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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연혁 및 계획

□ 정부는 한미FTA보완대책(2007.6.28)*의 일환으로 전북도, 익산시와 함께 전
북 익산시 왕궁리 지역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식품클러스터)를 조성중
* 「한미 FTA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서 연구기관·대학·식품기업이 집적
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제시

ㅇ 201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총 70만평(232만m2)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식품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
― 입주업체 등을 모집하는 1차 분양공고는 2014.12월, 2차 분양공고는
2016.5월에 있었으며, 3차 분양공고는 2016.7월에 있을 예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연혁 및 계획
연월

비

2007. 6월

한미FTA 협상 타결(’07.6)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발표

2007.12월

공모 결과 전라북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2008.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입지지역 선정
(전북 익산시 왕궁리)

2011.11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발표

2012.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발표(농식품부)

2014. 3월

단지 조성공사 착공

2014.12월

1차 분양 공고

2016. 5월

2차 분양 공고

2016. 7월

3차 분양 공고

2016. 9월

기업지원시설 준공 및 지원센터 입주

2016.12월

부지조성 완료

2017. 6월

국가산업단지 공사 준공

2020.12월

단지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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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단지발전 전략(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 종합계획(안)」(2012.7월, 농림수산식품부)

1. 산업단지 기반 조성
□ 식품 R&D와 생산 산업시설을 결합하여 산업시설·민간R&D시설·기업
지원시설 등 5개 권역*으로 개발하고 산업단지 내에 국내외 150개 식품
기업, 10개 연구소를 유치
* 총 232만㎡ 중 산업시설 152만㎡, 기업지원시설 9.4만㎡, 민간R&D시설 5.4만㎡,
테마파크 3.8만㎡, 이주택지단지 8만㎡ 등

ㅇ 유발인구 수용을 위해 126만㎡ 규모로 배후복합도시를 조성

2. 산업단지 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단지 내 생산 활동을 위해 행정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기
능성 평가센터 등 6개 기업지원 시설*을 구축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
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 산지-기업간 원료조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회사를 선정(1∼2개)
하여 입주기업의 원료조달 및 제품판대, 수출입 물류 등을 전담
□ 수출 관련 업무(검역·검사·관세)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사무소를 설치

3. 투자기업 인센티브
□ 입주기업에 대해 5년간 국세·지방세를 면제하고 최고 100억원까지 보
조금 지급
□ 지역민 추가 고용시 인당 6개월간 최대 월 50만원(전라북도)지원
(익산시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익산시가 월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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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
□ 발효 및 기능성 식품 등 5대 핵심분야를 지정하여 500억원을 투자하고
스타제품 20개 이상 개발 지원
□ 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새만금, 대덕연구단지, 전주농생명 혁신도시
를 연계하는 식품과학벨트를 구축
□ 지역내 특성화고와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시 공급

3.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체계

□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수립을, 지자체(전북도
청, 익산시청)가 정책추진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5개부서 총 35명)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 추진
사업추진 기구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정책 총괄·조정

(관계기관+전문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실무협의회
(농식품부+전북도청+익산시+지원센터)

정책추진

배후도시 조성본부

지자체(전북·익산)

(전라북도+익산시+개발공사)

정책집행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획운영부

시설관리부
투자유치부

식
품
벤
처
센
터

연구개발부

임
대
형
공
장

)

파
일
럿
플
랜
트

(

기업지원부

식
품
패
키
징
센
터

식
품
품
질
안
전
센
터

식
품
기
능
성
평
가
센
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外 6대 기업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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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성사업 현황

□ 단지조성은 2014.3월 착공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진입도로, 폐수, 용수 등)을 완료할 예정

□ 입주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가 부지조성과 병행 추진 중이며 2016.5
월 현재 국내 8개 업체(에이젯시스템, 하림식품 등), 해외 9개 업체(웰스프링
(미국)등)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고 완료

ㅇ 투자양해각서 125건, 업무양해각서 55건 등 총 180개 기업이 단지 입
주에 관심을 표명
□ 기업지원시설은 2016.9월 이주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과천에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부터 입주

5.

향후 중점추진 과제

1. 정부·지자체가 클러스터 초기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
□ 정부 및 지자체가 클러스터 참가자들 간의 초기 네트워크 형성에 주도
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
ㅇ 네트워크 허브(network hub)로서 기능할 대기업·대형 연구기관 유치 및
정착에 노력
ㅇ 네트워크 허브를 비롯한 기업체·연구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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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 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 식품클러스터가 최적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단계
부터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
ㅇ 동종기업의 단순한 지역적 집적(수평계열화)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구조를 지양

3. 지역경제와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식품클러스터가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원료수급과 관
련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운영
□ 교육기관과의 연계, 기업의 인력교육 지원확대·개선 등을 통해 식품산
업 인력을 지역 내에서 육성하고 식품산업관련 고급인력 유치를 지속
적으로 추진

4. 해외시장 개척지원
□ 수출 식품 트랜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생산
시설 마련
ㅇ 제품생산라인의 변경이 쉽도록 설계된 생산시설(flex-plant) 설치
ㅇ 클러스터내 기업들 사이에 상호 OEM생산 등을 위한 관련 정보와 인
적 네트워크 구축
□ 수출품목을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품질·위생 등의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으로 발굴
ㅇ 對중국수출의 경우 유지제품, 유기농 농산물 등과 같이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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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한국 고유 식품의 수출은 중장기적
으로 추진
□ 동남아나 중동,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위해 문화·제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

5. 관광·MICE 산업과의 연계
□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에 따른 전북 관광·MICE산업과 연계하여 중장기
적으로는 식품클러스터를 인센티브 관광코스로 개발
ㅇ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의 참여·체험형 이벤트 및 제조시설 견
학 등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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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정부는 한미FTA보완대책(2007.6.28)*의 일환으로 전북도, 익산시와 함께 전
북 익산시 왕궁리 지역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식품클러스터)를 조성중
* 「한미 FTA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서 연구기관·대학·식품기업이 집적
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제시

ㅇ 2017년 6월까지 총 70만평(232만m2)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식품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국내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의 성장과 소득증대를 도모
ㅇ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도정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인 삼락농정*
및 6차 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농민·농업·농촌 동반 성장을 위한 농업정책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살펴보고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조
건을 점검

<참고 1>

클러스터의 정의
□ 클러스터는 동일 혹은 유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지식생산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식제공 기업 등), 연계조직(지식집약 사업서비스, 중개기관,
자문 등) 및 고객의 네트워크집적을 의미(남기범 2004 등)

ㅇ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인적자원, 연구시설과 같은 생산관련 기술
하부구조가 결합
ㅇ 클러스터 참여로 기업들은 거래 및 생산 비용의 절감, 기업체 간 학
습 효과, 산학연 결합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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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추진 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연혁 및 계획

□ 식품클러스터는 한미 FTA보완대책 중 하나로 정부 주도로 추진
ㅇ 2008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리 일대를 입지로 선정하고 2014년부터 단
지조성공사를 시작
ㅇ 2016년 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단지조성을 끝낼 예정
ㅇ 입주업체 등을 모집하는 1차 분양공고는 2014.12월, 2차 분양공고는
2016.5월에 있었으며, 3차 분양공고는 2016.7월에 있을 예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연혁 및 계획
연월

비

2007. 6월

한미FTA 협상 타결(’07.6)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발표

2007.12월

공모 결과 전라북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2008.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입지지역 선정
(전북 익산시 왕궁리)

2011.11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발표

2012.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발표(농식품부)

2014. 3월

단지 조성공사 착공

2014.12월

1차 분양 공고

2016. 5월

2차 분양 공고

2016. 7월

3차 분양 공고

2016. 9월

기업지원시설 준공 및 지원센터 입주

2016.12월

부지조성 완료

2017. 6월

국가산업단지 공사 준공

2020.12월

단지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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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단지발전 전략(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 종합계획(안)」(2012.7월, 농림수산식품부)

1. 산업단지 기반 조성
□ 식품 R&D와 생산 산업시설을 결합하여 산업시설·민간R&D시설·기업
지원시설 등 5개 권역*으로 개발
* 총 232만㎡ 중 산업시설 152만㎡, 기업지원시설 9.4만㎡, 민간R&D시설 5.4만㎡,
테마파크 3.8만㎡, 이주택지단지 8만㎡ 등

ㅇ 산업단지 내에 국내외 150개 식품기업, 10개 연구소를 유치
― 단지 유발인구 3.7만명 중 1.9만명 수용을 위해 126만㎡ 규모로 배
후복합도시를 조성(산업단지 내 이주택지단지에는 2천여명, 나머지 인근도
시 분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 계획

식품전문산업단지(232만㎡) 배후도시(126만㎡)
산업용지(67%)
주거용지(60%)
핵심전략식품, 글로벌식품, 물류
유통, 일반식품, 연관산업(5개권역)

아파트, 단독주택, 한옥등

기능성평가센터,
패키징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클러스터지원센터

외국인학교,
및대학등외고, 특성화고

테마파크(10%)

도리산중앙공원, 글로벌파크등

문화관광용지(6%)

기타권역 (17%)

녹지 등
기반용지(26%)

기업지원 R&D시설(6%) 교육용지(9%)
10 여개민간연구소

도로, 저류지, 폐기물처리등

도로,공원,녹지 등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 종합계획”(농림수산식품부, 20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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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지원 인프라 구축
□ 산업단지 내 생산 활동을 지원할 지원기관 및 기능을 구축
ㅇ 행정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등 6개 기업지
원 시설을 구축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
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 기업지원시설의 주요기능 등은 <붙임 1> 「기업지원시설 현황」 참조

― 2016.9월 6개 기업지원시설들이 들어설 건물공사를 완료하고 국가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부터 입주 시작
□ 물류회사를 선정(1∼2개)하여 클러스터내 입주기업의 원료조달 및 제품
판대, 수출입 물류 등을 전담
ㅇ 산지-기업간 원료조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호남지역을 원료 주산
지로 활용
□ 수출 관련 업무(검역·검사·관세)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사무소를 설치하
고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는 등 수출지원 체계 구축
ㅇ 식품 수출입 허브로 군산항·공항을 육성하되 군산항·공항이 활성
화시까지 평택, 인천 등 인근지역도 활용

3. 투자기업 인센티브
□ 세제혜택 : 입주기업에 대해 5년간 국세(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면제, 이
후 2년간 50% 감면)·지방세를 면제(취득·등록세를 100% 면제,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

□ 투자보조 : 투자규모 및 기업소재지에 따라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투
자건당 최대 100억원 지원
□ 고용지원 : 지역민 추가 고용시 인당 6개월간 최대 월 50만원(전라북도)
지원(익산시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익산시가 월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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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
□ 5대 핵심분야 집중지원 : 발효 및 기능성 식품 등 5대 핵심분야*를 지정
하여 500억원을 투자하고 스타제품 20개 이상 개발 지원
* 발효·전통식품, 기능성·바이오·융합기술 식품, 천연첨가물 등 소재식품, 쌀
등 곡물식품, 글로벌 기호식품

□ 중개연구시스템 운영 : 기초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기업
에 연계시키고, 기존에 개발된 연구성과의 산업화도 지원
□ 국내외 R&D 네트워크 구축 : 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새만금, 대덕연
구단지, 전주농생명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식품과학벨트를 구축
ㅇ 글로벌 연구소·기업과 지역내 식품기업, 국책·민간연구소, 대학, 지
역클러스터, 생산자 등을 아우르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성
□ 인력양성 : 지역내 특성화고와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 인력
을 적시 공급
ㅇ 식품 특성화대학 유치, 식품 관련학과 학생의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및 식품공동 R&D 참여인력 채용 등을 통해 인력 확보 추진
ㅇ 식품인력 고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과정, 전문교육, 경영일반교육
등을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
<참고 2>

전북지역 농식품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추진 내역
□ 전라북도는 지역대학 및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과 손잡고 지속적으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
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도내
주요대학과 연계하여 산학관커플링 사업단을 운영
― 원광대학교 식품산업커플링 사업단 대상자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
는 등 식품산업 인력양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ㅇ 전주생명과학고(조리), 정읍학사고(조리·제빵), 남원제일고(조리), 한국한
방고(홍삼제품) 등의 고등학교와 기술명장 육성사업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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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체계

□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수립을, 지자체(전북도
청, 익산시청)가 정책추진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5개부서 총 35명)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 추진 중
ㅇ 중앙정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의사 결정
ㅇ 지자체는(전라북도와 익산시) 정책추진을 담당하며 배후복합도시(푸드시티)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배후복합도시 조성본부를 구성·운영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6대 기업지원시설 중 하나로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및 완공 후 관리업무를 수행
사업추진 기구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정책 총괄·조정

(관계기관+전문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실무협의회
(농식품부+전북도청+익산시+지원센터)

정책추진

배후도시 조성본부

지자체(전북·익산)

(전라북도+익산시+개발공사)

정책집행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획운영부

시설관리부
투자유치부

식
품
벤
처
센
터

연구개발부

임
대
형
공
장

)

파
일
럿
플
랜
트

(

기업지원부

식
품
패
키
징
센
터

식
품
품
질
안
전
센
터

식
품
기
능
성
평
가
센
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外 6대 기업지원시설)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 종합계획”(농림수산식품부, 2012.7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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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성사업 현황

□ 단지조성은 2014.3월 착공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진입도로, 폐수, 용수 등)을 완료할 예정

ㅇ 전체 3공구 중 1공구는 2014.3월, 2~3공구는 2014.6월 착공하였으며 지
반정비·전기·통신·상하수도·오폐수관 매설 등은 2016.5월말 현재
46%의 공정률
□ 입주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가 부지조성과 병행 추진 중이며 2016.5월
현재 국내 8개 업체, 해외 9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고 완료
ㅇ (국내) 에이젯시스템, 하림식품, 조은건강, 원광제약, BTC 등
ㅇ (해외) 웰스프링(미국), 프라하의 골드(체코), 햄튼그레인즈(미국) 등
* 자세한 기업유치 실적은 <붙임 2>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신고 현황」 참조

― 이외에도 투자양해각서 125건, 업무양해각서 55건 등 총 180개 기
업이 단지 입주에 관심을 표명
□ 기업지원시설은 2016.9월 이주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과천에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부터 입주
* 지원센터는 기획운영부, 기업지원부, 시설관리부, 투자유치부, 연구개발부 등 5
개부서 33명으로 운영중(2016. 5월말 현재)

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
(2016.5월말 현재)
구

분

추진 내용 및 현황

공정률

단지 조성

부지조성, 전기·통신·상하
수도·오폐수관로 매설 등
토공작업 추진

46.0%

부지조성완료(’16년 말)
→ 공사준공(’17.6월)

기업지원시설
구축

6대 시설 건축 및 R&D
장비구축

90.0%

- 공사준공 및 지원센터 입주(’16.9월)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전
(과천→전주)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

분양대상 용지 46만평중
1차분양 4.7만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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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2차 분양공고(’16.7월)
- 투자유치 설명회 및 박람회 등 추진

III

향후 중점 추진과제

1.

정부·지자체가 클러스터 초기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

□ 정부 및 지자체가 클러스터 조성자로서 초기 네트워크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
ㅇ 클러스터 참가자들 간 네트워크가 빠른 시일 내 형성‧안정화될수록
클러스터 참가자들이 클러스터의 외부경제(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비용 감
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음

― 클러스터 참가자들 간 단순한 정례회의를 지양하고 각종 행사
(events)를 잘 조정하여 개최하는 것 등이 네트워크 형성에 주효
(Stewart & Luger 2003)

<참고 3>

정부주도 클러스터 성공사례 : 핀란드 울루 테크노폴리스
□ 핀란드 울루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는 정부주도 클러스터의 성공사례
로 지역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클러스터를 조직
□ 울루 시와 울루 지역개발청은 전체적인 울루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관주도로 네트워크를 형성
ㅇ 울루대학, 핀란드기술연구센터(VTT) 등 R&D 관련 선도 기관들과 노키아
등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는 대기업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비전을 제시
□ 울루 시의회와 지역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사*가 클러스터의 운영을 맡아 클러스터 참가자 간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
* 울루시 등의 출자를 받아 공공 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로 1982년에 설립

ㅇ 테크노폴리스사는 단순한 산업단지의 관리자나 개발자에 그치지 않고 입
주기업들을 위한 기업환경 서비스와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기업‧
지역간 소통 및 협력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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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트워크 허브(network hub)로서 기능할 대기업·대형 연구기관 유치
및 정착에 노력
ㅇ 네트워크 허브를 비롯한 기업체·연구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를 형성하도록 지원

효율적인 경제네트워크(예시)

<미국 앨러배마 주 버밍햄시의 경제개발기구 네트워크>

ㅇ 중추적 기관(네트워크 허브)를 중심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갖지만 하위 참가자들도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ㅇ 네트워크허브가 존재함으로써 정보교류 및 생산·거래비용 절감이 용이해짐
* 가장 붉게 표시된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Birmingham Business
Alliance 등이 주요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
ㅇ 이런 형태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경제위기 같은 외부충격에 대해서 복원력, 대응
력이 강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
자료 : lobbyingdisclosure.org, ‘Economic Development Networks in Birm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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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 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 지역발전 전략으로 입안된 인위적 클러스터인 식품클러스터가 최적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단계부터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
ㅇ 클러스터가 동종기업의 단순한 지역적 집적(수평계열화)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구조만 형성될 경우 클러스터 조성의 잠재
적인 경제적 이점(네트워크 구성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상실

수직·수평계열화 사례 및 관련 리스크
기업 연계구조(예시)

클러스터 내 전체 네트워크구조

수직계열화

□ 분절화·파편화된 네트워크
가 구성되어 클러스터 집
적의 효과 반감

사료를 공급하는 기업과 육계 및 가
공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제휴

올품
(닭고기
가공)

ï
ð

하림
(닭고기
생산)

ï
ð

□ 동종기업과의 경쟁에서 얻
을 수 있는 신규지식 탐
지·습득기능 약화

천하제일
사료
(가축사료)

□ 분업을 통해 각 기업의 전
문성은 높아짐

수평계열화

□ 효율적이지 않은 네트워크
구성으로 정보교류 및 생
산·거래비용 절감에 불리

홍삼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기업
들이 일정장소에 모여 생산 또는 판매

□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전
후방 네트워크 효과 약화
원광제약
(홍삼
엑기스)

BTC
(발효홍삼)

백세인
(흑홍삼)

□ 경쟁효율이 높아지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학습
기회 창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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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제와의 선순환 구조 구축

1. 클러스터내 원재료 수급 프로세스 보완 : 공적기구가 리스크 분담
□ 원재료의 수급을 위한 원료생산자, 식품기업간 원료조달 매칭시스템 구
축은 거래 참가자 간 탐색·거래비용 절감에만 효과가 국한될 가능성
ㅇ 식품기업들과 원료생산자들이 직면하는 작황에 따른 가격·품질 변동
리스크 및 이에 따른 계약이행 리스크를 해소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원료저장 및 물류비용을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함

계약재배 위주 원료수급 리스크 요인
□ 시장가격이 A영역(시장가격 > 계약가격)
원료생산자 손실 → 계약파기 유인
□ 시장가격이 B영역(시장가격 < 계약가격)
식품기업 손실 → 계약파기 유인
□ 시장거래가 활발한 원료에 대한 계
약재배일수록 계약파기가 쉬움
□ 식품기업이 수요독점자로 행동할 경우
계약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

⟹ 식품클러스터가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원료수급과
관련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운영할 필요
□ 원재료수급 전담기구는 수요기업과 원재료 생산자 사이에서 가격변동,
계약파기, 물류부담 등 원료수급과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재료수급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상품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
ㅇ 원재료수급 전담기구가 원재료 수급과정 전반을 조율함으로써 클러
스터 내 기업에게는 균질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원재료 생산자에게는
납품하는 원재료의 수량 및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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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클러스터내 원재료 수급 프로세스 보완
□ 공적기구의 역할을 매칭 정보
제공으로만 국한
매칭

□ 재료수급이 생산자와 기업간의
1:1계약으로 이루어짐

P

정보만
제공

à 시장여건에 따라 계약당사자들
간에 계약파기 유인발생
ê

ê

P

ê
□ 공적기구인 원재료 수급전담
조직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
앙거래상대방 역할 수행

P’

공적기구

□ 가격변동의 일부를 흡수하여
계약이탈 유인 축소

리스크
분담

à 계약파기로 인한 재료수급 리스
크 발생을 억제하고, 원료 생산
자들에게 소득기회 보장

□ 식품기업들이 직접 원료생산에 참여하여 원료수급 리스크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지역 원료생산자의 참여기회가 줄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해질 우려

2. 지역내 노동시장과의 선순환
□ 교육기관과의 연계, 기업의 인력교육 지원확대·개선 등을 통해 식품산
업 인력을 지역 내에서 육성*하고 식품산업관련 고급인력 유치를 지속
적으로 추진
* 이미 산학관커플링 사업을 통해 지역내 대학에서 전략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 등
의 분야의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2015년 현재 도내 10개 대학에 28개 과정
(교육인원 1,170명)을 운영 중(취업률 : 2014년 기준 82.3%)
** 네덜란드 푸드밸리에는 식품관련부문에 15,000명이 연구개발분야에 활동하고
있는데 1,200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40%가 외국인
** 덴마크·스웨덴의 Oresund Cluster, 네덜란드의 Food Vally, 이탈리아의 Emilia-Romagna
Cluster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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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가 지역 내 경기선순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필요
ㅇ 식품산업의 숙련노동자를 육성하고 노동자들에게 적정수준의 임금 및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
― 식품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중간투입률이 높고 직접 부가가치
발생률은 낮은 편*이라 기업자체의 능력이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외부지원 필요
* 음식료품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15.9%로 음식료품을 제외한 다른 제조업
평균인 22.7%를 하회. 총투입 대비 피용자보수의 비중도 7.9%로 다른 제
조업 평균인 10.1%보다 낮은 수준(2014년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 기준)
<참고 4>

미국의 지역 고용증대 지원책(Empowerment Zone Tax Credit)
□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고용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기 위한 목적
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기업의 고용에 대해서 세제혜택 부여
(Empowerment Zones and Enterprise Communities Act)

ㅇ 인구조사구(census

tract)를

단위로 1994년에 11개의 Empowerment Zone
과 1999년 20개를 추가로 지정

―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① 인구규모 20만명 이하인
중소도시, ② 심각한 저소득과 실업이 문제가 되는 지역, ③ 전체 면적
20평방마일 이하, ④ 빈곤률 2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지역주민을 채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종업원의 교육지출에 대해서도 지원

ㅇ 지역주민 고용 기업에 대해 종업원당 최고 $3,000을 한도로 해당연도 급
여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ㅇ 18∼24세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2,400의 work opportunity tax
credit부여
□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된 인구조사구에서 평균적으로 238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Ham et al., 2010)

ㅇ 인구조사구 하나에 평균 1,200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Empowerment
Zone내 20%의 가구에서 새로운 임금 노동자를 창출한 것과 비슷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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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시장 개척지원

1. 수출시장 수요급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수출 식품 트랜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생산시설을 마련할 필요
ㅇ 파일럿 플랜트, 임대형 공장 이외에 제품생산라인의 변경이 쉽도록
설계된 생산시설*(flex-plant) 설치하고 공용으로 사용
* 포드나 혼다 같은 완성차 업체는 모델변경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
장을 설계하고 같은 공장에서 모델간 혼합생산을 함으로써 생산효율성 추구

ㅇ 클러스터내 동종 기업들 사이에 상호 OEM생산 등을 통해 수요변동
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2. 문화차이를 감안한 시장개척 노력 지원
□ 수출품목을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품질·위생 등의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으로 발굴
ㅇ 對중국수출의 경우 유지제품, 유기농 농산물 등과 같이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음
* 중국 수출시장 개척의 예는 <참고 5> 「유제품 중국진출 현황」 참조

ㅇ 국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한국 고유 식품의 수출은 중장기적
으로 추진
□ 동남아나 중동,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위해 할랄식품 인증* 등의
문화·제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
* 한국의 경우 한국 이슬람중앙회 할랄위원회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신
력 있는 국제인증과의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업이 중복해서
인증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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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유제품 중국진출 현황
□ 2004년 가짜 분유사건,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사건 등
을 계기로 중국내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유제품을 선호
ㅇ 또한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2015.10월 전면적으로 2자녀
정책을 채택하고 2016.1.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향후 중국내 유제품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
□ 2014.5월부터 중국에서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중단된 적도 있었으나,
― 매일유업, 서울우유, 연세우유 등 3개 업체가 저온살균(75도 가량에서 살균)방식 우
유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중국정부에 공식 등록 후 2015.7월부터 수출을 재개
ㅇ 그동안 한국업체들은 초고온살균(130도 이상 고온에서 2∼3초간 살균하여 균을 완전히
없애는 멸균)

방식으로 수출을 실시하였으나 중국당국은 저온살균 우유를 요구

□ 대중국 우유수출은 2007년 5천달러
수준이었으나 2011년 이후 급격히

대중국 우유 수출 추이
20

(백만달러)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1,743만달러(197억원)까지 증가

15

ㅇ 2016.5월 연세우유는 중국 유제품
생산업체 내몽고이리실업그룹과

10

5

향후 10년간 총 4,000억원 규모의
흰 우유 수출계약을 체결

0
07

08

09

10

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15 -

12

13

14

15

5.

관광·MICE 산업과의 연계

□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에 따른 전북 관광·MICE산업과 연계하여 중장기
적으로는 식품클러스터를 인센티브 관광코스로 개발
ㅇ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의 참여·체험형 이벤트 및 제조시설 견
학 등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ㅇ 식품클러스터·지역축제, 인근 관광지 등을 연결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

<참고 6>

식품클러스터와 MICE 접목사례 : 미국 나파밸리(Napa Valley)
□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나파밸리(Napa Valley)는 포도산지에 주정부기관, 포
도재배농가와 포도가공설비·와인연구소 등 R&D조직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연
계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에 관광을 접목(6차산업화)하여 성공
ㅇ 나파밸리에서 생산하는 포도량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와인 투어(enotourism)’로 인해 포도농장이 와인과 음식·음악·미
술 등의 문화가 함께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
― 최초의 와인투어는 1975년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가 와인 애호가들을
상대로 마케팅 차원에서 실시한 견학 및 시음행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와
인투어가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점차 새로운 여행 패턴으로 부각
― 주요 와이너리로는 베린저(Beringer), 클로뒤발(Clos du Val), 도미너스(Dominus),
오퍼스원(Opus One), 로버트 몬다비(Robert Mondavi), 쉐퍼(Shafer), 스테그립 와
인셀러(Stag's Leap Wine Cellars) 등이 존재
ㅇ 2015년 나파벨리 방문객들로 인한 직접매출은 12억7천만 달러(한화 환산시 약
1조5,100억원)에

달하며 13,680명의 고용효과와 1억1,600만 달러의 세수효과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자료 : www.visitnapa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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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파밸리는 연구기술 혁신확산과 클러스터 집적화의 이익공유 등 순수한 산업
클러스터 발전사례의 차원에서도 모범사례 중 하나
ㅇ 주변 지역별 토양의 특성을 분석해 알래스카 한류의 영향으로 추운 나파밸
리 남쪽에는 ‘피노누아’와 ‘샤도네이’를, 북쪽에는 ‘카베르네소비뇽’을 재배
하는 등 과학적인 연구로 생산와인의 고품질화를 달성
ㅇ 또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와이너리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독점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와이너리와 공유
나파벨리(Napa Valley) 개요

위 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나파 카운티(Napa County)
규 모

약 480km2(남북으로 40km, 동서로 12km에 이르는 지역)

입주기업

400여개 와이너리(대표기업 : 로버트 몬다비, 샤토몬트레나)
· 와이너리(양조장, 400여개)를 견학·체험장으로, 포도 생산지를 관광코스로 활

주요특징

용, 관광 상품화에 성공
· 기업적 와이너리(포도주 양조장) 경영을 통해 와인 생산
· 농가의 원료공급과 공장에서의 가공․생산 시스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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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업지원시설 현황
기

능

사무지원

시설 명칭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주요 기능
- 산업단지조성, 식품기업 유치, 참여기업 지원, 홍보 등
업무 총괄
-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상품화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

식품기능성평가지
원센터

ㅇ 건강기능식품 인증시 필요한 표준화 연구 지원
ㅇ 산학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기
능성 평가 연구를 지원
ㅇ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
ㅇ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 전문 위생검사 시설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자가품질검
사에서 수출에 필요한 특수검사까지 식품안전 확보를 위
한 검사·분석을 지원

식품품질안전센터

ㅇ 영양성분 분석, 미생물 분석 등 이화학분석, 이물식별
테스트, 유통기한 설정 시험, 신종유해물질 등을 검사

연구지원
- 식품의 맛, 향, 조직감 등 기호적 품질향상을 위한 R&D
를 지원
-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TFPS(Total Food Packaging Solution)
서비스를 제공

식품패키징센터

ㅇ 연구개발기능: 기업현장 애로 개선, 고부가제품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연구과제 기획 등
ㅇ 시험·분석·평가기능: 국내외 필수 기준규격 인증에 필
요한 시험·분석·평가 지원
ㅇ 컨설팅기능: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 및 신제품 개
발에 필요한 포장기술 컨설팅
ㅇ 교육: 식품패키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패키
징 실무 전문인력 양성

파일럿플랜트

- 건강기능식품 시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입주기업에게 상
품화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시제품 소량 생산, 위탁
가공생산, 공정표준화실험 등을 위한 시설을 제공

식품벤처센터
(임대형공장)

- 창의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저비용으로 공장을 임대
하여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기업의 경
쟁력을 향상시켜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토록 제공하
는 시설

생산지원

- 18 -

(붙임 2)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신고 현황
(2016. 5월말 현재)

< 외국기업 투자신고 현황 >
국가

신청면적

신고
년도

고용계
획(명)

입주
시기

생산제품

미국

30,000m2
(9,075평)

2014

100

2016

요거트아이스 크림분말
제조

체코

16,500m2
(5,000평)

2015

30

〃

발효맥주

햄튼그레인즈

미국

16,500m2
(5,000평)

2014

40

〃

건강식품(현미가루등)

위해자광생물과
기개발유한회사

중국

2014

200

2017

기능성식품(무화과등)

케냐

20,000m2
(6,050평)

2014

100

〃

커피제조

푸지엔진지앙차오
마마식품유한회사

중국

33,000m2
(10,000평)

2015

100

〃

음료, 푸딩, 젤리

GC푸드

베트
남

3,300m2
(1,000평)

2016

100

〃

커피, 알로에베라

코아바이오

러시
아

23,140m2
(7,000평)

2016

50

2016

천연발효음료, 조미료

레오아레틴

미국

6,610m2
(2,000평)

2016

100

2017

캔디, 과자류

계

9개

149,050m2

기업명
웰스프링
프라하의
골드

골드락
인터네셔널

미정

820

< 국내기업 유치 현황 >
1차 분양공고 토지

분양계약된 토지

면적(m2)

금액(억원)

면적(m2)

금액(억원)

339,805
(102,791평)

526

158,081
(47,822평)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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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분양율)
46.5%

< 국내기업 유치 세부 내역 >
기업명

신청면적

분양계약
체결일

고용계획

업 종

에이젯시스템

11,297m2
(3,417평)

’15.1

40

하림식품

53,623m2
(16,221평)

〃

250

조은건강

8,748m2
(2,646평)

〃

30

- 건강기능성 식품

원광제약

4,629m2
(1,400평)

〃

30

- 건강기능성 일반식품
ㅇ 비타민, 칼슘, 홍삼엑기스

BTC

20,224m2
(6,118평)

’15.10

30

- 건강기능성식품
ㅇ 발효홍삼, 오메가-3 등

네오크레마

9,600m2
(2,904평)

’15.12

20

- 기능성소재
ㅇ 기능성 당, 당 대체재 등

씨엔씨레그비

4,975m2
(1,508평)

’16.4

30

- 커피 제조 가공

삼보판지

44,985m2
(13,608평)

’16.5

100

계

158,081m2

(47,822평)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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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도매업
ㅇ 훈제육, 양념육, 돈까스 등
- 냉동 및 냉장 조리식품, 면류,
천연조미료 등

- 골판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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