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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식품산업은 영세업체 비율이 높고, 이들의 영업이익률과 시장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임금 수준의 상대적 저위로 인해 일자리 수급도 불안정하다. 이러한 특징들
과 더불어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타 산업에 비해 포용성장 개
념을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 식품산업 내 불평등 혹은 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은 식품산업의 포용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식품산업의 규모별 생
산성, 경영/일자리 이슈 및 다양한 격차를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사회 전
체의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
전체, 경제, 환경, 소비자의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식품산업은 ‘지속가능성’을 추구
해야 하며, 식품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경영/일자리 및 사회
적 책임 이행, 식품 폐기와 환경, 소비자의 건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식품산업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식품정책’의 미래 지향적 대응과제
를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응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서 식품산업의 건전한 성장
을 견인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장 선순환체계 확립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식품 소비자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하고, 식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며,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확립 등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키워드인 ‘안정성장’, ‘공정 기회’, ‘공평 분배’,
‘미래 지향’, ‘환경/순환 중시’의 관점에서 핵심 토픽별로 현황을 검토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검토한 5대 핵심 토픽은 중소식품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식품제조업 일자
리 문제,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 제고,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마지막으로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이며, 각 토픽별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한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모쪼록 시장의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지
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 연구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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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내·외
부 전문가와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식품제조업체 담당자분들,
소비자 및 취업준비생분들, 그리고 조사업체에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연구진과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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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식품정책·산업의 영역은 ① 식품산업의 높은 영세업체 비율, ② 영세업체의 낮은
영업이익률과 시장협상력(bargaining power), ③ 경제적 취약계층의 높은 식품불
안정성(food insecurity), ④ 외식업에서의 높은 업종전환율 및 폐업률, ⑤ 농업과
의 높은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타 산업에 비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개념
검토·적용의 필요성이 크다. 식품산업 내 불평등 혹은 격차(gap)가 확산되는 양상
은 식품산업의 포용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식품산업의 규모
별 생산성 및 경영 이슈나 다양한 격차를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포용성
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응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 우리 사회 전체, 경제, 환경, 소비자의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식품산업은 ‘지
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며, 식품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이를 지지해야 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이며, 소비자의 건강·영양 측면에서뿐 아니라,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
여할 수 있도록 식품소비 및 식생활 관련 식품정책이 설계·추진될 필요가 있다.
각종 정책 영역이 추구하는 핵심 비전·가치 또한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추
세에 있는데, 이는 식품정책 또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식품정책’의 미래 지향적 대응
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응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서 ① 식품산
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 ② 사회 전체의 포용성장 선순환체계 확립에 기여, ③
경제적으로 취약한 식품 소비자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함에 기여하는 식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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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④ 식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⑤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확립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주제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주제별 실태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정책 담당자 면담 및 자문회의 개최,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조사, 식품제조
업체 설문조사 및 분석, 일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식품제조업 관련
전공 분야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계량경제 모형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 이 연구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주제별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수행하
였다. 제3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와, 제6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와, 제7장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현 박
사와 원고 위탁을 통해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2장>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논의 배경과 식품제조업 주요 이슈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논의 배경
○ 포용성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되었고,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015년)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19년)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지속가능성은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2015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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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SDGs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한국형 지속가능한 발전목표(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를 수립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해줄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재정립하였다. 즉,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미래세대와
현세대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
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함께 추구하면서 사회/경제/환경
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정의하였다.
○ 포용성장 논의의 공통점은 ‘안정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 기회’
및 ‘공정배분’과 관련된다.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제시된 발전/개발은 ‘미래
지향’ 키워드로 통합될 수 있고,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순환, 환경, 통합,
조화는 환경/순환의 키워드로 통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용
성장의 핵심가치를 ① 안정성장, ② 공정 기회, ③ 공평배분으로, 지속가능성
의 핵심가치를 ① 미래 지향, ② 환경/순환 중시로 정의하였다.

식품제조업의 위상과 식품 시장 변화
○ 식품제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22조 원(2018년 기준)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식품제조업은 전체 제조
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전후방 연관산업의 파급효과도 타 산업에 비
해 높아 국가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식품제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종사자 비중이 높고 종사자 증가 속도도 빠르며, 5인 미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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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비중이 78.9%에 달하여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고, 지역에 위치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포용성장 관점에서 주목된다.
○ 더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021년부터 식품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식품소비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고령층과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식품제조업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식품 구입이 50.7% 이상 증가하고 건강
과 환경 관련 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식품제조업 관련 이슈
○ 식품제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련 해당 이슈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
성의 5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K-SDGs)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제조업의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식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검토하고자 구성 요소를 근로자, 기업, 산업,
사회/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즉, ① 기업과 기업 내 근로자 간의 관계, ② 기업
과 기업 간 관계, ③ 기업과 산업의 관계, ④ 산업과 산업의 관계, ⑤ 기업과 사
회/환경의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출한 식품제조업의 주요 이슈를 식품제
조업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주요 이슈 중에서 규모별
생산성 격차 완화, 기업 간 상생협력, 창업생태계 지원 과제는 기업과 기업 간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용/일자리 창출, 규모별 임금 격차 완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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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과 기업 내 근로자의 관계와 관련된다. 농업과 연계 강화 과제는 산업
과 산업 간 과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수요 창출은 미래
지향의 기업과 산업과의 관계로 구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식품
손실/폐기 감축 등은 기업과 사회·환경과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 식품제조업체 484개를 대상으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를 조
사한 결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포용성장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약간
높았다. 대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는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포용
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낮았다. 포용성장에 기여하는 과제로 일자리 과제와 국
내 농업과의 연계과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의 경우는 일자리 과제와 신제품/신시장 개척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3장>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과제
<표>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과제의 과제별 접근 전략(17개)
목적(목표)

추진 전략

추진 주체

원료 공동 구매

추진과제

단기

산업계/정부

농식품 원료 구매 지원 사업 확대

단기

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및 지역뉴딜사업과의 연계

단기

산업계/정부(지자체)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정보 격차 해소

단기

정부

단기

정부

단기

정부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중소
식품제조업체 식품 위생·안전 교육과 컨설팅 확대
경쟁력 강화 기업마당에 민간 지원 정보 제공

단기

정부

단기

산업계

우체국 및 코레일 등 공공 유통·물류망 활용

단기

산업계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단기

정부

중장기

산업계/정부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

중소기업 업종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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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목적(목표)

추진과제
상생누리 활용에 대한 식품산업협회 연계 홍보 강화

추진 전략

추진 주체

단기

산업계/정부

지역교류협의회, 지역 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단기/중장기
대한 정보 제공, 상생협력 코디네이터 양성 필요

대/중소
주요 포털사이트 쇼핑 채널 및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식품제조업체 상생협력을 통한 B2C 시장 진출 모색
상생협력 촉진
마켓컬리와 프레시지 등 신흥 온라인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
성과 공유제 중심의 식품제조업체 간의 상생협력 확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평가 강화

단기

산업계/정부
산업계/정부

단기

산업계/정부

중장기

산업계/정부

단기

산업계/동반위

자료: 직접 작성.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소식품제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 기업생태계는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목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하는 경제적 공동체이다. 식품제조업 또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특히 중소기업(소상
공인 포함)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기업생태계에서 건강성, 다양성, 상호연
계성, 역동성,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대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식품제조업 역시 마찬가지이
다.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건강한 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식품제조업
체들은 식품산업 가치사슬 내 역할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과 균형 잡힌 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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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제조업 지원정책 현황
○ 중소식품제조업체와 관련된 정책들은 담당 기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식품산업 진흥정책,
둘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진흥정책, 셋째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들이다.
○ 식품제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정부의 주요 계획 및 사업들을 정리하여 제시하
였다. 각 계획과 사업에의 목적에 따라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구분하였다. 포
용성은 타 부문과의 연계, 기업 간 또는 지역 간 양극화 해소, 격차 완화, 동반성
장의 개념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은 기업구조 고도화, 경영 기반 확충, 경영안
정, 기술혁신, 인력 지원 등과 관련된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식품산업진흥계획
을 수립하고, 농식품원료 구매 지원,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융자) 지원,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식품업체
진단맞춤 지원, 식품품질 위생역량 제고 지원,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농업과 식품제조업체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포용성 확대의 측면에서, 그리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지속가능성
향상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가 담당하는 법률과 사업들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앙부처인 중기부는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을 매 3
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은 창의적이고 자
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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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민
경제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포
용성의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중소
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한다.
○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추진 기본계획(3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시책의 기본방향,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 및 기술․인력 교류의 촉진, 상생협
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
차 완화 및 적합업종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라는 포용적 측면과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지속가능성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상생협력에 대한 주요 정책 사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식품제조업의 당면 문제점과 정책 평가
○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당면한 문제점과 정책 인지도,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33개
식품제조업체들로부터 조사 응답을 받았다. 본 장에서는 중소식품제조업체
들의 수·위탁거래 형태, 중소기업 보호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상
생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먼저,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당면한 가장 큰 경영상 문제는 인건비 부담과 자
본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위탁거래 시 애로
사항으로는 원료 가격의 변동이 최종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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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꼽았다. 수·위탁거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사항 자체가 없는 경우
가 많았으며,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원료 구매 지원 중심이었다.
○ 중소기업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호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보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인 식품제조업체들은 보호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 이는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지닌 식품제조업체들의 사업 영역 확대가 이들 보호
제도에 의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식품제조업체의 약 1/4이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으며, 주로 식품제조
업 내에서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분야는 유통 및
판로 분야가 가장 많았다.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 강화와 세제/자금 지원을 꼽았다.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안정적 성장 과제
○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대/중소식품제조업체 상생협력 촉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먼저, 중소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첫째, 생산 요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원료 공동 구매 활성화 및 원료 구입자금 지원 확대, 지
역특화발전특구사업 및 지역뉴딜사업과의 연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정
보 제공 및 교육 측면에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에게 관련 정책, 소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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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산업 트렌드 등의 정보 전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판로 확대 측면
에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온/오프라인 유통 및 물류망을 통한 B2C 시장 진
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제도 측면에서 식품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중
소기업 업종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식품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대·중소기업 간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생누리 확용에 대한 식품산업협회와 연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교
류협의회, 지역 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
협력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 B2C 시장에 진출시켜 유통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쇼핑 채널 및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B2C 시장 진출 모색하고, 마켓컬리와 프레시지 등 신흥 온라인 유통업체
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식품제조업체
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가점/감점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과 공유제 중심의 식품제조업 간
성과 공유제 중심의 상생협력 확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평가
강화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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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
<표>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의 과제별 접근 전략(8개)
목적(목표)
일자리
정책·제도
보완

추진 전략

추진 주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을 개선

추진과제

중장기

산업계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노력

중장기

정부

단기

정부

중장기

정부

중장기

정부

단기

정부

단기

산업계/정부

단기/중장기

민간/정부 연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제조업 일자리 특화정책 발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타 부처 간 일자리 정책 연계추진 및 식품
제조업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대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구축 운영
구직자와 고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제공 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
위한 일자리
구직자와 고용자 양측 모두의 상황과 조건을 공개하는 오픈
정보 제공
형, 맞춤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구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홍보
자료: 직접 작성.

식품제조업의 일자리는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관련되나?
○ ‘일자리 - 분배 -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을 도모하는 것이 소득주도성
장의 범주를 확대한 포용성장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은 타 산업
에 비해 고용이 빠르게 증가해 왔고, 창업 활동도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을 보여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식품산
업은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화 트렌드에 따른
신상품 수요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 생산을 기계화로 대체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 분야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신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등의 수행을 통해 식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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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에 필
요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식품제조업 유망 분야에 고급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제조업에서 식료품제조업의 기여도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
서 식료품제조업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식품제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의 포용성장과 지
속가능성 달성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식품제조업이 과연 이러한 성장
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냉정히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현재 식품제조업의 고용구조가 과연 미래 식품제조업의 발전과 사회
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식품제조업의 고용구조는 포용성장의 핵심키워드인 안정적 성장, 공평분배,
공정 기회 측면과 지속가능성의 핵심키워드인 미래 지향, 순환 측면에서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불
균형, 임금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고용,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진단하
여, 식품제조업이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
하고 사회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제조업 일자리 정책 현황
○ 식료품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정책은 비단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
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타 중앙 부처들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식품제조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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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0.7%. 고용노동부 정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29.5%, 고용안정장려금 26.7%, 고용 유지지원금을 20.8% 활용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영세업체, 중소기업 규모가 대부분인 식료품제조업체
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정책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신청·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은 내일채움공제,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은 중소기업
이 필요로 하는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
력 유입을 촉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
자 소득 안정과 중소기업 운영 지원 측면에서 포용성장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정책/사업을 실
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표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 정책은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
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자금 지원 형태의
정책이 많다. 취약계층 배려와 근로자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 등의 측면에서 포
용성장을, 고용촉진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내용상 포용성장에 가중치가 더 큰 경향이 나타난다.
○ 식품제조업체의 정책 인지도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에 편중되어 있
고, 식품제조업에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여 기존 정책 활용도가 낮은 경
향이 있다. 식품제조업체 조사 결과를 통해 식품제조업체의 중소벤처기업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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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에 대한 활용 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사업의 활용 경험이 있
는 경우는 모두 3% 미만에 불과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청년층 창업과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귀농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일자리 정책이기보다는 농촌이라는 지역공동체를 포용하
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창업농 및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정
자금 지원, 인턴십 및 취업교육 사업 등이 있다. 식품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정
책 사업은 귀농귀촌 일자리 박람회,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사업,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 식품제조업청년 일자리성공 패키지 정도가 있다.
○ 기존사업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신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 중 식품제조업에 한정
된 정책/사업은 종류와 규모면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식품제조업체의 규모,
지역 등의 각종 운영 여건에 맞게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구직자 요
구사항을 반영한 사업들을 추가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는 농업·식품산업 관련 주무부처로서 여타 중앙부처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는 영역 및 대상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정책의 대표 수요자인 식
품제조업체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추진 중인 정
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업체들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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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일자리의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측면 평가
○ 새롭게 정립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가
치를 바탕으로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지표를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와 일자리
질적 개선 측면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의 일자리 기반이 안정적 성장
을 뒷받침했는지, 고용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는
지, 일자리의 임금 및 근무환경 등에 차별은 없는지, 산업 내 근무조건 불평등
이 확대되거나 양극화되진 않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식품제조업의 일자리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와 연계되어 있는
K-SDGs의 세부 목표에 따른 지표를 참고하여 포용성장의 핵심키워드인 안정
적 성장, 공평분배, 공정 기회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남녀 임금 현
황, 채용 현황 등의 지표를 사용하며, 지속가능성의 핵심키워드인 미래 지향,
순환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청년고용률, 학력별 종사자 현황 및 평균
재직 기간 등을 활용한다.
○ 식품제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커져 일자리 측면에서 양적으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 내 성별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
은 남성근로자 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근속연수가 긴(10년 이
상) 근로자의 남녀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지 않고 오히
려 벌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식품제조업이 제공하는 기회 측면
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유발계수, 채용 현황 및 인력 부족 현황, 창업기업 수 현
황을 파악해보면, 지난 10년간 식료품제조업의 구인 인원, 제조업에서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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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용계획 인원 비중이 증가하여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
고,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도 활발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이 99%를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제조업의 미래 지향성을 진단하기
위해 식료품제조업 종사자의 학력 구성을 제조업과 비교 보면 전반적으로 식
료품제조업 종사자의 학력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되어 나타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의 종사상지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낮고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료품제조업의 상용 근
로자 비중이 2010~2018년 사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식료품제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일반인들의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타 산업 대비 다소 좋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는 반면,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식품제조업 일자리
에 대한 기대가 높고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제조업 일자리 과제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식품제조업 일자리 문제점은
비단 식품제조업체와 식품제조업체 종사자만이 겪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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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자리 관련 문제들이 더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제조업에 비해 식료
품제조업의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생산성 향상
을 통한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체들이 스스로 복지예산을 편성하
여 직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
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스스로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직원의 복지 혜택을 확대
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
고 있는 ‘중소기업복지플랫폼사업’과 같은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
록 홍보. 독려할 필요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혁신형·지역형 일자리’ 창출을 위
해서는 지역 - 식품 - 전문인력(경력자)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식품제조업·농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은퇴한 시니어들 또는 경력이 단절
되었지만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여성 구직자들을 인력 부
족 현상을 겪는 지역의 식료품제조업체와 연결시키는 등의 식품제조업 특화
일자리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여성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의 정책 중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
려금 지원정책’에 대해 홍보 및 안내하여 식품중소제조업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정부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식품제조업체는 46.3%를 차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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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1순위로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20.7%)’, 2순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19.9%)’, 3순위 ‘신청서류, 절차가 복잡해서(9.2%)’로 나타났다. 기존의 각 부
처들이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 해당 부처들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
화하고, 식품제조업체들의 지원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
산식품부는 ‘농업,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
정하고 ‘산업혁신형·지역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식품제조업과 같이 연관산업 분야를 통합적으
로 아우르는 체계가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구직자와 고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합
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식품 및 연관산업 전 분야를 아
우르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설치·운영하여 농업·식품 분야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과 대학생과 같은 구직자의
경우, 연령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식품제조업 관련 일자리 정보에 노출되는 수
준이 달라지므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들을 연계하여 일자리, 관련 교
육 및 프로그램, 통계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식품제조업 구직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
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홍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
공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과 연관되는 자격 교육·훈련-경
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가 구축되어야 식품제조업 유망 분야 고급인력 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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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신기술 분야 양성훈련을 확대하
고, 기존의 스마트 공장이나 국가 산단에서의 실습을 병행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계약학과 운영대학의 실시간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중
소식품제조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장>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
<표>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의 과제별 접근 전략(16개)
목적(목표)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
거래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 전략

추진 주체

수요 기반 가공용 국산 원료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추진

중장기

농업계/산업계/정부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융자 지원 확대

단기

정부

계약재배 활성화 필요

단기/중장기

농업계/산업계/정부

가공용 농산물(B2B) 시장 육성

단기/중장기

정부

산지 정보 DB 및 플랫폼 구축

단기

정부

소재식품산업 육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노력
지방정부
지역 전략 품목의 전문화·대형화
주도의
지역 내 선도형 가공업체 육성
지역식품산업
전문 코디네이팅 지원
활성화
중앙정부 연계 협의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내산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엄격한
스마트한 국산·원산지 표시 정보 개선
품질관리
국내산 선호 유도를 위한 정보 전달
및 국산 장려
소비문화 형성 20대 중점 대상 교육·홍보 추진
새로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추진

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정부(지자체)

중장기

정부(지자체)

중장기

정부(지자체)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농업계/산업계/정부

단기

정부

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

정부

자료: 직접 작성.

식품제조업과 농업과의 연계가 왜 중요한가?
○ 2008년 우리 정부는 식품산업이 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
는 취지로 기존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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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여전히 식품제조업은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산 원재료에 의존하
고 있어, 농업과의 연계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식
품제조업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림업 생산액은 매년 정체
내지 소폭의 감소를 거듭하고 있고, 식품제조업의 농림어업 부문 생산유발 효
과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식품제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사회 안정,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지속가능성
의 측면에서는 농업의 생산 기반 확충 및 식품제조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소비자의 선호에 대응할 수 있으며, 수입·물류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식
량 자급률 개선으로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장에서 다룰 세부 주제의 연구 목적은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성 강화로서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식품제조
업이 국내산 원료 농산물을 사용할지 여부와 두 산업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은 결국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국산 원재료 선호를 위한 소비행태 변화 방안도 함
께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농업과 식품제조업 연계 관련 정책 현황
○ 이 절에서는 농업과 식품제조업 연계 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와 문
제점을 제시하였다. 농업과 식품제조업과의 연계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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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식품제조업체의 수입대체, 국내산으로의 원
료 공급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원료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으로서 식품가
공원료 매입 자금과 식품원료 계열화자금, 구매이행보증보험제도가 있다. 또
한, 우수 사례 확산, 정보 제공 등 인프라 지원 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지역 중심의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된 농산물가공업체를 창업·육성하여 국내
산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농공
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
업,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들이 농산물가공사업을 포괄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운
영 중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효·전통식품의 소비 확대를 통해 국내산 원
재료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R&D 정책과 전통식품 품질 및 식품명인 등
인증제도, 전통식품 산업대전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은 향후 승수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추가 수요를 발굴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
추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품원료 계열화자금은 시행 첫
해로 인한 인지도 부족과 제한적인 대상 품목, 유사사업과의 관계 등으로 현재
는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홍보와 함께, 계약재배 유도를 위한 사
업의 독창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구매이행보증보험제도
는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고자 매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사업대상자가
농식품거래소(eaT)를 이용하는 학교 급식업체들에 편중되어 있어, 올해는 코
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되는 등의 여파로 거래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다. 홍보채
널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
대해야 할 것이다.

xxiii

○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정책의 공통적인 한계는 판로 및 역량 부족이다. 정부 주
도로 지역 농산물가공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에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농산물종합
가공센터는 판매·유통과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본질적으로 유통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로 판단
된다.
○ 발효·전통식품 소비 및 인증 정책은 전통식품 및 식품명인 인증제도와 가공식
품원산지 인증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인지하는 비중
이 낮고,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는 국내산 가격 부담으로 원재료 조달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가공식품원산지 인증제도는 인증실적이 저조하여 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433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위한 정책 가운데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의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
였다. 후순위로는 식품원료 계열화자금과 구매이행보증보험제도, 발효·전통식
품, 가공식품원산지 인증제도, 산지가공업체 창업 및 육성 순으로 나타났다. 국
산 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국내산 원료 사용 자금/세제 지원
이 38.3%로 가장 높고, 조직화/계약재배/보험 등 지원(33.5%), 인증/표시방법
개선(8.8%), 국산 우수성 홍보, 교육 등 소비저변 확대(8.1%)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원재료 이용 현황 및 문제점
○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원재료 이용 현황과 특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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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징으로는 첫째, 국산 사용 비중이 2013년 이래로 31%
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수입산 증가율이 국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 가장 많은 국내 사용량을 보이고 있으나 비중은
23.4%로 소기업(53.7%)과 중기업(37.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셋째, 식품
제조업의 원재료로서 원물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재식품도 중요한 존재로 자리
매김하였다. 넷째, 옥수수, 밀, 대두, 쌀 등 식품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재
료들에서 낮은 국산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산 원료의 계약재배
와 산지구매 비중이 감소하고 중간 벤더와 1차 가공업체를 통한 조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원재료 이용상 문제점은 첫째,
수입산에 비해 비싼 원재료 가격, 둘째, 낮은 국산 자급률과 안정적인 물량 공
급 부족, 셋째, 소재식품화 부족, 넷째, 품질 및 가공적성 부족, 다섯째, 국내산
원료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충성도를 주요 문제점으로 진단하였다.

농업과 식품제조업체의 연계 사례 분석
○ 이 절에서는 농업과 식품제조업체의 연계 사례를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로 구
분하여 각각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성공 사례로는 농업회사법인 해
성의 농가 관리를 통한 계약재배 구축, 제주 구좌 당근의 지역산 마케팅과 新카
테고리 제품 개발, 전북 완주의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생강 가공제품 개발, 안성
엄마손꾸러미 영농조합법인의 제품 차별화와 충분한 준비를 통한 시장 진입
사례를 수록하였고, 실패 사례로는 경남 의령 우리밀 재배단지의 계약 내용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 고창향토고구마사업단의 지역 갈등, 전북 군산 박대의 지
역산 원재료 물량 부족, 강원도 영월군 영월콩식품사업단의 상품 제조기술·역
량 부족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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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 이 절에서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식품 구매
행태와 빵과 두부, 고추장/된장, 감자칩, 김치 간편식(국/탕/찌개류) 품목별로
국산 원재료에 대한 선호를 분석·제시하였으며, 이 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원재료의 원산지를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산지를 고려하는 비중이 높
아지는 특징이 있었으며, 20대는 가공식품 원재료의 중요성과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한다는 응답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약 절반에 이
르는 소비자들이 무관심해서건, 무지해서건 정확한 가공식품 원산지 확인 방
법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산 원재료의 사용 여
부를 가장 중요시하는 가공식품 품목은 김치로 4.41점(5점 만점)을 기록하였
다. 고추장/된장(4.02점), 두부(3.98점), 간편식(3.96점), 빵(3.25점)과 감자칩
(3.01점) 순이며, 20대는 전 인구·사회적 변수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
다. 식생활 교육을 받은 그룹보다 받지 않은 그룹에서 더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
였으며, 20대는 모든 품목에서 국내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국내산 원재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목별로 동일
하게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국내산 원료 제품 구입의 애로사항 및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
싸서’, ‘정말 국내산이 맞는지 믿지 못하겠다’, ‘국내산이 함유된 것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국내산
에 대한 선호체계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처치효과와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계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품목
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로컬푸드 운동, 신토불이 운동, 농업의 다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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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등 정보를 제공한 처치집단에서 국내산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 정보의 제공이 소비자의 국내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콩, 감자 등 원물의 국내산에 대한 선호가 해당 원물을
이용한 가공품인 두부, 감자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
○ 이 절은 본 세부 주제의 결론에 해당하는 절로서, 3가지 목표와 세부 추진방안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는 가공식품 원료 농산
물 거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요 기반 가공용 국산 원료 농산물 재
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융자 지원 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가공용
농산물(B2B) 시장 육성, 산지 정보 DB 및 플랫폼 구축, 소재식품산업 육성을 제
시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이다. 이를 위
한 방안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노력, 지역 전략 품목의 전문화·대형화,
지역 내 선도형 가공업체 육성, 전문 코디네이팅 지원, 중앙정부 연계 협의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마지막 목표는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국산 장려 소비문
화 형성이다. 이를 위해 국내산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스마트한 국산·원산지
표시 정보 개선, 국내산 선호 유도를 위한 정보 전달 강화, 20대 중점 대상 교육·
홍보 추진, 새로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추진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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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
<표>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의 과제별 접근 전략(12개)
목적(목표)

추진과제

추진 전략

추진 주체

맞춤형 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기술 R&D 집중 추진

단기/중장기

정부

고품질,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추진 개선

단기

정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R&D 우선적 추진

단기

정부/산업계/협회

공공에 의한 기초기술 식품 R&D 예산 확보 전략적 접근

중장기

지자체,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역 농식품 경영체 협업 및
성과 공유/확산 강화

포용성장과
단기
지속가능성을
지역특화기술 R&D 추진 개선
단기/중장기
위한
식품 R&D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정보 제공 활성화
중장기
추진
첨단기술 R&D 추진 개선
단기/중장기
미래 식품 R&D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정부
정부(지자체)/대학
/농업계
정부/지자체
정부
정부/산업계/협회
정부/대학/지자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업 지원 비중의 획기적인 확대

중장기

정부

미래 식품 R&D 수행 기업을 위한 투자 시장 연계와 제도 개선

중장기

정부

단기

정부

미래 시장 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자료: 직접 작성.

식품제조업의 성장 개척은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식품제조업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격차를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함으
로써 국가 전체 포용성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에 성장 동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
회 구성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식품제
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
는 점이다. 포용은 성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성장은 포용사회로의
진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이유로 포용성 강
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하고, 2019년을 ‘혁
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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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업 분야가 사회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환경과 순환을 고려하는 경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감
염병의 창궐, 기후변화, 유통환경 및 노동정책 변화 등 다양한 외부적 경영 리스
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더욱 위험-회피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미래나 환경/순환 등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행위는 ‘현재에는 비용으로, 미래
에는 부담으로’ 여겨질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없는 기업/산업이 미래 지
향적 행위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007년 40.6조 원에서 2018년 80.1조 원까지 2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전년 대비 출하액 증
가율은 2011년 16.6%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5% 성장에 머물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성장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추세, 이로 인한
총인구 감소, 비만 예방 등 건강지향적인 식생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식품절벽’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데다, 수입식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중
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 식품제조업의 향후 성장 잠재력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식품절벽’으로 인해 206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들이 필
요로 하는 총칼로리는 2020년에 우리 국민이 섭취했던 총칼로리의 76% 수준으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수치는 식품 총수요의 4분의 1이 사라짐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품 총수요 감소에 대비한 산업 및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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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분야 R&D 및 혁신 현황
○ 식품제조업 분야 R&D는 기술 수준과 목적에 따라서 미래 시장을 위한 첨단기술
(Cutting Edge) R&D,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기술(Base
Line) R&D,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특화기술(Local Niche) R&D로
나눌 수 있다. 첨단기술 R&D는 미래 식품제조업의 혁신을 주도할 첨단기술로서,
혁신 또는 미래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기초기술 R&D는 현재 식품제조업의 경쟁
력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 기술로서 지속적 성장이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한편, 지역특화기술 R&D는 지역의 농림식품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
해 필요한 하위기술로서 포용성장이라는 가치와 연결되는 R&D로 볼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R&D 지원사업은 2010년대 들어 고부가가치식품 및 바
이오/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축(명칭 변경) 및 미래형 혁신식품, 2020년 맞춤형 혁신식품 및 창의인
재 양성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까지 농식품 R&D 지원정책은
‘농림기술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농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0년 R&D
지원사업부터 ‘식품’이라는 표현이 담긴 R&D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부터 기존 사업 세분화 혹은 신규 사업 확대의 방식으로 식품 R&D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에는 ‘농림기술개발’ 사업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식품기
술개발’ 사업이 분리되면서 식품 R&D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농림바
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민간 R&D 연구 기반
을 확충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농림기술개발’ 사업이 4개의 개
별 사업으로 세분화되면서 R&D 지원사업의 목적과 타깃을 분명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2014년부터 ‘융복합 연구센터 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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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식품이 농식품 R&D에서 차지하는 위
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농식품 연구성과 후속지원’ 사업이 신
규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농식품기업에 대한 R&D 지
원/보급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식품
및 화학 첨가물 대체 천연 첨가소재 개발 지원을 위해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개
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었으며,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연구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 사업도 신
규로 추진되었다. 2020년에는 중소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종사자 재교
육 및 기술전문가 활용 연계 지원을 위해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사
업이 신규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는데, 201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식품 R&D가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되면서 전체 농식품 R&D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가공식품 수출 및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 창의
인재 양성 등과 관련된 식품 R&D가 신규로 추진되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 식품 R&D의 확대 추세와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
업진흥기본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 발표된 제3차 ｢식품산업진
흥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미래 유망 분야 선제적 육성을 위한 “① 신산업을 체
계적으로 육성하는 기초 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② 4차산업혁명 관련 10
대 기술 분야 선정과 이에 대한 R&D 집중 투자, ③ 식품기계의 국산화와 스마
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제시하였다(제3차 ｢식품산업진
흥기본계획｣ 2018). 또한,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④ 푸드스타트
업에 대한 R&D 및 신용보증 등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⑤ R&D 기반의 혁신형 식
품기업 선정과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 발굴”을 제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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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018). “식품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
원을 위해 ⑥ 우수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및 포장·디자인 등
패키지 형태 지원”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④ 푸드스타트업에 대한
R&D 우선 지원’과 더불어 이전의 기본계획들과 다른 포용적 식품 R&D 지원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018).
○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R&D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2010~2019)｣이
대표적이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2010~2019)｣ 은 농업 R&D와 독립된
식품산업 진흥만을 위한 거의 최초의 식품 단일 목적의 공모형 R&D사업으로 추
진되었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3,602억 원) 농업과 식품제
조업의 동반성장 달성, 식품제조업 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응용기
술 R&D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내용에는 △ 기능성·전통식품 개발,
△ 식품품질관리 향상, △ 식품핵심소재 발굴, △ 기자재·신가공 기술 지원 등을 포
함하고 있다.
○ (민간) 식품제조업의 혁신 현황을 혁신 활동 비용,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 세
계 최초 제품혁신 비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제조업 전체 평균을 하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8년 혁신 활동 비용의 경우, 제조업 전체가 평균 3억
7,1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은 평균 2억 6,8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1억 원 가까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개발 전담
인력 비중 또한 2014년부터 2018년 조사까지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1.6~2.3%p 낮았으며, 세계 최초 제품혁신 비중 또한 2016년과 2018년에 0%를
기록하여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식품제조업의 민간 R&D 및 혁신이 전
체 제조업 평균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xxxii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 R&D 평가
○ 오롯이 식품 분야 R&D라고 볼 수 있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대부분
가공, 소재, 품질, 기능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R&D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포용
성장과 관련된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사업이나 벤처창업바우처지원사업의 경
우 예산 비중이 미미하며, 전년 대비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 식품 관련 분야 R&D 규모는 최근 3년간(2017~2019)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1.15%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1.01%와 0.87%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식품제조업 생산이 제조업
총생산(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6.7%(4.2%)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
준이다.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으며,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식품
R&D 분야 투자의 지속적 감소 경향은 식품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제까지 진행된 국가 식품 R&D 지원은 특정 식품에 치우치는 등 효율적인 추
진이 미흡하여 사업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거의 유일한 식품 관련 국가
R&D 사업이었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자 중심적 과제 편
성 및 운영으로 산업계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019년 예
산 기준으로는 52.0%가 기능성 식품 R&D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고위험·고수익 연구가 전개되지 못한 한편, 동일한 연구 방법을 다양한 식품/원
료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등 산업화 성과를 도출함에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식품 R&D는 명확한 방향성과 산업 특성
을 고려한 종합적인 R&D 지원 전략이 부재하여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나 포용
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
R&D의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과학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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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질적 성장이 정체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 격차는 보다 심화될 우려가 상존한다.
○ 우리나라에는 식품 R&D를 추진할 연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데, 연구인력 사업의 성과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20년간 연구개발 인력 양성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연구
개발 인력은 1996년 13만 2,023명에서 2017년 48만 2,796명으로 3.66배 수준
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식품 분야를 포괄하는 농업과학 연구개발 인력은
1996년 6,855명에서 2017년 1만 423명으로 1.52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체 증
가율인 3.66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체 연구개발 인력에서 농업과학 연구
개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5.2%에서 2017년 2.2%로 계속 감소 중
에 있어서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 미래 혁신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식품 R&D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 식품 R&D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다. 식품 분야 R&D 중 식품안전 및
지역균형발전 등 비진흥성 예산을 제외하면 식품산업 진흥과 미래 혁신식품
대응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연구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 안에는 현재
식품 R&D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R&D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 분
야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적 투자 여력은 그 한계가 매우 크다. 혁신식품, 미래
신식품 등에 대한 논의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한 R&D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2020년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xxxiv

○ 식품제조업 분야 친환경 관련 R&D는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미래 지향, 환
경/순환 중시의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상황이다. 녹색기술센터(GTC)에서는 전
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녹색기술 세부 과제로 선별된 중앙정부(범부처 포함)
사업 내 세부 연구과제의 R&D 규모 비중을 평가하고 있는데, 식품 관련 분야
녹색기술 R&D 투자는 2015년 기준 31억 원 수준에 불과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 포장재 과다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확대 및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를 배경으로 친환
경 관련 식품 R&D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 R&D 방향과 전략
○ 포용성장의 키워드인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기초 분야 R&D 선택과 집중을 통
해 부가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포용성장의 또 하나의 키
워드인 ‘공평분배/공정 기회’의 관점에서, 식품 분야 공공 R&D를 늘리고,
R&D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의 키워
드인 ‘미래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 신식품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식품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
능성의 또 다른 키워드인 ‘환경/순환 중시’의 관점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식품
의 생산 및 유통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혁신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식품 R&D 분야 연구비 확대와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연구비 확대(1순
위), △ 인력 양성 및 유치(2순위), △ 법·제도 개선(3순위)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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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장’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선택과 집중적 기초기술
R&D 전략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최대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
이다. 맞춤형 식품 시장 활성화, 고품질/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활성화(발효/효
소, 첨가제, 미생물 등 소재), 식품안전 확보와 관련한 R&D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기술 분야 식품 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
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
○ ‘공평분배/공정 기회’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품 분야 공공 R&D를 확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자체,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역 농식품 경영체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기술 R&D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R&D 성과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 또한 ‘공평분배/공정
기회’ 가치 구현에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시장이나 소비자 관련 정보가 부족
한 중소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또한 공공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R&D 사업이다.
○ ‘미래 지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소비자 선
호/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식품에 대한
혁신적 R&D, 즉 첨단기술 R&D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혁신 R&D는 중장기적 계
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민간을 중심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간에 의한 혁신적 R&D 투자가 연속성 있게 추진
되는 것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 활동에는 연구개발 인
력 양성, 시장/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투자 유치 지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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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표>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의 과제별 접근 전략(11개)
목적(목표)

추진과제
식품안전 관리 강화

소비자의
HACCP 의무 적용에 동참 및 지원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역량 공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발적인 표시정보 제공 확대
강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소비자 건강의 지속가능성 제고
생산과정에서의 식품 손실/폐기 감축
사회/환경의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식품 손실/폐기 감축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식품 지원제도와 연계한 식품 손실/폐기 감축
강화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사용
기업의 건강을 위한 ESG 채권 발행 자문 지원
정부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공표
책임 강화

추진 전략

추진 주체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

산업계/정부

단기/중장기

산업계

단기/중장기

산업계

중장기

산업계/정부

중장기

산업계/농업계

중장기

산업계

단기/중장기

산업계/정부

중장기

산업계/정부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정부/
소비자단체

자료: 직접 작성.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왜 주목해야 하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가 기업에게 가지는 경제적, 법적 기대뿐만 아니라, 윤
리적, 자율적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
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서 사회
관습과 윤리 규범에 부합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 책임은 자발성에 기
반하여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기업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
게 행동할 책임이며, 사회의 박애, 자선적인 바람에 부응하여 문화, 교육, 지역사회
의 질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사회공헌을 통한 공평분
배/공정 기회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성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며,
환경적 책임 활동을 통한 미래, 순환(환경)의 가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포
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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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업의 생산·경영 활동은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의 안전·영양·위
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은 더
욱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유승권·박병진 2016).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지역성·문화성의 측면에
서도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은 중요하다. 식품은 지역성·문화성 등과 관
련이 깊어 다양한 기업과 상품이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다. ‘식문화’라는 표현
은 그러한 지역성·문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이다. 식품제
조업체의 이윤 추구 행위가 다수의 기업이나 제품과 포용적으로 함께 공존·성
장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성장과 시장 점유의 형태를 보인다면, 독과점적 폐해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성의 퇴색, 문화적 획일화 등의 결과도 함께 낳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의 고유성·다양성을 보호·지속하는 차원에서도 식
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은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노동과 인권의 측면에서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요할 수 있다. 식
품제조업은 제조업 내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고용 창출 및 주변 산업과의 동반
성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사회적 파급효
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제조업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생물의 다양
성’에 대한 기여가 타 산업보다 높고 용이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
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주목받고 있다. 식품산업은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타 산업 분야보다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다. 소비자가 접하는 식품산업 부문
최종재화의 형태가 어떠하든, 대개 그 재화의 출발은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의
형태로 자연과 사람의 접점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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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영양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 지역, 환
경 등 다양한 영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
는 산업이 바로 식품제조업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현황과 소비자 인식
○ 이 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와 문
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식품 주구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
임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
물러 있고,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적극적 도입 및 시행이 요구될 수 있는 외부 상황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에 대한 인지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생산품이 안전/
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먹거리 안
전/위생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으로 인해 안전과 관련된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들은 식품제
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일반 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보다 더욱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제조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보다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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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사례
○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들은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시가 총액 및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총 규모는 약 1조 7,14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의 0.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기준 상위 30대 기업의 사회
적 책임 활동 지출 비중은 0.29%로 규모가 클수록 사회공헌 지출의 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관련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식
품제조업체 4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기업
주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필요성 인식이 낮은 수준이고 이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제한적 영역에서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나 교육은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식품제조업체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과제
○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와 소비자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 식
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방향성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
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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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기본 방향은 1)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대
응하고, 2)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며, 3) 기후변화 및 음식품류
폐기물 등의 환경 이슈에 주목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식품제조업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전
략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변화
와 소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업의 자
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방향과 사회/환경의 건강
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건강을 위한 정부와 소
비자의 책임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제는 첫
째, 식품안전, 둘째, 건강한 식품 공급을 위한 노력으로 제사하였고, 사회/환경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제로는 첫째, 식품 폐기 감축과 취약계층 식품
지원의 연계, 둘째,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건강을 위한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으로는
ESG 채권 발행 자문 지원과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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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od Policies for the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Year 1 of 3)
Background and Purpose

○ There are high needs of review and application in the areas of food
policy and industry for the following problems: ① high proportion of
small businesses in the food industry, ② low operating margins and
bargaining power of small businesses, ③ high level of food insecurity
for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④ high rate of business
conversion or closure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⑤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terms of high
linkage with agriculture. The spread of inequality or gap in the food
industry may hinder the inclusive growth of the food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xamine productivity and management issues by size and
various gaps in the food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growth to drive inclusive growth.
○ The food industry should pursue ‘sustainability’ in various aspects―
our society,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consumers, and food policies should support it in a future-oriented
manner. Specifically, the food industry needs to establish a sustainable
production/service system to provide safe food at a stable price to
consumers, and food consumption and diet-related food policies need
to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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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social as well as consumer health and nutrition.
Nowadays, sustainability is one of the main agendas in politics; food
policy should also pursue i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food policies oriented toward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In deriving policies, the study
intends to ① lead the healthy growth of the food industry, ②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for inclusive growth
throughout society, ③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basic right of
food for economically vulnerable food consumers, ④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ood industry, ⑤ pursue values such as
establishing a sustain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the food industry.
Research Methodology

○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big data analysis for the
derivation of topics, interviews and advisory meetings with policy
managers to identify actual conditions or problems by topic, focus
group interviews, surveys targeting experts, food manufacturers,
consumers, and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food-related studies.
○ The study covered a wide range of topics and conducted collaborative
research with subject-specific experts. The third chapter was
conducted with Dr. Jung Soo-jung of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while the sixth chapter was conducted with Lee Ju-ryang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Dr. Lim So-young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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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and Dr. Kim Ji-hyu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Key Research Results

<Chapter 2> Background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Discussion and Major Issues in Food Manufacturing Industry
Background for discussion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 Inclusive growth became a primary goal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became one of the major issu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World Bank (WB),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Summit in 2015. Related discussions were also held at the 20
countries (G20) summit in 2019.
○ In 2015, UN adop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hich
should be achieved by 2030. In 2018, Korea also set SDGs as a
national task and established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 In this study,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were considered not to
be mutually exclusive, but complementary: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are defined as ‘the engines for sustaining and developing
the social/economic/environment while addressing inequality, enhancing
productivity, and pursu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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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tection together so that the quality of life of both future
and present generations can be improved’.
○ The commonalities of discussion of inclusive growth are based on stable
growth, and are related to fair opportunities and fair distribution. The
word ‘development’ suggested in the discussion on sustainability can be
referred to the keyword 'future-oriented', and the commonly presented
words such as ‘cycle’, ‘environment’, ‘integration’, and ‘harmony’ can
be integrated into the keyword ‘cycle/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defined the core values of inclusive growth as ① stable growth, ②
fair opportunities, ③ fair distribution, while the core values of
sustainability as ① future orientation, and ② cyclical/environmental
consideration.
Change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food market

○ The market size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about 122
trillion won (as of 2018)―and its share and importance in the national
economy are increasing growing faster than the overall manufacturing
industry.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its effect on upstream and downstream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Meanwhile, the industry is
labor-intensive: a high proportion of workers with a rapid increase.
And 78.9 percent of the whole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less than five employees, meaning the industry should be examined
with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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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thermore, food cliffs are expected to occur from 2021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The number of elderly and single-person
households, which have not impacted food consumption,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requiring preparation at the food manufacturing
level.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recent influence of COVID-19 has
increased online food purchases to 50.7%, and demand for healthy food
and organic food is rapidly expanding.
Issues related to food manufacturing in terms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 The issues related to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were organiz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experts by referring to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based on the five core values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 In order to discover issue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from the
viewpoint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we identified the five
components of the industry―workers, companies, industries, and
society/environment― and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s. In other
words,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① the ‘company to worker’
relationship , ② the ‘company to company’ relationship, ③ the ‘company
to industry’ relationship, ④ the ‘industry to industry’ relationship, and ⑤
the ‘company to society or environment’ relationship.

xlvi

○ The main issues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shall be classified
by the components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mong the
major issues, the tasks of mitigating productivity gaps by size,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supporting start-up ecosystems
are classified as the ‘company to company’ relationship issues. The
tasks of job creation and mitigation of wage gaps are classified as the
‘company to worker’ relationship issues. The task of strengthening
links with agriculture is classified as an ‘industry to industry’ issue. In
addition, high value-added creation and new demand generation
correspond to ‘company to industry’ issues, while strengthe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ducing food loss/disposal to
‘company to society or environment’ issues.
○ According to the survey of 484 food manufacturers on their awareness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their awareness of sustainability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inclusive growth. Recognition of the
sustainability of large enterprises was high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but somewhat lower on inclusive
growth. Job-creating tasks and association tasks with domestic
agriculture were considered to contribute to inclusive growth more than
the other tasks. In the case of sustainability, job-creating tasks and new
product/new market development were assessed to be more
contrib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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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Stable Growth in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able> Strategies for approaching tasks for stabl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17)
Purpose (goals)

Initiatives
Joint purchase of raw materials

Driving
strategy

Promoter

short-term

industry/go
vernment

Expansion of support project for purchasing raw
short-term government
material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dustry/go
Connecting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special
short-term vernment(lo
zone project with regional new deal project
cal govn't
Clearing the gap in acquiring information between small
short-term government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Strengthening
Expanding training and consulting for HACCP
competitivenes
short-term government
certification
s of SME food
manufacturers Expanding food hygiene and safety education and
short-term government
consulting
Posting private support information on the Bizinfo

short-term government

Utilizing local Hanaro Mart and local food stores

short-term

industry

Utilizing public distribution and logistics networks
short-term
including Korea Post and KORAIL

industry

Supporting participation of on/offline fairs

short-term governmen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Es industry Mid- to
industry/
protection system
long-term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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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ly)
Purpose (goals)

Initiatives

Driving
strategy

Promoter

Enhancing the promotion of the Korea Food Industry
industry/go
short-term
Association for the use of Win-Win Nuri
vernment

Promoting
win-win
partnership
between large
and small food
manufacturers

Need to provide information on regional exchange
short-term
industry/go
councils, local industrial complexes, creative economy
/Mid- to
vernment
innovation centers, etc. and to train win-win partnership
long-term
coordinators
Seeking to enter the B2C market through win-win
industry/go
partnership with major portal sites shopping channels short-term
vernment
and existing online retailers
Active cooperation with emerging online retailers such as
industry/go
short-term
MarketCurly and Fresheasy.
vernment
Expanding win-win partnership among food manufacturers Mid- to industry/go
focusing on performance sharing system
long-term vernment
Enhancing the fairness evaluation of contracts when
short-term
assessing win-win index

industry/rel
ated
committee

Sources: own writing

What is the role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ing
sector for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 The corporate ecosystem is an economic community formed through
interactions in which companies compete and cooperate for innovatio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lso constitutes a corporate ecosystem
with enterprises of various sizes. In particular, most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consists of SMEs. Therefore,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important for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to increase health,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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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nection, dynamism and flexibility in the corporate ecosystem.
○ In Korea, the polarization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has
continuously intensified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business areas by conglomerates. The same is true for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For the sustainable and stable
development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maintaining a
healthy

corporate

ecosystem,

consider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is required. In addition,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can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value chain of the
food industry and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urrent status of support policy for the small and medium food
manufacturing sector

○ Policies rel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depending on the institution in
charge: firstly, the food industry promotion policie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econdly, various
SME promotion policie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irdly, win-win partnership projects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promoted by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l

○ The major government plans and projects related to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SMEs were summarized and presented.
Each plan or project was categorized as ‘inclusive‘ or ‘sustainable‘
according to the purpose. Inclusion includes the projects linking with
other sectors, resolving polarization between companies or regions,
mitigating gaps, and achieving win-win growth. Sustainability includes
enhancing corporate structure, expanding management base, stabilizing
management, innovating technology, and strengthening self-sustaining/
competitive power related to human resources support.
○ First of all,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stablished a food industry promotion plan based on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supporting the purchase of agrifood raw materials and
food processing materials (financing), the modernization of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ompanies, and the modernization of
facilities for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ompanies. These
projects are important in terms of enhancing inclusivity―increasing the
link between agriculture and food manufacturers, and sustainability―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industry.
○ Next, there are laws and projects in charge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Under the Minor Enterprises Act,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lan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very three years. The
SME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aims to support the growth of
creative and independent SMEs and further enhance the industrial
li

structure and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in a balanced manner. The
aspect of inclusivity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it fosters SMEs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each municipality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 master
plan to foster SMEs every year and implement various projects.
○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a master plan (three
years) for promoting win-win partnerships with large and small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win-win
partnership with Large and SMEs. The plan includes the following:
basic directions of policies to promote win-win partnership between
large and SMEs, promotion of performance sharing and exchange of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between large and SMEs, selection
and support of excellent companies for win-win partnership,
cooper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SMEs, mitigating the wa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and fostering and supporting
SMEs in suitable industries. They are meaningful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aspect of resolving the polarization of large and SMEs
and the sustainability aspect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large and SMEs. Major policy projects for win-win partnership are
carried out through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and
the Large, SME,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Cooper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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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current problems and policies in small and medium
-sized food manufacturing sector

○ In order to evaluate the problems faced by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policy awareness, and effectiveness, a survey
was conducted on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Survey responses from a total of 433 food manufacturers were
received. In this chapter,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summarized and
presented focusing on the types of contracted transaction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the SME protection
system, the support system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win-win partnership.
○ First, the burden of labor costs and lack of capital and investment
capacity was the significant management problem faced by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In addition, as the difficulty in
consignment, the most common problem is that the fluctuations in
raw material prices are not reflected in the final delivery price.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re were no support matters for
transactions, while in the case of support, it was centered on raw
material purchase support.
○ The overall awareness of the SME protection system was low,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smaller the size of the company and the less
familiar the protection system was. However,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protection system is effective and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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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ized food manufacturers had a negative position on the
protection system;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expanding the business
areas under the protection systems.
○ It was found that approximately a quarter of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said that they are promoting win-win partnerships, and it is
mainly conducted with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he
distribution and market sectors were the largest in the field of promotion.
Regarding the government's role in expanding win-win partnerships,
strengthening fair trade and tax/funding support were required.
Sustainable growth for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 We suggest two tasks to narrow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food
manufacturers: promoting self-sufficienc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omoting win-win partnerships between large and
small food manufacturers.
○ As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first, activating the joint purchase of raw materials,
expanding support for purchasing raw materials, and linking with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special zone projects and regional new
deal projects can be considered; second, enhancing the delivery of
information such as related policies, consumer information, and
market/industry trends to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are needed in terms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education;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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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the B2C market through online/offline 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networks for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are needed in terms of expanding sales channels; fourth, increasing the
systematic effectiveness of the SME industry protection system, which
is highly related to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needed.
○ As to promoting win-win partnership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first, providing information,
communicate, and expand educ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s needed. For thi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publicity in
connection with the Food Industry Association on the expansion of
Win-win Nuri.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regional
exchange councils, reg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s, and to cultivate coordinators for win-win
partnership; second, diversifying distribution channels by entering the
online B2C market with products produced by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is necessar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eek entry
into the B2C market through shopping channels on major portal sites
and win-win partnership with existing online retailers, and actively
promote cooperation with emerging online retailers such as Market
Curly and Fresheasy; third, promoting fair trade and win-win
partnership,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additional pts/deduction pts so that the evaluation of the
win-win growth index for food manufacturers that do not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unfair trade practices or suitable industries can
be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expansion of win-win partnership
lv

centered

on

the

performance-sharing

system

between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reinforcement of the fairness evaluation
of the contract is required when evaluating the win-win growth index.
<Chapter 4> Evaluation in Job Creation by Manufacturing Industry and
Policy Tasks
<Table> Food manufacturing job evaluation and approach strategies by task for
policy tasks (8)
Purpose (goals)

Initiatives
Improve salary levels and benefits by increasing
productivity
stable job expansion efforts

Driving
strategy
Mid- to
long-term
Mid- to
long-term

Promoter
industry
government

supplementa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job policies and needs to find a specialized policy for jobs in the short-term government
systems
food manufacturing industry.
Promotion of job policies betwee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other
Mid- to
government
ministries and expansion of job budgets for food long-term
manufacturing industries
Mi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ob Policy Promotion System
government
long-term
Need to operate an integrated job information
Provision of job provision channel to resolve information short-term government
information for asymmetry between job seekers and employees
resolving
Establish an open and customized job-linked
industry/go
asymmetry
program that discloses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short-term
vernment
of both job seekers and employees.
short-term
linking
Education, training, promotion for developing workforce
/Mid- to
private/gov
ernment
long-term
Sources: Prepared by th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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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job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relate to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job-distribution-growth' and
promoting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employment

(resolv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through

economic growth is the vision of inclusive growth that expands the
category of income-led growth.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has seen a rapid increase in employment
and a tendency to actively engage in business start-ups, which is
evaluated as an industry with high job creation potential and growth
potential. In particular, the food industry is more labor-intensive than
other industries, so it is difficult to replace the production of various
products with mechanization to satisfy the demand for new product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ood
field has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various new products. In order to
secure and continue to grow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innovative R&D for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with high
added value, the manpower needed for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should be continuously introduced, and the training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should be continuously expanded in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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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in a situation where the contribution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whole manufacturing industry is gradually
increasing, finding solutions to job problem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re a huge contribution for not only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at of the
whole manufacturing industry. Whether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has an employment structure that can support this growth in a stable
manner needs to be thoroughly reviewed.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at the current employment structure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can guarantee the future development,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society.
○ The employment structure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can be
evaluated in terms of stable growth, fair distribution, fair opportunities
―which are keywords for inclusive growth, and future direction and
circulation―which are key keywords for sustainability. These
assessments should identify job mismatches, imbalances, and wage
gap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diagnose the possibility of
youth employment and job creation so that food manufacturing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of 'job-distribution-growth'
and improve social 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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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job policy in food manufacturing industry

○ Job policies affecting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re actively
being pursued not only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but also by other central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food manufacturer survey, 30.7%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experience using the Youth Tomorrow's
Filling Exemption Plan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policy, they used
29.5% of job security funds, 26.7% of employment security
incentives, and 20.8% of employment support funds.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food manufacturers, which are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not only utiliz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but also applying for policies
that other central ministries are promoting.
○ Representative job policies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clude
the Youth Tomorrow's Filling Exemption Plan, recruitment support for
young researchers, and employment support for high-experience
researchers.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s mainly
focused on policies to promote the inflow of manpower needed by
SMEs, especially policies to promote the inflow of professionals or
foster professionals.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policies/projects that
pursue sustainability are implemented in terms of income stabilization of
workers, inclusive growth in terms of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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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dium-sized enterprises, promotion of manpower inflows, and
supporting professionals.
○ Job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ypically include
employment creation incentives, Youth Tomorrow's Filling Exemption
Plan, and job security incentives.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mainly for maintaining and stabilizing
workers' employment. There are many policies in the form of funding
that directly compensate for wages. Considering for the vulnerable,
improvement of workers' conditions, and stabilization of living,
policies/projects that pursue sustainability in terms of employment
promotion tend to be more weighted in inclusive growth.
○ The policy awareness of food manufacturers focuses on policies that
directly support funding. The lack of policies reflecting demand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leads to low utilization of existing
policies. From the results of the food manufacturers surve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using the policies/project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of food
manufacturers is low. Except for the Youth Tomorrow's Filling
Exemption Pla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only less than
3% have experience in utilizing policies/businesses.
○ Looking at the job creation promotion plan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focus is on job creation to
support young entrepreneurship and retirees from baby bo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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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ing to farming. In addition, it is characterized by having a
direction to embrace the rural community rather than a comprehensive
job policy for working people. Job policie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clude support for start-up
farmers and rural community companies, holding job fairs, support
for stable funds, internships, and job training programs. Job policy
projects related to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nclude the job fair
for your farming and returning villages, the food-making skill
handover project, the youth internship project for food service
companies, and the job success package for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 The budget for existing projects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new projec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However, policies/projects limited to food manufacturing are still
limited in terms of type and size among the current job policies
pursu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t
seems necessary to find additional projects that reflect the
requirements of job seekers who want to engage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 to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the size and region of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eeds to
find a job policy that can be professional and differentiated on areas
and targets that are not fully considered by other central ministries as
the ministries in charge of the agriculture and food industries.
Moreover, awareness of food manufacturers' policies, which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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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demand fo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job policies, is found to be low, an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more
companies to receive policy benefits by strengthening publicity about
the policies/business being pursued.
Evaluation on the aspects of embracing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food manufacturing jobs

○ Based on the core values derived from the newly established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job evaluation index can be selected in
terms of stable expansion of jobs and improvement of job quality. It is
necessary to select indicators to assess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in terms of whether the job base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supports stable growth, whether there is any
discrimination i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industry, and
whether inequality in working conditions in the industry has expanded
or polarized. Evaluating the aspects of stable growth, fair distribution,
and fair opportunities, which are the critical keywords of inclusive
growth, by referring to the indicators according to the clear goals of
K-SDGs linked to the core values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to be evaluated in terms of job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ndicators such as labor productivity, gender
wage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are utilized whereas the youth
employment rate, the status of employees by education level, and
average employment rate are utilized as indicators to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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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rientation and circulation aspects, which are critical keywords
of sustainability.
○ As for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workers increased, and the shar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d, indicating that the quantitative
contribution was increasing in terms of employment.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income by gender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he wage level of female workers is less than 70% of the wages of
male workers, and the real issue is that the average monthly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with long years of service (more than ten
years) does not decrease rather increases over time. In order to
examine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he employment induction coefficient, employment status
and workforce shortage status, and the number of start-up companies
are examined. Over the past decade, the proportion of job opening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employment pla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increased, expanding job opportunities, and
start-ups that contribute to creating new jobs in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can also be seen.
○ Comparing the educational background composition of food
manufacturing workers with the manufacturing industry, overall,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lower
than tha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phenomenon was found
to be intensifying and negatively affecting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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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ufacturing and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by job pos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lower proportion of regular workers and
a higher proportion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s compared to the
general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as the proportion of regular
worker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has gradually increased
between 2010 and 2018, it is believed that the jobs provided by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re stably changing.
○ Whil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job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ppeared to be somewhat less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related majors were positively aware
of job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it can be
confirmed that students have high expectations for food manufacturing
jobs related to their major and have bright prospects.
Job challenges for food manufacturing for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 The problems of the job market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hat
can be raised in terms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are not
only faced by food manufacturers and workers. However, as SMEs
account for 99%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various
job-related problems encountered by SMEs may become more serious.
In order to improve the salary level and welfare benefits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compared to the general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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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aise wages by improving worker
productivity but also to increase the welfare benefits of employees by
formulating welfare budgets for food manufacturers themselv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work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online and offline educational program contents that can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work, and to support education to
improve the awareness of employe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often cannot afford to
expand welfare benefits for employees by drawing up welfare budgets
on their own,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encourage them to fully
utilize existing systems such a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Welfare Platform Project.
○ In order to create 'industrial innovation-type and regional-type jobs,'
whic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ocuses on,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connect regional, food and professional
workers

(experienced).

It

is

suggested

to

implement

food

manufacturing-specific job policies, such as linking retired seniors with
expertise in food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or female job seekers
with degrees or experience in relation to local food manufacturers who
suffer from labor shortag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existing policy of supporting women's employment is to
promote and guid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th tax
benefits for re-employment of women returning from career break and
to provide labor costs to employers who hire unemployed people aged
50 or older for new-yea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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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manufacturers with no experience using government job
programs account for 46.3%, and the biggest reason for not using it
except for cases where self-solving is possible is 'not knowing about
the support system (20.7%)', the second was 'the qualification was not
met (19.9%)', and the third was 'the complexity of application
documents and clauses (9.2%).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ublicity of
the existing job policies being promoted by each ministry in
connection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and to facilitate support and
utilization of food manufacturer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pushing for policies aimed at setting ‘creating
various job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s one of its main
initiatives and expanding ‘industrial innovation and regional jobs.’
Still,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integrates related industries
such as food manufacturing.
○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channel for providing job
information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job seekers
and employees. To this end, a job integration platform covering all
fields of agriculture, food and related industries is installed and
operated so that information on jobs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s can be found in one place. Moreover, for job seekers, such as
the general public and college students, the level of exposure to job
information related to food manufacturing varies depending on age
and location, so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integrat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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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centr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need to develop and
promote educational programs to train the workforce needed by
companies and effectively make use of them. In particular, in
expanding public employment support services,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in promising food manufacturing
sectors will continue to be expanded only when a capacity system
linking qualification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related to the
industry i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for
promoting participation in training of incumbents in SMEs through
expansion of training for new technologies such as young people,
expansion of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at
existing smart factories 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real-time remote classes in
contract departments and operating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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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Measures to Enhance Linkage between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Domestic Agriculture
<Table> Approach strategies by task(16) to enhance the linkage betwee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domestic agriculture
Purpose (goals)

Initiatives

Driving strategy

Promoter

Development of demand-based processing
Korean raw materials farming complex

Mid- to
long-term

agriculture
industry/industr
y/government

Strengthen public relations for support
projects and expand loan support

short-term

government

Promoting the
trade of processed
Need to activate contract cultivation
food, raw
materials, and
agricultural
Fostering the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Products (B2B) Market

agriculture
short-term/Mid
industry/industr
- to long-term
y/government
short-term/Mid
- to long-term

government

Establishment of Database and Platform for
Mountainous Information

short-term

government

Fostering the food material industry

Mid- to
long-term

government

Active Sales Efforts by Local Government
Specialization and large scale of regional
strategic items

short-term/Mid government(loc
- to long-term
al govn't)
Mid- to
long-term

government(loc
al govn't)

Revitalizing the
Fostering leading processing companies in
Mid- to
government(loc
local food industry
the region
long-term
al govn't)
led by the local
short-term/Mid
governments
Professional Coordinating Support
government
- to long-term
Establishment
of
a
central
short-term/Mid
government-linked consultative body and
- to long-term
monitoring system

lxviii

government

(continuously)
Purpose (goals)

Initiatives

Driving strategy

Promoter

agriculture
Promote high-quality differentiation strategies short-term/Mid
industry/industr
made in Korea
- to long-term
y/government
Strict quality
control and the
formation of a
domestic
encouraging
consumer culture

Improved information on displaying smart
domestic and native to Korea
Information
Preference

Delivery

for

Domestic

short-term

government

Mid- to
long-term

government

Promote education and promotion for 20 short-term/Mid
major targets
- to long-term

government

Promoting a new campaign to encourag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government

short-term

Sources: Prepared by the authors

Why is the link between food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important?
○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newly launche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s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o foster the food industry to lea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Nevertheless,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still relies on imported raw materials for a large portion of the
raw materials, making it far from being linked to agriculture. As
reflecting this reality, the scale of the domestic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Still,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output is stagnating or decreasing every year.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ector is steadily de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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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growth, it is expected that farmers
increase their income, stabilize rural communities, develop local
economies, and create jobs through linking food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In terms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aspects such as
expanding the production base of agriculture, expanding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s stable supply base, contributing to
agricultural supply and price stability, responding to consumer
preferences,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from import and logistics
transportation. On the other hand, the improvement of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could also be expected to improve food security
at the national level.
○ The purpose of the study in this chapter is to derive measures to expand
the use of domestic raw material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agriculture. Whether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will use
domestic raw materials and agricultural products and whether both
industries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depends on the behavior of
consumers who end up buying food. Therefore, it was also intended to
explore ways to change consumer behavior to prefer Korean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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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of policies related to connection
between agriculture and food manufacturing

○ This section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e and food manufacturing, and presents limitations and
problems. Policies linked to agriculture and food manufacturing can be
approached in three ways: The first is to induce a change in the supply
line of raw materials to the domestic market by replacing imports by
existing food manufacturers, and there are funds for purchasing food
price materials, funds for food raw material integration, and a purchase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system as financing support for
purchasing raw materials. In addition, infrastructure support policies
such as spreading best practices and providing information are included
here. The second is to create demand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by establishing and nurturing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anies that are linked to regional agriculture and the food industry.
Currently, various regional specialized projects, such as the regional
strategic food industry promotion project, agro-industrial convergenc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development project,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rural resource complex industrialization support
project, and the creation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es, are
being implemented, and comprehensive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is also in operation, centering on the Gu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Lastly, the third is to increase the use of domestic
raw materials through fermentation and increased consumption of
traditional foods, and the R&D policy, the certification system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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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food quality and food name, and the conventional food
industry competition are being pursued.
○ Funds for the purchase of food processing materials should be guided
to enhancing the multiplier effect in the future, and additional demand
should be discovered through active publicity activities, and the scale
of the project should be expanded to meet the growing demand. Since
the food ingredient integration fund is currently deemed to have poor
performance due to lack of recognition due to the first year of
implementation, limited target items, and relationships with similar
businesses, it should establish a unique incentive structure for projects
to induce contract cultivation. The insurance system guaranteeing
purchase has made great efforts every year to improve its poor
performance, but it has weakness in that its business targets are
concentrated on school catering companies using Electronic
Agriculture Trade(eaT) system; so the transaction itself has shrunk in
this year due to the suspension of school because of COVID-19. It
will be necessary to diversify promotional channels to expand the
base for use by various food manufacturers and processing
companies.
○ A common limitation of regional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industry policies is the lack of sales channels and capacity. As the
government-led policy to foster local agricultural processing
industries is promoted, problems that do not have sustainability occur
in common after the government support is comple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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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is seemed to have the most
serious difficulties in sales, distribution, and workforce shortage,
while it is essentially judged to be the same problem arising from the
absence of distribution experts.
○ Although the policy of fermented and traditional food consumption
and certification is in operation,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recognize the system,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ion companies
to procure expensive domestic raw materials, and the system for
certification of origin of processed foods cannot be considered active
due to poor certification performance.
○ As a result of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f 433 food
manufacturers, the effect of the ‘fund for purchase of food processing
materials’ was evaluated most highly among the policies for linking
agriculture and the food industry. Secondary rankings were the food
raw material integration fund and purchase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system, fermented and traditional food, processed food origin
certification system, and founding and fostering local processing
companies. In the policy direction to expand the use of domestic raw
materials, 38.3% of the domestic raw material use funding/taxation
support

was

the

highest,

followed

by

organization/contract

cultivation/insurance support (33.5%), domestic excellence promotion,
and education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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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sing domestic raw material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 This section analyzes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domestic raw materials in Korea’s food manufacturing industry.
First of all, the proportion of domestic use has been stagnant in the
31% range since 2013, and the growth rate of imported products i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products. Second, large companies show
the largest domestic usage by company size, but the proportion is
23.4%, which is low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53.7%) and medium-sized companies (37.5%). Third, not only raw
material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that as source
food have become important. Fourth, the domestic use rate is low
among the main ingredients used in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corn, wheat, soybeans and rice. Finally, the proportion of
contract cultivation and industrial sales of domestic materials is
de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procurement through intermediate
vendors and primary processors is increasing. The problems with
domestic raw materials in Korea's food manufacturing industry were
identified as the main problems, first, the price of raw materials more
expensive than imported products; second, the low self-sufficiency
rate and lack of stable supplies; third, the lack of materialization,
fourth, quality and proces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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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ases for linkage between agriculture and food manu
facturers

○ This section analyzes and presents the causes of agriculture and food
manufacturers by dividing them in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ases. Successful cases include contract cultivation through farm
management of Haesung, an agricultural corporation, local marketing
and new category product development of Jeju Gujwa carrots,
development of ginger processed products tailored to consumption
trends in Wanju, Jeollabuk-do, and products of Anseong Mother's
Hand

Farming

Association

whose

market

entry

through

differentiation and sufficient preparation. In contrast, the failure cases
included unreasonable demands beyond the contract details of
Uiryeong Urimil Plantation in Gyeongsangnam-do, regional conflicts
of Gochang-hyang local sweet potato project, lack of local raw
materials from Gunsan Bakdae(fish) in Jeollabuk-do, and lack of
product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capability in the Yeongwol
Bean Food Business Group.
Analysis of consumer preference for domestic raw materials

○ This section conducted a survey of 3,000 consumers and analyzed and
presented their preferences for local raw materials by bread, tofu, red
pepper paste, bean paste, potato chips, and kimchi simple food
(guk/tang/jjigae). The contents of this sec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s, consumers did not
consider the origin of raw materials very much. As the ag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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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rtion of consider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creases, and
the response level of the importance of raw materials for processed
foods and the use of them as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selection
process was very low among those in their 20s. Second, it was highly
likely that about half of consumers did not know how to identify the
exact origin of processed foods, whether they were indifferent or
ignorant. Third, the most important processed food item for domestic
raw materials was Kimchi, which recorded 4.41 pts (out of 5 pts). Red
pepper paste/bean paste (4.02 pts), tofu (3.98 pts), simple food (3.96
pts), bread (3.25 pts), and potato chips (3.01 pts), followed by those in
their 20s with the lowest levels of all population and social variables.
The group that did not receive food education gave a lower importance
to the group that did not receive it, and the lowest response was that
people in their 20s purchased products made with domestic raw
materials from all items. Fourth, the reason for preferring domestic
raw materials was 'because the quality seems to be good such as safety
and freshness' occupied the highest proportion for each item.
Difficulties in purchasing domestic raw materials and reasons for not
purchasing them were ‘because of the high price’,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y are really domestic’, and ‘difficult to check whether they
contain domestic products’, and so on. Finally, a quantitative analysis
using treatment effects and selective testing methods to identify
consumers' preference for domestic products showed that consumers'
preference for domestic products could be highly influenced by groups
that provided information such as local food movement, campaign for
the consump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multi-functional
lxxvi

agriculture, and food self-sufficiency in Korea. Meanwhile, the
preference for domestic products of raw materials such as beans and
potatoes was higher than that of processed tofu and potato chips using
the raw materials.
Challenges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 This section concludes this particular topic, which has three objectives
and detailed plans for implement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goal is to activate the trade of processed food, raw
materials, and agricultural products. To this end, the government
proposed creating a demand-based domestic raw materials agricultural
production complex, strengthening the promotion of support projects
and expanding loan support, boosting contract cultivation, fostering
the processed agricultural (B2B) market, establishing production
information DB and platforms, and fostering the material food
industry. The second goal is to revitalize the local food industry, led by
provincial governments. The measures for this are active sales efforts
of local government, specialization and large-scale of regional
strategic items, fostering leading processing companies in the region,
supporting professional coordination, and establishing a central
government-linked consultative body and monitoring system. The last
goal is strict quality control and the formation of a domestic
encouraging consumer culture. To this end, it proposed to promote a
differentiated strategy for high-quality domestic products,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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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omestic and country-of-origin indication information, reinforce
information delivery to induce domestic preference, promot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those in the 20s, and promote new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promotion campaigns.
<Chapter 6> Plans to Develop Sustainable Growth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able> Strategies for approaching challenges to develop sustainable growth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12)
Purpose (goals)

Food R&D
promotion for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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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strategy
short-term/
R&D focused on the basic technology to
Mid- to
promote the customized food market
long-term
Improvement of R&D promotion for the
promotion of high-quality, high-value food short-term
industries
Initiatives

Promoter
government

government

Priority R&D Promotion for Food Safety

short-term

government/in
dustry/
association

Strategic Approach to Securing R&D Budget for
Basic Technology Food by the Public

Mid- to
long-term

government

government
(local
govn't/universi
ty/agriculture
industry
short-term/ government/
Improving the R&D of Regional Specialization
Mid- to
local
Technology
long-term
government
Funding support for innovative activities and
Mid- to
activating technology development/information
government
long-term
provision

Local government, local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local agricultural and food management
short-term
cooperation and performance sharing/proliferation
enhancement

(continuously)
Driving
Promoter
strategy
short-term/ government/in
Improving the R&D drive of cutting-edge
Mid- to
dustry/
technology
long-term
association
government/u
Mid- to
niversity/
Training professionals for future food R&D
Food R&D
long-term
local
government
promotion for
inclusive growth Significantly expanding the proportion of
Mid- to
government
corporate support in national research and
and
long-term
sustainability development projects
Linkage of investment market and system
Mid- to
government
improvement for future food R&D companies
long-term
Strengthe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future market demand and consumer short-term
government
preferences
Purpose (goals)

Initiatives

Sources: Prepared by the authors

How does the development of growth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relate to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 When there is a lack of growth engines in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nation's overall inclusive growth by narrowing the gap in various
forms in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and improving distribution, it
is difficult to elicit cooperation from members of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spect that cannot be overlooked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is that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must continue to grow and new growth
engines must be continuously discovered. Engagement can be a new
starting point for growth, and growth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progress toward an comprehensive society. For this reason,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romoting related policies by recognizing it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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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pendent relationship to strengthen its inclusion and secure
growth engines through innovation, and declaring 2019 as the first
year of ‘innovative engagement country.’
○ Continuous growth engines are also essential for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to design the future of society as a whole and to
engage in management activities that consider the environment and
circulation. In particular, the pursuit of sustainability, such as the
future or environment/circulation, will be considered 'cost at the
moment and burden in the future'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various
external management risks such as the outbreak of large infectious
diseases, climate change, distribution environment and labor policy
changes. Since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industries without
sustained growth engines to pursue sustainability, which is a
future-oriented action, establishing a sustainable growth plan is the
minimum condition to ensure sustainability.
○ Korea's food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growing steadily,
nearly doubling from 40.6 trillion won in 2007 to 80.1 trillion won in
2018, but the growth rate of shipment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as continued to decline since peaking at 16.6 percent in 2011. In
other words, the growth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already
slowing down. In additio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domestic food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been growing at the center of
domestic demand, is likely to slow down as the era of ‘food cliff’ is
approaching the world's unprecedented aging rate, the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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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in the population, and the spread of health-oriented diet such
as obesity prevention. Due to this ‘food cliff,’ the total calories needed
by all consumers in Korea in 2065 are expected to decrease to 76
percent of the total calories consumed by the Korean people in 2020.
Since this figure may mean that a quarter of the total food demand will
disappear, industrial and government-level measures are needed to
prepare for a decrease in total food demand. This is why continuous
growth engines are desperately needed.
Status of R&D and innovation in food manufacturing

○ R&D in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can be divided into cutting edge
R&D for the future market, baseline R&D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the current market, and specialized regional
technology(Local Niche) R&D, which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High-tech R&D is a cutting-edge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innovation of the futur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aims at the value of innovation or future. Basic technology R&D is
currently in line with the value of continuous growth as a basic
technology needed to maintain competitivenes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On the other hand,
regional specialized technology R&D can be seen as R&D linked to the
value of inclusive growth as a sub-technology necessary for developing
the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ecosystem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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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ood R&D
support project began in the 2010s with the high value-added food and
bio/life industries at the center, and is expanding to establish a
strategic model for ‘agricultural food’ exports in 2019, future
innovative foods, and nurturing customized innovative food and
creative talents in 2020. Until 2009, the R&D support policy for
agricultural products was centered on agriculture under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technologies'. In 2010, R&D support
projects with the expression ‘food’ were launched, and food R&D
suppor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then by segmenting
existing businesses or expanding new businesses. In 2010, food R&D
began to begin in earnest as the ‘High Value-added Foo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was separated from the ‘Farm and Forestr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n addition, the ‘Project to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Biotechnology’ was promoted as a new project, laying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private R&D research base. In 2011, the ‘Farm and
Forestr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was subdivided into four
individual projects, clarifying the purpose and target of the R&D
support project. Since 2014, the status of food in agricultural food
R&D began to expand as the ‘project to support agricultural and
livestock research centers’ has been renamed as the ‘Support for
Agricultural and Food Research Centers.’ In 2015, the ‘Follow-up
Support for Agricultural Food Research Results’ project was
promoted as a new project, laying the foundation for R&D
support/distribution to agri-food companies with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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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ies. In 2019, the ‘Future Innovative
Foo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was newly promot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natural additive substances for innovative
foods and chemical additives, and the ‘Business Strategy Model for
Agri-food Export ’ project was also promoted to support research on
export promising items. In 2020, the ‘Agri-food Technology
Convergence Creative Talent Training' project was newly promoted
to support research personnel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venture and start-up companies for reeducation and utilizing expert
linkage support. Compared to the 2010s, food R&D has expanded its
status in overall agricultural R&D as various projects. Recently, the
importance of food R&D related to exports of processed foods,
development of future innovative foods, and fostering creative talent
has been recognized.
○ The expansion trend of food R&D and spread to various areas can also
be see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ramework Plan for Promotion of Food Industry, which was
announced in 2018, while the government presented to proactively
foster the following promising future areas: '① Expansion of R&D
investment in basic technology that systematically fosters new
industries, ② Selection of ten technology field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nsive investment in R&D, ③ Investment
expansion for localization of food machinery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smart packaging materials.' (3rd Food Industry
Promotion master plan 2018). In addition, it suggested 'to creat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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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ecosystem in the food industry, ④ Priority R&D support
policy projects such as R&D and credit guarantee for food startups,
and ⑤ select innovative food companies based on R&D and discover
incentives for revitalizing private R&D investment' (The 3rd Food
Industry Promotion master plan 2018). 'In order to support the
balanced growth of the food industry, ⑥ small R&D and packaging
and design support for small-scale R&D and packaging and design
required by excellent SMEs' was suggested. This was followed by '④
Priority R&D support for food start-ups'. It can be evaluated as a
comprehensive food R&D support plan different from the plans (3rd
Food Industry Promotion master plan 2018).
○ The representative food R&D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High Value-Added Foo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2010~2019).’ The ‘High Value-Added Foo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2010~2019)’ was promoted as the
first food single-purpose public R&D project solely for promoting the
food industry independent of agricultural R&D. ‘High value-added
foo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was promoted for 10 years
(360.2 billion won) to achieve win-win growth between agriculture
and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o support R&D of core
applied technologies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wheres the its activities include △
developing traditional food, △improving food quality management,
△discovering food core materials, △supporting equipment and new
process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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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looking at the status of innovation in the (privat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focusing on the cost of innovation activities,
the proportion of dedicated R&D personnel, and the proportion of the
world's first product innov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manufacturing average was below. In 2018, the overall manufacturing
industry spent an average of 371 million won, but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spent an average of 268 million won, nearly
100 million won lower than the overall manufacturing average. The
proportion of R&D dedicated personnel was also 1.6-2.3%p lower
than the overall averag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from 2014 to
2018, while the proportion of the world's first product innovation also
recorded 0% in 2016 and 2018, lower than the overall averag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means that private R&D and innovation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somewhat lagging behind the
overall manufacturing average.
Evaluation of food R&D in terms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 Most of the high value-added foo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which can be viewed as R&D in the food sector, are investing
intensively in R&D for stable growth such as processing, materials,
quality, and functions. In the case of the private research support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or venture start-up voucher support
project related to inclusive growth,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is
insignificant, and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is decreasing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scale of R&D in food-related fiel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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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on a continuous decline for the last three years (2017-19),
and the share of the government's R&D budget is also decreasing
from 1.15% in 2017 to 1.01% and 0.87% in 2018 and 2019,
respectively. Thi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16.7% (4.2%),
which is the share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s total
production (gross domestic product). The continued decline in
investment in the food R&D sector, which has a high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and needs to respond sensitively to market
trends, seems to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stable growth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 The national food R&D support, which has been carried out until now,
has been limited to creating business results due to lack of efficient
promotion, such as focusing on specific foods. In the case of the high
value-added foo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which was almost
the only food-related national R&D project, it is evaluated that it did
not lead to industrial performance due to researcher-centered task
organization and operation. Based on the 2019 budget, it is estimated
that 52.0% was used for functional food R&D. As a result, while
high-risk and high-profit research has not been developed, it is
evaluated that it has shown limitations in deriving industrialization
results, such as repeatedly applying the same research method to
various foods/raw materials. In addition, Korea's national food R&D
seems to have had limitations in enhancing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strengthening inclusion as there is no
comprehensive R&D support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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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If this problem persists, it will
not only undermine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national R&D, but
also stagnate the quality growth of industries based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that achieve economies of scale will intensify.
○ Since Korea lacks research personnel to promote food R&D, fostering
research personnel is very important, and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personnel project is also low.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R&D personnel over the past 20 years, the total number of R&D
personnel in Korea has increased by 3.66 times from 132,023 in 1996
to 482,796 in 2017. Among them, the number of agricultural scientific
R&D personnel covering the food sector has increased 1.52 times
from 6,855 in 1996 to 10,423 in 2017, far below the overall growth
rate of 3.66 times. As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science R&D
personnel in the total R&D workforce continues to decline from 5.2%
in 1996 to 2.2% in 2017, it is urgent to foster quality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nel.
○ The lack of preemptive food R&D response to preoccupy the future
innovative food market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Korea's food R&D
evaluation. Excluding non-promotional budgets such as food safet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mong food R&D, research funds
that can be used to promote the food industry and respond to
innovative foods in the future are very scarce. At the same time, there
is a baseline for maintaining the current food R&D level as R&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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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Thus the practical investment capacity for future
preparation in the food sector is very limited. Discussions on
innovative foods and future new foods began to take place after the
mid-2010s, but, regrettably, the R&D policy related to this was not
flexible enough to be implemented until 2020.
○ As eco-friendly R&D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hardly
promoted, it is inadequate in terms of future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circulation emphasis. The Green Technology Center
(GTC) evaluates the proportion of R&D projects selected as a detailed
green technology project among all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hich are considered to be only 3.1 billion won as of 2015.
Environment-related food R&D needs to be activated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ed consumer interest in eco-friendly and increased
international demands, such as increased interest in excessive use of
food packaging materials.
Food R&D direction and strategy for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
bility

○ For ‘stable growth’, the keyword of inclusive growth,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create added value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R&D in basic fields.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distribution/fair opportunity,’ another keyword of inclusive grow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ublic R&D in the food sector and
share/spread R&D achievements to improve utilization.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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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the ‘future orientation’, which is the keyword of sustainability,
it should be able to respond flexibly and quickly to future market
changes. Innovative food R&D investments will have to be made to
preempt the future new food market and preemptively create new
demand. From the perspective of'recycling/environment-oriented',
another keyword of sustainability, innov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n eco-friendly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cosystem.
○ It was analyzed that the expansion of research funding and workforce
training in the food R&D field are the most important tasks. In order to
overcome the technological gap with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technology,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Expanding research
funds (first), △cultivating and attracting human resources (second),
and △improving laws and systems (third).
○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table grow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t the creation of added value as its maximum goal through
‘selection and intensive basic technology R&D strateg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These include revitalization of the customized
food market, revitalization of the high-quality/high value-added food
industry (materials

such

as

fermentation/enzymes,

additives,

microorganisms, etc.), and R&D investment in securing food safety. In
particular, strategic efforts are also required to continuously secure the
food R&D budget in the basic technology sector.

lxxxix

○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fair distribution/fair opportunity’, it is
an important task to expand public R&D in the food sector, and it also
raises the need to revitalize R&D investment in specialized regional
technolog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regional
bases, nat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 agri-food management
organizations. Enhancing utilization by sharing/spreading R&D
achievements will also be essential for realizing the value of ‘fair
distribution/fair opportunity’. On the other hand, projects that provide
various information to small and medium-sized food manufacturers
that lack market or consumer-related information are also R&D
projects that need to be carried out in public.
○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 of 'future-oriented,'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rapidly changing markets and consumer
preferences/needs. For this, innovative R&D for new foods, that is,
high-tech R&D, is essential. Since it is desirable to carry out such
innovative R&D under a mid- to long-term plan, it should be promoted
by the private sector, where large-scale investment is possible.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the continuous promotion of innovative
R&D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Such support activities include
nurturing R&D personnel,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on
markets/consumers, and supporting investment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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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Measures to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Table> Strategies for Approach by Task to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in
Food Manufacturing (11)
Purpose (goals)

Initiatives
Strengthen food safety management
Join and support the HACCP mandate

Strengthening
corporate social
Sharing food safety capabilities
responsibility for
consumer health
Expanding voluntary display information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consumer
health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duction of food loss/disposal in the
production process
Reduction of food loss/disposal i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processes

Strengthe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of
Reduction of food loss/disposal in connection
society/environm with the food support system
ent
Environmentally Friendly Packaging
Strengthen
Support consulting for ESG Bond Issuance
government and
consumer
responsibility for Periodic evaluation and publication of social
corporate health responsibility activities

Driving
strategy
short-term/
Mid- to
long-term
short-term
short-term/
Mid- to
long-term
short-term/
Mid- to
long-term
Mid- to
long-term
Mid- to
long-term
Mid- to
long-term
short-term/
Mid- to
long-term
Mid- to
long-term
short-term/
Mid- to
long-term
short-term/
Mid- to
long-term

Promoter
government
industry/gover
nment
industry

industry
industry/gover
nment
industry/agricu
lture industry
industry
industry/gover
nment
industry/gover
nment
government
government/
consumer
group

Sources: Prepared by th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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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hould we pay attention to the fulfill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concept that includes ethical and
autonomous expectations as well as economic and legal expectations
that society has for businesses. Ethical responsibility is that even if a
company is not legally forced to do business activities, it should
perform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social customs and ethical
norms as a responsibility that must be carried out fairly and ethically.
Autonomous responsibility means that as a sound corporate citizen on
the basis of spontaneity, it is the responsibility to act socially desirable
by utilizing the resources of the enterprise, and to improve culture,
education, and community quality in response to society's philanthropy
and philanthropic wishes.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n be the starting point of a social and economic
virtuous cycle in terms of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as it
enhances the value of fair distribution/fair opportunities through
sustainable management, and encompasses both future and
circulation(environmental) values through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ivities.
○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afety, nutrition, and hygiene of
food consumed by the Korean people. For this reason, social
responsibility can be evaluated more importantly due to the nature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with high consumer sensitiv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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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production activities and high social interest (Seungkwon
Yoo and Byeongjin Park, 2016).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ood
manufacturers as a producer of goods that directly affect people's
health and lif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ood manufacturers is also important in terms
of locality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Food is deeply related to
locality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o various companies and
products coexist in the market. The expression 'style culture' will be
an example of such locality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f food
manufacturers' profit-seeking activities do not coexist and grow
comprehensively with a number of companies or products, and show
unilateral growth and market sha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will
not only result in monopoly damage but also the fading of local
uniqueness

and

cultural

uniformity.

Therefor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ood manufacturers is also heavy in terms of
protecting and sustaining the uniqueness and diversity of local
cultures.
○ In addition,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can be important in terms of labor and human right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the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greater effect on job creation and
win-win growth with neighboring industries, so the fulfill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by food manufacturers is expected to have a large
social impact.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it is an industrial field that contributes to 'environmental
xciii

sustainability' and 'biodiversity' more easily than other industries. The
food industry has a broader and more direct impact on nature and the
environment than other industries.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final
goods in the food industry that consumers encounter, it is usually
because the origin of the goods is at the interface between nature and
people in the form of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 Because it can meet various stakeholders‘ needs, such as food safety,
health, nutrition improvement, region, environment, etc.,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s the most necessary industry to pursue
financial and social values simultaneously.
Current status of policies related to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nsumer awareness

○ This section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nd presents limitations
and problems. In addition, a consumer survey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conducted on 2,000 major food buyer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 In Kore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re still in their early stag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m is
insignificant,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external situations in
which activ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related policies and systems may be required in the
future.
xciv

○ According to the consumer survey, as the age and income levels
increase, the awarenes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ends to increase. It is judged that the level of expectation of consumers
is high because the products of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re
related to safety/sanitation. The public interest function of securing
food safety/sanitation would also justify loc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 support for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y of safety-related
food manufacturers.
○ When asked about companies that need mo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sumers responded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food manufacturers were more necessary than those of general
manufacturers, while among food manufacturers,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large enterprises were more necessary than tho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urrent status and exam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domestic
food manufacturing industry

○ Food manufacturers in Korea promo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a limited area, focusing on mid-sized and large companies. As of
2018, the total amount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the top 100
companies in market value and sales amounted to approximately
KRW 1.7 trillion, accounting for 0.18% of total sales, while the larger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expenditure of the top 30 companies
by sales was 0.29 percent, the higher the soci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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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 However, since no relevant statistics show overall status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domestic food manufacturer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412 food manufacturers nationwide to determine the status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domestic food manufacturers.
○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domestic food manufacturers
are being carried out by companies rather than by government
policies.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tion of necessity was low and
the implementation was carried out b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in a limited area due to the difficulty of economic conditions for
implementation. In addition, performance appraisal and education o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domestic food manufacturers are
being conducted in some cases, and it was found that many domestic
food manufacturers need the mos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hallenges to promote social responsibility in food manufacturing

○ The fulfillment of social responsibilities of Korean food manufacturers
is generally low,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to support them are
also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sumers are increasingly demand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chapter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domestic food manufacturers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ies to suppor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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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sic directions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domestic
food manufacturers are: 1) responding to the changing consumption
market, 2) including social issues related to the vulnerable, and 3)
joining global efforts to focus on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food waste. Under these basic directions, strategies for
revitalizing the fulfill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need to be divided into short-term and
mid-long term. The realistic problems shall be s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hanges in the consumer
market for the short-term, while the consumer awarenes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hall be improved, and incentives for governance
and the private sector shall be provided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for the mid-to-long-term voluntarily.
○ In addi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ere presented in
the direction for the sake of consumer health and social/environmental
health, whereas the government and consumer responsibilities for
corporate health were presented to support the preceding. Food safety
was presented firstly, and efforts to supply healthy food was presented
secondly for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ask for consumer
health. In contras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asks for the
health of society/environment were first proposed to reduce food
waste and link food aid to vulnerable groups, and secondly to enhance
sustainability by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packaging materials.
Lastly, the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n incentive system
led by the private sector and rewarded by the government was
xcvii

suggested through consulting support for issuance of ESG bonds and
develop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evaluation indicators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consumers for corporat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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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1. 식품산업 대상 포용성장 개념 적용 및 정책 검토의 필요성
식품정책·산업의 영역은 ① 식품산업의 높은 영세업체 비율, ② 영세업체의 낮은
영업이익률과 시장협상력(bargaining power), ③ 경제적 취약계층의 높은 식품불안
정성(food insecurity), ④ 외식업에서의 높은 업종전환율 및 폐업률, ⑤ 농업과의 높
은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타 산업에 비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개념 검토·적
용의 필요성이 크다. 포용성장의 개념은 국가경제 및 사회 전체에 거시적으로 적용
되고 있으며, 특정 정책 영역이나 산업에 대해 다소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산업 내 불평등 혹은 격차(gap)가 확산되는 양상은 식품산업의 포용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식품산업의 규모별 생산성 및 경영 이슈나 다
양한 격차를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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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4차산업혁명 등으로 AI/로봇/무인자동화(kiosk, 서빙로봇 등)가 확산되고 있는
동시에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에서의 고용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식품제
조업 및 외식업에서 일자리 현황과 전망, 예상되는 변화의 파급효과를 포용성장
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건강 및 건강자본의 불평등(health disparity and health capital disparity) 확
산 또한 포용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rrow et al.(2012)은 소득 불
평등 → 건강자본 불평등 → 건강 불평등 →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악순환이 구조화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건강자본 불평등의 주요 요인은 소득 불평등으로 인
한 식품소비/식생활/영양섭취에서의 불균형 및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취약계층의 식품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이며, 포용성장
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대상 식품정책 전반에 대한 “격차-영양·식생활-건강” 차원
의 통합적인 점검·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식품 지원제도를 통해 가구의 식품불안정성 해결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나, 예산 규모나 정책 간 연계 정도, 설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함을 보이
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식품불안정성 발생 요인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선제적 연
구를 통해 식품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1.2. 식품산업 대상 지속가능성 개념 적용 및 정책 검토의 필요성
우리 사회 전체, 경제, 환경, 소비자의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식품산업은 ‘지
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추구해야 하며, 식품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이를 지
지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적정
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건강·영양 측면에서뿐 아니라,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소비 및 식생활 관련 식품정책이 설계·추진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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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종 정책 영역이 추구하는 핵심 비전·가치 또한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추
세에 있는데, 이는 식품정책 또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최근 들어 식품시스템(food system) 전반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화
두로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식품정책을 식품시스템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지
속가능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OECD
통상무역국(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TAD)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
2020년 주요 연구들도 식품사슬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식
품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 지속가능성
의 개념을 식생활에 연결하고자 하는 모습이다(방기혁 외 2018).
식품시스템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사회, 경제, 환경,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
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틀 안에서 식품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GHG 배출 및 식품 손실/폐기 감축(환경의 지속가능성), 공정한 거래 질
서, 취약계층 식품 지원, 식품안전 보장(사회의 지속가능성),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
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경제의 지속가능성) 이 포함될 수 있다.

1.1.3. 식품산업·정책 분야 포용성장/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련 연구
식품산업·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우리나라 평가점수가 낮았으며,
△ 특히 지속가능성보다는 포용성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였고, △ 우리나라 전체
산업보다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점수가 모두 큰 폭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전체 산업과 식품제조업 간의 격차와 관련해서는 식품산업계 전
문가들은 다소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연구계에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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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우리나라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구분

타 산업 포함 전체 영역

식품제조업 분야만

차이

포용성 평가

OECD 평균이
100점이라면
우리나라는 78.45점

OECD 평균이
100점이라면
우리나라는 72.83점

5.62점

지속가능성 평가

OECD 평균이
100점이라면
우리나라는 87.46점

OECD 평균이
100점이라면
우리나라는 81.01점

6.45점

차이

9.01점

8.18점

-

자료: 자체 전문가조사 결과(온라인조사 104건, 전화 및 이메일 조사 8건).

식품정책 분야에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추진된 연구는 1) 상생
협력, 2)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이나 적합업종 지정 관련, 3) 취약계층 대상 식품
지원, 4) 최저임금 인상의 노동시장 영향 분석 등으로 수행된 바 있으나, ‘포용성장’
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방향성에 기반하여 추진된 연구는 없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식품정책’의 미래 지향적 대응과
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응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서 ① 식품산업의 건
전한 성장을 견인, ② 사회 전체의 포용성장 선순환체계 확립에 기여, ③ 경제적으로
취약한 식품 소비자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함에 기여하는 식품산업, ④ 식품산업
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⑤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확립 등의 가치를 추구하
고자 하였다. 또한, 2022년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 연구를 통해 설정된 식품정
책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대응방향이 차기(’23~’27)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과 연동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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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포용성장 관련 연구
2.1.1. 국내 선행연구
포용성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 문재인 정부 출범 등으로 포용성장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출연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 관련 기초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성격에 맞게 연구의 범위를 구성하고 있
다. 반면, 민간에서의 연구는 세미나 발표 및 강의 자료 수준으로 활발하지 않은 상
황으로, 관련 분야 연구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주원·서행아 2017)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이 오히려 불평등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성장 과정에
서 과학기술의 전통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포용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였다. 포용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과학기술
의 역할로 공공 R&D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민간 R&D의 기초 및 원천연
구를 확대할 것, 소기업들의 스타트업으로의 연결성 증대, 첨단과학 기술의 취약
계층 생산성 제고로 연결 등을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김계환 외 2018)은 글로벌화가 촉진된 1999년에서 2016년 기간 동
안에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구조변화가 소득분배의 불평등
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화를 지나면서 교역재와 비교역재 간 산업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일자리 등 고용의 격차와 입지 등 지역 간 격
차로 파급시킨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포용적 산업정책
의 방향으로는 산업정책의 목표에 경쟁력 제고와 성장뿐 아니라 포용성(고용과
분배)도 포함해야 할 것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산업 공유자원의 발전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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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포용성의 선순환’ 구조 달성 등을 포함하였으며,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고용승수 제고와 소득격차 축소, 중소기업-공급망 역할 강화,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토연구원(문정호 외 2016)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포용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
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립과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미흡함을 지적
하며, 포용적 국토를 개념화하고 구체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포용성에 대한 통계수치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포용
과 관련한 서로 다른 다양한 주장이 제시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
가 참여하는 숙고적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
해 정책개념과 기본방향을 정리하여 3개 분야 대상 7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
다. 동 연구에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 등을 통해 정리한 포용적 국토정책의 정의는
“사회정의, 공간에 대한 권리 및 행복 추구의 당위에 기초하여, 사회적 약자가 배
제되지 않는 공간서비스의 구현과, 사회구성원의 정책·계획에 대한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보다 형평성 높은 지역발전 기회를 보장하
기 위한 공간정책·제도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삼은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박희진 2018)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계층 간 사회자본의 격차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이 매우 높음을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교육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
시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종학 외 2017)은 ‘포용적 성장전략과 재정의 역할’ 연구
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평등 심화 원인을 살펴보고 정부의 관련 정책을 포용적 성
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4차산업혁명과 일본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포용성
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밖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포용성장연구단에서는 △ 한국사회의 격
차문제(조흥식 2019), △ 포용성장의 배경, 개념 및 비전(조흥식 2018), △ 포용성
과 노인연령 상향조정 이슈(권정현 2019), △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오종현
2019), △ 대·중소기업의 기업복지비용 격차(황경진 2019), △ 성별 임금 격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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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성미 2019), △ 여성 농업인 이슈(엄진영 2019), △ 여성 노동자 고용의 질(오
은진 2018), △ 자영업 이슈(홍석일 2018), △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김용성
2018), △ 자영업자 워라밸 이슈(김기웅 2018),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허재
준 2018), △ 계층별 지출부담 격차(김태완 2018), △ 근로소득세와 포용적 성장
(오종현 2018), △ 농가 유형별 소득 형평성 격차(유찬희·김태후 2018) 등이 다양
한 주제를 포용성장 개념과 접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징적인 부분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격차(gap)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2.1.2. 해외 선행연구
□ 포용성장 개념에 관한 연구
포용성장과 관련한 해외 문헌1)을 살펴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
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포용성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각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불균형의 확대는 기존
경제성장 모형의 작동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은행은 포용성장에 대해 “빠르고 지속적인 빈곤 감소는 포용적 성장을 필요
로 하는데, 포용적 성장이란 모든 사람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
의 혜택을 보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이
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저소득계층-친화적인 성장(pro-poor growth)’와 궤를
같이 하는데, 포용성장은 한 국가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중소득계층에게 주

1) 포용성장 관련 해외 문헌은 각 국가별 문헌과 국제기구 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시각으로 식품정책 전반을 검토할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에서의 포용성
장의 대두와 전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념, 의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포용성장의 일반적 속성에 대해 파
악할 필요가 있어 국제기구 문헌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개별 국가의 우수 사례는 필요한 경우
해외 사례 파트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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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기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의 복지에 초점을 두는
pro-poor growth와 구별된다.2)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 WB)은 장기적 개념으로서 포용성장은 배
제된 그룹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가 아닌 생
산적 고용(productive employment)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기적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하기도 하였다.
Ali and Son(2007 ADB)은 포용성장 개념을 가난한 계층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창출된 기회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성장으로 정의하였다.
Birdsall(2007 CGDEV)은 포용성장을 저소득계층-친화적인 성장(pro-poor
growth)을 포함하며 확장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많은 수의 사람에게 유익한
(beneficial) 성장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속가능하다는 가정에 기반하
며 포용성장을 중간계층(middle class)의 규모와 경제적 안녕을 증대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 포용성장 저해 요인 관련 연구
선행연구 문헌에서는 포용성장을 저해하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을 식별하고 있다.
첫째가 지리적 요인이다. 많은 저소득계층이 농촌지역 혹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러한 지역은 공공정책,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서비스
공급의 관점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로의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Mckay and Sumner 2008; Mendoza and Thelen 2008; 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둘째는 인적자본이다. 인적자본에 대해 투자 수준이 낮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노동시장, 신용·자본시장 및 상품시장 참여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Mendoza and
Thelen 2008; Mckay and Sumner 2008). 교육수준이 향상되어야 노동시장에 참여하
거나 자본시장을 활용할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포
2) 최병호 외(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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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장의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Beck et al. 2009; Chakrabarty and Grote 2009). 인적
자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저해요인은 건강이다. 건강하지 않은 개인은 노동시장에 참
여하기 어렵고, 혹 참여했다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포용성장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Ianchovichina and Lundstrom 2009). 셋째, 자본이
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신용시장에서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수요자로서의 역할 모두에서 접근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성장할 기회를 확보하
기 어렵다(Beck et al. 2009; Mendoza and Thelen 2008). 마지막 저해요인이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그들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고소득계층보
다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다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잠재력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을 의미한다(Mckay and Sumner
2008).

□ 포용성장 개선방안 연구
포용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① 환경 개선 및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② 재분배
적인 공공지출 및 사회적 보호 강화, ③ 인적자본 축적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④
특정 부문 성장 도모 전략 추진, ⑤ 민-관파트너십 강화, ⑥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위에서 언급된 포용성장의 첫 번째 저해
요인과 관련된다. 기업 환경,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환경, 평등한 경제 참
여를 위한 환경, 취약지역의 양적, 질적 인프라스트럭처(교통, 통신, 에너지 등) 확
충/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계층이 공평한 경제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빈
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Higgins and Prowse 2010;
Kanbur and Rauniyar 2009; Birdsall 2007).
재분배적인 공공지출 및 사회적 보호 강화는 포용성장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저해
요인과 관련된다. 누진세 강화, 단기적 경제지원 확대, 건강/교육/공공인프라 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계층이 건강을 회복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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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배려하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이 경
제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되어 포용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Higgins
and Prowse 2010; Mckay and Sumner 2008). 인적자본 축적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
출 관련 정책적 노력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성장을 개선할 것이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을 개발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는
정책,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농업 섹터에서의 성장을 특별히 도모하는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 농업 종사자들의 고용 기회, 소득 증대, 시장 및 기본적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Mckay and Sumner
2008; Kanbur and Rauniyar 2009).
Chakrabarty and Grote(2009)는 정부가(공공이) 취약지역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
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endoza and Thelen(2008)과
Kanbur and Rauniyar(2009) 또한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재화/서비
스 제공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의 모든 계층의 공평한 성장의 제약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해 정부가 자료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적 영역이다. Ali and
Son(2007, ADB)과 Higgins and Prowse(2010)는 포용성장을 측정하고 포용성이 달
성되는 지평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OECD(2014)에서는 포용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2.2.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
2.2.1. 국내 선행연구
‘지속가능성’의 키워드는 국가와 사회, 지역과 도시,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영속·발전을 목표로, 혹은 산업과 기업의 경영목표나 지향점으로서 다양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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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용되고 있다.
방기혁 외(2018)는 일반인들이 지속가능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식생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치 지향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황수철 외(2018)는 새 정부의 농정 비전을 구
체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의 지속가능한 농정 패러다임과 주
요한 농정개혁 의제를 발굴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대상인 산업 분야에
서는 특정 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개별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자사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담은 보고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2001)는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과
목표, 원칙, 실행계획, 수단의 기본 틀(frame)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미숙·김종호 2013)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변수, 사회변수, 환경변수로 구분하여 그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오히려 고용 등 사회적 측
면과 오염물질 배출, 자원 사용 등 환경적 측면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속가능한 방향의 경제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2.2.2. 해외 선행연구
□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산업의 역할과 비전
Unnevehr(2017)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식품가치사슬 내에서 식품·음료산업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성장과 혁신에 기여하
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식품·음료산업은 미국 제조업 고용의 13%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업 분야에 비해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노동임금을 제
공하고 있다. 식품·음료산업은 국내외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어도
새로운 상품 중 40%는 건강·영양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또
한, 식품 가치사슬을 따라 농가(생산자) 및 단계별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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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Baldwin(2015)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오염과 유해물질, 지역경제와 발전, 기아
와 영양 측면들을 공급체인에 따라 조망하며 지속가능한 식품산업을 위해 요구되
는 사항들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0가지 원칙은 △ 건강을 위해 안전하
고 영양 있는 식품 공급, △ 환경을 고려한 농업생산, △ 식품가공 시 효율적 자원사
용, △ 공급체인 내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 제공, △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 △ 지
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Food Drink Europe(2012)은 유럽의 식품제조 및 음료산업이 식품의 안전과 질,
영양적인 면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
기 위해 추진해온 노력들과 향후 비전들을 제시하였다. 식품제조 및 음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양질의 안전한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와 직결되
어 있으며, 환경에 대한 고려는 식품제조 및 음료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원료조달, 자원의 효율적
사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영역에서의 세부 행동전략들을 제안하였다.
DEFRA(2006)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식품산업의 분야가 지속가능하
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의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소개하였다.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높은 수준의 고용, 사회
적 포용을 독려하는 정의사회의 실현,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가져다주는 혁신적이
고 생산적인 경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부 행동전략들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 효율적인 생산과정,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소비로 전
환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여, 이산화탄소 배출 및 물
사용량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활동, 영양과 건강, 안전
한 식품을 공급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그리고 제품혁신 추구를 포함하였다.
FAO(2017)는 식품안정성과 영양의 미래, 농촌기아, 푸드시스템의 효율성, 지
속가능성 등을 결정할 주요 트렌드 및 과제(challenge)를 제시하고, 이러한 어젠다
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 및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식품과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자원집약적인 농업시스템, 물 부족, 토양고갈,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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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은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 생산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은 푸드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접근으로 보존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업기법 사용,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진보와 활용, 범국제적인 협
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식품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전과 행동전략(영국, 아일랜드 사례)
Welsh Government(2014)는 웨일스의 식품 및 음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부
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방향을 제안하
였다. 웨일스 정부는 번영하고 회복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부를 창
출하고자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아종식을 위한 행
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목표와 비전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특히 웨일스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 및 음
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식품 및 음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최첨단 연구와 혁신, 지식의 확산을 통해 촉진될 수 있으
며, 안전과 질 측면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
고 분석하였다.
FDF(2011)는 영국 식품 및 음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쟁력 제고 필
요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영국의 식품 및 음료산업은 미국을 제외
하고는 전 세계에서 2005~2011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고,
영국의 기업들 중 식품·음료·담배기업의 수익 대비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같
이 식품 및 음료산업이 추진 중인 노력과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경쟁력 있는 세금체계로의 개편, 각종 규제와 불필요한 요식을 완화하는 등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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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관련 기타 주제
Traoré et al.(2012)은 지속가능한 영양을 추구하는 것이 농업과 건강의 연계성
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건강은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필요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육류 및 낙농품, 생선 등)을 공급하는 농업에 달려
있다.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필요 식품의 접
근성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식품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식품 기반의 접
근은 농가의 식품생산의 다원화,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 농업·영양·건강 간의
연계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ereira(2011)는 EU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EU 무역정책의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자원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제
적인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측면이며, 이에 따라 EU의 무역정책 역시 이산화탄소
감축,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자 및 시민단체, 정책 리더들의 모임인 Food and
Land Use Coalition이 201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10대 분야
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식량 생산과 토지 이용 방식을 바꾸면, 2030년까지 약
5,422조 원의 가치증대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Food and Land Use
Coalition 2019).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10가지 혁신적인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 건강한 식단, △ 재생농업, △ 단백질 공급의 다변화, △ 음식물 낭비 막기, △ 자
연보호 및 생태복원, △ 해양환경 보호, △ 지역사회 연계, △ 농촌 생계 강화 등이다
(Food and Land Use Coalition 2019; 리얼푸드 기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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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제별 선행연구
2.3.1. 중소식품제조업 안정적 성장 분야
이용선 외(2018)는 중소 식품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요인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 식품업체는 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았고,
단순 납품거래 중심이다. 중소 식품업체들의 투자는 기존의 설비를 보수하거나
확장하는 설비투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실질 생산은
최근 정체기를 맞고 있는데,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규모 식품업체들은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
기업/대기업과 공동마케팅, 기술개발 형태의 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선 외(2018)는 중소 식품업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과잉경쟁을 조장하는 시
장 및 산업구조 완화, 식품업체 간 협력 추진,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제고
지원, 다양한 정책 활동과 연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정빈 외(2012)는 식품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업체
와 유통업체 간의 윈-윈에 중점을 두고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전략과 모델을 수
립하였다. 식품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거래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상생협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식
품제조업 내 대·중소기업 간,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단계
별(생산, 유통, 수출)·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생협력 정책
지원 방안으로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식품 중소기업 협의체 창설, 클러스
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하였다. 또한, 식품제조업체에서 시작하여 유통
단계, 소비자 단계, 중앙정부까지 연결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선배 외 (2019)는 우리나라 지역별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이슈를 도출
하여 지역산업의 구조변화와 혁신성장경로를 모색하였다. 지역주도형 지역 산업정
책의 정책과제로 투입확대, 프로세스 개편, 성과확산, New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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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확대 측면에서는 지역산업의 연관 다양성 증대, 지역산업 육성 공간 단위 세분
화를, 프로세스 개편 측면에서는 EDP에 기반한 수시 사업 발굴 시스템, R&D, 인력,
창업 등 분야별 EDP 도입을 제안하였다.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반 기업 지
원체계로 개편, 시장 및 비시장적 성과평가 강화를, New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역
혁신성장 계획 수립, 추진조직, 균특회계, 법/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문수 외(2019)는 산업의 대전환기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
을 양극화와 추격형 성장 모델의 유효성 상실로 진단하고 기업생태계의 측면에서
부문 간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박문수 외(2019)는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진단하고 기업생태계의 개별 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계를 중점으로 탐구하였다. 박문수 외(2019)는 사회와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
해서는 혁신형 기업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세경 외(2015)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찬반론을 고찰하고 정부
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최세경 외(2015)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가치의 방향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하였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동태적 효율성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성 측면에서 정책의 가치를 재조명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성과
의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원규(2020)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자본집약도 격차 해소, 연구개발 역량 격차 해소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본집약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의 지원 강화(디지털 전환 투자 촉진)과 중소기업 추자 관련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
고(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역량 측면에서는 중소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 중소기업 R&D 투자 지원 증대, 정부 연구개
발 지원사업의 효율성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진입을 돕기 위한 규제 개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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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업종별 교육·훈련체제 강화, 대·중소기업 간 혁신적인 협력시스템 강화가 필
요함을 언급하였다.
강민지·신위뢰(2018)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급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급진적 혁신을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
해 경제적 성과 제고할 수 있는 혁신”으로 정의하였다. 강민지·신위뢰(2018)는 중
소기업이 그들이 처한 시장구조, 거래관계, 판로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급진적 혁신
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R&D 지원으로 금융제
약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형별 지원 역시 제약을 해소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급진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지원정책들과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안으로 판단하였다.
백훈(2017)은 그동안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지원사업
이 많으며, 신규 사업들 간의 유사중복성 문제와 특정기업들의 중복수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기사업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백훈(2017)은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를 수립·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중
소기업정책심의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을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성과 중심형 지원사업체계로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수정(2018)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차이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를 제
시하였다. 제도의 설계 측면에서 구체적인 심의기준 정립, 적합업종 해제 시의 연
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 적합업종 지정 시점부터 업종 발전 방안의 수립과 시행, 개
별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거
버넌스 구축을 통한 신속한 지정과 적절한 관리, 동반성장위원회의 업종 간 융합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관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백훈(2019)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을 조사하고 우수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내부역량을 개방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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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핵심
역량에 대해 관계기업 및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과 공유하여 개방형 혁신을 통한
윈윈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인력 파
견지원제도 운영과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등을 제시하였다.

2.3.2. 식품제조업 일자리 분야
□ 일자리 질 측정
옥우석 외(2010)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이제까지 논의되거나 분석된 일자리
양적 지표를 가지고는 노동시장을 평가함에 한계가 있어 ‘일자리 질’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지표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Decent Work(DW)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s Commission for Europe)의 Quality of Work Indicators(QW)
를 제시했다. 두 지표의 접근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자리의 질 관련 지표를 개발 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의 노동시장과 포용성장 – 취약계층
Fukawa and Jones(2016)는 사회적 화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청소년
및 노인고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종류의 노동시장 개혁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 증대를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이용 확대, 성별 임금 격차 완화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며, 청년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고용주가 요
구하는 기술을 잘 조정하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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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고용/일자리 관련
신경아(2016)는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
는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가 여성에게는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결혼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재진입을 어렵게 하는 노동시
장의 구조적 기제들에 대한 규명과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휴직
이용자는 늘었지만, 동일직장 복귀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 육아휴직 종료 시 해고
하거나 퇴사를 권고하는 관행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보다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욱(2013)은 신규취업자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확산 그리고 낮은 정규직 전환율이 첫 취업 시의 인구이동 의사결정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대학에 진학하는 지리적 위치와 일자리의 위
치 간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 출신인 구직자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에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청년의 고용/일자리 관련
강순희(2016)는 청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학력자가 고졸자에 비해 취업상태
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보였다.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동일한 일자리 또는 정
규직 상태의 유지 확률이 높게 나타나, 저학력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밝혔다.
심재휘·김경근(2015)은 대졸 청년층의 임금은 가계소득과 연령, 성별, 졸업평
점, 학내 취업프로그램 참여, 전공, 어학연수, 인턴 경험, 취업교육 훈련 참여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밝혔다. 대학 수준에서는 교육내용의 만족도, 서울 소재 및 출신
대학의 평판이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
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주엽 외(2019)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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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적 요인의 규모(추정치의 크기)의 추이를 분
석했다. 남성에서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여성에서는 줄어드
는 추세가 나타나고, 임금 외 주요 근로조건인 4대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규직의 가입률은 정체되거
나 줄어드는(고용보험) 추세를 파악했다. 청년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질은
학력 수준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지만 학력별로 업종과 근무하는 기업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노
동시장 진입을 지연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윤윤규 외(2017)는 청년 대상 고용시장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
련한 “정형화된 사실들”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존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청년층의 취업준비
기간 연장,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의 제약을 재정립했다.

□ 농업·식품산업과 일자리
채종훈(2010)은 선진국에서는 식품산업을 경쟁력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수단과 수출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전체 수출액에서 식품산업의 비중이 1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이 식품의 양적 증
가와 위생에만 집중되어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산업은 29개 산업 부문 중에서 타 산업에 미치는 경
제적 파급효과, 고용, 산업 견인효과 등 모든 부문에서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장
기 수출지원 전략의 수립, 수출 관련 정보 제공, 타 산업과의 연계 및 적극적인 홍
보, 식품 가공기술력의 확보,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용식(2015)은 공간적 군집을 분석하고 부가가치 증가와 고용성장 간의 지역
별 편차 및 식품산업의 지역별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식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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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원료지 입지 특성을 보였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또한, 저분위 지역과 고분위 지역의 업체들의 특징이 다름을 확
인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정책과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정훈·박현수(2013)는 지역 차원에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구조를 파
악해야 하나, 시행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없음을 지적했다. 지역발전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것이 지속가능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정체성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한, 지방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예산이 필
요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수 외(2017)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364개를 조사하여 고용 현황과 향후 업
계 일자리 전망, 채용 및 교육 등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식품 관련 전공자는 대
부분 연구개발 및 생산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주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인
근로자가 전문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기존통계와 신규통계 조
사 결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생산직 기능직 종사자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
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정책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상진 외(2019)는 농업·농촌 분야 고용 동향분석을 통해 고용 인력의 증가, 청
년세대 농업 유입 증가 및 베이비부머 귀농 증가 등의 경향을 파악했다. 또한 농업
연관산업 분야로 식품산업의 호황, 투입재 산업의 성장, 외식 산업 종사자 급증 등
을 제시하며 농업, 농업 연관산업의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농
촌 분야가 우리나라 전체 고용여건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차지하고 도
시민의 농촌 유입 시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
적인 농업·농촌 분야의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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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분야
이동필 외(2001)의 연구는 식품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상실한 채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기형성장’으로 지
적하며 국산 농산물과 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시된 방
안은 안정적 공급과 지역식품산업의 육성, 제품 차별화 방안의 3가지 축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세부 방안으로는 원료농산물의 주산지별 단지화, 계약재배 확대, 위탁매
매 활성화, 계열화, 단체급식에서 이용 확대, 산지가공사업 활성화, 주산지별 가공
사업체 활성화, 전통식품 수출 증대, 품질 차별화, 홍보 및 교육 강화, 특산품 개발
및 품질인증 확대, 의무표시 개선, 인증·표시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이정희(2007)는 국내 농업정책이 주로 산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가격 경
쟁력 저하로 인한 수요부족이 더욱 큰 문제임을 주장하며 푸드시스템 관점에서 농
업과 식품산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계
강화를 위해 국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
고,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홍보, 상금 지급,
세금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환
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지현 외(2009)에서는 식품산업 업종별·제조업 부문별로 산업구조를 분석하
고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였다. 국산 농산물 이용률은 대기업
일수록 낮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두부와 떡류, 고추장, 된장, 쇠고기 등은
국산의 경쟁력이 품질적인 관점에서 우월하므로 국산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소
비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연속
적인 연구로 수행한 최지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식
품제조업의 국산 사용률을 60.5% 수준으로 분석한 바 있다.
김관수 외(2012)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국내산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계가 어려운 원인으로 비
싼 가격, 원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달 어려움, 특정 시기에 원료 구입 자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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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가격등락 시 계약 파기와 같은 농가 행태가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계 강화를 위해 안정적 계약재
배를 위한 계약재배 활성화 조건과 농협과 식품기업 간 원료조달 시스템 구축 방향,
김치업체의 배추 조달 모델 등 국산 원재료 조달을 위한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병률(2016)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푸드시스템상에서 최상류인 농업
이 중류인 식품가공산업 등과 연계성이 강해야 하고, 최종 소비자가 우리 농업으로
부터 생산된 농산물과 식품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푸드시스템의 흐름을 따라 유통개선과 공급체계 구축, 판로 및 직거래 확대, 식품산
업과의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비용 절약
적인 완전 기계화가 가능한 가공용 농산물 품종개발 및 재배·생산시스템 도입, 가공
원료에 대한 원산지 투입 비율에 대한 명확한 표기법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박재홍·최지현(2015)은 농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소비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농산
업의 발전과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1차산업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
나 식품산업과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생산자의 분산,
규모의 비경제성, 정보·기술·금융에 대한 빈약한 접근, 일관성 없는 물량 및 품질, 이
력 추적 및 리스크 관리 부족 등과 관련된 비용을 극복하는 것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에 있어서 핵심과제임을 주장하였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안정적 국내산 원료 공급 기반 구축, 계약재배 확대, 연계지원 체계 구축 및 지
원, R&D 및 신제품 개발, 원산지 표시 및 판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3.4.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분야
최근까지 식품 R&D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식품 R&D의 개선방향 및 과제 중 민간 부문의 식품 R&D 활성화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의 식품 R&D 관련 예산 및 재원의 효
과적인 분배, 식품 R&D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 강화 등도 식품 R&D 개선과제
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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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수행된 연구 중 박지현 외(2019)는 국가기관 중심으로 정부 R&D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향후 투자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투자
및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정부 R&D
예산의 효과적인 재원배분과 관계부처 간 협력 하에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
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명기·김홍상(2015)은 한국 농산업 R&D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산업기업과 농업경영체의 혁신 주체 인식, 농산업경영체 중심의 혁신플랫폼
조성, 그리고 민간 R&D 투자 활성화 등 8가지 농업혁신시스템의 방향과 과제를 제
시하였다. 더불어 식품 R&D의 투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 농식품 모태펀
드 활성화, 기술기반 농식품 벤처 창업 촉진, 그리고 민간 R&D 전문 대행조직 육성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중소 농식품기업 R&D 강화를 위한 농식품 모태펀
드 활성화 및 기술기반 농식품 벤처 창업 촉진, ② 민간 R&D 전문 대행조직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과 생산자조직 R&D 지원, ③ 농림식품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를 통한 민간투자 유인”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④ 농업부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
한 조세 지원 확대 추진, ⑤농업인, 대학·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아카데미과
정과 농업 및 농공상 융합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도 함께 제시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15)는 ‘식품산업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7가지 성공 키워드’
보고서를 통해 식품 선진국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방안을 발굴하는 것
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연
구하는 민간수탁 중심 식품연구소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강조하며, 식품제조업 연
구개발 투자를 제조업 전체 평균 수준인 3% 이상으로 높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식품 R&D 관련 기관 간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김상태(2013)는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간에 실질적인 R&D 사업추진에 있어 연구
주제와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농식품산업 관련 3개 부처의 R&D 사
업관리와 평가관리가 각 행정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되어 전체 농식품산업의 R&D
조정과 연계가 취약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중복적인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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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식품제조업 사회적 책임 분야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김민정·양세정(2019)
은 특정 식품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한관순(2018)은 식품 유통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운송 및 저장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식품제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거나 활동 영역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해외 연구에서도 사회적 책임 일반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식품 분야
연구는 제한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역할의 의의와 정의에 대한 연구(Freeman
1984; OECD 2015; Carroll 1991; Lantos 2001; Werther and Chandler 2010; Porter
and Kramer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동기에 관한 연구(Mijatovic and Stokic
2010; Hui 2008; Thompson 2008) 등이 주로 수행되었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공급사
슬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인 사회적 책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Poist 1989; Carter and Jennings 2002; Maloni and Brown 2006)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개년 연구로 구성되는 이 과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외식업)과 소비자, 그리고 식품정책 전반을 조명함으
로써 미래 지향적인 식품산업·정책의 대응과제를 발굴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식품정책 분야에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면서, 포용성
장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구현할 수단을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풀어내고자 하
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식품산업 이외의 타 산업 영역에
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존재하나, 식품정
책과 식품산업 전반을 조망한 연구는 부재하다. 선행연구에서는 ①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②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이나 적합업종 지정 관련, ③ 취약계층 농식
품바우처 지원, ④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효과 등 단일 주제나 정책 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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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개선방향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이에 반하여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
능성을 식품산업·정책에 적용했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주제를 선정한
후,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 대응과제를 각각 발굴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차별성 또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세부 주제에서 출발했다면,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및 내용
3.1.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주체는 사회, 경제, 환경이다. 식품정책
은 사회/경제/환경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
이자 이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보았다. 한편, 필요한 경우 식품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또한 지속가능성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포용성장이나 지속가능성 개념의 실효성이나 적절성과 같은 가치 판단적인 측
면은 이 연구의 과업 범위가 아니다.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장은 우리 사회에 필요
한 미래 지향적 가치로서 주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
한, 포용성장이나 지속가능성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의
상충(trade-off)/시너지(synergy)작용은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식품정책은 식품산업 영역과 식품소비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식품
산업 영역은 다시 1) 식품제조업, 2) 외식업, 3) 소매유통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① 1년 차 연구는 식품제조업 관련 식품정책, ② 2년 차 연구는 외식업
관련 식품정책, ③ 3년 차 연구는 소비자 관련 식품정책 및 소매유통업 이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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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3개년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지향적 중장기 과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단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식품제조업에서 음료 및 담배 제조업은 제외하였다.

3.1.2. 연구 내용
1년 차 연구는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2년 차 연구는 외식업을 중심으로, 3년
차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를 종합하면서 소비자 대상 식품정책을 중심으로 포용성
장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적용·검토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별
주제는 원내 세미나를 통해 확정되었다.
<그림 1-1> 연구 구성안 결정 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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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개년 연구 구성
< 1년 차 연구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서론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논의 배경과 식품제조업 주요 이슈
(산업 내)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과제
(기업과 사람)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
(산업 간)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
(기업 자체) 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개척 방안
(기업과 사회/환경)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 2년 차 연구(잠정) >

< 3년 차 연구(잠정)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 외식업을 중심으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 소비 관련 식품정책을 중심으로

1장. 서론
2장. 외식산업 분야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
서의 문제 양상 및 원인, 다양한 격차 분석
3장. (산업과 사람): 외식산업에서의 고용, 일자리,
임금 격차 이슈 (창업생태계 일부)
4장. (산업 내) 기업과 기업: 외식업 영세업체 경영
이슈 및 프랜차이즈 경영 이슈 등
5장. (산업 간) 산업과 산업: 외식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및 상생협력 이슈
6장. (기업과 사회/환경): 외식업에서의 음식물쓰레
기 및 식품 손실/폐기 등 환경 이슈
7장.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외식업 관련
식품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도출

1장. 서론 및 논의 배경
2장.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소비 당
면 과제와 이슈 도출, 격차 분석
3장. 친환경 및 로컬푸드 관련
4장. 취약계층의 식품보장성 강화 관련
5장. 건강한 식품의 선택과 비만 감소 관련
6장.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비 관련 식품
정책 대응과제

주 1) 1년 차 연구 내용 관련 키워드: 상생협력, 동반성장, 혁신적 포용성장과 R&D, 친환경 포장재, 윤리적 경
영, 중소기업 적합업종, 국산원료 사용 증대, 창업생태계 및 규제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영세-창업/벤처-중소-중견-대기업 .
2) 2년 차 연구 내용 관련 키워드(잠정): 일자리, 업종전환율 및 폐업률 문제, 국산 식재료 사용, 로컬푸드 연
계, 배달/테이크아웃 포장재 사용 실태, 음식물쓰레기 등.
3) 3년 차 연구 내용 관련 키워드(잠정): 식품표시(영양 및 환경 정보, 레스토랑 표시정책), 가구의 음식물쓰레
기, 친환경 포장재 사용 현황, 취약계층 식품 지원, 건강한 식품선택, 홍보정책, 영양 및 식생활교육, 비만
세/탄산세 등 조세정책과 소비자 후생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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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문헌연구, 주제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주제별 실태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정
책 담당자 면담/자문회의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개최, 전문가 조사, 식품제조업체 설
문조사 및 분석, 일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식품제조업 관련 전공 분야 대
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기초통계분석 및 계량경제 모형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식품제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주제별 전문가
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제3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와, 제6장은 과
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와, 제7장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김지현 박사와 원고 위탁을 통해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3.2.1. 정책 담당자 면담 및 자문회의/연구협의회 개최
중소기업 보호제도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관련 분야 전문가
에게 서면 형태의 답변을 받아 연구에 활용하였다.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적합성, 당
위성, 실효성, 관련 이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
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표 1-3> 중소식품제조업체 성장 관련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정부 정책 관련 전문가 2인(동반성장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목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조사 방법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및 의견을 제시하는 서면 자문 형식

조사 기간

2020년 10월 13일, 16일

자료: 저자 작성.

식품산업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품산업 일자리 정책 담당자 면담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점 및 향후 추진 방
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식품제조업의 고용 여건을
식품제조업체 측면에서, 구직 및 일자리 환경을 구직자 측면에서 검토·분석하여 포
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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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식품제조업 일자리여건과 개선점에 관한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정책담당자, 노동·일자리 전문가, 대학교수, 식품제조업체 담당자 등

조사 목적

식품제조업 고용 여건, 구직 및 일자리 환경 실태와 개선점 논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 수요 파악

조사 방법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자유 토론, 화상회의

조사 기간

2020년 4월 9일, 4월 13일, 4월 16일, 4월 24일, 5월 14일, 8월 19일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식품제조업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과제를 도
출하기 위해 정책 전문가와 노동·일자리 전문가들로부터 서면 자문을 받았다.
<표 1-5> 식품제조업 일자리 정책 시사점 도출 관련 전문가 서면 자문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정책담당자, 노동·일자리 전문가

조사 목적

식품제조업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과제를 도출

조사 방법

서면 자문

조사 기간

2020년 10월 14일~25일

자료: 저자 작성.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의견 도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자와 정책시행을 맡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업 담당자, 관련 분야 연구 수행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1-6> 국산 원재료 사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자, aT센터 사업담당자, 대학교수 등

조사 목적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정책에 대한 문제점, 평가, 개선방안 등

조사 방법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자유 토론

조사 기간

2020년 7월 24일, 7월 28일, 10월 14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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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환경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
행하였다. 식품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음식물류폐기물, 식품 기부 관련 내용
에 대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표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분야 관련 관계자 자문회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FP, CJ제일제당

조사 목적

식품제조업체의 온실가스 관련 내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식품기부 관련 의견 수렴

조사 방법

대면 자문회의

조사 기간

2020년 8월, 10월

자료: 저자 작성.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서면
형태의 답변을 받아 연구에 활용하였다.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한
이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트렌드 및 발전 방향, 소비자가 바라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표 1-8> 식품제조업체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전문가 서면 자문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각 분야 전문가 5인 (국회입법조사처, 식품제조업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비자단체, 기자 등)

조사 목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식품제조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조사 방법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새한 답변 및 의견을 제시하는 서면 자문 형식

조사 기간

2020년 10월

자료: 저자 작성.

이밖에도 신수요 창출을 위한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자문회
의를 개최하였다. 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신수출시장 개척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한 이를 위한 현실적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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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신수출시장 개척 관련 자문회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대학교

조사 목적

신수요 창출에서 신수출시장 개척 필요성 및 전략

조사 방법

대면 자문회의

조사 기간

2020년 2월, 6월

자료: 저자 작성.

신수요 창출을 위한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
였다. 식품제조업 분야 R&D 추진 현황, 한계와 시사점,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하
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1-10> 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R&D 현황 및 향후 전략 관련 자문회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조사 목적

신수요 및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 현황 및 전략

조사 방법

대면 자문회의

조사 기간

2020년 7월, 8월, 9월

자료: 저자 작성.

3.2.2.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최
정량적인 분석보다 정성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커
스그룹인터뷰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 보호 및 상생협력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중
소식품제조업체들의 중소기업 보호제도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보호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장류, 떡류, 제과제빵, 두부 제조업의 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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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중소식품제조업체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중소식품제조업체

조사 목적

종소 식품제조업체들의 중소기업 보호제도 및 상생협력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표본 크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5개 업체

조사 방법

참석자들의 상호 토론 장려하는 방식

조사 기간

2020년 10월 15일

자료: 저자 작성.

식품제조업체들이 겪는 채용 및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대·중·소 업체 규모별로 모집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표 1-12> 채용 및 인력운용에 관한 식품제조업체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중소·중견·대 식품기업 채용 및 인사담당자

조사 목적

대·중·소 식품제조업체들이 겪는 채용 및 인력운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 정책 수
요 정취

조사 기간

2020년 8월 7일

자료: 저자 작성.

식품기업에서 원재료 선택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실무자 등 6인 및 산지에서
농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측면에서 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표 1-13> 국산 원재료 사용에 관한 식품제조업체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개요
구분

내용
일반 식품기업

산지가공업체

조사 대상

중소·중견 식품기업 원료 구매 담당자 6인

조사 목적

수요자 측면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정책수요 등 의견 청취

산지 가공업체 대표 및 사무국장 4인

조사 기간

2020년 5월 26일

2020년 9월 24일

자료: 저자 작성.

제1장 서론 |

35

식품제조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CJ제
일제당 등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표 1-14> 식품제조업체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개요
구분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참석 업체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내용
식품제조업체
식품제조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CJ제일제당, 대상, SPC, 풀무원, 농심, 매일유업 등
참석자들의 상호 토론 장려하는 방식
2020년 05월 25일

자료: 저자 작성.

3.2.3. 외부 통계자료 활용
또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작성, 공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1-15> 주제별 활용 통계자료
주제 분류

통계명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 창업기업동향
일자리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사업체패널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6∼2026
∙ 산업연구원: 취업유발계수
대중소 협력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산업 실태조사, 김치산업 통계조사
국내 농업 연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업혁신조사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기술 수준평가: 농림수산·식품｣,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신수요 창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2018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보고서｣,
｢2018, 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 녹색기술센터: ｢녹색기술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 과학기술통계(NTIS)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 사회공헌백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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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설문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기초통계분석 및 모형 분석)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간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국산 원재료 사용, 연
구개발 및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현황 및 실천 현황을 파악하였다. 소비자를 대상으
로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식, 식품제조업 분야 일자리 관련 인식 및 평가, 식품제
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기대, 각종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을 설문하였다. 또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식품제조기업이 생
산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양분형 가상가치평가법
을 이용하였으며, 국산 원재료 사용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선택실
험법(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였다.
<표 1-16> 소비자 조사 실시 및 분석
조사수행
기관

조사명

구분

포용성장 및
활용 목적
지속가능성
조사대상 및 표본 구성
관련
소비자
조사 방법
인식조사
조사 기간
㈜엠브레인
퍼블릭
소비자
가공식품
구입행태
조사

내용
식품제조업 분야 내 기업 간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소비자의 인식과 식품제조업체의 인식 비교
20대 이상, 60대 이하 성인 남녀 2,000명
구조화된 웹 설문 활용, 온라인으로 조사 추진
2020년 9월 24일 ~ 10월 6일

활용 목적

가공식품 내 국산 원재료에 대한 선호 파악

조사 대상

가구 내 가공식품 주구입자

표본 구성

가공식품 주구입자 3,000명
선택실험 품목, 처치 방법에 따라 그룹을 10개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300명씩 배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웹 설문 활용, 온라인으로 조사 추진

조사 기간

2020년 10월 8일 ~ 10월 15일

자료: 저자 작성.

제1장 서론 |

37

<표 1-17> 식품제조업체 조사 실시 및 분석
조사수행
기관

조사명

식품제조업의
정책 및 상생협
력 관련
조사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조사
㈜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
식품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

식품기업의
신수요 창출
관련 조사

구분

내용

활용 목적

식품제조업체 간 거래관계, 상생협력 현황 및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관련한 인식
파악

조사 대상

식품 제조공정이 있는 식품제조업체 400개 사

표본 구성

총 433개 사
- 소상공인(종사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원 미만): 92개
- 소기업(종사자 수 10인 이상, 매출액 120억 원 미만): 165개
- 중기업(매출액 12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152개
- 대기업(매출액 500억 원 이상, 혹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4개

조사 방법

모바일 서베이 및 전화·팩스

조사 기간
활용 목적
조사 대상

2020년 9월 8일 ~ 10월 21일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현황 및 관련 인식 파악
식품 제조공정이 있는 식품제조업체 400개 사

조사 방법
조사 기간
활용 목적

모바일 서베이 및 전화·팩스
2020년 9월 8일 ~ 10월 21일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실태 및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정책 이용 현황 파악

조사 대상

식품 제조공정이 있는 식품제조업체 400개 사
총 404개 사
- 소상공인(종사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원 미만): 91개
- 소기업(종사자 수 10인 이상, 매출액 120억 원 미만): 154개
- 중기업(매출액 12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138개
- 대기업(매출액 500억 원 이상, 혹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1개

표본 구성

조사 방법

모바일 서베이 및 전화·팩스

조사 기간
활용 목적

2020년 9월 8일 ~ 10월 21일
식품제조업체의 연구개발 현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 현황 파악

조사 대상

식품 제조공정이 있는 식품제조업체 400개 사
총 404개 사
- 소상공인(종사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원 미만): 89개
- 소기업(종사자 수 10인 이상, 매출액 120억 원 미만): 155개
- 중기업(매출액 12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139개
- 대기업(매출액 500억 원 이상, 혹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1개

표본 구성

조사 방법

모바일 서베이 및 전화·팩스

조사 기간

2020년 9월 8일 ~ 10월 21일
식품제조업체의 국산/수입산 원료 농산물 활용 현황 및 국산 원료 농산물 이용
의사 파악

활용 목적
㈜코리아
데이타
네트워크,
㈜한국
기업데이터

조사 대상
농산물
품목별
소비동향
조사

표본 구성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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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공정이 있는 식품제조업체 400개 사
총 433개 사
- 소상공인(종사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원 미만): 90개
- 소기업(종사자 수 10인 이상, 매출액 120억 원 미만): 159개
- 중기업(매출액 12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141개
- 대기업(매출액 500억 원 이상, 혹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43개
모바일 서베이 및 전화·팩스
2020년 9월 8일 ~ 10월 21일

또한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선호를 알아보고 이를 식품
제조업체의 일자리 실태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산업과 관련된 학과 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학과사무실에 조사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18> 대학생 조사 실시 및 분석
조사수행
기관

조사명

㈜엠브레인
퍼블릭

대학생
식품산업
일자리
인식조사

구분

내용

활용 목적

식품제조업체 일자리와 관련한 대학생의 인식 및 구체적 선
호와 식품제조업체 일자리 실태를 비교 분석

조사대상 및 표본 구성

식품산업과 관련된 학과(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농업식
품경제학과 등)에 재학 중인 대학·대학원생 382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웹 설문 활용, 온라인으로 조사 추진

조사 기간

2020년 10월 6일 ~ 10월 13일

자료: 저자 작성.

3.2.5. 원고 위탁 등 협동연구 추진
이 연구는 식품제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주제별 전문가와 협
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제3장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과제’에서는 그간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중소식품제조업체 보호 및 진흥정책, 상상협력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를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와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제6장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에서는 식품 분야 연구개발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담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7장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서는 산업체에 의한 사
회적 책임 분야 전문가인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현 박
사가 원고 위탁을 통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추진되지 못한 연구 결과 검토 자문회의를 보완하기 위해 서면자문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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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논의 배경과
식품제조업 주요 이슈

1.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논의 배경
1.1. ‘포용성장’ 개념의 등장
‘포용성장’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인 이듬해 7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화두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의 포용적 성장은 2012년 6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출마 선언과 함께 발
표한 4대 성장 전략 중 하나로, 당시 포용적 성장을 “성장이 분배를 적대시하지 않는
선순환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포괄적이고도 큰 개념임을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포용성장에 대해 “(포용성장은) 많은 사람
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많은 사람이)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이를 구
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다”고 개념
을 설명하고 있다.3)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

3) 국민경제자문회의(www.neac.go.kr, 검색일: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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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려는 정책이며, 혁신성장은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 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는 것이다.”4) 공정경제는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대등한 위치
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서,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5)
포용성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에서는 포용성장을 통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연
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
하였으며, 2019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과거의 경제성
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불평등 문제의
해소, 계층 간 분배 형평성,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공평한 성장의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념화하였다<표 2-1 참조>.
세계은행(WB)은 빈곤감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며, 고용 창
출이 포용성장의 핵심 목표임을 강조하였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은 결과와 과
정을 모두 중시하는 입장에서 포용성장에 대해 공평한 참여와 분배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 설명하였다<표 2-1 참조>.6)
<표 2-1> 주요 국제기구들의 포용성장 정의 및 개념
구분

정의 및 개념

OECD

∙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소득·일자리·건강·교육·부의
축적 등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
정한 기회, 공평한 성장의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

World
Bank

∙ 포용적 성장은 빈곤 감소를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며, 장
기적 관점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음
∙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유형이나 속도 양쪽 모두에 관심을 두며, 소득재분배보다는 고용 창출
에 초점을 둠

4)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포털(www.moef.go.kr, 검색일: 2020. 2. 21.).
5) 정책위키(www.korea.kr, 검색일: 2020. 2. 21.).
6) 최병호 외(2016) 재인용.

44 |

(계속)
구분

정의 및 개념

ADB

∙ 포용적 성장은 소득뿐 아니라 복지 등의 비소득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지속가능한 성
장을 추구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기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장

UNDP

∙ 포용적 성장은 결과와 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참여와 분배를
포함하는 개념

EU
AFDB

∙ 포용적 성장은 사회/지역적 통합을 달성하면서 고용률 높은 경제를 이루는 것을 의미
∙ 포용적 성장은 소득 불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치적 다양성, 공정성, 평등을 추구하며
더 많은 인구와 지역/국가에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료: 최병호 외(2016) 재인용(p. 44 <표 2-3>을 그대로 인용함).

1.2. ‘지속가능성’의 개념
‘지속가능성’은 공업화, 도시화가 낳은 성장과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지
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자성적 반성으로 출발한 개념이다. 지속가능성
이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는 미래 지향적인 언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의 정의도 UN이나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함께 충족시키는 개발활동으로 사회와 경
제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 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정의제로 채택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SDGs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Korea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를 수립하였다.7)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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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국가와 사회, 지역과 도시, 자연과 환경의 영속·발전을 목표로,
혹은 산업과 기업의 경영목표나 지향점으로서 다양하게 사용·적용되는 미래 지향
적인 언어이다.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환경, 사회, 경제 각 영역을 통합적이
고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유지하는 개념이자 능력으로서 지속가능
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1.3.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개념 재정립과 핵심 가치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핵심 가치를 도출하
여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식품제조업의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줄 수밖
에 없는 관계로 설정될 수 있다. 포용성이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포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지속적 성장 파트와 포용적 배
분 파트가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사회는 지속적인 포용성장이 가능해
진다. 또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식품제조업 내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들을 인
정하고 그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포용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해소되고 미래세대와 현세대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미래세대와 현세대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성
을 제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함께 추구하면서 사회/경제/환경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정의하였다.
새롭게 정립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식품제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도출하였다. 국제기구와 국내외 관련 연구에서 포용
성장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포용성장의 조건으로 성장을 중시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포용적 성장의 조건으로 Ali and Zhuang(2007)은 ① 높고 지속적인 성장(‘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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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속가능성’, ‘안전성’, ‘건강성’ 등 미래가치 구현), ②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적 포용성(‘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 통합’, ‘기회균등’) 등
을 제시하였다. 김원규·홍성욱(2018)도 “생산성의 향상과 형평성 제고, 생산적 고
용 확대 등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성장”으로 정의하고, 최병호 외(2016)에
서도 포용성장의 조건으로 지속성장, 빈곤완화, 불평등완화, 공정한 기회와 참여
의 4가지를 제시했다.
지속가능성을 식품시스템에 적용 시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자원
(GHG 배출, 물/토지 사용, 식품 손실)에서 접근하며,8) 식생활에 적용 시 환경, 사
회문화, 경제적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한다.9) 지속가능성을 논제로 진행된 주요 국
제회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의 키워드로 발전/개발, 미래 지향, 순환, 환
경, 통합, 조화를 제시한 바 있다.
<표 2-2>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주요 키워드
포용성장
성장

빈곤감소

공정 기회

고용 창출

분배

소득불평등

OECD

○

○

○

○

○

○

World Bank

○

○

UNDP

○

○
○

Ali and Zhuang(2007)

○

○

김원규·홍성욱(2018)

○

○

최병호 외(2016)

○

○

○
○
○

○

○

○

지속가능성
발전/개발

순환

환경

○

○

○

○

○

○

○

○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

○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

○

○

○

○

유엔인간환경회의

○

세계환경개발위원회

○

유엔환경개발회의

미래 지향

통합

조화
○
○

○

○

자료: 포용성장 관련 내용은 최병호 외(2016) 재인용, 지속가능성 부문은 지속가능발전포털(www.ncsd.go.kr,
검색일: 2020. 10. 10.) 참조하여 재구성.

8) United Nations System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2017); URBACT(2015); Sustainable
Agriculture & Healthy Food Systems Working Group(2015).
9) Johnson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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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 논의의 공통점은 ‘안정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
정 기회와 고용 창출은 ‘공정 기회’의 키워드로 통합가능하며, 분배와 소득불평등
은 ‘공정배분’과 관련된다. 빈곤 감소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두 고려할
경우 성장과 배분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제시된 발전/개발은 미래를 포괄하는 지속적인 발전 개념
이므로 ‘미래 지향’ 키워드로 통합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공통적
으로 제시되고 있는 순환, 환경, 통합, 조화는 환경/순환의 키워드로 통합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장의 핵심가치를 ① 안정성장, ② 공정 기회, ③ 공
평배분으로,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를 ① 미래 지향, ② 환경/순환으로 정의하였다.

2. 식품제조업 위상과 식품 시장 변화
2.1. 식품제조업의 위상
2.1.1. 식품제조업의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 성장가능성 높고 갈수록
중요도 상승
식품제조업은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미래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이다.
식품제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2018년 식품제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22조 원으로 패션·섬유제조업의 2
배, 운송업의 1.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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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산업별 시장 규모 비교
단위: 조 원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0년 경제총조사｣,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kosis.kr, 검색일: 2020. 10. 10.).

식품제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대비 64.1% 상승하여 전체 제조업의 31.1%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1%
에서 6.4%로 확대되었다.10)
<그림 2-2> 식품제조업과 전체 제조업의 성장 추이 및 비중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각 연도)｣(kosis.kr, 검색일: 2020. 10. 10.).

10) 2018년은 전국사업체조사(1인 이상), 2010년은 경제총조사(1인 이상) 매출액 기준으로 광업·제조
업조사(10인 이상)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 식품제조업은 식료품과 음료를 포함하고 담배는
제외, 패션·섬유산업은 의복, 섬유, 가죽, 가방, 신발을 포함, 운송업은 해상, 육송, 항공을 모두 포함
한 것임(국가통계포털, kosis.kr, 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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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은 전후방연관산업의 파급효과도 타 산업에 비해 높아 국가 경제 성
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84로 전 산업
가운데 기타항목을 제외하고, 운송장비(2.42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체 평균
(1.859)에 비해 높다.11)
<그림 2-3> 주요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비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 검색일: 2020. 10. 10.).

2.1.2. 식품제조업은 포용성장 관점에서 주목 – 고용, 지역, 영세성 관련
식품제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10억 원당 13.040명으로 전 산업 평균 10.786명/10억
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고12) 식품제조업의 GDP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갖는다. 제조업 전체와 식품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제조업 전체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7%와 1.9%인 반면 식품제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사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각
각 3.3%와 3.5 %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조업 전체에서 식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업체 수 기준 8.1%, 종사자 수 기준 7.7%로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1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 검색일: 2020. 10. 10.) ｢2018년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이며, 전체 산업별 전체 생산유발계수 합계를 33개 대분류 산업으로 나눈 것임.
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고용표｣(www.ecos.bok.or.kr, 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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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식품제조업 vs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비교

자료: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각 연도)｣(kosis.kr, 검색일: 2020. 10. 10.).

식품제조업은 사업체 규모면에서 매우 영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5
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78.9%,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90.9%로 나타난 반면, 전체 제
조업은 각각 63.3%와 84.2%로 나타나, 식품제조업에서의 영세한 사업체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 내에서는 식료품제조업이 각각 79.3%와 91.1%로
음료제조업(63.5%, 82.9%)에 비해 더욱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2-5>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kosis.kr, 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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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제조업체는 원료 조달과 기업 입지조건상 지역에 위치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 제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비중은 식품제조업의 경우 70.4%에 달하는 반면, 제조
업 전체 평균은 50.3%로 분석되었다(2018 ｢전국사업체조사｣). 식품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도·농 복합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에서의 식품제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군의 위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는 포용성
장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므로 수도권 대비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식품제조업
의 성장이 포용성장의 주요한 분야가 된다.
<그림 2-6> 지역 구분별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kosis.kr, 검색일: 2020. 10. 10.).

한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산업 전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
가 심화되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별 기업 등 사업체
규모 및 특성별 불균형한 성장이 지속되어 격차가 심화되면서 산업 내 기업 간 양극
화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양극화는 근로소득의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
며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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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 시장 변화

2.2.1. 인구 감소에 따른 식품 절벽 발생
저출산 등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고 인구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충격 위기에 대응하려면 식품 절벽의 속도와 크기를 가늠
해 보아야 하는데 국내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며, 총 칼
로리 필요량을 전망해보면 2021년부터 식품 절벽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7> 우리나라 전체 칼로리 섭취량 전망
단위: 백만 kcal(좌), 천 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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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중립적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2050

2055

2060

2065

비관적 시나리오

자료: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kosis.kr, 검색일: 2020. 4. 10.); 질병관리본부 ｢2017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원자료 분석.

식품 절벽 전망 결과 2020년을 100%로 보았을 때 97.8%(2040년), 91.1%(2050년),
81.5%(2060년), 76.4%(2065년) 수준이다. 중립적인 시나리오 기준으로 2065년도가 되
면 2020년에 우리 국민이 섭취했던 칼로리의 4분의 3정도만 섭취될 것이라는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국내총생산, 고용/일자리, 농업과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므로 식품 절벽으로 인한 충격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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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상황에 식품제조업은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를 구성하
고 있는 여러 산업들 중 한 산업의 성장/쇠퇴는 국가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일자리/고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제조업 관련 정
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대비해야 한다.

2.2.2. 외부 환경 대응 식품소비 빠른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 만혼·비혼 문화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의 고령화 속도와 1인 가구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
로 진입하며 2035년엔 29.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0.3%에서 2025년 32.3%, 2035년 35.2%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전까지 식품소비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고령
층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 계층의 식품소비가 우
리나라 식품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8> 식품 시장 변화의 주요 특징

자료: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계추계｣(kosis.kr, 검색일: 2020. 4. 10.).

유통구조도 3~4인 가구가 주 대상인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판
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대형마트는 2000년대만 하더라도 소매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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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상반기 온라인 매출 비중은
46.4%로 대형마트 매출 비중 18.2%보다 2.5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증가가 인터넷 쇼핑보다 빨라 2020년 8월 현재 모바일 쇼핑이
64.8% 인터넷 쇼핑이 35.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연도별 유통업체 비중 및 매출 증감률
구분
대형마트

2019 상반기
매출 비중

2020 상반기

매출 증감률

매출 비중

매출 증감률

20.0%

△6.8%

18.2%

△5.6%

백화점

17.9%

2.8%

14.8%

△14.2%

편의점

16.9%

4.1%

16.6%

1.9%

SSM

4.4%

5.2%

4.0%

△4.0%

오프라인 합계

59.1%

△0.1%

53.6%

△6.0%

온라인 합계

40.9%

15.3%

46.4%

17.5%

전체

100.0%

5.6%

100.0%

3.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 7. 30.).

온라인 거래 중 식품 관련 거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7~2019년
온라인 판매 증가율이 연평균 19.8%인 반면 같은 기간 음식료품 29.6%, 농축수산
물 20.7%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으며, 음식서비스도 88.7%로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림 2-9> 구매품목류별 2017~2019 연평균 온라인 쇼핑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온라인쇼핑동향조사｣(kosis.kr, 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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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
라 온라인 식품 구입이 50.7% 이상 증가하였다. 그 밖에 식생활에 대한 불안감으
로 건강과 환경 관련 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2-10> 품목별 전년 동기 대비 온라인 매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 7. 30.).

3.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식품제조업 관련 이슈
3.1.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요 이슈 도출
식품제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련 해당 이슈는 앞서 살펴본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K-SDGs)를 참
고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해 발굴하는 과정을 밟았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는 K-SDGs의 세부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17개 분야의 122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
고 있는데, 이 중 식품제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3개 분야 16개 세부 목표를 선정하
여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분류하면 <표 2-4>와 같다.13) 목표 8은 ‘좋은

13) K-SDGs는 전체의 57%가 UN의 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지표로서 글로벌 지표와 국가특화
형 지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과거 환경 분야 중심에서 사회 및 경제 부문이 보완되면서 균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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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포용성장의 핵심가치인 지속성장, 공정
기회, 공평배분과 관련된다. 목표 9는 ‘사회 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으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장과 관련성이 높다.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으로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인 미래 및 순환과 연계된다.
<표 2-4> K-SDGs 세부 목표와 포용성장/지속가능성 핵심가치의 연계성
관련 목표

핵심가치

Goal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지속성장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정 기회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지속성장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공평배분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공정 기회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공평배분

Goal 9. 사회 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
한다.

지속성장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속성장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
여한다.

지속성장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순환환경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미래 지향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미래 지향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순환환경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관리하고 자원을 확대한다.

미래 지향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순환환경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순환환경

자료: K-SDGs에서 그대로 인용함(선별적).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K-SDGs, 검색일: 2020. 2. 15.).

주요 이슈 선정을 위해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5가지 핵심가치와 K-SDGs의
세부 목표(Goals)를 참고하여 식품제조업 분야의 이슈인 13가지 세부 주제를 사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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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세부 주제에 대한 평가와 필요주제
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세부 주제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았다. 전
문가 조사는 학계 교수, 중앙부처 정책담당자, 연구기관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1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설문조사는 식품제조업 분야의 포
용성장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의제를 고려하여 각각의 세부 주제를 ① 개선 과제로
서 관련성 여부, ② 개선을 위한 중요성 정도, ③ 개선을 위해 현 시점에서의 시급
성 정도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식품제조
업 이슈는 고용/일자리 창출, 식품 손실/폐기 감축, 창업생태계 지원, 기업 간 상생
협력, 농업과 연계 강화, 신수요 창출, 사회적 책임 강화, 규모별 임금 격차 완화, 고
부가가치 창출, 규모별 생산성 격차 완화 등이다.
<표 2-5> 13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위: 7점 만점 리커트)
적절성

중요성

시급성

평균

1. 식품제조업 내 규모별 생산성 격차 완화

구분

5.048

5.208

4.924

5.060

2. 식품제조업 내 규모별 임금 격차 완화

5.172

5.228

5.068

5.156

3. 농업과 식품제조업의 연계 강화

5.346

5.447

5.329

5.374

4. 대·중·소 식품제조업 간 상생협력 추진

5.741

5.632

5.452

5.608

5.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5.386

5.374

5.158

5.306

6. 식품제조업 분야 소기업/영세업체 배려

4.997

4.931

4.882

4.937

7. 식품제조업 분야 창업생태계 개선

5.357

5.419

5.390

5.389

8. 수출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신수요 창출

5.341

5.343

5.361

5.348

9. 식품제조업 분야 고용/일자리 창출

5.933

5.967

5.823

5.908

10. 식품제조업에서의 식품 손실/폐기 감축

5.799

5.819

5.275

5.631

11. 식품제조업 분야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4.657

5.214

5.186

5.019

12. 식품제조업의 식품안전 관리 강화

4.670

4.929

4.747

4.782

13.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 활용 효율화

4.847

4.736

4.454

4.679

평균

5.253

5.327

표본 수
주: 전문가조사 결과(온라인조사 104건, 전화 및 이메일 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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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112

3.2. 식품제조업 구성 요소별 주요 이슈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제조업의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식품제조
업을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검토하고자 구성 요소를 근로자, 기업, 산업, 사회/환경
으로 구분하였다. 즉, 식품제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련 해당 이슈를 발굴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① 기업과 기업 내 근로자 간의 관계, ② 기업과 기
업 간 관계, ③ 기업과 산업의 관계, ④ 산업과 산업의 관계, ⑤ 기업과 사회/환경의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11>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식품제조업 구성 요소

자료: 저자 작성.

앞서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출한 식품제조업의 주요 이슈를 5개
의 식품제조업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주요 이슈 중에서 규
모별 생산성 격차 완화, 기업 간 상생협력, 창업생태계 지원 과제는 기업과 기업 간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용/일자리 창출, 규모별 임금 격차 완화 과제는 기
업과 기업 내 근로자의 관계와 관련된다. 농업과 연계 강화 과제는 산업과 산업 간
과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수요 창출은 미래 지향의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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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의 관계로 구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식품 손실/폐기 감축 등은
기업과 사회·환경과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식품제조업 내 기업과 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문제는 중소기업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중소기업 수가 식품제조업 내
대부분을 점하며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과 경쟁구조를 지원하고 소비자 후생에
기여한 반면, 영세규모로 경영상 어려움에 당면한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상황
이므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식품제조업 구성 요소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는 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측면에서 포용
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모두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판
로 확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원료 안정 조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진입 지원 등이
다. 대기업의 식품제조업 진출 확대로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종속성
이 확대되어 온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
안 중소식품제조업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형/생계형 적
합업종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조달 시장 우선 지정 등이 그 예이다.
상생협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포
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지원과 성과
공유, 상생협력 인센티브 제고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업과 근로자 간 관계는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였다. 식품제조업의 성
장을 통해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와 일자리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와 관련해서는 식품제조업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적절하
게 공급되어 왔는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일자리 기반이 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했는가를 보는 관점에서
포용성장과 관련되며, 지속가능성은 고용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
가 구축되었는지는 보는 관점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도록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지, ② 식품제조업 근무조건이 수요 대응에 충분하며 근속

60 |

할 유인은 되는지, ③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지, ④ 미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청년고용은 원활히 지원되고 있는지 등이 관련된다.
일자리 질적 개선은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와 상호영향을 주는 것으로 식품제조
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식
품제조업 일자리의 임금 및 근무환경 등에 차별은 없는지, 타 산업 또는 산업 내 근
무조건 불평등이 확대되거나 양극화되진 않았는지를 보는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는 ① 식품제조업과 일반제조업 간 근무조건(임금, 근무환경) 차이는 어떤지, ②
식품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이나 규모별 근무조건 불평등이 발생하진 않는지, ③
식품제조업 일자리에서 여성 고용 현황은 어떤지 등이다.
세 번째, 식품제조업은 원료 농산물의 수요처이자 농업 생산물의 판매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농식품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서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구성
하고 있다.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높고 식품소비 트렌드도 고품질,
안전성, 환경지향 성향이 강화되면서 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특징
이 있는 반면, 국산 농산물의 이용량은 식품제조업의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료 농산물 이용과 국산
가공식품 차별화를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는 ① 식품제조업의 국산 농산물 원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
적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② 농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품종 지원, 계약재배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지역 가공식품, 발
효·전통식품 등 국산 원료를 이용한 차별화 제품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
고, 소비자들이 국산 원산지를 구별하고 해당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공
식품 원산지 표시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네 번째, 식품제조업과 기업에서 미래 식품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
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고 포용성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혁신전략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장 동력은 식품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관
점에서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에 주목해야 하며, R&D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
치 제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R&D 확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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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간 R&D 효율적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
적으로는 ① 식품 R&D에 대한 양적인,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국가 R&D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관점이다. ② 공공에
서 집중 투자해야 하는 R&D 영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③ 미래 新식품 시
장 및 수요 창출을 위해서 R&D 투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점검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 혁신 식품 시장 선점 및 신수요 창출을 달성해야 한다
는 관점이다. ④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연구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R&D를 점
검해야 한다. R&D 지원정책을 포용성장 관점에서 평가하는 부분으로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된다. ⑤ 식품 포장재, 폐기물 저감, GHG 배출 저감 관련 친환경
R&D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식품제조업 성장 과정에서 기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
여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
기업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포용성장 관점에서 참여하고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활동
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은 먹거리 산업으로서 국민 건강에 직
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중요성이 보다 요구된다.
제3~7장에서는 식품제조업 구성 요소별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
를 접목하여 관련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현황 분석 및 관련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구성 요소별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해당 이슈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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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품제조업체의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인식과 이슈 평가
3.3.1. 식품제조업체들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인지도 및 노력 정도
식품제조업체 484개를 대상으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포용성이 2.6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았으며, 지속가능성은
3.0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포용성장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약간 높았다. 업체를 규모에 따라 구분하면 대기업
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3.15점으로 중소기업의 3.0점보다 높은 반면,
포용성장에 대해서는 대기업 인지도가 2.53점으로 중소기업의 2.68점보다 낮았다.
<그림 2-12> 식품제조업체의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
단위: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N=484).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경영 전반에
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 기준 포용성이 3.04점으로 보
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성은 3.2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포용성장을 위한 경영 전반의 노력이 대기업의 경우 3.32점으로 중소
기업 3.36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지속가능성은 대기업이 3.53점으로 중소기업
3.4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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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경영 전반 노력
단위: 점/5점 만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포용성장 N=295, 지속가능성 N=365).

3.3.2. 식품제조업체의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 평가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과제에 대한 식품제조업체
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과제별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
한 업체별 평가를 조사하였다.
식품제조업의 포용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는 3.36점(100점 만
점 기준 67.3점) 정도로 과제별 점수 차가 크지 않다. 일자리 창출, 신제품/신시장
개척, 국내 농업과의 연계 과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기업 규
모별로 구분하면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외에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와 기업의 사
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신제품/신시장 개척과 국내
농업과 연계 강화에 대한 평가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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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포용성장에 대한 주요 과제 기여도 평가
단위: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N=484).

식품제조업에서는 핵심과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를 포용성장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는 과제별
로 3.46~3.55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자리 창출 과제의 기여도가
3.55점(100점 만점 기준 70.9점), 신제품/신시장 개척의 기여도가 3.52점(70.4점)
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면 대기업은 일자리 창
출과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
출과 신제품/신시장 개척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중소기업은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국내 농업과 연계 강화 과제를 포용성장보다 지속가능성 관점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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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과제 기여도 평가
단위: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N=484).

식품제조업체에서 실제 경영 전반에 걸쳐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과제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71.2
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 이행(69.3점), 신제품/신시
장 개척(67.2점)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국내 농업과 연계 강화는 63.2점으로 과제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로 경영 전반 실천 정도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65.1
점으로 대기업보다 낮았다.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 이행(63.4점), 신제품/신시장 개
척(62.9점)에 대한 실천 정도 평가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국내 농업
과 연계 강화는 63.4점으로 대기업에 비해 약간 높은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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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규모별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과제 실천도 평가
단위: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N=484).

식품제조업체의 경영 전반 실천 정도 평가를 앞서 살펴본 핵심과제의 포용성장
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살펴보기 위해 <그림 2-17>, <그
림 2-18>과 같이 좌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품제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핵심과제에 대해 포용성장 기여도와 실천도 평가
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 포용성장 기여
도를 높게 평가하고 실천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 이
행과 신제품/신시장 개척에 대해 포용성장 기여도는 높지 않게 평가하였으나, 경영
전반에서 실천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내 농업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기여도
와 경영 전반에서 실천 정도가 모두 낮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포용성
장 기여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경영 전반의 실천도는 높지 않았다. 중소기
업에서는 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 이행 과제에 대해 포용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와 경영 실천 정도를 모두 낮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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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주요 과제의 포용성장 기여도와 실천 정도 평가
단위: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N=484).

식품제조업 규모별로 핵심과제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와 실천도 평가
를 좌표분석 하면 대기업에서 과제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경
영 실천 정도도 높게 평가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 이행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를 상
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경영 실천 정도는 높은 것으로 보았다. 대기업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와 경영 실천 정도를 낮게 평가한 과제는 대기업에서는 국
내 농업과 연계 강화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천도 평가도 포용
성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속가능성 기여도에 대한 평
가수준은 높으나 경영 실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로 중소기업에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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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국내 농업과 연계 강화, 신제품/신시장 개척이었으며,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
이행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와 경영 실천 정도가 모두 낮았다.
<그림 2-18> 주요 과제의 지속가능성 기여도와 실천 정도 평가
단위: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N=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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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과제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과제14)

1.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소식품제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업생태계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Moore(1993)에 따르면, 기업생태계는 기
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목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경제
적 공동체이다(박문수 외 2019). 기업생태계는 경제시스템 내에서 경제 주체인 기
업들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Moore 1996; 최세경 외
2015).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일반적으로 산업 부문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식품제조업 또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는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기업생태계에서 건강성, 다양성, 상호연계성, 역동성, 유

14) 이 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 원고 위탁 내용과 연구진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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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내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를 하거나 서로 경쟁하며
공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덜 관료주의적이고,
경쟁이 심하며, 강력한 보상 동기를 지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채택하고 활
용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평가된다(Horowitz & Kolodny 1980; Edmiston 2007).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대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이는 식품제조업 내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격차 확대에도 적용된다.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건
강한 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산
업 내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된 식품제조업 생태계에서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
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장될 수
있다.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산업 가치사슬 내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과
균형 잡힌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식품제조업 내에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역할
은 무엇인지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소식품제조업과 관
련된 정책들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정책의 효과,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안정적
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 촉진으로 나누어 제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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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식품산업 기여도
식품제조업의 산업구조를 볼 때,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영세하며, 서
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가 많다.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많다는 것은 다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며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함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
권을 보장해 주며, 나아가 소비자의 후생도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중소식품제조업체
들은 지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및 지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노용식 2015). 농산물을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위탁관계하에
있는 중소 식품업체들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농업인과 대기업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식품제조업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전체적으로 괄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
히 중소규모의 식품제조업체들이 제조업의 중소기업 평균에 비해 성장이 두드러지
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통계청 광업제
조업조사와 경제총조사에 의하면 2007년 4,032개였던 사업체 수는 2018년 5,349개
사로 늘어났다. 이는 연평균 2.60%, 2007년 대비 32.7% 증가한 것이다. 사업체 수를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으로 나누어서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중소기업 2.58%, 중
견/대기업 4.55%로 전체 제조업 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이다.15) 출하액은 2007년
42.4조 원에서 2018년 82.2조 원으로 연평균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기업과 중견/대기업을 구분해보면, 중소기업의 출하액 증가율은 연평균 6.43%, 중
견/대기업은 5.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07년 17.8조 원에서 2018년
31.6조 원으로 연평균 5.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5.71%로 대기업 4.61%에 비해 높았다.

15) 전체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연평균 증가율은 1.07%, 중견대기업은 1.35%이다. 식품제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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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식품제조업체 규모별 현황 비교(2007~2018년)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7

2018

cagr 증가율

중소기업
사업체수
(개 사) 중견/대기업

3,994

3,992

4,324

4,965

5,161

5,287 2.58

32.40

38

40

42

56

55

62 4.55

63.20

종사자수 중소기업
(명)
중견/대기업

133,026

143,273

157,236

175,182

178,850

188,713 3.23

41.90

20,823

19,805

20,372

26,256

27,768

31,373 3.80

50.70

34,447,209 45,407,712 56,484,065 61,753,177 65,289,338 68,364,487 6.43

98.50

출하액
(백만 원 )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7,974,949

9,801,389 11,355,198 14,342,170 14,437,803 14,845,632 5.81

86.20

생산
중소기업 20,689,419 29,055,380 35,785,299 38,725,520 40,829,673 43,117,681 6.90 108.40
비용
(백만 원) 중견/대기업 4,129,870 5,635,626 6,689,538 7,883,777 8,005,603 8,411,751 6.68 103.70
부가
중소기업 13,844,150 16,513,768 20,904,323 23,157,380 24,618,284 25,495,842 5.71
가치
(백만 원) 중견/대기업 3,928,146 4,207,308 4,815,411 6,391,758 6,438,263 6,452,334 4.61

84.20
64.30

자료 1)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10차 표준산업분류｣.
2)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년, 2015년｣.

1.2.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중소식품제조업체는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며,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중소식품제조업체는 먹거리 공급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에 있
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지역별 출하액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많은 식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역 식품제조업
의 2018년 출하액은 19조 6천억 원으로 전국 출하액의 25.7%를 차지한다. 출하액
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충북지역이다. 199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18년
10조 9천억 원으로 220.6% 성장하였다. 반면, 서울지역은 출하액이 감소한 유일

한 지역이다. 서울지역은 1999년 2.3조 원에서 2018년 원으로 크게 줄었다. 2018년
출하액은 1999년 대비 52.2%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서울이 최대 식품 수요처이나
높은 운영비 때문에 식품제조업체들이 서울에서 근교 특히 경기지역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업체당 출하액을 보면, 전국에서 업체당 출하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지역으로 업체당 231억 2천만 원을 생산하고 있다. 이어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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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224억 7천만 원), 전북 (223억 원), 충북 (212억 6천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출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10년간 108% 증가하였
다. 전남지역의 업체당 출하액은 1999년 4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었으나, 2018년서 83억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지역
으로 같은 기간 동안 57.4%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215.5억 원으로 (273억 4천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업체당 출하액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크게 낮아졌다.
<표 3-2> 지역별 식품제조업 출하액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억 원, %,
1999(A)
2003
2008
2013
2018(B)
증감률 (B/A)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구분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출하액
(조 원)
(조 원)
(조 원)
(조 원)
(조 원)
(%)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
전국

37.7 122.9

41.1 113.6

54.1 142.4

70.3 160.6

서울

2.3 215.5

2.0 142.0

1.3 121.6

1.1 107.6

1.1

부산

1.7

1.8

1.9

90.5

2.6 101.4

2.8

대구

0.7 125.5

1.0 128.0

1.2 118.6

인천

3.7 369.3

3.8 295.9

광주

0.6 147.1

0.3

대전

0.4 114.3

0.3

울산

102.9

16.4

91.7

-52.2

-57.4

94.2

64.7

23.3

1.5 136.3

1.4 102.3

100.0

-18.5

4.5 319.5

5.4 341.0

4.6 231.2

24.3

-37.4

66.5

0.5 108.0

0.6 112.9

0.8 111.4

33.3

-24.3

80.5

0.7 140.7

0.9 160.4

1.2 141.4

200.0

23.7

0.7 273.4

0.7 219.0

0.8 319.3

1.0 295.3

0.8 224.7

14.3

-17.8

경기

9.3 147.8

10.5 139.6

13.8 148.4

17.4 151.8

19.6 137.3

110.8

-7.1

강원

1.5

88.3

86.7

35.4

충북

3.4 170.5

3.4 137.8

5.4 183.0

9.1 228.2

10.9 212.6

220.6

24.7

충남

3.7 142.1

4.8 140.8

7.0 188.8

8.4 200.8

8.9 178.1

140.5

25.3

전북

2.9 171.5

2.8 135.3

4.6 197.5

6.8 240.9

7.6 223.0

162.1

30.0

전남

1.6

40.0

1.7

43.9

2.0

2.6

3.4

83.2

112.5

108.0

경북

1.6

83.0

2.4

97.2

3.2 109.3

3.6 123.7

3.8 104.7

137.5

26.1

경남

3.5

94.1

3.8

94.8

5.1 142.0

6.4 170.2

6.2 139.2

77.1

47.9

제주

0.3

57.7

0.3

59.5

0.4

0.5

0.6

100.0

21.1

76.4

65.2

1.3

78.9

49.8

1.7

70.2

59.8

64.6

2.3

76.5 143.1

82.6

2.8

81.7

58.4

69.9

주: 세종시는 충북에 포함하였으며, 실질금액(2015=100)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www.kosis.kr, 검색일: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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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식품제조업 지원정책 현황
2.1. 중소식품제조업 관련 법률과 사업 현황
중소식품제조업체와 관련된 정책들은 담당 기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식품산업 진흥정책,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진흥정책, 셋째, 동반성장위원
회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들이다.
식품제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정부의 주요 계획 및 사업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각 계획과 사업에의 목적에 따라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구분하였다. 포
용성은 타 부문과의 연계, 기업 간 또는 지역 간 양극화 해소, 격차 완화, 동반성장
의 개념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은 기업구조 고도화, 경영 기반 확충, 경영안정,
기술혁신, 인력 지원 등과 관련된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식품산업진흥계획｣을 수
립하고, 농식품원료 구매 지원,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융자) 지원, 식품 제조·가공업
체 시설현대화 지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식품업체 진단맞춤 지원, 식품
품질 위생역량 제고 지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
다. 이 사업들은 농업과 식품제조업체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포용성 확대의 측면에서,
그리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지속가능성 향상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법률과 사업들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앙부처인 중기부는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을 매 3
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은 창의적이고 자주
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포용성의 측면이 반
영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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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
하고 시행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시책의 기본방향,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 및 기술·인력 교류의 촉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및 적합업종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을 포함한다. 이들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라는 포용적 측면과 대·중소기업 경
쟁력 강화라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시·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
서 살펴 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다만, 이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3-3>에 제시한 주요 제도 및 사업들 중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3-3>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의 중소식품제조업체 관련 법률 및 사업
소관 부처

법률

관련 계획 및 사업

포용성

농림
축산
식품부

식품산업
진흥법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5년)
∙ 농식품원료 구매
∙ 식품가공원료 매입
농업과
∙ 농식품시설현대화
식품제조업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강화
∙ 중소식품제조업체 진단맞춤 지원사업
∙ 식품품질 위생역량 제고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민간/지자체)

중소
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3년)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시도, 매년)

국민경제
균형 발전

지속가능성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창의적·자주적 성장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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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소관 부처

법률

관련 계획 및 사업

포용성

지속가능성

∙ 협동화사업(집단화, 시설공동화)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 협업지원사업(협업자금 지원, 인력 양성, 긴급경영자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진흥에 관한
지원
기술개발자금 출연, 수출/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경영 기반 확충
법률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구매 촉진 및
∙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판로지원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
관한 법률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경영안정 기반 확충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중소기업창업 ∙ 창업촉진사업
∙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지원법

지역 간 격차
완화

성장기반 조성
창업 촉진, 성공률 향상
지역주력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적
지위 향상

중소기업자 경제활동 지원

생활 안정
도산방지
재기 기회제공

경영안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3년)
관한 법률

보안 역량
격차 완화

기술보호 역량,
기술경쟁력 강화
보안 역량 강화
보안기술 개발 촉진/보급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계획(2년)
관한 특별법

경제환경 변화
적응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인력
중소기업 인력 지원 기본계획(5년)
지원 특별법

인력 수급 원활화,
국민경제와 사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 개
회의 균형발전
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시·도 중소기업 육성계획(매년)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균형 발전
중소
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5년)
중소기업기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혁신촉진법 ∙ 중소기업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중소
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은행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국토
교통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3년)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 중소기업 자금 및 금융 업무지원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주: 이 표는 각 법률과 농식품부, 중기부, 국토부의 기본계획, 육성계획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자료 1) 각 법률.
2) 농식품부. 2018.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년)｣.
3) 중소벤처기업부. 2020.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2020-2022년)｣.
4) 관계부처합동. 2018. ｢제4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18-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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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소식품제조업 관련 보호제도
포용성 관점에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중소식품제조업
관련 보호정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등이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2.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규모 혹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업종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2011년 이후 총 29개 식품제조업이 중소기
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던 바 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지정된 업종은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주체는 동반성장위원
회이며, 최초 3년 동안 적용되고, 지정 종료가 다가오면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 동안 적용될 수 있다.
식품제조업 중 적합업종 지정 만료 후 상생협약을 체결한 업종과 생계형 적합
업종을 신청한 업종이 있다. 적합업종 만료 후 상생협약 체결 업종으로는 조미김
다류 5개(홍차 및 녹차, 율무/유자/기타가공차)제조업, 김치제조업, 단무지제조
업, 옥수수유 2개(원유, 정제유)제조업, 순대제조업, 원두커피제조업, 기타사용조
리식품제조업(이동급식) 등이 있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업종은 4개의 장
류(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제조
업, 전통떡제조업, 앙금류제조업, 어묵제조업, 햄버거빵제조업, 3개의 면류(국수,
냉면, 당면)제조업, 도시락제조업, 막걸리제조업 등이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식품제조업종은 민간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에 의하여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제도의 특성상 유통에 대한 권고가 대부분이었
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조시설에 대한 권고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적합
업종 지정 업종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을 권고하기는 했으나, 적극적
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OEM 업체에 한해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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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도 매출의 경우, 부
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하였으며 수익성 개선과 혁신 활동 확대 효과도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곽기호 2019). 이 밖에 적합업종 지정 전에 이미 대기업들이 생산 규
모를 확대하거나 중소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보호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표 3-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종 권고 내용
구분

제조

내용

업종

생산시설 확장 자제

다류(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간장, 고추장, 된장,
앙금류, 원두커피, 떡국떡 및 떡볶이떡

용량 제한
OEM 제한
B2C 시장 확장 자제
학교 급식시장 확장 자제

유통

조달시장 확장 자제
음식점업 시장 확장 자제
전통시장 확장 자제

상생
협력

기타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국수, 냉면, 순대, 어묵,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원두커피, 옥수수원유, 옥수수유, 탁주, 햄버거빵
조미김, 김치, 도시락, 어묵,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간장, 고추장, 된장, 햄버거빵,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김치, 도시락, 두부
햄버거빵,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프랜차이즈 확장 자제

전통떡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유통)

도시락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ODM)

떡국떡 및 떡볶이떡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원료)

국수, 냉면, 당면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수출)

다류(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떡국떡 및 떡볶이떡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R&D)

두부. 국수, 냉면, 당면

M&A

김치, 단무지,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어묵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위탁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
후 대기업 계열사들이 소상공인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역에 진입하면서 필요
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2020년 시행되었다. 많은 수의 소상공인이 작은 규모로 사
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가 직접 지정하며, 적합업종으로 선정
된 후에는 5년마다 재심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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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총 5개 세부 업종이 있으며, 간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
업, 된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 이들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종료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넘어온 경우이다. 생계형 적합업
종 신청 후 실태조사 진행 중인 업종은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 당면 제조업, 도시
락 제조업, 막걸리 제조업이 있다.
<표 3-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업종 권고 내용
구분

내용

업종

출하량
예외적 승인(소용량)
제조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예외적 승인(대용량, 최대연간출하량의 110% 이내)
예외적 승인(OEM. 최대연간출하량의 130% 이내)
예외적 승인(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예외적 승인(HMR 등 중간원료로 납품하는 경우)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위탁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 구분된
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제한이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권고 내용은 부족하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에
대한 권고 내용은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차이가 있다.
<표 3-6>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비교
구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목적

대기업, 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

보호대상
운
영
체
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중소기업 형태의 사업영위가 적합한 업종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지정주체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의결

지정절차

당사자 합의도출

지정기간

한시적(3년+3년 이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후
정부 지정·고시 및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중기부 장관
고시
5년(지정기간 후 재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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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기업
참여 제한

인수, 개시, 확장 자제 권고

인수, 개시, 확장 금지
단, 소비자 후생, 관련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승인 가능

이행강제금

미이행 시 공표(동반위)
위반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내 벌금)
단, 사업조정심의 후 미이행 시 2년 이하 부과
징역 또는 1.5억 원 이내 벌금 부과 기능 시정명령 → 공표 → (위반 지속 시)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위탁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원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12. 11.).

2.2.3.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
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일종의 사후적인 조정 수단이다(이병기 2015).
｢사업조정제도｣는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처음 도
입되었다. 최초의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중소기
업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였다. 이후 1978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개정
되면서 중소기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으로 중소기업자 경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지
장이 있을 경우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임과 동시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산업
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에 피해를 입힐 경우 사업조정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1995년 1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해 운영되었
었다. 2006년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2010년에는 기존에 제조업을 중심의 이루어지던 사업조정 규정을 보완하여 대상
을 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의
시장진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였다. 2011년 중
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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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완하는 역할로 재설계되었다.
아직까지 식품제조업에서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한 적은 없다.16)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신청한 업종 중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합의에 도
달하였지만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2.2.4.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한 품목을 지정
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중소벤
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조달시장에서의 약 70% 정도가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
(김재현 2015).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대상 품목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
상, 연간 공공구매가 10억 원 이상한 제품이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212개 지정
제품이 있으며, 이 가운데 22개 식품이 포함되어 있다.

16) ｢사업조정제도｣는 제조업에서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업이 신청한 적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소매업
중심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현재의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중소식품제조업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곧바로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중소
식품제조업체가 적합업종을 먼저 신청한 후,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거나 대기업이 권
고사항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업조정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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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주요 중소기업 보호제도 비교
제도 구분

목적

주요 내용

비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및 의결로 적합업종을
∙ 대기업, 중소기업의 지정
∙ 미이행 시 공표(동반위)
합리적 역할 분담 ∙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 간
∙ 단, 사업조정심의 후 미이행
∙ 중소기업 형태의 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
업영위가 적합한 업 ∙ 일몰제 적용(3년+3년으로 한시적)
억 원 이내 벌금 부과 기능
∙ 2011년 이후 29개 업종 지정
종 보호
∙ 현재 지정업종은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
을 영위하는 업종
보호
∙ 영세 소상공인의 생
존권 보장

∙ 동반위 추천 후 정부가 직접 지정·고시 및 보호
∙ 위반 시, 벌칙(2년 이하 징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중기
역 또는 1.5억 원 이내 벌
부 장관 고시
금) 부과
∙ 5년(지정기간 후 재심의 가능)
∙ 시정명령 → 공표 → (위반
∙ 출하량을 기준으로 판정
지속 시) 이행 강제금 부과
∙ 현재 지정업종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및 징수
두부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 중소기업 경영안정

∙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 식품제조업 사례 없음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 ∙ 사업조정심의회 조정 실패
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 시 최종 이행명령 불응 시 1
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보호
∙ 사후적 조정수단
이하 벌금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 공공조달시장에서 특정한 품목을 지정하여 중
∙ 조달시장의 약 70% 정
소기업들에게 입찰할 수 있는 자격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도가 중소기업에게 배분
∙ 중기부가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 212개 지정 제품 중 식
촉진 및 판로지원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품은 22개)
구매하도록 의무화

자료: 저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 12. 11.) 및 사업별 법률 및 시행세칙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 2020. 8. 4).

2.3. 중소식품제조업 관련 경쟁력 강화 정책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들은 경영자금 지원, 판로지원,
원료지원, 구조개선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
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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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소식품제조업 관련 경쟁력 강화정책

자료: 저자 작성.

2.3.1. 경영자금 지원
대표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다. 중소기업의 안
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 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한다. 대
출기한은 5년 이내(2년 이내의 거치기간 포함)이며, 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로
총 3년간 15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어려움
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지난 2월 이후 총 1조 2천억 원의 지원 자금을 공급하고 있
다(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020. 9. 24.).17)

2.3.2. 판로지원
주요 판로지원 관련 제도로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다. ｢중소기
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
17)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1차 대응으로 2월 이후 8월까지 총 1조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추경 예산으로 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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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였다.
또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식품 찬들마루라는 브
랜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 전문 식품몰 오아시스에서는 찬들마루 별
도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역 등에서 매장을 갖추고 있다. 쿠팡, 우체국쇼핑
등에서 기획전을 하지만 인지도가 낮고 일회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3.3. 원료지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18) 중 ｢보증보험 지원사업｣이 원료지원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품업체와 생산자단체 간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 식품업체의 구매력 향상 및 경영안정
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중소 식품업체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축산물을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 원물 신용거래용 구매이
행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고 80%, 자부담 20%의 비율에 근거하여 지원
된다. 2020년 기준으로 보증 금액은 최대 1억 원, 보증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다.19)

2.3.4. 구조개선지원
구조개선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 ｢농공
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사업｣, ｢식품 품질·위생 역량 제고 지원사업｣ 등이 있다. ｢농
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은 해썹(HACCP)이나 GMP와 같은 식품안전 관련

18)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은 연계관리와 보증보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연계관리는 지자
체의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전체 지자체 사업의 진행상
황 및 실적점검 등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 모니터링, 워크숍, 중소식품업체 온라인 판로지원 및 컨
설팅,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확산 등에 활용된다. 민간경상보조 100%로 이루어지며,
2019년부터 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19)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5장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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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융자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자금의 재
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각각 20억의 예산이 농안기금
으로부터 배정되고 있다.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민간경상
보조 1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하며, 국고 50~60%, 자부담 40~50%의 비율로 지원한
다.20) 지원 분야는 위생안전과 품질 개선 분야로 구분된다. 위생안전 분야에는
HACCP 신규인증 및 연장심사, FSSC22000 또는 ISO22000인증시스템 구축,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GMP) 시스템, 공장 신축(혹은 증축) 및 해썹 준비 가이
드라인 구축 등이다. 품질개선분야에는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성 개선, 상품 개발, 브
랜딩/디자인 전략 수립 및 포장 개선 등이 있다. 컨설팅 지원 시 지원 분야뿐만 아니
라 다른 분야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3.5.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다. 수도
권 이외의 지역의 주력산업이나 지역 내 주요기업(스타기업)의 판매 증대 및 일자
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제품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이다.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사업을 대상으
로 한다. 696억 원 규모로 비수도권지역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
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스타기업 육성을 위하
여 258억을 투입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형 기술개
발을 지원한다. 사업운영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하고, 정부출연금 70%, 자
20) 일반기업의 경우 국고 50%, 자부담 50%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우대기업은 국고 60%,
자부담 40%로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우대기업은 식품명인기업, 전통식품품질인증
기업, 술품질인증기업,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소관 품평회(김치품평회, 술품평회) 입상 후 3년 내
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신규창업(창업 1년 이내), 소규모기업(최근 연도 매출 1억 원 미만), 사
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기업이 대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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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30%의 비율로 구성된다. 특히, 식품소비는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중소
식품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 주요 중소식품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비교
제도 구분
긴급경영
안정사업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목적

주요 내용

비고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 기업 당 연간 10억 원 이내 총 3년간 15억 원 이내 라 특별재난지역의
경영 기반 조성
융자
피해기업에게 지원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우선적으로 구매
품의 판로를 지원
∙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제품을 우선 구매

-

농업과
∙ 국산 농축산물 이용 ∙ 국산 농축산물 신용거래를 위한 구매이행보증보험 ∙ 국고 80%,
기업 간
료 지원하는 사업
자부담 20%
연계 강화-보 장려
증보험 지원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 식품안전성 확보

∙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 융자 80%,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를 지원
자부담 20%

∙ 제품 생산 관련 원료 구매･저장･가공･운송 등 운영
∙ 농식품 제조·가공업
자금 지원
∙ 운영자금 20억 원
농공상융합형 계의 경쟁력 제고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
∙ 시설자금 20억 원
중소기업 지원 ∙ 농업과 식품산업 간
장비 구입비(부지매입비 제외) 등 시설 자금 지원
연계 강화
∙ 찬들마루 브랜드 운영 등 판매촉진 활동도 병행
식품 품질
·위생 역량
제고 지원
지역특화
산업육성
지원사업

∙ 중소식품제조업체의
∙ 민간경상보조
∙ 식품·외식,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제품의 위생·품
품질수준을 향상
10억 원
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HACCP 인증 등 품질개선
∙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 국고 50~60%,
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경쟁력 향상
자부담 40~50%
∙ 지역경제 활성화

∙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 정부출연금 70%,
매출 신장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자부담 30%
위해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자료: 2019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2019)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2.4. 상생협력 촉진 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2006년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동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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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21) 현행 추진되
고 있는 대표적인 상생협력제도는 ｢성과 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상생결제제
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4.1. 성과 공유제
성과 공유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
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배송 개선, 탄력성 개선, 공동기술
개발 등을 포괄한다. 2012년 4월부터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성과 실적
을 확인한 후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 공유 확인제｣를 가동하고 있다.
｢성과 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22)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 공유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제 혜택23) ③ ｢성과 공유제｣ 실적이 우수한 기
업으로 확인되면 정부포상 ④ 성과 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공공
부문 우선 구매 대상 제품으로 선정24) ⑤ 산업부와 중기부 등의 지원사업 선정평
가 시 우대 배점 부여 등이 있다. ｢성과 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
2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2008년 1월 존경받는 대기업과 역량 있
는 중견-중소기업의 조화로운 상생생태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8∼2010)｣이 수
립된 바 있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3)｣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 정립을 통한 경제 패러다
임의 전환으로 2011년 5월에 수립되었고, ｢제3차 기본계획｣은 2014년 11월에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
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이란 내용으로 수립·발표되었다. 지난 2018년에 ｢제4차 기본계획
(2018∼2020)｣이 수립되었는데, 대·중소기업 간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 마련되었다.
22) 이홍열·이은구(2018)는 평가대상이 아닌 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23) 이홍열·이은구(2018)는 기금 출자 이외의 자체 공유 방식으로 ｢성과 공유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
은데, 이 경우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24)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있으나 식품제조업은 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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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고 있지만,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까지의 성과만 고려한다는 측면
에서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림 3-2> 성과 공유제 운영 흐름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https://www.win-win.or.kr/, 검색일: 2020. 9. 8.).

2.4.2.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참여자인 기업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이로
인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판매량이나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인 성과와 연계해서 사
전에 합의한 대로 나누는 계약 모델이다.25) ｢성과 공유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
로 등장한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2020년 10월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이익
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체기업의 수는 66개이고, 전체협력기업은
879개, 전체등록과제는 1,021개, 전체 확인 과제는 221개로 파악된다.
<그림 3-3>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흐름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https://www.win-win.or.kr/, 검색일: 2020. 9. 8.).

25) ｢성과 공유제｣는 판매활동 이전에 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원가절감 등에서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공동프로젝트 이후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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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상생결제제도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업체(중소기업)가 구매기업(대기업이
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매출 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
이다(김기복·권순동 2018;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12. 18.).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형태로, 구매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은행이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제일 이전이라도 구매기업의 매출 채권을 이용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만약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안전하게 납품 대금을 회수할 수 있
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할인 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낮은 수
준의 금리를 2차나 3차 협력기업들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현
금 유동성이 높아진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운
영된다.
구매기업(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협력업체 부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원재료 및 제품을 공
급받을 수 있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업체의 비용구조 개선이 구매기업의 입
장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이 동반성
장지수 평가에 반영될 뿐 아니라 포용성장,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이 기업환경 개선 및 비용 절감
의 요인이 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선, 구매기업에게 받은 전
자매출채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금이 필요하다면, 제휴 은행에서 낮은
비용으로 조기에 할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매출채권의 잔액 한도 내에서 다른 협
력기업에게 구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매대금으로 지급 시 발행금액이나
만기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조건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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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상생결제제도의 흐름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https://www.win-win.or.kr, 검색일: 2020. 9. 8.).

2015년 ｢상생결제제도｣가 도입된 후 연간 상생결제액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4.6조 원에서 증가하여 2018년 107.4조 원으로 처음으로 연간
결제액이 100조 원을 넘었으며, 2020년 올해 9월 기준으로 87조 원이 ‘상생결제제
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 3-9> 연도별 상생결제제도 운용실적
단위: 조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월까지)

운용실적

24.6

66.7

93.6

107.4

115.6

87.0

누적실적

24.6

91.3

184.9

292.3

407.9

494.9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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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동반성장지수 평가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추진을 목표로 대기업 대상 동
반성장 이행 정도를 평가 및 계량화한 수치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연간 1회 정기
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이 느끼
는 체감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정한 거래협약 이행 정도에 대한 수
치를 더하여 산출한다.
<표 3-10>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구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조사

대상

대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시기

주요
평가
항목

1·2차 중소기업

연 1회(1 ~ 5월)

연 1회(1 ~ 5월)

1. 계약의 공정성(47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 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1. 거래관계(40점)
∙ 불공정거래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2. 협력관계(30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혁신, 인력
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3. 상생협력 지원(33점)
∙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3. 운영체계(30점)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
조성 등

(가점)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가점) 적합업종 준수, 성과 공유제, 동반성장 투자재
∙ CP 협약 결과, CCM 인증, 재협약, 비협약사
원, 국내외 판로지원,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
동반성장 확산 활동,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등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행위 시 등
※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위탁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원자료는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20. 9. 8.;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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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인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다
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상생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권조
사를 면제해주기도 하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해준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를, 법무부에서도 출입국우
대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표 3-11>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인센티브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인센티브
최우수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1년 면제
*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면제 인센티브 제공 제외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위탁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원자료는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20.
9. 8.).

평가대상 기업의 수는 2011년 56개 기업에서 2019년 218개 기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9년 기준으로 식품제조업 중 19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
상기업이었다.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원F&B, 롯데제과, 롯데푸드, 매일유업, 빙
그레, 삼양사, 오뚜기, 오리온, 오비맥주, 풀무원, 하림, 하이트진로, 한국야쿠르트,
해태제과식품, CJ제일제당, SPC삼립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표 3-12> 동반성장지수의 평가대상 기업 수 변화
단위: 개
구분
평가대상기업의 수

2011
56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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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3

2013
108

2014
132

2015
149

2016
169

2017
185

2018
195

2019
218

2.4.5. 상생누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인 상생누리를 운영
하고 있다. 대기업·공공기관들이 협력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사의 협력사 외에 미
거래 중소기업들까지 지원한다. 주로 대기업·공공기관 및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하는 상생누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상생누리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검색하
고,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림 3-5> 상생누리의 흐름도 및 운영절차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https://www.win-win.or.kr, 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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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협력사 지원, 계열사 오픈, 부분 오픈, 전체 오픈 등으로 구분되며, 지
원 분야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 창업
지원, 특허 지원, 판로 지원, 네트워킹 지원 등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135개의 기
업들이 상생누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77개 사는 대기업, 58개 사는
공공기관이었다. 상생누리에 참여한 117개 대기업 가운데, 식품제조업체는 ㈜파리
크라상, CJ제일제당, ㈜농심, SPC삼립, 대상㈜, 동원F&B, 풀무원식품, ㈜하림 등이
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2,100개의 프로그램이 등록되었다. 등록 프로그램의 수는
2016년 524개에서 2017년 908개, 2018년 1,722개, 2019년 5월 2,100개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3-13> 상생누리의 주요 구성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협력사 지원: 기존 협력사
∙ 계열사 오픈: 기존 협력사 + 계열사 협력사
지원대상 범위
∙ 부분 오픈: 기존 협력사(%) + 일부 미거래 기업(%)
∙ 전체 오픈: 모든 중소기업
프로그램

∙ 관련 사업을 하나로 묶어 그룹 단위로 관리
-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 대금결제, 창업 지원, 특허
지원, 판로 지원, 네트워킹 지원 등으로 구성
예) 창업 멘토링 지원, 인력 지원, R&D 지원, 자금 지원, 법률자문 지원, 기술이전 등

운영기업

∙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참여기업

∙ 운영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생누리에 등록된 기업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위탁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원자료는 상생누리 안내 페이지(https://
www.winwinnuri.or.kr/hp/getHpIntroView.do, 검색일: 2020. 9. 15.).

<표 3-14> 주요 상생협력 촉진 제도 비교
제도 구분

목적

성과 공유제
∙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확인제)
상생협력 촉진

협력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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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공유제의
한계 보완

주요 내용

비고

∙ 판매 전 단계까지의 성과
∙ 2020년 10월 기준
∙ 품질개선, 원가절감, 배송개선, 탄력성 개선, 공 누적실적 8,737개
동기술 개발 등에서의 수·위탁기업 간의 협력
확인과제
∙ 달성한 협력이익을 판매량이나 영업이익 등의
∙ 2020년 10월 기준
재무적인 성과와 연계
∙ 사전 합의에 따른 성과 분배
66개 등록기업, 879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의 개 협력기업
유형

(계속)
제도 구분

목적

주요 내용

비고

상생결제제도

∙ 수·위탁기업 간
거래 공정화

∙ 협력사에 결제일, 현급 지급 보장
∙ 협력사가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 채권을 현금처럼 ∙ 2020년 9월 기준 누
융통
적 실적 494.9조 원
∙ 장기적으로 약속어음을 대체

동반성장지수 평가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과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 2019년 기준 218개
체감도조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기업 평가 대상
∙ 연 1회 정기적으로 공표
∙ 식품제조업체는
∙ 평가 결과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인 업체에게
19개 기업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상생누리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 상생협력 기업 간 매칭
∙ 협력사 외에 미거래 기업까지 협력 확대
∙ 2019년 5월 2,100개
∙ 협력사 오픈, 계열사 오픈, 부분 오픈, 전체 오픈 프로그램 등록
의 4가지 형태

자료: 제도별 법률 및 시행세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0. 8. 4.).

2.5. 식품제조업 관련 상생협력 사례
2.5.1. 동반성장위원회에 등록된 상생협력 사례
식품제조업들의 관련 상생협력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자. 식품제조업 내에서 규
모가 큰 7개 대기업/중견기업은 협력업체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업체들과의 우호적인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자 자금 및 금
융지원, 대금결제지원, 기술지원, 인력 지원, 교육지원, 컨설팅, 판로지원의 분야
에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자금·금융지원 및 대금결제 시스템 개선 분야의 상생협력 사례로, CJ제일
제당과 하림은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한 바 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식품제조 대
기업으로는 CJ제일제당과 파리크라상 등이 있으며, 대상과 한국야쿠르트는 상생
펀드를 조성하였고, 하림은 대금결제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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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신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비 및 제품화 지원
(CJ제일제당), R&D 기술협력 통한 원료 개발 및 장기공급망의 안정적 구축(농심)
이 있었다. 인력 지원의 사례로는 CJ제일제당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근무
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직하며 품질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을 높인 사례가 있다. 교육지원 및 컨설팅 지원도 많이 이루
어지는 분야이다.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CJ제일제당), 위생 관리 및 개선 지원에
대한 컨설팅(풀무원, 대상, 한국야쿠르트), 경쟁력 강화 컨설팅(농심, 대상), 에너
지 절감 및 GHG 감축 컨설팅(삼립식품) 등이 있었다. 판로지원 분야에서는 파리
크라상이 성과 공유제 계약을 통해 수탁업체의 매출 물량을 보장하였고, 해외사
업과 연계하여 판로 확보를 지원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식품제조업 중 19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대상기업이
었다. 식품제조업 분야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우수 사례로 농심의 R&D 분야 성과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을 꼽을 수 있다. 농심은 협력사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
을 추진한 결과 원자재와 부자재를 개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
다. 2018년 기준으로 17건의 과제를 등록하여 15건의 과제를 확인받았다. 공동
R&D를 통하여 연간 30억 원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농심의 사례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로 식품안전성을 개선하고 제품의 특징을
높이는 동시에 수급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R&D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출 확대로 이어져 신규 자재의 수요도 높아지기 때문에 협
력사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되었다(동반성장위
원회 보도자료 2019. 6. 27.) 다만, 농심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국내 식품제조업체
들의 상생협력이 대부분 1차 협력사에 한정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2·3차 협력
사까지 상생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
생누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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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 기업’26)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 기업(자율적으로 상생한 기업)’은 대기업이 가진 기술
및 인프라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기업과 상생협약
을 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7월 네이버가 1호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10월 기준으로 19호 기업까지 선정하였다. 참여기업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
행, 신한금융그룹, 하나은행, 네이버, 포스코,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현대·기
아자동차, 국가철도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 Arm, LG상사, KT, SGI서울보증, 프
레시지, 스타벅스, SKC 등이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 10. 22.).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지점에서 푸드 비
즈니스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식품업종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일부 컨설팅의 경우 네이버쇼핑에 입점하여 식품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사업자
중 일부를 선정해서 브랜드 전문가들이 브랜드 로고를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혜택
이 있기도 하다.
19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프레시지(fresheasy)는 2016년 설립된 밀키트 생산 벤처
식품제조업체이다. 백년가게27) 등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
면서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프레시지는 소상공인들의
① 밀키트 상품화, ② 밀키트 판로 지원, ③ 배달상품화·컨설팅 지원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 10. 22.).

26) 자상한 기업에 대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 7. 17.; 2020. 10. 22. 등).
27) 백년가게는 영업을 시작한 지 30년 넘게 된 소상공인이나 혹은 소기업 및 중기업을 찾아내어 100년
을 넘게 영속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성공 사례를 퍼뜨리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컨설팅, 교육, 금융, 홍
보, 네트워크,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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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식품제조업의 당면 문제점과 정책 평가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당면한 문제점과 정책 인지도,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33개 식품제
조업체들로부터 조사 응답을 받았다. 본 장에서는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수·위탁
거래 형태, 중소기업 보호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상생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3.1.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경영상 문제와 수·위탁거래
3.1.1. 중소식품제조업체의 경영상 문제점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당면한 가장 큰 경영상의 문제점은 인력확보/인건비 부
담 (34.3%), 자본/투자 여력 부족(31.2%)이었다. 중기업의 경우, 인력확보 어려움/
인건비 부담이 38.7%로 가장 높았고, 자본/투자 여력 부족이 27.8%로 나타났다.
소기업의 경우에도 역시 인력확보 어려움/인건비 부담(35.0%)과 자본/투자 여력
부족(33.5%)이 가장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자본/투자 여
력 부족이 32.7%로 가장 높았고, 판매 및 마케팅 부족이 29.4%로 뒤를 이어 중소
기업과는 조금 다른 문제를 보였다.
<표 3-15> 식품제조업체 경영상 문제(1+2순위)
구분
원재료 조달 어려움
자본/투자 여력 부족
인력확보 어려움/ 인건비 부담
판매 및 마케팅 부족
기술력 부족
기타
합계

중기업
7.7
27.8
38.7
18.9
5.0
1.8
100.0

소기업
12.8
33.5
35.0
14.9
2.7
1.0
100.0

주 1) 1순위는 2, 2순위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여 평가하였음.
2) 조사 표본 수는 409개 기업 (N=4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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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
32.7
25.7
29.4
2.2
0.0
100.0

단위: %
전체
10.3
31.2
34.3
19.6
3.4
1.1
100.0

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제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판로확대 및 안전
화를 위한 정책(38.9%)을 꼽았다. 중기업(32.9%), 소기업(40.6%), 소상공인
(45.7%)로 기업 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이 판로확대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3-16> 식품제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구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정책

18.4

10.3

10.9

13.4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R&D정책

10.5

10.3

12.0

10.8

생산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한 정책

22.4

30.9

14.1

24.0

판로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

32.9

40.6

45.7

38.9

공정(협력) 성장 지원 정책

8.6

4.2

8.7

6.8

소비자 신뢰 제고 정책

5.3

1.2

5.4

3.7

기타
합계

2.0

2.4

3.3

2.4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 표본 수는 409개 기업 (N=4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1.2. 식품제조업 수·위탁거래에서의 애로사항
중소기업들의 수·위탁거래에서의 애로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위탁을 받은 경우,
원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28.9%)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
다. 이어서 납품기한이 단축·촉박하다(15.5%)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중견기업 이
상의 규모에서는 납품가격 단축·촉박이 30.0%로 가장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이하에서는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에 제품을 납
품할 때, 납품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납품단
가 미반영과 납품대금 결제기한 미준수를 어려운 점으로 꼽은 것은 앞의 경영상의
문제점에서 자본/투자 여력 부족이 높았던 것과 이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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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식품제조업체 수탁기업의 애로사항(위탁받은 경우, 1+2순위)
단위: %
구분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전체

5.0

일방적 대금 결정

0.0

5.7

9.3

9.3

7.4

일방적 발주 중단 (위탁취소, 거래선 변경)

2.5

11.0

10.8

16.7

11.6

17.5

32.4

29.0

25.3

28.9

0.0

1.8

0.7

0.7

1.1

원료 가격 상승분 등 납품단가 미반영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 인사개입 등)

2.2

소상공인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위탁기업 제품의 구매 강요

0.4

소기업

3.3

1.9

2.5

0.4

3.7

1.3

1.9

비합리적인 품질수준 검사/요구

12.5

7.8

5.2

2.7

6.1

납품기한 단축·촉박

30.0

14.6

17.5

10.0

15.5

납품대금 결제기한 미준수

10.0

12.5

13.8

23.3

15.0

각종 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기타
합계

2.5

3.9

0.4

2.0

2.2

17.5

9.6

7.4

5.3

8.4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순위는 2, 2순위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여 평가하였음.
2) 표본은 위탁을 받은 269개 기업 (N=26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표 3-18> 식품제조업체 위탁기업의 애로사항(위탁 준 경우, 1+2순위)
단위: %
구분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일방적 대금 결정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5

1.7

6.3

7.1

전체
4.2

5.0

5.1

11.7

15.5

9.1

일방적 납품 중단(위탁취소, 거래선 변경)

15.0

7.4

7.8

1.2

7.0

원료 가격 하락분 등 납품단가 미반영

10.0

17.0

19.5

16.7

17.1

5.0

1.1

0.8

0.0

1.2

수탁기업 제품의 구매 강요

5.0

1.1

0.8

2.4

1.6

제품의 품질 저하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 인사개입 등)

30.0

39.8

21.1

27.4

30.8

납품기한 미준수

17.5

19.9

12.5

17.9

17.1

기타

10.0

6.8

19.5

11.9

11.9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주 1) 1순위는 2, 2순위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여 평가하였음.
2) 표본은 위탁을 준 155개 기업 (N=15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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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을 준 경우에는 원료 가격 하락분에 따른 제품 품질 저하(30.8%), 납품기한
미준수(17.1%), 납품단가 미반영(17.1%)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중견기업 이상에
서는 일방적 납품 중단(15.0%)이 원료 가격 하락분 등 납품단가 미반영(10.0%)보
다 높다는 것이 중소기업 이하에서와 반대이다. 따라서 중견기업 이상의 식품제조
업체가 위탁을 주었을 때, 수탁기업이 계약 내용을 취소 혹은 변경하는 점이 종종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 이하에서는 중견기업 이상보다 납품단가에
더 민감한 것을 볼 수 있다.

3.1.3. 수·위탁거래에서의 지원사항
수·위탁거래 관계에서의 지원사항을 보면, 지원을 해주거나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 제일 많았다. 특히, 식품제조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해준 것도, 지원
받은 것도 없었다. 이는 수·위탁관계에서 상생협력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
가 커야 유리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19> 수·위탁기업에 지원해준 내용
단위: %
구분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자금 지원

8.7

7.1

3.4

9.3

6.7

R&D 지원

8.7

8.3

10.2

9.3

9.1

시설/설비 지원

13.0

10.7

6.8

2.3

8.1

원료 구매 지원

8.7

19.0

16.9

20.9

17.7

마케팅 지원

4.3

4.8

10.2

14.0

8.1

13.0

8.3

3.4

4.7

6.7

8.7

3.6

5.1

0.0

3.8

복지·후생 지원

4.3

2.4

0.0

0.0

1.4

기타

0.0

1.2

5.1

0.0

1.9

교육/컨설팅 지원
인력/채용 지원

지원해준 내용 없음
합계

30.4

34.5

39.0

39.5

36.4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본은 위탁을 준 155개 기업 (N=15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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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기업에게 지원해준 방식으로는 원료 구매를 위한 지원(17.1%)이 가장 많
았다. 이어서 R&D 지원(9.1%), 시설/설비 지원(8.1%), 마케팅 지원(8.1%) 등이 뒤
를 이었다. 중견기업들은 시설/설비 지원과 교육/컨설팅을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시설/설비 지원의 경우에는 규모가 클수록 지원해준 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
다. 아무래도 시설/설비 지원은 자금소요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만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소상공인은 원료 구매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주로 한 것으로 보
이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마케팅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이 특징이다.
수·위탁거래에서 지원받은 내용을 보면, 원료 구매 지원이 전체 기준으로
10.9%로 많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기업 14.3%, 소상공인 11.7%로 다른 지원 내
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 이상의 식품제조업체들은
시설/설비 지원(13.0%), 원료 구매 지원(13.0%), 마케팅 지원(13.0%), 인력/채용
지원(13.0%)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이하에서는
원료 구매 지원 중심인 것이 눈에 띈다.
<표 3-20> 수·위탁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단위: %
구분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자금 지원

4.3

7.1

3.5

1.7

4.7

R&D 지원

4.3

7.1

2.7

1.7

4.3

시설/설비 지원

13.0

4.0

8.8

1.7

5.9

원료 구매 지원

13.0

14.3

6.2

11.7

10.9

마케팅 지원

13.0

6.3

10.6

10.0

9.0

8.7

10.3

4.4

5.0

7.1

인력/채용 지원

13.0

0.0

0.9

1.7

1.6

복지·후생 지원

0.0

1.6

0.9

0.0

0.9

교육/컨설팅 지원

기타
지원해준 내용 없음
합계
주: 표본은 위탁을 받은 269개 기업 (N=26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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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4

0.9

0.0

1.2

30.4

46.8

61.1

66.7

54.3

100.0

100.0

100.0

100.0

100.0

3.2. 중소기업 보호제도 인지도 및 효과성, 필요성 평가
3.2.1. 식품제조업체의 중소기업 보호제도 인지도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인지도 평가를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인
지도가 전체를 기준으로 27.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23.3%,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16.2%, ｢중소기업경쟁제품지정제도｣
14.5%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중견기업 이상에서 50%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에서는 인지도 50%
를 넘는 제도가 없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는 4가지 주요 보호제도에서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에 대한 인지도는 중견기업 이상에서 37.5%로 가장 높았으나, 대상자라고 볼 수 있
는 소상공인들은 18.5%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와
｢경쟁제품지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중견기업에서 각각 29.2%와 33.3%였다.
<그림 3-6> 식품제조업체의 중소기업 보호제도 인지도
60.0
50.0

50.0

37.5

비중(%)

40.0
30.0
20.0

33.3
28.327.3

27.3
19.6

29.2
23.723.6
19.117.6

10.0

16.2

15.815.2

23.3
18.5

14.5
6.5

5.4

0.0
적합업종제도
중견기업 이상

사업조정제도
중기업

경쟁제품지정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전체

주: 표본 수는 433개 식품제조업체 (N=4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해당 업종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제도
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에 적용되는 해당 업종이 아니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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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인지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제도에 대한 인
지도가 매우 낮아 담당부처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2.2. 식품제조업체의 중소기업 보호제도 효과성 및 필요성 평가
식품제조업체들의 중소기업 보호제도에 대한 효과성 및 필요성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3가지 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는 3.0~3.4점
수준으로 높지 않아 식품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효과가 높다고 보지
않고 있었다. 보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0~3.5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필요
성 평가점수는 효과성 평가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 식품제
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들 보호제도가 효과는 높지 않지만 필요는 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견기업 이상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식품제조업체들은 중소식품제
조업과 비교하여 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사업 영역의 확대가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식품제조업체 중소기업 보호제도 효과성 및 필요성 평가(5점 척도)
4.0
3.5

3.2 3.2 3.2 3.2 3.2

점(5점척도)

3.0

3.4 3.5 3.4 3.4
3.0

3.0

3.33.33.43.3

3.2 3.2 3.3 3.2
2.9

3.0

3.23.3

3.4

3.3

3.0

3.3

3.43.53.3

2.5
2.0
1.5
1.0
0.5
0.0
효과성

필요성

효과성

적합업종제도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주: 표본 수는 433개 식품제조업체 (N=4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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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효과성

경쟁제품 지정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필요성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전체

3.3. 식품제조업의 상생협력 추진과 정부 역할 평가
3.3.1. 식품제조업체의 상생협력 추진 경험
식품제조업체들의 상생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26.1%가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추진했지만 중단하였다는 기업은 4.6%, 추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9.3%였다. 식품제조업체의 약 4분의 1 정도는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모든 기업 규모에서 20% 이상이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상생협력을 추
진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 응답 기업의 69.3%나 되었으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서는 각각 73.3%와 71.7%로 높았다.
<그림 3-8> 식품제조업체의 상생협력 추진
100%
80%
60%

66.7

40%
20%

8.3

63.8

5.3

69.3

73.3

71.7

2.4

6.5

4.6

25.0

30.9

24.2

21.7

26.1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0%

추진하고 있다

추진했지만 중단하였다

추진하지 않았다

주: 조사 표본 수는 433개 식품제조업체 (N=4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상생협력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를 기준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21.0%), 사업을 알지 못해서 (20.3%), 경영상 이득이 크지 않아서
(17.7%), 상생협력 대상업체를 찾지 못해서(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이상의 식품제조업체들은 경영상 이득이 작다고 판단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대상 업체를 못 찾았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상생누리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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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식품제조업체의 상생협력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25.0

경영상 이득이 크지 않아서

소기업

소상공인

18.6

20.7

9.1

전체
17.7

인력 및 조직 부담이 소요되어서

6.3

4.1

16.5

13.6

11.3

상생협력 대상업체를 찾지 못해서

6.3

21.6

14.9

9.1

15.3

상생협력 사업을 알지 못해서

12.5

11.3

23.1

30.3

20.3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몰라서

12.5

16.5

8.3

12.1

12.0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37.5

26.8

14.0

21.2

21.0

기타
합계

0.0

1.0

2.5

4.5

2.3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본은 상생협력을 추진하지 않은 300개 식품제조업체 (N=3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상생협력을 누구와 추
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를 기준으로 식품제조업체의 33.3%가 식품제
조 대기업, 32.1%가 식품제조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업종 내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20.6%), 유통 및 운송업체
(13.9%)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표 3-22> 식품제조업체의 상생협력 추진 대상
단위: %
구분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식품제조 대기업

33.3

45.7

22.4

24.0

33.3

식품제조 중소기업

33.3

25.7

39.7

32.0

32.1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25.0

17.1

20.7

28.0

20.6

유통 및 운송 업체

8.3

11.4

17.2

16.0

1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본은 상생협력을 추진한 133개 식품제조업체 (N=1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상생협력 추진 분야는 전체를 기준으로 원료 수급 분야와 제품 개발 및 생산 분
야, 유통 및 판로 분야가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특히, 유통 및 판로 분야가
39.9%로 가장 높았는데,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유통 및 판로 분야의 상생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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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판로를 개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 및 판로 분야 다음으로는 제품 개발 및
생산 분야 (31.2%), 원료 수급 분야 (24.3%)가 뒤를 이었다. 상생협력을 어떤 방식
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기준으로 30.9%가 유통/마케팅 지원, 23.4%가
원료 구매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생협력 추진 조사 결과는 앞서 제시한 수·
위탁거래에서 원료 구매 지원이 많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림 3-9> 식품제조업체의 상생협력 추진 내용
상생협력 추진 방식

상생협력 추진 분야
100.0

2.8

3.2

3.4

100.0

4.0

18.2
80.0

60.0

37.5

39.0

48.4

80.0

39.9

36.4

60.0

16.7
5.6

10.4
24.7

28.8

40.0

31.2
29.0

27.3

20.0

20.0
18.2

23.6

28.8

19.4

24.3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6.7
5.6
5.6
16.7

0.0

0.0

중견기업

전체

제품 개발 및 생산 분야

유통 및 판로 분야

경영 및 관리 분야

37.1

8.5

30.9

25.9

22.9

8.6

11.4

9.1
19.5

15.5

11.4

23.4
9.0
15.4

7.8

5.2

5.7

7.4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이상

이상
원료 수급 분야

36.2

8.6

27.8
23.4

34.7

40.0

6.9

자금 지원
시설/설비 지원
유통/마케팅 지원
인력/채용 지원
기타

기타

R&D 지원
원료 구매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복지·후생 지원

주: 표본은 상생협력을 추진한 133개 식품제조업체 (N=1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상생협력을 추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84.1%의
식품제조업체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안정적인 원료 조달(22.8%),
기존 제품의 매출 증가(15.8%), 신제품 개발(15.2%), 유통비용 절감(13.0%) 등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앞서 원료 구매 지원이 주요 상생협력의 방식이었는데, 이
부문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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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식품제조업체의 상생협력 추진
상생협력의 긍정적 효과 여부
100.0
83.3
80.0

90.0

85.0

80.9

상생협력의 긍정적 효과 부문
7.6

소비자 인지도/신뢰도 제고

84.1

5.4

업체 이미지 제고
3.3

직원들의 소속감 및 자긍심 상승

15.2

신제품 개발

60.0

15.8

기존 제품의 매출 증가
40.0

7.6

경영 및 관리 비용 절감

13.0

유통 비용 절감
20.0

9.2

생산 비용 절감

22.8

안정적인 원료 조달
0.0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0.0

전체

10.0

20.0

30.0

전체

이상

주: 표본은 상생협력을 추진한 133개 식품제조업체 (N=1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그림 3-11> 식품제조업체의 향후 상생협력 추진계획
향후 상생협력 추진 분야
100.0

1.7
20.0

80.0

60.0

6.8

39.8

49.0

43.0

100.0

80.0

40.0

40.0

32.8

34.4

27.5

50.0

25.0

32.4
20.0

40.0

25.0

16.1

17.6

17.9

0.0

0.0
중견기업

0.0
중견기업

0.0

3.9
7.9

6.3
4.5

5.4
5.4

5.3
5.7

37.5

29.6

28.9

25.2

19.7

16.2

14.5

18.9

19.7

15.3

16.1

5.3

9.0

10.7

8.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60.0

22.4
0.0

5.9

43.1

40.0

20.0

향후 상생협력 추진 방식

9.7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이상
원료 수급 분야

제품 개발 및 생산 분야

유통 및 판로 분야

경영 및 관리 분야

17.4

16.1

15.4

8.9

16.6

이상
자금 지원
시설/설비 지원
유통/마케팅 지원
인력/채용 지원

R&D 지원
원료 구매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복지·후생 지원

주: 표본은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127개 식품제조업체 (N=12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앞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할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기준으로 유통 및 판로 분야
가 43.0%로 가장 높았고,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유통/마케팅 지원이 29.6%로 높
았다. 앞서 상생협력 추진 내용에서도 유통 및 판로 분야가 높았던 것과 동일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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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식품제조업체들이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3.3.2. 상생협력을 정부의 역할
식품제조업체들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전체를 기준으로 3.7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가 있는 식품제조업체들
은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하여 낮게 인식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4.0

점 (5점 척도)

3.5

3.4

3.7

3.7

3.7

3.7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3.0
2.5
2.0
1.5
1.0
0.5
0.0
중견기업 이상

주: 표본은 향후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127개 식품제조업체 (N=12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식품제조업체들은 주로 공정거래 강화(전체 기준 25.0%)와 협력사업 확대를 위
한 세제/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기준 34.4%). 특히 규모가 큰
식품제조업들은 기업 간 공정거래 강화(40.0%)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였으
나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들은 세제/자금 지원(33.3~42.6%)을 많이 원하는 것이 대
조적이다.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상생결제제도 강화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점도 눈
에 띄는데, 상생결제를 확대하면 대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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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단위: %
구분
기업 간의 거래 공정화 강화
대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성과 공유제 강화
상생결제제도 강화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40.0

29.5

24.7

14.9

25.0

0.0

5.1

3.4

8.5

4.9

20.0

2.6

5.6

2.1

4.5

0.0

12.8

14.6

10.6

12.5

협력 사업확대를 위한 세제/자금 지원

10.0

33.3

33.7

42.6

34.4

상생협력 공동인프라 구축(클러스터 포함)

30.0

15.4

13.5

10.6

14.3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합계

0.0

1.3

4.5

10.6

4.5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본은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24개 식품제조업체 (N=22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4.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안정적 성장 과제
본 장에서는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대·중소식품제조업체 상생협력 촉
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4.1. 중소식품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먼저, 중소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첫째, 생산 요소의 안정적 확
보를 위한 방안으로 ‘원료 공동 구매’ 활성화 및 ‘원료 구입자금’ 지원 확대, ｢지역특
화발전특구사업｣ 및 ｢지역뉴딜사업｣과의 연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정보 제공
및 교육 측면에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에게 관련 정책, 소비자 정보, 시장/산업 트렌
드 등의 정보 전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판로 확대 측면에서 중소식품제조업
체들의 온/오프라인 유통 및 물류망을 통한 B2C 시장 진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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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측면에서 식품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 업종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시한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4.1.1. [생산 요소의 안정적 확보] 원료 공동 구매 활성화와 원료 구입자금
지원 확대
가. 원료 공동 구매
‘원료 공동 구매’는 협회를 통한 자발적인 원료 공동 구매와 aT를 통한 공동 구매를 고
려해볼 수 있다. 협회 차원의 원료 공동 구매를 위해서는 업종별/품목별 협회에서 회원사
들의 원료 수요를 조사하고,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은 비슷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협
회 차원의 공동 구매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협회 단위에서 구매한 원료가 각 회원사에게
보내지기 전까지 원료를 보관할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APC 등
유휴 시설/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이 중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원료 공동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aT에서 국산콩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실수요 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산콩 직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중소식품제조업체를 위해 일정량의 주원료를 aT가 구
매해 놓고, 월별(또는 분기별로) 중소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원료 확
보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공급하는 물량과는 별도로 규모가 작은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쿼터를 설정하는 것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만, 수요물량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농식품 원료 구매 지원 사업 확대
농식품부의 ｢농식품 원료 구매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중소식품제조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포용성장의 측면에서 소기업, 영세업체를 위한 융자금을 일
정 부분 할당해 놓음으로써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배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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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정부 사업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예산 규모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중
소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국내 농산물
수요처 확대와 관련될 수 있다.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및 지역뉴딜사업과의 연계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과 ｢지역뉴딜사업｣을 고려하여 원료 생산지역과 연
계성을 높여야 한다. 전국에 총 195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
운데 12개 특구가 2020년 우수 특구로 선정되었고,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와 고흥
유자·석류 특구가 포함된다. 지역 기반의 중소식품제조업체가 다수인만큼 지역특
구 및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중소식품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이 기존의 ｢산업
단지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되어 일관성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복투자를 줄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표 3-24> 농식품 관련 우수특구 주요 운영 성과
지역

특구

지정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

전북

임실엔치즈낙농특구

2016

전남

해남 고구마산업특구

2010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2005

주요 성과
∙ 고추·구기자 연구-가공-유통시설 및 체험단지 조성
∙ 중국과 MOU 체결
∙ 지역민 고용 확대 기여
※ 고용인원 증가: (’18년) 189명 ⇨ (’19년) 238명
∙ 신제품 개발
∙ YUZA 브랜드(네이밍)로 유럽 진출
∙ 제1회 축제 개최로 해외바이어 초청(12개국) 및 수출
※ 신제품 개발: (’18년) 8개 ⇨ (’19년) 11개
∙ 치즈식품연구소 주도 제품 개발(8종)
∙ 특허 등록(4건)
∙ 축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증대
※ 관광객 유치 증가: (’18년) 34만 명 ⇨ (’19년) 49만 명
∙ 신제품(아이스군고구마 등) 개발 및 무균품종 보급
∙ 직영 쇼핑몰(해남미소) 운영
∙ 아마존 입점 등 고용·매출 확대
※ 고용인원 증가: (’18년) 50명 ⇨ (’19년) 61명
∙ 주류 가공업체 해외 진출, 복분자 식초 개발 등
∙ 복분자주(미국, 호주 등) 및 식초(싱가폴) 수출 확대
※ 매출액 증대: (’18년) 929억 원 ⇨ (’19년) 1,192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 10. 21.)를 기초로 재구성.

116 |

4.1.2. [정보 제공 및 교육] 중소식품제조업체들에게 관련 정책, 소비자 정보,
시장/산업 트렌드 등의 정보 전달 강화
가.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정보 격차 해소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은 각종 소비 트렌드 및 정책지원에 대해 대기업과 정보 격
차를 지닌다. 따라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금 지원 등 관련 정부 정책뿐만 아
니라 소비자 정보, 시장 트렌드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식품
정보분석 사업｣의 일종인 농식품부의 ｢식품산업 정보분석｣, ｢농식품 소비정보분
석｣,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aT FIS)｣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제공되는 자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 수요자들의 니즈
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들과 식품정보 전문기관들과의 정기
적인 포럼을 활성화하고, 식품제조업 부문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나.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HACCP 인증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소식품제조업체의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자금을 개편하고,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하여 HACCP 의무
화 대상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 개보수 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28) 하지만, 대상 업체들로부터 기준에 부합한 위생관리 시설 설
치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많다. 현재 2020년 HACCP 의무화 대상유예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HACCP 시설 설치 의
28) 2020년 HACCP 의무화 대상 소규모 식품 업소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
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이며,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의 업소이다. 총 708개 업소를 대상으로 70억 8천 3백만 원을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
자료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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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단일 방안에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하여 업체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
원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영세한 식품제조업체들의 자금상황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식품제조업체들의 경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식품위
생정책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ACCP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정
도 교육을 의무화해 식품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것도 이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지원의 당위성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식품 위생·안전 교육과 컨설팅 확대
농식품부의 식품 위생·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식
품 위생·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를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2019년과 2020년 농식품부 ｢식품품질 위생역량 제고 사업｣이 국고 10억 원
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HACCP 의무적용 품목이 확대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대상 업종이 아니었던 업종들에 HACCP 의무화가 적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HACCP 의무화 대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
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라. 기업마당에 민간 지원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인 ‘기업마당(BizInfo)’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보유기관의 중소기업정
책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원하는 기업은 메일링
및 SMS 푸시 등의 정보 전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마당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은 거의 모두 정부의 정책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민간 지원 정보들
은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사업 이외에 별도의 분리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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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투자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인 ‘기업마당’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4.1.3. [판로 확대]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온/오프라인 유통 및 물류망을 통한
(B2C) 시장 진출을 활성화
신규 유통채널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적극 활
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째 이들 유통채널이 소비자에게 익숙하
기 때문이며, 둘째 중소식품제조업체에게 신규 유통채널의 개척은 엄청난 비용소
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가.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특화) 식
품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확대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
체들과 지역 매장(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 수수료 인하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우체국 및 코레일 등 공공 유통·물류망 활용
우체국/코레일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업체·소상공인 식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
해 포장 지원, 택배 및 배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식품제조업체가 다양한 판로를 개
척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
화를 위해 ｢국제특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체국, 페덱스, DHL 물류비
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의 배송지원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온/오프라인 박람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바이어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고, 계속해서 소매시장 담당자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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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하여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바이어 서치/매칭이 매우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식품제조업체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
한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1.4. [제도] 중소기업 업종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종 보호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관심 업
종이 식품제조업이며, 다수의 중소식품제조업체가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
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업종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많은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제도
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
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평가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의 경우 동반성
장위원회, 언론, 해당 업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표함으로써 권고사항 불이행 기
업들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의 법적 구속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평가가 시장에 신호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 평가와 적합업종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다.

4.2. 대·중소식품제조업체 상생협력 촉진
식품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대·중소
기업간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생누리 활
용에 대한 식품산업협회와 연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교류협의회, 지역
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협력 코디네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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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 B2C 시장에 진출시켜
유통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쇼핑 채널 및 기존 온라
인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B2C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마켓컬리와 프레
시지 등 신흥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가점/감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
성과 공유제｣ 중심의 식품제조업 간 상생협력 확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평가 강화 등이 요구된다.

4.2.1. [정보 제공 및 교육]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커뮤니
케이션, 교육 확대
가. 상생누리 활용에 대한 식품산업협회 연계 홍보 강화
그동안 기업 간 상생협력이 직접적인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들 간에
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협력사 이외 기업들
에도 상생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상생누리’ 플랫폼을 한국식품산업
협회 등 관련 협회에 적극 홍보하고,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이러한 플랫폼 및 상생
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파리크라상, CJ제일제당, ㈜농심, SPC삼립, 대상㈜, 동원F&B, 풀무원식품,
㈜하림 등 주요 식품 대기업이 ‘상생누리’ 시스템에 지원 프로그램을 등록한 바 있
다. 이들 식품 대기업들도 ‘상생누리’에 참여하므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기회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 특히 CJ제일제당이나 SPC삼립 등 아직 상생협력 프로그램
을 적게 등록한 기업을 중심으로 식품산업협회가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제안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을 장려하는 데 식품 관련 주무부처들
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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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주요 식품 대기업들의 상생누리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8∼2020년 10월)

총계

㈜파리
크라상

CJ제일제당

㈜농심

SPC삼립

대상㈜

동원F&B

풀무원
식품

㈜하림

8

1

20

3

40

2

14

6

자료: 상생누리 홈페이지의 기업별 프로그램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0. 11. 10.).

나. 지역교류협의회, 지역 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상생협력 코디네이터 양성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제조업체들은 소규모 업체들이 많고, 지역에 기반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관되므로
지역 교류협의회, 지역 클러스터(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연계를 극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단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개발한 집적
산업시설 내에 유휴 시설이 있다면 이러한 시설 내에서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코디네이터(가칭 상생듀오)를 양성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상생협력 교
육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시행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초지자체에서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2.2. [판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온라인 B2C 시장 진출을
통한 유통 경로 다변화
가. 주요 포털사이트 쇼핑 채널 및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B2C 시장 진출 모색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온라인몰을 제작하고 식품을 판매하는 것
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자체 온라인몰까지 방문하게 하는 것이 쉽
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의 쇼핑 채널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비교
하고 구입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상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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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한 네이버와 협의를 통하여 네이버쇼핑에 <우수 중소 식품브랜드 코너>를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네이버쇼핑 내에 ‘장보기’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 안에 <우수 중소 식품브랜드 코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온
라인 유통업체인 쿠팡의 로켓프레시와 SSG닷컴의 가공/건강식품 카테고리 내에
<우수 중소 식품브랜드 코너>를 적용하면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친환경 및 로컬 식품 등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
나19로 인하여 여행이 줄어든 것을 볼 때, 지역 특색이 있는 친환경 식품 및 로컬 식
품을 강조하여 중소 식품브랜드 코너를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
해서는 민관협력 강화가 필수 선결 조건이다.

나. 마켓컬리와 프레시지 등 신흥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
현재 오아시스 마켓29)에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들의 브랜드인 ‘찬들마루’를
위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이처럼 다른 신흥 온라인 마켓과의 상
생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식품제조업체는 이들 기업을 포함한 신흥 온
라인 유통업체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 판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상생협약을 통해 유통업체와 연계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는 이미 온라인 식품 시장의 강자
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프레시지는 중기부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맺기
도 하였다. 오아시스 마켓에서와 같이 찬들마루 브랜드를 마켓컬리와 프레시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9) 오아시스 마켓은 친환경 농식품 전문 판매점으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중 2019년 매출액 기준으
로 SSG닷컴, 마켓컬리에 이은 3위 기업이다(한국경제 2020. 8. 12. “‘마켓컬리 대항마’ 오아시스
IPO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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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상생협약을 통한 찬들마루 브랜드 별도 코너 운영(안): 프레시지에 적용

자료: 오아시스 마켓 홈페이지(https://www.oasis.co.kr/product/bestCompany, 검색일: 2020. 10. 1.) 및
프레시지 홈페이지(https://www.fresheasy.co.kr/main/index, 검색일: 2020. 10. 1.).

4.2.3. [제도] 공정거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적합업종 권고사항 불이행에 대한 가점/감점 강화
가. 성과 공유제 중심의 식품제조업체 간의 상생협력 확대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도출된 성과를 협력 기업들 간에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포용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납품단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품단가 이슈는 수탁업체와 위탁업체 모두 문제시하는 이슈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보다는 ｢성과 공유제｣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과 공유제｣가 원가 연동가격제 모델이기 때문에
납품가격을 실제 원가에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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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성과 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 비교
성과 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① 원가 연동가격제(Cost-Plus Pricing) 모델
* 납품가격이 실제 원가에 연동하여 변경되는 반면, 이
익마진은 원가의 일정비율(%)로 고정
② 수탁기업이 달성한 성과 공유
(원가절감, 물량확대 등)
③ 원가정보 공개 필요
④ 하도급 구조에 적합
⑤ 제조업에 적합한 모델
⑥ 대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도움

① 산출연동보상제(Output-based) 모델
* 납품가격 및 협력사 이익마진이 협력사업의 최종결
과물(Output)인 대기업 이익 등과 연동
②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 추가 이익 공유
③ 원가정보 공개 불필요
④ 개방형 혁신에 적합(미거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⑤ 제조, 유통·IT·플랫폼 등 신산업 적합
⑥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과 대기업 경쟁력 강화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위탁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원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11. 6.).

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평가 강화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평가 부분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에서 47점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납품단가 및 납품물량 보증에 대한 배점을 높이
는 등 세부 배점 내용을 조정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므로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진다. 농산물
의 가격 및 생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위험관리가 필요하
다. 납품 단가뿐만 아니라 납품 물량에 대한 계약도 잘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세제 혜택, 정부 지원제도 수혜 등과 연계성이 높으므로,
가점과 감점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아가 사후적으로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페널티(penalty)를 줄 수 있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위반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입찰 5년간 제한, 출입국
우대카드 신청 5년간 제한, 정부 주관 기술개발사업 신청 5년간 제한 등이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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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

1. 식품제조업 일자리는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관련되나?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소득분배 개선, 고용 확충, 창업 촉진, 균등한 기회 제공
과 관련하여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 영역(이슈)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 개선, 취업역량 강화, 취업서비스 및 실업 안전망 내실화를 추진하
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30) 이를 통해 ‘일자리, 분배, 성장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성
장을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을 도모하는 것
이 소득주도성장의 범주를 확대한 포용성장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30) 강동수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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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
구분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기본방향

노동소득과 자영업소득 증대 → 노동분배율 개선 국민소득 증대 → 사회양극화 해소

주요정책

∙ 최저임금제강화
∙ 생산성임금협약(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연계)
∙ 자영업자 소득인정
∙ 근로빈곤층 생활소득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 최저임금제 강화(중소제조업 노동자 보호 강화)
∙ 생산성임금협약(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연계)
∙ 자영업자 및 노동빈곤층 생활보장
∙ 생애주기(청년, 중고령, 노인) 및 계층별(중간층, 여
성, 학력, 지역 등) 생활비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노동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양극화 해소

수요

∙ 내수 증가(소비 증가)
∙ 수출 증가

∙ 내수 증가(소비 증가)
∙ 필수적 지출비용 절감 정책

공급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임금 상승의 생산성 향상효과
∙ 혁신성장(규제 완화, 벤처육성 등)을 통한 산업
구조 개선
∙ 중견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

비고

∙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

∙ 개도국을 넘어선 국가로 양극화, 서비스 부문 비
중이 높은 국가

∙ 고용주도성장과 임금주도성장을 포괄

∙ 배제 없는 사회, 배제 없는 성장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전제로서 공정경제가
필수적

성장영역

자료: 조흥식(2018). “포용성장과 포용성장연구단: 포용성장 연구의 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Research
Brief 5.

식품제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이 빠르게 증가해 왔고, 창업 활동도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을 보여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화
트렌드에 따른 신상품 수요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 생산을 기계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식품제
조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것은 식료품제조업 종사자 수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과 전체 제조업에서 식료품제조업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
차 커지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2018년 기간 동안 식료품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제조
업의 연평균 증가율 2.42%보다 높은 4.55%를 기록했고, 전체 제조업에서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8년 7.3%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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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전체 대비 비중 변화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또한 한국고용정보원(2017)에 따르면, 2016~2026년 기간 동안 식료품제조업
의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제조업 취업자 수 전망치 0.5%에 비해 약 2배
인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 제조업 전체와 식료품제조업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가율(연평균)

2016

2021

2026

2016~ ’21

2021~ ’26

2016~ ’26

제조업

4,481

4,629

4,698

0.6

0.3

0.5

식료품
제조업

376

404

416

1.5

0.6

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7).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6-2026｣.

또한, 식품 분야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신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부
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등의 수행을 통해
식품제조업 분야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제
조업에 필요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식품제조업 유망 분야에 고급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제조업에서 식료품제조
업의 기여도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식료품제조업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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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식품제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뿐만 아니
라 전체 제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달성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식품제조업이 과연 이러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식품제조업의 고용구조가 과연 미
래 식품제조업의 발전과 사회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인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식품제조업의 고용구조는 포용성장의 핵심키워드인 안정
적 성장, 공평분배, 공정 기회 측면과 지속가능성의 핵심키워드인 미래 지향, 순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불균형, 임금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고용,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
을 진단하여, 식품제조업이 ‘일자리, 분배, 성장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응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식품제조업 일자리 정책 현황
식료품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정책은 비단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여타 중앙부처들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중소
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은 ｢내일채움공제｣,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
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
책은 ｢고용 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있다. 이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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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
｢내일채움공제｣는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성과보상금 형태
로 근로자(핵심인력)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다 복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혜택으로, 1) [사업주
대상] 납입액의 25%에 달하는 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핵심인
력 대상]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 납입액의 소득세 50% 감면이 있다.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예산 84억 4천만 원)｣은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경력 연구인력(기업·공공연·대학 등의 경력 보유자) 채
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계열의 기업, 공공연 및 대학 등의 연구경력 기준을 충족한 경력자를 채용할 때 지
원한다(기업당 1명, 최대 3년 동안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 5,000만 원 한도).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예산 157억 8천만 원)｣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인
력 현상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
는 정책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이공계 석·박
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인력의 채용을 지원한다(최대 3년, 2명 이내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 유입을 촉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자 소득 안정, 중소기업 운영 지원 측면에서 포용성장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창출장려금(예산 11,430억 9천만 원)｣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형
태를 변경(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교대제 개편 등)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며 증
가한 근로자 수 1명당 1 ~ 3년간 월 40만 ~ 1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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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5,032억 7천만 원)｣는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년형은 만기금 1,600만 원(청년 300+ 기업 400<정부 지원>+
정부 900), 3년형은 만기금 3,000만 원(청년 600+기업 600<정부 지원>+정부 1,800)
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정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이
후에 장기로 근속할 뿐만 아니라 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우
수인재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예산 1,511억 9천만 원)｣은 고용불안이 발생할 때 근로 형태
유연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에 따라
임금 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최대 월 40만 원), 간접노무비(우선 지원 대상기
업·중견기업, 최대 월 20만 원), 대체인력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60만 원/
대규모 기업, 최대 30만 원)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 정책은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직접적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자금 지원 형태의 정책이 많다. 취약계층 배려, 근
로자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 등의 측면에서 포용성장을, 고용촉진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내용상 포용성장에 가중
치가 더 큰 경향이 나타난다.

2.1.1. 식품제조업체의 정책 인지도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식품제조업체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가 중소벤처기
업의 정책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만
예외적으로 인지도(64.9%)와 활용 경험(30.7%)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
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 유지지원금을 알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비중은 각
각 77.5%, 68.6%를 차지했으며, 정책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도 각각
26.7%, 20.8%를 차지하여 식품제조업체 입장에서 여타 정책들에 비해 활용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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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정책들 중 식품제조업체의 활용 경험이 가장 많은
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29.5%)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현황
부처

정책/사업

2020년
예산현황(억 원)

포용성장

내일채움공제

2,927.9

근로자 소득 안정

중소기업 안정적 인력운영

2.0

-

중소기업 자주적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

30.0

-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18.3

중소기업 운영 지원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인력수급 원활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 양성
중소
벤처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기업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71.7

중소기업 운영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

157.8

중소기업 운영 지원

전문 인력 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84.4

중소기업 운영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중소기업 복지수준 격차 해소

중소기업 인식 개선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용
노동부

지속가능성

청년내일채움공제

5,032.7

근로자 생활 안정

고용 촉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1,647.2

근로자 고용안정
경영부담 완화

-

고용 창출장려금

11,430.9

취약계층 포용

고용 촉진

고용안정장려금

1,511.9

근로자 여건 개선 및 생활 안
정

-

고용 유지지원금

350.9

기업운영 지원
근로자 생활 안정

-

직장어린이집지원

1,337.2

근로자 여건 개선 및 생활 안
정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916.2

근로자 여건 개선 및 생활 안
정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0.5

지역경제활성화

고용 촉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과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
kr, 검색일: 2020. 10. 20.)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2.1.2. 식품제조업에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여 기존 정책 활용도가 낮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 역시 지원 기준 및 자
격에 부합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체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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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등의 사업은 주로 신
성장 유망산업 분야 내 중소·벤처기업에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식품제조기업의 인력수요와 괴리가 있고 신청률 역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제조업체 조사 결과를 통해 식품제조업체의 중소
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에 대한 활용 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사업의
활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모두 3% 미만에 불과하다.
<표 4-4> 중소벤처기업부 인력 유입촉진정책 및 고용노동부 지원금정책 인지도, 정책 필요성,
활용 여부
단위: %
정책인지도
부처

중소
벤처
기업부

고용
노동부

정책/사업

알고
있다

모른다

정책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편

보통

필요
있는편

매우
필요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내일채움공제

64.9

35.1

0.7

4.2

49.0

32.4

13.6

30.7

69.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6.0

74.0

1.0

6.4

63.1

23.5

5.9

2.7

97.3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 양성

20.8

79.2

1.0

7.4

66.6

19.8

5.2

1.7

98.3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

21.5

78.5

1.2

9.2

64.6

19.6

5.4

1.7

98.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인지도

18.1

81.9

1.5

10.4

63.4

19.1

5.7

0.2

99.8

신진연구인력
채용 지원

17.8

82.2

1.0

11.1

62.1

19.6

6.2

2.5

97.5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
원

19.1

80.9

1.0

10.6

63.1

19.8

5.4

2.5

97.5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20.5

79.5

1.0

5.7

62.1

24.5

6.7

1.5

98.5

일자리안정자금

59.2

40.8

1.0

3.7

44.6

33.4

17.3

29.5

70.5

고용 창출장려금

61.1

38.9

1.2

2.5

46.0

38.6

11.6

15.3

84.7

고용안정장려금

77.5

22.5

0.7

3.0

36.6

44.6

15.1

26.7

73.3

고용 유지지원금

68.6

31.4

1.0

2.7

39.6

41.3

15.3

20.8

79.2

직장어린이집지원금

37.9

62.1

1.7

6.4

53.0

26.5

12.4

1.0

99.0

장년고용안정지원금

54.7

45.3

0.7

4.2

45.5

35.9

13.6

9.9

90.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2.8

57.2

1.2

4.2

46.5

35.1

12.9

5.4

94.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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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응답자 중
활용 경험 있음

2.2.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
2.2.1. 귀농과 청년농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 집중, 식품제조업
포함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자들 위한 포용적 일자리 정책 미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
로 설정하고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혁신형·지역형 일자리’ 확대31)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청년층 창업과 베이비
부머 은퇴자의 귀농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일하는 사
람을 위한 포용적 일자리 정책이기보다는 농촌이라는 지역공동체를 포용하고자 하
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5>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구분

목표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

농업 창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농업
구조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정책 내용

기대효과

① 농지·시설, 교육 등 2040세대의 농업 창업 지원
강화
미래 농업을
② 스마트농업, 민간투자 등 기술·자본 투입을 통 주도할 인적자원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보 및 농업
③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우리 농식
혁신 촉진
품의 시장 확대

① 귀농 지원체계 정비로 체계적 사전 준비와 안정 5060세대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적 정착 지원
일자리 수요를
농촌지역 일자리가
②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 흡수하고, 농촌
확대되도록 지원 강화
체 복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20. 2.); 농림축산식품부 2020 업무계획(https://www.mafra.go.kr/
2020plan/, 검색일: 2020. 8. 19.).

31)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0. 2.

제4장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 |

137

2.2.2. 기존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증대되고 신규 사업 활발히 추진 중이나, 식
품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은 종류와 규모면에서 제한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창업농 및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정자금 지원｣, ｢인턴십 및 취업교육 사업｣ 등이
있다. 식품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 사업은 ｢귀농귀촌 일자리 박람회｣,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사업｣,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 ｢식품제조업청년 일
자리성공 패키지｣ 정도가 있다.
｢청년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구축(예산 434억 9천만 원)｣은 스마트팜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개설 사업｣과 창
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시설 부담을 낮추어 창업 초기자본과 영농경험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은 숙련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제품개발 촉진을 위
한 사업으로 식품 분야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식품제조 또는 식
품가공 기술을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물려주는 교육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요
4개 분야(부각, 한과, 떡, 음료)의 숙련기술인들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으며 대
표적인 예로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과 ｢식품산업청년 일자리성공 패키지｣
가 있다. ｢식품외식기업 연계 인턴십 지원사업｣은 연수생 대상 식품 위생·안전 교
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 인턴 채용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연수비(총
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품산업청년 일자리성공 패키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전국 4개 권역(강원·충청,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에서 최신 채용
트렌드 정보(채용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식품기업 입사 관련 교육(면접 및 자소
서 코칭, NCS 직업기초능력 테스트 등)을 총 5회에 걸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는 ｢식품제조업체 R&D 담당자 신규 취업
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2020년 신규, 100백만 원)｣, ｢식품제조업체 재직자 대상 석
사학위 과정 미래식품 계약학과(2020년, 580백만 원 → 2021년, 1,070백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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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제조업 관련 일자리 정책/사업은
정보 제공, 소득 안정, 구직자 교육 및 훈련 등의 측면에서 포용성장을, 창업촉진, 창
업자 성장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사업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신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 중 식품제조업에 한정된 정
책/사업은 종류와 규모면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식품제조업체의 규모, 지역 등의
각종 운영 여건에 맞게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구직자 요구사항을 반영
한 사업들을 추가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식품산업
관련 주무부처로서 여타 중앙부처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영역 및 대상에 대해
서 전문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표 4-6>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정책 현황
부처

농림
축산
식품부

정책/사업

2020년 예산현황
(억 원)

포용성장

지속가능성

귀농귀촌 일자리 박람회

3.0

정보 제공

농업법인취업지원

12.3

소득 안정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7.2(’19년)

경영안정지원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개설 및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434.9

-

창업촉진
성장기반 조성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314.5

소득 안정

창업촉진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사업

1.0

구직자 교육 및 훈련 기술보호 역량강화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

5.8

구직자 교육 및 훈련
소득 안정

-

식품산업청년 일자리성공 패키지

2.3

구직자 교육 및 훈련

-

인력수급 원활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20. 2.).

2.2.3.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정책의 대표 수요자인 식품제조업체의 정책에 대한 인
지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자리 박람회(32.9%)｣를 제외한 여타 정책들
에 인지도 수준은 22%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제조업체들의 정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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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비해서 정책 활용 경험은 현저히 낮아 4% 미만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
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사업｣,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은 활용 경험 비중이 2% 미만으로 낮았다. 단, ｢식품
산업청년 일자리성공 패키지 사업｣의 경우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준비, 자
소서 컨설팅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체 입장에
서의 활용 경험 비중이 낮게 조사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여 더 많은 업체들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4-7> 식품제조업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정책 인지도, 정책 필요성, 활용 여부
단위: %
정책 인지도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응답자 중
활용 경험 있음

정책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편

보통

필요
있는 편

매우
필요
하다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귀농귀촌 일자리 박람회

32.9

67.1

3.7

11.4

62.4

18.3

4.2

3.7

96.3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

12.9

87.1

1.7

10.4

65.6

17.6

4.7

1.2

98.8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 정책

9.7

90.3

1.7

10.1

66.3

17.1

4.7

0.5

99.5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정책

15.8

84.2

1.7

10.4

66.3

16.8

4.7

1.5

98.5

식품산업 청년일자리
성공패키지 정책

21.3

78.7

2.2

6.9

64.9

19.3

6.7

3.5

96.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 식품제조업 일자리의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측면 평가
3.1.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지표
새롭게 정립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가
치를 바탕으로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지표를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와 일자리 질
적 개선 측면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의 일자리 기반이 안정적 성장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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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했는지, 고용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일자
리의 임금 및 근무환경 등에 차별은 없는지, 산업 내 근무조건 불평등이 확대되거
나 양극화되진 않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질을 평가하는 지표개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
다. 이러한 노력은 고용시장 및 노동권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옥우석 외
2010). 양질의 노동과 고용 근로, 사회적 보호, 노동 권리, 사회적 대화와 같은 양질의
근로와 관련된 의제가 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젠다의 필수 요소가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제노동기구는 유엔의 2030 어젠다의 목표 8이 1) 지
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2)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노동의 증진을 요구하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국제노동기
구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32)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8은 “지속성·포
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모토로 10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중 식품제조업에 적용 가능한 일
자리 문제 즉,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에 대한 세부목표는 8.5와 8.6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진단할 수 있도록 수립된 K-SDGs(Korea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33) 목표
8에서도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
는 지표로 인구집단별 고용률, 여성고용률, 남녀 임금 격차,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이행비율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식품제조업의 일자리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는 K-SDGs의 세부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K-SDGs의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를 참고하여 포용성장의 핵심키워드인 안정적 성
장, 공평분배, 공정 기회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남녀 임금 현황, 채용 현
32)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https://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검색일:
2020. 6. 3.).
33)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검색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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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등의 지표를 사용하며, 지속가능성의 핵심키워드인 미래 지향, 순환 측면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로 청년고용률, 학력별 종사자 현황 및 평균재직 기간 등을 활용한다.

3.2. 포용성장 관점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
3.2.1. 노동생산성
식품제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일자리 측면에서 양적으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성장이 과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식품제조업의 노
동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액을 통해 평가했다. 2016~2018년 기간 동안 식료품제
조업은 대기업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중
기업의 경우 2016년 160.1백만 원에서 2018년 189.7백만 원으로 18.5% 증가하여
전체 제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액인 163.3백만 원을 넘게 되었다. 소기업의 경우
에도 동 기간 동안 1인당 부가가치액이 10.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제
조업 평균과의 격차를 2016년 11.2백만 원에서 2018년 7.8백만 원으로 좁혔다. 그
러나 대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은 여전히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임에
도 불구하고 2016년 483.6백만 원에서 2018년 397.7백만 원으로 감소했다. 중기업
은 1인당 부가가치액이 제조업체 평균보다 크고, 소기업은 제조업체 평균과의 격차
좁혀져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다.
<표 4-8> 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액
구분
2010
2016
2017
2018

제조업
374.0
355.0
366.2
369.1

대기업
식료품제조업
427.3
483.6
453.8
397.7

제조업
146.7
163.2
162.4
163.3

중기업
식료품제조업
130.8
160.1
168.9
189.7

주: 1인당 부가가치액 = 업체별 부가가치액/업체별 종사자 수.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원시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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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69.0
79.9
82.8
83.8

단위: 백만 원
소기업
식료품제조업
61.2
68.7
73.6
76.0

3.2.2. 임금 격차
식품제조업 내 성별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345
만 원 여성은 240만 원을 평균 월급여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식품제조업 내 여성근로자의
임금비율은 남성근로자의 61.5%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69.3%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수준은 남성근로자 임금
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4-9> 식료품제조업의 남녀 월 임금 총액
단위: 천 원
구분

남

여

여성임금비율

2010

2,594

1,596

61.5%

2011

2,561

1,643

64.2%

2012

2,698

1,751

64.9%

2013

2,774

1,779

64.1%

2014

2,858

1,901

66.5%

2015

2,991

1,959

65.5%

2016

3,086

2,051

66.5%

2017

3,287

2,134

64.9%

2018

3,359

2,272

67.6%

2019

3,454

2,395

69.3%

자료: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검색일: 2020. 9. 10.).

또한,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남녀 간 임금차이가 점차 벌어져 공평한 분배를 통
한 포용성정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3~2017년 평
균 월 임금34)을 근속연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남녀 간 임금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8천 원, 1~3년인 경우 59천 원, 3~5년인 경우 83.4천 원, 5~10년인 경우 111천 원,
34) 테이터안심구역(http://datakorea.datastore.or.kr/profile/industry/C10/#emdType_timePay_
gender, 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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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80.8천 원으로 점차 벌어졌다. 문제는 근속연수가 긴(10년
이상) 근로자의 남녀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벌어진다는 점이다. 2013년 남녀 간 월평균급여 격차가 139천 원에서 2017년 210
천 원으로 51.1% 더 커진 것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남녀 월평균임금 차이(2013~2017년)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검색일: 2020. 9.10).

3.2.3. 채용기회
식품제조업이 제공하는 기회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유발계수, 채용 현황 및
인력 부족 현황, 창업기업 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지난 10년간 식료품제조업의
구인 인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채용계획 인원 비중이 증가하여 일자리 제공 기회
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품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전체와 비교하
여 전통적으로 높아왔다. 1995년 식품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53.26명/십억 원,
제조업은 28.35명/십억 원으로 식품제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24.9명 더 많
았다. 그러나 1995~2018년 기간 동안 전체 제조업과 식품제조업 모두 취업유발계
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식품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2018년에는 격차가 7.9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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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제조업 식품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 변화
단위: 명/십억 원

자료: 산업통계포털(https://www.istans.or.kr/mainMenu.do, 검색일: 2020. 9. 10).

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의 구인 현황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구
인인원은 2010년 상하반기 총합 345,170명에서 2019년 250,984명으로 27.3% 감소
한 반면, 식료품제조업은 2010년 18,738명에서 2019년 23,639명으로 26.2% 증가한
모습을 보여 지난 10년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의 채용 현황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채용계획
인원의 경우 2010년 식료품제조업의 채용계획 인원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5.5%에 불과했는데 반해, 2019년에는 10.2%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식료품제
조업이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채용 현황 및 인력 부족 현황
단위: 명
시점

산업

2010
1/2

식료품제조업

2010
2/2

식료품제조업

2019
1/2

식료품제조업

2019
2/2

식료품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채용계획 인원

2,508,746

166,894

116,846

50,048

118,086

127,163

8,582

6,521

2,062

6,358

2,806,306

178,276

131,315

46,961

129,282

135,862

10,156

7,612

2,544

7,328

3,212,904

133,506

113,111

20,395

61,934

211,214

11,209

9,304

1,905

6,606

3,193,973

117,478

99,209

18,269

56,296

216,120

12,430

10,360

2,070

5,457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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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도 활발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6~2019년 사이 음식료품 및 음료 업종의 창업기업 수는 6,992개서
6,772개로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에서 12.9%로 오히려 증
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음식료품 및 음료의 창업기업수를 제조업의 다른 업종
과 비교하면 기계금속업종(13,388개),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7,250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1> 제조업 업종별 창업기업 수
단위: 개
구분
제조업
음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내 음식료품 및 음료 비중(%)

2016

2017

2018

2019

58,742

58,015

57,325

52,317

6,992

7,394

7,233

6,772

11.9%

12.7%

12.6%

12.9%

섬유 및 가죽

7,972

7,495

7,448

6,715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3,665

3,575

3,609

3,34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73

1,223

1,363

1,229

고무 및 화학제품

6,246

6,044

5,977

5,287

15,544

15,256

13,958

13,388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117

8,637

8,237

7,250

자동차 및 운송장비

3,307

2,971

3,151

2,968

기타제조업

5,426

5,420

6,349

5,365

기계, 금속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 연도). ｢창업기업동향｣.

3.3. 지속가능성 관점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
3.3.1. 일자리 구성
중소기업이 99%를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제조업의 미래 지향성을 진단하기 위
해 식료품제조업 종사자의 학력 구성을 제조업과 비교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식료
품제조업 종사자의 학력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의 경
우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4.%를 차지하는 데 비해 식료품

146 |

제조업은 32.5%에 불과했다. 식료품제조업 종사자의 학력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년인력 부족현상은 심화되어 나타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2> 학력별 중소제조업 및 중소식품제조업 종사자 비율
단위: %
학력

산업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5.9

5

4.3

3.9

3.4

2.1

1.7

1.1

식료품제조업

11.1

11.5

11.6

10.3

8.1

4.2

3.3

3.4

제조업

55.5

56.7

57

53.4

53.4

57.4

58.3

54.5

식료품제조업

59.2

60.4

60.7

62.5

62.5

63.2

65.1

64.1

제조업

17.6

14.7

15.9

18.3

17.2

19.5

13.7

18.7

식료품제조업

13.9

8.6

9.1

10.3

11.7

17.4

14.6

11.7

제조업

19.8

22.1

21.5

23

24.7

20

25.2

24.6

식료품제조업

14.9

17.9

17.4

15.9

16.9

14.6

16.3

20.1

제조업

1.2

1.5

1.3

1.3

1.3

1

1.1

1

식료품제조업

0.9

1.6

1.2

1.1

0.7

0.7

0.7

0.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 연도). ｢중소기업실태조사｣.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식료품제조업의 20~30대의 젊은 청년인력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26.0% 수준을 차지하여 제조업 전체 32.9%에 비해 6.9%p 낮았다.
청년인력의 부족 현상은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심화되어 나타나, 식료품제조 소
기업의 청년인력 비중은 24.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2018년 연령별 중소제조업 및 중소식품제조업 종사자 비율
단위: %
제조
업종
제조업

식료품

매출액
규모별

합계(명)

~20대(%)

30대(%)

40대(%)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소계

2,315,755

7.0

2.7

16.6

6.6

24.1

소기업

1,626,188

6.1

2.6

15.3

6.7

중기업

689,567

8.9

3.2

19.7

6.5

여자

50대(%)
남자

여자

60대 이상 (%)
남자

여자

9.1

20.2

7.0

5.2

1.4

24.2

9.2

21.3

7.3

5.7

1.6

23.9

8.8

17.7

6.3

4.2

0.9

소계

151,215

3.6

4.1

10.0

8.3

16.5

15.7

14.4

17.4

3.9

6.0

소기업

107,700

3.3

4.1

9.1

8.1

16.5

14.6

14.9

18.4

4.1

6.7

중기업

43,515

4.4

4.1

12.2

9.0

16.6

18.3

13.2

14.9

3.3

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 연도). ｢중소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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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일자리 안정성
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의 종사상지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식료품제조업이 제조
업에 비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낮고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료품제조업의 상용 근로자 비중이 2010~2018년 사이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 식료품제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식료품제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나
타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짧아지고 있다. 식료품제조업의 경
우 평균재직기간은 2010년 14.8년에서 2018년 8.4년으로 6.4년이나 짧아져, 식료품
제조업체가 인력운용과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식료품제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나타남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짧아지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표 4-14> 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 종사자 수 및 종사상지위별 현황
단위: 천 명, %
총 종사자 수
연도
2010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상용 근로자
제조업

비중

식료품
제조업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

제조업

비중

식료품
제조업

비중

3,247

200

2,791

86.0%

150

75.1%

285

8.8%

36

18.0%

2011

3,415

213

2,985

87.4%

165

77.3%

250

7.3%

34

15.8%

2012

3,535

221

3,091

87.5%

174

78.7%

257

7.3%

33

15.0%

2013

3,622

225

3,195

88.2%

180

79.8%

238

6.6%

31

13.8%

2014

3,773

244

3,333

88.3%

195

79.8%

238

6.3%

33

13.7%

2015

3,838

253

3,375

87.9%

201

79.6%

245

6.4%

34

13.4%

2016

3,862

261

3,398

88.0%

211

81.1%

233

6.0%

31

12.0%

2017

3,929

270

3,423

87.1%

215

79.8%

267

6.8%

35

12.9%

2018

3,931

285

3,440

87.5%

229

80.3%

264

6.7%

36

12.6%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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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제조업과 식료품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재직기간
단위: 년, %
조사 연도

전체 응답자

최근 3년 이내 퇴직자

제조업 전체

식료품제조업

제조업 전체

식료품제조업

2010

14.1

14.8

-

-

2011

13.3

13.7

-

-

2012

12.8

12.6

-

-

2013

12.5

11.5

-

-

2014

12.0

11.4

-

-

2015

11.2

11.4

5.7

7.0

2016

10.5

9.9

5.4

6.3

2017

10.0

9.0

5.9

5.4

2018

9.1

8.4

5.8

3.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3.4. 일반인과 구직자의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
일반인들의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한인식은 타 산업 대비 다소 좋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는 반면,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했다. 일반인들은 좋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급여 수준 및 복
리후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좋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기준으
로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38.3%, ‘직장 안정성’ 21.1%, ‘근무환경’이 19.1%를
차지하여 3순위까지의 항목이 총 78.5%를 차지했다.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 역
시 일반인들과 같이 3순위까지의 항목은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25.6%)’, ‘근무
환경(19.8%)’, ‘직장 안정성(19.1%)’으로 같았으나, ‘자신의 전공이나 보유한 기
술과의 관련성’이 4순위(7.5%)를 차지하여 일반인(6순위 3.9%)과 다른 선호를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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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일반인과 구직자의 좋은 일자리 평가 기준 및 타 산업과 비교한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급여
수준 및
복리
후생

근무
환경
(업무
강도,
안정성
등)

직장
(고용)
안정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
(자아
실현)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자신의
전공,
보유한
기술과
관련성

일반인

38.3

19.1

21.1

5.5

5.0

20대

38.3

18.0

18.5

5.5

30대

40.6

19.7

20.2

4.6

40대

39.8

20.5

19.5

50대

36.6

24.4

60대 ~

36.2

대학생

구분

좋은
일자리
평가
기준

타산업
일반인
대비 식품
제조업일
대학생
자리인식

기업
문화

직장
브랜드
인지도
(회사
규모)

각종
차별
(연령/
지역/
성 등)

근무지
정주
여건

사례수

3.9

2.4

2.9

1.4

0.5

2,000

3.9

4.6

5.5

3.5

1.6

0.6

358

5.0

2.6

2.9

3.3

0.8

0.3

373

5.0

5.4

2.8

2.5

2.4

1.6

0.6

451

19.9

5.7

4.5

3.5

1.9

1.5

1.5

0.4

465

22.1

16.8

6.7

6.2

6.5

2.0

1.6

1.5

0.4

25.6

19.8

19.1

6.5

6.6

7.5

3.3

6.2

3.8

1.6

382

2.71

2.77

2.89

2.76

3.08

2.86

2.98

3.04

2.99

2.93

2,000

2.55

3.01

2.98

3.19

3.70

3.63

3.02

3.26

2.96

2.98

38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및 대학생 설문조사.

이러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타 산업 대비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타 산업 대비 식품제조업
일자리 인식 결과 평가기준 중 5점 척도에서 3점을 넘은 항목은 단 두 항목인 ‘직업
자체의 미래전망(3.08점/5점)’과 ‘직장브랜드 인지도(3.04점/5점)’에 불과했다. 이
에 반해 식품 관련 전공대학생들은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 중 여섯 개 항목인 ‘직업자체의 미래전망(1순
위)’, ‘자신의 전공이나 보유한 기술과의 관련성(2순위)’, ‘직장브랜드 인지도(3순
위)’, ‘개인의 발전 가능성(4순위)’, ‘기업문화(5순위)’, ‘근무환경(6순위)’이 평균3
점을 넘어 타 산업 대비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자체의 미래전망’ 항목의 경우 3.70점/5점 결과 값이 나타나 학생들이 자
신의 전공과 관련된 식품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높고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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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제조업 일자리 과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식품제조업 일자리 문제점은
비단 식품제조업체와 식품제조업체 종사자만이 겪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러나 식품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
한 일자리 관련 문제들이 더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제조업
일자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식품제조업과 종사자들의 특
성에 맞는 정책을 보완 및 보강할 필요가 있다.

4.1. 식품제조업 일자리의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개선
제조업에 비해 식료품제조업의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
로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체들이 스스로 복지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한데,
식품제조업체의 48.8%가 ‘업무공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육훈
련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 비중은 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커져, 소규
모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고
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17> 식품제조업체의 교육훈련 시행 여부
단위: %, 개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전체

51.2

48.8

404

중견기업 이상

85.7

14.3

21

중기업

56.5

43.5

138

소기업

50.0

50.0

154

소상공인

37.4

62.6

9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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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제조업체의 직무별 교육훈련 대상도 사무관리직과 연구개발직에 치
우쳐 있어 사실상 종사자 대부분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직종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식품제조업체의 활용도를 높이고 종사자들이 교육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18> 식품제조업체의 직무별 교육훈련 대상(중복응답)
단위: %, 개
구분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기능직

기술직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례 수

전체

88.4

50.7

37.7

35.3

49.8

18.4

20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표 4-19> 식품제조업체의 직무별 교육훈련 대상(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개
구분

유능한
외부위탁
교육기관
부족

전체

8.1

교육·훈
일반
련에 관한
직원들의
정보의
무관심
부족
22.8

21.3

업무
공백의
우려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

37.6

10.2

예산
부족

회사
특성상
교육·훈련
불필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의 부재

27.4

31.5

11.2

기타 사례수
2.0

19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중소기업청 ｢2009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 참조.

특히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스스로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직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먼저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
고 있는 ‘중소기업복지플랫폼사업’은 업체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
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업에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은 1순위
‘고용 안정성 보장(25.4%)’, 2순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지원 강화(21.7%)’, 3
순위 ‘근무환경 개선(14.7%)을 위한 제도 강화’로 나타났다. 식품 관련 전공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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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 역시 3순위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지원 강화’로 나타났다(21.1%). 이와 같이
구직자 또는 피고용자들을 위한 정책은 고용안정성 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최저인금 인상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 및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
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
원 사업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식품제조업의 특성과 수요에 잘 맞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중소식품제조기업이 이와 같은 정책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35)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지원, 출산 및 육아기에도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개
선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근로자가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36)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큰 식료품제조업체에
서 활용할 경우 높은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표 4-20> 일반인과 관련 전공 청년(대학생)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항
단위: %, 명

구분

실직 및
일자리 근무환경 일자리 새로운
고용
취업 준비
확대를
개선을
정보
직종
안정성
기간 중의
위한 제도
위한
제공
발굴
보장
생활 지원
지원 강화 제도 강화 확대 및 홍보
강화

전일제
직업상담
각종
근로자의
및 직업
사례수
차별
근로시간
진로지도
완화
단축
확대

일반인

25.4

21.7

14.7

9.7

8.7

6.4

5.1

4.5

3.8

2,000

대학생

18.2

21.1

15.8

14.1

6.9

7.7

2.9

6.0

7.2

38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및 대학생 설문조사.

35) 일자리위원회. 2019. 4. ｢일자리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36)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8.do,
검색일: 2020. 10. 10.)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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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식품제조업 일자리 추진체계 구축
4.2.1. 식품제조업 일자리 특화정책 발굴 및 예산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혁신형·지역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는 지역-식품-전문인력(경력자)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식품제조
업·농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은퇴한 시니어들 또는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관련 학위
를 소지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여성 구직자들을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의 식
료품제조업체와 연결시키는 등의 식품제조업 특화 일자리 정책을 제안해본다. 특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사업｣의 경우 참여하는 시
니어와 여성들의 식품제조업분야 창업활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범위와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들이 겪는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없
다’고 응답한 비중(39.1%)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인력난 해
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48.4%).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2순위
응답항목은 ‘생산설비의 자동화 추진(27.7%)’, 3순위는 ‘임금 인상 복지여건 개선
(26.7%)’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규모 간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중견기업 이상은 ‘임금 인상 복지여건 개선’이 인력난 해소 방법이라고 42.9%가 응답
했으나, 소기업의 경우 ‘생산설비의 자동화 추진’에 31.8%가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인상 복지여건 개선이 쉽지 않아 오히려 생산설비를
자동화하여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제조업체가 공통적으로 인력
난을 겪고 있더라도, 각기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업체 규모와 지역별로 직면한 상황
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식품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
과 시니어,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성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홍보 및 안내하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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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중소제조업체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업자 중 만 50세 이상 시니
어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니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인
하는37)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식품 관련
경력을 보유한 시니어 고용을 원하는 식품제조업체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음으로써
고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표 4-21> 식품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법
단위: %, 개

구분

생산
생산
외국인
공장의 설비의
인력
타지역 자동화
확대
이동
추진

여성
인력
확대

실버
인력
확대

임금 인
1차
상
전처리
복지여건 등 아웃
개선 소싱 확대

국가
특별한
지원 업종
대책이
사업 전환
없다
활용

사례
수

전체

4.0

27.7

24.3

7.7

6.7

26.7

4.2 13.4

1.5

39.1

404

중견기업 이상

0.0

28.6

4.8

0.0

0.0

42.9

4.8

4.8

0.0

42.9

21

중기업

3.6

26.8

37.7

10.1

7.2

26.1

2.9 13.0

0.7

34.1

138

소기업

5.2

31.8

20.1

5.8

6.5

26.0

6.5 10.4

1.3

37.7

154

소상공인

3.3

22.0

15.4

8.8

7.7

25.3

2.2 20.9

3.3

48.4

9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4.2.2. 타부처 일자리 정책 연계
식료품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정책은 비단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
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타 중앙부처들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식품제
조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비중이 30.7%. 고용노동부 정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29.5%, ｢고용
안정장려금｣ 26.7%, ｢고용 유지지원금｣을 20.8%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영세업체, 중소기업 규모가 대부분인 식료품제조업체들은 농림축산식
품부 일자리 정책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중앙부처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신청·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7)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검색일: 2020. 10. 10.)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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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식품제조업체의 정부 일자리사업 활용 경험
단위: %, 개
구분
전체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예
53.7
23.8
54.3
60.4
48.4

아니오
46.3
76.2
45.7
39.6
51.6

사례수
404
21
138
154
9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정부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식품제조업체는 46.3%를 차지하는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1순위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20.7%)’, 2순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19.9%)’, 3순위
‘신청서류, 절차 사항이 복잡해서(9.2%)’로 나타났다. 기존의 각 부처들이 추진 중
인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 해당 부처들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제조업
체들의 지원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관련 사업들의 2019년 예산이 100% 소진38)된 상
황을 고려해 볼 때, 식료품제조업체들에게 해당 정책의 수혜를 받을 기회가 닿지 않
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식료품제조업체들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3> 식품제조업체의 정부 일자리사업 활용 경험이 없는 이유(1+2순위)
단위: %, 개

구분

전체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자격요건이
대해
되지 않아
알지
신청 포기
못했음

20.7
19.0
22.1
18.8
22.1

19.9
26.2
18.4
22.5
16.4

신청서류,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여
신청 포기

9.2
4.8
9.8
9.4
9.8

신청에서부터
최종 지원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회사의
인력운용계획과
맞지 않음

6.2
7.1
8.6
3.1
6.6

활용하고
실제 지원
싶으나
금액이나
자체
원하는
혜택이
해결이 기타 사례수
사업
기업수요에
가능함
유형이
비해 작음
없음

7.6
4.8
1.2
11.3
12.3

7.0
4.8
6.7
10.0
4.1

27.3
33.3
32.5
21.9
25.4

2.1
0.0
0.6
3.1
3.3

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를 참고하여 자체 조사표를 구성하여 설문조사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8) 중소벤처기업부. 2020. 1.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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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6
63
61
47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
로 설정하고 ‘산업혁신형·지역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과 같이 연관산업 분야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식품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은 식품제조업정책과가 담당하
여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사업｣,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 ｢식품산업청년
일자리성공 패키지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개별적인 정
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구직촉진수당｣ 등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 혹은 중장기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교육사업 등과 중
복되지 않으면서 농식품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식품제조업 유망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 등과 같
은 정책도 다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4.3.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자와 고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합
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식품 및 연관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
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설치·운영하여 농업·식품 분야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포털, 인크
루트, 사람인 등 민간 사이트들을 연계하여 민간 및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
보와 중앙 및 지방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들을 통합 제공하는 방법이다(가칭
식품제조업통합일자리센터).
일반인들이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채널은 1순위 민간 취
업정보포털, 2순위는 중앙정부 취업정보 포털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
릴수록 민간취업정보포털 이용률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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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포털 이용률이 올라가는 경향이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취업
정보포털 활용이 18.1%에 불과하여 해당 일자리정보 포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
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4> 일반인과 대학생의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활용하는 채널(중복응답)
단위: %, 명
중앙정부
취업정보포털
(워크넷,농식품
일자리포털등)

구분

중앙정부,
공공기관주최
취업박람회

민간취업정보포털
(인크루트,사람인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주최
사례수
취업정보포털
취업박람회

일반인

55.4

24.3

63.1

33.4

24.1

2,000

20대

58.7

28.2

70.7

30.4

24.0

358

30대

61.4

19.8

74.3

24.7

18.0

373

40대

58.1

22.4

69.4

32.2

20.6

451

50대

47.7

26.7

54.2

35.7

24.5

465

60대이상

52.4

24.4

47.0

44.2

34.3

353

대학생

47.6

30.9

64.7

18.1

16.8

38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및 대학생 설문조사.

한편, 식품제조업체의 일자리 정보활용 채널은 1순위 중앙정부 취업정보 포털
로 74.5%가 활용한다고 응답했고 2순위는 민간취업정보 포털로 65.8%가 활용한
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정보 채널들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로 구직자에 대
한 정보습득이 용이하고 인력충원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5> 식품제조업체의 일자리 정보 활용 채널
단위: %
<활용 여부>
구분

<활용 이유>

구직자에 대한
활용하지
활용함
정보습득이
않음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인력충원을 해당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쉽게 채용한 인력에 대한 기타
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다

중앙정부 취업정보
포털 및 활용 이유(%)

74.5

25.5

42.9

11.6

38.9

4.7

2.0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 포
털및 활용 이유(%)

27.2

72.8

40.0

8.2

41.8

3.6

6.4

민간 취업정보 포털 및
활용 이유(%)

65.8

34.2

38.7

5.3

47.0

6.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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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활용 여부>
구분

<활용 이유>

구직자에 대한
활용하지
활용함
정보습득이
않음
용이하다

인력충원을
해당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쉽게 채용한 인력에 대한
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다

비용이
저렴하다

기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주최
취업 박람회 및 활용 이유
(%)

6.9

93.1

32.1

7.1

32.1

7.1 21.4

지방정부 주최 취업
박람회 및 활용 이유(%)

10.1

89.9

36.6

7.3

36.6

9.8

9.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일반인과 대학생과 같은 구직자의 경우, 연령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식품제조업
관련 일자리 정보에 노출되는 수준이 달라지므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들을
연계하여 일자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통계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구직자와 고용자 양측 모두의 상황과 조건을 공개하는 오픈형, 맞춤형 일자
리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중소식품제조기업에 취업할 의향에 대해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의 58.6%가 ‘예’
를 응답하여 예상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여학생들이 중소식품제조
업체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향(63.6%)을 가지고 있었다.
<표 4-26> 대학생의 중소식품제조기업에 취업할 의향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전체

58.6

41.4

382

남

45.8

54.2

107

여

63.6

36.4

27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학생 설문조사.

직종측면에서는 대학생들이 연구개발직(39.0%)과 사무관리직(32.5%)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구직자 입장에서 연
구개발직, 사무직 직군의 취업 경쟁은 심하고, 고용자 입장에서 해당직군 고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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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은 없을 것으로 얼핏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식품제조업체 일반에 해당되
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7> 대학생의 취업 희망 직군
단위: %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39.0

기술직
기능직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 (예: 영양사, 조리사 등)

32.5

19.9

5.0

판매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3.1

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학생 설문조사.

단순노무직(82.3%), 사무관리직(64.8%), 기능직(62.2%), 기술직(56.7%), 연구개
발직(54.2%), 판매서비스직(42.8%) 순서로 나타났다.
<표 4-28> 식품제조업체의 직종별 인력고용 필요 여부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해당 없음

사무관리직

5.5

26.5

34.5

24.4

5.9

3.4

연구개발직

3.4

기술직

3.8

19.3

23.1

21.4

9.7

23.1

14.3

25.2

24.8

6.7

25.2

기능직

2.1

14.7

32.8

24.4

5.0

21.0

단순노무직

1.7

10.1

31.1

36.1

15.1

5.9

판매서비스직

5.9

12.2

19.7

17.6

5.5

39.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식품제조업체가 인력고용이 가장 필요한 직종이라고 응답한 단순노무직의 경
우, 고용의 어려움 정도 역시 높게 나타나 34.1%를 차지했다. 단순노무직에 비해
인력고용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사무관리직 역시 고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
비중(28.7%)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업체 비중(23.3%)에 비해 높았다. 연구개발
직의 경우 응답한 식품제조업체의 32.4%가 인력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
했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실제로 필요한 직종에 사람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 직종에 걸쳐 ‘고용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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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고용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에 비해 높
아, 식품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인력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9> 식품제조업체의 직종별 고용 어려움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어려움
없다

어려움 없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해당
없음

사무관리직

7.2

16.1

44.6

21.0

7.7

3.5

연구개발직

3.5

7.4

27.2

20.8

11.6

29.5

기술직

3.7

5.4

29.7

21.5

11.1

28.5

기능직

3.2

5.9

32.4

25.5

8.9

24.0

단순노무직

5.2

10.9

39.4

25.7

8.4

10.4

판매서비스직

3.2

7.9

33.2

13.4

4.0

38.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예상외로 높고, 학생들이 선
호하는 직종으로 조사된 사무관리직과 연구개발직의 식품제조업체 수요 역시 높
은 반면에 구인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구직자와 식품제조업체 간 소통이 정확
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직자와 고용자 양측 모두의 니즈, 상
황, 조건 등을 공개하는 오픈형, 맞춤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구축하여 서로 간의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미스매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한다.

4.4.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홍보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식품제조업 구직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
과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홍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
의 경우 취업교육/훈련경험이 있는 경우가 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교육/훈련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여 재취업

제4장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 |

161

을 희망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더
절실해 보인다.
<표 4-30> 일반인의 취업교육/훈련 경험과 의향(2,000명, 중복응답)
단위: %
구분

없음

정부지원
훈련프로그램

취업특강

대학 내
취업 교과목

민간 취업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취업컨설팅

취업교육/취업 관련
훈련 경험

55.5

24.4

15.5

12.1

5.9

5.7

20대

38.5

27.4

23.7

26.3

5.3

5.6

30대

52.0

25.5

17.4

18.2

4.6

3.5

40대

54.3

27.5

13.5

9.5

7.3

5.8

50대

65.4

20.6

12.0

4.3

5.6

7.7

60대 이상

64.9

21.0

12.2

4.5

6.5

5.1

취업교육/취업 관련
훈련 신청의향

38.0

44.8

17.2

6.6

9.3

18.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향후 취업교육/훈련프로그램 중 정부지원 훈련프로그램 신청의향이 있는 경우
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대학생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생의 실제 취업교육/훈련 경험은 취업특강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향후 신청의향이 가장 높은 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정부지원 프로그램
(56.5%)이었다. 이를 통해 일반인과 대학생들의 정부지원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향후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의 종류를 확대하고 내용
및 수준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과 연관되는 자격 교육·
훈련-경력이 연계되도록 역량체계가 구축되어야 식품제조업 유망 분야 고급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청년을 포함하여 식품제조업 구직자를 대상으
로 新기술분야 양성훈련을 확대하고, 기존의 스마트 공장이나 국가 산단에서의
실습을 병행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학
과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식
품제조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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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관련전공 청년(대학생)의 취업교육/훈련 경험과 의향(382명, 중복응답)
단위: %
구분

취업특강

취업교육/취업관련
훈련경험

49.2

취업교육/취업
관련 훈련 신청의향

41.6

대학 내
없음
취업 교과목
41.6

28.8

26.2

9.7

정부지원
기타
훈련프로그램

취업 컨설팅
14.1
민간 취업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취업 컨설팅

31.2

38.0

8.1

4.7

56.5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학생 설문조사.

39)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9. 4.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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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

1. 식품제조업과 농업과의 연계가 왜 중요한가?
농업은 식품제조업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후방산업이며, 식품제조업은 농업 생
산물인 원재료를 가공·제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방산업에 해당한다. 이처
럼 농업과 식품제조업은 전후방산업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
에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를 아우르는 푸드시스템의 핵심 주체이다.
정부는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식품산업이 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취
지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품제조업은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
산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산 원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식품제조업
의 규모는 2018년 92조 원을 넘어서며 2012년 75.1조 원, 2016년 86.6조 원에 비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년 농림업 생산액은 52.5조 원 규모로서 2012년 51
조 원, 2016년 49.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정체 내지 소폭의 감소를 거듭하고 있
다.40)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의 농림어업 부문 생산유발효과도 2010년 10억 원당
3.4억 원에서, 2015년 3.1억 원, 2018년 2.8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41)
40) 식품제조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기준, 농업은 통계청의 ｢농림업생산지수｣ 통계 기준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kr, 검색일: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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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에 의한 기대효과를 포용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
가 소득 증대와 농촌사회 안정,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농업의 생산 기반 및 식품제조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소비자 선호에 대응 등과 관련된다. 또한 수
입·물류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고, 식
량 자급률 개선으로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농
업과 식품제조업과의 연계는 판로 확보를 위한 농업계의 일방적인 요구로 보이지
만 식품제조업 입장에서도 원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은 최근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 전염병의 창궐과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등 대외여건 변화로 부터 경영
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 장에서 다룰 세부 주제의 연구 목적은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성 강화로서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식
품제조업이 국산 원료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구입 행동 여
하에 달려있으므로 소비자의 가공식품 선택 및 구입 결정에 있어서 국산 원재료를
선호 할 수 있도록 소비행태 변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농업과 식품제조업 연계 관련 정책 현황
농업과 식품제조업과의 연계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식품제조업체의 수입대체, 국산으로의 원료 공급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 중심의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된 농산물가공업체를 창업·
육성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효·전통식
품의 소비 확대를 통해 국산 원재료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4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2018｣ 연장표 통합대분류(ecos.bok.or.kr, 검색일: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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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정책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기존 식품제조업 연계 강화 정책이 매우 직접적인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정
책이라면, 지역 농산물가공업 창업·육성과 발효·전통식품 소비 확대는 농업과 식
품산업과의 연계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실현 가능한 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1. 농업과 식품제조업 연계 관련 법 현황
2.1.1. 관련 법률 현황
2000년도까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와 관해 최초로 규정한 법률은 1993년 제
정된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42) 이 유일했다. 2000년대
들어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기 시

42) 1999년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
law.go.kr/, 검색일: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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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2007년 12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6개월 뒤인 2008년 6년 ｢식
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농림부 정책대상에 식품 부문이 포함되었으며, 식품
산업 진흥 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연계 강화”를 명시한 첫 번째 법률이다. ｢식품산업진흥법｣
의 시행과 함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라는 표현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으며, 다른 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표 5-1> 식품산업진흥법의 목적과 소관부처
목적

소관부처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
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
전에 이바지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과(총괄)
- 식품산업진흥과(전통식품),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학교급식, 인증)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 8. 11.).

그 밖에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
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등 법률에서 ‘농업과의 연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별법｣,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밀산업 육성법｣ 등은 농업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산물 가공 지
원 및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활동과 관련한 법률로서 농업과 식품제조업 연
계 관련 법으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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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연계 관련 법률 정리
법률명

목적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
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김치산업 진흥법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
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림축산식품부(간척지농업과)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정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보통계담당관실,혁신행정담당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
관실,식량산업과)
에 이바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발전을 도모
밀산업 육성법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 8. 11.).

2.1.2. 농업과 식품제조업 연계 관련 법조항 비교
농업과 식품제조업 연계와 관련한 법률을 조항별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1)
국가의 책무, 2) 연계 강화 사업 지원, 3)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포함, 4) 가공산업 육
성 지원, 5) 가공용 원료 농산물의 수급안정, 6) 전통식품 육성·지원, 7) 인증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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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연계 관련 법조항 비교
법률명

국가의
책무

식품산업진흥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장기
가공용
연계 강화
가공산업
전통식품
계획 수립
농산물의
사업 지원
육성 ·지원
육성 ·지원
시 포함
수급안정
●

●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김치산업 진흥법

●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밀산업 육성법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인증
지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 8. 11.)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국가의 책무’ 즉,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를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한 법
률은 ｢식품산업진흥법｣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정
부가 연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과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연계 강화 사업 지원’은 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 구매, 우선구매,
계약재배, 단지 지정, 연구·개발 등의 지원 책무을 규정한 것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등 7개의 법률이 이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포함’은 5년 주기의 기
본계획이나 종합계획 수립 시, 농업과의 연계 강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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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4개의 법률이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공산업 육성·지원’은 농산물
가공을 위한 단지개발, 시설 설치, 단체 육성을 규정한 것이며, ‘가공용 농산물의 수
급안정’은 지역산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급계획 및 시책강구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쌀과, 전통주, 김치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다. ‘인증 지원’은 전통
식품 품질인증, 대한민국 식품명인,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 등이며, ｢식품산업진흥
법｣에 명시되어 있다.

2.2. 기존 식품제조업 연계 강화
2.2.1. 원료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
가.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국산 원료 구매를 위한 대표적인 융자 지원은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으로
담보대출 지원사업이며, 대출액의 125% 이상을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에 사용
하는 조건이다. 지원 한도는 총 50억 원 이내, 대출 기간은 1년(전통주류 2년)이며,
자금 배정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지원은 2015년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
으며 집행률도 계속 상승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달성하였다.
<표 5-4>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집행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업체 수

119개

183개

211개

예산(억 원)

796

1,012

1,049

집행 액(억 원)

666

998

1,049

업체당 평균 집행액(억 원)

5.6

5.5

5.0

집행률(%)

83.7%

98.6%

10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

제5장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 |

173

예산도 매년 증액되는 추세로 2020년 예산은 1,240억 원 규모이며, 경쟁률도 매
년 약 2.5대 1 내외로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신청 즉시 마감되
어 연초에 배정이 모두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실적 상위 30%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는 추가 우대금리(-1%)를 적용하고, 올해부터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 진입을 위해
최소 3천만 원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정책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표 5-5>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신청 현황
단위: 억 원, %
2017
예산액 신청액
796

2018
비율

1,082

136

예산액 신청액
1,012

1,256

2019
비율
124

예산액 신청액
1,049

2,241

2020
비율

예산액 신청액

214

1,240

2,870

비율
23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이 농업과 식품제조업의 연계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꼽
는 이유는 국산 원료의 구입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금 대비 국산 원료농산물
사용을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자금이 시장에
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정산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163.0%, 2017
년도는 150.9%에 해당하는 국산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구매 의무액 125%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도 사업 정산 결과는 126.7%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
나 구매 의무액보다 단 1.7%p 더 구입한데 그쳐 연차별 비교를 통해 지원금 대비 국
산 원료 농산물 구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세부 보완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표 5-6>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정산 결과
단위: 개, 억 원, %
사업연도

업체수

대출액

구매의무액
금액

사업실적

대출액 대비(%)

금액

대출액 대비(%)

2016

101

611.9

764.8

125.0%

997.5

163.0%

2017

172

665.8

832.3

125.0%

1,004.9

150.9%

2018

183

998.5

1,248.2

125.0%

1,265.4

126.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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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 조사 결과에서는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정책을 알고
있다) 26.3%, 활용 경험은 10.9%로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7%가 필요하다고(필요한 편이다 37%, 매우 필요하다 12.7%) 응답
하였다. 5점 척도 평균 점수도 3.56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현재 시장에는 더 많
은 잠재적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사업의 규모
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5-7> 식품제조업체의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평가
단위: %, 점
구분

인지도

활용 경험

알고
있다

경험
있다

필요성 평가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편

척도
보통이다 필요한 편 매우 필요 평균

전체

26.3

10.9

0.9

4.2

45.3

37.0

12.7

3.56

기 중견기업 이상
중기업
업
분
소기업
류
소상공인

20.9

9.3

0.0

7.0

55.8

27.9

9.3

3.40

27.7

14.9

1.4

5.0

48.9

34.0

10.6

3.48

27.7

10.1

0.6

3.8

45.3

40.3

10.1

3.55

24.4

6.7

1.1

2.2

34.4

40.0

22.2

3.8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나. 식품원료 계열화자금
｢식품원료 계열화자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국산 원료 구매 융자 지원 사업으
로 지원한도는 총 10억 원,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업체에서 원료 농산물을 대출액
의 125% 이상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도 예산은 20
억 원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청률이 낮아 추가모집까지 이루어졌으나, 9월까
지 단 3개 업체가 업체당 약 2.5억 원씩 사용하는데 그쳐 50% 이상의 예산이 집행
되지 못하고 있다.
｢식품원료 계열화자금｣은 계약재배 대상 품목에서 식량작물과 5대 채소(무, 배
추, 마늘, 양파, 고추)를 제외하는 등, 품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리 또한 식품
가공원료 매입 자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노지채소 수
급안정자금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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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식품원료 계열화자금 유사사업 비교
구분

식품원료 계열화자금

사업개요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계약재배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1.5%, 일반업체 2.0%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무이자

대상품목

5대 채소 및 식량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채소(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신청대상 공장시설을 갖춘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전처리업체 계약재배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법인
대출기간

1년

지원한도

업체당 10억 원

무·배추 20억 원, 마늘·양파 30억 원

지원조건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무·배추: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마늘·양파: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수매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5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계약재배는 일반적으로 거래물량이 많은 대량 수요업체에서 가능하지만, 대량
수요업체의 경우에는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의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여 우
대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식품원료 계열화자금｣을 이용할 유인이 없다.
｢식품원료 계열화자금｣의 집행 실적이 2020년 현재까지 좋지 않은 것은 시행 첫
해로 인한 인지도 부족과 제한적인 대상 품목, 유사 사업과의 관계 등 때문으로 보
인다. 업체 평가 결과, 인지도 12.2%, 활용 경험 2.3%로 나타났으나 실제 실적에 비
추어 볼 때, 다른 유사 사업과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
요하다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 평균으로는 3.38점을 기록하였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5점 척도 평균 점수가 3.41점과 3.5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5-9> 식품제조업체의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평가
단위: %, 점
구분

기
업
분
류

인지도

활용 경험

알고
있다

경험
있다

필요성 평가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편

보통이다 필요한 편 매우 필요

척도
평균

전체

12.2

2.3

1.6

중견기업 이상

14.0

2.3

중기업

14.2

4.3

소기업

12.6

1.9

0.6

6.9

50.9

34.0

7.5

3.41

7.8

0.0

2.2

3.3

47.8

33.3

13.3

3.52

소상공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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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2.4

31.6

7.9

3.38

2.3

7.0

55.8

27.9

7.0

3.30

2.1

7.8

56.0

29.1

5.0

3.27

2.2.2. 구매이행보증보험제도
｢구매이행보증보험제도｣는 영세한 중소식품제조업체가 국산 원료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경
우, 국가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 첫 시행 하였으나, 2억 원의 예산 중 18개 업체 총 610만 원(집행률
3.1%)이 집행되어 매우 부진한 실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당시 보험료의 50%를 지
원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았고, 조합에 한정하는 등, 가입대
상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사업 첫해로 인한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
었다. 2020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원금액을 당초 보증보험료의
50%에서 80%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기존 ‘생산자 단체’에서 ‘국산 농산물 유
통법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최대금액 또한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0년에는 10월까지 42개 업체가 57백만 원의 수혜를 받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해
당 납품업체의 신청이 일부 위축된 상황이다
농식품거래소(eaT)를 이용하는 학교 급식업체들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어, 다양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가 운영하는 농식품거래소(eaT) 홍보채널 외에 다른 채널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업체 평가 결과에서 인지도(15.7%)와 활용 경험(3.9%)은 매
우 낮게 나타났으나, 필요성은 50.1%로 높아 잠재 수요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점 척도 평균 점수도 3.57점으로 높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3.83점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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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식품제조업체의 구매이행보증보험제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전체
기
업
분
류

인지도

활용
경험

알고
있다

경험
있다

필요성 평가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편

보통
이다

필요한 편 매우 필요

척도
평균

15.7

3.9

0.5

3.7

45.7

38.3

11.8

3.57

중견기업 이상

16.3

9.3

0.0

2.3

65.1

27.9

4.7

3.35

중기업

20.6

7.1

0.7

4.3

47.5

35.5

12.1

3.54

소기업

11.9

1.3

0.6

5.0

45.3

40.3

8.8

3.52

소상공인

14.4

1.1

0.0

1.1

34.4

44.4

20.0

3.8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2.2.3. 기타 인프라 지원
이 밖에 농업과 기존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사례 확산, 정보 제공, 인
증제도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상공회의
소와 함께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식품제조업체-생산자 간
우수 협력 사례 발굴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매년 경진대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으로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는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 홈페이지(www.fpdb.kr)를
통해 식품 원료에 대한 가공적성 및 소재화 연구 결과 등 정보를 식품제조업체에 제
공하고 있으며,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www.atfis.or.kr)를 통해 원료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료농산물 생산자 정보는 식품제조업체가 거래선
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7개 산지유통활성화 조직 정보와 196개 미곡종합처리센
터(RPC) 정보 제공 사업이다. 미곡종합처리센터(RPC)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록 자료를 이용하며, 산지유통활성화 조직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
지유통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즉,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
유하고 있는 업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
보가 제한되고 활용도도 낮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리스트에 등록된 업체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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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등록 여부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를 전체
적으로 공개할 수 없어 공란으로 비워진 정보들이 많다. 예를 들어 미곡종합처리센
터(RPC) 정보는 전화번호와 주소, 연간 가공 능력 항목만 단순 제공하고 있는 상황
이다. 업로드된 산지유통활성화 조직은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업체들이 대부
분이며, 이들이 식품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지 알 수 없다.

2.3. 지역 농산물가공업 창업·육성
2.3.1. 지역 특화 가공사업
지역 농산물의 가공산업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들이 농산물가공사업을 포
괄하여 시행 중에 있다.
지역 농산물가공사업 정책의 공통적인 한계는 판로 및 역량 부족이다. 정부 주
도로 지역 농산물가공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식품제조
업도 제조업인 만큼, 생산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유통망이 갖춰져야 하는데
제품 경쟁력 및 마케팅 부족, 운영 주체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제품 판매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43)

43) 최지현 외(2017)에서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으로 자생력 부족, 판로 및 마케팅 역량
부족을 지적한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2016)에서 조사한 6차산업 경영체의 가장 애로사항은 판
로개척, 자금부족, 상품개발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용렬 외(2012)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주
요 문제점으로 추진 주체의 역량 부족, 마케팅 홍보 및 판로개척 미흡을 지적하였고,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2013)에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품화 개발 지연, 자금조달,
판로개척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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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규모로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
터 공모를 시작하여 2020년 현재 전국 90곳이 설치·운영 중에 있다. 시설투자 중심
으로 시작해서 점차 교육·훈련을 늘려나가고 있으나, 실제 판매나 유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애로사항으로 ‘판매유
통 어려움(21.6%)’, ‘센터 인력 부족(20.1%)’, ‘시설 부족(14.2%)’, ‘홍보·마케팅 어
려움(13.4%)’, ‘중복되는 제품개발(12.7%)’ 등이 제시된 바 있다.44) 이용 농가에서
애로사항으로 많이 지적한 판매·유통과 센터 인력 부족 문제는 본질적으로 상호관
련성이 높은 것으로 지역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
분 가공전문가가 아닌 일반 지도사와 기계 관련 주무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판
매나 유통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4. 발효·전통식품 소비 및 인증
2.4.1. 발효·전통식품 소비 확대
발효·전통식품의 육성을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정책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발효·전통식품은 국산이라는 등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
라, “전통식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인증을 받
지 않는 경우에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4) 장양례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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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전통식품 및 식품명인 인증제도 표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소비자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인지하는 비중이 낮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
하던 ‘전통식품실태조사’가 2014년 조사부터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어 실태를 확
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12)에서 전통식품 인증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값비싼 국산 원료(25.8%)’로 나타나, 미인증
일반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확보 어려움(33.0%)’과 대조를 이루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45)
<표 5-11> 전통식품제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전통 인증업체
미인증 일반업체

판로 확보 자금 값비싼 노동력 인증 제도 전통 방식 소비자
원재료
기타
어려움 부족 국산 원료 부족
혼란
어려움 인식 부족 조달의 어려움
24.9

9.7

25.8

5.5

9.2

2.3

5.1

5.5 12.0

33.0 22.4

12.3

11.1

4.2

4.2

3.7

2.1

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 ｢전통식품산업 실태조사 및 김치산업 통계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2.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
정부는 국산 원재료 비율이 높은 프리미엄 가공식품을 차별화하고, 가공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가공식품원산지 인증제도’
를 시행해 오고 있다. 가공식품원산지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 이상의 원재료가 같은 원산지일 경우, 다음 <그림 5-3>과 같이 해
당 국가명을 표기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현
45) 그뿐만 아니라, 김성민(2010)은 전통식품산업 발전의 큰 애로사항으로 “전통식품의 기본조건으로 지켜야
하는 주원료의 국산원료이용에 따른 원가경쟁력 취약 및 수급 불안”을 제시하였으며, 김용렬 외(2013)에
서도 전통식품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국산원료의 안정적 조달이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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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인증 실적이 총 23개 업체 163개 제품을 인증하는데 그치고 있어 인증제도
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증 품목은 김치가 가장 많고, 두부, 고춧가
루, 생식으로 단조로운 편이다.
<그림 5-3> 가공식품원산지 인증제도 표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5. 식품제조업체의 정책 평가와 수요
2.5.1. 정책별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효과성 평가
식품제조업체들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위한 정책 가운데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의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후 순위로는 식품원료 계열화자금과
구매이행보증보험제도, 발효·전통식품, 가공식품원산지 인증제도, 산지가공업체
창업 및 육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2> 식품제조업체의 정책별 연계 효과성 평가
정책 구분

효과 있다
동의율(%)

척도평균
(점/5점 만점)

국산 원료 수매를 위한 융자 지원(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71.9

3.82

계약재배 약정체결을 위한 융자 지원(식품원료 계열화자금)

66.0

3.70
3.69

국산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 보험료 80% 지원

64.7

발효·전통식품 소비 저변 확대 및 육성

62.0

3.68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품목별 배합비 중 95%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 국가인 경우)

63.0

3.67

농공상융합, 향토산업, 6차산업화, 지역전략식품산업 등 산지가공업체 창업 및 육성

60.4

3.60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자 정보 제공

54.0

3.46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가공적성 연구 정보 제공 DB 구축

50.0

3.41

산지와 기업 간 우수 협력 사례 시상식 개최, 사례집 발간

42.2

3.3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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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국산 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국산 원료 사용 자금/세제 지원
이 38.3%로 가장 높고, 조직화/계약재배/보험 등 지원(33.5%), 인증/표시방법 개
선(8.8%), 국산 우수성 홍보, 교육 등 소비 저변 확대(8.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분류별로 조직화/계약재배/보험 등 지원은 소기업(40.9%)과 읍·면 지역 업체
(36.0%)에서 높은 편이며, 인증/표시방법 개선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업체
(16.3%), 자금/세제 지원은 소상공인(42.2%)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요(%)
구분
전체
기업
분류

소재
지역

조직화/
계약재배/
보험 등 지원
33.5

가공적성 국산 홍보,
인증/표시
개발
교육 등 소비
방법 개선
보급 지원 저변 확대
6.5

8.1

8.8

자금/세제
지원

산지,
공급단체
정보 지원

38.3

4.4

기타
0.5

중견기업 이상

30.2

2.3

4.7

16.3

41.9

4.7

0.0

중기업

32.6

7.8

11.3

7.8

36.9

3.5

0.0

소기업

40.9

5.7

5.7

6.9

36.5

3.8

0.6

소상공인

23.3

7.8

8.9

10.0

42.2

6.7

1.1

동

30.0

8.3

8.3

9.4

40.0

3.9

0.0

읍면

36.0

5.1

7.9

8.3

37.2

4.7

0.8

20년 이상

32.5

6.5

9.1

9.1

35.1

6.5

1.3

36.0

7.1

9.5

8.1

35.5

3.3

0.5

30.3

5.5

5.5

9.7

44.1

4.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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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11~20년 미만
10년 이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이용 현황 및 문제점
3.1. 식품제조업의 원재료 이용 현황과 특징
3.1.1. 국산 사용 비중 정체, 국산보다 높은 수입산 증가율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체 농수축산물 원재료 사용량은 2018년
기준 1,787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수입산 원재료는 1,228만 톤으로 전체 사용량의
68.7%를 차지하며, 국산 원재료는 559만 톤으로 31.3%를 점하고 있다. 식품산업
이 성장함에 따라, 매년 식품제조업에서의 원재료 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국산 원재료 사용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수입산 원재료 사용량 증가율이 국산 원재료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들어 국산에 비해 수입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식품제조업 전체 원재료 사용량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이래로 계
속해서 31%대에 머물러 있으며,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0.1%p가 감소한 것이다.
<그림 5-4> 식품제조업의 원재료 사용량 및 국산 비중 추이
단위: 만 톤,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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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기업 국산 이용 비중 저위
기업 규모별 국산 사용량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가장 많은 276만 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기업이 183.6만 톤을 사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전체 원재료 사용량은
1,177.8만 톤으로 식품제조업 전체 사용량의 65.9%를 차지할 정도로 다량을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사용량 비중은 23.4%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소기업은 국
산 사용량 비중이 53.7%로 절반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지역산 농산물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많고, 비교적 적은 품목에
대해 덜 복잡한 가공방식을 통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5-5> 기업 규모별 국산 사용량 및 비중 비교
단위: 만 톤, %

주: 대기업은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중기업은 12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 원 이하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를 토대로 저자
가 재구성.

3.1.3. 식품제조업의 소재 원료 사용 증가
식품제조업은 원물 상태의 농수축산물을 가공하여 최종산물인 가공식품을 생
산하거나, 아래의 <그림 5-6>과 같이 1차 가공상태의 소재식품을 이용하여 완제
품을 제조·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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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의 원재료 사용을 소재식품과 원물 원재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
재식품과 원물 원재료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원재료의
73.5%가 원물이며, 26.5%는 소재식품이 차지하여 식품제조업의 원재료로서 소
재식품도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46)
<그림 5-6> 식품제조업의 원재료 부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7> 소재식품과 원물 원재료 사용량 및 비중
단위: 만 톤,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46) 해당통계는 1차 가공산업의 원재료 사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2차 가공업체에서의 소재식품
사용 비중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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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주재료의 낮은 국산 사용률
식품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축산물 원물 원재료는 옥수수이며 식용
으로 219만 톤을 사용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에서 국산 사용 비중은 0.3%에 불
과하다. 후 순위로는 밀(217만 톤), 원유(214만 톤), 대두(118만 톤), 쌀(64만 8천
톤) 순이며, 국산 사용 비중은 각각 밀 1.0%와 원유 100.0%, 대두 5.4%, 쌀 52.8%
등이다.
소재식품 가운데에서는 밀가루가 118만 톤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다
음으로 주정 105만 톤, 백설탕 49만 톤, 과당류 23만 톤, 팜유류 21만 톤 순이다. 상
기 품목의 국산 사용 비중은 각각 0.2%, 9.9%, 0.0%, 24.0%, 0.0% 등으로 매우 낮
은 수준이다.
<표 5-14> 원재료 품목별 사용량 및 국산 비중
단위: 톤, %
원물 원재료
품목명
옥수수

소재식품 원재료

원재료 사용량(톤) 국산 사용비중(%)

품목명

0.3

밀가루

1,181,650

주정

1,050,080

9.9

492,749

0.0

2,193,228

원재료 사용량(톤) 국산 사용비중(%)
0.2

밀

2,173,720

1.0

원유

2,135,042

100.0

원당

1,530,150

0.0

과당류

231,609

24.0

대두

1,179,402

5.4

팜유류

206,026

0.0

백설탕

쌀

647,509

52.8

물엿

205,124

10.9

배추

499,063

99.5

대두유

145,579

1.9

돼지고기

408,348

76.7

어육살

137,811

10.4

무

370,981

96.9

정제소금

118,689

77.8

닭고기

319,066

86.7

옥수수전분

88,301

5.0

김(원초)

215,296

100.0

농축과채즙

67,286

23.6

보리

158,154

42.4

포도당류

67,175

12.7

감귤

147,250

100.0

감자전분

58,547

4.0

계란

106,470

98.1

기타전분

54,595

8.8

오징어

105,144

63.4

치즈

46,7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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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원물 원재료
품목명

소재식품 원재료

원재료 사용량(톤) 국산 사용비중(%)

품목명

92,843

0.0

마른김

43,360

100.0

타피오카

원재료 사용량(톤) 국산 사용비중(%)

천일염

88,078

61.7

쌀가루

37,132

58.5

쇠고기

84,379

22.6

탈지분유

34,127

31.2

커피원두

83,535

0.0

옥수수가루

31,537

5.9

양파

81,716

90.4

올리고당류

30,397

8.1

감자

59,138

72.5

유크림

29,973

35.1

마늘

49,076

62.4

고춧가루

29,831

40.6

사과

38,635

100.0

변성전분

26,838

3.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3.1.5. 국산 원료 산지구매 비중 감소, 중간 벤더, 1차 가공업체 비중 증가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처는 산지 직구매가 40.3%로 가장 많고, 중간
도매/벤더업체(25.5%), 원료 제조업체(20.6%) 순이다. 산지 직구매 비중은 2011
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중간도매/벤더업체와 원료 제조업체에서 조달하는 비중
은 각각 9.6%p와 3.1%p가 증가한 것이다.
<표 5-15> 국산 원료 구매처별 비중 변화(2011∼2018년)
단위: %
연도

산지
직구매

도매
시장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재래
시장

중간도매/
벤더업체

원료
제조업체

원청업체

기타

2018

40.3

3.5

5.8

0.6

25.5

20.6

1.9

1.9

2011

45.4

2.6

5.5

0.2

15.9

17.5

4.1

8.8

자료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2012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중간도매/벤더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필요한 물량의 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
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재료를 한 번에 구입
할 수 있기 때문(7.6%)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료 제조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이 28.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위당 가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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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원물 원재료 구입 후 손질·처리하는 시간과 비용, 장소의 부담, 로스율
및 비가식 부위 최소화 등을 고려한 응답으로 생각된다.
<표 5-16> 국산 원료 구매처별 이용 이유
단위: %
가격
변동 적음

물량
확보용이

신선도 등
품질

믿을 수 오랜 거래로 여러 재료를
기타
있는 원산지 신뢰형성 한 번에 구입

구분

저렴한 가격

전체

20.9

8.1

30.8

18.9

10.2

5.3

5.5

0.3

중간도매/
벤더업체

20.0

8.7

35.0

14.5

7.7

6.4

7.6

0.1

원료
제조업체

28.9

7.7

31.8

15.9

9.6

3.6

1.5

1.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한편 수입산 원료의 조달처별 비중은 직수입(33.5%), 수입상사(31.1%)순으로 높
으나 직수입은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며, 수입상사는 14.0% p나 증가한 것으
로 수입상사를 통한 수입산 원료 농산물의 유통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5-17> 수입산 원료 구매처별 비중 변화(2011∼2018년)
단위: %
연도

도매시장

직수입

수입상사

중간도매/
벤더업체

수입추천
대행기관

원청업체

기타

2018

1.1

33.5

31.1

18.6

8.4

1.9

5.3

2011

1.0

37.5

17.1

21.4

12.5

1.3

9.2

자료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2012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3.1.6. 소극적인 계약재배
계약재배를 통해 원재료를 조달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계
약재배 비율은 28.1%였으나, 2015년 24.3%, 2018년에는 19.3%까지 감소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계약재배 비율은 원유(49.1%), 밀(40.4%) 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쌀(6.1%)과 대두(7.3%)는 10% 미만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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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계약재배 비중 변화 및 주요 품목별 계약재배율
단위: %

자료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2012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433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18%는
계약재배를 한 경험이 있었으며, 82%는 계약재배를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계약재배를 한 경험은 소기업과 읍·면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각각 22.0%
와 22.5%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계약재배 기간은 1년 이하가 79.5% 압도적으
로 높게 나타나 주로 단기성 거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계약기간은 2.1
년이었으며 소기업(2.8년), 읍·면 지역(2.3%), 업력 11~20년 미만(2.6%)인 경우에
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5-18> 계약재배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예, 계약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0

중견기업 이상
기업 중기업
분류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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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 계약 기간
1년 이하
79.5

2년
6.4

3년

5년 이상

2.6

11.5

평균(년)
2.1

16.3

71.4

14.3

0.0

14.3

1.5

14.9

81.0

14.3

0.0

4.8

1.6

22.0

80.0

0.0

5.7

14.3

2.8

16.7

80.0

6.7

0.0

13.3

1.6

(계속)
구분

계약재배 계약 기간

예, 계약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재 동
지역 읍면

1년 이하

11.7

20년 이상
업력 11~20년 미만
10년 이하

2년

76.2

3년

5년 이상

0.0

14.3

평균(년)

9.5

1.7

22.5

80.7

3.5

3.5

12.3

2.3

19.5

73.3

6.7

6.7

13.3

2.0

17.5

75.7

8.1

2.7

13.5

2.6

17.9

88.5

3.8

0.0

7.7

1.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계약재배를 한 적 없는 업체들이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물량을
조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27.3%)’, ‘정보가 없어서(13.8%)’, ‘업무량이 증가할 것
같아서(13.5%)’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업체는 업무량 증가가
38.9%로 매우 높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응답 비중도 11.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중기업은 물량에 대한 불안감, 소기업은 정보 부족,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비중이 높다. 업력 20년 이상 업체는 업무량 증가, 10년 이하는 정보 부족의 응답 비
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5-19> 계약재배 미경험률과 그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중견기업 이상
기업
분류

소재
지역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이유
아니오,
계약재배를 어디에 누구와 원하는 물량을 상대방이 계약
한 적이 계약할지 정보 조달할 수 이행을 하지 않 가격이
비싸서
없습니다
가 없어서 없을 것 같아서 을 것 같아서

농가 관리
등 업무량 기타
이 증가

82.0

13.8

27.3

7.0

10.1

13.5

28.2

83.7

8.3

19.4

11.1

0.0

38.9

22.2

중기업

85.1

11.7

30.8

5.8

8.3

13.3

30.0

소기업

78.0

16.9

27.4

5.6

12.1

9.7

28.2

소상공인

83.3

14.7

25.3

9.3

14.7

8.0

28.0

동

88.3

15.1

21.4

8.2

9.4

14.5

31.4

읍면

77.5

12.8

32.1

6.1

10.7

12.8

25.5

20년 이상

80.5

8.1

21.0

4.8

11.3

22.6

32.3

82.5

13.2

28.2

7.5

9.2

13.8

28.2

82.1

17.6

29.4

7.6

10.9

8.4

26.1

업력 11~20년 미만
10년 이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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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업체의 89.7%가 향후에도 계약재배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5-9> 향후 계약재배 추진의향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2.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이용상 문제점
식품제조업체가 수입산 원재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국산은 원가가 높아 가격경
쟁이 안 되어서’가 78.8%로 매우 높고, ‘(국산은) 일시에 대량으로 납품받을 수 없
어서(35.9%)’, ‘사용이 편하게 1차 가공이 잘되어 있어서(17.1%)’ 등도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즉, 가격과 물량, 처리형태, 자급률, 소비자 선호도, 가공적성,
품질 등, 식품제조업체로 하여금 수입산 원재료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다양한 요
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수입산 원재료를 선택한 이유
단위: %

주: 2순위까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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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비싼 원재료 가격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106개 품목의 톤당 구입 가격은 평균 133만 원 수준
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국산 원재료의 톤당 구입 가격은 189만 원이며, 수입산 원재
료의 톤당 구입 가격은 108만 원으로 국산 원재료 가격이 1.7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
타났다. 품목별로는 옥수수가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6.9배로 가장 큰 가운데, 대
두는 국산이 3.3배, 쌀은 3배, 참깨는 2.4배, 마늘은 2.1배로 역시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비싼 가격과 동시에 등락이 심한 가격의 불안정성도 존재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이 치열한 식품제조업의 입장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표 5-20> 원재료 품목별 톤당 가격 차이 비교
단위: %, 백만 원
품목

국산
비중
(%)

전체
톤당
가격

국산
톤당
가격
(A)

수입
톤당
가격
(B)

가격
차이
(A/B)

품목

국산
비중
(%)

전체
톤당
가격

국산
톤당
가격
(A)

수입
톤당
가격
(B)

가격
차이
(A/B)

전체

31.3

1.33

1.89

1.08

1.7

전지분유

18.1

5.01

7.56

4.44

1.7

옥수수

0.3

0.32

2.18

0.32

6.9

다진마늘

47.7

4.08

5.20

3.06

1.7

대두

5.4

0.90

2.66

0.80

3.3

고추양념

10.2

2.91

4.61

2.72

1.7

쌀

52.8

1.06

1.55

0.52

3.0

기타전분

8.8

0.92

1.44

0.87

1.7

참깨

9.1

5.37

11.46

4.76

2.4

쇠고기

22.6

10.16

14.65

8.85

1.7

마늘

62.4

4.34

5.41

2.58

2.1

팥앙금

6.2

2.27

3.60

2.18

1.7

메밀

52.6

3.17

4.21

2.02

2.1

배추

99.5

0.69

0.69

0.42

1.6

쌀가루

58.5

1.52

1.93

0.93

2.1

쇠고기엑기스
/분말

45.6

10.66

13.42

8.35

1.6

보리

42.4

0.81

1.15

0.56

2.1

고춧가루

40.6

10.92

14.05

8.78

1.6

명태

1.5

4.41

8.73

4.35

2.0

마늘분말

25.6

5.97

8.01

5.26

1.5

생강

93.7

9.04

9.33

4.70

2.0

팥

20.6

2.18

2.97

1.98

1.5

과일 및
채소퓨레

25.3

2.80

4.34

2.28

1.9

절임배추

97.7

1.33

1.35

0.90

1.5

감자전분

4.0

1.34

2.47

1.29

1.9

토마토

98.2

12.70

12.77

8.77

1.5

1.15

버섯엑기스/
1.9
분말

87.8

13.37

13.86

9.80

1.4

대두유

1.9

1.17

2.15

올리고당류

8.1

1.15

1.94

1.09

1.8

옥수수가루

5.9

0.93

1.29

0.91

1.4

탈지분유

31.2

4.64

6.64

3.74

1.8

딸기

93.8

3.31

3.36

2.46

1.4

감자

72.5

1.09

1.23

0.72

1.7

돼지고기
엑기스/분말

50.5

11.37

13.08

9.62

1.4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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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낮은 국산 자급률 및 안정적인 물량 공급 부족
식품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들 중, 우리나라의 자급률 계산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 사용률과 국산 자급률을 비교하였다. 국산 자급률과 국산 사용률
이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국산 자급률이 높을수록 국산 사용률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수의 생산자가 다수의 지역에 분포, 영세 가족농 중심의 생산 체계, 조
직화 미흡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일시에 대량의 물량을 매집하기
어렵고, 자연재해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의한 공급의 안정성 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5-11> 품목별 자급률 및 국산사용률 비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 ｢2019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2017 식품수급표｣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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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가공식품은 ‘제철’ 개념이 없다 보니, 연중 생산이 가능해야 하지만 국내
사정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 가공용 농산물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아, 품목에 따
라 기업이 원하는 물량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3.2.3. 소재식품화 부족
밀가루, 주정, 설탕 등이 주요 소재식품으로 사용되었으나, 갈수록 기업은 더 많
은 원재료 품목의 영역에서 식품의 소재화 즉, 1차 가공을 원하고 있다. 원재료 원
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노동력이 수반되며, 작업장 내 전처리 설비
를 위한 공간도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상품의 로스율 관리와 안전성·이물질 관
리 등 많은 관리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식품제조업체가 1차 가공된 원재료
를 사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소재로 전처리되어 공급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용이 편리한
수입산 1차 가공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스펙으로 처
리된 원료 농산물을 가공라인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 작업장 및 경영효율화와 품질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3.2.4. 품질 및 가공적성 부족
우리나라 원료 농산물은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 달라 품질이 균질하지 못한 문
제가 있으며, 경도나 물성, 당도 등이 가공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품종이 많아 원재
료 자체가 가공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과실류의 경우에는 생과 위주로 시장으로 운영되고, 상품성이 없는 저위
의 상품들만이 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어 수입산에 비해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없
다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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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낮은 소비자 충성도
수입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원료를 사용하면 제품의 단가 상승은 필연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비싼 국
산 원료를 사용할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품목별로 특정 원재료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큰 품목도 있으며, 국산을 유
독 선호하는 품목도 있겠으나, 대체로 가공식품은 신선 농산물에 비해 원산지에 대
한 소비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식품제조업체들은 이런 낮은 소비자 충
성도를 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8%가 가공식품에 비해 신선 농산물의 원산지를 더
많이(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39.8%는 차이 없다, 15.4%는 가공식품
을 더 많이 확인).

4. 농업과 식품제조업체의 연계 사례 분석47)
4.1. 성공 요인 분석
4.1.1. 농가 관리를 통한 계약재배 구축
농업회사법인 해성은 감자(수미)를 계약재배하여 농심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농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체 감자 물량의 50%에 달하는 양이다. 250여 농가
와 연간 5,000톤(수미 70%, 두백 30%)을 계약 거래하고 있으며, 농가 관리는 해성
에서 종자, 재배, 수확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47) 농업과 식품제조업체의 연계 사례는 농식품 컨설팅 전문업체 ㈜팜넷 최태환 대표에게 사례 조사를 의
뢰하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공동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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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고정판로(농심에서 우선 구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생산과 출하에만 집중
할 수 있으며, 거래 방법도 선물거래와 선급금(계약금액의 30%)을 지급하고 있어
부담이 경감되는 구조이다.
해성은 직접 농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배기술을 교육하여 농가의 수확량, 입
고량, 품질관리 등 재배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농가별 주기적인 평
가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어, 오히려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발전적인 구조 덕분에 계약파기도 전체 농가의
3% 미만으로 매우 안정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 5-12> 농업회사법인 해성의 계약재배 사례

자료: 직접 촬영.

4.1.2. 지역산 마케팅과 新카테고리 제품 개발
제주 구좌읍에서 생산하고 있는 당근은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생산된 당근은 구좌농업협동조합에서 수매하여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구
좌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
어 당근 관련 가공사업의 첫발을 내딛었고, 2014년에는 냉동착즙 당근주스를 개발
하여 유통을 시작하였으며 법인을 자립화하여 ‘아임제주’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
영 중에 있다.

제5장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 |

197

기존 시장에 당근주스 제품은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었으며, 과당을 많이 사용하
고 상온 유통을 하다 보니 살균처리와 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근의 맛이 달라지
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당근은 바로 착즙해서 먹으면 전혀 다른 맛이 있었으나, 보관
이 쉽지 않았으므로 ‘냉동주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제주당근
쥬스는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고 당근을 100% 활용한 원료에 충실한 상품개발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던 냉동착즙 주스를 개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확대하여 제품 컨셉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는 당근 착즙 후 남은 박을 활용하여 화장품 원료로 이니스프리에 공급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핸드크림, 비누 등을 생산하여 전국 및 해외매장까지 구좌
당근을 활용한 판매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아임제주 당근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뷰티’라는 환경보호 이미지와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5-13> 제주 구좌농업협동조합의 ‘아임제주’ 사례

자료 1) 쇼핑하우(https://m.shoppinghow.kakao.com, 검색일: 2020. 10. 20.).
2) 이니스프리(https://www.innisfree.com/kr/ko/ProductView.do?prdSeq=28076, 검색일: 2020. 10. 20.).

4.1.3.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제품 개발
전북 완주는 우리나라에서 생강을 처음으로 재배한 곳이지만, 충남 서산과 경북
안동 지역으로 생강 주산지의 지위를 빼앗기게 되자, 전략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의 ｢향토사업지원사업｣을 통해 생강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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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가공품은 편강, 즙 순으로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기존 제품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생강 가공품인 편강
은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먹기 불편함이 있었고, 당시 ‘하루 견과’라
는 소포장 견과류 제품이 인기가 있었기에 소포장을 통한 ‘하루 편강’ 제품을 개발
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는 ‘건강지향’ 트렌드에 맞추어 생강청 제품인 ‘진저원’을 개발하였으며, 문
경 오미자 진저원, 제주 청귤 진저원, 깔라만시 진저원, 레드자몽 진저원 등으로 제
품을 확대했다.
<그림 5-14> 완주군 생강 가공품 개발 사례

자료: 쇼핑하우(https://m.shoppinghow.kakao.com, 검색일: 2020. 10. 20.).

4.1.4. 제품 차별화와 충분한 준비를 통한 시장 진입
‘안성엄마손꾸러미’ 영농조합법인은 2018년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배말랭이
(비트, 치자, 시금치 시리즈)와 액상차(배농축, 모과배농축, 배도라지농축)를 생산
중에 있다. 보통 지역의 산지가공업체는 공장시설을 먼저 갖추고 제품 개발과 시장
성을 뒤늦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안성엄마손꾸러미 영농조합법인은 공장설립
전에 시제품을 생산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통해 소비 시장에 대한 충분한 테스
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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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액상류 상품은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기 때문에 유사 상품에 비해 제품의
진함이 높아 기존 제품과 차별화 되었고, 상품의 특성이나 용도에 충실한 상품으로
인정받아, 소비자의 재구매율이 35% 이상 나타나 자체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최
근 2020년 서울국제식품전 Awards에서는 힐링 부분을 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 5-15> 안성엄마손꾸러미 영농조합법인 제품개발 사례

자료: 안성엄마손꾸러미(http://mam.or.kr, 검색일: 2020. 10. 20.).

4.2. 실패 요인 분석
4.2.1. 계약 내용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
제빵기업 SPC는 2015년 경남 의령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남 의령에 제빵
용 우리밀 재배단지를 조성하였다. 제빵용으로 적합한 조경밀 생산을 위해 교육, 컨
설팅, 공동 비료 살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원활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하였고, 농림축산
식품부도 상생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기대가 컸다.
2018년 밀이 과잉 생산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농가에서는 계약물량
이상으로 과잉 생산된 물량에 대한 구입을 SPC 측에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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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를 제외하면 다량의 우리밀을 매입해줄 만한 다른 수요처도 없었다.
SPC는 의령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밀을 수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의령에서
과잉 생산분을 구입 하게 되면 연쇄적인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로 SPC는 더 이상의 수매를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5-16> SPC의 의령군 조경밀 수매 포기 사례

주: 의령군과 SPC그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협력하여 큰 기대를 모았다.
자료 1)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2, 검색일: 2020.10.20.).
2)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30, 검색일: 2020.10.20.).

4.2.2. 지역 갈등
고창황토고구마사업단은 2012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6
년 말 종합가공공장을 구축하고 ‘고창 청정 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를 설립하였
다.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페이스트, 고구마 칩 등을 개발해 고창지역의 황토에서
생산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고, 고창군 황토고구마의 명
품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자부담의 한계에 따라 자본금
부족에 직면하게 되자, 외부 자금을 사업단에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단 구
성원 간 갈등과 외지인이 고창군에서 활동한다는 지역 내 갈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
려워지게 되었다. 결국 고창 청정 고구마 가공식품(주)은 별도로 독립하였으며, 현
재는 인도네시아산 고구마를 가공하여 고구마말랭이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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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고창 청정 고구마 사례

자료: 쇼핑하우(https://m.shoppinghow.kakao.com, 검색일: 2020. 10. 20.).

4.2.3. 지역산 원재료 물량 부족
전라북도 군산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박대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박대는
군산지역의 대표 어종으로 가정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으나, 어획량이 줄어들어 수
입산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프랜차이즈 주점 등을 대상으로 메뉴를 제안하여 국산 컨셉의
외식 식재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마침 뒤이어 TV 프로그램에서 유명 여가수가 먹
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생소했던 박대가 알려지게 되었고, TV 요리 프
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
대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기존 가정용 상품의 수요 대응도 어렵게 되면
서, 새롭게 개척한 외식업체 및 가공원료의 수급이 어려워졌으며,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가 무산되었다. 자연스레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사업단의 부실 운영
까지 더해지면서 현재는 완전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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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전북 국산 박대 사례

자료 1) JTBC [한끼줍쇼] 2018년 7월 25일 방영분 캡쳐.
2) 투데이군산(http://www.todaygu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 검색일: 2020. 10. 20.).

4.2.4. 상품 제조기술·역량 부족
강원도 영월군 영월콩식품사업단은 영월의 콩을 이용하여 전두부를 개발·판매
하였으며, 학교급식 및 공공영역으로 판로를 설정하고 일본에서 대형 설비를 들
여오는 등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두부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설비 운영에 있어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아 기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강원도 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설비를
도입하였지만 하드웨어 도입에 급급한 나머지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전달 받지 못
해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상품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결국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림 5-19> 강원도 영월군 전두부 사례

자료 1) 영월신문(http://www.yeongw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2, 검색일: 2020. 10. 20.).
2)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67590, 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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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산 원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5.1. 가공식품 원산지 확인 현황 및 특징
5.1.1. 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가격
(30.3%), 품질(17.3%), 맛(16.9%), 유통기한(12.7%) 순이며, 원재료 원산지는
7.3%로 5번째로 나타났다. 원재료 원산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1인
가구는 4.5%로 낮은 편이다.
특히, 20대의 원재료 원산지를 고려하는 비중은 1.7%에 그쳐 안전성과 함께 최
하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60대는 12.2%로 높아 4순위를 기록하였다.
<표 5-21> 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
단위: %
구분
전체

연령

지역
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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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30.3

품질
17.3

맛
16.9

제조
원재료
안전성 영양
유통기한 원산지

구입
편리성

브랜드

조리
편리성

12.7

7.3

5.9

2.6

2.4

2.3

2.2

20대

45.2

16.2

18.7

6.8

1.7

1.7

2.3

2.5

2.5

2.5

30대

35.6

15.3

21.3

9.9

4.1

2.9

1.9

2.9

2.7

3.3

40대

30.6

19.4

17.7

11.3

6.3

5.3

1.9

2.9

2.1

2.3

50대

24.7

18.0

14.8

14.9

9.5

8.7

3.7

1.5

2.2

1.8

60대

25.2

15.6

12.0

17.8

12.2

8.3

2.9

2.2

2.4

1.3

수도권

29.6

18.0

17.5

12.5

6.4

5.8

2.8

2.1

2.5

2.9

비수도권

30.6

17.0

16.6

12.7

7.7

5.9

2.5

2.5

2.3

2.0

고졸 이하

31.6

16.1

16.5

13.6

7.8

5.4

2.5

2.0

2.3

2.0

대졸 이상

29.9

17.7

17.0

12.4

7.2

6.0

2.6

2.5

2.4

2.3

(계속)
구분
300만원 미만
월
평균 300만~500만원미만
가구 500만~700만원미만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원
수

가격

품질

맛

제조
원재료
안전성 영양
유통기한 원산지

구입
편리성

브랜드

조리
편리성

37.0

14.7

16.9

11.2

5.9

4.9

2.5

2.4

1.9

2.4

31.7

16.9

15.3

13.3

7.6

6.5

2.6

2.1

1.8

2.0

27.5

16.8

19.0

13.2

7.8

5.5

2.8

2.4

2.7

2.3

21.2

22.8

16.9

12.8

8.3

6.8

2.4

2.8

3.5

2.4

1인 가구

36.1

14.5

18.1

9.6

4.5

4.8

3.2

3.9

2.2

2.8

2인

29.5

15.9

15.7

14.1

7.9

6.3

2.1

3.0

2.5

2.7

3인

29.8

16.9

18.0

12.6

8.7

5.8

2.1

1.6

2.6

1.9

4인 이상

28.8

19.4

16.3

13.0

7.1

6.1

2.9

2.0

2.2

2.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5.1.2. 가공식품 원재료의 중요도와 활용도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가공식품 품질에 중요한 정도와 원재료의 원산지를 가공
식품 선택의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는지를 각각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1사분면
에 위치한 응답자 군은 중요도와 활용도를 모두 높게 평가한 그룹이며, 3사분면에
위치한 응답군은 양쪽 모두 매우 낮게 평가한 그룹이다.
분석 결과, 60대는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의 중요도와 활용도를 매우 높게 평
가한 반면 20대는 평가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 밖에 1인 가구와 남성 주구
입자, 30대, 고졸 이하, 식생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수도권 거주자도 전체 평균
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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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가공식품 원재료 중요도/활용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직접 작성.

5.1.3. 가공식품 구입 시 원재료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
가공식품 구입 시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자의 51.6%는 포장지 후면 원재료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고,
30.7%는 포장지 전면에 원산지가 적혀있는지를 본다고 응답하였다. 브랜드명을
보거나, 제조업체명을 보거나, 제품명을 본다고 응답한 비중도 각각 7.3%, 4.9%,
4.1%로 나타났다.
남성은 브랜드명과 제조업체명을 본다는 응답 비중이 높고, 20대는 브랜드명을
본다는 응답이 16.0%로 매우 높았다. 제품명을 본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대와 고졸 이하 그룹은 포장지 전면을 확인하
는 응답 비중이 각각 34.8%와 35.9%로 높은 편이다.

206 |

<표 5-22> 가공식품 구입 시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방법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지역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가구원
수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수도권
비수도권
고졸 이하
대졸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500만원 미만
500만~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1인 가구
2인
3인
4인 이상

포장지 후면에
포장지
TV광고 등에서
브랜드명을 제조업체 제품명을
원재료별
전면에
본 기억을
본다
명을 본다
본다
원산지를 확인 원산지를 확인
떠올린다
51.6
30.7
7.3
4.9
4.1
1.2
10.0
5.7
5.3
1.7
49.8
27.5
51.9
31.4
6.8
4.8
3.8
1.1
16.0
4.0
6.0
1.5
42.5
30.0
5.7
1.9
51.3
27.5
7.9
5.4
52.1
29.7
8.0
5.2
3.8
0.8
52.9
32.3
4.9
5.2
3.5
0.9
34.8
5.6
3.8
2.3
1.0
52.5
53.4
30.5
7.3
4.3
2.9
1.1
50.8
30.8
7.4
5.2
4.6
1.2
35.9
8.1
5.5
5.1
0.7
44.3
53.8
29.1
7.1
4.8
3.8
1.3
47.1
32.4
8.0
5.1
5.7
1.6
52.1
32.9
6.8
3.8
2.7
1.3
5.8
4.3
1.1
53.7
28.3
6.6
54.5
27.4
8.3
5.6
3.6
0.4
6.3
1.9
52.2
27.0
7.2
4.9
53.3
31.7
6.7
3.3
4.0
0.8
52.1
31.4
7.0
5.8
2.8
0.9
50.0
31.0
8.0
5.2
4.2
1.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현재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제품 후면 정보표시면(일괄표시면)에 원재료명
과 함께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품 전면 주표시면에 더 큰 크기로 표시할 수도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강
조할 필요성이 없거나,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을 경우 굳이
전면에 더 큰 활자로 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면을 보고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
인하기 어렵다. 브랜드명, 제조업체명, 제품명, TV 광고 등을 통해서는 원재료의 원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원산지 정보를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약 절반에
이르는 소비자들은 정확한 가공식품 원산지 확인 방법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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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산 원재료에 대한 선호48)
5.2.1. 품목별 국산 원재료에 대한 중요도 및 구입 행태
국산 원재료의 사용 여부를 가장 중요시하는 가공식품 품목은 김치로 4.41점(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고추장/된장(4.02점), 두부(3.98점), 간편식(3.96점) 순으로 나
타났으며, 빵과 감자칩은 각각 3.25점과 3.01점으로 낮은 편이다. 김치, 고추장/된
장, 두부와 같이 식사에 필수적인 식품에 대해 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빵의 경우 밀가루가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것을 인지하
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성, 20~30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인 가구인 그룹에서 품목별로
국산 원재료 사용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식생활 교육을 받은 그룹보다
받지 않은 그룹에서 더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특히, 20대는 전 인구·사회적 변
수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5-23> 평소 품목별 구입 시 국산 원재료 사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여부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빵

두부

고추장
/된장

감자칩

김치

간편식
(국/탕/찌개류)

3.25

3.98

4.02

3.01

4.41

3.96

3.15

3.86

3.85

2.90

4.23

3.82

여성

3.28

4.00

4.05

3.04

4.46

3.99

20대

2.82

3.61

3.69

2.24

4.08

3.55

30대

2.92

3.93

3.88

2.64

4.31

3.77

48) 국산 원재료에 대한 선호가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가공식품 품목을 전통성과 대중성,
저장성 등을 고려하여 빵, 두부, 고추장/된장, 감자칩, 김치, 간편식(국/탕/찌개류)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고려하여 총 3,000명의 응답자를 1,500명씩 2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
였으며 한 그룹은 빵, 두부, 고추장/된장에 대해서 응답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감자칩, 김치, 간편식(국
/탕/찌개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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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빵

40대
연령

지역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고추장
/된장

두부

감자칩

3.15

3.93

3.94

간편식
(국/탕/찌개류)

김치

2.99

4.43

3.91

50대

3.52

4.04

4.14

3.28

4.50

4.09

60대

3.67

4.19

4.28

3.45

4.54

4.25

수도권

3.21

3.97

4.00

2.99

4.40

3.94

비수도권

3.27

3.98

4.02

3.02

4.42

3.97

고졸 이하

3.37

3.91

4.04

3.13

4.35

3.98

대졸 이상

3.22

4.00

4.01

2.97

4.43

3.95

300만원 미만

3.20

3.83

3.90

2.98

4.27

3.88

300만~500만원 미만

3.29

3.97

4.03

2.99

4.40

3.94

500만~700만원 미만

3.22

4.06

4.04

3.05

4.50

3.99

700만원 이상

3.33

4.11

4.14

3.04

4.55

4.06

1인 가구

3.10

3.79

3.83

2.73

4.28

3.80

가구원
수

2인

3.26

4.02

4.05

3.03

4.41

4.01

3인

3.28

4.04

4.06

2.99

4.43

3.94

4인 이상

3.29

3.98

4.04

3.13

4.46

4.01

식생활
교육

안 받음

3.25

3.95

4.00

3.00

4.42

3.95

받음

3.26

4.02

4.04

3.03

4.41

3.9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20대는 모든 품목에서 국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반
면, 국산·수입산 관계 없이 구입한다는 응답은 모든 품목에서 가장 높았다. 30대는 두
부에 대한 국산 선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국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5-24> 품목별 국산 원재료에 대한 구입행태
단위: %
응답 구분
네, 되도록
국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구입한다

품목

전체

20대

30대

40대
45.8

50대

60대

빵

48.6

31.0

36.7

57.7

두부

75.3

62.0

80.0

72.8

74.9

79.6

장류

77.6

70.0

74.6

77.2

80.8

80.4

감자칩

51.1

17.0

37.0

52.3

62.8

63.3

김치

95.1

81.0

93.7

96.0

98.0

96.7

간편식

73.5

42.0

62.1

73.0

84.3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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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응답 구분

아니오,
국산, 수입산
관계없이 구입한다

품목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빵

50.3

66.0

60.9

53.5

42.0

36.7

두부

22.7

32.0

17.0

26.3

23.3

19.2

장류

21.1

28.0

23.0

21.9

18.5

18.8

감자칩

47.9

83.0

60.9

47.2

35.9

36.3

김치

4.5

17.0

5.7

4.0

1.5

3.3

간편식

25.2

56.0

35.8

26.0

14.4

13.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5.2.2. 국산 원재료를 선호하는 이유
모든 품목에서 국산 원재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로, 이는 국산 원재료가 품질 면에서 수입산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치와 간편식은 73.7%와 7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
가 등,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는 빵과 두부에서 각각 20.6%와 18.8%로 높게 나타났
으며,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은 두부와 장류, 감자칩, 김치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감자칩은 ‘우리나라 농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9.3%로 높은 편이다.
<표 5-25> 품목별 국산 원재료 선호 이유
단위: %
구분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

영양가 등,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맛이
좋아서

우리나라 농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기타

빵

65.8

20.6

6.6

6.4

0.3

0.3

두부

65.2

18.8

9.9

4.8

0.4

0.8

장류

59.5

16.1

16.8

6.7

0.5

0.4

감자칩

66.1

10.8

12.0

9.3

1.0

0.8

김치

73.7

7.0

13.5

4.2

0.1

1.5

간편식

73.3

11.3

9.8

4.4

0.5

0.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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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국산 원료 제품 구입 시 애로사항
국산 원료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국산 원료 제품 구입
시, 애로사항을 추가 설문하였다. 간편식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동일하게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말 국산이 맞는지 믿지 못하겠다’도 응답
한 비중이 후순위로 나타났으며, 간편식의 경우에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국산이 함유된 것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품목별로 17.7 ~
20.3%로 높은 편이다.
<표 5-26> 품목별 국산 원료 제품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국산 원료 제품 구입 시, 애로사항
빵

두부

장류

가격이 비싸다

32.2

38.0

36.9

감자칩

김치

30.6

39.0

간편식
28.3

정말 국산이 맞는지 믿지 못하겠다

24.1

26.0

27.5

23.3

29.4

31.5

국산이 함유된 것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20.3

17.7

19.6

19.5

17.8

18.9

판매점에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잘 없다

10.9

4.6

5.2

8.9

2.9

6.2

수입산과 품질상 차이가 없다

4.8

5.9

4.2

7.0

1.8

3.1

주로 잘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이 많다

3.7

4.1

2.9

5.0

3.9

5.0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2.3

3.1

2.9

3.4

3.1

4.5

맛이 없다

1.6

0.5

0.9

2.1

1.7

2.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은 김치(39.0%)와 두부(38.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빵은 ‘국산이 함유된 것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20.3%)’, ‘판매점에 국산 원
료를 사용한 제품이 잘 없는 것(10.9%)’ 또한 비교적 큰 애로사항으로 집계되었다.
품목별로 국산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격이 비싸서’라는 응
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두부와 장류는 각각 47.5%와 38.4%로 매우 높은 수준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빵은 애로사항 질문과 마찬가지로 ‘국산이 함유된 것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서(21.6%)’, ‘판매점에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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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비중이 높고, 감자칩은 ‘수입산과 품질상 차이가 없어서(28.1%)’ 비중이
높다. 김치는 ‘정말 국산이 맞는지 믿지 못해서(20.1%)’와 ‘주로 잘 모르는 중소기
업 제품이 많아서(6.8%)’라는 응답이 많은 편이며, 간편식은 ‘국산이 함유된 것인
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서(19.4%)’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5-27> 품목별 국산 원료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국산 원료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빵

두부

장류

감자칩

김치

간편식

가격이 비싸서

30.6

47.5

38.4

26.7

37.9

24.9

정말 국산이 맞는지 믿지 못해서

11.5

15.9

18.3

9.1

20.1

17.4

국산이 함유된 것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21.6

10.0

12.4

16.7

12.8

19.4

판매점에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잘 없어서

15.1

3.0

7.0

7.7

4.6

9.4

수입산과 품질상 차이가 없어서

14.6

19.0

17.6

28.1

11.0

18.5

주로 잘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이 많아서

2.8

2.9

3.6

3.9

6.8

5.2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서

0.6

0.6

1.2

1.1

2.3

1.8

맛이 없어서

2.6

0.7

1.2

3.9

4.1

2.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5.3. 처치효과와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소비자의 선택 분석
5.3.1. 분석 개요
소비자의 국내산에 대한 선호체계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총 3,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부담 경감과 성
실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1,500명씩 그룹A와 그룹B로 구분하여 그룹A는 콩과
두부, 그룹B는 감자와 감자칩에 대해 분석을 수행 하였다.49) 직교설계를 실시하

49) 원물과 해당 원물을 사용한 가공품과의 관계도 함께 파악해보고자 콩-두부, 감자-감자칩의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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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래의 <그림 5-21>와 같이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구입 안 함’을 포함함으로
써 설문 응답자들이 실제 선택 상황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속성은 가격과 원산지, 브랜드, 유기농 인증 여부로 구분하였으며, 속성별로
가격은 시판가격을 참고하여 저/중/고,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 브랜드는 유명
브랜드와 중소형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없음, 유기농인증은 인증과 미인증으로 구
분하여 속성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5-21> 선택실험 제시 방법
그룹A(콩과 두부)

그룹B(감자와 감자칩)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2> 4가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정보 미제공)

<집단1>로컬푸드 운동

<집단2>신토불이 운동

<집단3>다원적 기능

<집단4>식량 자급률

주: 집단5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통제집단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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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이 주는 효과를 계측하고자, 그룹A와 그룹B 각각 1,500명의 응답 대상
자를 다시 300명씩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아래 <그림 5-22>의 정보를 제공
하였고, 집단5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통제집단(정보 미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선택실험 결과를 조건부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으로 추정하였으며,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은 Krinsky & Robb(1986)의 방법을 활용하여 10,000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포를 도출한 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5.3.2.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먼저, 콩에 대한 분석 결과 관심대상인 원산지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살
펴보면, 신토불이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집단2의 지불의사 금액이 10,063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량 자급률(9,819원), 다원적 기능(9,617원),
로컬푸드 운동(9,343원) 등도 통제집단(8,954원) 에 대하여 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는 정보 제공으로 인한 처치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그중에서
도 신토불이 운동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 5-28> 콩 분석 결과,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단위: 원
콩
처치집단(정보 제공)

구분
<집단1>
로컬푸드 운동

<집단2>
신토불이 운동

<집단3>
다원적 기능

<집단4>
식량 자급률

<집단5>
통제집단
(정보 미제공)

유명브랜드

1,373
(7.6%)

873
(4.8%)

1,237
(6.8%)

1,217
(6.7%)

1,363
(7.5%)

중소형브랜드

1,041
(5.8%)

832
(4.6%)

910
(5.0%)

862
(4.8%)

1,147
(6.3%)

원산지

9,343
(51.6%)

10,063
(55.6%)

9,617
(53.1%)

9,819
(54.2%)

8,954
(49.5%)

친환경

2,979
(16.5%)

2,820
(15.6%)

3,250
(18.0%)

3,047
(16.8%)

3,123
(17.3%)

주: 기준가격은 18,100원, ( )는 최고가격 대비 지불의향을 %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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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토불이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집단2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이 2,07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로컬푸드 운동(1,962
원), 식량 자급률(1,875원) 등도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한계지불의사금액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두부의 경우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집단3은 통제 집단에 비해
오히려 낮은 한계지불의사금액을 보여, 처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29> 두부 분석 결과,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단위: 원
두부(콩 가공품)
처치집단(정보 제공)

구분
<집단1>
로컬푸드 운동

<집단2>
신토불이 운동

<집단3>
다원적 기능

<집단4>
식량 자급률

<집단5>
통제집단
(정보미제공)

유명브랜드

93
(2.5%)

184
(5.0%)

171
(4.6%)

210
(5.7%)

209
(5.6%)

중소형브랜드

40
(1.1%)

101
(2.7%)

75
(2.0%)

108
(2.9%)

65
(1.8%)

원산지

1,962
(53.0%)

2,079
(56.2%)

1,805
(48.8%)

1,875
(50.7%)

1,836
(49.6%)

친환경

500
(13.5%)

475
(12.8%)

571
(15.4%)

494
(13.4%)

478
(12.9%)

주: 기준가격은 3,700원, ( )는 기준가격 대비 지불의향을 %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감자의 경우에는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집단1의 한계지불의사금액
이 1,69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처치집단의 한계지불의사금액
은 통제집단(1,656원)보다 낮은 금액을 보임에 따라 처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30> 감자 분석 결과,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단위: 원
구분

유명브랜드
중소형브랜드

<집단1>
로컬푸드 운동
192
(5.5%)
166
(4.8%)

감자
처치집단(정보 제공)
<집단2>
<집단3>
신토불이 운동
다원적 기능
175
(5.0%)
143
(4.1%)

220
(6.3%)
137
(3.9%)

<집단4>
식량 자급률

<집단5>
통제집단
(정보 미제공)

178
(5.1%)
13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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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원산지
친환경

<집단1>
로컬푸드 운동
1,690
(48.3%)
349
(10.0%)

감자
처치집단(정보 제공)
<집단2>
<집단3>
신토불이 운동
다원적 기능
1,527
(43.6%)
395
(11.3%)

<집단4>
식량 자급률

1,609
(46.0%)
332
(9.5%)

1,507
(43.1%)
374
(10.7%)

<집단5>
통제집단
(정보 미제공)
1,656
(47.3%)
404
(11.5%)

주: 기준가격은 3,500원, ( )는 기준가격 대비 지불의향을 %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감자칩의 경우에도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집단1의 한계지불의
사금액이 1,03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감자와는 달리 집단3(다원적 기능)
과 집단2(신토불이 운동) 처치집단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
타나, 처치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1> 감자칩 분석 결과,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단위: 원
감자칩(감자 가공품)
구분

처치집단(정보 제공)
<집단1>
로컬푸드 운동

<집단2>
신토불이 운동

<집단3>
다원적 기능

<집단4>
식량 자급률

<집단5>
통제집단
(정보 미제공)

유명브랜드

164
(5.8%)

194
(6.9%)

202
(7.2%)

193
(6.9%)

166
(5.9%)

중소형브랜드

16
(0.6%)

26
(0.9%)

12
(0.4%)

34
(1.2%)

23
(0.8%)

원산지

1,033
(36.9%)

953
(34.0%)

986
(35.2%)

938
(33.5%)

948
(33.9%)

친환경

205
(7.3%)

280
(10.0%)

292
(10.4%)

248
(8.8%)

275
(9.8%)

주: 기준가격은 2,800원, ( )는 기준가격 대비 지불의향을 %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콩과 두부는 신토불이 운동의 처치효과가 가
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금액의 크기도 12.4~13.2%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응답자들에게 과거 신토불이 운동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국내산에 대
한 직접적인 선호가 나타난 것으로 짐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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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은 식량 자급률이 2순위, 두부는 로컬푸드 운동이 2순위로 나타나며, 콩은 모
든 처치집단에서 한계지불의사금액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두부의
다원적 기능은 처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자와 감자칩은 모두 로컬푸드 운동의 처치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
자는 로컬푸드 운동만 유일하게 2.1% 증가한 반면, 다른 처치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 감자칩은 식량 자급률을 제외한 처치집단은 처치효과가 나타났으나 신토불
이 운동의 효과는 0.5% 증가로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32> 통제집단 대비 처치집단의 한계지불의사금액 증감률
단위: %
분석 결과 종합
처치집단(정보 제공)
<집단1>
로컬푸드 운동

<집단2>
신토불이 운동

<집단3>
다원적 기능

<집단4>
식량 자급률

<집단5>
통제집단
(정보 미제공)

콩

4.4

12.4

7.4

9.7

0.0

두부

6.9

13.2

-1.7

2.1

0.0

감자

2.1

-7.8

-2.8

-9.0

0.0

감자칩

8.9

0.5

4.0

-1.1

0.0

구분

주: 통제집단의 지불의향 금액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으나, 감자는 국산 자
급률이 90.4%로 높고, 콩은 5.4%로 낮으며, 식품제조업에서의 국산 사용률도 감
자 72.5%, 콩 5.4%로 나타나는 등, 두 품목의 국내산 지위가 다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두부와 감자칩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를 설문한 결과, 두부 3.98점(5점 만점), 감
자칩 3.01점(5점 만점)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되도록 국내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구입한다는 비중도 두부 75.3%와 감자칩 51.1%로 나타나, 품목별 국내산
원재료에 대한 충성도 차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정보를 제공한 처치집단에서 국내산에 대한 선
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제공이 소비자의 국내산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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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대국민적 홍보 및 캠페인 등이 소비자들
의 국내산 선호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콩의 국내산 원산지에 대한 선호지수는 2.64점, 두부는 2.58점으로 산출
되었으며, 감자는 2.28점, 감자칩은 1.74점으로 나타나, 원물의 국내산에 대한 선
호가 해당 원물을 이용한 가공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부가 감자보다 높
게 나타나 품목별로 가공품의 국내산 원재료에 대한 선호가 다른 원물의 국내산에
대한 선호보다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50)

6.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
6.1.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 거래 활성화
6.1.1. 물량 및 거래의 안정성 확보
가. 수요 기반 가공용 국산 원료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추진
원재료 가격을 낮추고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가공단지 육
성을 통해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고 유통비용 없이 식품제조업체가 원
재료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량 생산은 반드시 대형 수요처가 존재해야 하며,
국산 원료 농산물 중 소비자 수요가 풍부한 작목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남 의령군에 최초로 우리밀 특화재배단지를 조성했던 SPC의 사례를 반추해보
면, 2017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국산 조경밀은 SPC를 제외하면 대형
수요처가 없었기 때문에, 과잉생산 물량을 유통 시킬 방법이 없었던 탓도 크게 작용
한 것으로 생각된다.

50) 국내산 원산지에 대한 선호지수는 품목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내산 지불의사 금액 합계를 기준금
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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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구조는 지역에서 만든 농산물을 식품산업에서
구매해 달라는 식의 접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접근방식 자체가 식품산업에
서 필요한 것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우리 농업계가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
적으로는 수입대체와 국산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
부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정부는 현장을 조성·관리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나.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융자 지원 확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부분은 지원사업 인지
도가 10% 내외로 저조하지만 잠재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원사업
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식품제조업체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 범위도 넓혀가야 할 것이며, 국내 농
산물의 사용실적이 많은 우수 기업에게는 우대금리의 혜택을 부여하여 식품가공원
료 매입 자금의 사용을 늘리기보다 계약재배로 유도하여 식품원료 계열화자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융자 지원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국
산 원료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에서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전
통주 생산업체는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 지원에서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대
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고 있다.
구매이행보증보험제도는 최초 계약 등의 경우 지원 한도를 90%까지 늘릴 필요
가 있다. 최대한도인 1억 원 어치를 구매할 경우 업체당 약 250만 원 내외를 지원받
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행정절차 처리와 시간 대비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더욱이 1억 원 최대 한도까지 구매하는 경우는 42개 업체 중 단 6곳
(2020년 9월 기준)에 그쳐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계약 시, 혜택을 부여하면 신규 신청업체를 늘리는 데도 효과
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수출 관련 지원사업에 비해 국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원사업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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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지원지침 및
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다. 계약재배 활성화 필요
계약재배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책
임 있는 주체가 거래를 약정하는 등,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계약재배는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계약물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산지 농가
관리와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한 농업회사
법인 해성의 사례 또한 직접 산지의 농가를 교육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단, 모든 기업이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재배의 이점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자체 등에서 계약재배
확대 지원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견기업 이상 업체는 농가 관리 등 업무량 증가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와 연계된 중간 지원조직이 이를 관리해주고, 기업은 본래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
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계약재배 만족도가 높은 것은 매우 고
무적인 점이며, 계약재배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고, 아직까지 많은 기업체가 계약
재배를 추진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유도도 필요하다.

6.1.2. 가공용 농산물(B2B) 시장 활성화
가. 가공용 농산물(B2B) 시장 육성
일반적으로 과실류의 경우에는 생과로 출하가 어려운 B급 농산물을 따로 분류
하여 가공용으로 산지 수집상과 중도매인에 의해 유통되고 있으나, 가공용 채소
는 시장이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유통 농산물 시장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비
싼 가격과 큰 변동성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B급 채소 등 가공용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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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시장을 육성하여 시장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물량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5-23> 미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비규격품 예시

자료: Hungry Harvest 홈페이지(https://www.hungryharvest.net/rescued-produce, 검색일: 2020. 10. 12.).

일본 농림수산성은 가공용 채소에 대한 수요를 산지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탓에 수입산 농산물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부터 가공·업무용
(B2B) 채소 생산으로 전환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
는 ‘가공·업무용 채소 생산 기반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51)

나. 산지 정보 DB 및 플랫폼 구축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정부는 생산자와 기업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식
품제조업체가 거래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www.
atfis.or.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정보들은 일
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나열한 것이라서, 실제 거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식품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생산자 조직을 모집하여, 거래 가능한 품목 정보를 생
산자 조직이 직접 제시하는 플랫폼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자 조직
스스로 충분히 어필할 기회를 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당 조직의 공
51) 김상효 외. 2019.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pp.138-13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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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능력과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1.3. 소재식품산업 육성
식품제조업체가 직접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공을 위한 1차 가공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 노동력이 수반됨은 물론이며, 작업장 내 전처리 설비를 위한 공간도
요구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품의 로스율 관리와 안전성·이물질 관리
등 관리 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갈수록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
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즉, 소재로서 전문화된 업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는다면
인건비 절감, 설비 절감, 공장 공간 절감, 위생·안전관리 비용 등의 다양한 원가절
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전처리 농산물, 신선편이 농산물 등 1차 가공된 농산물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전처리되어 공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냉동식품 전문
기업인 천일식품의 경우 냉동 볶음밥의 원료를 ‘한성그린팩토리’로 일괄 이관하
여 공급받고 있으며, 천일냉동은 이물질 선별 등 원료선별 관련 라인을 축소하여
자체 공장의 효율을 높이고, 공급사인 한성그린팩토리는 원료 전처리, 이물 선별,
냉동 IQF 등에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5-24>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 규모 전망
1,200,000

1,136,929
936,444

1,000,000
808,948
800,000
600,000
400,000
200,000
2018

2019p

2020p

자료: 김상효 외(2019).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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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재화를 위한 원료
공급이 대형화되어야 한다. 한성그린팩토리는 국산 원료 농산물의 대량 매입을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어, 농가와 1차 가공업체, 최종수요처의 3자 간 상생
관계까지 형성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해성의 사례에서도 최종수요
처인 ㈜농심과 해성, 농가의 3자 상생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림 5-25> 한성그린팩토리 계약재배와 식품 소재화 사례

자료: 직접 촬영.

소재식품산업이 육성되면 대량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
다. 더욱이 식품제조업체가 갈수록 산지에 농가와 거래하기보다는 전문 중간도매
(벤더업체) 및 1차 가공업체를 이용하는 추세에 있어, 소재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
가와의 계약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식품산업 활성화
6.2.1. 지역 가공산업의 육성
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판촉 노력
지역에 생산자나 식품제조업체는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
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판촉전을 열어 제품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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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의 성공 사례 이면에는 지방정부 및
일선 담당자의 차별화된 노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양평군은 관내 쌀 판매를 위해 군에서 직접 여러 관내 기업체를 연결하
려는 노력 끝에 ‘리뉴얼라이프’라는 친환경 쌀과자 제조업체와의 거래를 성사시
켰다. 현재는 해당 업체에 납품할 목적으로 관내 농가들을 조직하여 전문 생산단
지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앞서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완주군의 생강편강 제품도
포장공장에서 냄새와 끈적거림을 이유로 제품 포장을 거절하자, 완주군이 나서서
생강 조합을 조직하여 제품 포장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나. 지역 전략 품목의 전문화·대형화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에 있어 원물의 확보와 수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원
물의 수급을 계획하여 상품화하여야 지속적으로 상품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지역 가공업체의 창업 역시도 지역의 풍부한 농산자원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
를 포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소기업 이하 규모의 업체는 산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원물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산지의 농가는 농협 등 출하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기업과 읍·면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계약재배를 한 경
험이 많고, 안정적 조달을 위한 조직화/계약재배/보험 등 지원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
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전라북도 군산의 박대 사업 또한 마케팅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박대
어획량이 감소됨에 따라 시장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사례이며, 고창 청정 고구마 가
공식품 사례에서 인도네시아산을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 지역 내 선도형 가공업체 육성
지역에 탄탄한 식품제조업체 한 곳이 그 지역에 100농가를 책임질 수 있다. 이른
바 ‘선도형 지역 가공업체’가 그것이며 즉, 수요가 지역에서 공급을 창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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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선도형 가공업체는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
므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며, 지역 식품가공업체의 발전이 지방정부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6.2.2. 전문 코디네이팅 지원
지역특화 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업 등, 지역 식품가공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에 있다. 또한, 강원도 영월군 사례처럼, 농식품 가공
전문가의 부재로 기존의 설비를 제대로 가동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의 개발도 유통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인적 자원
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산지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전
문 코디네이터의 육성은 관련 학위 전공자나 몇 차례 교육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가 아니다.
역량 있는 지역 활동가 또는 식품·유통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거나 전문 컨설팅업
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코디네이팅 사업으로 지원하여 이러한 인적 역량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식품제조업체나 관련 산업에서 정년퇴직한 인력풀을 구
성하여 매칭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지역전략식품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에서 사무국장을 선발·고용하는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6.2.3. 중앙정부 연계 협의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추진해야
하지만, 지방에만 맡겨 둘 경우 부실화가 우려되거나 중앙정부의 다른 정책과 연
계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의 사업은 지역에서 관장하되, 컨
트롤 타워 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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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과 산지와의 매칭사업이나,
지역의 산지투어를 기획할 수 있으며, 지역 특화사업과 식품원료 매입자금 등 각종
내역사업을 통해 사용된 국산 농산물의 사용실적을 DB화하여 정책의 성과를 국산
농산물의 사용실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스로는 농업과의 연계 정책이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
과, 농촌산업과, 식량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 등 여러 부서에 걸쳐있어,
각 부서마다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융복
합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한 TF 또는 품목별
가공 TF 등을 매년 설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
도록 조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6.3. 엄격한 품질관리 및 국산 장려 소비문화 형성
6.3.1.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수입산과 국산 간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비싼 가격에 국산을 구입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조사 결과 20대의 국산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성장한다면 국산 원재료 사용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이라야 할 것이다. 가령,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원재료나 기능적으로 개선된 것, 수입산과 비교하여 맛이 더 좋은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은 수입산에 비해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들이 품목별로 국산 원재료를 선호하는 각기 정도는 다르지만,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품목에서 공통적으로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국산 원재료가 안전성 및 품질 면에서 수입산에 비해 높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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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국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 몇 차례의 식품 안전사고
로 인해 순식간에 인식이 바뀔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수입산에 대한 불
신은 그동안 발생한 몇 건의 저위 품질의 수입산에서 식품 안전사고가 났던 기억
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3.2. 스마트한 국산·원산지 표시 정보 개선
현재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제품 후면 정보표시면(일괄표시면)에 원재료명
과 함께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품 전면 주표시면에 더 큰 크기로 표시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강조하거나,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굳이 전면에 더 큰 활자로 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2종류 이상의 복합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후면 정보표
시면에 다른 복합원재료와 함께 기입된다면, 활자크기도 작고 너무 많은 양의 정보
가 담기게 되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소비자 조사 결과, 국산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국산이 함유된 것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산 원료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동일한 사유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품목도 있다.
식품의 표시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며, 원재료 원산지를 규정에 맞게 정확
히 기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인증제도를 제외하면,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달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가공식품원산지 인증제도는 시중
에 인증제도 표지가 부착된 시판 상품을 보기 힘들 정도로 활성화가 미흡하며, 여기
에는 대부분 복합원재료로 가공되는 가공식품이 95% 이상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제품 전면에 표시한
다면, 소비자가 쉽게 국산 원재료가 함유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함유되었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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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매장에서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정
보 제공법을 체계화하고, 공통된 규칙을 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26> 다양한 식품의 표시 전달방식

자료 1)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Health_Star_Rating_System, 검색일: 2020. 10. 12.).
2) Lancaster City Council( http://www.lancaster.gov.uk/environmental-health/food-safety/food-hygiene
-ratings, 검색일: 2020. 10. 12.).

6.3.3. 교육·홍보 강화 및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국산장려 운동 전개
가. 정보 전달의 소비자 선택 영향
앞서 실시한 처치효과와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소비자의 선택 분석 결과, 품목
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정보를 제공한 처치집단에서 국내산에 대한 선호가 높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보 전달이 소비자의 국내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치형태별로 소비자의 국내산에 대한 선호체계가 상이하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품목별로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에게 효과
가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4가지 처치 ① 로컬푸드 운동, ② 신토불이 운동, ③ 다원적 기능, ④ 식량 자급
률 정보의 전달도 주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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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대 대상 중점 교육·홍보 필요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전통 식생활의 계승 및
발전,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전개 등의 식생활 교육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식생활 교육을 받은 그룹
이 받지 않은 그룹 보다 품목별로 국산 원재료 사용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생활 교육은 영양·건강적인 측면에서 주로 학생층과 임산부, 고령자를 대
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대는 교육의 주요 대상이 아니다. 조사 결과, 20
대는 전 인구·사회적 변수를 통틀어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충
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성세대
수준의 국산 원료 농산물에 대한 선호를 따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도시에서 나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
고, 농촌봉사활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친지방문 등을 위해 농촌을 자주 방
문을 가능성 또한 낮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의 20대들이 기성세대만큼의 국산 원재료에 대한 선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들을 중점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SNS나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
티 등을 위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2020년대 새로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추진
신토불이 운동은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체질에 잘 맞는다
는 말로서, UR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맞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작
되었고,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던 국산 농산물 장려 운동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9%가 신토불이의 뜻을 잘 알고 있
다고 응답하였으나, 20대는 42.5%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30대 72.4%, 40
대 82.4%, 50대 85.1%, 60대 이상 86.9%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토불이 운동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합이 필요할 때 합심해서 추진하
는 모습을 지금까지 꾸준히 보여주었다. IMF 금융위기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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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였으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국산 소비를 소비자 개인의 가치소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국산 농
산물 장려 운동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의 중
요성이 대두된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국산 장려 운동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성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5-27> 신토불이 운동 인지 여부 및 코로나19 이후 식량 자급률 제고의 필요성
단위: %, 점/5점 만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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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6장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52)

1. 식품제조업의 성장 개척은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식품제조업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격차를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함으로
써 국가 전체 포용성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에 성장 동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회 구
성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53) 이러한 관점에
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식품제조업이 지
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는 점이다.
포용은 성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성장은 포용사회로의 진전함에 밑
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이유로 포용성 강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하고,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2) 이 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원고 위탁 내용과 연구진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53) 모두가 ‘최소한 불행해지지는 않는’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이 아닌, 일부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희생 요구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균형점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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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분야가 사회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환경과 순환을 고려하는 경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감염병
의 창궐, 기후변화, 유통환경 및 노동정책 변화 등 다양한 외부적 경영 리스크가 존
재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더욱 위험-회피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미래나 환경
/순환 등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행위는 ‘현재에는 비용으로, 미래에는 부담으로’
여겨질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없는 기업/산업이 미래 지향적 행위인 지속가
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
능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54)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007년 40.6조 원에서 2018년 80.1조 원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전년 대비 출하액 증가율은
2011년 16.6%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5% 성장에 머
물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성장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불어, 세
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추세, 이로 인한 총인구 감소, 비만 예방 등
건강지향적인 식생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식품절벽’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데다, 수
입식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 식품제조업의
향후 성장 잠재력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품절
벽’으로 인해 206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총칼로리는 2020년
에 우리 국민이 섭취했던 총칼로리의 7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수치는 식품 총수요의 4분의 1이 사라짐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품 총수요 감
소에 대비한 산업 및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
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러한 총수요 감소 전망하에서 식품제조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는 첫째, 부가가치 증대·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식품
제조업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하며, 이러한 혁신의 과정에서 연구개발(R&D)이

54)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해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충분조건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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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식음료품제조업55)의 부가가치 비율은
6.6%로 미국(15.9%)이나 일본(13.1%)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기존 제
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을 통해 총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림 6-1> 한·미·일 식음료품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주: 담배(tobacco)를 포함한 식음료품제조업 전체에 대해 부가된 가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2018). ｢International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2018｣. vienna, Austria.

둘째, 신수요/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를 발굴하고 이에 부
합하는 미래 신제품을 개발·출시함으로써 신수요/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혁신과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친환
경적 소비와 같은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편리성 및 건강을 지향하는 문화가 식품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식품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푸드테크’로 대변되
는 식품 분야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 가능성이 열렸으며, 식품 소비
자의 선호가 짧은 주기로 바뀌고,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창출될 전망이다. 이러한 신수요/신시장의 가

55) 이 보고서에서는 ‘식품제조업’을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 비교 등 불가피한 경우 ‘식음료
품제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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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식품제조업에게는 중요한 기회 요인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식품제조업 분
야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효소, 첨가제, 장비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산업적 안정성이 취약하고, 급변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원천기술이 부
족하다. 민간에 의한 미래 혁신식품 R&D 투자도 낮아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식품
시장 선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초기술에 대한 R&D뿐만 아니라, 혁신
식품에 대한 R&D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 부처 간 역할분담, 중장기 전략 등이 필
수적이다.
6장에서는 식품제조업이 사회 전반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R&D 및 혁신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미래 신식품 시장의 선점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R&D 및 혁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식품제조업 분야 R&D 및 혁신 현황
2.1. 식품제조업 분야 R&D 개념과 분류
식품 R&D는 기술 수준과 목적에 따라서 미래 시장을 위한 첨단기술(Cutting
Edge) R&D,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기술(Base Line) R&D,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특화기술56)(Local Niche) R&D로 나눌 수
있다. 첨단기술 R&D는 미래 식품제조업의 혁신을 주도할 첨단기술로서, 혁신 또
는 미래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기초기술 R&D는 현재 식품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기술로서 지속적 성장이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
다. 한편, 지역특화기술 R&D는 지역의 농림식품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하위기술로서 포용성장이라는 가치와 연결되는 R&D로 볼 수 있다.
56) 로컬니치(local niche) R&D를 저자들은 ‘지역특화기술 R&D’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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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기술 수준과 목적에 따른 식품 R&D 분류
구분

첨단기술
(Cutting Edge) R&D

기초기술
(Base Line) R&D

지역특화기술
(Local Niche) R&D

기술 수준

첨단기술

중위기술

하위기술

목적

미래 식품산업의 혁신 주도

현재 식품산업의 경쟁력 유지

지역 농림식품산업 생태계 발전

지향가치

혁신/미래

지속/안정적 성장

포용성장

대체육, 조류(Algae),
곤충, 3D 식품프린팅 등

대량 소비 중인 식품
시장 형성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등 식품소재
기능성 식품소재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마이크로바이옴 등

안전 식품
고품질 식품

신기술 개발

기존 기술 활용 및 기초기술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발효공학, 효소공학 식품화학 등)

대상

주 연구영역

전통식품, 발효식품
(주류, 장류, 식초류 등),
지역특산식품

식품가공 분야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원고 위탁 내용을 정리함.

식품 R&D는 영역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및 규제를 위한 식품안전 R&D, 식품
생산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식품생산 R&D, 식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영양관리
를 위한 R&D로 분류할 수 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규제 관련 R&D는 주로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식품생산 R&D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
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건강 및 영양관
리 R&D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6-2> 영역에 따른 식품 R&D 분류
구분

식품안전 R&D

식품생산 R&D

건강/영양관리 R&D

목적

식품의 안전 관리와 규제

식품 생산의 진흥과 발전

식품을 통한 건강과 영양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주요부처
주요내용

위해 인자 검출, 식품이력 추적 식품공정 개선, 식품원료 개발
독성평가, 안전정보 축적
식품품질 개선

식품환경 개선, 국민영양 개선
국민건강 관리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원고 위탁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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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제조업 분야 정부 R&D 추진 현황
2.2.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R&D 추진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R&D 지원사업은 2010년대 들어 고부가가치식품 및 바
이오/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모
델 구축(명칭 변경) 및 미래형 혁신식품, 2020년 맞춤형 혁신식품 및 창의인재 양
성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까지 농식품 R&D 지원정책은 ｢농림기술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농업 중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0년 R&D 지원사업부터 ‘식품’이라는 표현이 담긴
R&D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부터 기존 사업 세분화 혹은 신규 사
업 확대의 방식으로 식품 R&D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에는 ｢농림기술개발 사업｣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사업｣
이 분리되면서 식품 R&D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농림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민간 R&D 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농림기술개발 사업｣이 4개의 개별 사업으로 세분화되
면서 R&D 지원사업의 목적과 타깃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부터 ｢융복합 연구센터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사
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식품이 농식품 R&D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농식품 연구성과 후속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
진되면서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농식품기업에 대한 R&D 지원/보급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식품 및 화학 첨가물 대체 천연 첨가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해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개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었으
며,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연구 지원을 위해 ｢농
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 사업｣도 신규로 추진되었다.
2020년에는 중소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종사자 재교육 및 기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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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연계 지원을 위해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
기에 이르렀는데, 201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식품 R&D가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
되면서 전체 농식품 R&D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가공식품 수출 및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 창의인재 양성 등과 관련된 식품
R&D가 신규로 추진되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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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지원
(명칭변경)

농림바이오기
술사업화지원
(신규)

2014

2015~2018

2020

수출전략기술개발

다부처 미생물유전체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명칭변경)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다부처 미생물유전체
농축산물안전생산
유통관리기술개발 (신규)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신규)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신규)

다부처 미생물유전체(신규)

골든씨드프로젝트

가축질병대응

가축질병대응
골든씨드프로젝트

가축질병대응
골든씨드프로젝트

가축질병대응 (신규)

기술사업화지원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이관)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 (신규)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신규)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신규)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 (신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신규)

유용 농생명자원 산업화 기술개발 (신규)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다부처 미생물유전체

골든씨드프로젝트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지원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 기술개발 (명칭변경)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신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농식품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

수출전략기술개발
농식품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 (신규)

첨단생산기술개발
1세대스마트팜산업화

첨단생산기술개발
1세대스마트팜산업화 (신규)

농생명산업기술개발

2019
농생명산업기술개발

골든씨드프로젝트(신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수출전략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생명산업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명칭변경)

수출전략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명칭변
경)

기술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융복합연구센터지원

융복합연구
센터지원(분리)

고부가가치식
품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
개발 (분리)

수출전략기술
개발 (분리)

2012
생명산업기술개발

2011

생명산업
기술개발(분리)

고부가가치식
품기술개발
(분리)

농림기술
개발

2010

주: 농업을 포함하는 농식품 R&D 중 식품과 관련된 사업은 표에서 배경색이 있는 사업으로 표시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 소개｣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농림기술
개발

‘94~’09

<표 6-3>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 개요

2.2.2.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과 고부가가치식품기술
개발사업에서의 식품 R&D
식품 R&D의 확대 추세와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
업진흥기본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분야 R&D 투자액을 2017년 연말까지 약 2%까지 높여갈 것을 명시하고 있
으며, 제2차 기본계획(2012~2017)에서는 2009년 1,040억 원 수준의 식품 R&D를
2017년까지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제3
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미래 유망 분야 선제적 육성을 위한 “①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초 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② 4차산업혁
명 관련 10대 기술 분야 선정과 이에 대한 R&D 집중 투자, ③ 식품기계의 국산화
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제시하였다(제3차 ｢식품산
업진흥기본계획｣ 2018). 또한,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④ 푸드스타트
업에 대한 R&D 및 신용보증 등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⑤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
기업 선정과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 발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018). “식품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을 위해
⑥ 우수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및 포장·디자인 등 패키지 형태
지원”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④ 푸드스타트업에 대한 R&D 우선 지원’과
더불어 이전의 기본계획들과 다른 포용적 식품 R&D 지원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
다(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018).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R&D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2010~2019)｣
이 대표적이다. 2010년 이전까지 식품 R&D는 원료인 농산물을 잘 가공하기 위한
수확 후 관리 및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R&D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며, 식품을 위한 독립 R&D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0년
대 들어 △ 식품산업을 통해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과 민간기업의 수요가 결합, △ 기능성 식품으로 식품 R&D 중심이 이동, △
식품 R&D 분야에 생명공학 등 새로운 연구 방법론 도입 등을 배경으로 식품

제6장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 |

241

R&D는 농업 R&D와 차별화되는 온전히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화되고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2010~2019)｣은 농업 R&D와 독립
된 식품산업 진흥만을 위한 거의 최초의 식품 단일 목적의 공모형 R&D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3,602억 원) 농업과 식품
제조업의 동반성장 달성, 식품제조업 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응
용기술 R&D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내용에는 △ 기능성·전통식품
개발, △ 식품품질관리 향상, △ 식품핵심소재 발굴, △ 기자재·신가공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6-4>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개요
유형

내용

사업유형

중장기산업기술개발

사업기간

2010년 ~ 2019년(일몰)

투자액

3,602억 원(’19까지 투자 계획)

지원형태(지원조건)

출연(출연 100%, 대기업 지원조건: 50% 이상 매칭 필수, 중소기업 지원조건: 25% 이상
매칭 필수)

사업시행주체(전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과목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 산업 핵심 응
용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기능성·전통식품

식품업계의 기술개발 및 기능성식품에 대한 소비자 트렌드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성 강화 식품개발기술을 지원하고 생물 전
환 및 발효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통식품 산업과 농림
축산업의 동반성장, 시장 규모 및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식품품질관리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의
공급을 통한 국산 식품의 신뢰도 향상에 지원

식품핵심소재

BT, NT기술을 이용한 고위험·고수익 핵심기술 투자로 파급효과
가 크나 초기 민간투자가 어려운 신소재 발굴 등에 지원

기자재·신가공

식품산업의 인프라인 포장, 용기, 기자재의 실용화 및 고급화를 위
한 지원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목표관리제 등 환경규제정책과
병행하여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화 노력에 대한 기술 지원

∙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연구역량 확보
∙ 제품개발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 개발제품의 사업화 활성화(정액기술료 12.78억 원, 제품매출액 603억 원)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중간평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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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간의 식품제조업 분야 R&D 및 혁신 현황
식품제조업의 (민간) 혁신 현황을 혁신 활동 비용,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 세계
최초 제품혁신 비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제조업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8년 혁신 활동 비용의 경우, 제조업 전체가 평균 3억 7,1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은 평균 2억 6,8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1억 원 가까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 또한 2014년
부터 2018년 조사까지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1.6~2.3%p 낮았으며, 세계 최초 제품
혁신 비중 또한 2016년과 2018년에 0%를 기록하여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식품제조업의 민간 R&D 및 혁신이 전체 제조업 평균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표 6-5> 식품제조업과 일반제조업의 민간 R&D 및 혁신 활동 비교
단위: 백만 원, %
2014년 조사

2016년 조사

2018년 조사

구분

제조업
전체

식품
제조업

제조업
전체

식품
제조업

제조업
전체

식품
제조업

혁신 활동 비용

1,133

862

526

303

371

268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중

7.1

5.4

6.3

4.0

7.0

5.4

제품혁신: 세계 최초 비중

6.9

6.4

3.2

0.0

2.0

0.0

주: 혁신 활동 비용 총액에는 내부 R&D 비용, 외부 R&D 비용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 및 소프트웨어, 건물 취
득 비용, 외부 지식 구매, 기타 활동비용까지 포함됨.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각 연도). ｢한국기업혁신조사｣.

2.3.1. 민간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인력은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크고 제조업 평균보다 작
은 특징을 보인다. 중견기업 이상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인력은 평균 44.0명인 데
반해 중기업 2.9명, 소기업 2.3명 수준이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 연구개발 인력 비
중은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전체의 55.2%인 데 반해, 중기업은 27.6%, 소기업은
13.0%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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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조업의 평균 연구개발 인력 수는 대기업 85.4명, 중기업 4.6명, 소기업 1.4
명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한국기업혁신조사｣). 식품제조업과
전체 제조업을 비교했을 때,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수는 적고
소기업은 많은 특징을 보인다. 제조업 전체 평균과 식품제조업 간 단순비교는 어렵
겠지만, 중기업 이상에서의 민간 연구개발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오히려 경
영부담이 큰 소기업에서는 제조업 평균보다 많은 인력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식품제조업 규모별 평균 연구개발 인력 수
단위: 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식품제조업의 민간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5년간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80% 이
상의 식품제조업체들은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 5년간 비슷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민간 식품제조업체의 R&D 활동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소비 트
렌드가 빠르게 변화한 지난 5년임을 감안할 때, 민간 식품제조업체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견기업 이상
식품제조업체의 19.1%는 지난 5년간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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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우 연구개발 예산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도 5%가량 차지하
여 연구개발 활동이 업체 규모별로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6-3> 식품제조업체 지난 5년간 연구개발 예산 규모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2.3.2. 인구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및 혁신 관련 실태
중견기업 이상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은 인구사회 변화에 대
한 대응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이상의 식품제조업체들의
52.4%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한 별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57.1%는
신제품을 개발/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소식품제조
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우, 19.1~24.5%의 비중으로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한 별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35.3~44.9%에서 신제품을 개발/출시할 계
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경영전략까지는 수
립하고 있지 않지만, 신제품 개발/출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체의 식품 총수요 감소 전망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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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한 별도 경영전략 수립 여부(좌) 및 신제품 개발/출시 계획(우)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식품제조업체들은 지난 3년간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하는 비중이 제조업 평균
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제조업 전체 평균은 대·중·소기업 각각 38.5%, 21.4%,
19.6% 수준임에 비해, 식품제조업 평균은 대·중·소기업 각각 75.0%, 39.6%, 40.7%
로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소
비자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제조업체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6-5> 지난 3년간 크게 개선된 제품 출시 여부
단위: %

주: 식료품제조업 대기업의 응답 수는 2009년 41개, 2011년 9개, 2013년 19개, 2015년 7개, 2017년 4개로
작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각 연도). ｢한국기업혁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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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식품제조업의 혁신 관련 인식 및 평가
식품제조업체는 ‘제품 자체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었으며, 다음이 생산/물류 공정, 조직운영 방식, 판매/마케팅 방법 순이었다.
생산비용 절감, 조직운영 효율화, 마케팅 전략 등에 의지하기보다는 제품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성장 동력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신제품/기존
제품 여부 및 내수·수출시장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수출시장보다는
‘내수시장’을, 기존제품 부가가치 증대보다는 ‘신수요 창출’을 경영 활동에서 중
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시장 상황에 가장 민감한 식품제조업체들의 이러한 평
가는 수출시장 개척이나 기존제품 대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판단된다.
<그림 6-6> 식품제조업체 경영혁신 부문별 우선순위 평가

주: 우선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평가하도록 조사하였으므로, 평균점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음을 의
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또한, 민간 식품제조업체들은 ‘신제품 출시가 성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
성’ 때문에 신제품 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32.5%), 다음으로는 ‘연
구개발 자금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해서(26.7%)’, ‘아이디어나 정보가 부족해서
(15.0%)’ 순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등 각종 시장 및 제품,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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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민간 식품제조업체의 혁신 활동을 활성
화시킬 수 있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6-7> 신제품 개발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민간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술 준비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5년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 식품은 ‘친
환경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24.8%)’, ‘건강기능식품(이너뷰티 포함)(24.3%)’, ‘고
령자/환자 등 개인-맞춤형 식품(21.5%)’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준비도는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이 27.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 식품류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기보다 친환경 원재료 사용이 중요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 준비도가 가장 낮은 식품류는 ‘미래형 식품(배양육, 식
물성 고기, 곤충식품 등)’, ‘타 식품의 소재가 되는 식품(마이크로바이옴 포함)’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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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미래 유망 식품류별 향후 시장 규모 변화 전망 및 기술 준비도
단위: %

주: 시장 규모 변화 전망은 5단계 척도 중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며, 기술 준비도는 5단계 척도 문
항 중 ‘준비된 편’ 및 ‘철저히 준비됨’이라는 응답 비중의 합산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 R&D 평가
우리나라 식품 R&D를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 국가
식품 R&D 규모, △ 기초 분야 R&D 추진 현황, △ R&D 추진 및 거버넌스, △ 중소
기업 식품 R&D 추진 현황, △ 미래 식품 R&D (첨단기술) 추진 현황, △ R&D 관련
인력 양성, △ 친환경 관련 R&D 현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표 6-6>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 R&D 평가
목적
포용성장
지속가능성

키워드/가치

평가 기준

공평분배/공정 기회

R&D 추진 및 거버넌스, 중소기업 R&D

안정적 성장

국가 식품 R&D 규모, 기초 분야 R&D

미래 지향

미래 식품 R&D 추진, R&D 인력 양성

환경/순환 중시

친환경 관련 R&D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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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 식품 R&D 전반적인 평가
오롯이 식품 분야 R&D라고 볼 수 있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대부분
가공, 소재, 품질, 기능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R&D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포용
성장과 관련된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사업이나 벤처창업바우처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비중이 미미하며, 전년 대비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7> 식품 관련 R&D 세부사업 및 예산
구분
사업

내역사업

포용성장/
2018
2019
지속가능성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액 실집행액
관련성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산업화지원미생물유전체
미래 지향 3,847 3,847 5,151 5,151
위한 다부처
전략연구*
유전체 사업
농생명산업기술
생명자원부가가치제고기술* 미래 지향 18,147 18,146 12,081 12,079
개발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공평분배/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
1,367 1,367
788
788
사업
공정 기회
농식품연구성과후
벤처창업
공평분배/
1,500 1,496 2,600 2,596
속지원사업
바우처지원**
공정 기회
전략품목육성모델**
안정성장
- 2,063 2,063
농식품수출비
즈니스전략모델
신시장개척
안정성장
- 1,007 1,007
구축사업
지원모델**
유용농생명자원
유용농생명자원
산업화기술
미래 지향
산업화기술개발*
개발사업
농식품기술융합
산업기반연구지원**
안정성장
창의인재양성
기능성·전통식품사업*** 안정성장
6,451 6,451 5,426 4,573
식품품질관리***
안정성장 10,407 10,407 4,426 3,033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식품핵심소재***
안정성장
6,765 6,765 4,966 3,880
기자재·신가공***
안정성장
8,167 8,167 5,691 4,541
맞춤형혁신식품
맞춤형혁신식품개발***
미래 지향
- 2,500 1,250
및 천연안심소재
천연안심소재산업화***
안정성장
- 2,969 1,385
기술개발사업
전체

단위: 백만 원
2020
예산

비중

5,092

12.3%

7,443

18.0%

201

0.5%

1,000

2.4%

3,255

7.9%

2,296

5.5%

3,398

8.2%

2,000

4.8%

2,146
1,179
1,790
1,442

5.2%
2.8%
4.3%
3.5%

5,661

13.7%

4,541

11.0%

56,651 56,646 49,668 42,346 41,444 100.0%

주: ***, **, *은 식품 관련성 상, 중, 하를 각각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우리나라 식품 관련 분야 R&D 규모는 최근 3년간(2017~2019)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1.15%에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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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9년 각각 1.01%와 0.87%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식품제조업 생산이 제조업
총생산(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6.7%(4.2%)57)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
준이다.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으며,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식품
R&D 분야 투자의 지속적 감소 경향은 식품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 제조업 및 식품제조업 R&D 규모
단위: 억 원, %
국가 R&D 예산
제조업 전체 R&D (=A)
식품 관련 분야 R&D (=B)
식품 관련 분야 R&D 비중 (=B/A)

2017
195,018
2,234
1.15

2018
196,681
1,994
1.01

2019
205,328
1,778
0.87

주: 식품 관련 분야는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을 포함함.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2018; 2019).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과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
료(2020)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정리함.

한편, 주요 국가별 식품제조업 R&D 집약도58)를 살펴본 결과(OECD 2019), 우
리나라 식품제조업 R&D 집약도는 약 2.7%로 주요국들 중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
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
며, 인구수 및 국내총생산 대비 식품제조업 R&D 규모는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다.
<표 6-9> 주요 국가별 국내총생산 및 식품제조업 R&D 규모
국가

국내총생산
(trillion $)

인구
(million)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5.15
1.63
0.90
0.53
21.43

126.86
51.26
17.28
10.23
328.20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million $)
126,019
17,604
17,049
4,873
262,131

식품제조업 R&D
규모(million $)

식품제조업 R&D
집약도(%)

국내총생산 대비 식
품제조업 R&D(%)

2,142
475
460
49
7,078

1.7%
2.7%
2.7%
1.0%
2.7%

0.042%
0.029%
0.051%
0.009%
0.033%

주: 식품 분야 세부산업의 부가가치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들로 인해 본 연구는 식품·음료·담배 제조업의 부가
가치를 기준으로 식품제조업 R&D 규모를 추정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의 산업별 부가가치에 OECD(2019)의 식품제조업 R&D 집약도를 적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57) KDI 경제정보센터(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4343&topic=, 검색일:
2020. 10. 8.).
58) 식품제조업 분야 부가가치에서 식품제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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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 식품 R&D 지원 전략 평가
이제까지 진행된 국가 식품 R&D 지원은 특정 식품에 치우치는 등 효율적인 추진
이 미흡하여 사업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거의 유일한 식품 관련 국가 R&D 사
업이었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자 중심적 과제 편성 및 운영
으로 산업계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010~2019년까지 10년
간 정부예산이 투자되었지만, 논문과 특허 등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기능성식품 관
련 연구에 집중되었다. 연구 키워드 상위 10개 안에 기능성식품 관련 연구 키워드가
6개 포함되어 있으며, 키워드 빈도수로는 50% 수준이다(49.8%). 2019년 예산 기준
으로는 52.0%가 기능성 식품 R&D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고위험·고
수익 연구가 전개되지 못한 한편, 동일한 연구 방법을 다양한 식품/원료에 반복적으
로 적용하는 등 산업화 성과를 도출함에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6-10> 식품 R&D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키워드(2018~2020년)
단위: 개, %
연구 키워드

순위

빈도 수

상위 20개 키워드 중 비중

분류

건강기능식품

1

59

16.6%

건강기능성식품

유산균

2

33

9.3%

건강기능성식품

발효

3

26

7.3%

건강기능성식품

프로바이오틱스

4

26

7.3%

건강기능성식품

기능성 소재

5

19

5.4%

식품소재·원료

항산화

6

19

5.4%

건강기능성식품

산업화

7

17

4.8%

기술실용화

생물전환

8

15

4.2%

식품소재·원료

고령친화식품

9

14

3.9%

맞춤형식품

항비만

10

14

3.9%

건강기능성식품

가정간편식

11

13

3.7%

맞춤형식품

수출

12

13

3.7%

식품제도

표준화

13

13

3.7%

식품제도

기능성식품

14

12

3.4%

건강기능성식품
식품소재·원료

쌀

15

12

3.4%

사업화

16

11

3.1%

기술실용화

장내 균총

17

11

3.1%

건강기능성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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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구 키워드

순위

빈도 수

상위 20개 키워드 중 비중

분류

식용곤충

18

10

2.8%

식품소재·원료

개별인정

19

9

2.5%

식품제도

국산 보리

20

9

2.5%

식품소재·원료

전체

-

2,802

-

-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http://www.ntis.go.kr, 검색일: 2020. 10. 8.).

한편, 주어진 예산 안에서 소규모 백화점식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과제당 연구비가
소액화되고 있어 책임감 있고 경쟁력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
러한 경향성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3년(2017~2019)
식품 분야 R&D는 평균 지원기간 2.3년, 평균 지원규모 84백만 원/년 수준의 단기·소액
과제 중심으로 진행되어 미래식품 등의 분야에서 사업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하다.59)
우수특허, 기술료, 매출액 등의 지표로 사업성과를 관리해 왔으나, 정부 주도 R&D
사업으로서 최종목표가 결여된 채 수요 기반 연구에 집중되었다. 최근 3년(2018~
2020) 자유공모 연구 비중이 65.67%(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65.94%)
로 나타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R&D로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표 6-11> 식품 R&D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키워드(2018~2020년)
단위: %
사업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 구축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전체 평균

자유공모 연구 비중
65.94
89.47
34.78
100
4.76
100
64.71
65.67

하향식 연구 비중
34.06
10.53
65.22
95.24
35.29
100
100
62.91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http://www.ntis.go.kr, 검색일: 2020. 10. 8.).

59) NTIS 등록 세부 과제 1,553개, 총 투자액 129,671백만 원 기준이며, 이는 과기부 과제 3.6년, 315
백만 원/년, 산업부 과제 3.0년, 528백만 원/년 등과 비교하면 단기·소액과제 경향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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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특허, 사업화, 기술료, 인력 양성 기준 정량적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타 R&D 사업 대비 평균을 상회하였지만, 그럼에도 본 사업의 당초 취지인 중장기
산업기술개발과 식품산업 진흥이라는 본래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식품 R&D는 명확한 방향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R&D 지원 전략이 부재하여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나 포용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목표는 주
로 매출 및 고용규모 확대 등 산업의 양적 성장,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향해 왔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금까지의 국내 식품제조업의 매출 및 고용규모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나, 이는 국민소득과 소비규모 확대 등 전반적인 국가경
제 성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먹거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없이 농림·축·수산 R&D, 식품안전(규제과학) R&D, (가공)식품 R&D가 별도
영역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추진 주체(정부부처)별, 연구 주체별(대학, 출연(연), 기
업) 역할 분담 또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연구비의 트렌드 쏠림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국가 식품 R&D에 컨트롤타워 및 방향성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 R&D의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과학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산업의 질적 성장이 정체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기업
과 영세 중소기업 간 격차는 보다 심화될 우려가 상존한다.
부처 고유임무 영역의 응용-개발단계에 치우친 ‘연구’가 결여된 ‘개발’ 중심의
사업 운영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된다. 최근 3년(2017~2019) 식품 R&D 투자는 응용
-개발단계 과제 비중이 95%로 사업화 연구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의 경우 응용 62.9%, 개발 32.0%, 기초 5.1% 수준으로 기초 연구 비중이 낮은데, 과
기부 기초 56.7%, 응용 41.2%, 개발 2.1%과는 대조적이다. 그 결과 ‘연두’ 등 고매
출 달성 성과도 일부 창출되었으나,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큰 원제, 핵심 공정·기법
등 기반연구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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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품 R&D 연구인력 관련 평가
우리나라 식품 R&D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는 연구인력 분야이다. 우리나라에는
식품 R&D를 추진할 연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인력 양성이 매
우 중요한데, 연구인력 사업의 성과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1996년 13만 2,023
명에서 2017년 48만 2,796명으로 3.6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식품 분야
를 포괄하는 농업과학 연구개발 인력은 1996년 6,855명에서 2017년 1만 423명으로
1.52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인 3.66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체 연구개
발 인력에서 농업과학 연구개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5.2%에서 2017년
2.2%로 계속 감소 중에 있어서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그림 6-9> 우리나라 연구인력 수 변화
단위: 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각 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

한편,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첨단 R&D 대상 중장기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을
견인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미래 연구인력의 미스매
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gricultural
Research Center: ARC)는 전문화된 연구인력 풀을 가동·연결하여 중장기로 추진되

제6장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 |

255

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농림식품산업 분야
R&D 그룹을 의미하는데, 오롯이 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R&D 사업은 아니지만 9
개 센터 중에서 2개 센터(기간 10년)가 식품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60) 총 9개의 센터가 운영 완료 또는 운영 중에 있으며 식품과 연
관된 센터는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지능형 농식품포장연구센터｣로 각
각 10년간 운영되었다.
<표 6-12>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운영 현황(2019년 기준)
센터명

선정연도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간

채소육종연구센터

2010

서울대학교

2010.9 ~ 2020.8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2010

서울대학교

2010.9 ~ 2020.8

지능형 농식품포장연구센터

2010

동국대학교

2010.9 ~ 2020.8

천연물 식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2014

단국대학교

2014.9 ~ 2021.8

농업생산 무인자동화연구센터

2014

전남대학교

2014.9 ~ 2021.8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연구센터

2015

제주대학교

2015.12 ~ 2022.12

밭농업 기계개발연구센터

2016

경북대학교

2016.2 ~ 2023.2

가금류 질병방제연구센터

2017

전북대학교

2016.2 ~ 2023.2

스마트팜연구센터

2017

경상대학교

2017.4 ~ 2023.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은 농림식품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당초 계획이었던 15개 대비 9개만 추진되어 양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석·박사)는
2010년 27명에서 2018년 121명으로 증가하였고, 9년간(2010~2018년) 총 672명
(누적)의 인력이 양성되었으나 목표 대비 달성도는 20.7%에 불과하다.

60)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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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설치 운영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획(A)

3

6

9

12

15

15

15

15

15

15

실적(B)

3

3

3

3

5

6

7

9

9

9

달성도(B/A)

100.0

50.0

33.3

25.0

33.0

40.0

46.6

60.0

60.0

60.0

주 1) 계획치는 ｢농업연구센터(ARC) 신규 추진계획｣(2010)상의 목표치임.
2) 계획치 및 실적은 누적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고유의 목적인 인력 양성
이나 논문을 제외한 특허, 기술료, 사업화 성과 모두 농식품부 R&D 사업 평균치에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기술사업화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주도해 나갈 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와
같은 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표 6-14>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사업성과 추이(10억 원당)
단위: 건, 명
사업명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

논 문

특 허

사업화

기술료

인력 양성

12.25

6.90

0.33

0.33

12.90

농식품부 평균(B)

7.74

7.06

1.96

1.09

3.51

차이 (A-B)

4.51

-0.16

-1.63

-0.76

9.39

주: 2015~2017년 합계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재가공.

3.4. 미래 혁신식품 및 환경/순환 관련 식품 R&D 평가
미래 혁신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식품 R&D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또한 우
리나라 식품 R&D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다. 식품 분야 R&D 중 식품안전 및 지역균
형발전 등 비진흥성 예산을 제외하면 식품산업 진흥과 미래 혁신식품 대응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연구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 안에는 현재 식품 R&D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R&D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 분야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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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투자 여력은 그 한계가 매우 크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목적 범위에 있던 식품
핵심소재와 기자재·신가공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식품,
미래 신식품 등에 대한 논의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한 R&D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2020년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미래 혁신 식품 R&D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 주도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에 의한 식품 R&D를 살펴보면, 먼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이 0.51%에 불과하여 전체 제조업 평균인 1.0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
치고 있다. 연구개발 기업의 R&D 투자액 또한 매출액 대비 0.8% 수준으로 전체 제
조업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민간 식품 R&D를 평가함에 있어 가
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표 6-15>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개, 십억 원, %
구분

연구개발 사업체 수
(전체 대비 비율)

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R&D

제조업 전체

4,687(1.08)

1,284,489

43,722

3.4

식품제조업

304(0.51)

61,003

494

0.8

자료: 통계청(2018). ｢기업활동조사｣.

식품제조업은 영세한 업체의 비중이 높고, 특히 농축수산물 원료공급의 특성상
지역에 기반한 사업체가 많아서 연구개발 인력 확보나 외부전문기관 협력에 어려
움을 많이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 분야의 고질적인 관행인 Me-Too(베
끼기) 상품 출시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적극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이나
가격경쟁에 치중함으로써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소극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것도 열악한 R&D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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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내 식품제조업체 중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은 1,346개사이며, 상위 20
개 사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전체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하였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수행 기관은 2007년 273개사에서 2017년 1,346개사로 약 5배 증가하여, 민
간의 연구개발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연구개발비의 35.5%인 2,299
억 원을 상위 5개사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상위 20개사의 투자규모가 3,537억 원에
달하여, 거의 대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 관련 R&D 연구비 분배를 살펴보면, 정부와 민간이 약 4:1 비율(77.6%:
22.4%)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식품 R&D 관련 연구개발과제 예산 분배(2018~2020년)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예산 비중 평균

연구개발과제별
민간예산 비중 평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77.64%

22.36%

기술사업화지원

77.31%

22.69%

농생명산업기술개발

81.87%

18.13%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75.42%

24.58%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 구축

91.82%

8.18%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85.07%

14.93%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78.92%

21.08%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81.31%

18.69%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77.72%

22.28%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75.09%

24.91%

전체 평균

80.22%

19.78%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추출된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순환이나 환경의 관점에서 식품 R&D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이
지만, 식품제조업 분야 친환경 관련 R&D가 거의 추진되지 못한 점은 언급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녹색기술센터(GTC)에서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녹색기술 세
부 과제로 선별된 중앙정부(범부처 포함) 사업 내 세부 연구과제의 R&D 규모 비중
을 평가하고 있는데, 식품 관련 분야 녹색기술 R&D 투자는 2015년 기준 31억 원 수
준에 불과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 포장재 과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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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확대 및 국제사회의 요
구 증대를 배경으로 친환경 관련 식품 R&D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림 6-10> 제조업 분야별 녹색기술 R&D 투자 현황(2015년)
단위: 억 원

자료: 녹색기술센터(2016). ｢2015년 녹색기술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4.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 R&D 방향과 전략
4.1.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 R&D 기본방향
포용성장의 키워드인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기초 분야 R&D 선택과 집중을 통
해 부가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 R&D는 식품
제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효소, 첨가제, 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추
진되지 못하여 산업적 안정성과 확장성이 모두 취약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원천기술의 수준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식품 기초 분야
R&D를 중장기 계획하에 선택&집중하여 기초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
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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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의 또 하나의 키워드인 ‘공평분배/공정 기회’의 관점에서, 식품 분야 공
공 R&D를 늘리고, R&D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식
품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
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이나 소공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경영여건상 R&D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가 추진하는 식품 분야 공공 R&D를 크게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공공 R&D 성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키워드인 ‘미래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 시장 변화에 유연하
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 신식품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
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식품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혁신 R&D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에서는 미래 신식품이나 시장수요에 대한 전망
이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측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또 다른 키워드인 ‘환경/순환 중시’의 관점에서는, 환경-친화적
인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혁신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제
품의 원료 구성 단계(친환경 농산물 사용), 생산 단계(온실가스 배출), 포장 단계
(친환경 포장재), 유통 단계(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전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요소
를 고려하도록 연구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식품제조업 분야 기술 격차는 3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비 확대와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수준평가(2018)에서는 9개 관련 기술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식품 R&D와 관련된 1) ‘식품가치창출기술’과 2)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8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수준평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연구비 확대(1순위), △ 인력 양성 및 유치(2순위), △ 법·
제도 개선(3순위) 등이 제시되고 있어(식품가치창출기술 기준), 이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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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관련 기술 수준과 정책 제언
구분

최고기술보유국 기술 국내 협력 국제 협력 인력 양성
대비 기술 수준 격차
촉진
촉진
및 유치

인프라
구축

법·제도
개선

연구비
확대

식품안전성 평
가·향상 기술

80.0%

4.0년

4순위

6순위

3순위

5순위

1순위

2순위

식품가치창출
기술

80.0%

3.0년

6순위

5순위

2순위

4순위

3순위

1순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2018년 기술 수준평가: 농림수산식품｣.

또한, 기술 수준과 목적에 따라 R&D를 구분하고, 각각의 R&D 영역에 대해 핵심
투자주체를 선정하고 해당 주체에 의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의 경우 미래 식품제조업의
혁신을 주도할 기술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대학, 일반 식품제조업체 등이 다각도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기능에 최대한 맡기면서 정부는 R&D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초기술의 경우 현재 식품제조업의 경쟁
력 강화/유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초연구에 해당하므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
관을 중심으로 R&D를 추진하되,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R&D가
추진되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기술의 경우 시장 자체적으로 제
공되기 어려운 기술이므로 정부가 개발 및 공유에 집중하고, 지역대학, 지역 농식품
경영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8> 기술 수준과 목적에 따른 식품 R&D 분류와 연구협업조직 및 핵심 투자주체
구분

첨단기술

기초기술

지역특화기술

기초기술(Base Line) R&D

지역특화기술(Local Niche) R&D

명칭

첨단기술(Cutting Edge) R&D

목적

미래 식품산업의 혁신 주도

지향가치

혁신/미래

안정적 성장

포용성장

대학

대학

지역대학

벤처 식품제조업체

식품(연)

일반 식품제조업체

일반 식품제조업체

지역 농식품 경영체

소

중

대

대

중

소

연구협업조직

핵심 정부
투자주체 시장

현재 식품산업의 경쟁력 유지 지역 농림식품산업 생태계 발전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원고 위탁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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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
농촌진흥청, 도원, 기술센터

4.2.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 R&D 추진 전략
4.2.1. (안정성장) 기초 분야 R&D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기초기술
R&D를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선택과 집중적 기초기술
R&D 전략수립 및 추진”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최대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식품 시장 활성화, 고품질/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활성화(발효/효소, 첨가제,
미생물 등 소재), 식품안전 확보와 관련한 R&D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 맞춤형 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기술 R&D 집중 추진
맞춤형 식품이란 개인별, 환경/상황별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는 특화된
(customized) 식품을 의미하는데, 기호 맞춤형, 기능 맞춤형으로 구분되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식품군으로서 잠재력이 커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집중
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
<표 6-19> 맞춤형 식품 R&D를 위한 R&D 보완 영역
목적별 R&D

맞춤형 식품 R&D

보완이 필요한 연구개발 영역
∙ 소규모 식품 가공장치 공정 연구개발
∙ 맞춤형 식품 처리 가공기술 연구
∙ 소규모 공정 자동화 및 모듈화 기술 연구
∙ 모듈화된 공정 구성 및 조작 기술, 모니터링 기술 연구
∙ 맞춤형 식품, 소규모 생산에 적용 가능한 위생, 품질관리 기술 연구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원고 위탁 내용을 정리함.

맞춤형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생산체계가 필수적인데, 다양한 가공
식품의 품질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지표 또한 필요하다. 기존 식품 품질에
대한 기준과 맞춤형 식품 품질에 대한 기준에 대한 차별적 이해와 적용을 위해 식품
품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 연구’가 하나의 R&D 영역으로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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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식품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규모 생산 기술에서 소규모, 맞춤형 생산
에 최적화·효율화된 생산 설비와 장비 개발 또한 필요하다. 소규모 다품종 식품 생
산에 효율이 높은 대량 생산 공정을 효과적으로 전환·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동적 변
경이 가능한 모듈화된 단위 공정 개발과 처리량 조절이 가능한 가공 장치 및 공정 기
술, 소규모 공정 자동화 및 모니터링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단위 공정
모듈화를 위한 기술, 규약, 정책에 관한 연구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듈화된 소규모 생산 공정으로 구성된 pilot scale의 임대 생산 공장을 기획하고 이
를 통해 필요 기술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맞춤형 식품 생산 설비에 적용 가능한 위생, 안전관리 방법
및 정책 보완 또한 중요한 R&D 추진 분야이며, 소규모 맞춤형 식품 포장, 유통 관련
기술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나. 고품질,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개선
고품질, 고부가가치 식품의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어온 연구분야이다. 주로 기능
성 소재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건강기능식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으며 산업화 또한 산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안정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중앙부처에서는 이 분야 연구를 집중 점
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6-20> 고품질 식품 R&D를 위한 R&D 보완 영역
목적별 R&D

고품질 식품 R&D

보완이 필요한 연구개발 영역
∙ 고품질,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연구 다양화
∙ 식품 소재 기술, 폐기 식품 재활용 소재화 기술 연구
∙ 식품 품질 평가 관리 기준 연구
∙ 고기능 친환경 식품 포장 기술 연구
∙ 최저 품질 보장 관리 기술 및 정책 연구
∙ 식품 시장 안정화 정책 연구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원고 위탁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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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기능식품 위주의 고부가가치 식품 연구의 경우, 실제 효과, 효능 검증
에서의 의문, 시장 왜곡, 의약품과의 차별성 등으로 점차 그 연구 목적이나 효용성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소재 개발, 고령자용 식품, 환자식
등 맞춤형 식품 개발 등으로 연구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고품질 식품 산업화에 있어 ‘고품질’로 제품군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크게 ‘기
호’와 ‘신선’, ‘건강기능성’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정량적 식품 품질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개인별 차이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
다. 이에 고품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검사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중요한 R&D의 영
역으로 볼 수 있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식품의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품 품질 측면의 관리 및 평가기준 확립이 매우 절실하나, 이에 대한 기
초지식과 적용 가능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식품의 여러 상태와 목
적에 따른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고품질 식품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한 고품질 포장재, 포장기술의 개발이 필연
적으로 중요하다. 더불어 고품질 식품 보관을 위해 향상된 저장기술 분야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에 발맞춰 기존 식품의 품질 관리와 개선 등을 통
해 식품 품질 상향 표준화, 폐기량 저감, 식품 가격 안정화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
적 부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R&D 우선적 추진
식품안전 관련 R&D의 보편화로 소비자의 보편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식품
제조업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
획(2016~2020)｣은 구체적인 식품산업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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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구체화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식품
은 특징상 매우 복잡한 혼합물 상태이며, 포장을 깨는 순간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의 연구의 경우, 의약품이나 정제, 처리된 상태에서의 검출, 검사법을 기반으로 하
고 있는 만큼 실제 식품산업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표 6-21> 안전 식품 R&D를 위한 R&D 보완 영역
목적별 R&D

안전 식품 R&D

보완이 필요한 연구개발 영역
∙ 비파괴 검사법
∙ 식품 시료 전처리 방법의 연구
∙ 현장 적용 가능한 검사법의 연구
∙ 위생 검사 포인트에 대한 연구
∙ 친환경 식품 포장재 연구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원고 위탁 내용을 정리함.

식품 특성을 고려한 위생 검사법과 소규모 단기 저장 유통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쉬운 검사법, 비파괴 검출법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판단되며, 소규모 다품종
식품 생산/유통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제도 연구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인 식품 포장재, 포장 방법, 포장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식품 포장 기술 연구가 절실해지고
있는 반면, 친환경 포장 소재의 경우 식품 보관 성능이 기존 포장재에 비해 열등하여
안전에 우려가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연구는 시장이 급격이 커지고 있는 세계적인 연
구 관심분야이므로 세계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기초기술 식품 R&D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 필요
앞서 제기한 것처럼, 국가경제에 대한 식품제조업의 기여도는 크지만, 식품 관
련 R&D 규모는 열악하다. 민간 식품제조업체에 의한 R&D 또한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기술 R&D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몰관리 효율화, 중장기 R&D 사업계획의 선제적 수립 등을 통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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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부 R&D를 유지하고, 이를 넘어 효과적으로 기초기술 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61)

4.2.2. (공평분배/공정 기회) 공공 R&D 확대와 성과 공유/확산 기능 강화 –
지역특화기술 R&D를 중심으로
‘공평분배/공정 기회’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품 분야 공공 R&D를 확대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자체,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역 농식품 경영체 협업을 통
해 지역특화기술 R&D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R&D 성과를 공
유/확산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 또한 ‘공평분배/공정 기회’ 가치 구현에 필수
적일 것이다. 한편, 시장이나 소비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소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
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또한 공공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R&D 사업이다.

가. 지역특화기술 R&D 추진 개선
지역특화기술 R&D는 포용성장 관점에서 중요한 R&D 분야이다. 지역특산식품,
전통식품, 발효식품 등을 소재로 농식품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식문화와 전통의 지속
적 계승발전을 목표로 주로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도 농업기술원, 농업
기술센터 및 지역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특화기술 R&D를 소홀
히 할 경우에는 농가형 가공기술 개발보급, 전통식품 보전 실패, 지역특산식품 계승
실패, 발효 등 전래기술의 계승과 과학적 규명 부족62)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식품기술과 식품 소재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R&D의 영역이다.
61) 농림식품 분야 내에서 계속사업의 관행적 사업화를 방지하고 R&D 투자효율화를 위해 일몰 지정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7개, 농촌진흥청 7개, 산림청 3개 등 17개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촌개발시험연구, 기술사업화, 수출전략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등 7개 사업이 일몰 예
정이었음. 2018년도 기준 이들 일몰 사업의 예산액은 2,079억 원으로 전체 농림식품 R&D 예산액
9,824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 수준이었음(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20).
62) 지역별로 오랜 기간 전해져 온 전통주, 장류, 식초류, 떡한과류 등이 여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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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기술 R&D는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정부정책의 영역인 동시에 정부
개입이 과도할 경우 민간투자 구축이 우려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만 제
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성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철
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로컬 니치 R&D가 지나치게 제품개발 자체 또는 단기적 성
과에 집중할 경우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게 되고 지역별로 유사중복 제품이 만연하
게 되며 시장의 욕구 충족보다는 공급자가 가진 소재의 소진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역특화기술 R&D는 농업·농촌·식품과 관련된 국정과제 이행지원, 법정업무수
행(예: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작 및 서비스), 농정현안 해결 지원, 전통식품 기술의
현대화 등의 순기능이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확
보와 인력 양성/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
국가 농식품정보 플랫품 구축 및 서비스, 국민 식생활·식품소비 연구, 전통 미생
물 및 발효식품 과학화, 국가 농식품자원 생리활성 규명 및 기능성 소재화 지원, 국
산 농식품의 기능성 등록 지원, 국산 기능성 농식품의 표준화 등 국산 농식품자원
활용의 플랫폼 역할과 공익성 충족을 위한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과
관리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한다.
반면에 농촌지원사업, 지역식품기업 지원사업, 지역대학지원사업 등에서 항상
과제로 포함되는 단순가공식품 개발은 전국적으로 보면 제품 간 중복으로 차별화
부족과 상업시장 진입 실패가 반복되므로 관련 사업 예산의 점진적 축소와 엄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식품제조 중소기업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기술개발/정보 제공
활성화 필요
포용성을 강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의 전환 등 변화하는 식품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중소식품제조
업체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R&D 및 혁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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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제품/시장 관련 기술·정보 지원 활동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식료품제조 중소기업에게 있어 혁신 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 자금 부족,
△ 정부 지원 획득의 어려움, △ 아이디어 부재 등이었다. 정부는 식품제조 중소기
업이 정부의 R&D 예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R&D 지원정책을 수립하
여, 유망한 식품제조 중소기업이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
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aT에서 2020년도부
터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준비바우처제도는 대표적인 포용적 지원사업의 예
인데, 수출실적 기준을 낮추고,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 6-22> 식료품제조업 혁신 활동 저해 요인
순위

식료품제조업 대기업

식료품제조업 중기업

식료품제조업 소기업

1

과다한 혁신비용

2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기업 외부 자금 부족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

3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

정부 지원 획득의 어려움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4

3년 이전에 수행한 혁신성과로
인해 추가적인 혁신 불필요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

정부 지원 획득의 어려움

5

혁신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혁신
불필요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
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

6

내부(귀사 혹은 소속그룹) 자금 부족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시장의 경쟁 압력이 낮아 혁신
불필요

7

기업 외부 자금 부족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과다한 혁신비용

내부(귀사 혹은 소속그룹) 자금 부족 내부(귀사 혹은 소속그룹) 자금 부족

8

정부 지원 획득의 어려움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혁신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혁신
불필요

9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과다한 혁신비용

3년 이전에 수행한 혁신성과로
인해 추가적인 혁신 불필요

10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
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시장의 경쟁 압력이 낮아 혁신 불필요

기업 외부 자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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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순위

식료품제조업 대기업

식료품제조업 중기업

식료품제조업 소기업

11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
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12

시장의 경쟁 압력이 낮아 혁신
불필요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13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혁신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혁신
불필요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14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3년 이전에 수행한 혁신성과로
인해 추가적인 혁신 불필요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주: 각 요인별 4점 척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순위를 나열함.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8). ｢한국기업혁신조사｣.

식품제조 중소기업은 △ 중소기업 집중 지원(각각 3.6점, 3.7점), △ R&D 결과
보호 강화(3.6점), △ 식품안전/위생문제 지원(각각 3.6점, 3.7점) 영역에서 정부
식품 R&D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6-11>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 R&D 개선 방향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식품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품 개
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각각 42.4%, 43.9%), △ 정보는 있지만 자격이 되지 않
아서(각각 18.7%, 18.1%) 정부의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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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4.2.3. (미래 지향) 미래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 첨단기술
R&D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소비자
선호/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식품에 대한
혁신적 R&D, 즉 첨단기술 R&D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혁신 R&D는 중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간에 의한 혁신적 R&D 투자가 연속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 활동에는 연구개발 인력 양성,
시장/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투자 유치 지원 등이 해당된다.

가. 첨단기술 R&D 개선의 중요성 및 방향 설정
미래 신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 R&D는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래 신식품산업 관련인 첨단기술 R&D는 대체육, 조류, 곤충,
실험용고기, 3D 프린팅 등 이른바 “Food Tech”로 대변되는 신 융합기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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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만큼 정책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문제
에 앞서 연구인력 문제, 기업 지원 문제, 투자 시장 활용 문제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연구인력과 기업 지원, 투자 활성화의 문제는 결국 기업경쟁력으로 향하게 되며,
이는 기초기술 R&D 개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농식품 R&D의 고질적
문제인 연구성과의 산업화, 산학연 연계부족의 해결점과도 맞닿아 있다.

나. 미래 식품 R&D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급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에서는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취약한 연구개발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압도적으로 꼽았다(40.6%). 2순위인 ‘가공기술 및 가공기
계’가 18.3%의 응답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식품 분야의 포용적 혁신성
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곤충, 해조류, GMO, 실험실 고기 등 미래 식품 R&D를
선도할 핵심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미래 식품 R&D 전문인력 수요에 적
절하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림 6-13> 제품 개발 시 가장 취약한 연구개발 분야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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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인력은 우리나라 전체 R&D 인력의 2.2% 수준이며, 그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농림
식품 분야 R&D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 9,511억 원 중 19억 원(0.19%)을 교육
및 인력 양성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처에 비해 교육 및 인력 양성
분야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의 예산 중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예산이 부처 평균 대비 1/10
수준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미래 혁신 식품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
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미래 혁신 식품을 생산한 기업체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로써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체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창의인재양성사업｣에 미래 혁신식품을 위한 예산의 별도편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23> 부처별 과학기술 인력 양성 부문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88,747

190,044

193,927

197,759

206,254

교육 및 인력 양성

9,986

10,452

11,287

11,351

9,651

비중

5.3

5.5

5.8

5.7

4.7

전체(교육부 제외)

172,253

172,930

176,578

180,377

187,165

교육 및 인력 양성

2,229

2,072

2,492

2,813

2,945

비중

1.3

1.2

1.4

1.6

1.6

농림식품 분야 합계

9,126

9,216

9,499

9,333

9,511

교육 및 인력 양성

4

5

15

12

19

비중

0.04

0.05

0.16

0.13

0.19

주: 비중은 합계에서 교육 및 인력 양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2019).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보고서」.

다. 미래 식품 R&D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업 지원 비중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혁신 식품 분야는 기초원천 성과 이후의 실용화 성과가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연)과 대학의 인력보다는 기술사업화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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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해 나갈 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에서는 공공(연)과 대학보다 기업
지원의 비중을 크게 하는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요
구된다.
과제 수 기준으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의 기업의 수행률은
30~40%에 불과하여 과제가 주로 대학과 출연(연) 위주로 전개되었고, 이는 사업
화 성과 및 스타성과 부족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표 6-24> 사업수행 주체별 성과 추이
기준: NTIS, 2010~2014년, 과제 수는 총괄, 세부, 협동과제 기준
연도
연구수행 주체
과제 수(건)
5억 원 이상
매 ~5억 원
출
~1억 원
액
(건)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
사업화

2010년

2011년

대학

대
기업

중소
기업

출연
(연)

47

13

40

1

1

4
1

2

1

연도
과제 수(건)
5억 원 이상
매 ~5억 원
출
~1억 원
액
(건)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
사업화
기술이전(건)

출연
(연)

37

45

18

68

26

1

1

4

4

1

3

2

3

2
9

연구수행 주체

대학

중소
기업

3

기술이전(건)

2012년

대
기업

1

9

4

9

4

6

6

1

대기업

47

출연
(연)

236

32

122

70

2

1

3

6

5

2

5

4

1

11

6

6

2

2

1

1

1

11

7

15

1

9

16

13

40

1

1

출연(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45

18

68

26

1

1

4

4

1

3

2

3

2

1

9

4

9

4

6

6

2
3
1

출연(연)

37

4

9

3

2014년

중소기업

1

중소
기업

5

2013년
대학

대학

대
기업

1

5

2

1

1

11

7

1

9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원고 위탁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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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래 식품 R&D 수행 기업을 위한 투자 시장 연계와 제도 개선
농식품 분야 혁신의 고질적인 문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기업의 혁
신성과가 타 분야 대비 빈약하며 산·학·관·연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품산업은 농업에 기반을 두지만 본질은 제조업이므로 결국 기업의 혁신 경쟁
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며, 미래 혁신식품은 세계시장에
서 기업 대 기업으로 경쟁하는 만큼 R&D와 더불어 투자 활성화와 제도 개선도 같
은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 6-25> 연구수행주체별 성과 현황(2017년)
단위: %
국가 전체
구 분
SCI 논문

국공립
연구소

출연
연구소

1.7

15.3

대학
77.7

농림식품 분야
기업
3.5

기타
1.9

국공립
연구소

출연
연구소

43.0

3.5

대학

기업

50.2

2.4

기타
1.0

국내등록특허

2.4

23.6

42.5

27.1

4.4

44.3

10.3

32.1

10.3

2.9

해외등록특허

0.9

36.8

43.5

17.4

1.3

53.6

5.7

31.4

8.5

0.8

기술료

8.1

18.6

18.8

52.4

2.1

75.0

2.5

9.9

6.1

6.5

사업화

5.7

2.6

24.4

61.8

5.5

82.5

0.6

12.6

3.2

1.1

주 1) 항목별 성과에서 연구수행주체별 성과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첨단기술 R&D를 통한 미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R&D 지원과 더불어 투
자 시장을 활용하는 연계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쟁국의 미래 식품 R&D는 정
책자금보다는 투자자금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므로,63) 한국도 미래 식품
R&D의 성과가 투자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공사와 모태펀

63) 식물성 고기 사업은 Venture capital funding에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 2016년 12월, 대표적 육류업체인 Tyson Foods는 대체육류
상용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 동물보호단체인 New Crop
Capital은 2,500만 달러의 Venture capital fund를 조성하여 Beyond Meat(식물성 고기 제조업체)
및 Purple Carrot(Vegan용 Meal Kit 제조업체)에 투자함. 이렇듯 대부분의 대체육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펀드를 받아 상용제품 연구개발 및 출시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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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의 협업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물성 고기, 배양육 등 미래 혁신식품 관련 연구를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지
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스타트업들이 자유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
도록 투자 시장 활성화와 연계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 혁신식품
R&D는 Impossible Food, Beyond Meat 등이 이미 거대 민간투자를 받아서 진행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64) 정부 R&D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일부
지원하되,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 시장과의 연
계가 필요하다
기업에게는 R&D 자금의 지원만큼이나 세제지원, 로드맵 수립, 불확실성을 제
거를 위한 규제 기준 설정 R&D, 전유성을 위한 기술료 규정개선 등도 중요하다. 미
래 식품기술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명확화65)와 미래 혁신 식품 대상 R&D 지원사
업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 민간과 정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체식품 기준
마련(대체식품 대상 표시제도 및 표시 규격)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식물성 대
체육 기술개발에서 국내 원료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R&D는 농진청과 식품(연)
등 진흥부처가 진행하고 신규소재 기준설정, 안전관리방안은 식약처 등 규제부처
와 협업하여 적시연구 수행을 추진하는 등 로드맵을 통한 역할 분배가 중요하다.
신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전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식품 분야 기술료 감면규
정도 식품제조업체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미래 시장 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변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도 미래 혁신 식품 개
발에 필요하다. 국내 식품제조업 규모별 정보 탐색을 참고하여, 차별화된 정보 제공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 홈페이지나 전문가보다는 인터넷 블로그 또는

64) ㈜더빈트, ㈜더플래닛, ㈜지구인컴퍼니 등 미래 혁신식품 분야 스타트업들도 이미 투자 시장에서 자
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도 투자자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
65)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인력 개발비용의 최대 4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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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중소기업 및 소공인), 식품전시회/박람회(중견기업 이상)에서 정보를 탐색한
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4> 향후 확대될 식품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특히, 어떤 식품 시장 트렌드가 전망되고 있는지, 혁신 소재와 방법은 무엇인지,
유망한 식품원료는 무엇인지, 혁신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영세한 업체들은 스스로 최신 정보를 습득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관
련 기관의 정보 제공 사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5> 시장 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한 정보 탐색 출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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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66)

1.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왜 주목해야 하나?
기업은 국가 경제활동의 원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이다. 이러한 기
업의 이윤극대화 활동은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와 연결되
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이 생산을 통한 기여라
는 기본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도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
한 배경에서 OECD(2015)에서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성과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 이론67)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당위성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이윤극대화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경영 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가 기업에게 가지는 경제적, 법적 기대뿐만 아니
라, 윤리적, 자율적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66) 이 장은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현 박사 원고 위탁 내용과 연구진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67) 기업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므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미래 향방을
결정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동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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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으
로서 사회 관습과 윤리 규범에 부합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 책임은
자발성에 기반하여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기업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게 행동할 책임이며, 사회의 박애, 자선적인 바람에 부응하여 문화,
교육, 지역사회의 질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사회공헌을 통한 공평분배/공정 기회의 가치를 제
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성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며, 환경적 책임 활동을 통
한 미래, 순환(환경)의 가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1.1.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식품제조업의 생산·경영 활동은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의 안전·영양·위
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
도가 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하
게 평가될 수 있다(유승권·박병진 2016). 식품의 경우 안전 이슈 등 관련 사건/사고
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ozo and Schroeder 2016).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그림 7-1>.
지역성·문화성의 측면에서도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은 중요하다. 식품은
지역성·문화성 등과 관련이 깊어 다양한 기업과 상품이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다.
‘식문화’라는 표현은 그러한 지역성·문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이다. 식품제조업체의 이윤 추구 행위가 다수의 기업이나 제품과 포용적으로
함께 공존·성장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성장과 시장 점유의 형태를 보인다면,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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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 폐해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성의 퇴색, 문화적 획일화 등의 결과도 함께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의 고유성·다양성을 보호·지속하는 차원에서
도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은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1>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정성장
주변 산업과의 동반성장

미래
다양성, 지역화

공평분배〮공정기회
고용 창출을 통한 일자리 분배
순환
음식물류폐기물 감축,
식품 기부, 재생 유기농

자료: 저자 작성.

또한, 노동과 인권의 측면에서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요할 수 있다. 식품
제조업은 제조업 내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고용 창출 및 주변 산업과의 동반성장 효
과가 크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
로 판단된다. 식품산업의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비중(’13, 1.18% → ’18, 1.23%),
제조업 대비 비중(’13, 4.25% → ’18, 4.60%), 전체 산업 종사자 수 대비 비중(’16,
0.41% → ’18, 0.44%), 제조업 종사자 수 대비 비중(’16, 7.15% → ’18, 7.68%)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68) 따라서, 다수 식품제조업체의 지역적 산재성과 영세성이 열악
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노동과 인권, 그리고 나아가 포용성
장의 측면에서 식품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68) GDP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검색일: 2020. 10. 5.) 국민계정을, 종사
자 수 통계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검색일: 2020. 10. 5.)｢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
업체｣)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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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가 타 산업보
다 높고 용이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주목받고
있다. 식품산업은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 분야보다 광범위하고 직접
적이다. 소비자가 접하는 식품산업 부문 최종재화의 형태가 어떠하든, 대개 그 재화
의 출발은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의 형태로 자연과 사람의 접점에 있기 때문이다.
GMO나 동물복지가 자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이유, 열대우림이나 조류, 해양
수산자원의 보전 등과 관련된 인증이 발달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유가 모두 이
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식품제조
업체의 사회적 책임은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영양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 지역, 환경
등 다양한 영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는 산업이
바로 식품제조업 분야라고 볼 수 있다.
7장에서는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지원 및 민
간 스스로의 노력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현황과 소비자 인식
2.1.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및 제도
의 적극적 도입 및 시행이 요구될 수 있는 외부 상황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
다<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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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률 및 사업
소관
부처
고용
노동부

국무
조정실

국토
교통부

법률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근로자의 생활 안정 ∙ 노동력의 질적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성장국가전략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에너지 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토기본법

∙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
∙ 국토종합계획

∙ 지역 간 격차 해소

∙ 기업도시 정주 여건 개선
∙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우선 지급

∙ 지역 간 격차 해소
∙ 민간기업 투자 촉진
∙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 지역에너지계획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에너지이용원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 양성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GHG 감축
∙ 녹색산업의 성장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환경정의

∙ 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에너지 구조의 환경
∙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친화적 전환
지원
∙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신·재생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

∙ 지역 간 격차 해소
∙ 취업 기회 확대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

∙ 건전한 지배구조
∙ 환경친화적 개발

∙ 중소기업 CSR 컨설팅 및 성과측정

-

∙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지속가능
발전법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보고서 공표
∙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자원순환
기본법

∙ 자원순환기본계획
∙ 폐기물처분부담금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경기도

-

∙ 근로자의 고용 안정
∙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 도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중소벤처
기업부

강원도

지속가능성

∙ 취업 기회 확대
∙ 실업 대책 강화

산업발전법

환경부

포용성장

∙ 국가고용정책에 기본계획
∙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 계획
∙ 실업대책 사업

고용정책
기본법

에너지법

산업통상
자원부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계획 및 사업

환경정책
기본법

∙ 국가환경종합계획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

-

∙ 사회공헌통합관리시스템

∙ 사회의 안정과 통합 ∙ 환경의 보전
-

∙ 지속 가능한 자원순
환사회

-

∙ 환경오염 방지
∙ 온실가스 감축

-

∙ 환경오염 방지
∙ 온실가스 감축

∙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및 중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
기업의 CSR활성 계획
∙ 지역 경제 활성화
화 지원 조례 ∙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 설치

∙ 온실가스 감축
∙ 기업경쟁력 제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 9. 25.)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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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산업발전법 개정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의무에 대한 정부의 이행 필요
2017년 12월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다
<표 7-2>. 그러나,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정들이 담길 것으로 기대되었던
종합시책은 개정 이후 한 번도 수립되거나 이행된 바 없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의무에 대한 정부의 이행이 필요해 보인다.
<표 7-2> 산업발전법 지속가능경영 관련 조항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
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8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⑧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발전법)(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 9. 25.).

2.1.2.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국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이 2016년 10월 범부처 합동으로 고시되었다. 중소기
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흡하고,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사회적 책임 인프라 체계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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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신규도입 촉진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파트너십의 중
요성, 단계별 활동 강화, 실천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
적 책임 조사연구 및 전문가 양성, 사회적 책임 경영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
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적 책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친화적 사회적
책임 인프라 조성도 함께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만의 기본계획의 한계가 있다.

2.1.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26, 4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조달 및 ESG 투자
확대 제도화가 포함되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26)’ 과제에 2017년부터
사회책임 조달체계 구축과, 2018년부터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또한, ‘고령사회 대비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국정
과제 43)’ 과제에 국민연금 운용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책임
투자원칙이 반영되었다.

2.1.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20.01.15.)69)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표준, 가이드 라인 등을
홍보하고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 지표를 개발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지원대
상 평가 시 정부포상(사랑받는 기업포상, ’20년~) ,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우대(’20
69) 기획재정부. 2020.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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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
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로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전문화하고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기도 한다<표 7-3>.
<표 7-3> 사회적 가치 위한 세부가치별 달성 지표
분야

세부 가치
인권

사람중심
포용사회

노동

∙ 상대빈곤율 완화(’17: 17.4→’23: 15.5%)
∙ 온실가스 감축(’18~’20 배출전망치의 76% 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1,777백만 톤)
설정)
∙ 환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0~’22 총 4,775건)

안전

∙ 안전사고 사망사고 ’17년 대비 ’22년 30% 이상 감축

참여

∙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0)
∙ 참여 모델 확산율1)(’22: 70%)
∙ SGI2) ‘시민의 참여역량’ 수준(’18:5.5→’22: 6.0)

지역경제

∙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22)
∙ 농·어촌 순유입 90만 명 이상(’17~’22)

지역사회

∙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 지속 확대 (’19: 408→’22: 700개)

CSR
상생경제

∙ 저임금근로자 비중(’17: 22.3→’22: 18.0%)

환경

시민사회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 한국형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20)
∙ 피해자 국선변호 인력 확충(’18: 17→’22: 25명)

건강·보건 ∙ 건강수명 연장(’16: 73→’22: 75세)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세부 지표 (예시)

상생협력
일자리

∙ CSR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속 확대
(現 연간 100개 내외 → ’19~’22년 누적 500개)
∙ 중소기업 CSR 컨설팅(’19: 30→’20: 200개 사)70)
∙ 동반성장 여건 개선(’18: 75.2→’22: 78.2점)
∙ 취업자 수, 여성고용률 등 제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8: 1,343→’22: 1,500만 명)

주 1) 참여 우수 사례 도입 중앙부처(시군구 지자체) / 전체 중앙부처(전체 시군구 지자체).
2) 지속가능거버넌스 지수(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베텔스만 재단, 1~10점).
자료: 기획재정부(2020.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정책보고서.

2.1.5. KOTRA 글로벌 CSR 사업
2013년 처음 도입되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 지원 프로
그램으로,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과 함께 현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
70) 한국생산성본부 사회가치혁신센터, 예산 48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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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업이 해외 현지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
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지 유관기관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의 투입분을 기부가치로 매칭펀드 형태로, 중소기업을 우선(서비스 유형별로 지
원 상한액 2천만~5천만 원으로 다양)으로 지원한다.<표 7-4> 연간 4억~5억 원 수
준의 예산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2013~2019년 기간 동안 796건 855개 기업을 지
원하였다.
<표 7-4> KOTRA 글로벌 CSR 사업 개요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A형: 자사 제품･서비스 체험형

우리 기업이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

B형: 해외 기술·경영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
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D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이 ‘시험 ·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 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 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
영 경험을 공유

자료: 대한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http://www.kotra.or.kr/kh/, 검색일: 2020. 9. 25.).

2.1.6. 강원도 사회공헌통합관리시스템(CEMP)
강원도는 CSR 성과와 탄소배출권을 동시에 확보, 강원도 내 기업투자유치와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유 기업 발굴 및 감축기술의 활성
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사회공헌통합관리시
스템(CEMP71)) 운영하고 있다<그림 7-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사회
적 압력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대기
업의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71) CSR & Emission reduction Matching Platform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CSR) 활동과 지자
체, 중소기업 등의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한 사업을 연계하는 플랫폼(강원도 사회공헌통합관리시스템,
http://www.cemp.kr/web/mthod/overview1)으로 대기업은 기존의 사회공헌사업을 CEMP 플랫
폼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중소기업은 플랫폼을 통
해서 대기업의 지원(투자)를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상생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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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활동과 탄소배출권 사업의 연계를 추진
하여 탄소배출권의 확보 및 배출권 대기업의 이전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다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신청 사업의 56.8%가 도로 및 건물의 고
효율 조명 설치·교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림 7-2> CEMP 개요

자료: 강원도 사회공헌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cemp.kr/web/mthod/overview1, 검색일:
2020. 10. 8).

2.1.7.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72)
경기도는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을 위해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72)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elis.go.kr/newlaib/main.jsp, 검색일: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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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임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리의 지속가
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는 정기적인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과
지원 사업 적용에 우선권을 제공하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입찰 등에 가
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례가 지정된 이후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2.2.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소비자 인식 및 평가
식품 주구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연령대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
한 인지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생산품이 안전/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먹거리 안전/위생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으로 인해 안전과 관련된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에 대해서는 지자체/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CSR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 평
가 차이는 일반 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식품제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도 다양한 형태로 CSR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조사대상의 약 63%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
한 반면, 나머지 37%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인지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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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연령대별

63

71

65

62

61

56

소득 수준별
단위: %
65
50 50

44

39

37

38

53

47
35

35

75 단위: %

68

63

37

32

29

25

200만원 미만 200 - 300 만원 300 - 400 만원 400 - 500 만원 500 - 600 만원 600 만원 이상
전체

20대

30대
알고있다

40대

50대

60대 이상

미만

미만
알고있다

알지못한다

미만

미만

알지못한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소비자의 비율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
기업의 경우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소비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의 약 46%는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이 CSR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20%의 수준에 그쳤다<그림 7-4>.
<그림 7-4>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CSR 이행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일반 제조 대기업

일반 제조 중소기업
단위: %

46

단위: %

32

20
16

잘 이행하고 있다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

잘 이행하고 있다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소비자의 비율(42%)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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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품 제조 중소기업은 일반 제조 중소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7-5>.
<그림 7-5>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분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CSR 이행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식품 제조 대기업

식품 제조 중소기업
단위: %

단위: %

42

28
23
16

잘 이행하고 있다

잘 이행하고 있다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들은 식품제
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46%)이 일반 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12%)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식품제조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행(48%)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24%)보다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
였다<그림 7-6>.
<그림 7-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필요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산업 간 인식

식품제조업 규모별 인식
단위: %

46

단위: %
48

24
12

식품제조기업의 CSR 이행이 더욱 필요

일반제조기업의 CSR 이행이 더욱 필요

중소기업 CSR이 더욱 필요

대기업 CSR이 더욱 필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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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필요한 이유로 ‘식품제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그림 7-7>.
<그림 7-7> 식품제조업의 CSR 활용이 더욱 필요한 이유
단위: %
75.8

식품제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16.1

식품제조기업에 의한 사회적 책임 영역이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8.0

식품제조기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더 적은 비율로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0.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들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농식품 위생과 안전 보장’,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농식품
위생과 안전 보장’ 영역의 점수가 4.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7-8>.
<그림 7-8> 소비자의 식품제조업 기업의 CSR 영역별 필요성 인식
단위: 점, 5점 평균
4.25

농식품의 위생과 안전 보장

4.16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노력

3.99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3.96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친환경화

3.87

식품기부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고령자,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를 배려한 제품/서비스 개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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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소비자들은 대체로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결과가 ‘국내 농업 및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3.95점)하였고, 이어서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3.94점)’,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3.93점)’, ‘식품제
조업체와 소비자 간 신뢰가 구축된다(3.90점)’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다<그림 7-9>.
<그림 7-9> 소비자의 식품제조업 기업의 CSR 이행의 결과에 대한 인식
단위: 점, 5점 평균
3.95

국내 농업 및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3.94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3.93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3.90

식품제조기업과 소비자간 신뢰가 구축된다

3.85

매출액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3.83

국내 중소식품제조업이나 영세소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들 절반 정도는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해 ‘전체적
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44.0%로 높았다<그림 7-10>.
<그림 7-10> 식품제조업체의 CSR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 중요성과 역할
단위: %
49.2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44.0

농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6.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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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사례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들은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시가 총액 및 매출액 상위 100
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총 규모는 약 1조 7,14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0.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기준 상위 30대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 지출 비중은 0.29%로 규모가 클수록 사회공헌 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11>.
<그림 7-11> 상위 100대 기업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중
0.29%

단위: %

0.18%

100대 기업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자료: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0). ｢2019 사회공헌백서｣.

산업별로 비교해 보면 IT·정보기술 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출액이 6,0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업이 2,853억 원, 커뮤니케이션서비스업이 2,109억 원으
로 그 뒤를 이었다. 식품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필수소비재 산업은 1,490억 원
으로 5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식품제조업체 외 음료, 주류, 생활용품
제조업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치일 것으로 판단
된다<그림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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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산업별 사회공헌 지출액 규모
단위: 억 원
유틸리티
소재

174

964
468

IT〮정보기술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필수소비재

31

유통
커뮤니케이션서비스

6080

401

12 61
150

2853

107

644

166

자동차
소비자서비스

348

80

1490

346

1732

24 97
73

365
352

2109
평균

총합

자료: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0). ｢2019 사회공헌백서｣.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관련 통
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식품제조업체 412개 업체를 대상으
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대상으로 FGI를 추진하여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다양한
우수 사례를 검토/발굴하였다.

3.1.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현황: 업체조사를 중심으로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기업 주도
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필요성 인식이 낮은 수준이고 이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의 어려
움에 따라 제한적 영역에서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나 교육은 일부에
서 실시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식품제조업체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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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추진 현황
국내 식품제조업체 중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식품제조업체 중 29%만이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을 추
진한 사례가 있는 반면, 71%는 아직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을 추진한 사례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한 사
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7-13>.
<그림 7-13>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추진 현황
단위: %
50
29

30

21

17

전체

중견기업 이상

있음

58

55

52
33

43
24

25

중기업

없지만 향후 추진 계획은 있음

20

소기업

24

18

소상공인

없으며 향후 추진 계획 없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1.2.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정부 독려 및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
분위기 및 입법 동향으로부터 동기가 부여되어 추진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필요
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
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중 ‘정부 독려 및 인센티브 제공 때문에 사회적 책
임 활동을 추진(7.3%)’하거나 ‘사회적 분위기 및 입법 동향 때문에 사회적 책임 활
동을 추진(5.8%)’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적었다. 반면, ‘기업 이미지 제고 때문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38.8%)’하거나 ‘내부적 필요성 인식 확산 때문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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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활동을 추진(26.7%)’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많았다<그림 7-14>.
또한, 국내 식품제조업체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
하지 않는다기보다 경제적 여력이 안 되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7-14>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 추진 동기와 미추진 동기
추진 동기

미추진 동기
단위: %

기업 이미지 제고

38.8

내부적 필요성 인식 확산

26.7

제품 마케팅 일환
정부 독려 및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 분위기 및 입법 동향

12.6
7.3
5.8

단위: %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해서

44.4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15.7

들어본 적 없어서

11.3

필요성을 못 느껴서

11.3

경영진/주주의 반대

3.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국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조사에서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
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추진 동기는 해외 기업들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갖게 되
는데, 후자(사회적 책임 이행)의 동기를 전자(이윤 창출)와 얼마만큼 연결시키는
지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는 해외 기업들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3.1.3. 식품제조업체의 영역별 사회적 책임 활동 비율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한 기업 중 ‘취약계층 지원’에 예산을 책정했다고 응답
한 기업의 비중은 44%로 영역별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영역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15%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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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별 식품제조업체의 활동 비율
단위: %
44

취약계층지원
교육/학교/학술 지원

15

기타

10

국내 응급/재난구호

7

환경 보전 분야

6

문화/예술/체육 지원

6

해외/국제 지원

5

의료/보건 분야

2

사회적 경제조직 및 창업 지원

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FGI 조사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추진 중인 사회적 책임 사업은 크게 1) 단
순 기부활동(식품기부 및 봉사활동), 2) 가치창출 활동(친환경소재 사용 및 당류저
감 제품 생산 등), 3) 이해관계자 협력활동(품질관리 지원, 기술 이전 등), 4) 생산/동
반성장 활동(특정 단체나 국내 농업과 상생)으로 분류되었다.

3.1.4.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는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5점 척
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5점 평균의 수준은
3.56으로 3점대 후반이나 4점대 초반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그림 7-16>.
<그림 7-16>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필요성 인식 현황
49.3

단위: %

37.6

0.5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5.8
필요하지
않다(2점)

(3.56)
보통이다(3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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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4점)

6.8
매우
필요하다(5점)

3.1.5. 식품제조업체의 영역별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인식
한편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농
식품 안전 보장’과 ‘취약계층 역량 강화 및 고용,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 척도 기준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영역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농식품 안
전 보장’이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적 취약계층 역량 강화 및
고용, 일자리 창출(3.73점)’, ‘지역사회 및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3.71점)’, ‘음식물
폐기물 저감 노력(3.65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7-17>.
<그림 7-17> 사회적 책임 영역별 식품제조업체의 필요성 인식 현황
단위: 점, 5점평균
농식품 안전 보장

3.80

사회적 취약계층 역량 강화 및 고용, 일자리 창출

3.73

지역사회 및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

3.71

음식물폐기물 저감 노력

3.65

식품의 기부활동을 통한 경제적 취약계층 영양개선

3.62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친환경화

3.59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기여

3.48

고령자,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를 배려한…

3.3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1.6. 식품제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은 대체로 시설이나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식품제조업체 중 19.4%만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
답했고 ‘시설 투자를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
한다고 응답한 식품제조업체의 비중이 45.0%로 나타났다<그림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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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 식품제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및 저감 방식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여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식

단위: %

19.4

단위: %
시설 투자를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45.0

공정 개선 혹은 새로운 공정 도입

26.3

원료 대체

11.3

친환경 발전설비 설치

80.6
예

아니오

10.0

기타

3.8

온실가스 회수 시설/장치 설치

3.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 중 50.5%는 음식물류폐기
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식품제조업체는 필요
한 만큼의 원물 사용이나 기부 방식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식품제조업체 중 ‘필
요한 원물 물량 계산 정확도 향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인다고 응답한 식품
제조업체의 비중은 37.5%로 나타났다. 이어서 ‘미사용 원재료 및 생산된 식품류
기부(22.1%)’, ‘생산/유통 공정 개선 혹은 새로운 공정 도입(16.8%)’, 그리고 ‘원재
료 보관시설 개선(16.3%)’ 방식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인다는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그림 7-19>.
<그림 7-19> 식품제조업체의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 및 감축 방식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감축 방식

단위: %
단위: %
필요한 원물 물량 계산 정확도 향상

37.5

미사용 원재료 및 생산된 식품류 기부

49.5

50.5

생산/유통 공정 개선 혹은 새로운 공정 도입

16.8

원재료 보관시설 개선

16.3

폐기물 관련 컨설팅 서비스 이용
기타

예

아니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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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4.8
2.4

3.1.7.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방식
국내 식품제조업체는 파트너십 방식으로 사회적 활동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낮은 수준이고, ‘단독’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의 비중(74.8%)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십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이
유로는 ‘파트너십 방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43.8%)’가 가장 많았다<그림 7-20>.
<그림 7-20>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방식 현황
사회적 책임 추진 방식
단위: %
74.8

15.1

귀사 단독 자체적인
추진으로 진행

10.1

타 기업/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진행

두 방식을 혼용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유
단위: %
파트너쉽 방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43.8

파트너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2.4

딱 맞는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서

11.2

파트너쉽 방식에 대해 몰라서

9.0

파트너쉽 방식은 행정절차, 실행방식 등 비효율적이어서
기타
파트너쉽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6.7
2.2
1.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3.1.8.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교육 및 평가 현황
국내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사회적 책임 관련 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중 10.9%만이 사회적 책임 활동
을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9.1%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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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응답했다<그림 7-21>.
또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체 중 대부분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 평가 지표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80.6%)’으로 나타났다.
<그림 7-21>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교육 및 평가 현황
사회적 책임 관련 교육 현황
10.9

89.1

예

단위: %

아니오

사회적 책임 활동 평가 현황
단위: %
별도 평가 지표 혹은 평가 시스템이 없음

80.6

별도 평가 지표와 시스템 안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회사 내부와 외부 전문가/기관이 공동 평가
외부 전문가 혹은 외부 기관이 평가

13.3
4.2
1.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FGI 조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지수나 인증이 국내외로 다수 존
재하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에서 관련 지수나 인증
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9. 사회적 책임 활동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국내 식품제조업체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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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식품제조업체 중 42.8%는 ‘재정적 지원 또는 세제 혜택’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국내 식품제조업체는 ‘사회적 책
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14.2%)’,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13.4%)’, 그리고 ‘지원대상 매칭 시스템 개발(10.1%)’ 순으로 정부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22>.
<그림 7-22> 사회적 책임 활동 이행을 위해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단위: %
42.8

재정적 지원 또는 세제 혜택

14.2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13.4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10.1

지원 대상 매칭 시스템 개발
민관 또는 파트너십 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공동 발굴

6.9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분야별 기업 대상 맞춤교육 제공

6.2
5.6

일반국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제공
기타

0.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FGI 조사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은 정부에게 1)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
는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의 도입, 2) 기업이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연계, 3)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다양한 사례/정보의 생
산 및 공유 역할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은 4) 정부 주도의 사회
적 책임 플랫폼/모델 개발, 5) 정부부처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 활성화 관련 부처/부
서/담당자 신설 등의 역할도 요구하였다.

3.2.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CSR 활동 우수 사례
국내의 식품제조업체 CSR 활동은 주로 환경과 사회약자/취약계층 지원 관련
CSR 활동이 이뤄졌으며, 다음과 같은 몇몇 사례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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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환경 관련 활동
CJ제일제당은 생활폐기물 저감을 통한 환경 보호 실천 및 임직원 인식 개선을 위
해 ‘햇반가드닝’73) CSR 활동을 진행하였다. CJ제일제당은 당사 제품 활용 후 발생
하는 햇반 용기 폐기물 회수, 용기 및 폐목재를 활용한 임직원 참여 화분 만들기, 햇
반가드닝으로 제작한 수직 정원의 지역아동센터 기부 CSR 활동을 진행하였다.
롯데칠성음료는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문제를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는 사회공헌 모색을 위해 부산시와 함께 ‘IoT 분리 배출함(G-love 배
출함)’74)을 설치해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여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확대하
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상(주)은 저탄소녹색성장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 실행을 위해 희망의
나무 나누기(2006~현재) 활동을 진행하였다. 희망의 나무 나누기 활동은 숲과 나
무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묘목(소나무, 산벚나무 등 105,900본(2006~2018년))
을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활동이다.

3.2.2. 취약계층 관련 활동
SPC그룹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직접 찾아가 신선한 빵을 선물하는 ‘행복한
빵 나눔차’와 푸드뱅크 기부(누적 811억 원, ~2020년 4월, 가맹점 기부 별도) 등 취
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SPC그룹은 장애인 일자리, 지자체 및 NGO의 협력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진행하였다. 총 9개 매장, 발달장애인 26명 고용, 일자리 제공형 사회
적 기업인증, SPC 행복한 베이커리 교실, 소울베이커리와 장애인 1,138명 제빵교
육, 55명 취업, 학교,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등에 납품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73) CJ 제일제당 홈페이지(https://www.cj.co.kr/kr/index, 검색일: 2020. 10. 2.)를 참고함.
74) 아시아경제. 2019. 7. 9일자 기사(https://www.asiae.co.kr/article/2019070910100436188,
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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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은 청정숲에서 쉼과 치유, 소통의 시간을 통한 한부모가족을 지원을 위
해 한부모가족 캠프(2009 ~ 2018년)를 진행하였다. 한부모가족 캠프의 누적 참가
인원은 993명이며, 2019년부터 한부모자녀 진로 멘토링 캠프로 전환되었다.

3.2.3. 기타 활동
대상(주)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진행을 위해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
(2006~현재)을 진행하여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위해 헌혈증 기부 활동을 진행하
였다. 대상(주)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한 헌혈증은 2006~2019년 4,567
장이다.

4.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와 소비자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방향성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들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영역들이 있다. 이러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정부 또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먼저,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활동부
터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제를 도출해 나
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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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 방향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기본 방향은 1)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대응하고, 2)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며, 3) 기후변화 및 음식품
류폐기물 등의 환경 이슈에 주목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식품제조업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소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
업의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7-23>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비자의
필요성
인식

한국

정부
주도

선진국

지향점

과거 국제적 흐름
현재 국제적 흐름
한국 단기과제
기업의
필요성
인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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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장기과제

기업
주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단계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
는 실정이다. 소비자 및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이행에 대한 기업의 필요성 인식이 소비자보다 낮은 상태였고, 정부의 역할이나 지
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그림 7-23>. 이에 반해 국제사회는 2010년대부터 ISO26000,
UN-SDG,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75)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정하여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2020년에 들어서는 네슬레, 유니레버, 파타고니
아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 다른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규제에 의해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체들도 국민의 건강, 사회와 환경의 건
강에 대해 능동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기업들에게
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동기 부여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
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동기
부여와 소비자 평가에 의한 기업의 자발적인 동기 부여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의 경우 현재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는 정책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아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2가지와 정부 및 소
비자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4.2.1. 식품제조업의 최우선과제는 식품안전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결과 식품 안전관리 주체로서 식품제조업체가 4.19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료생산자가 4.11점, 그 뒤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75) 지속가능경영 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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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7-24>.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산업의 가치사슬 전
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매단
계에서의 안전한 원재료 구매와 생산단계에서의 위생적인 생산, 판매단계에서의
정부의 모니터링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식품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림 7-24> 가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들의 중요도
단위: 점, 5점 만점
4.11
3.91

4.19

3.83

3.90

3.70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원료
생산자

식품
유통 및
제조업체 판매업체

소비자
자신

3.74

3.74

3.71

학교

소비자
단체

언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원시자료 분석.

식품제조업체 스스로도 식품안전 확보를 가장 필요한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평
가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식품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서 정부는 안전한 원료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
지원(계약재배 등),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HACCP 의무화, 저
장/판매단계에서의 콜드체인시스템 보장 노력이 식품제조업체에게 요구된다. 출
고 이후의 온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도 책임지고 판매단계까지
콜드체인이 유지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식품 제조 단계에서의 HACCP 의무 적용은 올해 4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이
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업체가 시설을 개보수
하는 비용 대비 지원금액이 한정적이어서 영세업체에게는 너무 과중한 부담76)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안전관리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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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HACCP 의무 적용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식품안전 보장을 위
한 식품제조업체의 참여 동기 유발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및 업체 매출액/규모별 차
등 지원과 같은 섬세한 정책 설계/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1천만 원 무상 지원의 단일 방안만이 제시되고 있어 HACCP 시설 투자의
1차년도의 부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장 큰 자금이 없는 영세기업
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해주고 할부로 갚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
원해 주는 방식을 추가하여 업체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면 지원 방식
의 유연성을 높이고, 식품제조업체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식품위생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
(재)식품안전상생협회는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식생활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
체이다. 2014년 설립되어 식품안전 기술지원, 교육, 학술토론, 분석 지원, 신제품 개
발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표 7-5>. 이러한 식품안전 역량 공유는 국내 식품산
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표 7-5> 식품안전상생협회 주요 사업
목적 사업명

세부 내용

식품안전 기술지원

식품대기업의 품질안전관리 방법과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에 전달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솔루션 제공

식품안전 교육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0회 무료 교육을
진행

학술토론 행사

식품안전 학술대회 세션 참여와 식품업계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학술토론회 또는 세미나
주최

분석 관련 지원

중소기업에서 발생되는 식품분석 비용을 지원하여 식품안전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연간
300만 원 지원

신제품 개발 지원

제품개발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비용 5,000만
원 지원(협회 80%, 자부담 20%)

자료: 식품안전상생협회 내부자료.

76) HACCP 의무 적용에 대한 고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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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일부 대기업이 출연하여 식품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식품안전 역량
을 중소기업에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이다<표 7-6>.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다른 식품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표 7-6> 식품안전상생협회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중점지원 기업 대상

20

20

25

25

25

20

135개

현장 지도 횟수

56

56

73

79

75

55

394회

교육 과정

9

9

12

16

14

12

72회

교육 시간

118

119

123

148

119

119

746시간

교육 인원

192

246

290

374

437

425

1,964명

학술행사 주최

3

3

2

2

2

2

14회

신제품 개발

0

1

1

2

1

0

5개

자료: 식품안전상생협회 내부자료.

4.2.2. 보다 건강한 식품 공급을 위한 노력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55.6%가 농식품 표시정보
가 제품 선택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식품 구매 시 활용도는 16.0%로 낮
게 나타났다. 이에 관련해 식품류의 표시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김상효 외
2018)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간편식과 가공식품의 경우 표시가 너무 많아 확인이
어려워서(15.1%), 표시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10.9%),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
보가 없어서(8.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7-25>.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
품 표시정보 제공정책과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
등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입각한 자발적인 표시정보 제공 확대
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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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 농식품 표시정보의 중요성과 활용도 평가

기타
표시내용을 믿지 않아서
표시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단위: %

0.7
4.5
7.8

표시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없어서
표시가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서

10.9
8.2
6.2

표시가 너무 많아 확인이 어려워서

15.1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므로

46.6

가공식품

자료: 김상효 외(2018: 100, 103)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작성.

세계적인 식품제조업체 네슬레의 경우 ‘2020년 네슬레의 약속과 이행’에 3개 분
야 9개의 목표,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표시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네슬레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영양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전체 제품의 88%에 영양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면에 표시를 시행하
고 있으며, 의무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표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지속적으
로 학습하고 벤치마킹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영양정보 표시가 제품의 뒷면에 제공이 되고 소비자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네슬레의 사례와 같이 전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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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당과 나트륨, 포화지방은 비만을 유발하고 각종 성인병 및
질병을 야기하는 영양소이다. 보통의 소비자들은 당과 나트륨, 포화지방이 많이 들
어가 있는 식품의 맛을 선호하는데 이는 개인과 가정의 건강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아일랜드에서는 식품제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일랜드 식품음료협회
(FDII)가 주도하여 민-관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을 통한 제품 개선
(Product Reformulation)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영양·
안전적으로 더 건강한 식품으로 개선하여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식품 자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음료 내에 포함된 당과 나트륨,
포화지방의 함량을 줄여서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77) 이러한 결과 시장에 출시
된 제품의 총 지방량이 9.86% 감소했으며 포화지방은 12.01%, 나트륨은 36.66%, 당
은 13.83% 감소했다<표 7-7>.
<표 7-7> 2005년 대비 2012년 모든 FDII 개선 제품에서 판매된 총 영양소, 절대적 및 상대적
변화
2005년 (109kcal)

2012년 (109kcal)

총 지방

종류

12,196.58

10,994.09

1,202.49

포화지방

5,167.84

4,547.07

620.77

12.01

311.30

275.24

36.06

11.58

에너지
나트륨
당

변화량 (109kcal)

변화율(%)
9.86

785.41

497.47

287.95

36.66

25,202.60

21,716.81

3,485.79

13.83

자료: FDII(2016: 25). The FDII/Creme Global Reformulation Project 참고하여 재작성.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만 인구 비율이 34.3%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일
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비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그림 7-26>. 국제적인 흐름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 또한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다.
77) FDII. 2016. ｢The FDII/Creme Global Reformul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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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6> OECD 회원국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2018년)

자료: 질병관리청(2020). ｢주간건강과 질병｣ 13(41): 2956-2957.

우리나라에는 이미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2016~2020)｣, ｢제4차 식품안전관
리 기본계획(2018~2020)｣ 등을 통해 당류 및 나트륨 저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
식 개선, 표시정보 확대, 식생활 교육 실시 등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식품제
조업체의 참여 유인이 떨어졌다. 실례로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 수립 당시 내부계
획에는 포함된 항목이 업계의 반발로 최종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78)
식품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매
출 감소 우려와 대체 메뉴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행동 상황하에서 언제나 이탈
유인이 있었다. 앞선 아일랜드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탈 유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
로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의 사회적 가치/책임(의료비용 절감)이 고려되
고 소비자가 해당 당류 및 나트륨 고함량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당류 및 나트륨, 포
화지방에 저감에 대한 필요 인식이 올라가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구입 의향이 늘어
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때문에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제품 개선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지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기
본적인 역할79)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품제조업체들의 협조가 잘 이

78) 연합뉴스. 2016. 10. 7일자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61007075100017,
검색일: 2020. 10. 10.).
79) 법률 정비(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국민영양관리법, 어린이식생활법, 국민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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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식품의 영양에 관한 정책을 식품의약처안전처의 영양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하여 진행을 해왔다. 다만 식품제조업체 간의 협조와 관련 협회의 역할, 규제
가 아닌 인센티브와 동기 유발을 위한 역할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식품제조업체의 협력에 관한 부분은 농림축
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와 식품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영양개선에 제품에 대한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과 한국영양학회에서 담당하여 실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인센티브 관련, 부처 간의 협조 등
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그림 7-27>.
<그림 7-27> 민-관 파트너십 구축(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안전정책과

식품산업정책과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국무
조정실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상생협회
한국영양학회

식품기업 협의체

자료: 저자 작성.

4.3. 사회/환경의 건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4.3.1. 식품 폐기 감축과 취약계층 식품 지원의 연계
식품제조업체들이 전개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하면서도 대표적인 사회적 책
임 활동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임과 동시에 식품을 기부하는 활동이다. 이는 사회
법) 및 소비자 인식 제고(표시정보 확대 정책, 식생활 교육, 지속적인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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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선과도 긴밀하게 관계된다.
식품의 손실/폐기(Loss and Waste: FLW) 이슈는 기아/영양실조와 비만/과체중
의 공존, 세계 인구의 증가와 농식품 수요 확대, 기후 변화와 자원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 등과 맞물려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서는 식품 손실/폐기 이슈가 정책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
으나,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그리고 책임감 있는 OECD 국가로서 정
책적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식품 손실/폐기 이슈에 대해 미래 지향적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OECD 2010년 농업장관회의에서는 식품의 가치사슬별 식품 손실/폐기 감축 방
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으며, 이듬해 OECD 녹색성장위원회
는 농식품의 이용가능량(availability)을 늘리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식품 손실/폐기 감축의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UN SDG80)에도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용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억제하거나 재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생산된 식품을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식품 손실/폐기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환경적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생
태계 구축함에 있어 위협요인이 된다.
한편,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식품 소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섭취 상태가 취약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이들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
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포용성장의 첫걸음
이 될 것이다. 이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80) UN SDG 12(ensuring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관련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 폐기(food waste)는 줄여야 하는 대상이다. 식품 폐기로 인해 식량 부족,
water stress, 불필요한 생물다양성 손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다양한 환경/사회적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에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식품제조업체의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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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동은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포용
성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품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다
양한 식품 지원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손실되거나 폐기
되는 농식품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 영양/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면,
건강격차(health disparity) 완화와 건강자본(health capital) 축적 등의 통로를 통해
포용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
에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포용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안전하고 이용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비용-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다. 정부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식품의 손실/폐기를 줄이기 위한 방향을 3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생산과정에서의 식품 손실/폐기 감축
식품산업이 발전하면서 식품은 상품으로서 표준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 자체
에는 문제가 없는 식품이 생산단계에서 폐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식품으
로서 기능(영양, 향, 맛)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으로서 매력이 없는 못난이 농산물
의 경우 시장에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되기도 한다. 또한 돼지고기 삼겹
살/뒷다리살과 같이 선호/비선호 식품의 원재료가 함께 생산되는 경우, 시장 수요가
적은 비선호 식품의 잉여가 폐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식품으로서의 잔존가치를 가지고 있는 식품의 폐기가 이슈가 되면서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가 개척되거나, 재고 농산물 판촉이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
기도 했다. TV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정용진의 못난이 감자 사례81)가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 5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81)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부탁으로 강원도 ‘못난이 감자’를 구매하여 전국
이마트 매장과 신세계의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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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기업, 수출통합조직, 유통/제조/수출업체 등 11개 기관이 참
여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재료로 이용해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82)
다만, 수출 품목에 한해서 지원되는 정책이므로 국내에서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농산물
비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
하다. 미국의 경우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는 농산물인 어글리 푸드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따로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대표적인 판매자로 Imperfect
Foods, Hungry Harvest, Kroger의 ‘Pickuliar Picks’가 있다.
<그림 7-28> Imperfect Foods 사례

자료: imperfectfoods(https://www.imperfectfoods.com/, 검색일: 2020. 10. 22.).

나.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식품 손실/폐기 감축
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도 농산물 비규격품과 같은 표준 이탈 제품이 발생
한다. 섭취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중량 이탈, 표기사항 오류, 유통기한 임박 등으
로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들은 제조단계에서 폐기되어 버린다. 식품제조업체는 품
질안정성 확보 및 리스크 회피를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83)에 비해 짧게 지정하

8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5. 17.
83)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법적인 기한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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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유통업체는 재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납품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잔여기간이 장기간인 제품을 우선 구매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식품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제품이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
기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6월에 식약처 열린 포럼의 주제로 이를 다루
었으며, 7월에는 국회에서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
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개념에 대한 혼동
이 있을 수 있어 소비기한 도입 시 개념에 대한 명확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CJ제일제당은 굿윌스토어,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라 식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환경 및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기로운 식(食)생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쿠킹쇼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
한 홍보, 음식물류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와 같이 식품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
로 이끌 유인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 식품 지원제도와 연계한 식품 손실/폐기 감축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성 보장 및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부터 4개 지자체에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품목에는 가공식품류가 제외되어 있어 실제 조리가 불가능한 취약계층들에
게는 지원 효과가 한정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식품제조업체의 식품기부 사업과
연계를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취약계층
의 먹거리 보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
한 농식품바우처 대상자 가정에 기부식품을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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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식품기부의 활성화는 식품 폐기를 줄이는 것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푸드뱅크는 좋은 음식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식
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기준, 총 29억 달러(약 3조 3천억 원) 규모로 사
업을 운영하여 42억 끼니의 식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였으며, 36억 파운드의
식품 폐기를 줄였다.84)
하지만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식품의 가치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중량 이탈, 표기사항 오류, 유통기한
임박 등의 이유로 폐기되는 제품 또한 기부할 수 있게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
다. 식품제조업체 FGI 결과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기부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식품기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부된 시점 이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푸드뱅크가 모든 관리와 대응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2.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사용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과
배달/테이크아웃을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온라인 상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고 새벽 배송시스템까지 도입되면서 온라인
식품 거래 시장이 코로나19 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배
달식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부각되는 것이 제품의 운송용·보관용 포장재
의 문제이다. 또한 식음료 포장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슈도 식품 포장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20년 8월 ‘지속 가능 식품포장에 대한 소비
자(n=303) 및 식품외식업계(n=123) 온라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84) Feeding America. 2019.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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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98.3%가 ‘친환경 식품 포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7-28>.
<그림 7-29> 친환경 포장재 관심 여부 및 이유
친환경 포장재 관심 여부
관심 있음

친환경 포장재 관심 이유

관심 없음

단위: %

69.0%

1.7%

16.8%

10.2%

98.3%
환경보호

건강

자원절약

3.0%

1.0%

윤리소비

기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년 9월 2주차 ｢aTFIS 뉴스레터｣.

반면, 식품외식업계는 친환경 식품 포장의 도입에 있어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
이 71.5%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앞선 업체 조사 결과에서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이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해서’라는 것
과 일맥상통한다<그림 7-29>. 소비자의 요구와 사회적인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친환경 식품 포장을 위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기술 적용에 대한 비
용 부담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7-30> 친환경 포장재 도입 애로사항
단위: %

71.5

비용 상승

8.9

8.1

7.3

제조사 컨택
어려움

R&D 부담

보관력 저하

2.4

마케팅 효과 낮음 비상용화로 인한
리스크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년 9월 2주차 ｢aTFIS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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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친환경 식품 포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포장재의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환
경 친화적인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한다. 국내
식품제조업체 중 CJ제일제당은 3R 전략85)을 통해 연간 약 34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고 55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장려하고 인센티브 제도 구축을 통해 식품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해야 한다.

4.4. 기업의 건강을 위한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
4.4.1. ESG 채권 발행 자문 지원
ESG 투자란 의사 결정 시 기업의 환경보호, 기업에 의한 사회적 책임(CSR) 이행,
기업 지배구조의 적절성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 30조 6,830억 달러(37,329조 원)로 2012년에 비
해 3배가량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86) 국내 ESG 펀드의 순자
산 규모는 2020년 2월 기준 3,869억 원으로 2018년 1,451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나 글로벌 펀드와는 격차가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 채권으로 불리는 ESG 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녹색채권,87) 사회적 채권,88) 지속가능채
85) ‘친환경 포장 설계(Redesign)’ ‘재생 가능성 소재 사용(Recycle)’ ‘자연기반 친환경 원료 사용
(Recover)’ 등으로 제품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패키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다. 햇반 용
기 두께를 줄이면서도 기능을 유지시키는 패키징 최적화를 진행한 것이 좋은 예이다(식품음료신문
2020. 6. 3일자 기사, http://www.thinkfood.co.kr, 검색일: 2020. 10. 10.).
86) 금융투자협회. 2020. 6.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87) 녹색 채권(Green bond)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그린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채권으로 공기업과 은행권 중심에서 점차 2금융권 및 민간 기업으
로 확대되고 있다.
88)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은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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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89) 등으로 나뉜다.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의 하나인 ESG 채권 발행을 위한 자문
및 정책적 지원은 정부의 정책자금에만 의지하던 중소식품제조업체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원료 구매자금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면 ESG채권
발행 금융권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금 유치가 가능할 수 있다.

4.4.2. 식품제조업체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대다수의 소비자가(91.7%) 사
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가격 지불의사를 이중양분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니, 12%가량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7-8>. 가치소비, 착한소비가 식품소비 트렌드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
지고 공개된다면 비재무적인 활동이 높은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표 7-8> 상생협력 식품에 대한 이중양분 가상가치평가법 추정 결과
Beta

연령
남성
가구원수
가계소득
보수적 성향
보수적 성향_2

모형 1
0.0961***
(4.77)
-1.011*
(-1.95)

모형 2
0.0990***
(4.90)
-0.797
(-1.53)
0.139
(0.62)
0.532***
(3.14)
-2.033***
(-3.05)

모형 3
0.0895***
(4.48)
-0.981*
(-1.89)
0.135
(0.60)
0.496***
(2.94)

-2.750***
(-4.88)

행하는 채권으로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이 확대되고 있다.
89) 지속가능 채권(Sustainability Bond)은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이 결합된 형태의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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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_cons
Sigma

_cons

N
estimated WTP (base = 100)

모형 1
108.3***
(111.67)
10.73***
(38.89)
2000
112.0544

모형 2
106.1***
(91.04)
10.66***
(38.89)
2000
112.0534

모형 3
107.2***
(90.69)
10.61***
(38.90)
2000
112.0482

주: *** : p < 0.01, **: p < 0.05, *:p < 0.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는 식품제조업체를 1순위, 2순위까지 설문한 결과, 잘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모른다’ 응답 비중이 낮았고,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식품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모른다’의 응답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표 7-9>. 이는 식품제
조업체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홍보가 소비자의 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이미지 제고가 식품제조업체에게는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의 유인이기 때문이다.
<표 7-9> 개별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품제조업체

구분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식품제조업체

모름

26.9

모름

54.5

A사

24.1

J사

16.0

B사

15.8

K시

9.3

C사

11.4

F사

4.8

D사

4.3

C사

2.9

E사

3.8

L사

1.9

F사

3.2

A사

1.1

G사

1.6

M사

1.0

H사

1.5

D사

1.0

I사

1.4

H사

1.0

소비자 표본
(1+2순위)

6,000

소비자 표본
(1+2순위)

6,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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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참여 유인을 늘리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정부의 제도적인 규제가 아닌 소비자 인식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이행의 동기를 유발 효과가 있다. 이 평가지표는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 활동에 대한 정량지표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한 정성지
표로 구성되며 구성된 지표를 학계, 식품산업,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의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 산출하여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조사는 현재 사회공헌백서
를 발간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 관련 주관은 소비자단체를 활용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평가지표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된 평가방식을 보면 이행실적과 위반사항에 대한
가점과 감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감점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여기에서 제안하
는 평가방식은 이행실적에 대한 가점과 위반에 대한 감점을 모두 포함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큰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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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0> 식품제조업체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안)
지표

식품안전

환경

사회

윤리적 경영

세부 지표

정량

정량

정량

성격

HACCP 인증 여부

+

식품안전 교육

직원 1인당 식품안전 교육 횟수

+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

영양정보 표시

자발적 영양정보 표시 사례

++

법규 준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횟수

---

음식품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절감 사례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계획

+

에너지

에너지 절감

+

친환경

친환경제품 인증 여부

++

환경교육

직원 1인당 환경교육 횟수

+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

---

고용

지역 인력 고용 비율

++

장애인

장애인 고용 비율

+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공익사업 참여 여부

+

남녀평등

여성 1인당 급여/남성 1인당 급여

+

취약계층 지원

직원 1인당 기부액·식품 기부액

++

지배구조

지배구조등급

+

임금

장애인 1인당 급여/비장애인 1인당 급여

+

정량 협력사 상생

---

협력사 직원 1인당 안전 및 복지 관련 지출액

+

공동 CSR

협력사 및 유관기관 공동 CSR 활동 참여 여부

++

세금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 미납 여부

---

식품안전

소비자가 생각하는 식품안전도 평가, 5점 척도

환경
소비자 조사

설명

HACCP 인증

정성 사회

+

소비자가 생각하는 친환경 활동 평가, 5점 척도

+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회공헌 평가, 5점 척도

+

윤리적 경영

소비자가 생각하는 기업의 윤리 수준 평가, 5점 척도

+

호감도

식품제조업체의 호감도 평가, 5점 척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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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식품정책’의 미래 지향적 대응
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응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서 ① 식품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 ② 사회 전체의 포용성장 선순환체계 확립에 기여, ③ 경제적
으로 취약한 식품 소비자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함에 기여하는 식품산업, ④ 식
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⑤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확립 등의 가치
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논의의 배경과 식품제조업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 방향성 혹은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이다. 이 연구에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해
줄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재정립하였다. 즉,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미래세대와
현세대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함께 추구하면서 사회/경제/환경을 지속시
키고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정의하였다. 포용성장 논의의 공통점은 ‘안정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 기회’ 및 ‘공정배분’과 관련된다. 지속가능성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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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발전/개발은 ‘미래 지향’ 키워드로 통합될 수 있고, 공통적으로 제시되
고 있는 순환, 환경, 통합, 조화는 환경/순환의 키워드로 통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장의 핵심가치를 ① 안정성장, ② 공정 기회, ③ 공평배분으
로,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를 ① 미래 지향, ② 환경/순환 중시로 정의하였다.
식품제조업은 국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이나
지역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큼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
소위 식품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식품소비에 주목할 만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던 고령층과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식품제
조업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식품 구입이 50.7% 이상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 관련 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출된 식품제조업의 주요 이
슈를 식품제조업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화하였다. 주요 이슈 중에서 규모
별 생산성 격차 완화, 기업 간 상생협력, 창업생태계 지원 과제는 기업과 기업 간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용/일자리 창출, 규모별 임금 격차 완화 과제는 기
업과 기업 내 근로자의 관계와 관련된다. 농업과 연계 강화 과제는 산업과 산업 간
과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수요 창출은 미래 지향의 기업과
산업과의 관계로 구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식품 손실/폐기 감축 등은
기업과 사회·환경과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회 전체뿐
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기업
생태계 차원에서 건강성, 다양성, 상호연계성, 역동성,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산업 가치사슬 내 역할뿐만 아니라 전·후
방 산업 및 균형 잡힌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
서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다.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대/중소식품제조업체 상생협력 촉진으로 구분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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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소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첫째, 생산 요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원료 공동 구매 활성화 및 원료 구
입자금 지원 확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및 지역뉴딜사업과의 연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정보 제공 및 교육 측면에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에게 관련 정책,
소비자 정보, 시장/산업 트렌드 등의 정보 전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판로
확대 측면에서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온/오프라인 유통 및 물류망을 통한 B2C
시장 진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제도 측면에서 식품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 업종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대·중소기업 간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
생누리 확용에 대한 식품산업협회와 연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교류협의
회, 지역 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협력 코디
네이터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
을 온라인 B2C 시장에 진출시켜 유통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포
털사이트 쇼핑 채널 및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B2C 시장 진
출 모색하고, 마켓컬리와 프레시지 등 신흥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협력도 적극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행
위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
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가점/감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성과 공유제 중심의 식품제조업 간 성과 공유제 중심의 상생협력
확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평가 강화 등이 요구된다.
제4장에서는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일자리-분배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을 도모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범주를 확대한
포용성장의 비전이다. 식품제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이 빠르게 증가해 왔고,
창업 활동도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을 보여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제조업 분야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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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에 필요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식품제
조업 유망 분야에 고급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제조업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식품제
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장과 지속가
능성 달성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식품제조업 분야 일자리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달
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혁신형·지역형 일자리’ 창
출을 위해서는 지역-식품-전문인력(경력자)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기존의 각 부처들이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 해당 부처들과 연
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제조업체들의 지원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구직자와 고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식품 및 연관산업 전 분야를 아
우르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설치·운영하여 농업·식품 분야 일자리 정보를 한 곳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식품제조업
구직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들이 홍보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
였다. 국내 식품제조업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림업 생산액은
매년 정체 내지 소폭의 감소를 거듭하고 있고, 식품제조업의 농림어업 부문 생산
유발효과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식품
제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사회 안정,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농업의 생산 기반 확충
및 식품제조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소비
자의 선호에 대응할 수 있으며, 수입·물류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식량 자급률 개선으로 국가 차원의 식량안
보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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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3가지 목표와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목표는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 거래 활성화이다. 이
를 위한 방안으로 수요 기반 가공용 국산 원료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홍
보 강화 및 융자 지원 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가공용 농산물(B2B) 시장 육성, 산지
정보 DB 및 플랫폼 구축, 소재식품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지방
정부 주도의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노력, 지역 전략 품목의 전문화·대형화, 지역 내 선도형 가공업체 육성, 전
문 코디네이팅 지원, 중앙정부 연계 협의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마지막 목
표는 엄격한 품질관리 및 국산 장려 소비문화 형성이다. 이를 위해 국내산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스마트한 국산·원산지 표시 정보 개선, 국내산 선호 유도를 위
한 정보 전달 강화, 20대 중점 대상 교육·홍보 추진, 새로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추진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을 위한 연구개발 및 혁신의 방
향을 제시하였다. 식품제조업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격차를 완화하고 분
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전체 포용성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에 성장 동력이 결여되
어 있다면 사회 구성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식
품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
는 점이다. 또한, 식품제조업 분야가 사회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환경과 순환을
고려하는 경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은 필수적이다.
‘안정성장’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선택과 집중적 기초기술
R&D 전략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최대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
다. 맞춤형 식품 시장 활성화, 고품질/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활성화(발효/효소, 첨
가제, 미생물 등 소재), 식품안전 확보와 관련한 R&D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기술 분야 식품 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 ‘공평분배/공정 기회’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품 분야 공공 R&D
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자체,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역 농식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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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체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기술 R&D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
다. R&D 성과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 또한 ‘공평분배/공정
기회’ 가치 구현에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시장이나 소비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소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또한 공공에서 추진
할 필요가 있는 R&D 사업이다. ‘미래 지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
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소비자 선호/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식품에 대한 혁신적 R&D, 즉 첨단기술 R&D가 필수적인데, 이
러한 혁신 R&D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규모 투자
가 가능한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간에 의한 혁신적
R&D 투자가 연속성 있게 추진되는 것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부
의 지원 활동에는 연구개발 인력 양성, 시장/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투
자 유치 지원 등이 해당된다.
제7장에서는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식품제조업
의 생산·경영 활동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영양 개선에 미치는 영향
력, 지역, 환경 등 다양한 영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는 산업이 바로 식품제조업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를 지
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와 소비자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방향성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기본 방향은 1) 변화하는 소
비 시장에 대응하고, 2)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며, 3) 기후변화 및
음식품류폐기물 등의 환경 이슈에 주목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식품제조업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를 위
한 전략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소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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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업의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식품제조업 분야 과제를 도
출하고자 추진되었다. 5개 분야에서 총 64개의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 과제
들을 풀어야 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일 수도 있고, 식품제조업 스스로일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 대학, 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시
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는 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두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도 있다. 아래에는 각 분야별 과제별로 추진 우선순위와 추진 주
체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특정 산업의 영역에
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 및 과제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향후 연
구자들 혹은 정책담당자에게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표 8-1>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과제의 과제별 접근 전략(17개)
목적(목표)

추진 전략

추진 주체

원료 공동 구매

추진과제

단기

산업계/정부

농식품 원료 구매 지원 사업 확대

단기

정부

단기

산업계/정부
(지자체)

단기

정부

단기

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및 지역뉴딜사업과의 연계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의 정보 격차 해소
중소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식품제조업체
식품 위생·안전 교육과 컨설팅 확대
경쟁력 강화
기업마당에 민간 지원 정보 제공

단기

정부

단기

정부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

단기

산업계

우체국 및 코레일 등 공공 유통·물류망 활용

단기

산업계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업종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단기

정부

중장기

산업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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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목적(목표)

추진과제
상생누리 활용에 대한 식품산업협회 연계 홍보 강화

추진 전략

추진 주체

단기

산업계/정부

지역교류협의회, 지역 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대한
단기/중장기
정보 제공, 상생협력 코디네이터 양성 필요

대/중소
주요 포털사이트 쇼핑 채널 및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상생협
식품제조업체 력을 통한 B2C 시장 진출 모색
상생협력 촉진
마켓컬리와 프레시지 등 신흥 온라인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

단기

성과 공유제 중심의 식품제조업체 간의 상생협력 확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평가 강화

산업계/정부
산업계/정부

단기

산업계/정부

중장기

산업계/정부

단기

산업계/동반위

자료: 직접 작성.

<표 8-2>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의 과제별 접근 전략(8개)
목적(목표)
일자리
정책·제도
보완

추진 전략

추진 주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을 개선

추진과제

중장기

산업계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노력

중장기

정부

단기

정부

중장기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제조업 일자리 특화정책 발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타 부처 간 일자리 정책 연계추진 및 식품제조
업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대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구축 운영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중장기

정부

구직자와 고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

단기

정부

구직자와 고용자 양측 모두의 상황과 조건을 공개하는 오픈형,
맞춤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구축

단기

산업계/정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홍보

단기/중장기 민간/정부 연계

자료: 직접 작성.

<표 8-3>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의 과제별 접근 전략(16개)
목적(목표)

추진과제
수요 기반 가공용 국산 원료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추진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융자 지원 확대

추진 주체

중장기

농업계/산업계/
정부

단기

정부

계약재배 활성화 필요

단기/중장기

농업계/산업계/
정부

가공용 농산물(B2B) 시장 육성

단기/중장기

정부

산지 정보 DB 및 플랫폼 구축

단기

정부

중장기

정부

소재식품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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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계속)
목적(목표)

추진과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노력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전략 품목의 전문화·대형화
지역식품산업 지역 내 선도형 가공업체 육성
활성화
전문 코디네이팅 지원
중앙정부 연계 협의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내산 고품질 차별화 전략 추진
엄격한 품질관리 스마트한 국산·원산지 표시 정보 개선
및 국산 장려
국내산 선호 유도를 위한 정보 전달
소비문화 형성
20대 중점 대상 교육·홍보 추진
새로운 국산 농산물 장려운동 추진

추진 전략

추진 주체

단기/중장기

정부(지자체)

중장기

정부(지자체)

중장기

정부(지자체)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농업계/산업계/
정부

단기

정부

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

정부

자료: 직접 작성.

<표 8-4> 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개척 방안의 과제별 접근 전략(12개)
목적(목표)

추진과제

추진 전략

추진 주체

맞춤형 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기술 R&D 집중 추진

단기/중장기

정부

고품질,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추진 개선

단기

정부

단기

정부/산업계/
협회

중장기

정부

단기

정부(지자체)/
대학/농업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R&D 우선적 추진
공공에 의한 기초기술 식품 R&D 예산 확보 전략적 접근
지자체,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역 농식품 경영체 협업 및 성
과 공유/확산 강화

포용성장과
단기/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지역특화기술 R&D 추진 개선
위한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정보 제공 활성화
중장기
식품 R&D 추진
첨단기술 R&D 추진 개선
단기/중장기

정부/지자체
정부
정부/산업계/
협회

미래 식품 R&D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정부/대학/
지자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업 지원 비중의 획기적인 확대

중장기

정부

미래 식품 R&D 수행 기업을 위한 투자 시장 연계와 제도 개선

중장기

정부

단기

정부

미래 시장 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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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의 과제별 접근 전략(11개)
목적(목표)

추진과제
식품안전 관리 강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환경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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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

산업계/정부

식품안전 역량 공유

단기/중장기

산업계

자발적인 표시정보 제공 확대

단기/중장기

산업계

HACCP 의무 적용에 동참 및 지원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소비자 건강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장기

산업계/정부

생산과정에서의 식품 손실/폐기 감축

중장기

산업계/농업계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식품 손실/폐기 감축
식품 지원제도와 연계한 식품 손실/폐기 감축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사용

기업의 건강을 위한 ESG 채권 발행 자문 지원
정부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공표
책임 강화
자료: 직접 작성.

추진 전략

중장기

산업계

단기/중장기

산업계/정부

중장기

산업계/정부

단기/중장기

정부

단기/중장기

정부/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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