∙원료확보자 , 참여농가시설 지원, 기타경

상경비

고품질

랜드육성
∙  랜드 경 체

∙’09년 198억 원

∙시설 화 개소당 20억 원

∙교육·홍보 개소당 2억 원

∙통합 RPC를 심으로 랜

드  육성

∙ 가공시설 화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랜드 컨설

과실 랜드육성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 시행주체

∙’09년 45억 원

∙ 국공동 4년간 52억 원

∙지역공동 개소당 연간 3～4억 원

∙ 국공동 랜드  지역공

동 랜드 육성

∙품질 리, 마  운 , 랜드 홍보 등 포

지원

축산물 랜드 

경 체 지원

∙축산물 랜드 

추진경 체

∙’09년 1450억 원

∙농축  자기자본의 500% 이내

∙기타 경 체 50억 원 이내

∙ 랜드 축산물 생산·유통

을 선도할 핵심주체 육성

∙생산지원자   랜드 운 자

∙ 랜드 매시설 설치자

일반APC

건립 지원
∙산지유통조직 일반 ∙ 특회계에서 지원 ∙산지유통시설 확충 ∙ 소규모 APC 건립

표 2-2.  규모화된 산지유통정책의 내용

자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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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랜드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육성·지원된 산지유통조직은 국 으로 711개에 이른다.(<표 

2-3> 참조) 상품화를 한 APC건립이 지원되면서 산지유통조직은 조직 

수뿐 아니라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외형 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산지유통

조직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APC는 '00년 173개소 던 것이 '04년 210개

소, '10년 320개소에 이르며, '04년부터 과수분야 거 APC 건립이 추진되

어 15개소가 완공된 상태이다. 공동마 조직은 '05년 9개소를 시작으로 

'10년 31개소에 달해 외형 인 성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한 련 정책자 이 규모로 산지유통에 지원되었는데, 산지유통활

성화사업과 수 안정사업의 잔액만도 약 2조 원으로,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체 산·기  융자 잔액의 1/4 수 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육성한 산지유통조직의 취 액 규모를 보면, 50% 이

상이 취 액 규모가 100억 원 이하인 세한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

으로 조직 규모가 세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규모화하고 시군단

 이상으로 역화한 공동마 조직  거 APC조직의 경우에는 취

액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조직이 각각 36.4%와 46.2%에 이르고 있다. 

규모화를 진한 정책일수록 취 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 액 규모

계50억 원 
이하

50억 ～
100억 원

100억 ～
200억 원

200억 ～
300억 원

300억 원 
이상

공동

마 조직

2

(9.1)

-

- 

7

(31.8)

5

(22.7)

8

(36.4)

22

(100)

거 APC
1

(7.7)

1

(7.7)

2

(15.4)

3

(23.1)

6

(46.2)

13

(100)

산지유통

문조직

18

(6.1)

73

(24.9)

122

(41.6)

48

(16.4)

32

(10.9)

293

(100)

산지유통

조직 체

172

(24.2)

201

(28.3)

222

(31.2)

64

(9.0)

52

(7.3)

711

(100)

표 2-3.  산지유통조직 유형의 취 액 규모별 개소수

단 : 개소, (%)

자료: 산지유통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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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액 규모

50억 원
이하

50억 ～
100억 원

100억 ～
200억 원

200억 ～
300억 원

300억 원 
이상

산지
유통
조직

매출액 2,934 7,367  14,196  24,315  51,829  

시설가동률 56.4  57.4 73.2 77.8 79.6 

농가지 액 2,158  4,733 9,809 18,314 28,190 

정부지원 1,046  2,181 4,288 7,195 11,818 

공동
마
조직

매출액 4,590 0 15,828  23,576  61,671  

시설가동률 47.5  0 80.5 77.6 75.0 

농가지 액 4,553  0 14,620 19,914 48,175 

정부지원 2,862  0 14,990 15,863 23,373

표 2-4.  산지유통조직의 취 액 규모별 주요 지표 평균

단 : 백만 원

주 1) 농가지 액은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한 액과 수탁 매를 통한 농가 지  액

을 합한 액임.

2) 정부지원 은 단기차입정부지원 과 장기차입정부지원 을 합한 액임.

  취 액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시설가동률이 높고, 농가에 한 농산물 

구입비용인 농가지 액이 더 많아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추진이 필요하

다고 단된다. 특히 역화를 추구한 정책의 지원을 받은 공동마 조

직, 거 APC조직 등이 상 으로 시설가동률이 높고 농가지 액이 많음

을 확인할 수 있다.

2.2.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현황

  농어  지역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한 지원정책은 기에 통식품

개발정책과 산지농산물가공사업 지원정책이 심 으로 추진되었다. 통

식품개발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

한 농어가의 소득원 개발, 성출하기의 원료농산물 수매·가공처리를 통한 

수 안정으로 가격안정 도모, 그리고 고유한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 과 식

문화의 서구화 억제를 목 으로 추진되었다.

  일반산지가공사업은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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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원료농산물의 가공처리에 의한 가격 안정, 가공공장 취업 확  등을 

통해 농어  지역의 소득을 증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 이 있

다. 2007년 말까지 1,830억 원을 지원하여 총 299개의 산지 농산물가공업

체를 지원하 다.

  식품산업의 농림수산식품부 이  이후 2009년부터는 통발효식품육성

지원사업과 농식품시설 화사업,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

업, 천일염육성지원사업 등 식품산업 련 신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은 통발효식품을 세계 인 명품으로 육성

하기 해 통발효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 화자 을 지원하여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한 사업이다. 

2009년 115억 원(자부담 23억 원 포함), 2010년 105억 원(자부담 21억 원 

포함)을 융자할 계획이다.

  농식품시설 화사업은 식품제조·신선편이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안

성 확보를 한 시설 화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까지 시

설 화 200개소와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유통업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2017년까지 1,500톤 규모의 가공시설 22개소 육성을 목표로 2008년 550억 

원, 2009년 700억 원, 2010년 515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은 생산자 는 생산자단체가 

식품제조기업에 안정 으로 원료를 공 하고 제조·마  능력을 갖춘 식

품제조기업을 육성하여 생산자와 식품기업이 상생하도록 하기 한 사업

이다. 2015년까지 30개 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2009년 100억 원, 2010년 

6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육성정책과는 별도로 지역활성화사업에서도 식품산업이 추진

되고 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만 하는 

통발효식품개발  농식품시설 화사업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

역단 에서 식품산업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지식경제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역클러스터사업(지역 략식품산업육성), 국가식

품클러스터사업 등의 정책이 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역 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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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 산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은 지역에 복합

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주도형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역클러스터사업은 앙정부 주도의 평균  농어가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 지역특화 농(어)산업을 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략품목 

육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의 네트워크에 의한 시 지 효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유사하지만 향토산업은 개

별 시·군단 로 추진되고 역클러스터사업은 복수 시·군  도 단 로 추

진된다는 에서 서로 다르다. 역클러스터 신규사업단(12개)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이다.

  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기존 역클러스터사업이 개

편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목 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심

축을 환하여 지역의 략 인 발 계획하에 식품기업 등이 참여하여 농

식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단, 시설비는 자부담 20%)로 사업단별 3년간 50억 원 내외로 차등 지

원한다.

사업명 지원 상 지원규모 사업목 주요 사업내용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 기업, 학, 연구소, 

테크노 크 등 

· 총 557억 원

· 사업단별 3년간 30억 원

·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 신역량 결집 

 지역산업 경쟁력 증

· 지역 신주체들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특

화 지연산업  향토산업 지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 신활력지역

· 제2기 총 5,646억 원

· 시군별 3년간 평균 80억 원

·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육성하여 

장기  자립발 기반 마련

· 지역역량 강화  지역발 을 유도하기 

한 S/W 주 사업

역

클러스터사업
· 클러스터 사업단

· ’09 514억 원

· 사업단별 평균 30억 원

· 지역 핵심 농수산업을 심으로 산․

학․연․ 의 시 지 효과 거양

· 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지원

· 산업화  마  활성화 지원 사업

국가식품

클러스터사업

· R&D 심의 식품

문연구생산단지
· 총 사업비 5,798억 원

· 식품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과 

융·복합  로벌 산업구축

· 핵심 R&D 기반시설 구축

· 운 활성화 사업

표 2-5.  지역 내 식품산업 활성화 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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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의 지원현황

  시군단  이상으로 역화를 진하는 사업으로는 산지유통사업에서 공

동마 사업, 랜드화사업, 거 APC사업 등이 있으며, 식품사업 육성과 

련된 사업으로는 역클러스터사업이 심이 되고 그 외 신활력사업  

RIS사업이 있다.

  지원사업별·품목별로 지원된 시군의 실 을 정리한 것이 <표 2-7>와 

<그림 2-1>이다. 부분 시·군은 1개 사업을 지원받았고, 2개 받은 지역은 

충주 등 31개 시·군, 3개 사업을 지원받은 지역은 16개 시·군, 4개 지원받

은 지역은 9개 시·군, 5개 이상 지원받은 지역은 안성, 이천, 월, 남원, 김

제, 고창, 순천, 나주, 무안, 보성, 의성, 상주, 제주 등 13개 지역이다.

  사업별로는 랜드화사업이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지원되

고 있고, 원  분야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다. 식품가공사업은 

RIS사업과 신활력사업, 그리고 클러스터사업에서 주로 지원되고 있다. 

  역클러스터사업의 경우에는 품목군별로 축산이 16개 사업단(이  한

우 9개)으로 가장 많고 원 ·가공 부분이 각각 11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추

진되고 있다. 축산부문은 조직화  계열화가 잘 된 이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보다 많은 조직이 선정되었다. 사업추진 유형별로는 생산·유통 

부문이 33개소 61%로 1차산업에서 가공(24%)→테마(15%)로 연계·발 하

는 기단계에 있다.

식량 원 축산 가공 특작 수산 기타 계

시범사업 4 3 4 5 1 - 3 20

본 사 업 1 6 7 5 3 - - 22

역클러스터 1 2 5 1 1 1 1 12

계 6 11 16 11 5 1 4 54

표 2-6.  품목별 클러스터사업의 추진

단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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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원 가공 지역문화

R
I
S

　 ( 남)순천

(충북)충주,제천

(충남) 산

( 북)남원,고창
( 남)나주,보성

(경북) 주

(경남)남해,하동 

(경기)안성

(강원)홍천

(충북)보은
( 북)순창

(경북)의성

(경남)창녕

　

신
활
력
사
업

(경기)연천
(강원)홍천

(강원)횡성

( 북)장수

(경남)남해

(강원)태백,정선,양구,양양 
(충북)제천,증평,괴산,단양 

(충남) 산,부여,청양, 산 

( 북)남원,진안,고창,부안 
( 남)나주,고흥,보성,화순,장흥

(경북) 천,상주,문경,의성,청송, 양,

청도,성주 
(경남)의령,함안,창녕,하동,산청

(충남)홍성

( 북)임실,순창,
부안

( 남)무안,장성

(강원) 월

(충북) 동
( 북)김제

( 남)곡성,진도

(경북)안동,군 ,
고령

(경남) 의령

클
러
스
터
사
업

(충남)아산
( 북)정읍,고창,김제,부안

( 남)순천,고흥,보성,강진,

해남 
(경남)김해,창녕,남해,하동,

산청,거창

주

(강원)춘천,철원,화천,양

구,인제,홍천, 월,고성

(충북)청원,보은,괴산,진
천,음성

(충남)보령,홍성

( 북)남원
(경남)거창,산청,함양 

제주

(경기)남양주, 주,가평,양평,여주,이
천,용인 

(강원)태백, 월,평창,정선

(충북) 동,괴산
(충남)서산,논산 

( 북)장수,진안,무주,완주 

( 남)보성,함평, 암,곡성,신안,구례,
무안,담양,장성 

(경북)안동,문경, 주,경산,상주

(경남)하동,남해 제주

(경기)포천

(충남)서천

( 북)임실
(경북)문경, 천,

상주,청도

　

공

동
마

조

직

　 　

(강원)평창
(경기)수원,구리,이천,안성,여주

(충북)충주,음성

(충남)논산,부여
( 북)남원,김제,고창

( 남)무안,나주,순천

(경북)경주,문경,상주,칠곡
(경남)진주, 양,합천

랜

드

화
사

업

(경기)안성,이천,여주
(강원)횡성

(충북)진천

(충남)부여,연기, 산, 보령,
공주

( 북)군산,김제,고창,정읍,

익산,남원
( 남)함평,해남,보성,장흥,

암,장성,나주, ,무안

(경북)상주,의성,경주,안동,
김천

(경남)김해,의령,함양

(경기)안성,이천,수원,용인,
여주,양평

(강원)횡성,홍천,원주,평창,

월,정선
(충북)보은

(충남)논산,천안

( 북)김제,장수
( 남)순천,함평, 암, ,

보성

(경북)상주,의성
(경남)김해 

제주, 구, 울산

(경기)안성,평택,화성,안산,이천,고양
(강원) 월

(충북)괴산,음성

(충남)서산,태안,논산
( 북)임실,진안,고창,익산, 주

( 남)무안,신안,나주,진도,해남, 암,

순천
(경북)상주,안동, 화, 천,의성

(경남)의령, 양,제주

표 2-7.  지역 농식품활성화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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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 강원 영동한우령∙ 평창 HAPPY700

∙ 음성 햇사레∙ 영동 포도∙ 괴산 고추

∙ 경북 사과∙ 상주 명실상주∙ 문경 오미자∙ 의성 마늘

∙ 하동 녹차∙ 창녕 양파∙ 남해 시금치
∙ 순천 순한한우∙ 나주 배∙ 보성 녹차∙ 무안 양파

∙ 전북 참예우∙ 고창 복분자∙ 임실 치즈∙ 순창 고추장

∙ 아산 친환경농업∙ 부여 굿뜨레∙ 논산 딸기

∙ 경기 잎맞춤∙ 안성 안성마춤∙ 화성 웰빙떡

∙ 제주 감귤∙ 제주 말

그림 2-1.  주요 농식품산업 활성화사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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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산업 활성화 정책의 문제

3.1. 산지유통정책의 문제점

  산지유통정책이 상품화, 어느 정도 규모화의 성과를 얻었지만 여 히 한

계 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규모화 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정

책이 규모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함께 추진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고 있다.

  공동마 조직 등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자 하 으나 일반

APC지원과 같은 규모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 읍면단

로 출하하는 규모의 세성이 지속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711개소  취

액이 100억 원 미만인 조직이 5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화를 

이루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로 규모화된 지역이 일부 

있지만, 부분이 시군단 의 사업을 추진하 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인 규

모화· 역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기존의 산지유통조직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데

도 유사 사업이 신설되면서 산지에서의 혼란을 래하고 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채, 기존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

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정책사업은 각각 별도의 법인화된 사업주체를 요구

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산지유통조직들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유사한 사업에 해 같은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담당주체가 

병립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계를 형성하고 있고, 산지조직 계열화의 혼란

을 래하 다. 정책사업의 사례를 보면, 산지유통조직을 육성·운 지원하

는 사업으로 '00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 신설되었으나 기존 사업이 없어

지지 않은 채로 '07년 원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 '09년 시군 유통회사 

건립지원사업이 생겨났다. 한 시설지원사업으로 '92년 APC 건립지원사

업이 신설되었으나 '04년 거 APC 건립지원사업이 생겨나면서 시설 간 서

로 경쟁하는 계를 형성하게 하 다. 이러한 정책 사업들은 지역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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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산지조직이 난립하고 경쟁하는 계를 형성하게 하 다. 다음은 다

양한 주체들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창군: 농 연합사업단-공동마 조직, 시군유통회사-통합 APC 등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원 랜드사업, 상주원 농 -공동마

조직, 곶감연합회 농조합법인-신활력사업,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

터-클러스터사업 등

∙순천시: 조합공동사업법인-거 APC, 순천농 -공동마 조직, 순천

친환경 농조합법인- 역친환경농업단지, 남친환경 농조합법인-클

러스터사업 등

  셋째, 앙정부의 산지유통 지원정책은 각각 다른 부서에서 상이한 재

원·조건으로 운 되고 있어 정책 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연계

성이 미흡하다. 다음은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과 시설 지원사업이 서로 연

계되지 못하고 다른 담당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황을 보여주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농안기 , 유통정책과), 

원 랜드사업(농안기 , 채소특작과), 과실 랜드사업(FTA기 , 과

수화훼과), 시군유통회사사업(농특회계, 유통정책과), 채소·과실수 안

정사업(농안기 , 채소과·과수과) 

∙시설 지원사업: APC사업( 특회계, 유통정책과), 거 APC사업(FTA

기 , 과수화훼과)

  넷째, 원 랜드화사업과 같은 역사업을 추진 시 사업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의체로 존재하는 경우 참여 시군 농업정책에서 력체계

가 구축되지 않아 규모화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

  지역 내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업 추진을 목 으로 생산

자 조직들 간 력을 하 지만 출하 약 등 사업참여 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업이 한 참여주체의 개별사업으로 락됨으로써 규모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수 S-APC의 경우 내 농 이 출하를 기

피하고, 무주, 진안, 남원 등 사업참여에 약한 지역도 참여하지 않아 사

업부실화가 발생하 는데, 이는 사업 추진주체가 참여주체와 느슨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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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한 것이 역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역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주체만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주체와 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참여주체의 이해를 조정해 주는 주체가 

없으면 한 시군의 단독사업으로 락하여 역화하지 못하게 된다.

3.2.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

  첫째, 지역식품산업을 육성하기 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나 서로 다른 

지원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으로 농식품시설 화사업,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 역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 RIS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상이한 조건으로 지역식품

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에 한 선호가 발생하고 결과 으로 추구했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를 들어 농식품시설 화사업은 융

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데 반해 역클러스터사업 등은 공공유형으로 

보조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상자들은 보조 심의 사업에 집

하게 되어 기존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 화는 정책 목표에 비해 과소 

달성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은 통식품 심의 차별화된 식품산업에 

집 하고 있는 데 반해 사업범 는 규모화되지 못하여 R&D체계, 안 성

리 등의 고비용 인 라 구축이 미흡하다.

  내농산물의 가공사업 확 보다는 통식품 심의 차별화된 식품사업

에 집 하고 있어 기술개발, 제품 신을 추진할 R&D기반이나 식품안 성

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범 가 규모화되지 못하여 R&D체계의 

강화, 식품안 성 리체계의 구축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 성이 낮아지고 있다. 즉 농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한 기술개발, 제품 신을 추진할 R&D기반이 취약하여 제

품화· 랜드화가 낮은 실정이고, 시군단 에 연구소가 설치되더라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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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창고추장의 경우 

연구개발을 해 장류연구소를 설치하여 26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련

사업의 인건비 보조가 없으면 군의 자체 산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조직

구조이다.

  셋째, 원료공 체계를 강화하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지원정책이 부족

하여 원료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식품산업 부실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을 한 지원조직과 원료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

는 산지유통조직이 서로 달리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역농업과 식

품산업 간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원활한 원료농산물 조달을 어렵

게 하여 조달비용을 증가시키며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순창고

추장 민속마을의 경우 연합사업조직과 계약재배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원

료농산물 조달이 비효율 인 반면 고창복분자의 경우에는 농 이 원료농

산물을 공 하여 보다 효과 으로 응하고 있다.

  넷째, 식품가공사업 자체만을 육성하고, 원료농산물의 신선농산물을 매

하는 산지유통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산지유통사업조직이 제품화를 한 가공사업( : 김치가공, 고춧가루 등)

으로 확 하고자 한 경우 이에 한 지원정책이 분리되어 있어 효과 으로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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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산지유통조직

1.1.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햇사 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은 ‘햇사 ’라는 랜드로 복숭아를 출하하

는 역유통조직으로서 경기 이천의 장호원농 , 경기동부과수농 과 충북

의 음성농 , 감곡농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일품목, 단일 랜드로 국 

제일의 출하량과 매액(’09년 17,499톤, 544억 원)을 달성하 고, 유율

도 높아 사업권역인 이천시와 음성군 복숭아 생산량의 73%를 취 하고 있

다. 햇사 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  간 사업연합인 연합사업단으로 시

작하여 지속 인 매출신장, 수취가격 상승 등의 사업성과와 랜드를 통한 

마  성과를 창출하 다.

가.  조직 황

  2002년 농 앙회 경기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4개 지역·품목농

의 복숭아 마  연합체로 시작한 햇사 연합사업단은 2006년 12월 햇사

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독립 법인화하 다. 재 조합공동사업법인

에는 경기 이천의 장호원농 , 경기동부과수농 과 충북의 음성농 , 감곡

농 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추가 으로 삼성농 , 생극농 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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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 다. 참여조합에는 109개 작목반과 2,176명의 조합원이 소속되

어 있어 2009년 기  출하물량이 13,906톤에 이르는 등 단일품목을 심

으로 농가  출하물량의 규모화를 달성하 다.

  경 체는 총회, 이사회, 표이사, 감사, 2부(복숭아사업부, APC운 부), 

4 (마 , 품질 리, 기획 리, 시설운 ), 3분과 원회(품질 리, 과수발

, 마 )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 원회에서는 사업단 직원과 농가 표 

참여조합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의 품질 리  출하방법을 의하고 

반 인 의사결정사항의 검토  기획역할을 력 으로 수행하여 사업추

진에 기여하고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표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역농 의 상무 1명, 앙회 차장 1명을 견하여 긴 한 업무

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05년 FTA기 지원 거 APC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산지유통시설을 건

립하 다. 연간 25,000톤 규모의 상품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복숭아와 수

박을 주품목으로 하여 각각 5,000톤과 15,000톤을 취 하고 있으며, 사과

와 배를 부품목으로 취 하고 있다. 거 APC만으로는 회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의 상품화가 불가능하므로 참여농 의 기존 선별장을 극 이

용함으로써 시설운 의 효율화를 증 시키고 있다.

경기도
햇사 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충청북도

이천시청

농  경기지역본부

음성군청

농  충북지역본부

장호원농 경기동부과수농 감곡농 음성농

경기 이천시 장호원 경기 이천시 장호원 충북 음성군 감곡면 충북 음성군 음성읍

참여농업인 참여농업인 참여농업인 참여농업인

▪ 작 목 반: 31개

▪ 조 합 원: 400명

▪ 출하물량: 1,973톤

▪ 작 목 반: 27개

▪ 조 합 원: 626명

▪ 출하물량: 3,414톤

▪ 작 목 반: 44개

▪ 조 합 원: 800명

▪ 출하물량: 6,578톤

▪ 작 목 반: 7개

▪ 조 합 원: 350명

▪ 출하물량: 1,941톤

그림 3-1.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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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 의 시설보유 황

구 분 집하시설 선별시설 냉시설 온 장고 선별기 활용계획

감곡농 1,650㎡ 660㎡ 110㎡ 330㎡ 1조 성APC

음성농 660㎡ 330㎡ 33㎡ 264㎡ 1조
거 APC와 
통합

장호원농 2,750㎡ 982㎡ 165㎡ 655㎡ 1조 성APC

동부과수농 1,487㎡ 1,345㎡ 99㎡ 661㎡ 2조 성APC

나.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공동마

을 총 기획하며, 거래처  수·발주 리, 랜드마  략 수립  실

행, APC운  총 리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각 참여조합은 농가 

출하회조직을 운 ·지원하고 있으며, 품질 리를 통과한 농산물을 거

APC에 공 하거나 자체 선별장을 거쳐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수·발주 시스템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법인은 거래

처와 련하여 수·발주 매정산, 가격결정, 클 임 리 등을 담하고, 4

개 농 과는 출하정보·생산정보를 공유하며 정산과 출하지시를 하고 

있다. 한, 물량 부족 시 농  간 물량조정을 통한 수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다.

주체 역할

조합공동사업법인
소비지 마  기능, 매 담, 공선출하회 육성을 한 

지원

참여조합
공선출하회 육성, 공동선별  공동 계산, 상품화  품

질 리

조합원
(공선출하회)

품질 기 에 맞는 농산물 생산, 철 한 계약 재배, 엄격

한 규약 수

표 3-2.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주체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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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주체 간 거래 계

장호원농협 음성농협

경기동부
과수농협 감곡농협

물량협조체계

∙ 창동  ∙ 양재
∙ 고양  ∙ 수원
∙ 성남  ∙ 충북

∙ 이마트  ∙ 삼성데스코
∙ 롯데마트 ∙ GS리테일
∙ 이랜드

수발주
판매정산

신규거래처

대형할인점

농협계통

햇사레거래처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출
하
지
시

생
산
정
보

출
하
정
보

다.  조직 발 과정

  햇사  사업이 시작되기 이 에 이 지역의 복숭아는 지역별 랜드의 난

립으로 랜드 워가 형성되지 못하 으며 형유통업체로의 출하도 어

려운 상황이었다. 2002년 6월에 복숭아 주산지인 경기 이천시 2개 농 (경

기동부과수농 , 장호원농 )과 충북 음성군 2개 농 (음성농 , 감곡농 )

의 연합사업으로 ‘햇사 ’ 랜드를 출범하 다. 햇사 는 규모 물량을 

기반으로 꾸 한 랜드 매출액 성장을 이루며 랜드 워를 키워왔으며, 

참여농가의 농가수취 가격 증 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12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독립하여 

문마 조직으로 문화를 도모하 고, 2007년 5월 법인화 추진이 완

료되었다. 2007년에는 기존 4개 농 의 공동소유 던 ‘햇사 ’ 랜드 소

유권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이양함으로써 랜드마  주체로서 외

 상을 제고하 다.

  조직화와 연계된 교육과 컨설 은 조직 발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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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  교육과 련하여 2008년에 이천·음성의 농가를 상으로 햇사  

리더 육성과정, 공선회 육성과정, 품질 리 연구회 교육과정을 운 하여 

농가 조직화를 도모하 다. 2009년에 지역특성화 교육에 연간 1,398명의 

농업인이 참여하 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

업인을 상으로 랜드 조직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과정과 일반

과정을 운 하여 재까지 758명의 인원이 참여하 다. 이러한 농가  참

여조합의 직원에 한 교육을 통하여 사업의 참여를 높이고 농가 간 결집

도를 높임으로써 역조직의 조직화 수 을 높이고 있다. 

  컨설 과 련하여 2003년 경기충북복숭아 연합사업을 시작으로 컨설

을 받았고, 햇사 연합사업단 컨설 으로 2004년 ‘햇사 ' 랜드를 소개

하 다. 2007년 ‘음성 햇사  거 APC 건립에 따른 운 방안 연구’, ‘햇사

 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운 략 컨설 ’을 통해서 법인화를 추진하

으며, 재까지 랜드 마 과 경 마 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컨설

을 통하여 역조직을 운 하기 한 조직운 , 랜드 마  략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하 으며, 역조직 설립의 실패를 이고 단계

 발 을 한 컨설   자문활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라.  주요 수혜정책의 내용과 역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역조직화 이후 각종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아 생

산시설 화, 재배기술 향상, 랜드 마 을 극 추진하 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FTA기 지원 지방자율사업, 공동마 조직육성사업,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 랜드 조직화 교육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정책 추진으

로 조직운 의 안정화를 꾀하고 기 사업 확장이 가능하 다.

  특히 2005년 FTA기 지원 사업 상으로 선정되어 농가 생산시설 지원 

 APC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농가의 사업참여  거

산지유통시설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한 같은 해에 공동마 조직육성사

업에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 공동마 조직에 재선정되어 운 자 을 

지원받음으로써 조직운 에 유리하게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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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FTA기 지원 지방자율사업

2005년 선정

2005년 사업비 4,851백만 원 지원

2006년 사업비 8,942백만 원 지원

농가 생산시설 지원  APC건립

공동마 조직육성사업

2005년 선정

무이자 인센티 자  2,600백만 원 지원

공동마 조직 육성자  7,853백만 원 지원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

2007년 선정

랜드 개발비용 등 1,200백만 원 3년간 지원

‘햇사 ’ 공동 랜드의 극 인 홍보

랜드 조직화 교육
2009～2010년 선정

참여 농업인에 한 교육  조직화

법인화에 따른 무이자 유통활성화자 2,800백만 원 지원

지자체 연계사업
공 TV 고 38회

복숭아 축제 공동개최 등

표 3-3.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주요 정책사업 수혜 황

마.  사업 황과 망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장 큰 사업성과는 바로 랜드 인지도이다. 

2003년 햇사 로 랜드를 통합한 이후, 규모화된 물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랜드 홍보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가장 인지도 높은 과수 랜드

로 발 하 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햇사  랜드 인지도는 72.3%로 

지역단  농산물 랜드  가장 높았으며, 농산물 랜드 선호도 역시 가장 

높은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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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산물 랜드 인지도 조사결과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 2010. ‘명실상주’ 랜드 인지도 조사 설문결과 보고서.

  햇사 의 '09년 매출액은 544억 원으로 년 비 4% 증가하 고 출하

물량은 17,449톤으로 약 19% 증가하 다. 사업개시 이후 지속 으로 취

물량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에는 복숭아 작황

이 좋지 않아 매출액 감소가 상된다. 그러나 향후 지속 인 성장을 통하

여 2016년에는 3천 농가 참여  랜드 매출액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복숭아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품목 다변화를 추진하며, 사

업권역 확 와 수출  가공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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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  개선과제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과는 역 지자체를 뛰어넘어 주산지를 결

합시키는 역 연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물량의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비 이 

지속 으로 증 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감곡 복숭아’, ‘장호원 황도’ 

등 기존 주산지역의 랜드를 체한 역 랜드 사용, 역 랜드의 극

 마 , 정책사업 통합지원을 통한 시설투자·마 ·교육비용 감 등

이 있다. 특히 각종 정책사업을 통하여 랜드 마   농가조직화 교육 

등에 통합 으로 투자함으로써 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참여를 확

할 수 있었다.

  역 연합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

다. 우선 단일품목 조직으로서 인력  시설운 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품목확 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다. 품목을 확 할 경우 품질 리  시

장개척에 따른 비용과 조직 리의 역 확장에 한 비용이 추가 으로 발

생함을 감안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권역의 확 를 고려해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역

조직이기는 하나 2개 시군의 사업권역에 머물러 있어서 사업권역 확 가 

요구된다. 단순히 사업권역만을 확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권역 확 를 해서는 품목 확 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역조직과 지역조직 간의 이해 계 조정이 요구된다. 역조

직으로서 랜드 통일, 통합 수·발주 체계 구축 등을 달성하고 있지만, 기

존 유명 주산지의 인지도 때문에 참여조합은 각 지역의 랜드를 포기하지 

못하고 공동 랜드에 지역명을 명기하거나 일부는 개별 수·발주하는 행

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랜드  개별 수·발주는 품질 리  마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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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팔당친환경클러스터

  경기도 팔당친환경클러스터의 사업단인 (사)클린팔당은 친환경농산물의 

학교 식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경기도 권역의 

역조직이다. 팔당친환경클러스터는 단기간 내에 농가조직화를 이루었으며, 

시군단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구색과 

연  공 체계를 갖추었다. 최근 친환경농산물 시장 확 와 경기도 내 학

교 식 확 로 출하량과 매출액 증가가 기 된다.

가.  조직 황

  팔당친환경클러스터는 사업주체인 (사)클린팔당이 총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그 아래 처리  유통을 담당하는 거 조직이 있으며 다시 

거 조직과 연계되어 농가 리  사업정산을 담당하는 리조직이 있다. 

리조직에 출하하는 생산자조직으로는 16개의 친환경출하회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5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거 조직인 내의 양평지방공사, G마크 연합사업단, 안성마춤 농 이 

각 지역의 참여 지역농 에서 출하된 원물을 수집하고, 농 앙회가 외

에서 출하된 친환경농산물을 수집·수송한다. 이후 각각 소분· 처리 과정

을 거쳐서 지역별 배송업체를 거친 후 식 상학교로 공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사)클린팔당이 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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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사)클린팔당 역조직 체계도

∙ 회원: 팔당클린클러스터 사업권역 개인, 
행정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협력단체 등

사무국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이사회

총  회

(사)클린팔당(사업주체조직)

감사

안성마춤농협

양평지방공사

G마크연합사업단
지역농협

양평조합법인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 시군별 

거점조직
(전처리/유통조직)

관리조직
(농가관리/정산)

파주시친환경출하회
김포시친환경출하회
고양시친환경출하회
여주친환경출하회

용인시친환경출하회

가평친환경출하회
(광주)자연애출하회

남양주건강365출하회
안성맞춤친환경출하회
(양평)두물머리출하회

이천친환경출하회
남양주그린출하회(양평)용문친환경공선출하회(양평)물맑은쌈제출하회

양평지방공사자체출하회

(광주)초월친환경출하회

출하회
(생산자조직)

  사업단 (사)클린팔당은 1인 1표를 행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회원으로는 팔당친환경클러스터 사업권역의 개인, 행정기 , 농 , 생산

자단체, 력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 (사)클린팔당은 5명의 직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명, 사무국장 1명, 총무국장 1명, 학교 식 담당

과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문 인 

사업역량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재 의조직으로 설립된 (사)클린팔당은 산·학·연·  참여를 통해 

력 계를 구축하고 있다. 11개 시군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자체 

 농 앙회 시·군지부, 지역농 이 사업에 력하고 있다. 재 조합공

동사업법인으로 환할 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설립신청 역시 마친 

상태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지역농 과 농업법인, 지역형 조합공동사

업법인, 농 앙회가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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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팔당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가칭) 기 조직 구성도

감사
총회

이사회

팔당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산지관리팀 학교급식팀경영지원팀
  ✔회계, 정산

  ✔기획, 총무

 ✔계약재배 관리

 ✔참여조직 관리

 ✔학교급식

 ✔참여조직 발주

그림 3-6.  팔당친환경클러스터 참여조직 체계

官(경기도, 8개 시군)
學(참여기관, 전문가)

民(생산자연합회)
産(생산자단체, 농협)

협
의
조
직

(사)클린팔당
(2009년 설립)

사
업
조
직

참여농협

농업법인

경기도
농협중앙회
8개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
(향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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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역할

(사)클린팔당 식사업의 계약업무,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등의 총 기능

거 조직 출하된 원물 수집, 처리, 물류  수발주, 정산

리조직 정산, 농가 리, 순회수집

조합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출하

나.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주체별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사업단 (사)클린팔당이 학교 식사업의 계

약주체이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등의 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면 사업기능을 넘겨받아 문 으로 사업을 수

행할 정이다. 도단 의 역조직으로서 (사)클린팔당이 유통기능을 모두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 조직 3개소를 지정하여 물류  수·발주, 정

산 등의 기능을 임하고 있다. 각 거 조직을 심으로 참여농 이 농가

리를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하여 거 조직에 공 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한 학교 식의 원활한 공 을 해 권역별 배송업체를 운 하여 

친환경농산물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 사단법인인 클린팔당은 역클러스터사업의 사업단 운 비로 운

되고 있으며 별도의 회비제도를 운 하고 있지 않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설립되면 14개 지역농 이 법인 출자에 참여(각각 3천만 원의 출

자를 기본)하고, 5개 농조합법인이 추가 출자에 참여(각각 1천만 원의 

출자를 기본)하여 총 19개 법인이 4억 7천만 원을 출자할 정이다. 

재 (사)클린팔당의 자체 소유시설은 없으며 거 조직  참여농 의 물

류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3-4.  팔당친환경클러스터 주체별 역할분담



농식품산업 부문별 활성화 사례 35

다.  조직 발 과정

  경기도에서는 팔당클린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  정책제안 활동을 시작한 것이 팔당친환경클러스터의 시 가 

되었다. 2008년 팔당클러스터 구축에 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농림수

산식품부 역클러스터사업을 신청하 고,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 

역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동년 7월 사단법인 클린팔당이 출범한 이

후 12월 (사)클린팔당 사업 출범식을 개최하 다. 2010년부터 조합공동사

업법인 설립을 한 TF 이 만들어지고, 간담회  생산자 의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 다.

  교육  컨설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경기도 G마

크농산물 학교 식 사업에 참여하는 출하회의 원활한 사업체계 구축과 학

교 식 사업 황 공지를 해서 마련된 친환경 농가조직화 교육과정에 

147명이 수료하 다. 지역 신교육과정에서는 출하회 회장, 거  실무담당

자, 사무국, 기타 사업 계자들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 다.  시·

군별 순회교육을 통하여 사업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산자의 불만사항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역사업에 한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

하 다.

  컨설  활동으로는 2007년 ‘팔당클린농업벨트 조성 용역’을 수행하여 

역클러스터 조직을 한 기 연구를 진행하 고, 2009년부터 팔당클린

역농업시스템 구축을 한 컨설 을 시작하여 팔당농식품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를 한 략 수립, 사업실행 지원, 력체계 구축을 지원하 다. 

(사)팔당클린 사무국은 정책기획 역량이 높아 마  컨설 , 교육 컨설  

등을 구체 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면서 진행시키고 있다.

라.  주요 수혜정책의 내용과 역할

  팔당친환경클러스터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역클러스터사업에 선

정되면서 분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규모화하여 경기도 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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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수도권 친환경농식품 공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 2010

년에는 (사)클린팔당이 경기도 학교 식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로 되면서 경

기도 학교 식사업의 계약  총 사업을 탁받게 되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고, 도비 18억 원과 시·군비 42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G

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시 

등 16개 시·군의 215개교, 22만 명을 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명 지원내용

팔당클린 
농식품클러스터사업

2009년 선정

사업비 5,972백만 원 지원

농가 생산시설  유통시설 지원

경기도 학교 식 지원사업

2010년 선정

사업비 6,002백만 원(도비 1,800, 시·군비 4,202)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표 3-5.  팔당친환경클러스터 주요 정책사업 수혜 황

마.  사업 황과 망

  이러한 사업 선정  탁을 통해 (사)클린팔당은 2010년 상반기 학교

식 사업을 시작하여 12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 으며 2010년 학교 식

사업으로 200억 원의 매출달성이 상된다. 경기 친환경농식품 마 보드

를 비 으로 하여 2015년 친환경농식품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고, 수

도권 친환경학교 식 공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규모화, 2·3차 산업과 연

계한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시장인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확 되고 팔당친환경클러스터의 취

량도 증 될 것으로 상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0년 3조 1,974

억 원이며, 2020년에는 2010년 비 3배 증가한 8조 8,633억 원으로 체 

농산물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망된다. 경기 친환경농산물 

생산액은 약 1,000억 원( 국 2조 3,000억 원), 팔당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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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액은 약 770억 원으로 추정된다. 팔당지역은 무농약 인증 이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약 인증이 폐지되는 2015년에는 생산액 비 이 더 높을 

것으로 상된다. 재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의 40%를 취 하고 있

으며 학교 식  기타 사업 확 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취 량이 차

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표 3-6.  팔당친환경클러스터 매출목표

단 : 백만 원

사업 역 항 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기
학교 식

취 물량(톤)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매출액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수수료이익 200 400 600 800 1,000

서울 등
학교 식
 유통업체

취 물량(톤) - 4,000 6,000 7,500 9,000

매출액 - 16,000 24,000 30,000 36,000

수수료이익 - 320 480 600 720

탁 식

식 상(명) - - 5,000 7,000 10,000

매출액 - - 2,250 3,150 4,500

매출이익 - - 450 630 900

외식사업
매출액 - - 1,500 2,000 2,500

매출이익 - - 150 200 250

합계
매출액 20,000 56,000 87,750 115,150 143,000

매출이익 200 720 1,680 2,230 2,870

그림 3-7.  팔당친환경클러스터 주요 사업 분야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 친환경 외식사업 위탁 급식사업 학교급식식자재 납품사업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친환경 식품 식자재(공산품, 수산물)

가맹점
직영점

병원

기업

관공서

일반

대형유통업체
친환경전문매장
프랜차이즈업체
외식전문업체
농협유통 등

참여조직(공급업체) 서울시공사

경기학교 서울학교

참여조직

(사)클린팔당 ☞ 팔당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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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식 상도 확 될 것으로 보인다. 재 경기도 내 2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2,000개 학교 체로 학교 식 상을 확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참여 학교가 확 되면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 

확 를 기 할 수 있으며 농가당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학교

식 시장의 확 를 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아침 식’을 추진하고 있

어 1교 1식에서 1교 2식으로 확 될 경우 추가 인 사업량 증 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친환경농산물 심의 유통사업, 친환경외식사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할 계획이며, 형유통업체나 식자재업체는 물론 탁 식사업도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아가 직 으로 외식사업을 확 하려는 장기계획

을 가지고 있다.

바.  평가  개선과제

  팔당친환경클러스터가 단기간에 200억 원의 매출을 망하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 다. 먼  산지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표조직을 설립

하고 역단  물량 통합을 통하여 거래교섭력을 확보하 으며, 이를 바탕

으로 농가조직화 기간을 폭 단축한 을 꼽을 수 있다.

  다른 요인은 시군단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 다는 이

다. 기존의 친환경농산물을 취 하는 시군단  조직은 참여농가가 많지 않

고 지역별로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편 이 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농산물의 

연  공 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팔당친환경클러스터는 도단  역화

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구색과 연  공  체계를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강력한 농가조직을 한 교육  컨설 도 성공요인  하나이다. 교

육  컨설 을 통하여 농가 참여를 독려하 으며 지역별 출하회의 운 으

로 강력한 조직구조를 형성하 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역단  정책 임의 일치를 통한 시군의 참여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시군별 정책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도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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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직화 방향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시군별 사업이해의 불일치  비

조  계를 해소시킨 것이다.

  팔당친환경클러스터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간조직의 역할 

분담 문제나 참여 주체들의 극 인 참여의식 부족 문제 등이 있다. 도와 

클러스터사업단 등 역조직이 사업을 극 으로 주도하여 사업체계가 

정리되었지만 격한 사업체계 구축 과정에서 시군과 농  등 간조직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했다. 그에 따라 간조직의 극 인 참여가 

부족하고 (사)클린팔당이 조직 리의 업무 부담이 과 한 상황이므로 참여

주체 간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1.3. 경남 서북부한우클러스터

  경남 서북부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은 경남지역의 3개 군이 모여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성한 역조직으로 한우연합 랜드 사업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이 사례는 각 지자체 사업을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

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통해 클러스터 사업의 연계·통합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의 한우 생산기반이 확 되고 매출액이 성장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가.  조직 황

  클러스터사업단은 경남지역의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군을 심

으로 산·학·연· 이 력하여 한우연합 랜드 사업체계를 도입하 고, 각 

시군별로 축   한우 회가 참여하고 있다. 클러스터 사업에 총 6,751농

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산청군이 1,926명, 거창군이 3,324명, 

함양군이 1,501명으로 거창군이 심이 되고 있다. 사업단 외에 별도의 경

체는 재 설립하지 않았으며 재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클러스터사

업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향후 역클러스터의 랜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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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주체로서 랜드 경 체를 설립하고, 랜드 경 체 설립과 동시에 

재 클러스터사업의 행정수행 기능을 경 체에 진 으로 이 할 계획

이다.

나.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참여주체는 클러스터사업단, 한우 회  축  등

이 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클러스터사업을 총 하고 참여조직 간 사업

력  유통사업의 총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랜드 사업에 참여하

는 각 시군 한우 회는 통·사양 리, 농가조직 리, 농가지도, 랜드육 

유통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각 시·군 축 은 거창축 이 주도하여 

랜드육 유통을 담당하고 TMR사료공장을 운 하며, 농가를 상으로 기술

지도와 교육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재 역조직의 용시설은 없는 실정이며, 각 참여조직인 축 에서 유

통시설을 자체 운 하고 있다. 클러스터사업으로 건립 인 매시설도 사

업 참여주체에게 실질 으로 분할된 상황으로서 역조직의 시설로 분류

하기 어렵다. 이는 재 클러스터사업단이 법인화되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조직 발 과정

  클러스터사업단은 2008년 사업을 도입하고 참여기  간 력체계를 구

축하기 시작하 으며, 2010년 이후 법인화를 통한 독립경 체 환을 목표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3개 군의 농가 통합교육을 실시

하여 농가의 참여  심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사업공감 를 형성하려고 

노력하 다. 종합컨설 은 기 사업체 설립에 여하여 교육, 견학, 심포

지엄 등의 연속기획을 통해 사업체의 정비를 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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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경남 서북부한우클러스터 사업단 조직체계

운영위원회

클러스터사업단
행정섹터

브랜드사업연합

자문 ․ 연구기관

산청축협 거창축협 함양축협

한우협회 산청지부 한우협회 거창지부 한우협회 함양지부
1,926농가 3,324농가 1,501농가

혈통 ․ 사양관리, 농가조직관리, 농가지도, 브랜드육 유통지원

브랜드육 유통주도(주관. 거창축협)/TMR사료공장 운영/농가 기술 ․ 교육 지원

축산진흥연구소 ․ 진주산업대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라.  주요 수혜정책의 내용과 역할

  클러스터사업단이 선정된 주요 정책사업은 역클러스터사업이다. 2008

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1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본격

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2009년 역클러스터사업의 산 규모는 2008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33.5억 원이다.

  한 군별 자체사업을 통한 고품질·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성과를 클러스

터사업으로 승계하여 추진 이다. 각 지자체사업을 클러스터사업과 연계

하여 추진하는 산은 2009년 171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사업의 통합

정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다만 각 사업별 클러스터 참여농가에 귀속된 

산을 체계 으로 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자체사업은 향후 클러스터사

업단이 기획하는 3개 군 공동의 통합사업 발굴로 확 될 정이다. 신규 

통합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축산분뇨통합처리사업, 가축방역 시스

템 공동사업 등이 있다.

1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2009년 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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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경남 서북부한우클러스터의 정책사업 추진체계

산청군
친환경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조사료 생산지원

경영안정 특별지원
전염병 방제 및 위생

축산분뇨 처리지원
HACCP 지도/지원

함양군
축산기반조성 농가소득증대--------------------------

공제지원
우량정액 공급지원

인공수정 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생산기반 확충사업
가축질병 예방관리

거창군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

애우브랜드 기반조성
농가교육 지원

브랜드 홍보 및 판촉지원

축산업 육성--------------------------
품질개선 장려금

HACCP 지도지원 외

성과승계 신규발급고품질,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브랜드 마케팅, 산업화 실현 예) 축산분뇨 통합처리사업
가축방역 시스템 공동사업

●총괄 : 30,934백만 원(국 9,363, 도 5,275, 군 16,296)
◦ 2008년 : 13,742백만 원(국 3,221, 도 2,885, 군 7,636)
◦ 2009년 : 17,092백만 원(국 6,142, 도 2,390, 군 8,660)

군별 자체사업 클러스터 사업 신규 통합사업 발굴

마.  사업 황과 망

  역클러스터사업의 추진으로 이 지역에서는 한우 생산기반이 확 되었

으며, 랜드 출하실   매출액이 확 되는 성과를 거뒀다. 생산기반 측

면에서 2007년에는 체 농가 6,322호, 사육규모 50두 이상 농가 157호

으나 2009년에는 체 농가 6,751호, 50두 이상 농가 215호로 확 되었다. 

매출액 역시 2007년 36억 원에서 2009년 90억 원으로 확 되었다. 출하처

는 유통업체 5개소, 학교 식 2개소, 랜차이즈 식당 4개소, 문식당 12

개소, 정육  6개소로 확 되었으며, 랜드 출하실 은 2007년 106두에서 

2009년 716두로 증가하 다.

  청정 고 육, 쑥 사료를 먹인 기능성 한우로서의 랜드 정체성을 확립

하고, 고품질 기능성을 앞세워 시장 포지션을 구축하고 차별화 요소를 극

화하며, 향후 형유통업체  랜차이즈에 랜드로 입 을 추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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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개소 매두수 비율 개소 매두수 비율 개소 매두수 비율

랜드 매 1 106  15 6 311 24 28 716 46

비 랜드 매 2 604  85 2 968 76 2 847 54

총 계 5 710 100 8 1,279 100 30 1,563 100

표 3-7.  경남 서북부한우클러스터 랜드 출하실

바.  평가  개선과제

  클러스터사업의 성과는 경남 서북부 지역의 한우농가의 조직화  랜

드화가 추진되고, 역조직을 통해 랜드육 시장에 진입하기 한 기 여

건이 마련되었다는 데 있다. 과거 경남 서북부 지역의 한우 생산 여건은 

평균 인 수 으로 마  차별화를 통한 사업체로 발 하지 못했었다. 그

러나 클러스터 사업을 계기로 생산·유통 체계가 정비되고 사업조직으로서

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한편 3개 군 한우 련 정책의 통합도가 제고되었다는 성과도 거뒀다. 

클러스터사업단의 출범과 조정을 계기로 거창, 산청, 함양 3개 군의 한우

련 정책이 통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우산업에서 정책이 차지하는 비

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군의 개별 작목반에 한 분산  지원을 체계

으로 통합하면서 군 상호 간의 동조성을 높 고, 이는 향후 한우 사업조직

의 발 에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망된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는데 거창축  심의 클러스터사업단은 

비법인 형태로서 거창축 이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강하고, 타 축   지

자체의 참여수 을 획기 으로 높이지 못하고 있어 사업조직의 구심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모든 역사업조직에 기본 으로 요구되

는 사항이며, 이후 역사업조직의 설립과 육성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 사업기반, 추진역량, 지자체 지원 등 반  여건에서 격차가 발생

하 으나 이를 해소하기 한 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성공 인 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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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주로 도단 에서의 지원과 통합조정 기능이 필수 이지만, 서북부 

한우의 경우 경상남도의 지원과 통합조정 기능이 제 로 발휘되지 않고 있

다. 기 지자체 간의 기반정비가 지체되고 있어 역량이 일정수 에 오를 때

까지 역사업을 담당해야 할 역조직체의 조정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4. 장수 S-APC

  농업회사법인 (주)S-APC는 장수군에 치한 거 APC를 기반으로 2006

년 설립된 역산지유통조직이다. S-APC는 APC 운   산지유통 업무를 

담당하 으나 규모 시설에 한 운  경험과 사  비가 부족하여 경

자가 지속되면서 표  거 APC 실패 사례로 알려졌다. 결국 운 주체

가 장수군농 연합사업단으로 변경되어 거 APC를 운  이며 최근 사

업실 이 차 개선되고 있다.

가.  조직 황

  역조직 기에는 북 동부산악권 지역의 무주, 진안, 장수, 남원의 산

지유통주체  농업인이 참여하 으나, 참여농가의 역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는 장수군 내 사업으로 축소된 실정이다. 재 사업의 참여 

주체로는 장수군농 연합사업단, 장수군 내의 장수농 과 장계농 , 공

선출하회 등이 있으며 2010년 재 장수군 내 농가를 심으로 사과 148

호, 토마토 59호, 리카 6호의 농가가 조직되어 있다. 사업규모가 큰 

농을 심으로 조직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S-APC의 선별시설이 GAP인증

을 받은 규모 시설로서 높은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을 가

지고 있어 농가의 참여 희망도는 높은 편이다.

  농업회사법인 (주)S-APC는 APC 운   산지유통 업무를 담당하 으

나, 사업운  과정에서 경 자가 발생하고 운 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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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 S-APC의 경 정상화 과정에서 장수군농 연합사업단이 시설 

 사업운 을 맡았다. 사업단은 참여농   군지부 견인력으로 구성하

고 S-APC에 사무실을 두어 상근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단 인력은 

재 총 11명이며 농 앙회 군지부, 장수농 , 장계농 이 각 1명씩을 

견하고 있다.

  S-APC는 국내 첫 거 APC로서 사업비 17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06

년 25,148m2의 부지에 11,022㎡의 산지유통시설을 완공하 다. 3,802m2의 

선별장, 1,355m2의 온 장고 등을 구비하여 규모 물량 처리가 가능하

며 CA 장고, 신선편이 시설 등 품질 리  상품화를 한 시설과 설비

를 구축하고 있다. APC는 공공유형으로 장수군이 소유하고 있으며 연합사

업단에 장기임 형식으로 사용권을 부여하 다.

  기 자본 은 5억 원으로 출자자는 장수군, 장수농 , 장계농 , 장수사

과 농조합의 4개 기 과 일반농가 723호이다. 재 자본 은 7억 3천만 

원으로 증가하 으며 기  3억 5천만 원, 일반 3천만 원, 기타 3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며, 출자자 수는 4개 기 , 일반농가 164호로 변화하 다. 출

자조직  농가가 주로 장수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의 조직이 

출자  운 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역조직으로 발 하는 데 투자  

소유구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재 운 주체인 장수군농 연합사업단은 각종 정책지원사업을 총 하

고 있으며, 원물조달과 수 리 계획, 선별과 마 , 정산을 포 하여 수

행하고 있다. 참여조직인 장수농 과 장계농 은 공선출하회를 통해 농가

를 조직하고 사업물량을 출하하고, 거 APC 활성화를 한 농가 상 지도

사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조직의 재구축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농 의 품목별 공선출하회는 농가 간 의  기술교류의 기  단 로

서 지역농 의 산으로 교육  조직 리를 하고 있으며 운 주체와의 

력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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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발 과정

  2004년 8월 동부산악권 과수산업 최우수사업으로 확정되어 FTA 거

APC 지원사업 상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 10월 APC 기공식을 가졌으

며 2006년 거 APC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농업회사법인 (주)S-APC는 

2006년 APC 개장과 함께 경 체로 설립되어 APC 운   산지유통 업무

를 담당하 다. 그러나 기 사업운 의 자가 지속되면서 실질 인 경

체의 운 이 어렵게 되었다. 정부정책사업으로 처음으로 규모 거 APC

를 건립하 지만 기  비 성과가 미비하 기 때문에 표  거 APC 

실패사례가 되었다. 이후 자조직의 회생방안으로써 농 앙회가 시설의 

운 권과 부채 등을 승계하기로 약하고, 장수군농 연합사업단을 운 주

체로, 장수군 내의 2개 농 을 참여주체로 정하여 사업안정화  출하농

가 확 를 꾀하고 있다.

라.  주요 수혜정책의 내용과 역할

  S-APC가 선정된 정책사업은 과실출하약정사업, 산지유통활성화자 , 지

자체사업 등이 있다. 과실수 안정사업을 통한 농가조직화  원물확보 자

을 지원받고 있으며 농가와 출하약정을 맺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07년 출하농가는 59호, 출하량도 350톤으로 매우 미흡하 으며, FTA기

지원사업과 연계가 약해 출하약정이 실질 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서 약정이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단된다. 규모 거 APC 

운 을 한 농가조직화, 조직 간 력강화 등 원물 확보를 한 근본 인 

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운 주체인 농 연합사업단이 산지유통 문조직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참여조합의 산지유통활성화자 을 이용하여 운 자 을 충당하고 있

다. 지자체사업으로는 장수군과 력하여 수송비 보조  군 공동 랜드 

박스에 한 보조 등이 있는데 이는 장수지역의 농가에 한 한정  지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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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 황과 망

  2008년 농 연합사업단이 사업운 을 맡은 후 지역농 의 극  참여

를 이끌어내고 문 인 연합마  사업을 시작하면서 취 물량  매출

액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실 은 매년 증가하여 '09년 매출액이 약 113억 

원을 기록하 다.

  규모 산지유통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재 이마트, 홈 러스, 롯데마트 등의 형유통업체  농 도매사업단과 

주로 거래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들 도매시장  유통업체와의 거래교섭에

서 우 에 있기 때문에 농가의 수취가격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품목인 사과만으로는 연  가동이 불가하여 다품목 취  략을 추구

하고 있다. 사과 외 품목으로 토마토, 리카, 송이토마토, 양상추 등을 

취 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련된 ‘비타민 강화 사과’을 취 하는 등 

차별성을 부여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형유통업체와는 NPB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장수사과’의 랜드

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역조직으로서 단일지역의 지명  랜드를 사

용하는 것은 사업목 과 일치하지 않으나, 우선 조직의 경 안정화를 

해 장수군을 심으로 사업 개를 하고 있다. 거 APC 시설로서 장용

량이 큰 이 이 있으므로 북 동부권의 후지사과의 량 장  취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사업권역 확 를 계획 이다.

취 물량 매출액 비고

2007년 1,601 2,756

2008년 2,016 4,426 운 주체변경

2009년 4,011 11,319

2010년(목표) 4,500 11,320

표 3-8.  장수 S-APC 사업실

단 : 톤,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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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  개선과제

  S-APC는 역유통조직으로 출범하 으나 시군 간 사업경합  력부

족이 사업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 다. 역지역에 포함되는 남원 

 무주에 규모 선별장이 신설되면서 해당 지역농가의 거 APC 이용 

동기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역조직사업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산지 간 

경합 계를 형성하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거 APC 도입 

시 인근에 신규 APC를 복투자하지 않는다는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이 있

으나, 이는 농 의 자체사업  동일 부처 외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여 규

정을 통한 사  조정이 불가능하 다.

  시군 간 의체계 구축이 미흡했던 것도 실패요인  하나이다. 역조

직사업이었으나 지자체 행정구역 단 로 조직의 사업범 가 한정되는 문

제가 발생하 다. 이는 지자체별로 추구하는 산지유통정책의 특성이 다르

고 공무원의 사업이해도에 한 수 이 다르며 시설의 치 장소에 따라 

시군별 지자체의 심도가 차이가 생긴 것에 기인한다. 한 역조직에서 

여러 시군의 농가 의회 등이 개최되나 단순정보교류 수 에 머물러 있으

며 실제 사업과 련해서는 지역별 농 의 사업 략  시군 지자체별 정

책의 차이에 따라 역조직의 참여도가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지

자체별로 산지유통정책  심도 차이를 의체계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

면서 역조직이 지지받지 못하 다.

1.5. 서산·태안 육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

  행정개편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된 이후, 육쪽마늘에 한 원산지 

주도권 경쟁이 야기되고 소모 인 경쟁으로 인하여 시설  마  문성

이 떨어졌으며 규모화  생산성이 미흡한 단 이 나타나게 되었다. 마늘 

랜드의 경쟁력 상승을 하여 2006년 서산·태안 육쪽마늘 농조합법인

을 설립하고, 2007년 원 랜드육성지원사업에 신청·선정되었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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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와 태안군이 지원하고 지역의 11개 농 이 출자하여 서산·태안 육

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산수향’이라는 통합공동 랜드를 개

발하여 사업을 시작하 다.

가.  조직 황

  서산 6개소, 태안 5개소 등 11개 농 으로 연합사업이 시작되었고, 2010

년 3월 태안 원북농 이 참여함으로써 최종 12개 농 이 참여를 하고 있

다. 재 2개 시군의 55개 작목반(서산 20개, 태안 35개), 1,350호의 조합

원이 참여하며, 기존 태안마늘 연구회와 서산마늘 연구회를 모두 통합하여 

서산시  태안군 생산자의 시군 통합 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사업시설로는 종합처리장이 있다. 서산·태안 지역의 상품화 가능한 

마늘의 양은 연간 약 3,000톤으로 종합처리장에서 량 처리가 가능하다. 

서산·태안 지역에 각각 종합처리장을 설립하여 운송시간  비용을 이고 

당일입고, 당일출고의 배송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장, 세척시설, 물류작

업장 등의 물류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가공공장은 다진마늘, 슬라이스마늘, 

흑마늘의 생산이 가능하며, HACCP 시설 인증을 획득하 다. 2010년 완공

된 태안의 온 장시설의 경우 큐어링 설비 도입으로 마늘 이외 다른 품

목들의 장이 가능하여 연간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표 3-9.  서산·태안 마늘 종합처리장

단 : m2

구분 집하장 건조시설선별시설 포장시설
제품보
시설

온 장
시설

가공시설  
사무실

서산 1,652 264 330 330 165 661 1,226(452)

태안 1,652 264 330 - - 1,983 -

계 3,304 528 660 330 165 2,644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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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원물 조달과 련하여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만을 담하고, 

법인에서 계약물량을 량 수매를 하고 있다. 마늘망이 아닌 제작된 박스를 

사용하여 원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농가가 선별 건조 작업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경 비가 30%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참여농 은 

주로 계약과 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업무들이 농 의 수탁실 으로 산정이 되고 있다. 지자체 농정과는 자재, 

토양 계량제, 피복 등의 설비를 지원하며, 태안 가의도에 종구단지를 만들

어서 종구를 보 함으로써 품종의 변질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종구 공 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구, 유황마늘 등의 품종·기술 지

원을 담당하고 있다.

다.  조직 발 과정

  육쪽마늘 농조합법인은 원 랜드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2008년 

3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 고, 2009년 지매입을 시작으로 서산지

역 종합처리시설을 착공하 다. 2009년 6월 공동 랜드를 선포하고 ‘산수

향’ 매를 개시하 으며, 10월부터는 일본 수출을 시작하 다. 2010년 4

월 '09년도 국 원 랜드 평가에서 ‘아주 우수’ 등 을 받았다. 

  교육  컨설  련하여 1,300여 농가 조합원의 정 화를 목표로 법인

자체의 교육시스템을 운 하고 있으며, 연간 2회의 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작목반이나 면단 에서 요청 시 추가 으로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한 최소 연간 3회 이상의 정신·이론·기술교육을 하고 있으며 

장교육, 동 상 강의, 외부 강사 청강연 등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

다. 외부컨설 은 사업 첫 해에만 실시하 고 추가 인 컨설 을 받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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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수혜정책의 내용과 역할

  2008년 원 랜드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38억 원, 지방비 

40억 원, 융자 100억 원, 자부담 17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진

행되고 있다. '09년도 국 원 랜드 사업평가에서 1 를 기록하여 9억 

원을 추가 지원받기도 하 다. 이외에도 각 시군에서 의를 통하여 복

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산시에서는 수출지원

을 하고 있고, 시회· 행사 등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  사업 황과 망

  역사업 이 에는 서산 인지농 과 부석농 에서만 연간 100톤 정도의 

사업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사업자로 선정된 첫 해인 2008년도에도 기반시

설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시설이 완공되

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역사업 이 보다 나은 성과가 있

었고, 2010년에는 매량과 매출액 모두 년도에 비해 3배 가까운 실 을 

거두었다. 로는 하나로클럽 40%, 제약회사 20%, 일반 10% 등이고, 이외

의 품목은 형마트와 온라인 매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으로 쪽마늘 수

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 으며, 2012년 회원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서산·태안에서 주로 재배되는 한지형 마늘은 

국에서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FTA가 타결되어도 크게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상되고, 육쪽마늘의 랜드 워로 인해 가격경쟁력의 

열 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 종구의 철 한 리를 

통하여 품종 변질을 막고, 과학 인 성분분석을 통해서 랜드 워를 더

욱 강화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진마늘에 한 냉동기술로 특허를 

획득하는 등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편 재 일본으로 생마늘만 수출

하고 있지만, 일본· 국·미국에서 흑마늘 수요가, 유럽에서 다진마늘에 

한 수요가 있어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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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  개선과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역조직으로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

이 있었다. 우선 행정기 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문가들이 

사업 기부터 참여하여 사업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에도 

사업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탄력성을 가지게 되었다.

  농가의 필요에 따라 정책사업을 추진한 것도 성과를 내고 있는 한 요인

이다. 원 랜드사업에 선정되기 한 역조직이 아닌, 서산·태안 지역

의 마늘산업에 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화합, 농가의 소득창출이라는 

커다란 목 이 있었고, 농가의 참여 정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계약재배와 농가조직화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큰 만큼 농가에 

한 교육이 매우 요한데, 농가교육에 있어서 농민과 장 주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재도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역조직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역 간 편견이 존재하고 지자체 간 조

율이 어렵다는 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이사회와 실무추진 원회를 통

해서 지역 간 의를 이루고자 하 으나, 1989년 이래로 시·군이 나 어진 

이후 여 히 지역 간 편견과 알력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농가의 필요에 따라 정책사업을 신청하 지만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첫 해부터 가시 인 성과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역조

직의 경우 기반시설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반에는 가시 인 성과를 보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고, 한 매년 

다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 성 있는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일반 지역조직에 비해서 역조직은 

참여하는 지자체부터 농 , 농가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조직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가 매우 길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의사결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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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경우가 부분이다. 정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이사회 등의 의사

결정기 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2. 지역특화 식품클러스터

2.1. 순창장류밸리클러스터

  순창장류밸리클러스터는 순창 통고추장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장류 통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진하고, 발효식품의 산업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식품클러스터이다. 순창군에는 통업체 64개, 공장형 업체 

13개 등 총 77개 업체가 3,300억 원의 매출액을 얻고 있으며, 고용인력은 

약 700명에 이른다.

가.  클러스터 황

  순창군 장류제조업체는 2008년 77개소이고, 이  통 장류제조업체가 

64개소, 공장형 장류제조업체가 13개소이다. 특히 통 장류제조업체 64개

소  45개소는 통고추장 민속마을 내에 집 되어 있으며, 공장형 장류

제조업체는 가남농공단지, 풍산농공단지에 입지하거나 독립 으로 치하

고 있다. 순창군 장류제조업체의 규모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다수로 그 비율은 85%에 이른다.

구분 통형 공장형 합계

업체수(개) 64 13 77

매출액(억 원) 330 2,970 3,300

내농산물 구입액(억 원) 120 26 146

정규고용인력(명) 61 15 76

표 3-10.  순창군 장류산업 황(2008년)

자료: 순창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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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순창군 장류제조업체 규모

단 : 개소, (%)

종업원수 1∼5인 6∼10인 11∼15인 25∼30인 100인 이상

기업수 61 6 3 1 1  

자료: 순창군(2006), ｢순창 장류산업 발 과 장류클러스터 조성을 한 연구｣

표 3-12.  순창군 내 콩·고추 재배 황

단 : ha, M/T, kg/10a

콩 고추

면 생산량 단수 면 생산량 단수

2000 201 304 151 425 871 205

2005 330 825 250 549 1,948 355

2006 623 1,246 200 612 1,212 194

2007 590 1,180 200 627 1,478 236

2008 616 1,027 167 613 2,044 334

자료: 순창군 통계연보(2010)

  장류의 주원료인 콩과 고추의 재배 황을 보면, 콩의 재배면 은 2006

년 이후 격하게 늘어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고추의 재배면 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콩 재배면 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장류의 원료농산물을 

지역에서 조달하기 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지속 으

로 콩·고추의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료농산물을 공 할 

수 있는 여건이 추후 개선될 것으로 망된다.

  순창군은 원료 의존 인 장류산업의 안정  원료 공 을 해 2004년부

터 장류제조업체들과 지역농민 간에 고추, 콩, 매실, 찹  등의 장류 원료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추진해 왔다.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참여업체 수와 농

가 수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재배를 통한 거래 물량과 액 역

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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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장류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참여업체 수  농가 수

단 : 개, 호

2004 2005 2006

업체 수 6 21 27

농가 수 30 109 555

자료: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내부자료

표 3-14.  장류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실

2005 2006 2007

업체 농가 물량 업체 농가 물량 업체 농가 물량

고추(근) 15 59 40,020 23 263 66,613 34 246 112,500

콩(40kg) 15 13 2,057 20 390 4,185 21 230 2,765

찹 (80kg) 8 10 89 11 12 198 13 13 258

겉보리(40kg) - - - - - - 10 - 86

매실(kg) 10 17 26,913 14 64 25,200 - - -

계(백만원) 48 99 527 68 729 960 78 489 910

자료: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내부자료

나.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클러스터 참여주체로는 원료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하는 역할을 담당하

는 농가, 작목반, 농  등이 있으며, 장류를 생산하는 가공업체, 제품 연구

를 수행하는 장류연구소, 행정을 담당하는 순창군청 등이 있다.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는 원료농산물을 재배·공 하는 농가와 작목반, 장

류제조업체  계약재배사업단 등이 있다. 농가, 작목반, 지역농 , 순창군

농민회 등은 원료농산물을 생산하고 공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

류제조업체는 원료농산물을 이용하여 장류제품을 생산하고 매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한편 계약재배사업단은 농가와 장류제조업체 간 계약재배와 

여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약재배사업 확 를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체는 지역 내 장류연구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외부에는 북 학교, 식품연구원 등이 있다. 장류연구사업소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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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개발사업소의 행정기능과 식품과학연구소의 연구·검사기능을 통합한 

기 으로 행정과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소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외부기 과의 력체계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순창 장류산업의 원료농산물과 련된 기술  지원을 행

하고 있으며, 일부 계약재배와 련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북 학교

는 외부 연구기   가장 긴 한 력 계를 맺고 있는 기 으로 각종 

장류제품의 제조법 연구, 산업화 연구에 한 력을 해 오고 있다.

  순창 장류산업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는 순창군청의 장류

연구사업소이다. 장류연구사업소는 군청 소속의 출연연구소로서 36명 직

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외부 탁과제를 추진하

여 운 되는 조직이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체 창업을 지원하면서 

순창 장류산업의 추 인 역할을 맡고 있으나 군 산으로 운 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기   단체명 주요 역할

산
농 , 작목반, 생산농가
가공업체
계약재배사업단

생산시설 확충  안정  공 기반 확충
품질 리 기구 참여  고품질 제품의 생산

인 생산  가공시설 구축·운

학
장류연구소
북 학교
한국식품연구원

장류제품의 고기능성 제품 연구개발
산업화 기술 개발  기술 이
품질인증 행  품질 리기구 운  담당

순창군청
농업기술센터
장류연구사업소

클러스터 사업단 참여  행정지원
정책수립, 산  사업시행 체계 마련
신규사업 발굴  사업체 창업 지원

표 3-15.  순창 장류산업 련 주체와 역할

 

자료: 순창장류RIS사업. 2006. ｢순창장류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사업｣

다.  클러스터 발 과정

  공장제 장류산업은 1989년 순창식품[  상(주)]이 순창고추장을 제조·

매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순창에서 장류가 본격 인 산업으로 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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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한 순창 장류산업은 1990년 부터 지자체의 

주도에 의해 육성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순창 장류산업의 발 과정을 장류업체의 등장과 행정 인 육성 측면을 

기 으로 크게 태동기, 형성기, 기반조성기, 경쟁화시기·정착기, 도약기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2

1) 태동기(~1984년)

- 자 자족 형태의 장류 생산이 차츰 잉여분에 한 매가 생겨나

면서부터 통장류의 소규모 개인경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다.

2) 형성기(1985~1992년)

- 1985년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  완화로 순창지역의 총 26개 업체

가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면서 순창 통장류의 본격 인 산업화

가 시작되었다.

- 1986년에는 14명의 제조인이 순창 통고추장보존 의회를 구성

하여 과잉경쟁과 품질 하를 방지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하 다.

- 순창군은 통고추장의 육성을 한 규칙을 제정하여 규제와 지원

을 통해 장류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 다.

- 1989년부터는 순창식품[  상(주)]이 순창군에서 고추장을 생산·

매하기 시작하면서 본격 으로 공장제 장류산업이 자리잡기 시

작하 다.

3) 기반조성기(1993~1997년)

- 품질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장류산업을 지역특화산업

으로 육성하기 해 산재된 업체들을 한 곳에 집단화하여 민속고

추장단지를 조성하 다.

4) 경쟁화 시기  정착기(1998~2003년)

- 민속고추장단지의 업체 간 경쟁심화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

동작업장과 공동 매장 운 이 단되었다. 그러나 경쟁에서 살아

남은 업체들은 안정 인 생산과 매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2 농정연구센터(2006), ｢순창 장류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과 향후 망｣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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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약기(2004년 이후)

- 순창군 통장류의 매증 를 해 생  검사 역할 강화, 포

인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장류개발사업소(  장류연구사업

소)를 설치하 다.

- 2004년 말에는 순창장류산업이 특구로 지정되어(재정경제부 고시 

2004-27호) 업체 간 연구비 분담,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차 간소

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 2005년에는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

라.  주요 수혜정책의 내용과 역할

  순창군은 여러 정책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장류산업을 육성하기 

해 각 부처의 련 정책을 상호 연계·추진하여 장류밸리클러스터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표 인 지원사업으로는 신활력사업,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특구사업, 지역특화사업, 신활력사업, 

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순창군은 지원받은 사업을 연계하여 ‘순창 장류산업밸리’ 조성을 계획·

추진 에 있으며, 이는 순창 장류산업 육성의 종합 이고 심 인 시책

으로 볼 수 있다. 장류산업밸리는 순창읍 백산리에 치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449억 

원이며 국비 827억 원, 도비 188.5억 원, 군비 248.5억 원, 기타 185억 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표 인 세부사업은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제2생산

단지 조성, 통발효식품 용공장, 통 임류세계화지원센터 등이 있다.

  세부사업  하나인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는 생 문제를 해결하고 

발효미생물의 과학  정립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해 건립을 추진 

이며 국내 발효미생물의 허  역할을 기 하고 있다. 한 장류 용농공단

지 조성으로 장류제조업체가 입주·운 되면서 순창군은 제2생산단지를 조

성하여 통장류 우수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류산업

의 경쟁력 강화와 장류 생산업체의 규모화·기업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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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순창 장류산업 지원 정책

사업명 주  부서 사업기간

지역특구사업 재정경제부 1994～2005

지역특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2004～2006

신활력사업 농림수산식품부 2005～2007

신활력사업 농림수산식품부 2008～2010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식경제부 2005～200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식경제부 2008～2010

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 소기업청 -

표 3-17.  순창 장류산업밸리 조성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억 원)

사업내용 이행상황

1단계

순창 통고추장

민속마을
’93-’97 152

통고추장제조업체집 화

공동오폐수처리시설 등
완료

장류연구소 ’05-’06 60 연구소, Pilot Plant 등 완료

장류박물 ’05-’06 32.5 박물  1동 완료

장류체험 ’05-’06 19.5 체험 , 숙박동 완료

RIS 1단계 ’05-’07 46 순창장류산업클러스터 구축 완료

2단계

(HW)

발효미생물종합

활용센터
’07-’09 312

HACCP공장, 

미생물 리센터, 

오폐수공동방지시설

투융자 완료

(공사 )

제2생산단지조성 ’09-’10 24 통장류 소기업 단지
기본계획 수립

투융자 완료

통발효식품

용공장
’09-’11 100

장류품질표 화센터, 

NonGMO 엿공장 

포장물류시설 등

기본계획 수립

투융자 완료

통 임류

세계화지원센터
’09-’11 100

장아  

원료세척·염장·숙성시설

기본계획 수립

투융자 완료

콩이팡이공원

주차  편의시설
’10-’12 40

발효산업단지 내

공원  편의시설
기본계획 수립

웰빙 쉼터 ’11-’13 500
먹거리장터, 고추식품원, 

펜션단지 등
기본계획 수립

2단계

(SW)

RIS 2단계 ’08-’10 43
마 , 인력양성, 기술개발 

 이 ,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친환경장류원료

클러스터
’09-’10 20

단  유기농콩 기반조성, 

콩체험 산업 육성 등

신활력사업

추진 

사업비 합계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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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 황과 망

  순창군 장류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아   소스류를 제

외한 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 혼합장 등 기본 인 장류가 2006년 10만 

톤 생산되었다. 이는 국의 장류 총 생산량(2005년 약 55만 톤)의 약 18%

를 차지하는 수 이다.

  순창군 장류제조업체의 매출액은 2006년 2,700억 원으로 국내 장류 매

출액의 약 43%를 차지하며 지역총생산액의 48%에 이르는 수 이다. 순창 

장류의 매출액  공장형 장류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에 이르

는 반면, 통 장류제조업체는 수는 많지만 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10% 남짓이다. 통 장류제조업체 에서도 상  업체와 하  업체 간 

편차가 심한데, 통고추장민속마을 내 업체를 살펴보면 상  5개 업체의 

체 매출액의 60% 이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 장류는 주로 미국과 일본을 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06년 

약 5백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하 다. 이 게 수출한 장류의 부분은 고추

장이다. 청정원, 해찬들 같은 규모 공장형 장류업체는 수출시장에 주력하

고 있으나 소규모 통 장류제조업체의 수출실 은 미진한 실정이다.

표 3-18.  순창군 장류 생산  출하 규모

단 : 톤, 백만원

생산 출하(국내)

생산량 생산액 출하량 출하액

2004 88,119 105,074 95,526 111,528

2005 94,269 112,089 90,524 109,961

2006 101,118 110,010 95,344 184,287

  주: 기본 인 장류에 한 자료로서 장아 , 임류, 소스류 등은 제외하 음.

자료: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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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순창군 장류제조업체의 매출액

단 : 억 원, (%)

통 장류제조업체 공장 장류제조업체 계

2005 240 (12.0) 1,760 (88.0) 2,000 (100)

2006 300 (11.1) 2,400 (88.9) 2,700 (100)

2009 340 (10.2) 3,000 (89.8) 3,340 (100)

  주: 기본 인 장류와 장아  등 련 제품을 포함한 액임.

자료: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내부자료(2006)

  다양한 장류제품의 개발과 기능성·건강식품으로서의 장 으로 인해 

체 장류시장이 확 되고 있으며, 군의 극 인 장류산업 육성정책은 향후 

생산과 소비 확 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한 순창 장류산업밸리 조

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생산단지,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등이 

건립되면 생산규모 확 와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반 으로 유기농 식품에 한 소비자의 심도가 높아짐에 

유기농 장류제품의 매도 차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바.  평가  개선과제

  장류밸리클러스터는 외형 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생

산농가와의 연계, 외부와의 네트워크 등에서 문제 을 보이고 있다. 청정

원 등 공장형 업체는 지역농 을 심으로 공동 출하한 고추 약 70톤을 구

매하고 있는 반면, 통업체는 주로 안동 등 도매시장에서 원물을 구매하

고 있다. 즉, 신선농산물 유통과 원료농산물 공 이 분리되어 계약재배사

업단이 해체되는 등 식품가공에 합한 원료조달체계가 효율 으로 이루

어지지 않아 조달비용이 높고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다양한 제품개발능력이 부족하여 기능성 제품 등 융·복합화가 미흡

하고, 기업화로 연계되지 않아 지역 내 통식품산업을 활성화 수 에서 정

체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융·복합화 기반

이 취약하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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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고창군 복분자산업은 지역특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진시키는 표

 사례이다. 최근 10년간 복분자 생산기반이 크게 확 되어 국 생산량

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공업체 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복분자 생산액 3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복분자산업에 여

러 정책사업을 통합지원하고 있다.

가.  클러스터 황

  고창군의 복분자 생산량은 국 생산량의 약 45%로 생산기반이 잘 갖추

어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강화하고 있다. 

복분자산업이 발 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복분자 재배농가는 

2004년 2,154호에서 2009년에 5,263호로 증가하 고, 지역 내 산업생산액

도 205억 원에서 1,387억 원으로 증가하 다. 2000년 210호 농가가 110톤

을 생산한 것에 비교하면 최근 10년간 비약 인 양  성장을 이루었다.

  복분자는 수확 후 바로 냉동보 하고 이를 주류 혹은 주스류 등으로 가

공을 하므로 복분자 가공업체 수도 2004년 7개에서 2009년에 48개소로 크

게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창군 내 가

공업체는 복분자주 9개 업체를 비롯하여 음료 27개소, 한과 3개소, 장류 3

개소 등 48개소에 이르며 신규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 2013년 복

분자 련 생산액을 3,000억 원 규모로 증 시키기 해 복분자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재배농가
(호)

재배면
(ha)

생과생산량
(톤)

가공업체
(개소 수)

산업생산액
(억 원)

2004년 2,154 484 1,510 7 205

2007년 4,795 1,333 4,800 33 1,306

2009년 5,263 1,455 5,500 48 1,387

표 3-20.  고창 복분자산업 황

자료: 고창군 내부자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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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고창 복분자산업의 참여 주체는 농가, 지역농 , 복분자연합사업단, 가공

업체, 고창군 복분자 담  등이 있으며, 이  복분자 담 과 연합사업

단이 복분자산업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고창군은 복분자산업을 육성하

기 한 담조직으로 군청 내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사업 은 복분자와 련된 모든 사항에 한 략수립, 마 , 홍

보, 식품가공  R&D 지원 등을 총 하고 있다. 복분자산업에 한 행정

조직을 일원화하 기 때문에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  련 사업을 복

분자산업에 집 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복분자연합사업단은 2007년 구성되어 내의 농 , 재배농가, 가공업체

들 간의 생과 수매  공  통로를 일원화하고 내 7개 농 을 통해 재배

농가들과 수매 계약하는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 다. 복분자는 수확 

후 바로 냉동보 하여야 하므로 효율 인 수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연

합사업단이 구성되면서 효율 인 수집체계는 물론이고, 생산-수매-공 의 

일원화로 내 복분자 가공업체들은 생과를 100% 고창 내에서 안정 으

로 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복분자산업 발 과정

  30년 부터 야생 복분자로 가용주를 담아 객들에게 매한 것이 고

창 복분자산업의 발단이다. 1987년 심원면 상담소장이 복분자의 식재에 성

공하 으며, 199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에 복분자를 심어 찰

한 결과 응력이 뛰어나 산업화를 추진하기에 이른다(이동필 외 2008).

  복분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는데 가장 크게 향을 미친 요

인은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고창 복분자산업의 랜드 가치에 한 군

민의 자부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분자산업과 련한 행정조직을 지역특

화산업지원사업 으로 일원화하여 산업을 집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6년 복분자 생과 동을 계기로 생산-공 -가공-행정지원-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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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단계의 상호 조정기능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복분자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다. 생과 동으로 인해 군 내에 지역화되어 있는 생산주체

들이 지역 내 자발  거버 스 체계를 구축하여 간 상인을 고창 복분자

산업 체계에서 몰아냈다. 신 합의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과를 고정가격

으로 수매·공 하기로 하면서 생산·가공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 고, 아

울러 제품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라.  주요 수혜정책의 내용과 역할

  고창 복분자산업의 활성화를 해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담 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된 정책사업을 복분자산업에 집  투

자하고 있다. 지원된 사업은 농식품부 5개 사업, 지식경제부 3개 사업, 

라북도 1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는 신활력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리 표시제, FTA과수산

업지원사업 등이 있고, 지식경제부 사업으로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

역특화발 특구,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등이 있으며, 라북도 사업으로는 

1시군 1 로젝트사업이 있다.

복분자산업소득 생산액
2013년 3,000억원 달성 목표

연계 사업 융화
시너지 효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H/W)
     ∙생산기반 조성
     ∙가공 판매시설 육성

신활력사업(S/W)
    ∙지역혁신역량강화    ∙공동마케팅 기반조성    ∙제품 디자인 개발

RIS 사업(H/W)
      ∙연구개발      ∙기업경영 컨설팅

그림 3-10.  고창 복분자산업 련 지원정책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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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역할

농림수산
식품부

신활력사업

복분자클러스터사업단 운

가공업 육성  활성화 지원

마   네트워크 구축

복분자 육종, 식품개발 등

향토산업
복분자 클러스터 내 황토웰빙  복분자체

험센터, 황토자원개발  상품개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복분자 빌리지사업

지리 표시제 고창복분자주, 고창복분자생과 지리 표시 등록

FTA과수산업 비가림하우스 지원  수시설, 정 개발 등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마 , 경 신 

지역특화발 특구 복분자산업특구 지정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복분자 클러스터 내 복분자연구소 건립, 장

비구입, 연구개발 등

라북도 1시군1 로젝트사업 복분자클러스터 내 복분자 테마 크 조성

표 3-21.  고창 복분자산업 주요 정책사업 수혜 황

마.  평가  개선과제

  고창군은 복분자산업의 복합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 내 생산액을 제고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고창 복분자산업은 생산과 1차 가공이 주를 이루

고 있으나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회사법

인 고창복분자회사를 설립하여 생산농가, 농 , 가공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생산법인을 설립한 성과도 얻었다. 한 연구개발을 하여 복분자클러스

터 내에 164억 원을 투입하여 복분자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복분자 생과 동을 겪었으나 이를 계기로 지역 내 자발  거버 스 

체계를 구축한 것도 성과이다. 이를 통해 생산  가공 기반이 안정화됨과 

동시에 품질 향상을 이루었으며, 생산농가-농 -가공업체-행정 간 력체

계가 자리잡게 되어 사업 추진역량이 성장하 다.

  반면 고창 복분자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의 주체 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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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는 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실제로 인근 

지역인 정읍에서도 복분자가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력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지역의 선도 인 주체들과의 상호작

용 역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해외사례: 랑스 르타뉴 Cerafel 농 연합회

  르타뉴 지역은 랑스 서북부 해안 반도의 우리나라 도단  정도의 지

역으로 랑스 채소 생산량의 약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표 인 채

소로는 토마토, 아티 크, 로콜리, 양배추, 콜리 라워(꽃양배추), 샐러리, 

오이, 쥬키니호박, 상추, 양상추 등이 있다.

가.  르타뉴 지역 Cerafel농 의 결성과정

  채소의 수 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1958년 르타뉴 지역에서 최

의 생산자조직인 ‘아티 크 조합’이 출범하 고, 이후 10개 동조합이 결

성하여 산지경매를 통해 개별 조합별로 출하하 다.

  그러나 각각의 생산자조직은 각각 개별 랜드를 가지고 국내  수출시

장에 매함으로써 서로 경쟁 계를 형성하게 되어 각각의 생산자조직의 

시장 유율이 낮은 상태에서 치열한 매경쟁이 래되고, 그 결과 농산물

의 제값을 받기도 어려웠으며, 시장고객의 개별 랜드에 한 신뢰도 높지 

못하 다. 

  공동 랜드인 ‘Prince de Bretagne( 르타뉴 왕자)’를 도입하면서 도단

의 역연합 매조직으로 Cerafel연합회를 결성하게 된다. 1962년 쌩뽈드

옹(St-Pol-de-Leon), 뺑폴(Paimpol), 쌩말로(St-Malo)지역 5개 조합법인이 

연합하여 각각의 지역에 3개 경매장을 건설·운 하 고, 이후 1964년에 

‘ 르타뉴지역 농업경제 원회’(Cerafel Bretagne, 이하 Cerafel) 조직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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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되었다.

  1967년에는 르타뉴 지역에 있는 10개의 생산자 조직이 참여함으로써 

르타뉴 지역의 채소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취 하게 되었으며, 재는 

르타뉴 지역 총 10개의 생산자조직  7개 생산자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 참여조합은 SICA, SOCOPRIM, LA BRETONNE, UCPT조합, 

TSM조합, COOAGRI BRETAGNE조합 등이다.

  Cerafel이 르타뉴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에 해 공동 랜드 ‘Prince de 

Bretagne'를 처음으로 만들고 최 로 랜드 로고를 만들어 상품에 부착하

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이다.

BRETAGNE(브르타뉴)지역

COOPERATIVESAVEOL BRETAGNEPLANTS

COOAGRIBRETAGNE

LA BRETONNE TSM

TOMWEST

SOLARENN

그림 3-11.  르타뉴 지역의 채소생산자 조직(조합)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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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르타뉴지역 채소 출하 과정

  르타뉴의 채소 출하 과정은 채소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6개 지역의 

농 에 출하하면 농 의 선별장에서 선별·품질확인을 하고 출하가 결정된 

후 3개의 경매장에서 경매를 통해 출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최종 인 

품질 리는 연합조직인 Cerafel에서 확인하고 결정하고 있다.

채

소

생

산

자

조

직

(6개)

선

별

․

포

장

장

(27개)

경

매

장

(3개)

소

비

자

규모

도매분산상

(Shippers)

수출업자

(Exporters)

가공업체

유통업체

도매시장

유통업체

르타뉴 농업경제 원회(Cerafel)
랜드 리  통제시스템

르타뉴 농업 원회
고객, 소비자 커뮤니 이션

그림 3-12.  공동 랜드 상품의 유통경로와 Cerafel 역할

다.  르타뉴 Cerafel의 조직구조

  Cerafel은 정부기구나 1차 생산자조직이 아닌 6개의 생산자조직이 결성

한 일종의 회 성격의 자율기구로 회장,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이

사회와는 별도로 Cerafel과 생산자 표로 구성된 품목별 운 원회가 있

다. 이사회는 6개 참여조합의 단체장을 조합장을 포함하여 23명의 생산자 

표와 3명의 바이어 표, 그리고 3명의 문가를 포함하여 총 29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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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구성되어 있다. 

  Cerafel은 사무국 이외에도 품목 원회, 연구소, 경매장의 마 부서, 

그리고 농가의 교육을 한 교육시설이 있다. 품목 원회는 주요 거래 품

목별로 20개가 있으며, 각 품목 원회는 Cerafel의 품목별 표자와 생산

자 조직의 품목별 표자로 구성된다.

  품목 원회의 주요 기능은 상품의 공 량 조 과 가격안정, 경매장에서

의 품목별 가격 하한선 결정, 과잉 생산·공  시 산지 폐기 여부 결정, 과

잉공  시 경매장 출하량 결정, 품질규격에서 품목별 Cerafel의 자체 규격 

검토 등 품목별 품질 리  수 과 가격안정에 한 매우 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

  품목 원회는 품목별로 생산자가 수취해야 하는 하한선을 설정하여 물

량이 과잉 출하되면 일정량의 출하물량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매함

으로써 품목별 가격이 하한선 이하로 하락하지 않게 하는 최 매가격제

도를 운 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 원회의 산지폐기 결정이나 공 량 조  

결정에 한 책임을 조합원 스스로가 지고 있다.

  마 부서는 시장분석, 생산재배계획 수립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Cerafel은 기본 기능  하나인 국내시장  수출시장 분석을 통하여 품목

별 수   가격에 한 시장 망, 구매자와 소비자의 구매  소비패턴 

망, 수출시장 망, 유통환경 망 등에 한 정보를 생산자조직에 제공

하고 있다. 3개의 경매장에는 오직 일정 수  이상의 Cerafel의 자체 인 

품질기 을 통과하여 공동 랜드인 ‘Prince de Bretagne’와 로고를 부착한 

랜드 상품만 거래되며, 비록 랜드화 참여조합의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이라도 일정 기 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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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위원회 연구소 마케팅
(경매장) 교육시설

BRETAGNE

협동조합 등(APC, 선별장운영)
SICA UCPT TSM SOCPRIM Bretonne 기타생산자조직

품 목 별  생 산 농 가
그림 3-13.  르타뉴 Cerafel의 조직구조

라.  르타뉴 Cerafel의 운 자  조달방법

  조직의 운 은 생산자의 랜드 상품 거래 액에서 수취되는 3.5%의 수

수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Cerafel의 기본 인 운 자 은 생산자 매출

액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EU에서는 이러한 생산자 부담의 

3.5% 수수료를 품질향상과 생산자의 권익을 해 사용되는 ‘재투자’로 인

정하여 3.5%에 해당되는 동일한 규모의 자 을 Cerafel에 지원하고 있다. 

결국 Cerafel의 수익은 체 으로 생산자 매출액의 7.0%(생산자 3.5% 부

담, EU 3.5% 지원)이다. 이 자 으로 Cerafel의 운 은 물론 Cerafel 련 

다양한 연구소나 시험장 운 , 마 서비스, 기술지원, 홍보  커뮤니

이션 자 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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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농어  지역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하는 방안은 수평 으로 지역에 

을 둘 것인가 하는 략과 랜드화와 같이 보다 품목에 을 두어 지

역 으로 역화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 수직 으로는 식품산

업을 육성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 역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통식품과 같이 지역  차별화하여 지역에 보다 특화하는 방안과 일반 산

지농산물가공사업과 같이 품목에 특화하여 랜드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품목에 특화된 식품가공사업은 원료농산물을 공 하는 주

체의 랜드화 하는 유통사업과 식품가공사업이 서로 연계성을 갖추는 형

태로 결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분하여 볼 때 수평  응이든 수직  

응이든 지역을 심으로 하는 지역차별화 략과 품목을 심으로 하면

서 규모화하고 랜드화 하는 역  응 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세소농의 소량-다품목 생산구조에서는 규모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차별화에 보다 집 하 다. 그러나 지역 심의 략은 지역과 착

되는 장 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 역이 지역으로 제한되어 안정  공 능

력을 갖추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 하지 못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보

다 안정 인 공 능력 확보, 균일한 품질 리, 랜드 가치의 제고 등을 

해서는 지역의 범 를 벗어나야 하고, 이를 해서는 품목을 심으로 인

근지역과 력하는 역  응이 필요하게 된다. 시군단  이상의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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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역화에 따른 지역 농식품산업의 응체계

지 역 품 목

식품가공

수직적 계열화
(생산 효율화)

관련정책
사업주체

기반시스템
광역화의
부작용

대응영역

(클러스터)

(브랜드화)(조직화,
지산지소)

전통식품
(지역차별화)

광역식품산
업

광역화
활용영역

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해서는 다품목으로 연계 력을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품목으로 연계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지역

조직이 품목별로 재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생활권이 역화 상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지역 착형 략을 강화하여 그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업 역을 역화하여 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련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진주체가 명확히 

설정되는 등의 기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 차별화 략을 으

로 두면서 역  조직으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지역  차별화로 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분야로는 산지유통 부문

의 경우 소량-다품목에 의한 소규모 차별화 략을 추진하는 조직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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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같이 지산지소의 산지유통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 역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농가출하조직을 리하는 기능도 있다. 식품산업에서는 통식품 

가공업체와 같이 개별식품가공업체 지원, 개별공장의 시설 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역 으로 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분야로는 산지유통 부문의 경

우에 있어서는 품목 심의 역 랜드 마 조직을 육성하는 것, 계열화

된 지역조직을 바탕으로 한 조직, 거 물류센터와 같이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사업부문이 있다. 식품산업 육성분야에서는 김치가공과 같이 일반산지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면서 원료농산물의 안정  공 체계 구축, 그리고 

R&D체계의 구축  식품안 리체계와 같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기반

시설, 농업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식품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에서는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한 역  응을 진하기 한 

응 략을 제시한다.

표 4-1.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한 기능분담

분 야 지역 차별화 응 역  응

산지유통

․소량-다품목의 차별화 략

․학교 식 등 지산지소의 산지

유통 략

․ 역조직의 하부 농가출하조직 

리(지역단  APC 운 )

․품목 심의 역 랜드 마

조직 육성

․계열화된 지역조직의 리체계

의 강화

․거 물류센터의 운 리

식품산업

․ 통식품업체 육성 등 개별 식

품가공체 육성

․개별가공공장의 시설 화

․일반산지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과 원료농산물 조달체계

․R&D체계의 구축, 식품안

리강화 등 클러스터 조성

․농업의 융·복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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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유통 활성화를 한 정책방향 

2.1. 품목별 단일 광역조직 육성 추진

  산지유통정책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법인주체를 육성

하고 있다. 공동마 조직사업, 원 랜드화사업, 거 APC사업, 시군유

통회사육성사업 등이 새롭게 정책에 도입되면서 각각 다른 산지유통주체

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앞 의 문제 으로 지 한 지역에

서와 같이 하나의 시군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서로 경쟁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 

  지역조직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조직이 육성되어야 하

지만 역  조직은 하나의 품목을 심으로 지역 간 연계와 력을 하여

야 하므로 다수의 조직이 형성되어서는 혼선만 발생하게 된다. 랜드와 

품질 리를 해서는 하부출하조직을 리하여야 하는데 다수의 주체가 

하나의 하부조직을 동시에 리하는 것은 서로의 갈등만 래한다. 소규모 

하부조직을 결성하는 데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가능하지만 역조직에

서는 하나의 주체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역단 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 각각 다른 주체가 육성

되지 않도록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산지유통정

책을 지역 으로 차별화된 조직을 육성하는 정책과 역조직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역조직 육성정책은 , 축산, 원  등 품목부

류별로 하나만 육성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주체를 육성

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단순화하면서 APC시설 등 기반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주체육성정책과 분리하여 기반시설 인 라지원으로 메뉴

화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는 정책을 역  랜드조직과 지역  차별화를 

추구하는 소규모 지역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지원조건에서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조건을 차별화하는 것은 사업규모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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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가조직 리에서 발생하는 비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지원규

모의 한도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 실질  지원은 실

평가를 통해 지원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용하여야 한다. 지역 내에서 

자율 으로 선택하도록 정책메뉴를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 이다.

2.2. 연합조직으로서 광역조직 육성

  역 랜드조직은 지역조직으로부터 출하권을 임받아 랜드화하는 

조직이므로 직  농가를 리하는 조직체보다는 다양한 지역조직이 연합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 이다. 지역별로는 이해 계가 서로 다르

고 농가의 업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농가조직을 리하는 조직은 농가와 

직  착되어 있는 지역조직이 더 유리하다. 랑스 르타뉴와 같이 상

품화시설의 운 , 농가조직화 역할 등은 착도가 높은 지역단 별로 응

하는 것이 효과 이다. 련비용의 투명성 확보, 발주량의 리 등의 민감

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농가와 착된 조직이 더 유리하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지역조직으로는 지역농 이 될 수도 있고, 농조합법

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 농가의 조직도 될 수가 있다. 

  지역 내 상품화시설 등의 운 은 지역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 이지

만 이를 랜드화하고, 안정  공 능력을 구축하기 해서는 보다 역

으로 응하는 것이 효과 이다. 랑스 르타뉴의 Cerafel농 과 같이 개

별 으로 산지조직이 있어도 규모의 효과가 큰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연합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지역별로 분산되

어 있는 지역조직과 역 랜드조직과의 계를 보다 효율 으로 수립하

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서는 참여지역조직의 표만이 아니라 

품목별 의체 혹은 품목 원회의 운 을 통해 품목별 이해 계를 조정하

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이다. 농가 간 통합  의사결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농가 표조직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다.

  랑스 르타뉴농 에서도 품목 원회가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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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원회는 상품의 공 량 조 과 가격안정, 경매장에서의 품목별 가격 

하한선 결정, 품질규격 결정, 과잉 생산·공  시 산지 폐기 여부 결정, 과잉

공  시 경매장 출하량 결정 등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품목 원회

는 품목별로 생산자가 수취해야 하는 하한선을 설정하여 물량이 과잉 출하

되면 일정량의 출하물량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매함으로써 품목별 

가격이 하한선 이하로 하락하지 않게 하는 최 매가격제도를 운 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 원회의 산지폐기 결정이나 공 량 조  결정에 한 

책임을 조합원 농가 스스로가 지고 있다.

  산지유통조직육성정책에서도 역단 에서 품목별 의회를 결성하여 

운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조직이 아

니기 때문에 시설지원이나 운 자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품목별로 합의

를 도출하는 거버 스를 구축하도록 농가교육에 한 지원, 자조  조성에 

한 지원이 효과 인 지원방식이다. 

2.3. 광역조직 육성을 위한 도단위 농정기능 강화

  재 산지유통지원체계는 시군단 로 분리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

역  차별화를 추진하는 데는 유리한 방식이지만, 역조직을 육성하는 것

에는 합하지 않다. 역조직은 시군단 를 넘어서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

수의 지역을 통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남 서북부한우클러스터와 

장수 S-APC사업과 같이 사업주체 선정으로 인하여 지자체 간 력이 부족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간 사업참여 력의 부족으

로 다른 지역에서 사업참여를 기피하게 되고, 이것이 사업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지역이 의사결정에 같이 참여하고 책임도 분담하여야 

하는데 특정 시군으로 추진주체가 설정되면서 지역간 력과 사업참여 

진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권역단  역  랜드사업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시군의 

력과 조를 조정할 수 있는 도단  농정조직이 필요하다. 역조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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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주체를 도 농정단 로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 보조사

업과 같이 지자체간 연계 력사업을 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책

추진주체가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도단 로 역 조직화를 추구하는 사례는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

다. 경기도 팔당클린사업의 G-마크연합사업단과 같이 도단  지원에 의한 

사업주체가 설립됨으로써 보다 시군 간 력을 도출할 수 있다.  햇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잎마춤조직과 같은 성공 인 역조직의 경우에는 시군

조직보다는 도단  농정조직이 력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농가가 이용하는 APC 등 개별시설은 시군단 로 지원하더라도 랜

드화하고 출하하는 것은 역조직으로 통합하도록 지원, 조정하는 것이 필

요하므로 도단  농정추진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도 농정의 역할이 요하다. 시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역조직은 도 농정에서 담당함으로써 시군 간 의사결정의 조정을 도

출할 수 있다. 랑스 르타뉴의 Cerafel과 같이 력을 조정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진하는 권역단  주체를 만드는 것에 해 도 농정의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식품산업 육성을 한 정책방향 

3.1. 전통식품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간 연계추진 강화

  통식품 개발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역 으로 응하기보다는 지역단 에서 특색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표 인 사례로는 고창 복분자, 순창 고추장, 문경 

오미자, 하동 녹차, 보성 녹차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차별화에 특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내 소득창출기반을 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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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역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통식품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시군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앙정부의 개별사업으로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추진하여 사업의 융합을 도출

하는 것이 효과 이다. 신활력사업, 지역특화육성사업, 지식경제부의 RIS

사업, 농업특구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연계하여 시 지효과를 제고하도록 통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식으

로 근하는 것이 효과 이다. 이를 해서는 지자체 단 에서의 종합 이

고 계획 인 추진이 필요하다. 특회계에서와 같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

는 포 보조사업 추진방식도 효과 이다.

  고창 복분자의 경우 복분자산업의 생산액증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앙정부 정책사업을 지역 내 복분자산업의 육성에 집 하고 있다. 지역특

화품목 육성사업, FTA과수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원료농산물인 복분자의 

생산기반을 강화하 다.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 등의 정책으로 지역

신역량을 강화하고, 공동마 기반을 조성하 다. 지식경제부의 RIS사업, 

도의 1시군 1 로젝트사업으로 연구개발  기업경 기반을 조성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종합 으로 추진함으로써 복분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었다. 지역 차별화된 식품산업을 육성하여도 

정책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3.2. 광역단위 지원조직체계의 강화

  지역  차별화를 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정책간 연계성을 제

고하여야 하지만 지역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능에 해서는 역단 로 지

원하는 것이 효과 이다. 지역 차별화 략이 가지는 한계 을 보완하는 지

원기능을 역단 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몇 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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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단  연구개발센터  

  지역  차별화를 한 통식품산업 육성을 해서는 제품개발과 식품

안 성 리를 강화하는 것이 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식품산업 발 의 요한 과제이

나, 지역의 식품산업은 일반 으로 소규모 가공업체들의 집합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기 이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순창군 장류

연구소와 같이 시군단 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지만 부분은 연구개발기

능이 무한 실정이다.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제품개발과 품질

제고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가 발생하게 된다.

  통식품의 기술개발 등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효과가 높은 연구개

발체계나 식품안 성 리강화 등은 시군단 에서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비되고 지역단 에서는 문성도 낮으므로 역단 로 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다. 연구개발이 효과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식품 

련 연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외부 연구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과의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연구성

과가 축 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모든 

시군이 될 수 없으므로 역단 로 응하는 것이 효과 이다.

  순창 장류연구소와 같이 지자체 단 에서 많은 연구인력을 운 하는 것

은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속 으로 운 하기 어렵다. 연구개발에 

한 수요자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지자체 산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 앙정부 정책사업에서 연구 련 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

려운 구조이다. 연구개발정책이 목표로 하는 통식품의 제품개발 등에 있

어서도 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은 지자체단 로 근하기보다는 역단 에서 식품 

련 연구를 직  수행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 이다. 

역연구조직이 연구허 가 되어 지역의 학·연구소·기업체 간의 연계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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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단  연구개발센터 도입>

○ 식품산업의 인 라는 생산 부문, 제조  가공 부문, 유통  마  

   부문, 연구개발  안 성 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식품산업의 인 라 에서 연구개발  안 성 분야의 요성이 커  

지고 있으며, 세계 으로도 식품산업은 연구기술과 안 성의 두 축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한 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연구센터의 구체 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 수요에 한 악

   - 미래 수요 식품  신제품 개발, 통식품 발굴  산업화, 식품

     가공· 장 연구 수행

   - 연구소·기업체 간의 력연구 추진

   - 권역별 클러스터 핵심 연구기 들과의 네트워킹

   - 개발된 기술특허를 이용한 산업화 추진

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서 식품에 한 제품개발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단  연구센터에서는 자체 인 농식품 제품개발 연구만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한 R&D자 을 조성하여 학과 지역 내 통식품업체에 연

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식품안 성 리센터

  국가 차원에서 식품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식품안 리체계를 보

완하고, 역단 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안 리체계를 형성하여 소

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식품안 성센터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식품의 해성을 사 에 분석하고, 안 식품에 한 인증체계를 강화

하기 한 것이다. 이는 국가정책의 미흡한 을 역단 에서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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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과 가공공정에 

한 불신을 해소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식품안 성 리센터는 지역생산 농산물, 기능성 가공제품의 화학 ·미

생물학 ·유 학  안 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내 가공식품

의 성분을 분석하고, 기능성식품의 인증을 실시하는 등 품질 리기능을 강

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품질 검사, 유통기한, 그리고 

식품안 에 한 교육홍보의 역할도 담당하도록 한다.

다.  식품산업지원센터

  연구센터를 심으로 하여 개발되는 각종 식품 련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식품산업 발 에 요한 과제이고, 그 효과 인 수단이 창업지원 활

동이나 외부 기업 유치활동이다. 이러한 창업지원이나 외부 기업 유치활동

을 통해 지역 내 식품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지원센터

의 도입이 필수 이다.

  식품산업지원센터는 재정 인 지원이나 인센티 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는 데 목 이 있다. 경 , 시장, 기술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  자원 측면에서 이 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을 육성하고 외부 업

체를 유치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도 창업지원센터나 로그램

을 운 하여 창업 기 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종 기술, 경 , 시장, 인력에 한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산업지원센터의 구체 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취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먼  기업  제품 홍보, 수출입 업무, 

매 략, 소비자 수요조사, 해외시장 개척, 유통  경 지원이다. 다음으로 

국가 식품클러스터, 국내외 식품기 , 수출입기  등과의 업무 력으로 

식품업체가 쉽게 연구개발 등에 근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는 것

이다.  장비활용, 창업보육, 설비지원, 디자인개발, 산업재산권 등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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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단체 식, 식생활  식품문화, 양교육 등 소비

자 교육 실시하여 지역 식품업체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도 있다.

3.3. 식품산업의 안정적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식품산업이 발 하기 해서는 효율  원료농산물의 공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하고, 이를 해서는 지역 내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식품산업은 렴한 가공원료농산물을 요구하고 있

지만 신선농산물 매를 주목 으로 생산하는 국산 농산물로는 수익성 확

보가 곤란하여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 없는 

구조에서는 식품산업이 요구하는 안 한 원료농산물을 안정 으로 공 하

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 가공용 농산물만 생산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농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래되기 때문이다. 한 지

자체단 에서는 농산물생산이 한정되어 있어 식품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식품산업이 발 하기 해서는 지역 내 농산물 생산과 연계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창복분자산업의 클러스터화의 경우 

생산농가의 조직화와 산지유통조직이 복분자 술 등 식품가공산업과 연계

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한 것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농업생산과 식품가공사

업이 서로 연계되어 시 지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정책사업이 개별 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역 내에서는 연계성을 가지

도록 생산지원, 산지유통지원,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한 효율  원료농산물조달체계 구축은 

시군단 의 지역 내에서는 생산의 계 성, 품목의 다양성, 생산량의 한계 

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역 으로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응을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효율  원료농산물 공 체계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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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역단 의 랜드조직과 

식품업체의 원료조달체계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인 방안이다. 

역단  랜드조직의 식품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효율 인 원료농산물공 체계는 식품산업의 발 만이 아니라 농업생산

과 신선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이러

한 선순환 계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4-2>이다. 농 이 공동화되고, 인건

비가 상승하면서 농업생산에서 기계화가 필수 이다. 특히 수확기에서의 

기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소의 경우 기계로 수확하게 되면 

단 등으로 상품성이 하되어 신선농산물로 매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가공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인력으로 수확하여 

상품성 하가 없는 상황에서 식품가공을 추진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식품가공을 도입하면 생산체계에서도 기계수확 등으로 비용을 감하고,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연계되어야 한다. 식품가공을 하면서 생산의 효율

그림 4-2.  원료농산물 공 체계의 선순환 구조

농업생산
(경영효율화

표준화)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 농가
(농가소득 증대)

선순환구조

원료조달 효율화
(원가절감)

안정적 판로(국내산 원료)생산 기계화(상품성 저하문제율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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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직 농장 등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직 농장에서는 농작업의 효율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등을 시험해 

보고, 원료농산물을 공 하는 계약농가  생산법인에 기술지도를 실시하

여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원료농산물을 공 하는 농가에

게도 합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가공산업은 산지유통과 연계성을 가진 부문을 확 할 필요가 있

다. 신선농산물은 장기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하

락하는 문제 이 있다. 가공을 통하여 수 을 조 하고, 신선농산물의 

랜드 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Sunkist의 경우 수확한 오 지

의 상  30% 등 만 신선농산물로 상품화하여 매하고, 나머지는 주스로 

가공· 매하여 신선농산물의 랜드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

산업과 산지유통사업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정책사업에서도 연계 력하

는 것이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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