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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확대와 더불어 국내 식품시장도 그 규모가 커지고 있

으며, 식품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는 농업과는 달리 국가경제의 주요 산업 부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간편화, 다양화, 고급화, 건강 지향으로 대변되는 식품소비행태의 변화와 함께 

식생활의 외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소비 부문에 있어서도 식품산업의 중

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식품시장 변화는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어업의 부가가치 창출

을 위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식품산

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기업경쟁력 강

화, 인프라 구축, 전통식품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실시한 정책들 중에서, 인

프라 구축 및 전통식품산업 육성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개

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가 향후 식품산업정책의 방향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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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로 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식품정책은 

농림축산정책의 주축으로서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식품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정책 추진 관련 연구 및 논의는 활발하나,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식품산업

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정책의 지속 여부 및 재수립

에 판단 근거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식품정책에 대한 사후 점검 기능이 부족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평가 기능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적합한 자료와 평가 모형을 이용하

여 식품정책 추진 결과와 영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이다. 식품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는 사업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업집행의 필요성과 책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농업과 연계 강화, 식품수출 및 한식세계화를 

통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인프라 구축, 전통식품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식품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추진방식, 추진체계, 지원조건 등에 있어



2

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고, 정책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이 이

루어지지 못해 식품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식품정책의 사후 평가를 위해 적절한 자료 구축 및 정책평가 모형

을 정립하고,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제로 주요 식품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식품정책 평가방법론 정립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식품정책 문제

점 및 개선 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특히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사업인 연구 개발, 교육 및 컨설팅사

업과 농업 연계정책사업인 전통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평가와 개

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 평가는 사업시행에 따른 1차적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에 대한 사

업효과 및 만족도, 그리고 정책 담당자의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하고

자 한다. 또한, 대표적인 정책평가계량모형인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

ference)을 이용하여, 식품정책 수혜업체에 대한 정책효과를 계측하고자 한다.

기존의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 평가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

책 수혜자 중심의 성과 평가와 추진체계 등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수준이며,

식품정책 수혜업체에 대한 정책의 효과 계측을 위한 자료 및 모형 구축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책 수혜자 대상 정책 평가를 통해 

수요자 지향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외

식기업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채 식품정책 수혜업

체에 대한 순수한 정책 효과를 계측하고자 한다.



3

제2 장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농식품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현황을 살펴

보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이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였

다.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 자료와 함께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황 및 의견을 종합하여 당면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관련 산업정책 분석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서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

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

의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R&D)의 범위는 식품생산에의 투입물

에서 식품의 판매 및 서비스까지 전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2010)은 농식품 관계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타 부처가 수행하는 농식품 분야와 연계된, 기초 원천연구를 포함하는 모든 국

가 연구개발사업을 농식품 연구 개발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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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식품산업의 가치사슬과 R&D 범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농림축수산식품 R&D 현황 및 시사점 .

그간의 식품산업 관련 연구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8년

에 있었던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식품산업이 농림수산부의 소관으로 이관되

면서 주관부처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다. 2008년 03월 식품산업진흥

법 을 제정하고 11월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이 발

표되면서 내용 중에 식품 관련 연구 개발의 확대를 포함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3대 17개 산업을 발표하였는

데 그중 ‘고부가식품산업’이 포함되면서 기능성 식품, 유비쿼터스 식품시스템,

친환경 안심식품, 웰빙 전통식품 등 4대 전략품목을 포함한 ‘식품산업 R&D 중

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식품 

R&D를 분리하여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에 따라 기술 수준, 시장성 등을 고

려한 6대 기술 분야 18개 핵심 기술을 우선 선별한 R&D로서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사업을 신설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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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범위는 2011년 9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12∼’17) 이 발표되면서 기존 4대 기술 분야에서 6대 분야 18개 핵심 기술로 

확대되었다. 6대 기술 분야에는 기능성 강화식품, 전통 웰빙식품, 식품 안전 품

질관리, 식품 핵심 소재, 식품 기자재, 저탄소 신가공 기술(유통시스템 포함)이 

포함되었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수산물과 연계한 가공 및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식

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식품산업 핵심 응용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

하는 것이다. <표 2-1>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주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데, 지원분야는 식품 및 농축수산물 품질관리, 식품영양, 가공 및 식생활 등이며,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고, 1년에서 5년까지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되, 기업이 

자부담을 일정 부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2-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주요 내용

구 분 분류 내용

지원 분야
농수축산물위생/품질관리, 식품과학, 식품영양과학,

식품조리/외식/식생활 개선

연구수행 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지원 목적 산업기술 개발

연구 개발 단계 응용연구

연구 개발 기간 12개월 ∼ 60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과제당 10억 원 이내로 

기능성 강화식품, 전통 웰빙식품, 식품 안전 품질관리, 식품 핵심 소재 개발, 식

품 기자재, 저탄소 신가공 기술개발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획과제의 

경우 과제별 제안서를 참조하여 지원기간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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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고, 일반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을 영리 목적의 산업체로 한정하여 

연구 책임자가 과제계획서 내용 및 연구팀 규모에 따라 적정 지원기간 및 연구

비를 책정하도록 되어있다. 지원 형태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되 대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표 2-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6대 부문별 기술 개발 지원 내용

6대 분야 핵심기술

기능성 강화식품

∙식품 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 기술

∙질병 예방 건강증진용 식품 개발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 기술

전통 웰빙식품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 제품 개발

∙생물전환 및 발효 핵심 기술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 기술

식품 안전 품질관리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 기술

∙식품의 원산지 및 위 변조 판별 기술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 기술

∙스마트 식품 유통 시스템 기술

식품 핵심 소재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 기술

∙식품 대체소재 개발 기술

식품 기자재

∙기능성/지능형 친환경 포장 기술

∙식품기계 개발 기술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 기술

저탄소 신가공 기술

∙저탄소 식품 가공 기술

∙고효율 식품 가공 기술

∙융복합 식품 가공 기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은 국내 기능성 강화식품 개발 지

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 확대, 글로벌 시장대응 수출상품화를 위한 전통식품 상

품화 지원,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식품 품질관리 기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식품소재, 기자재, 저탄소 신가공 분야 신규 지원 등이며 지원 분야는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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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 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 산 18,294 24,808 28,172 31,3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식품산업정책국 사업예산설명서 .

2. 사업 평가

농식품산업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관계기관으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에 대한 관리체계는 타 산업 분야와는 달리 연

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및 산하 기관 및 부서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

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2009년 이전에는 농림부가 연구관리 전담기

관으로 설립한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기획 및 관리를 지원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선정된 

식품 분야 과제를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으로 분리하여 기획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식품 관련 소관부처, 정책 및 법률, 연구 개발 추진체계의 잦은 변동으로 인

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국가 식품 R&D

성과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를 살펴

보면 2010년 182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48억 원, 2012년 282억 원,

2013년 313억 원 규모로 4년간 71.2%의 연구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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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 연구개발사업별 과제와 연구비

단위: 건, 백만 원

과제명 과제 수 과제당 연구비

생명산업 기술 개발 953 116.8

수산실용화 기술 개발 782 35.1

고부가가치식품 기술 개발 698 83.5

기술사업화 지원 126 129.7

첨단생산 기술 개발 321 129.9

수출전략 기술 개발 403 114.7

융 복합연구센터 지원 28 214.3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 29 102.6

골든시드 프로젝트 54 42.3

자료: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2011∼2013년 주요 연구개발사업을 살펴보면 과제 수를 기준으로 고부가가

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698건이 수행되었고, 이전 농림기술개발사업까지 합산

하면 많은 과제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과제 수와 연구비를 기준으로 과제당 연

구비를 살펴보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평균 8,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수산실용화사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1∼2013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기능

성 및 특수목적 식품 개발기술’이 302개 과제로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질병예방 식품 개발’이 259개 과제로 이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복합 식품기술’, ‘식품 신소재 개발’ 분야가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

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련 사업임에도 취약하며, ‘한식 상품화 기술’ 분야도 

국내 농업과의 연계와 함께 한식 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수출용 한식식

재료 및 한식 HMR 개발과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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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술별 과제 수와 연구비

단위: 건, 백만 원

과제명 과제 수 금액

저탄소 녹색 식품기술 181 18,865

첨단 융 복합 식품기술 37 5,579

식품 기능성 탐색 및 발굴기술 302 26,437

식품 신소재 개발기술 61 4,950

생물전환 및 발효 기술 151 14,303

한식 상품화 기술 94 9,228

전통식품 기술 222 16,640

식품위해인자 검출 및 추적 기술 111 12,300

식품 품질관리 유통 기술 104 12,597

자료: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2011∼2013년 수행주체별 과제수행실적을 

보면 대학에서 가장 많은 42.4%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제당 금액은 국

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원의 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 특히 대부분 식품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영세한 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표 2-6. 수행 주체별 과제 수

단위 : 건, %, 백만 원

전 체
국 공립
연구소

출연
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
기업

기타

과제 수 698 18 79 296 61 225 19

비 중 100.0 2.6 11.3 42.4 8.7 32.2 2.7

금액/과제 83.5 139.0 110.5 74.3 75.0 85.4 67.3

자료: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과제 유형별로 수행실적을 보면 기획과제는 전무하며, 일반과제가 1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타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제의 발굴은 앞으로 미래 식품 

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 의존도 높은 분야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

한 기술 개발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력이 미흡한 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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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과제 유형별 과제 수

단위 : 건, %

전 체 기획과제 일반과제 기타과제

과제 수 698 0 1 697

비 중 100.0 0.0 0.1 99.9

자료: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201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수, 과제당 성과, 연구비당 성

과는 <표 2-8>과 같다. 주요 성과를 보면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200건으로 가장 많

이 나타났다. 과제당 성과는 학술대회실적이 0.7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홍보실적과 논문 순으로 나타났고, 인력양성실적은 0.34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당 성과도 동일하게 학술대회실적이 1.9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홍보실적과 논문 순으로 과제당 성과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인력

양성실적은 0.84명으로 나타났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사업 목적은 핵심 응용기술 개발에 의

한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로서 산업화 성과가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학술대회와 논문의 과학적 성과 및 홍보실적의 산업기반 구축 성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8. 201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주요 지표별 성과 비교

단위 : 건

구 분 성과 수 과제당 성과 연구비당 성과

실용화
성과

기술이전 15 0.06 0.14

지식재산권 129 0.50 1.24

산업화
성과

기술사업화 24 0.09 0.23

기술료(백만 원) 149 0.58 1.44

과학적
성과

논문발표 162 0.63 1.56

학술대회발표 200 0.78 1.93

산업기반
구축성과

인력양성 87 0.34 0.84

정책활용 1 0.004 0.01

현장컨설팅 34 0.13 0.33

홍보실적 174 0.68 1.68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2.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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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와 개선과제

3.1. 성과

2011∼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는 총 4,174건으로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논문 906건,

산업재산권 565건, 사업화 89건, 기술거래 69건, 인력양성 191건, 국제화협력 

9건, 정책활용 305건, 교육 및 지도 722건, 국내외 학술대회 783건, 홍보 497건,

특허 등록 38건 등이다.

최근 들어 농식품 연구 개발 예산이 증액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농식품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성과 향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2∼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은 각 연구단계별로 고르게 투자되고 있으며, 부

청별로는 농촌진흥청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농림축

산식품부는 개발연구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예산기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연구 개발 예산은 7,98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9%이며, 정부 내 연구 개발 투자도 전체 국가연구개발비

의 5.0%의 규모로 타 부처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어서 연구 개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식품산업과 타 산업의 연관관계를 보면 식품제조업의 성장은 모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농어업에도 생산유발 효

과를 나타내어 정체된 농어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2.5%인데 비하여 

식품산업은 0.57%에 불과하여 신시장 창출 및 식품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는 정부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매우 크다. 세계 주요 기업의 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기업이 많은 국내기업의 

투자 비율이 낮은 편으로 민간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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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011～2013년 지역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

지역 과제 수 금액 금액 비중

서울특별시 152 12,918 22.2

부산광역시 13 1,007 1.7

대구광역시 20 1,175 2.0

인천광역시 6 745 1.3

광주광역시 32 2,935 5.0

대전광역시 19 1,465 2.5

울산광역시 0 0 0.0

경기도 198 18,792 32.3

강원도 42 2,759 4.7

충청북도 37 2,882 5.0

충청남도 36 2,886 5.0

전라북도 29 2,040 3.5

전라남도 42 3,419 5.9

경상북도 18 1,287 2.2

경상남도 34 2,327 4.0

제주도 8 675 1.2

기타 10 890 1.5

자료: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식품산업이 농식품부 소관으로 되기 전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식품기업들의 연구 개발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식품기술개발사업 응모율은 2010년 278%, 2011년 

314%, 2012년 상반기 5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0. 2011～2013년 국가 농식품 연구 개발 성과

단위 : 건

사업 합계 논문
산업

재산권
사업화

기술

거래

인력

양성

국제화

협력

정책

활용

교육/

지도

국내및

국제학술
홍보

품종출원

/ 등록

합계 4,174 906 565 89 69 191 9 305 722 783 497 38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1,206 377 315 33 16 191 5 2 41 165 61 0

농촌진흥청 2,581 302 157 56 43 0 3 285 681 590 426 38

산림청 21 18 3 0 0 0 0 0 0 0 0 0

농림축산

검역본부
177 67 43 0 10 0 1 18 0 28 10 0

국립수산과학원 185 138 47 0 0 0 0 0 0 0 0 0

농어촌연구원 4 4 0 0 0 0 0 0 0 0 0 0

한국식품연구원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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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식품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

개발을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

행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에 참여기업인 경우에도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

다. 해외에서도 고령화 추세 및 LOHAS 트렌드의 확산, 안전성에 대한 요구 등

으로 관련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표 2-11. 2011～2013년 지역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성과

단위 : 건, 백만 원, %

지역 논문 특허 기술거래 사업화 인력양성

서울특별시 40 23 3 1 20

부산광역시 0 3 0 0 0

대구광역시 4 0 0 0 11

인천광역시 1 2 0 0 12

광주광역시 5 8 2 1 0

대전광역시 14 2 0 2 5

울산광역시 0 0 0 0 0

경기도 30 28 2 0 10

강원도 8 9 1 0 9

충청북도 3 6 0 2 5

충청남도 5 3 0 0 4

전라북도 10 2 0 0 3

전라남도 4 11 1 0 4

경상북도 3 3 0 0 0

경상남도 11 3 0 1 8

제주도 0 0 0 0 0

기타 5 0 0 0 0

자료: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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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그리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도  

주요 연구수행 주체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

나 여전히 국 공립연구소 및 정부부처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역적인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서울 및 경

기도 즉 수도권에 대한 정부 연구 개발 투자가 지방보다 많은 55.5%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특허신청과 기술거래의 수도권 비중이 각각 50.0%, 55.6%로 높게 나

타났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성과는 지방이 더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

화와 인력양성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14.0%, 32.9%를 차지하여 지방이 성과면

에서 수도권보다 투자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발생하고 있다.

3.2. 개선과제

가. R&D 지원 규모 확대

현재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예산은 타 부처에 비하여 아직도 적은 상황

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사업화와 기술거래의 실적

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2).

그러므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사업 투자율을 지속적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등 농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생명자원이 미래성장동력원이 되는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부

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식품산업 관련 연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과제당 연구비 수준을 현재 4억 원 수준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지원

함으로써 산업화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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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수 연구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현재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는 산업화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학술적인 성과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고 있다.

사업의 본래 목적 대비 실용화 및 산업화 성과는 미흡하므로 이후 현장으로 

이전하여 우수 연구 결과가 현장컨설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단계에서 수요자인 농업인이나 산업체에

서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

보다 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하다.

다. 지역 균형적인 과제 발굴 및 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이 지방보다 수도권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은 식품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기초연구 성과는 수도권이 높으

나 사업화와 관련된 성과는 지방에서 더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수

도권의 기초연구의 성과와 지역의 사업화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함

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라. 미래지향적 과제 수행 지원

과제관리 측면에서도 과제기획과제와 자유공모과제의 비중을 보면 자유공

모과제의 비중이 높으며,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자체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비중이 많은 편이므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 비중의 확대를 위한 기획력의 발휘가 중요하다.

과제의 수행체계에서도 기술 개발과 제품화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과

제 수행기간 중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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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구축과 비용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마.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구축 지원

아울러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기업체로 이전 

시, 이에 따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한 사업의 가산점화 등

을 통하여 성과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시설 구축이 부가적으로 뒤따라야 하며, 이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어 실제 중소기업에서 산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

므로 기업의 자부담 등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실용화와 관련된 정부 지원도 마

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민간 부문의 R&D 수행 지원

대부분 기술개발과제들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인적 경제적 기획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실험 기자재 부족, 매출시장 위주의 제품 개발, 연

구 개발 자금 부족, 단기적인 연구 개발, 연구 개발 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연구소의 경우 높은 수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기초연구수행이 어려움이 있으며, 실험설비에 대한 예산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테크노파크 등에서 공동기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으나 제품화 의뢰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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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민간 기업연구소 R&D 추진 시 애로사항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국내외 식품기업 R&D 현황 실태조사 .

민간기업의 시설장비 부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여사업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 개발 

프로젝트 등을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정부의 식품산업 연구개발사업 내용

에 기업체가 자체적 연구 개발 인력 육성을 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함께 포함

하게 하여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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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식품산업은 저직능 중심의 인력구조와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나타내고 있으

며, 이는 식품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지속적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2011년 식품제조업(10인 이상)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12.5%로, 전

체 제조업 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음식점업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58%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식품제조업과 음식점업의 여

성 인력 비중은 각각 49% 및 66%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식품산업은 영세한 산업적 특성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아, 우수 신규인력 채용 및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계적인 식품산업의 성장 추세와 더불어 국내식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식

품기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규모 및 전문

성이 산업체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시장 개방화 확대 및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우수 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이에 식품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방

안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전문지식과 경영 기술능력을 갖춘 식품산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식품제조 및 외식업체(이하 식품외식기업)의 수요에 부

응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체계의 확립이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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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정책사업 분석

가. 컨설팅지원사업 내용

식품외식기업 컨설팅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

터(K-Food 지원센터) 컨설팅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따

라 심층 컨설팅, 현장코칭,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해외 한식당 컨설팅, 유기가

공인증 컨설팅,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 등으로 구분된다.

심층 컨설팅은 업력 5년 이상 중소 식품제조 가공 수출업체 및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 수출 분야 등의 심층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이며, 현장코칭은 현장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경

영 및 기술전문위원이 중소 식품제조 가공 수출업체 및 국내 한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이다. 농공상융합형 컨

설팅은 중소기업청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며, 해외 한식당 컨설팅은 국내외 한식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 한식당 

컨설팅을 지원하여 한식당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컨설팅이다. 유기가공인증 컨

설팅은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려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인증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은 정부 지정 

원예 전문단지의 수출 선도농가 대상 컨설팅이다.

심층 컨설팅, 현장코칭, 농공상융합형 컨설팅은 식품외식기업을 대상으로 하

며, 컨설팅 내용은 경영, 기술, 외식, 수출 전 분야를 포함한다. 심층 컨설팅은 

창업 이후 5년이 경과한 업체 대상으로 공모하는 반면, 현장코칭은 업력 및 품

목 제한 없이 관련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농공상융합형 컨설팅은 농

공상융합형 지정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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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식품외식기업 컨설팅 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심층 컨설팅
업력 5년 이상,

품목 제한 없음 경영 기술, 외식, 수출 전 분야

(생산기술, 공장혁신, 공정 원가 품질개

선, 마케팅, 재무 인사전략, 조직 운영,

경영전략, 수출 등)

현장코칭 업력 및 품목 제한 없음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업체

해외 한식당

컨설팅

해외진출 국내 외식기업,

해외 운영 중인 한식당

해외진출: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 임차, 메뉴 및 가격결

정, 인테리어, 레이아웃, 인허가 및 법

률 관련 서비스 등

해외방문: 경영개선, 홍보 마케팅, 원

가절감, 메뉴 개발, 메뉴판 디자인, 인

테리어, 직무교육 등 한식당 운영 활

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2개로 한정

유기가공인증

컨설팅
유기가공 인증업체 교육, 문서관리, 현장관리, 인증심사 등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

정부 지정 원예 전문단지

(수출선도농가)

수출 선도농가 대상으로 집중심화 기술

교육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심층 컨설팅과 농공상융합형 컨설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

담 비율은 각각 50%, 30%이다. 반면, 현장코칭은 정부 지원 100만 원 , 자부담 

10만원으로 지원액 및 자부담 비율이 가장 낮다.

심층 컨설팅과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수행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반면, 현

장코칭은 4일로 단기간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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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식품외식기업 컨설팅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정부 지원 자부담 비율 수행기간

심층 컨설팅 최대 2,000만 원 국고 50%, 자부담 50% 최대 1.6년

현장코칭 100만 원
국고 90%,

자부담 10만 원
4일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최대 2,000만 원 국고 70%, 자부담 30% 최대 1.6년

해외 한식당
컨설팅

5,000만∼1억 원
국고 50∼70%,
자부담 30∼50%

6개월

유기가공인증
컨설팅

400만 원 국고 100% 6개월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

1,000만 원 국고 90% 6개월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컨설팅 수요의 예측가능성과 적시성 높은 수진을 유도하기 위해 연중 수시

신청, 매월 신청, 모집기간 내 신청 등 다양한 신청 접수 방식 도입한다. 심층 

컨설팅과 농공상융합형 컨설팅은 신청 접수 후 현장진단 및 수행계획서 적합

성 평가를 실시한다.

심층 컨설팅과 농공상융합형 컨설팅은 사업완료 후 만족도 및 현업 적용도

를 조사하여,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정책수혜자 대상 만족도 및 

현업 적용도는 주관적 지표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지표 및 평가 체

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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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식품외식기업 컨설팅사업 선정 절차 및 평가 방식

구 분 선정 절차 평가방식

심층 컨설팅

신청 접수→현장진단→수행계획적합성평가→

선정 협약→컨설팅→완료 평가→만족도 점검→

현업 적용도 점검

서면 평가

발표방식

현장코칭 신청 접수→서류 평가→현장진단→코칭→완료점검 서면 평가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신청 접수→현장진단→수행계획적합성평가→

선정 협약→컨설팅→완료 평가→만족도 점검→

현업 적용도 점검

서면 평가

발표방식

해외 한식당

컨설팅

신청 접수→선정 평가→대면 평가→컨설팅→

완료 평가→만족도 점검

서면 평가

발표방식

유기가공인증

컨설팅

신청 접수→서류 평가→선정 협약→컨설팅→

완료점검
서면 평가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

신청 접수→서류 평가→선정 협약→컨설팅→

완료점검
서면 평가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가. 컨설팅지원사업 추진 현황

2009년 이후 컨설팅 지원업체 수와 지원금액은 증가 추세이다. 2012년 심층

컨설팅 지원업체 수는 2009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표 3-4. 연도별 컨설팅 지원 추이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지원내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심층 컨설팅
지원업체 수 71 111 118 134

지원금액 684 999 952 937

현장코칭
지원업체 수 206 131 214 250

지원금액 200 200 200 276

자료: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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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컨설팅 선정 분야는 경영 32.7%, 기술 46.7%, 외식 14.3%, 수출 

6.3%로, 기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컨설팅 세부 분야는 23개로 식품인증, 마케팅 및 경영전략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기술 분야에서는 HACCP 인증 및 소규모 HACCP, 공장신축,

가공기술, 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등의 순이며, 경영 분야에서는 상품마케팅,

경영전략, 디자인브랜드 전략 등의 순이다.

심층 컨설팅과 현장코칭은 기술 분야에 집중된 반면, 농공상융합형은 상품마

케팅 등의 경영 분야 컨설팅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표 3-5. 컨설팅 분야별 선정 내역, 2012년

단위: 개소, %

구 분 계 심층 현장코칭 농공상융합형

경영 140 (32.7) 40 67 33

기술 200 (46.7) 69 120 11

외식 61 (14.3) 15 46 -

수출 27 (6.3) 10 17 -

계 428 (100) 134 250 44

주: ( )는 비중.

자료: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

컨설팅 선정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체 전체는 5억 원 미만 업체가 79.2%이나 컨설팅 선정기

업은 42.2%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50억 원 이상은 식품제조업 전체가 3.5%이

나 컨설팅 선정기업은 15.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층 컨설팅은 비용 부담으로 5억 원 미만의 업체가 적고 10억 원 이상 업체

가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장코칭은 컨설팅 비용에 부담이 적어 3억 원 미

만의 영세업체가 46.8%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상융합형은 컨설팅 비용 부담이 

낮아 전반적으로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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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컨설팅 분야별 선정 세부 내역, 2012년

단위: 개소

구 분 심층 농공상 현장코칭 계

총 계 134 44 250 428

경영

소 계 40 33 67 140

경영전략 13 8 27 48

디자인브랜드 19 7 8 34

상품마케팅 4 16 29 49

유통채널 영업전략 4 1 5

소비자 맛 선호 - 1 1

인사 1 1

재무 　 　 2 2

기술

소 계 69 11 120 200

HACCP(소규모) 54 6 26 86

ISO22000 4 3 7

GMP 2 - 2

식품안전 시스템 - - 9 9

식품생산성 3 - 13 16

유통기한 설정 1 - 1

전통식품 인증 5 1 6

지적재산권 설계 - 1 4 5

제품개발 20 20

공정개선 5 5

가공기술 21 21

공장신축 　 　 22 22

외식

소 계 15 - 46 61

운영지원 2 46 48

마케팅 7 7

경영마케팅 6 　 　 6

수출 수출기반 조성 10 - 17 27

자료: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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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컨설팅 선정 기업의 매출액 규모 현황, 2012년

단위: 개소, %

구분
1억 원
미만

1∼3
억 원

3∼5
억 원

5∼10
억 원

10∼20
억 원

20∼50
억 원

50억 원
이상

계

심층 5 12 8 22 25 27 35 134

현장 60 57 20 21 37 34 21 250

농공상 5 11 3 5 6 5 9 44

계

70 80 31 47 68 66 65 428

(16.4) (18.7) (7.3) (11.0) (15.9) (15.4) (15.3)
(100

)

주: ( )는 비중.

자료: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

다. 교육사업 내용

식품산업체 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단

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따라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이 실시하

는 자체교육과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으로 구분된다. 교육

기간에 따라서는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된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의 교육(자체교육)은 장단기 32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장기교육은 식품산업 경영인 전문가과정, 외식산업 경영인 전문가과정, 농

식품수출리더과정, 고부가식품산업 경영인 전문가과정 등 총 4과정으로 구성

되며, 단기교육은 일반, 야간, 사이버, 맞춤형 주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일반교

육 15과정, 야간교육 3과정, 사이버 교육 3과정, 맞춤형 주문교육 7과정 등 총 

32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교육은 16개 기관, 7개 분야, 장단기 1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

과정은 5개 분야 14개 과정으로 전통식품산업화 2개 과정, 한식외식산업화 6개 

과정, 기능성식품산업화 2개 과정, 식품제조기술 3개 과정, 식품기계산업활성

화 1개 과정 등이다. 단기과정은 2개 분야 5개 과정으로 식품제조기술 분야 3

개 과정(소스개발, 음료제품 개발, 신세대 선호제품 개발), 식품안전 및 품질관

리 분야 2개 과정(식품일반미생물 검사, 소규모 HACCP)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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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 및 교육 일수

구 분 과정명 교육일수

자체
교육

장기과정

식품산업 경영인 전문가과정(2),
외식산업 경영인 전문가과정(2),
농식품수출리더과정(1), 고부가식품

경영인 전문가 과정(1)

15주 이상
(150시간
이상)

단기
과정

농식품유통
교육원
(일반)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식품기업 생산성
극대화 및 문제해결 실습 등 15과정

1일(6시간)
∼

3일(19시간)

aT센터
(야간)

농식품수출실무, 소셜미디어마케팅전략,
성공하는 농식품브랜드 마케팅전략

과정

2일(6시간)
∼

4일(12시간)

사이버
뉴미디어를 통한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과정, 식품이물관리실무자과정,
식품품질관리과정

15차시
(8시간)

위탁
교육

장기과정

전통식품산업화과정(2),
한식 외식산업화과정(6), 기능성식품
산업화과정(2), 식품제조기술과정(3),

식품기계산업활성화(1)

15주 이상
(150시간
이상)

단기과정
소스제품 개발, 음료제품 개발, 신세대
선호제품 개발, 식품일반미생물검사,

소규모 HACCP

2일(16시간)
∼6일(29시간)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2013. 2012년도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종합결과보고서 .

교과과정은 이론교육, 현장실습, 워크숍, 선진사례연수 등을 적절히 배분하

여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현장학습은 교육 후 현장에서 우

수사례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실기는 

실습용 식재료를 구입하여 실제로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워크숍

은 현장의 실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참여토론 형태로 진행한다. 선진사례 해외

연수지역은 교육목적에 부합하게 전문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연수

효과 제고를 위해 연수계획을 aT 농식품유통교육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장기교육은 5개월 이내 150시간을 실시하며, 교육 장소는 전문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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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장기 및 단기교육 과정의 교과 편성

과정 교과 편성 비고

장기

과정

이론+실습+현장학습+워크숍+선진

사례연수

(5개월 이내에서 150시간 이상)

전통식품산업화과정, 한식 외식산업화과

정, 기능성식품산업화과정, 식품제조기술

과정은 실기 포함

단기

과정

이론+현장학습+조별 실습 또는

워크숍

(1∼4일)

∙이물관리실무자, 식품기업 생산성 극

대화 및 문제해결실습, 식품기업 원

가관리, 식품신상품 개발, HACCP

현장설계 및 위해요소관리, SNS활

용 농식품 마케팅 전략 과정은 조별

실습 또는 워크숍 포함

∙식품품질관리과정은 현장학습 포함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2013. 2012년도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종합결과보고서 .

표 3-10. 장기 및 단기교육의 교육비 및 자부담비

과정 교육비

장기과정 380만 원(자부담비 170만 원, 해외연수비용)

단기

과정

자체

교육

과정

∙1일 과정 총교육비: 10만 원(자부담비 3만 원)

∙2일 과정 총교육비: 20만 원(자부담비 6만 원)

∙3일 과정 총교육비: 30만 원(자부담비 9만 원)

위탁

교육

과정

∙제품(소스, 음료 등) 개발과정(16시간) 총교육비: 40만 원

(자부담비 12만 원)

∙미생물검사과정(18시간) 총교육비: 30만 원(자부담비 9만 원)

∙소규모 HACCP 과정(29시간) 총교육비: 60만 원(자부담비 18만 원)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2013. 2012년도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종합결과보고서 .

교육비와 자부담비는 장단기 교육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장기과정의 경

우 1인당 교육비는 380만 원이고, 이 중 자부담은 해외연수비용으로 170만 원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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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사업 추진 현황

2012년 기준으로 총 3,275명이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

였으며, 자체 교육기관의 교육인원 수가 위탁교육 인원 수보다 3.5배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의 단기교육과정의 교육인원 수는 2,360명

으로 전체 교육인원 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계획 대비 목표 달성은 자체 교육의 단기교육과정이 114%로 초과 달성하였

고, 이외 다른 교육과정은 계획 미달성 상태이다. 위탁단기교육과정의 계획 달

성도는 68%로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1.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 실적, 2012년

구 분
계획 실적 계획 대비

달성도(%)총인원 교육인원

자체
교육

장기교육과정 210 184 87.6

단기교육과정 2,070 2,360 114.0

위탁
교육

장기교육과정 490 452 92.2

단기교육과정 410 279 68.0

총 계 3,180 3,275 103.0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2013. 2012년도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종합결과보고서 .

2. 사업 평가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5년 동안 식품정책 예산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과 평가는 사업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할 뿐 아니라 사

업집행의 필요성과 책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사업 목표 달성 정도를 양적 질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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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지수로 구체적인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지표(계량지표)와 양

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정성지표(비계량지표)로 구분된다. 정량지표는 수

치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경

우에 사용되며, 정성지표는 정책수혜자의 만족도나 사업의 파급효과, 영향, 위

험 정도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계수화한다.

2.1. 정량 평가

현재 식품외식업체 컨설팅사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컨설팅 전후의 매출

액 증가율(%)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성과지표는 컨설팅을 통한 식품외식업

체 매출액 향상이라는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높아 사업목적 및 특성을 잘 반영

한다.

컨설팅을 받은 식품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매출액 증

가율을 조사한 결과, 2010년에 15.9%, 2011년 22.3%, 2012년 12.8%로 나타났

다. 이 지표의 성과목표는 2010년 5%, 2011년 6%, 2012년 6%이므로, 목표 대

비 달성률은 2010년 308%, 2011년 371.7%, 2012년 213.3%로 나타났다. 즉, 최

근 3년 동안 컨설팅사업은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농식품외식업체 컨설팅

이 물적 인적 경영자원 운용능력 등 경영체의 실질적인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컨설팅 이후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외식업체의 매출액은 컨설팅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으므로, 컨설팅에 의한 매출액 증대 효과를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것은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평가 계량모형 추정을 통해 순수한 컨설팅의 효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성과지표로서 컨설팅 만족도를 조사하여, 컨설팅의 성과지표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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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컨설팅사업의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컨설팅
사업

컨설팅
전후의
매출액

증가율(%)*

(당년 식품제조업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목표 5 6 6

실적 15.9 22.3 12.8

달성률(%) 308 371.7 213.3

컨설팅
만족도(%)

컨설팅 이후 만족도(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컨설팅 수혜 식품외식업체 대상 설문조사 이용

* 2013 목표치는 16.3이며, 그 산출 근거는 컨설팅 전후의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15.5%)을 감안, 이보다 5% 수준 높은 [{(7.4+16.9+22.3)/3}×105%]로 설정

자료: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업체 연간 사업보고서(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가능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현재 발표되고 있지 않아, 신규 성과지표 설정

이 필요하다. 신규 성과지표로 교육만족도(%), 교육훈련실적(%), 교육 전후 역

량 향상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만족도는 정성적 지표로서 교육수혜자

의 교육운영, 교육환경, 교육이수 후 매출액 기여도 항목 등의 평균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이다. 교육훈련실적은 연간 교

육계획인원 대비 교육이수인원 비율로 교육사업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는 지표이다. 교육 전후 역량 향상률은 교육사업으로 식품외식업체의 경영 역

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선 역량을 판단하는 진

단지를 개발하고 이 역량진단지를 측정 대상자에게 배포 취합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다.

교육사업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율도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성

과지표에는 교육사업 이외 다른 요인들의 효과(예: 기술변화, 소비자 선호 변화 

등)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순수한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컨설팅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책 평가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채 순수한 정책효과를 계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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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교육사업의 신규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

출처/가용성

교육

사업

교육만족도(%)

교육운영 교육환경 교육 이수 후

매출액 기여도 항목 등의 평균 만족도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수혜 식품외식업체

설문조사

교육훈련실적(%)

연간 교육계획인원 대비

교육이수인원 비율

(교육이수인원/교육계획인원×100)

수혜 식품외식업체

설문조사

교육전후 역량

향상률(%)

(교육 후 역량-교육 전 역량)/

교육 전 역량×100

식품외식업체의

역량진단지를

개발하여,

측정대상자에게

배포 취합하여

조사 결과 분석

2.2. 정성 평가

지난 4년(2009∼2012년) 동안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식품외식업체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현장코칭은 심층코칭과 농공상융

합컨설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상융합컨설팅 수혜자의 66.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장코칭은 응답자의 3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심층코칭 수혜자의 58.3%가 ‘만족 또는 매우 만

족’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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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컨설팅 사업별 만족도 분포

자료: 설문조사 결과.

컨설팅 사업별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 사업 모두 경영 및 기술애로사

항 해결을 최우선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농공상융합 컨설팅을 제외한 두 컨설

팅사업에서 생산비 절감 및 매출액 증대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업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여, 컨설팅이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불만족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농공상융합 컨설팅과 같이 매출액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컨

설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순서형 프라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1을 이용하여 현장코칭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른 컨설팅 분야보다 수출

분야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 및 기술 분야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면적당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즉, 노동집약도가 높을수록 현장코

칭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의존도가 높은 집약적 경영에서 컨설팅 

1 컨설팅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순위화되어 조사되어 있으므로,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중 순위자료에 적합한 순서형 프라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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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설 연도가 오래될수록 컨설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제조 관련 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컨설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컨설팅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식품 관련 컨설팅에 만족하는 이유(1+2순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지난 4년(2009∼2012년) 동안 식품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식품외식

업체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교육에 비해 장기교

육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교육 참여자의 81.8%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교육도 응

답자의 4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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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교육 사업별 만족도 분포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3-4. 식품 관련 교육에 만족하는 이유(1+2순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식품 관련 교육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와 장기교육 모두 경영 및 

기술애로사항 해결을 최우선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단기교육보다는 장기교육

에서 경영 및 기술애로사항 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사업과 비교할 때, 교육사업은 매출액 증대에 대한 효과보다는 현장에

서 부딪히는 경영 및 기술애로사항의 해결을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사후관리 부재와 

높은 자부담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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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와 개선과제

3.1. 성과

2009년 이후 컨설팅 지원업체 수와 지원 금액은 증가 추세이다. 특히, 2012

년 심층 컨설팅 지원업체 수는 2009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식품교육인원

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총 3,275명이 식품산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자체 교육의 단기교육과정은 목표 대비 114%로 초과 달성하였다.

최근 3년 동안 컨설팅을 받은 농식품외식업체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매년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여, 컨설팅사업 목표를 소기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4년(2009∼2012년) 동안 컨설팅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식품외식

업체의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수혜자에 대한 정책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심층 컨설팅과 장기교육의 만족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컨설팅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3.2. 개선과제

가. 다양한 컨설팅 수요에 적극적 대응

식품외식업체 컨설팅 분야는 기술, 경영 분야에 치중된 반면, 수출, 산업화 

등의 컨설팅은 부족한 편이다. 설문조사 결과, 11.8%가 원하는 분야의 컨설팅

이 없어 컨설팅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5% 이상은 수출 관련 컨설

팅을 희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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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컨설팅 경험 분야와 향후 희망 컨설팅 분야

　
이미 받은 컨설팅 분야(복수응답) 향후 받고 싶은 컨설팅 분야

표본 수 비중(%) 표본 수 비중(%)

경영 분야 69 42.1 116 28.4

기술 분야 71 43.3 161 39.4

수출 분야 10 6.1 103 25.2

기타 14 8.5 29 7.1

합계 164 100 40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따라서,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한 컨설팅 분야의 다양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관련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고부가가치식품 등 미래 

유망식품 분야 컨설팅이 확대되어야 한다.

나. 영세업체에 대한 컨설팅 확대

영세식품기업의 경우 컨설팅 추진 준비, 시행 및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컨설

팅 사전 포기가 증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컨설팅 경험이 없는 식품외식업

체의 28.2%가 자부담 비중이 높아 컨설팅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즉, 영세식품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대응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컨설팅 추진 준비, 시행 및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사전 포기를 방지하

기 위해, 영세식품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자부담 조정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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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식품 관련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유(1순위)

자료: 설문조사 결과.

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성장단계별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 처방 치유의 컨설팅 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성장단계별 진단 체계가 미흡하고,

컨설팅 사업자에 대한 처방이 유사하며, 각 처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치유단계 

지원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이는 치유단계 지원 기능이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

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부재가 원인이기도 하다. 설문조사 결과

에서도 식품제조업체의 27%가 기업의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식품외식업체 지원에서 특히, 창업초기의 신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미

약한 편이다. 신규창업 업체에 대한 컨설팅이 시급하나 창업기간이 짧은 식품

외식기업의 경우 재무분석에 의한 예비선정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컨설팅 대

상자 선정에서 다수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단계별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 처방 치유의 컨설

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즉,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컨설팅 내용의 단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창업단계의 식품외식업체 대상 별도의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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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식품부의 식품교육 총괄 관리체계 구축

식품산업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식품 관련 교육사업 

부족하여, 농식품부의 식품교육 총괄부서로서의 위상이 낮은 편이다.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식품 관련 교육사업 예산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

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 및 예산 지출 항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 

대상자도 재직 근로자에 국한되어, 관련 공무원 및 농어업인, 취업 예정자는 교

육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책자 인쇄비, aT 교육장 임대비, 실습재료비 등 불인

정 항목도 다수여서, 교육비 운용도 비탄력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육성사

업 취지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과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체계 구축

식품교육 분야가 기술, 경영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수출 등의 다른 분야 교

육은 부족한 편이다. 설문조사 결과, 21.6%가 원하는 분야의 교육이 없어 교육

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3%는 수출 관련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품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한 교육 분야의 다양화 및 해외시장 개척

을 위한 수출 관련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표 3-15. 향후 희망 교육 수요 분야

　
이미 받은 교육 분야(복수응답) 향후 받고 싶은 교육 분야

표본 수 비중(%) 표본 수 비중(%)

경영 분야 80 29.7 89 21.8

기술 분야 115 42.8 210 51.3

수출 분야 11 4.1 92 22.5

기타 63 23.4 18 4.4

합계 269 100 409 1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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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전담인력의 부재로 교육과정의 효과적 홍보 및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

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26%가 식품 관련 교육지원사업에 대

해 알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그림 3-6. 식품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1순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한 교육 분야의 다양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

한 수출 관련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적 홍보 및 원활한 교육생 모

집을 위해 홍보 방법(이메일, 뉴스레터, FAX, DM 발송 등)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홍보 대상의 지속적 발굴과 교육관리 DB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 및 교육 편의 서비스 지

원 확대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식품소비 트렌드 변

화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현장수요에 부응한 실습 교육과정 강

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야간, 사이버 교육과정 확대 등 교육 수요자의 편의

를 배려한 교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접수 방법 일원화 및 간편 신청 

프로세스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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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컨설팅 및 교육 완료 후 현업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목표달성 및 성과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컨설팅과 교육지원사업의 성과 분

석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3-7. 식품 관련 컨설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컨설팅의 경우, 식품기업 전문 컨설턴트 부족으로 성과 도출이 미흡하기도 

하다. HACCP 인증 등의 컨설팅 사업자를 제외하고 컨설턴트의 대부분이 대기

업 및 제조업 종사자로 중소 식품기업 전문 컨설턴트가 거의 없다. 따라서 중

소 식품기업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및 자격증 제도 등을 마련하여 전문

위원, 컨설턴트의 수행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기

업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 만족도 및 현업 적용도 등의 교육성과 분석에 따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 이수 후 현업 적용 과정에서 목표달성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사

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성과에 따른 연차교육 및 재교육 가능 체계 

마련, 우수교육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교육 참여 활성화, 관련 정책 대상자 

선정 시 교육 참여 및 성과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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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식품 관련 교육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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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전통식품산업육성사업 평가와 개선과제

전통식품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는 먼저 전통식품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

보고, 전통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4년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정량적 정성적으

로 파악하였다. 또한 전통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

우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설문조사하여 사업의 진행방식 및 지원자격조건 등

에 대한 수요 부분도 함께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관련 기업 및 연구

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 당면문제 및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1. 정책 현황

전통식품은 1999년 농림부 고시 제1999-69호에 의해 총 14개의 대분류, 43

개의 중분류로 지정되어 있다. 201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23

호에 의해 최종 개정된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총 66개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며, 소비자

에게는 질 좋은 우리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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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운영 중에 있다. 2010년 현재 농축산 전통식품의 경우는 46개 품목에 대

하여 345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하였고, 수산 전통식품의 경우는 111개 업체가 

인증 획득하였다.

전통식품 시장 규모는 2009년 2.4조 원에서 2011년 3조 원 규모로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경우 쌀 소비의 하락과 함께 1인당 김치소비도 줄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함께 연 150만 톤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발효식품

업체의 규모를 보면, 종업원 10인 미만이 83%, 연매출액 1억 원 미만이 42%

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 중소업체로 생산시설이 낙후 노후화되고 상품의 유통

판매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통식품육성 정책의 지원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

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식품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3조, 김치산업 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제

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등이다.

그간의 전통식품산업과 관련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

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업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

류제조 농가 업체에 기술개발, 컨설팅,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보고하였

다. 2008년 및 200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전통 발효식품 육성은 신성장 

동력확보에 포함된 국정중점과제로서 6대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 명품화 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2009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 술의 품질고급

화, 다양성 확대, 세계화 등을 위한 지원책 포함 등을 포함한 ‘우리술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12년 1월 김치산업 진흥법 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식품육성사업은 크게 발효식품 육성사업과 우리술진흥사업

으로 구성된다.

전통발효식품 육성과 관련하여 그간 전통발효식품 육성 전통발효식품업체 

경쟁력 강화 자금 사업 이외에 중소업체 품질관리 지원, 한국 떡한과산업 박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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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 지원, 전통식품 소비촉진 지원,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식품명인 판로 확대 마케팅 지원, 식품명인 전문매장 운영 지원 등 사업이 시

행되었고, 전통주와 관련하여서는 전통주 제조업체 품질관리 지원, 전통주 전

문판매점 운영 지원, 전통주 우수제품 판로 확대 지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술 품질인증제 신청업체 지원, 해외 주류품평회 참가 지원, 전통주 우수업체 해

외선진지 지원 등의 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주요 사업이었던 전통발효식품 육성 전통발효식품업체 경쟁력 강화 자금 사

업의 목적은 전통식품, 전통주 등 생산업체의 시설 증개축 및 장비구입 용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원 형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3년 거치 7

년 균분상환을 원칙으로 10년 이내로 연 3.0%의 금리로 융자하되 대출액의 

25%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식품산업진흥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전통발효식품 제

조업체 및 산지가공업체 중 전통식품제조업체, 전통주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시설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1. 2013년 전통식품 육성 관련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

전통발효
식품 육성

경쟁력 강화 550 850 300

소비저변 확대 960 960 -

세계화 지원 650 600 △50

식품명인 육성 290 400 110

기타 지원 430 - △430

소계 2,880 2,810 △70

우리술
진흥사업

산업진흥기반 조성 900 750 △150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2,250 2,350 100

품질 고급화 850 900 50

소계 4,000 4,000 -

합계 7,580 6,810 △770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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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은 2012년에 비해 10.2% 감소한 6,810백만 원이며, 전통발효식

품 41%, 우리술 진흥이 5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식

품업체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 및 생산자-소비자 연계사업 개발 지원으로 전통

식품 가공-체험 관광 연계 등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김치자조금 및 원

물 구매자금 등을 활용하여 김치업체의 국산 원료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및 국내

산 농산물 구매자금 지원으로 국내산 사용을 유도한다. 전통식품 분야별 품평회 

개최, 입상품 홍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내실, 품질관리 지원사업

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위생 품질관리 등 현장 애로기술 지원 강화, 전통식품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표준규격 품목 추가 제정 등 전통식품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추

진, 식품명인의 체계적 발굴관리 기술전수 등 지원체계 구축 및 대형마트 백화점 우

체국 쇼핑몰 등 우수 전통식품 전통주 판매망 확대 등 전통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판로 수출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사업 평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1년 전통 발효식품 제조업체 운영실태 

및 현황 조사’에 의하면, 인증업체와 일반업체 모두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 강화’를 전통식품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하여 정부의 

역할이 전통식품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식품인증업체 

중 45.5%, 일반사업체 중 46.2%가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 강화’를 가

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 ‘국민의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가 

또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통식품산업육성을 위하여 전통주와 김치산업 등에 대한 

법률과 농산물가공업육성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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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육성제도 및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2013년도 전통식품사업 예산은 68.1억 원, 세부 사업수는 35개로 사업당 평

균 집행예산은 1.9억 원에 불과해 사업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는 사업 효과 지속성이 미흡하게 되고, 전시성 사업

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4년(2009∼2012년) 동안 전통식

품육성지원사업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식품업체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

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떡한과산업 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은 23.6%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통식

품소비촉진사업의 경우 22.2%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불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식

품소비촉진사업의 경우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

송에 노출되는 업체가 한정적이고 또한 업체에 직접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 판단된다.

그림 4-1. 전통발효식품 지원 사업 만족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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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전통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업체의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이

상으로 특히 전통주 전문판매점 운영 지원사업, 전통주 우수업체 해외선진지 

지원사업, 술 품질인증제 신청업체 지원사업 등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불만족을 응답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주 전문판매점 운영 지원사업 수혜자 기업은 모두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통으

로 나타난 사업들은 수혜기업이 1곳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부여가 힘들지만 모

두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2. 전통주 지원 사업 만족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

2012년 원료구입량 중 국산원료 구입 비중을 보면 76%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체가 응답의 71.4%이었다. 하지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

하고 있는 ‘전통식품산업 실태조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거의 매년 보고서에

서 전통식품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값비싼 국내산 원료의 가격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과 더불어 국산원료 위주

의 가공산업 내수시장확보에 대한 한계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위한 전

통식품육성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고 있으나 여론과 국민 정서상 전통식품에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안정적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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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산 원재료의 경우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림 4-3. 2012년 국산원료 구입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1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 매

출액 상위 10개 대기업들이 전체 국내 식품매출액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이 국내의 식품유통망은 거의 독점하고 있어 유통구조에서 전

통식품기업이 대기업의 유통구조에 끼어들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대기

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일부 전통식품의 육성에 치

중된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한 전통식품산업 발전

을 위한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주요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기반을 가지고 있고 국내 표

준규격 출하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역시 규격품질을 가진 원재료 확보에 있

어 어려움이 있다.



50

그림 4-4. 상위 10개 업체 식품시장 점유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그림 4-5. 2012년 연구 개발 투자액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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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전체적으로 대부분 공장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전통식품기업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낮은 수

준으로, 이는 낮은 상품화, 자체적인 제품 개발기술 부족, 원료조달 곤란 등 경

영 및 기술력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이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47.8%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1,000만 원 미만이 53.9%를 차지하여 연구 

개발규모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표 4-2.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수혜 여부(2009～2012년, 복수응답)

복수응답

빈도 비율(%)

중소기업 시설현대화 지원 36 29.0

중소업체 품질관리 지원 22 17.7

한국 떡한과산업 박람회 개최 지원 5 4.0

전통식품 소비촉진 지원 9 7.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3 18.5

식품명인 판로 확대 마케팅 지원 11 8.9

식품명인 전문매장 운영 지원 4 3.2

전통주 제조업체 품질관리 지원 3 2.4

전통주 전문판매점 운영 지원 2 1.6

전통주 우수제품 판로 확대 지원 1 0.8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 1.6

술 품질인증제 신청업체 지원 3 2.4

해외주류품평회 참가 지원 1 0.8

전통주 우수업체 해외선진지 지원 2 1.6

계 12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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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통식품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 중 

중소기업 시설현대화 지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의 시

설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관리 및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관련 사업의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 위주의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통식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주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비교적 신사업인 영향도 있겠지

만 지원실적이 많지 않아 해당업체들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더 많이 필요

하다.

전통발효식품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지원조건

을 충족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했다는 업체가 27.6%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지원자격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

아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업체도 26.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아서’라는 응답과 함께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의 지원

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업체들의 수요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4-6. 전통발효식품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미참여 이유(1순위)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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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의 수

요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포장 및 디자인 개발, 안전 등 품질관리, 인력양성,

운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다. 현재 전

통식품육성지원사업의 사업 분야가 시설 지원과 박람회 참가 등에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식품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이 부

족하고, 전통주 관련 사업의 경우 지원실적이 많지 않아 사업에 대한 정보 제

공을 보다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7. 전통발효식품업체 정부의 우선 지원 분야(1순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요 시장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통식품의 업체의 내수 비중이 80%에 육박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시장규모에서 한계를 가지는 전통식품

기업들의 수출활동은 24.4%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7,000만 원 이하 

수출액을 가진 기업이 4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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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012년 수출액

자료: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 식품시장은 한계가 있어, 전통

식품업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해외로의 시장개척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수출액이나 수출량이 적어 수출 확대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전통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통식품

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91년 도입된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우리 농수

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와 함께 우리 먹을거리를 확대 공급해 

국민의 안심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현재 식품산업진흥법) 에 근거하여 운

영되어 왔다. 2012년 현재 식품명인지정이 44명(전통식품 42, 수산 2), 전통식

품품질인증업체가 46개 품목 348개 업체이다. 하지만 전통발효식품업체 중 정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정 및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정인, 진소연(2011) 등

에 따르면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 인지도는 36.4%로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식품명인 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26.4%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인증제

도의 낮은 인지도는 인증업체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 하게 하는 것

은 물론, 인증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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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일반업체들의 인증 참여가 낮아질 수 있다.

전통주의 경우 최근 막걸리 붐 등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했으나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상황이다. 막걸리의 경우 매출 1억 원 

미만 업체가 61.4%로 이러한 전통주업체의 영세성은 제품 개발 및 R&D, 영업

마케팅, 위생 품질관리 등의 취약점으로 이어져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유통과 관련하여 막걸리 전통주는 제조자가 직접 소매업자 소비자에 판매 가

능하고,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특정 주류도매업자를 통하

여 유통하고 있다. 영세한 전통 발효식품 가공업체의 품질개선 및 전통식품의 

판매유통망 확충, 한식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한 국내외 홍보 강화 등 전통 발

효식품의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3. 성과와 개선과제

3.1. 성과

대부분의 전통식품 업체가 영세하고, 전통식품 생산이 관광 체험과의 연계

가 미흡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업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통식품육성사업은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산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및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 김치 장류

전통주 등 전통 발효식품의 산업화 세계화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의 결과 전통발효식품업체의 최근 3년간 생산액을 살펴보면 

2010년 172백억 원, 2011년 176백억 원, 2012년 181백억 원으로 매년 2.6% 증

가하고 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 실적도 2010년 63개, 2011년 65개, 2012

년 72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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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전통식품육성사업의 성과

단위 : 백억 원, 건

2010년 2011년 2012년

전통발효식품기업 생산액 172 176 181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 63 65 72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전통주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막걸리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

통식품업체 시설개선 등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운용과 소규모 업체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품질관리지원 사업 실시, 주종 제조 공정별 특성을 감안

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설개선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주 직매장 설치 지원 및 인터넷 

판매 활성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등 막걸리 전통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주 해외시장 진출전략 마련, 해외주류품평회 출품,

시장조사 지원, 막걸리 국제규격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우리 농업 농촌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1. 개선과제

전통식품산업을 보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개

선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 사업의 추진체계의 개편과 통합으로 효율성 제고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운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통식품육성사업의 참여 및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

통발효식품업체에서 필요는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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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사업 분야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의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전통식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각 전통식품들이 제조법이

나 섭취 시기와 방법, 의미, 사용원료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나 간식류 등 독자적으로 소비되는 전통식

품이 있는 반면, 주로 반찬으로 소비되는 전통식품 등 사용처나 사용 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각각의 전통식품이 가지는 속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통식품육성사업은 지나친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사업세분화

를 지양하여 소규모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필요

가 있다. 우리술 등 전통식품 진흥사업은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어 사업비 규

모를 늘려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35개 수준의 사업 수를 20개 이내로 통합하여 사업당 사업비규모를 3억 원 이

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R&D 투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와 힐링으로 대표되는 식품소비 트렌드 속에서 오

랜 세월 경험적으로 그 효능이 검증되어 온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잠재력은 크

며, 이러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제품화하기 위해서 전통식품업체들도 

R&D 투자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발효식품업체의 규모

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가운데, R&D 역량이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도 크지 않

아,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등에 산 학 연 협동

으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또한 전통식품기업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과제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 안정적 원료수급 기반 구축과 소비기반 조성

전통식품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국산 원료농산물의 고가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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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식품업체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하

여 가격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김치의 경우 김

치산업진흥법 에 의하여 자조금 조성, 공동구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료 공동구매 등의 협력 사업 우선 실시한다. 그리고 국내 

생산량이 적은 경우 산지와 연계하여 산지와 업체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료매입자금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산 원

료를 사용하는 전통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고 전

통식품 제조업체들은 국산 농산물 사용을 이용한 프리미엄제품 개발 및 마케

팅에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 공동 마케팅 및 광고홍보 추진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전통식품업체들이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

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전통식품기업들의 협동조합결성 등 공동 마케팅활동

을 지원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산지생산자조직인 농협 등을 통한 홍보 및 판

매가 필요하다. 더불어 영세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사 또는 지역 가공업체 간 

제휴, 합병을 통한 다공장체제 구축 및 마케팅조직의 공동화(공동출자 마케팅

회사)로 공동마케팅 및 공동 광고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 전통식품 인증제 홍보 확대 등을 통한 인식 제고

일반 소비자들의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는 친환경인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게 나타나, 전통식품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홍보방

안 마련과 실시가 요구된다. 전통식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가 부

족하므로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홍보가 더 필요하

며, 특히 미래의 주 소비층인 20∼30대의 식습관이 현재 인스턴트 지향적이므

로, 이들에게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여 미래수요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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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식품산업정책 효과분석

현재 식품정책은 개별사업의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가 수행되고 

있어, 정책 수혜자 중심의 성과 평가는 미흡한 편이다. 수혜자에 대한 정책 효

과를 계측하는 성과지표(예: 식품업체의 매출액 증가율)도 있으나, 이런 지표에

는 정책 이외 다른 요인들의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정책 효과를 측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평가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순수한 정책 효과를 계측할 필요가 있다.

1. 이론적 배경

사업 수혜자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은 정책수혜 이후의 성과를 정책수혜가 

없었을 때의 성과(가상성과)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성과는 관측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비교그룹을 구성하여 비교그룹의 성과를 가

상성과에 대신하여 사용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가정이 전제되고 적절한 계

량모형이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 계량모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DID)을 이용하여, 식품정책 사업별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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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 이중차분모형은 특정 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단(treatment

group, 처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control group, 통제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정책 참여집단의 정책시행 

전후의 성과 차이에서 비참여집단의 정책시행 전후의 성과 차이를 제거하여,

정책 참여집단의 순수한 정책효과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책 변화에 반응하는 

처치집단과 반응하지 않는 통제집단 간의 차이와 정책 변화 전후의 차이를 동

시에 고려하여 처치 효과를 분석한다.

표 5-1. 이중차분법 평가

 s=1(비참여) s=2(참여) 차분

t=1(1기)    

t=1(2기)    

변화       

식품정책사업 수혜 그룹과 비수혜 그룹 간의 경영성과 차이가 사업 지원 이

외에 다른 특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선택의 오류(self-

selection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중차분 효과를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본 연구가 이용한 설문조

사에서는 개별 식품업체의 사업별 정책 수혜 시점, 즉, 처치시점이 달라 일률적

으로 처치의 전후를 정의할 수 없다. 한편, 동일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4년 동

안의 패널자료(panel data) 구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panel) 이

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식품정책 세부사업별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9∼2012년 분석기간 동안 식품정책이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성과에 어떤 

2 이중차분모형은 여러 분야의 정책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동정

책 평가 연구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관련 선행연구는 김안국 등(2004), 유경준, 강창

희(2009), 윤윤규 등(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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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식품제조업체 의 연도 경영성과(예를 들어, 매출액)변수를 나

타내며, 는 식품제조업체 가 연도에 정책지원을 받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처치(treatment) 더미변수이다. 는 패널그룹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설명변수벡터이며, 는 패널 그룹에 따라서만 변하는 설명변수벡

터, 는 시간에 따라서만 변하는 설명변수벡터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그 밖에 설명변수는 모두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는 관찰되지 않는 

패널그룹의 특성(unobserved group heterogeneity)을 통제하고, 는 관찰되지 

않는 시간특성(unobserved time heterogeneity)을 통제한다.3

모형 추정을 위해서, 패널그룹 특성과 시간특성을 나타내는 두 오차항을 추

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고정 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설정하

며, 고정 효과 모형은 1차 차분모형(또는 within-group 변환 모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가능한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4

(2) ∆   


∆ ∆ ∆

    

3 오차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패널 모형을 이원오차성분(two-way error component)

모형이라고 부른다.

4 이원 고정 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더미변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1차 차분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1차 차분 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개체와 시간 특성을 나타내

는 오차항이 제거되어 설명변수와 이런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정

계수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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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연도 더미변수로 각 연도에 해당하면 1이고, 다른 

연도에 속하면 0이다. ∆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에 속하면 1, 통제집

단(control group)에 속하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추정계수 
∆∆ 는 처치그룹의 시점 간 평균 차이에서 통제

그룹의 시점 간 평균 차이를 빼준 값으로 이는 지원사업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효과이며, 따라서 는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추정량이 

된다.

식(2)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룹 특성 오차항 와 업체 특성변수들

은 차분 변형 때문에 모형에서 제외된다. 식(2)을 추정할 때 오차항 ∆에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OLS 대신 PA

(Population-Averaged)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PA 추정량은 GEE(Generalized

Esimating Equation)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민인식, 최필선 2012).

2. 이용한 자료

본 연구는 2013년 8월 24일∼9월 24일 동안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품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체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한 표본과 aT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한 식품정책 수혜자 업체 표본을 합쳐 최종표본

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업체 형태, 사업장 규모, 조직

형태, 창설 연도, 연구 개발 및 홍보활동 내역 등 업체 일반 현황, 둘째는 식품

정책의 개별사업별 수혜 여부 및 사업 내용 등 업체의 정책수혜 내역, 셋째는 

사업 만족도 및 향후 사업 개선사항 등 의견조사 등과 관련된 문항들이다. 최

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한 업체수는 총 409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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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체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조직 형태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이 각

각 45.35% 균등한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사업형태는 단독사업체가 가장 많은 

234개(70.5%),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이 66개(19.9%), 본사 본점이 27개

(8.1%) 등의 순이었다. 식품제조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365

개(89.2%)이며, 식품제조 관련 인증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받

은 업체가 91개(2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ISO 인증(15.9%), 전통식품 품

질인증(10.3%), 유기가공식품 인증(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조사업체의 일반 현황

구분 빈도(개) 구성비(%)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151 45.4

회사법인 151 45.4

기타 31 9.3

사업체 구분

단독사업체 234 70.5

본사본점 등 27 8.1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66 19.9

기타 5 1.5

식품제조

관련 인증

보유

전통식품명인 지정 5 1.2

전통식품 품질인증 42 10.3

무형문화재 1 0.2

HACCP 인증 91 22.3

ISO 인증 65 15.9

KS 인증 7 1.7

유기가공식품 인증 20 4.9

기타 32 7.8

보유 인증 없음 365 89.2

주: 구성비는 전체 409개 업체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경영 형태 문항의 무응답은 79개, 사업체 구분 문항의 무응답은 77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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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체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 기간 동안(2009∼2012년) 평균 실질

매출액5은 증가 추세이며, 2012년 매출액은 2009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도 증가 추세이며, 2012년 평균 종업원 수는 18명이

다. 연구 개발, 홍보, 수출활동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액 실적이 있는 업체는 106개(25.9%), 홍보 실적이 

있는 업체는 119개(29.1%),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는 54개(13.2%)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평균 연구개발비는 2,850만 원, 홍보비는 1,167만 원, 수출액은 

226억 원이다.

표 5-3. 조사업체의 재무 현황

변수명 연도 평균 표준편차

매출액
(만 원)

2009 152,275 546,896

2010 171,026 604,672

2011 301,937 1,657,136

2012 400,425 3,018,910

종업원 수
(명)

2009 13 40

2010 15 39

2011 17 41

2012 18 38

연구개발비(만 원) 2012 2,850 18,202

홍보비(만 원) 2012 1,167 5655

수출액(만 원) 2012 2,260,446 38,500,000

주: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4년 동안 조사되었으나, 다른 변수들은 2012년 한해만 조사되었음.

5 모든 매출액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한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실질매출액으로 환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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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간 동안 조사업체의 주요 식품정책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사업 

수혜업체가 가장 많이 조사된 반면, 다른 사업 수혜업체 비중은 3%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개별사업별 수혜업체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세부 식품정책사업을 

사업목적에 따라 컨설팅사업(현장코칭, 심층코칭, 농공상융합 컨설팅), 교육사

업(단기교육, 장기교육), 원료 시설지원사업(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 시설현

대화사업), 수출지원사업(국제박람회참가지원사업, 해외판촉행사지원사업) 등

으로 유형화한 후, 이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5-4. 조사업체의 정책수혜 현황

단위; 개, %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컨설팅
사업

현장코칭 2(0.49) 11(2.69) 16(3.91) 41(10.02)

심층코칭 1(0.24) 1(0.24) 5(1.22) 8(1.96)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1(0.24) 1(0.24) 2(0.49) 8(1.96)

교육
사업

단기교육 20(4.89) 26(6.36) 38(9.29) 49(11.98)

장기교육 2(0.49) 1(0.24) 3(0.73) 8(1.96)

원료
시설
지원
사업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

4(0.98) 8(1.96) 8(1.96) 13(3.18)

시설현대화사업 8(1.96) 11(2.69) 13(3.18) 14(3.42)

수출
지원
사업

국제박람회참가지
원사업

10(2.44) 10(2.44) 13(3.18) 14(3.42)

해외판촉행사
지원사업

1(0.24) 2(0.49) 2(0.49) 7(1.71)

주: ( )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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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성과 변수로 매출액6에 

로그를 취한 값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식품정책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정

책변수와 그 밖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종업원 수, 대지 및 건물면

적의 업체규모 등을 설정하였다.

개별사업별 수혜 여부에 따른 조사업체의 매출액, 종업원 수, 사업장면적을 

살펴보면, 분석 기간 동안 해당 지원 사업을 받은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은 지

원 사업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도 지원 사업을 받은 업체들의 평균값이 지원 사업을 받지 못

한 업체들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5. 식품정책사업별 수혜 여부에 따른 평균 매출액,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구분
평균 매출액

(만 원)

평균 종업원 수

(명)

평균 사업장 면적

(평)

컨설팅사업 참여

컨설팅사업 미참여

299,447

253,282

24

15

1,792

1,611

교육사업 참여

교육사업 미참여

407,655

236,750

24

15

2,013

1,574

원료 시설지원 수혜

원료 시설지원 비수혜

339,287

254,088

30

15

2,147

1,608

수출지원 수혜

수출지원 비수혜

259,033

201,552

16

16

2,250

1,593

6 Stuart & Abetti(1987)는 기업의 성공을 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자기자본 수익

률, 종업원 대비 매출액, 자산 대비 매출액 등의 객관적 지표와 기대 목표의 달성 정

도, 생존 확률, 외부 자본 조달 능력, 종업원 만족도, 사회에의 기여 등 주관적 지표

를 통해 기업의 성공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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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가. 정책사업별 연도별 이중차분 결과

2009∼2012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정책지원 사업

을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해당 연도에는 지원을 받은 그룹과, 전년도와 해당 연

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그룹 간의 평균 매출액 변화, 즉 사업별 이중차분 결과

를 정리하였다.

컨설팅사업은 모든 두 연도 비교에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컨설팅으로 인한 순수한 매출액 증대는 3억 6,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사업은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3억 6,000만 원의 매

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으나, 다른 두 연도 비교에서는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컨설팅에 따른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 변화

단위: 만 원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09 158,504 175,834 17,331

t=2010 174,641 223,717 49,076

변화 16,137 47,883 31,746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10 174,641 223,717 49,076

t=2011 233,904 288,862 54,958

변화 59,263 65,145 5,882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11 233,904 288,862 54,958

t=2012 235,488 327,143 91,654

변화 1,585 38,281 36,696

주: 매출액은 GDP 디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전환한 실질매출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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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교육에 따른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 변화

단위: 만 원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09 152,275 409,049 256,774

t=2010 129,109 422,746 293,637

변화 -23,166 13,697 36,863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10 129,109 422,746 293,637

t=2011 178,717 430,301 251,584

변화 49,608 7,555 -42,053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11 178,717 430,301 251,584

t=2012 219,198 382,635 163,437

변화 40,481 -47,666 -88,147

주: 매출액은 GDP 디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전환한 실질매출액임.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지원사업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으나, 반면 다른 두 연도 비교에서는 매출액이 오히

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그룹과 지원받은 그룹 간의 매출액 차이는 10억 3,000만 원이고, 2011년

에 두 그룹의 매출액 차이는 24억 원이다. 그러나 24억 원은 사업수혜 이전의 

매출액 차이와 사업수혜 이후의 매출액 차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한 사업

지원 효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4억 원에서 2010년 두 그룹의 매출액 차이

(10억 3,000만 원)를 빼준 값인 13억 8,000만 원이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에 

따른 순수한 식품제조업 매출액 변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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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에 따른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 변화

단위: 만 원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09 75,127 197,959 122,833

t=2010 62,673 165,360 102,688

변화 -12,454 -32,599 -20,145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10 62,673 165,360 102,688

t=2011 228,335 468,854 240,519

변화 165,663 303,494 137,831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11 228,335 468,854 240,519

t=2012 304,754 410,070 105,316

변화 76,419 -58,784 -135,203

주: 매출액은 GDP 디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전환한 실질매출액임.

수출지원사업은 2010년에 비해 2011년 1억 6,000만 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

가 나타났으나, 반면 다른 두 연도 비교에서는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9. 수출 지원에 따른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 변화

단위: 만 원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09 288,544 168,868 -119,675

t=2010 297,499 168,008 -129,491

변화 8,955 -861 -9,816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10 297,499 168,008 -129,91

t=2011 374,117 260,931 -113,186

변화 76,618 92,924 16,306

 s=1(지원받지 못함) s=2(지원받음) 차분

t=2011 37,4117 260,931 -113,186

t=2012 620,134 234,133 -386,001

변화 246,017 -26,799 -272,816

주: 매출액은 GDP 디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전환한 실질매출액임.



70

나. 패널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

패널(panel)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식품정책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 즉 식

품정책 지원사업이 식품제조업체의 실질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7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개별 식품제조업체가 여러 사업을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문 조사된 모든 식품정책 변수를 포함하여 추

정하였다. 사업 참여율 또는 설문 응답률이 낮은 사업들은 사업 특성을 감안

하여 합쳐서 평가하였다. 사업별 정책변수 추정치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

정책에 참여한 식품제조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업체보다 매출액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모든 식품정책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는 참여하지 않은 업체보다 평균 10.8%

의 매출액이 더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가공원료 매입금을 지원받

은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29.8%의 매출액 증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

설현대화사업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국제

박람회참가지원 또는 해외판촉행사지원 등 수출촉진지원금을 받은 식품제조업

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평균 20%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혜 받은 업체 표본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지원사업 수혜업체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정책 효과를 

정확히 계측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책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 간의 평균 매출액 

차이, 이중차분 분석 결과 등을 통해서 유추해볼 때, 지속적인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지향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업체 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 수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

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항(또는 )의 추정치는 양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 2010년 매출액

이 2009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연도더미변수들은 통계

7 설문조사에 응답한 외식업체 수는 매우 적어, 외식업체를 제외한 식품제조업체를 중

심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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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는 양(+)의 값을 나타내, 2011년과 2010년 사이 매

출액 상승분이 2010년과 2009년 사이 매출액 상승분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며,

는 음(-)의 값을 나타내, 2012년과 2011년 사이 매출액 상승분이 2011년과 

2010년 사이 매출액 상승분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0. 식품정책 효과 분석 결과Ⅰ: 식품정책이 식품제조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

변수 추정치 t값

교육컨설팅사업
(현장코칭+심층코칭+농공상융합형컨설팅+

단기교육+장기교육)
0.106 2.10**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 0.298 2.34***

식품제조업체시설현대화사업 -0.048 -0.47

수출지원사업
(국제박람회참가지원사업+해외판촉행사지원사업)

0.216 1.12

종업원 수 0.006 2.53

2011년 0.019 0.30

2012년 -0.021 -0.34

상수항 0.166 3.61

주: * p<0.05; ** p<0.01; *** p<0.001

컨설팅과 교육사업을 분리하여 식품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는 참여하지 않은 업체보다 매출

액이 8.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사업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5%정

도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식품가공원료매입금을 지원 받

은 업체는 받지 않은 업체보다 매출액이 29.5%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설현대화사업과 수출지원사업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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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식품정책 효과 분석 결과Ⅱ: 식품정책이 식품제조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

변수 추정치 t값

식품정책변수

컨설팅사업 0.086 1.96*

교육사업 0.053 0.57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 0.295 2.00**

식품제조업체시설현대화사업 -0.053 -0.52

수출지원사업 0.194 0.99

종업원 수 0.006 2.50***

2011년 0.025 0.40

2012년 -0.022 -0.35

상수항 0.164 3.55***

주: * p<0.05; ** p<0.01; *** p<0.001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의 정책 효과만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식

품가공원료매입사업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식품가공원

료매입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받지 않은 업체보다 33.9%의 매출액 증대 효과

가 나타났다.

표 5-12.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이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에 미친 영향

변수 추정치 t값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 0.339 2.00*

종업원 수 0.006 2.59**

2011년 0.019 0.42

2012년 -0.021 -0.20

상수항 0.166 3.65***

주: * p<0.05; ** p<0.01; *** p<0.001

컨설팅 및 교육 세부사업별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장코칭에 참여한 적

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는 참여하지 않은 업체보다 평균 15.6%의 매출액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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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코칭과 농공상융합 컨설팅사업의 매출액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사업의 경우, 단기교

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기교육 참여업체의 매출

액은 비참여업체보다 19.4%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식품정책 효과 분석 결과Ⅲ: 컨설팅 및 교육사업이 식품제조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

변수 추정치 t값

컨설팅사업

현장코칭 0.156 2.10*

심층코칭 -0.040 -0.21

농공상융합 컨설팅 -0.139 -0.65

교육사업
단기교육 0.015 0.15

장기교육 0.194 1.84*

종업원 수 0.006 2.51***

2011년 0.022 0.35

2012년 -0.022 -0.36

상수항 0.169 3.65***

주: * p<0.05; ** p<0.01; *** p<0.001

4. 요약 및 시사점

지난 4년 동안에 주요 식품정책 지원을 받은 식품제조업체들은 받지 않은 업

체들보다 매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정책은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대

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 평균 매출액 상승 효과는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컨설팅사업의 수혜업체는 컨설팅으로 인하여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9∼1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별로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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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있으나, 2008년 이후 시행된 식품정책 지원사업은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정책 사업별 개선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노

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컨설팅 또는 교육 등의 인프라 확충 사업은 정책 효과가 장시간 축적되어 나

타나는 사업으로, 단기에는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다. 한편, 식품가

공원료매입지원은 식품제조업체의 경영비 절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단기에도 매출액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컨설팅 또는 교

육 등의 인프라 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경영성과가 상대적

으로 낮은 영세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원료매입사업의 확대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수혜 및 비수혜 업

체의 정책 관련 자료의 구축과 그 자료의 패널자료화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정책 평가모형 및 방법론의 실증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의 

생성 및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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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컨설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컨설팅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순위화되어 조사되었으므로,8 이산선택모형

(Discrete Choice Model) 중 순위자료에 적합한 순서형 프라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순위형 자료를 이항로짓 또는 다항로짓 모형으로 추정되면 비연계된 대안으

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 문제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 또한 다항로짓 모형은 컨설팅 수혜업체의 만족도 차이를 나타내

는 순위형 종속변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Maddala

1983).

이중표본선택오차를 제거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에서, 컨설팅 수혜업체의 만

족도를 나타내는 관측 불가능한 변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

여기서, 는 설명변수벡터, 는 추정계수벡터이다.

총종속변수가 개이면, 관찰 불가능한 변수   

와 실제 관찰할 수 있는 

종속변수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컨설팅 수혜업체의 만족도는 5점 척도인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으로 측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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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f   

≤ 

  i f     

≤ 

  i f     

≤ 



  i f      

여기서 임계치 는 를 이용하여 추정되는 알려지지 않은 값이다.

′가 표준정규분포함수라고 가정하면, 식(2)은 다음과 같이 전환된다.

(3) Pr     ′

Pr      ′′

Pr      ′ ′



Pr       ′

단, 모든 항목의 선택확률이 비음(nonnegative)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4)          

Pr
  를 번째 업체의 만족도가 일 확률이라고 하고, 는 번째 업체

의 만족도가 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진다고 하면, 업체의 만족도가 실제로 

나타날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다.

(5)  
  




  

 Pr
  



식(5)의 우도함수에 식(3)의 확률들을 대입한 후, 이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파라메터 를 구하는 과정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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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컨설팅 수혜업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값 자체가 각 농가 특성 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참여도 확률이 증가하는 

정도, 즉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각 변수에 대한 한계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Greene 1997).

(6) 

Pr   
′



Pr   
 ′ ′





Pr   
   ′

순서형 프라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현장코칭 컨설팅에 대

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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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순서형 프라빗 모형 분석결과: 현장코칭 수혜업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추정치 z-값

컨설팅 분야

경영 분야 0.31 0.86

기술 분야 0.24 0.57

수출 분야 -1.11 -2.08*

경영구조 특징

노동집약도 15.87 2.59**

업체 특징

창설 연도 0.02 2.00*

식품제조 관련 인증 보유 여부 0.68 1.94*

운영 특징

연구 개발활동 여부 0.38 0.93

홍보활동 여부 -0.31 -0.84

수출활동 여부 -0.29 -0.66

관련 사업 참여 여부

교육사업 참여 여부 -0.98 -1.93*

임계치1 -2.59**

임계치2 -1.93*

임계치3 -0.21*

임계치4 0.45

Wald chi2(22)

Log pseudolikelihood

20.93**

-65.4

주: 추정을 위해 제거된 컨설팅 분야는 ‘기타’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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