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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식료품 제조업의 41%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식품 소

재·반가공 산업은 영세성이 높고, 국내산 농산물 이용도 저조하여 농업과의 연

계도 약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한중 FTA 체결로 식품소재·반가공 원료에 대

하여 관세 철폐가 되는 등 식품소재 원료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개념도 정립

이 되지 않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 방

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화 방안으로는 우선 원료 공급

이 원활히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산 농산물 원료의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산지 기계화, 품종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가공적성 품종과 초다수확 품종을 개발하여 동일한 생산비로 단위당 수확

량을 늘려야 한다. 식품소재 산지박람회를 통해 식품소재업체와 농가가 직접 

거래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산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물량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산 식품원료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 수요 증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식품소재 R&D 강화를 통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을 활성화 시켜

야 한다. 우선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및 식품소

재를 개발하는 등 한국형 미래 유망 차세대 식품소재를 발굴하여 육성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신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과 식품소재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형별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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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실용화를 위해 수요자 니즈 파악 가능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사업단 

발굴 및 지역전략식품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소재 관련 연

구센터 설립으로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수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

와 더불어 식품소재 R&D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및 홍보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식품소재 신규 공동 가공시설 설립 및 산지 APC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기존의 식품소재 가공공장을 보완하고 거점별 공동 가공시설을 신

규로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 APC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 출하시기에 가동

률이 높고 나머지 기간에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식품소재 가공을 위해 공동

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생산/가공/소비와 관련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역별·품

목별 식품소재협회를 조직하여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맞는 원료, 가공, 시장 수

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소재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

에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농

산물 가격 안정화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식품 부산물의 식품소재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기능성 식품소재 개

별인정제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농식품 부산물이 많으나, 부산물 관련 R&D

가 거의 없고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농식

품 부산물을 식품소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R&D를 확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기능성 원료가 실질적인 효능·효과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식품소재업체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식품 

원료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열매뿐만 아니라 가지, 뿌리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식품 원료에 대한 Mapping을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식품소재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정보에 대한 규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 식품소재 업체들이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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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소재관련 시장 동향 및 전망 정보를 최소한 분기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식품소재 R&D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식품산업 지

원 사업을 달력화하여 식품업체 및 식품소재업체들이 보다 쉽게 정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기

존의 식품소재 가공공장 보완 및 공동 가공 공장, 산지 APC 로드맵을 구축하여

야 한다. 식품소재 가공공장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

해 필요한 과제이다. 둘째, 식품소재관련 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을 통한 로

드맵을 구축하여야 한다. 식품소재의 시장규모, 수요 및 전망을 파악한 경제성 

분석, 지역 분석, 예산 등 연구센터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연구센터 건립의 당위

성 제시로 정책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셋째, 식품소재 R&D를 확대하여야 한

다. 식품소재 R&D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식품소재업체의 영세성으

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 R&D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와 식품소재

업체,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R&D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와 결합한 식품소재 R&D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섯째, 식품소재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여섯째, 식

품소재 원료에 대하여 MAPPING을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식품소재를 위한 원

료의 기능을 미리 파악하여 제품화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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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지속적 성장

○농산물을 제외하고 식품제조업에 투입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의 시장규모

는 2012년 기준 26.9조원으로 전체 식료품 제조업 65.6조의 41%를 차지하

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중 일반 식품소재산업 관련 업체수가 전

체 식품소재산업의 88%를 넘어 2012년에는 2000년 대비 73% 증가하

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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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수급은 

국민 식생활, 국민 경제, 나아가 식품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산업

- 2013년 9월4∼6일에 제2회 국제식품소재기술전(FIKOREA)을 개최하여 

식품소재(일반식품, 기능성식품, 천연소재, 유기농소재), 식품 첨가물, 화

장품 소재 등이 참가하였으며, 23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할 정도로 세계

적으로 관심이 높은 산업임.

□ 식품 소재·반가공 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저조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산 농

산물 원료 이용은 저조한 상황임.

- 식재료 부문의 무역적자는 10조원 수준으로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약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원료 이용률은 2004년에 56%이었으나,

2005년에 35%, 2007년 25%,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26%, 27%로 낮아짐.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1.4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12.2% 성장

□ 한중 FTA 타결로 식품소재·반가공 수입산 원료 증가 예상

○신선 형태의 수입은 미미하나, 소재 및 반가공 형태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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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딸기는 대부분 냉동이나 기타 방법으로 조제된 가공품이며, 2009년

에 4,412톤에서 2013년에는 9,387톤으로 증가하였음. 동기간의 국내 생산

량은 20만 3천 톤에서 21만 6천 톤으로, 전체 공급량에서 수입이 차지하

는 비중은 2.1%에서 4.2%로 증가 추세임.

- 사과는 주스 형태를 중심으로 동기간에 전체 공급량의 0.1%에서 2.1%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토마토는 페이스트와 초산조제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기간

의 전체 공급량에서 수입비중은 7.6%에서 11.3%로 증가 추세

○한중 FTA 타결로 식품 소재·반가공의 중국산 원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토마토의 경우, 신선냉장은 양허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제저장처리(30%),

토마토 케첩(8%), 토마토 소스(45%)는 20년 철폐, 페이스트(5%)는 15년 

철폐로 협상됨.

- 또한 인삼차(8%), 인삼음료(8%)도 20년 철폐이며, 고구마 전분의 경우 현

행관세를 유지하되, TRQ 5,000톤을 늘리는 것으로 협상됨.

- 가공식품 중 혼합조미료(45%)와 기타소스(45%)는 기존 관세의 10% 이내

에서 감축됨.

○대부분의 초민간품목 및 신선·냉장 원료를 중심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식품 소재·반가공 형태의 원료는 대부분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기 때

문에 식품소재·반가공 형태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 및 소득 향상 노력 필요

○ 2012년 기준, 식료품 제조업에서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출하액은 41%이

나, 부가가치액은 43%로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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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기준, 토마토의 경우 수입산 토마토 페이스트 및 가공원료를 국내산

으로 대체할 경우 국내산 토마토 가격은 14% 상승하여 농가소득 향상이 이

루어짐1.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에 대한 정책 사업 미흡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농업과 연계한 식품

소재·반가공 정책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식품 소재·반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개념 정립 필요

○농산물의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의 개념이 모호하여, 각 산업의 제도 

및 정책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등 식품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

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규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 

및 법률이 마련되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필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일반 소비자

의 구매나 소비가 쉽지 않은 실정임.

1 가격탄성치 –1.09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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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높이고, 농업의 고

부가가치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의 발

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현황을 파악

하여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한 후,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원료 이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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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화에 대한 정

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함.

2.1. 식품 소재·반가공 산업 전반

○이정희 외(2013)은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발전을 위한 식품 소재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식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식품소재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함.

○김영수 외(2013)은 식품산업에 대한 농수산물의 1차 산업에서부터 식품제

조, 유통 및 서비스로 연계되는 가치사슬 전체를 포괄하여 산업생태계의 관

점에서 살펴보았음. 식품의 원재료가 생산되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식품

의 제조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

근하였으나, 식품소재 산업보다는 식품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 방안을 

모색함.

○김선오(2013)은 한국에 수많은 약용작물이 있으며, 이러한 원물을 이용한 천

연 기능성 소재 개발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화는 식품 

산업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수출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로열티 유입 가

능성이 높은 효자 산업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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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2012)은 신선편이/전처리 농산물을 신선편이 농산물과 신선편이 식

품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 시장규모와 경로별 유통 현황을 살펴본 후, 육성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음.

- 신선편이 농산물은 다듬거나, 절단, 세척과정까지 정의하고 신선편이 식

품은 가공공정을 거친 식품, 식품첨가물로 정의하였음.

- 해당 시장규모를 2011년 기준 1조 3천 60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가정,

외식업체, 급식업체, 영세외식업체, 식품제조업체등의 빠른 수요에도 불

구하고 산지조직의 영세성과 공급기반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함.

○이인복 외(2011)은 농생명자원은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무궁한 가치의 미래

자원이자 발전가능성이 높은 거대 시장임은 물론, 자원부족 문제와 친환경 

문제로 인해 재생 가능한 농생명 자원을 원료로 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국식품연구원(2011)은 식품소재산업의 국내외 현황조사를 통해 식품소재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함. 이를 위해 식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전환하는 

육성 방안, R&D를 통한 지원사업, 글로벌 산업으로의 육성 정책, 수출을 위

한 지원과 규제 완화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2.2. 식재료 산업

○김성훈 외(2010)은 우리나라 식품산업 성장과 함께 식재료 수요가 2005년에 

17∼18조원에서 2010년에는 22∼24조원까지 성장가능성을 전망하였으며,

식재료의 개념과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유통 및 관련 업체 실태와 향후 전

망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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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정방안으로 산지 식재료 공급업체의 신선편이 처리기능 강화, 유

통구조 개선, 저온유통 체계의 정착 그리고 식재료의 안전 및 위생관련 인

증을 취득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천수진(2010)은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입은 다품목, 소량으로 구입

하며, 현재 소규모 독립형태인 외식업체의 요구에 대응한 물류체제 정비가 

미흡함을 주장하면서 외식산업의 농축산물 식자재 구매 효율화, 즉 유통개

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황수철 외(2007)은 산지와 외식업체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식재료 직거래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하였음.

○위태석 외(2004)는 학교 급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재료 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개선 공급체계 방안을 제시하였음.

○김재권(2006)은 식자재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산업의 발전이 부

진함을 지적하면서, 식자재업종의 부재와 미흡한 위생교육, 운반·운송 체계 

문제, 식품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최저 입찰제등을 산업 발전 저해요소로 

꼽으며, 해당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2.3. 해외 사례 연구

○정헌식 외(2008)은 일본 아오모리 지역에서 그 지역의 농산물로 새로운 가

치를 찾아 산업화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도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재분석함. 그러면서 일본 아오모리현은 농림수산물

과 자연 환경자원이 풍부한 1차 산업 발달지역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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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기업이 공동 연구를 통해 사과 등 다른 농수산물

의 성분을 분석하고, 성과를 학회, 신문 및 방송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지

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제조법 확립, 시제품 제작, 품질관리 등 시장 유통까지의 단계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기적인 조직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

젝트 방향을 제시하였음.

3.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과 관련된 문헌 검토와 관련기관 방문조사

를 추진하여, 관련 제도와 자료 수집

○국내외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 관련 통계 자료 이용 해당산업의 

구조 분석2 및 선행연구 검토

□ 현지 출장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조사 분석결과 논의 등을 위해 업무관계자 수시 연구협의회 개최

○도출된 정책지원 방안의 검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 위탁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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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기관명 장소 면담자 연락처

11월 11일 식품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한원빌딩 3F,4F)

김좌린 팀장
(식품산업지원팀)

02-3470-8123

11월 12일 SP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남
부순환로 2620 SPC그룹

이지훈 대리
(가공원료팀)

02-2276-4125

11월 13일 대상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6(신설동) 대상빌딩

김지훈 과장
(품질기획팀)

02-2220-9661

11월 19일

삼양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삼양사

김선애 과장
(곡물팀)

02-740-7619

CJ제일제당
서울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오준호 부장
(가공원료팀)

02-6740-3866

표 1-2. 대기업 면담 조사

일시 출장 지역

7월 8일 착수보고 및 업체 간담회 개최 (충북 원예농협 2층 회의실)

7월 24-25일 전남지역 업체조사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광역시)

8월 6-7일
충남지역 업체조사 (충청남도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경기도향남)

8월 25-26일 대구 경북지역 업체조사 (대구·경북지역)

10월 20일 원내검토세미나 개최

10월 23일 발주처 중간보고회 개최

표 1-1. 연구진 출장 및 간담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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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및 장소

7월 8일
착수 보고 및 업체 간담회
충북원예농협 회의실

10월 20일
원내검토세미나 개최(외부참석자 영남대 박재홍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

10월 22일
중간보고 및 업체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회의실

11월 20일
중간보고 이후 수정 보완 사항 재논의
(기능성 원료, 부산물, 산업연관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

11월 27일
최종보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회의실

표 1-3. 연구과제 정책 협의

□ 해외시장 조사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미국, EU의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의 

현황과 사례 파악3

□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업체 설문조사 실시

○식품 소재·반가공 및 식재료 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 원료 이

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 및 신규 사업 

발굴

3 외부전문가에게 위탁 의뢰하여 해외 식품소재 산업의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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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자료

○ 2000∼2012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의 식품소재산업(일반식품소재, 기능성식품

소재, 식품첨가물) 통계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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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정의

식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식품과학용어사전
(한국식품과학회)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물

CODEX 규격집
가공, 반가공, 가공하지않은 원료여부를불문하고인간의 섭취를목적
으로한물질로써, 음료, 추잉껌과식품의제조, 조리또는처리시사용
되는물질을포함(단, 화장품, 담배또는약으로사용되는물질은제외)

식품위생법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자료: 이정희 외(2013). 재인용.

표 2-1. 식품의 정의

제2 장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정의와 범위

○최근 식품소재와 관련한 연구는 몇 차례 있었으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여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음. 식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식

품소재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식품의 정의는 선행연구마다 비슷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인용함. 따라서 식품이란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물품이나 물질 또는 

음식물이며,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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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식품소재산업의 범위(이정희 외, 2013)

○식품소재의 의미도 이정희 외(2013)는 ‘어떤 것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재

료’라고 정의하였으며, 장종근 외(2011)도 사전적인 의미로 ‘본디 그대로의 

것’으로 정의하여, 본 연구에서도 식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라고 정의함.

○반면, 식품소재의 개념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됨.

- 장종근 외(2011)는 식품소재를 식품의 가공에 이용할 수 있는 소재로 정

의하였으며, 원료 농축수산물과 반가공품까지도 식품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정희 외(2013)는 원료를 포함할 경우 농업과 상당부문 겹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식품소재란 식품이라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형태로 투입되어 다른 중간재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으로 가공되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그림 2-1. 식품산업의 범위(장종근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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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본 연구에서의 식품소재산업 범위 도식화

○본 연구에서의 식품소재 의미

- 소재는 완제품을 구성하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상품과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품4임.

- 따라서 식품소재는 농수축산물이 독자적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하고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을 완성하는 데 쓰이는 재료로 한정하며, 농수축산물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농업 또는 식품소재산업의 원료가 됨.

- 예를 들어, 토마토가 소비자의 후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농산물이며,

페이스트로 가공될 경우 식품소재가 됨.

4 http://www.investkorea.org/ikwork/iko/kor/cont/contents.jsp?code=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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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식재료(단순가공 소재)
세척, 절단, 박피, 건조, 절임, 다듬기, 데침 등의 방법을 통
해 단순 가공 처리 된 것

일반식품소재 기초 4대 소재 및 8가지 주요 가공 공정5을 거친 것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

기능성식품 소재
기능성 식품 소재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
기능식품에 적용되는 원료

바이오 식품소재
생물학적 방법으로 생산되는 식용이 가능한 소재로 대체원
료를 제외한 정밀화학 소재

표 2-2. 식품소재별 정의 및 분류

○따라서 식품소재산업은 농수축산물이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과 완제품

인 식품산업을 제외한 중간재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식재료(단순가공 소재)

○식재료6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

으로 “외식산업(급식 포함)이나 식품가공의 원료(투입재)로 사용되는 농림

축수산물,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총칭” 하고 있음(김성훈 외,

2010).

5 본 연구진은 일반식품소재의 주요 8가지 공정을 페이스트(퓨레),농축액(과즙), 반건조

(슬라이스 건조), 동결건조(분말), 합착, 플레이크, 탈착, 발효(숙성)으로 정의하였음.

6 그동안 우리나라는 식재료와 식자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혼돈되어 사용되어 왔으

나, 최근 식재료는 ‘식품가공 및 외식산업의 투입재로 사용되는 농림축수산물과 가

공식품’ 등을 지칭하고, 식재료는 ‘주방기구 · 조리 기구·소모품 등을 포함한 것’으

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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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공 정도 구분

원료 농림축수산물 가공 과정이 전혀 없음 일반농림축수산물

전처리·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박피·절단·세절 등의 단순 가공 세척 또는 절단 채소

가공식품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공 밀가루, 간장, 라면 등

자료: 김성훈(2010). “식재료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인용.

표 2-3. 가공정도에 따른 식재료 구분

- 식재료는 가공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원료 농림축수산물, 신선편이·전

처리 농산물, 신선편이·전처리 농산물은 식품, 가공식품 등으로 구분7할 

수 있음.

○신선편이·전처리 농산물은 “과일, 채소가 박피 또는 절단, 세척, 포장되어 신

선한 상태를 유지하며,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장된 농산물로 포장재

만 개봉하면 바로 먹을 수 있거나 요리에 이용 가능하며(Ready to eat or

ready to cook), 위생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 어디

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을 지칭함(식약처, 식품공전).

○신선편이·전처리 농산물은 상추, 적채, 치커리, 양배추 등이 혼합된 샐러드

용 엽채류가 있으며, 양파(박피, 절단), 감자(박피, 다이스절단), 마늘(박피,

세절) 등의 생산물도 출시되고 있으며, 당근(슬라이스, 채), 파 등이 절단 세

척되어 판매되고 있음.

7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가장 근원적인 원료와 최종소비재인 가공식품을 식품소재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해당 연구에서의 식재료는 신선편이/전처리 농산물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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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구분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되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

며,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

장된 농산물로 포장재만 개봉하면

바로 먹을 수 있거나 요리에 이용

가능하며(Ready to eat or ready

to cook), 위생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양파(박피, 절단), 감자(박피, 다이스절

단), 마늘(박피, 세절), 당근(슬라이스,

채), 파(절단, 세척) 양파채, 단호박슬라

이스, 고구마채, 고구마슬라이스, 감자

채, 호박채, 삶은 고사리, 삶은 숙주, 무

채, 당근, 양배추 V커팅, 양배추 탈피

표 2-4. 신선편이·전처리 농산물 정의 및 예시

외식 및 소비자용 급식재료용

출처: http://blog.daum.net/mifaff/13430159

http://blog.daum.net/rda2448/6976818

표 2-5. 신선편이 농산물 급식재료용

○신선편이농산물(fresh-cut)은 용어 그대로 신선하고 편리하게 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한 농산물로 주로 외식업소 및 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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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표 소재

설탕류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등에서 추
출한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것

백설탕, 갈색설탕

밀가루류

식용 밀을 사용하여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을 가한 것

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식물(파쇄분 포함)
또는 동물로부터 얻은 원유나 이
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것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
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
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
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
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고추씨기
름, 향미유 등

전분 및
전분당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
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옥수수 가루, 전분, 변성전분 등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얻은 당액
을 가공한 것

액상포도당, 분말ㆍ결정포도당, 액
상과당, 결정과당, 물엿, 덱스트린

표 2-6. 4대 기초소재의 가공 및 대표 소재

□ 일반식품소재

○일반식품소재는 4대 기초소재 및 농산물을 이용하여 8가지의 가공 과정을 

거친 것을 말함.

○ 4대 기초소재는 제분, 제당, 유지, 전분이며, 그 예로 밀가루, 설탕, 유지류,

전분 및 전분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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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공 유형

페이스트
(퓨레)

과일을 으깨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든 것으로 제과, 제빵, 음료 등

에 혼합하여 사용

농축액
(과즙)

과채류에서 추출 후 가열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것으로 농축액은

제품첨가물 및 음료에 사용

반건조
(슬라이스 건조)

냉동으로 과일을 슬라이스하여 약간 건조하는 것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

동결건조
(분말)

과일류를 냉동시켜 수분을 모두 증발 시킨 것으로 대부분 분말로

사용

합착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묶어 가공이며, 함초환을 만들기 위해 함

초가루와 찹쌀풀, 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반죽하는 것이 있음.

플레이크
작은 조각으로 얇게 나누는 가공이며, 잘게 썰어 말린 양파, 얇게

저민 아몬드 등이 있음.

탈착 원물에 흡착된 물질을 제거하는 가공이며, 꼭지 제거 등이 있음.

발효
(숙성)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이

며, 밀가루 반죽의 숙성, 치즈 숙성 등이 있음.

표 2-7. 일반식품소재 8가지 가공유형

○농산물을 이용한 8가지의 가공 유형과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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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트(퓨레) 농축액(과즙)

반건조(슬라이스 건조) 동결건조(분말)

합착 플레이크

탈착 발효(숙성)

표 2-8. 8가지 주요 가공 유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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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표 소재

잼류
과일류 또는 채소류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

화 또는 시럽화한 것
잼, 마멀레이드

당시럽류

사탕수수, 사탕무 또는 단풍나무 등에서 당

즙을 채취한 후 정제, 농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

올리고
당류

당질원료에서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

프락토올리고당,이소말토

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

당, 말토올리고당,\자일

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

고당

발효
음료류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다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기호

성 식품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다만, 주류, 다류,

무지유고형성분이 4% 이상인 음료는 제외)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

음료류, 두유류, 발효음

료류, 인삼ㆍ홍삼음료

장류

동ㆍ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ㆍ숙성시킨 것을 제조ㆍ가공한 것

메주, 한식간장, 양조간

장, 산분해간장, 효소분

해간장, 혼합간장, 한식

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

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조미
식품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

첩,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표 2-9. 일반식품소재 분류 및 대표소재

○식약처의 식품공전 기준에 의해 페이스트, 농축액, 반건조, 동결건조, 합착,

플레이크, 탈착, 발효와 같은 가공 공정을 거친 주요 식품소재 군과 대표 소

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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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표 소재

드레싱류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함에 있어 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식용유, 식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

염, 당류, 향신료, 알류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고 유화시키거나 분리액상으로 제조한

것 또는 이에 채소류, 과일류 등을 가한 것

드레싱, 마요네즈

절임
식품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것

절임류, 당절임

젓갈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로 이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다른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조림
식품

조림류라 함은 동ㆍ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장류, 당류 등을 첨가하고 가열

하여 조리거나 볶은 것 또는 이를 조미 가

공한 것

식물성
크림

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

로서 케이크나 빵의 충전, 장식 또는 커피나

식품의 맛을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추출 가공
식품류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물로 추출한 것

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

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

효모
식품

식용효모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

효소
식품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

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

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

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

로얄 젤리
가공품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그대

로 또는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공한 것

자료: 식약처(www.mfds.go.kr). 식품공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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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단체 정의

한국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 혼합, 침
윤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

JFCFA 1)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외관·향미·조직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에 보통 미량으로 첨가되는 비영양성물질

미국-FDA
생산, 가공, 저장 또는 포장의 어느 국면에서 식품중에 첨가되는
기본적인 식량이외의 물질 또는 이들의 혼합물

유럽

식품 자체로 소비되지 않는 물질, 식품본래의 특징적 구성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 또한 영양적 가치가 있거나 없건 간에, 기술
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산, 가공,제조 처리, 포장, 수송 또는 저장에
서 기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어 직·간접적으로 식품의 성분으로
첨가되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물질

주: 1) WHO와 FAO 전문가 단체인 합동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

자료: 김두수(2013). 식품첨가물에 관한 통합규칙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재인용

표 2-10. 식품 첨가물에 대한 주요국 및 정부 단체 기준

□ 식품 첨가물

○식품위생법 제2조 2항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 시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

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식품공전, 2012). 또한 기구·용기·포장을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되어 간

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 식품을 가

공하고 조리할 때 식품 본래의 성부 이외에 들어가는 물질을 통틀어 식품첨

가물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식품을 가공하고 조리할 때 식품 본래의 성부 이외에 들어가는 물질을 

총칭하여 정의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은 부패변질방지, 기호 충족, 영향 강

화, 품질 개량, 제조 공정에 첨가되어 식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

함. 아래의 표는 식품첨가물의 대표적 용도 및 해당 식품 첨가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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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용도 사용목적 식품첨가물

부패변
질방지

보존료 미생물의증식에의해일어나는부패변질방지 소르빈산, 안식향산

살균제
미생물의 단시간내 사멸하는 작용,
음료수, 식기류, 손 등의 소독에 이용

차아염소산나트륨

산화방지제 지방의 산화, 변색 방지 BHA, BHT 등

기호
만족

착색제 인공적 착색으로 천연색 보완 식용색소 등

발색제
식품 중에 존재하는 색소과 결합, 색 안정화,
선명화

아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등

표백제
색소파괴로 흰 식품 만듦. 색소 착색 전 표
백으로 색소 착색의 아름답도록 만듦

아황산나트륨

조미료 식품 본연의 맛을 돋우고, 기호에 맞춤
아미노산제(MSG)
핵산계 등

산미료 산미 및 청량감 줌 구연산, 빙초산

감미료 단맛 부여 아스파탐 등

착향료 기호적 가치를 증진 바닐라, 락톤류

영향
강화

식품에 영양 강화,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비타민류, 무기질류,
아미노산류 등

품질
개량

밀가루
개량제

밀가루 표백과 숙성기간을 단축, 제빵효과의
저해물질 파괴로 가공적성 개량

과산화벤조일,
과황상암모뉴 등

유화제
물과 기름같이 잘 혼합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를 혼합할 때 분리 막고 유화 도움

글리세린, 지방산등

호료 식품의 점착성 증가, 유화 안정성 강화 구아검

품질개량제
(결착제)

식육 제품류에 사용, 결착성 높임 인산염, 중합인산염 등

피막제
과일 및 야채류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
표면에 피막 생성

파라핀, 초산비닐수지

껌기초제 껌에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 에스테르검, 폴리부텐

제조
공정

팽창제
빵이나, 카스테라 등을 제조하기 위해 밀가루를
부풀려 조직을 향상, 적당한 형체 갖추게 함

명반, 중조(식소다),
D-주석산수소칼륨 등

소포제 식품의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거품 제거 규소수지

추출제 특정 성분을 용해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 n-핵산

이형제 빵제조가공과정에서구울때달라붙지않게함 유동파라핀

자료: 라이프사이언스(2002) 21세기 영양과 건강 이야기 .

이아름(2012), 서울시 대상별 맞춤형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 교육자료 조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 2-11.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용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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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식품 소재

○기능성 식품 소재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에 적용

되는 원료를 의미하고 있고 있음. 기능성 식품 소재는 2002년 8월 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건강

기능식품을 위하여 기능성을 인정받은 소재를 의미함.

○효능 등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소재인 인삼, 홍삼, 녹차추출물 등은 고시형 

소재로 분류되었으며, 새롭게 개발 및 발견된 소재는 개별인정을 받도록 하

고 있음.

- 초기 시행 시 개별인정으로 등록되었으나 일반화되게 되면 루테인 및 은

행잎 추출물 등처럼 고시형 소재로 전환

○고시형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를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

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

이섬유 등) 등 약 84여 종의 원료 등재(2014년 기준)

○개별인정형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함.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

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206여 종 등재(2014년 기준)



27

구분 주요 원료

영양소
(28종)

- 비타민 및 무기질(또는 미네랄) 25종 :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

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

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C, 칼슘, 마그

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

륨, 크롬

- 필수지방산

- 단백질

- 식이섬유

기능성원료
(56종)

- 인삼, 홍삼, 엽록소 함유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녹차 추출물, 알

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코엔자임Q10, 대두이소플라본, 구아 바

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 아

누스)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 감 마

리놀렌산 함유유지, 레시틴, 스쿠알렌,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 테

르,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옥타코사놀 함유유지, 매실추 출

물, 공액리놀레산,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루테인, 헤마토코쿠 스

추출물, 쏘팔메토열매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글루코사민,N-아세 틸

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키 토

산/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대두단 백,

테아닌, 엠에스엠(Methyl sulfonylmethane, MSM), 폴리감마글 루

탐산

- 식이섬유(14종) : 구아검/구아검글루코만난(곤약, 곤약 만난), 귀리식

이섬유, 난소화 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 섯식이섬유, 밀

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 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 이섬유, 폴리덱스 트로스, 호로파종

자식이섬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www.foodnara.go.kr/hfoodi/) 참조

표 2-12. 식약처로 부터 기능성 인정 고시형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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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원료

개별인정
원료
(206개)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 브로콜리스프라우트분말, 표고버

섯균사체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복분자추출분말, 발효울금, 도라지추출

물,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물, 석류추출/농축물, 백수

오등복합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과채유

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L. sakei Probio65, 가시오갈피등복합

추출물, 글루코사민, 로즈힙분말, 지방산복합물, 전칠삼추출물등복합물,

차조기등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 호프추출물, 황금추출물등복합

물, N-아세틸글루코사민, 엠에스엠 (Methyl sulfonylmethane, MSM),

흑효모배양액분말, 대두이소플라본, 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녹차추출

물/테아닌복합물, 인삼가시오갈피등혼합추출물, 원지추출분말, 은행잎추출

물, 테아닌등복합추출물, 피브로인효소가수분해물, 홍삼 당귀등추출복합

물, 유단백가수분해물, 테아닌, 아쉬아간다추출물, 홍경천추출물,빌베리추

출물, 헤마토코쿠스추출물,지아잔틴추출물, 루테인(루테인복합물) 루테인

에스테르, 들쭉열매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루테인/지아잔

틴복합추출물,게르마늄효모, 금사상황버섯, 당귀혼합추출물, 스피루리나,

클로렐라,표고버섯균사체, L-글루타민, 폴리감마글루탐산*, 동충하초주정

추출물, 합성PLAG, 효모베타글루칸, 구아바잎추출물등복합물, 다래추출

물, 소엽추출물, 피카오프레토청말등복합물, Enterococcusfaecalis 가열처

리건조분말,호박씨추출물등복합물, 크랜베리추출분말, 크랜베리추출물, 마

카젤라틴화분말, 크레아틴, 동충하초발효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아티초크추출물, 비즈왁스알코올,참당귀뿌리추출물,포스파티딜세린,도라지

추출물(DRJ-AD),L.Helveticus 발효물, 갈락토올리고당, 구아검가수분해

물, 대두올리고당, 라피노스, 락추로스파우더, 밀전분유래난소화성말토덱

스트린,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커피만노올

리고당분말, 프로바이오틱스(VSL#3), 대두올리고당, 목이버섯, 분말한천,

라피노스,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커피만노

올리고당분말,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쏘팔메토열매추출물등복합물, 가르시

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그린마떼추출물, 대두배아추출물등복합

물, 레몬밤추출물혼합분말, 중쇄지방산함유유지,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깻잎추출물, L-카르니틴타르트레이트, 식물성유

지디글리세라이드, 키토올리고당,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마테열수추출물,

미역등복합추출물(잔티젠),락토페린(우유정제단백질), 키토산, 서목태(쥐

눈이콩)펩타이드, 핑거루트추출분말, 녹차추출물,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

표 2-13. 식약처로 부터 기능성 인정 개별형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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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원료

당, 폴리감마글루탐산, 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 홍경천추출물, 소나무껍

질추출물등복합물, 홍삼·사상자·산수유복합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핑거

루트추출분말, N-아세틸글루코사민, 히알우론산나트륨(히알루론산, 히알

루론산나트륨), 쌀겨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

지초추출분말,민들레등복합추출물, Collactive콜라겐펩타이드,포스파티딜

세린,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대나무잎추출물, 메론추출물, 복분자추출물,

비즈왁스알코올, 코엔자임Q10, 토마토추출물, 포도종자추출물, 프랑스해

안송껍질추출물, 녹차추출물, 홍삼, 유비퀴놀, 구아바잎추출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동결건조누에분말, 마주정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솔잎증

류농축액, 알부민, 인삼가수분해농축액,지각상엽추출혼합물, 서목태(쥐눈

이콩)펩타이드복합물, 콩발효추출물,타가토스, 달맞이꽃종자추출물, 피니

톨, 홍경천등복합추출물, nopal추출물, 실크단백질효소가수분해물, 잔나비

걸상버섯균사체, 가쯔오부시올리고펩타이드, 연어펩타이드, 올리브잎추출

물, 정어리펩타이드, 카제인가수분해물, 코엔자임Q10, 해태올리고펩티드,

L-글루타민산유래 GABA함유분말, 나토균배양분말, 포도씨효소분해추출

분말,서리목(쥐눈이콩)펩타이드, 글로빈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

린, 대나무잎추출물, 식물성유지디글리세라이드, 정제오징어유, 정어리정

제어유, DHA농축유지, 대나무잎추출물, 보리베타글루칸추출물, 보이차추

출물, 사탕수수왁스알코올, 스피루리나, 식물스타놀에스테르, 아마인, 알

로에추출물, 알로에복합추출물, 창녕양파추출액, 홍국쌀, 씨폴리놀감태주

정추출물, 녹차추출물, 나토배양물, 은행잎추출물, 정어리정제어유, 정제

오징어유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홍삼, DHA농축유지, 나토균배양분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www.foodnara.go.kr/hfoodi/) 참조

□ 바이오식품 소재

○산업 바이오(White BT)에서의 식품소재란 생물학적 방법으로 생산되는 식

용이 가능한 소재로 대체원료를 제외한 정밀화학 소재를 말함. 즉, 미생물,

식물·동물세포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유용한 물질을 가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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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내용 농식품 원료 기능성 내용 농식품 원료

간 건강 표고버섯균사체 연골건강 로즈잎

공복 혈당 조절 홍경천 장내 유익균 증식 대두올리고당

관절건강 로즈잎 전립선 건강유지 쏘팔메토열매

지질조절/
중성지방유지

대나무잎 눈 피로개선 빌베리

체지방 감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대두배아
인지능력저하 개선

참당귀,
대두포스타티딜세린

면역기능개선 당귀, 상황버섯 배변활동 원활
목이버섯, 분말한천,
대두올리고당

피부 보습 소나무껍질, 홍삼 뼈 건강 대두이소플라본

항산화효과
대나무잎, 복분자,
포도종자, 토마토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인체 보호

메론

혈당조절 바나바주정추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

유단백

식후 혈당 조절
구아바잎, 달맞이 꽂,
종자 콩발효물

신체방어능력향상 표고버섯균사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대나무잎, 아미인,
알로에

알콜성 간 보호 헛개나무

Phase Ⅱ
효소활성화

브로콜리

자료: 하영래(2009), “그린바이오식품 산업 현황과 미래 전략”, 재인용

표 2-14. 주요 농식품 원료 및 기능성

조제함으로써 제품화가 가능한 산물을 말하며, 자연계의 식물, 동물, 미생물

의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천연화합물과 이를 가공, 발효, 합성과정을 거쳐 부

가가치를 높인 가공소재를 모두 포함하는 물질(materials) 또는 소재

(substances)의 개념을 말함.

○이러한 바이오 기술과 농산물 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 이용될 수 있는 주요 농식품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표는 다

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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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구조분석 및 시장규모 추정

1. 식품소재 산업의 개황

○식품소재산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8 식품소재

산업은 일반식품소재산업, 기능성식품소재산업, 식품첨가물산업의 3개 부문

으로 분류되고, 일반식품소재산업은 다시 축산가공, 청과가공, 곡물가공, 조

미료가공, 기타 가공 등으로 분류됨. 기능성식품소재산업은 인삼식품, 건강

식품 등을 포함함.

○아래 <표 3-1>에서와 같이, 2011년 한국식품연구원과 2013년 중앙대산학협력단

에서 식품소재산업을 각각 23개, 28개 세분류로 기준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수산가공, 알콜 음료를 제외하였으며(비알콜음료 포함), 도축업과 곡물도정

은 식품소재가공보다는 완제품 가공으로 대부분 소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8 식품산업분류는 7차 개정(1991~98), 8차 개정(99~2006), 9차개정(2007)을 거쳐 변화

함.(7차, 8차, 9차 개정에 따른 식품산업분류 차이는 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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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분류
KREI
(21)

중앙대
(28)

한식연
(23)

일반
식품소재

축산
가공

도축업 × ○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

청과
가공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 ○ ×

기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곡물
가공

곡물 도정업 × ○ ○

곡물 제분업 ○ ○ ○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 ○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 ○

조미료
가공

동물성 유지 제조업 ○ ○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 ○

설탕 제조업 ○ ○ ○

식초,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장류 제조업 ○ ○ ○

기타 가공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수산 가공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기능성
식품소재

인삼
식품

인삼식품 제조업 ○ ○ ○

건강
식품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

식품
첨가물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해당 제품 생산하는 업종

× × ○

알콜음료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 ×

주정 제조업 × ○ ×

주: 도축업, 곡물도정업 및 수산물가공 가계 직접 소비이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주정제조업은 알코올음료로 원료를 가공 과정을 거쳐 바로 완제품

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비알콜음료는 포함시킴.

표 3-1. 식품소재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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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재산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중 총 21개 세

분류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음.

○ 2012년 기준, 식품소재산업의 사업체 수는 1,748개로, 전체 제조업의 2.7%,

식품제조업의 41.9%를 차지하고 있음. 종사자 수는 275만 명으로, 전체 제

조업의 2.4%, 식품제조업의 39.4%를 차지하고 있음. 매출액 규모는 2012년 

기준 27조원이며, 전체 제조업의 1.8%, 식품제조업의 41.0%를 차지하고 있

음. 부가가치액은 2012년 기준 9조원이며, 전체 제조업의 1.9%, 식품제조업

의 43.1%를 차지하고 있음.

○식품소재산업을 일반부품소재산업9과 비교하면, 사업체 규모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2년 기준 부품소재산업의 사업체 수는 24,837개로, 식품소재산업 사업체

수 1,748개보다 14배 정도 많으며, 종업원 수는 142만 명으로 식품소재산업

보다 2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체 당 평균 종업원 수는 부품소

재산업의 경우 57명, 식품소재산업은 37명으로, 식품소재산업이 부품소재산

업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부품소재산업 470백만 원, 식품소재산업 411만원인 

반면,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부품소재산업 223백만 원, 식품소재산업

은 138만원으로 나타났음. 즉, 부품소재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식품소재

산업보다 약 1.6배정도 높게 나타났음.

9 부품소재산업은 중간재산업에 해당하며 중간재는 완성재나 다른 중간재를 만들기 

위해 가공되지 않았거나 1차적으로 가공된 재화를 의미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품소재산업에는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

금속광물, 제1차 금속, 조립금속제품, 일반기계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전기

기계부품,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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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품소재산업 식품소재산업

사업체 수(개) 24,837 1,748

종사자 수(명) 1,419,122 65,356

출하액(백만 원) 666,818,566 26,892,267

부가가치액(백만 원) 316,337,210 9,023,357

평균 종사자수(명) 57 37

종사자 1인당 출하액(백만 원) 470 411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백만 원) 223 138

주: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2007년도 이후 데이터는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만 발

표하고 있음.)이며, 2012년 기준 설탕제조업체 수는 매우 적어, 매출액 등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소재산업동향조사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표 3-2. 부품소재산업과 식품소재산업 비교, 2012년

-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가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로 정의

되므로,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노동생산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부품소재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식품소재산업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식품소재산업을 일반제조업 및 식품제조업과 비교한 결과, 식품소재산업의 

종사자 1인당 평균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은 제조업보다는 낮으나, 식품제조

업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식품소재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보다는 낮으나, 식품제조업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식품소재산업의 평균 사업체 규모는 제조업 및 식품제조업 평균보

다 영세함.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액 비중은 식품소재산업이 제조업 및 식품제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 식품소재산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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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조업 식품제조업 식품소재산업

사업체 수(개) 63,907 4,423 1,748

종사자 수(명) 2,753,684 178,839 65,356

출하액(백만 원) 1,507,834,212 75,149,913 26,892,267

부가가치액(백만 원) 480,712,652 26,089,995 9,023,357

평균 종사자수(명) 43 40 37

종사자 1인당 출하액(백만 원) 548 420 411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백만 원) 175 146 138

주: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2007년도 이후 데이터는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만 발

표하고 있음)임. 2012년 기준 설탕제조업체 수는 매우 적어, 매출액 등의 통계를 발

표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표 3-3. 제조업, 식품제조업, 식품소재산업의 비교, 2012년

주: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그림 3-1. 식품소재산업 사업체 수 추이

○식품소재산업 중 일반식품소재산업 관련 업체수가 가장 많으며, 식품소재산

업에서 차지하는 사업체수 비중은 88%를 넘음. 식품소재업체 수는 증가 추

세이며, 특히 일반식품소재업체 수는 2000년 대비 2012년 73%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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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그림 3-2. 일반식품소재 사업체수의 변화 추이: 2000년 대비 2012년 변화율(%)

○일반식품소재업체 중 2000년 대비 2012년 사업체 수 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

체는 기타 식료품 제조업,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그 사업체 수 증가

율은 각각 283%, 230%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업

체는 기타 곡물가공업 제조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제조업, 천연 및 혼

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등으로 나타남. 반면, 식초, 설탕, 식용유 등의 조미료

가공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오히려 사업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제조업과 식품소재산업의 종사자 수 규모 분포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

으며, 식품소재산업의 100인 이상 종사자수 비중이 더 높은 편임.

○식품소재산업은 종사자 10～19인 사업장이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13.6%로 나타나, 전반적인 식품소재산업은 여전히 영세한 

구조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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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식품제조업 식품소재산업

업체 수(개) 비중(%) 업체 수(개) 비중(%)

10인-19인 2,000 43.3 716 41.0

20인-49인 1,561 33.6 611 35.0

50인-99인 512 10.9 184 10.5

100인 이상 350 12.2 237 13.6

계 4,423 100 1,748 100.0

주: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

자료: 통계청. 2012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3-4. 식품제조업과 식품소재산업 사업체수 분포, 2012

단위: %

　구 분 일반식품소재 기능성식품소재 식품첨가물 계

10인-19인 36.2 3.8 1.0 41.0

20인-49인 30.9 3.1 0.9 35.0

50인-99인 9.3 0.8 0.5 10.5

100인 이상 11.6 1.4 0.6 13.6

계 88.0 9.2 2.9 100.0

주: 2007년도 이후 데이터는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만 발표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2012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3-5. 식품소재산업 유형별 사업체수 분포, 2012

단위: %

○식품소재산업에서 일반 식품소재업은 사업체수 비중의 88%를 점하고 있으

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11.6%로 대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 측면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48.6%를 차지하는 반면, 10

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은 9.6%에 불과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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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일반식품소재 기능성식품소재 식품첨가물 계

10인-19인 8.6 0.9 0.2 9.6

20인-49인 18.2 2.1 0.8 21.0

50인-99인 19.1 1.0 0.8 20.8

100인 이상 45.1 2.9 0.6 48.6

계 90.9 6.8 2.3 100.0

주: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

2012년 기준 설탕제조업체 수는 2개이므로, 매출액 등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2012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구 분 일반식품소재 기능성식품소재 식품첨가물 계

10인-19인 7.4 1.5 0.1 9.0

20인-49인 16.0 3.4 0.8 20.1

50인-99인 21.1 1.5 0.7 23.3

100인 이상 44.3 2.7 0.6 47.6

계 88.8 9.0 2.2 100.0

주: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 설탕제조업은 제외

자료: 통계청. 2012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3-7. 식품소재산업 종사자 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2012

단위: %

알 수 있음. 특히, 일반 식품 소재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비중이 

해당 산업의 45%를 초과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표 3-6. 식품소재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비중, 2012

단위: %

○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47%를 초과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작음. 대규모 사업

장일수록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기능성식품소재산

업은 매출액에 비해 부가가치의 비중이 큰 산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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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분류 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일반
식품
소재

축산
가공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94 6,639 1,474,317 443,014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354 13,231 4,452,234 1,187,542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71 7,037 5,516,655 2,017,359

청과
가공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273 9,616 1,289,849 549,338

기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63 4,606 1,122,595 412,235

곡물
가공

곡물 제분업 40 1,709 1,653,375 472,231

제과용혼합분말및반죽제조업 44 1,343 624,730 284,886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45 1,820 416,671 189,817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25 1,215 1,513,420 509,306

조미료
가공

동물성 유지 제조업 22 450 371,437 89,119

식물성 유지 제조업 22 723 1,397,514 381,078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3 590 573,690 86,433

설탕 제조업* 3 575 1,199,462 183,562

식초,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5 462 289,989 96,374

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171 5,892 2,941,984 938,400

장류 제조업 71 2,664 944,293 377,894

기타
가공

그 외기타 식료품 제조업 23 616 201511 65064

기능성
식품
소재

인삼
식품

인삼식품 제조업 67 2,590 932,674 362,650

건강
식품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5 464 109,883 56,099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68 2,417 673,980 369,792

식품
첨가물

　 기타 식품첨가물 제조업 50 1,888 592,977 199,790

주: 종사자 수 10명 이상 업체

* 설탕제조업은 2012년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2011년 자료를 제시함.

자료: 통계청. 2012년 광업제조업조사

표 3-8. 식품소재산업 구성산업 현황, 2012

단위: 개, 명, 백만 원

○식품소재산업 유형별 구성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소재업 내에서 가

금류를 포함한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의 비중이 

가장 높음. 그러나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의 비중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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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도 많은 편이나, 종사

자수 대비 매출액은 식품소재산업 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설탕제조

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의 종사자 수 대비 매출액

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조미료가공업의 경우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편이며, 특히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은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중은 15%로 식품소

재산업 내에서 가장 부가가치 비중이 낮음.

○기능성 식품소재업 내에서는 인삼식품 제조업의 출하액이 가장 높음.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은 인삼식품 제조업보다 낮으나 부가가치는 

더 높게 나타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중이 

55%로 식품소재산업 내에서 가장 부가가치 비중이 높음. 또한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중이 51%로 식품소재산업 중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식품소재산업의 구조 분석

2.1. 식품소재산업의 시장 집중도 분석

2.1.1. 분석 지표

○시장의 경쟁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인 시장구조지표는 시장구조를 측정함으

로써 시장의 경쟁도 또는 집중도를 나타냄.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시장구

조지표는 상위 k개 기업의 누적시장점유율(CRk), 허핀달지수, 엔트로피지

수, 지니계수 등이 있음. 이 중 누적시장점유율 지수는 상위 k개 기업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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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전체 산업의 규모를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지표로 다수의 업체가 존재

하는 산업 분석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음. 또한 CRk가 경쟁 정책 기초지표로

서나 학문적 연구목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며, 다른 시장

구조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 연구에서 시장집중도의 분석지

표로 사용하기로 함.

(1) CRk = 
 



 ,  는 i기업의 해당 산업 내 점유율

○시장집중도 분석에 활용된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개별 사업장을 단위

로 이루어지나, 누적시장점유율은 기업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 즉, 통계조

사는 공장 등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누적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장의 규모를 해당 공장이 소속된 기업단위로 합산하여야 함. 본 연구

에서는 사업장 단위 출하액과 종사자수를 기업단위로 합산하여 집중도를 산

출하였음.

○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의 원자료 중에서 기업-사업체 연계명부 사용이 

가능한 2012, 2005, 2000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2.1.2. 식품소재업과 식품제조업의 시장집중도 비교

○식품소재산업의 시장집중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식품소재산업은 종사자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모두 식

품제조업의 집중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2012년 기준 식품소재산업 상위 10개 기업의 종사자 비중은 2.6%, 부가가치

액 비중은 9.6%로 각각 5.3%, 12.7%인 식품제조업에 비해 집중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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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 분류
종사자기준 부가가치 기준

2000 2005 2012 2000 2005 2012

CR3
식품소재업 0.020 0.012 0.010 0.035 0.035 0.044

식품제조업 0.037 0.031 0.026 0.059 0.047 0.049

CR5
식품소재업 0.027 0.019 0.016 0.051 0.055 0.064

식품제조업 0.057 0.042 0.034 0.092 0.070 0.077

CR10
식품소재업 0.042 0.031 0.026 0.086 0.091 0.096

식품제조업 0.090 0.065 0.053 0.145 0.118 0.127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3-9. 식품소재산업과 식품제조업의 시장 집중도 비교

집중도 분류
부가가치 기준

2000 2005 2012

CR3

일반식품소재 0.035 0.035 0.044

기능성식품소재 0.012 0.006 0.013

식품첨가물 0.004 0.004 0.004

CR5

일반식품소재 0.051 0.055 0.064

기능성식품소재 0.014 0.009 0.016

식품첨가물 0.005 0.005 0.005

CR10

일반식품소재 0.086 0.091 0.095

기능성식품소재 0.018 0.012 0.021

식품첨가물 0.007 0.006 0.007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3-10. 식품소재산업 유형별 시장 집중도, 2012

2.1.3. 식품소재산업의 부문별 시장집중도

○부가가치 기준으로 모든 유형의 식품소재산업의 시장집중도는 낮은 편임.

일반식품소재산업의 집중도가 기능성식품소재산업과 식품첨가물산업보다

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 10개 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부문 

전체 대비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식품첨가물산업의 시장집중도

는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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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소재산업의 생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분석 방법으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자본장비율10

을 사용하였음.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1인당 산출량을 의미하며, 산출량으로는 실질 부가가

치를 기준으로 함. 자본생산성은 생산에 투입된 자본 한단위당 산출량으로 

측정되며 ‘자본의 수익률’로도 해석될 수 있음. 자본장비율은 종사자 1인당 

자본량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

나임.

○여기서, ‘노동’은 종사자(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의 수이고,

‘자본’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capital)의 

합으로 정의11되며, 자본의 기회비용12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연초 유

형 자산을 해당 연도의 시장 이자율13에 곱해서 도출함.

10 정확하게는 노동의 자본장비율이며, 노동장비율이라고도 부름. 노동사용량 L에 

대한 자본사용량 C의 비율, 즉 C/Ｌ을 가리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

동자 1인당의 자본설비액(유형고정자산)(tangible fixed assets per regular employ-

ee)임.

11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계측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유형자산을 

자본으로 사용하였으나, 투입물로서 자본은 유량(flow)의 개념이므로 저량(stock)개

념인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안동환 외(2003)도 지

적한 바 있음.

12 사업에 투입된 금융 자본의 기회비용은 사업체 운영으로 포기한 이자소득으로 계산

될 수 있음.

13 시장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3년 만기 회사채(CB3, %)를 사용하였음

(http://nsportal.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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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식품소재산업의 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2.2.1. 노동생산성 지표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를 종사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1인당 부가가치를 의미함. 식품소재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5년 이후에는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거나 정체 수준에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노동생산성을 지니고 있음.

○식품제조업 중 식품첨가물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으나, 2011년 이후에

는 기능성식품소재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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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식품소재산업의 유형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2.2.2. 자본장비율 지표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1인당 자본장비율은 식품소

재산업 규모 및 부문별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0년 이후부터 

모든 부문별 자본장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00～2012년 기간 동안 100인 이상 규모 사업장과 그 외 사업장 간의 자본

장비율 격차가 축소되었음. 2000년에는 자본장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

으나, 2010년에는 그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0년 이후 대규모 

사업장의 자본장비율 증가율이 증가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본장비율이 

감소하면서 자본장비율 격차가 다시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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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식품소재산업 규모별 자본장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그림 3-6. 식품소재산업 유형별 자본장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식품소재산업의 부문별로는 식품첨가물산업의 자본장비율이 가장 크며, 일

반식품소재산업의 자본장비율이 가장 작음. 자본장비율이 높은 부문의 노동

생산성 증가가 그렇지 않은 부문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



47

그림 3-7. 식품소재산업 규모별 자본생산성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2.2.3. 자본생산성 지표

○종사자수 1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자본생산성은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그 이외의 규모에서는 자본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

○ 2009년 이후에는 50～99인 규모 사업장의 자본생산성이 완만하지만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11년 이후에는 1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자본생산성은 다시 증가 추세이나, 그 이외의 규모에서는 감소 추

세임.

○식품소재산업 부문별로는 일반식품소재산업의 자본생산성이 가장 높으나,

2009년 이후 기능성식품소재산업의 자본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 식품첨가

물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생산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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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식품소재산업 유형별 자본생산성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2.3. 식품소재산업의 생산효율성 분석

○ 2000∼2012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업과 식품소재산업(일반식품소재산업, 기

능성식품소재산업, 식품첨가물산업)을 대상으로 부트스트래핑 DEA분석을 

이용하여 생산효율성 지표(투입물거리함수의 역수)를 계측하였음.

○ 2000∼2012년 기간 동안 식품제조업의 평균 생산효율성이 식품소재산업 평

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2006년까지 생산효율성은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감

소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2012년 2011년에 비해 크

게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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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식품제조업과 식품소재산업의 생산효율성 변화 추이, 2000∼2012년

주: 효율성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식품소재산업의 유형별 생산효율성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소재산업, 기능성

식품소재산업, 식품첨가물산업의 13개년 평균 효율성 지표값은 각각 0.552,

0.577, 0.529임. 평균 생산효율성은 기능성식품소재산업이 가장 높으며, 식

품첨가물산업이 가장 낮음.

- 일반식품소재산업 내 업체 간의 효율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2000∼2012년 기간 동안 일반식품소재산업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증가 추세

이며, 기능성식품소재산업과 식품첨가물산업의 평균 효율성은 감소 추세임.

그러나 2012년에 기능성식품소재산업과 식품첨가물산업의 효율성은 증가하

였으나, 일반식품소재산업의 효율성은 감소하였음.

- 2012년 일반식품소재산업의 생산효율성이 하락한 원인은 효율성이 높은 

업체들과 낮은 업체들 간의 효율성 격차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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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1분위 0.212 0.220 0.226 0.215

2분위 0.364 0.376 0.375 0.374

3분위 0.538 0.544 0.543 0.540

4분위 0.750 0.749 0.747 0.736

5분위 0.959 0.956 0.955 0.968

5분위배율14 4.532 4.342 4.227 4.50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3-11. 일반식품소재산업의 생산효율성 격차 추이

그림 3-10. 식품소재산업 유형별 효율성 변화 추이, 2000∼2012년

주: 효율성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14 상위 20%의 값을 하위 20%의 값으로 나눈 배율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생산효율성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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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1분위 0.229 0.220 0.220 0.217

2분위 0.371 0.382 0.380 0.375

3분위 0.561 0.549 0.542 0.536

4분위 0.760 0.755 0.744 0.752

5분위 0.952 0.967 0.958 0.963

5분위배율 4.164 4.390 4.356 4.433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3-12. 기능성식품소재산업의 생산효율성 격차 추이

분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1분위 0.180 0.211 0.223 0.202

2분위 0.365 0.387 0.393 0.377

3분위 0.548 0.547 0.559 0.530

4분위 0.718 0.732 0.753 0.704

5분위 0.955 0.955 0.944 0.961

5분위배율 5.295 4.527 4.226 4.758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3-13. 식품첨가물산업의 생산효율성 격차 추이

○ 2000∼2012년 기간 동안 일반식품소재산업 유형 중 조미료가공(동식물성 

유지, 식용정제유 및 가공유, 화학 및 천연조미료, 장류 등)의 평균 생산효율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청과가공(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생산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그러나 2010년 이후 조미료가공의 효율성은 감소 추세이며, 축산과 청과가

공의 효율성은 증가하였으나, 2012년 다시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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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일반식품소재산업의 유형별 효율성 변화 추이, 2000∼2012년

주: 효율성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그림 3-12. 기능성식품소재산업의 유형별 효율성 변화 추이, 2000∼2012년

주: 효율성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 2000∼2012년 기간 동안 기능성식품소재산업의 인삼식품과 건강식품 모두 

생산효율성은 연도별 등락폭이 크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 그러나 2012

년 인삼식품과 건강식품의 효율성은 다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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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국·내외 기업 및 정책 사례

1.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국·내외 기업 사례

1.1.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국내 기업 사례

○본 연구진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재업체를 방문하여, 가공 공정 및 

소재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업체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현재 국내 식품소재

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1.1.1. 일반식품 소재

가. 뚝배기식품(발효)

□ 기업 현황

○해당 기업은 전통메주, 된장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연매출 약 

70억 원이며, 매년 5%씩 성장률을 보이는 중견기업임. 판매되는 거래방식은 



54

고추장 및 장류 제조에 첨가되는 메주가루,
찹쌀 고추장 가루

외식업소 및 급식업소에 납품되는 대용량 간장

자료: 뚝배기식품 홈페이지(http://www.ddukbaegifoods.com/shop/main/index.php) 자료

그림 4-1. 외식업체 및 급식업체에 납품되는 원료

국내 대기업에 납품 및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OEM)으로 제품을 판매

하고 외식업체 및 급식 업체에 대용량 제품으로도 납품

□ 생산 현황 및 주요 소재

○해당 기업의 식품 제조공정은 크게 ‘원물→세척→삶음→숙성→건조’의 단계

를 거쳐 생산하며, 삶음의 단계에서는 대용량(4~6톤(ton))을 처리하기 때문

에 시설의 한계, 숙성의 단계에서는 시간적 소모가 큰 단점이 있음.

○원물 조달은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재배의 형식을 통해 

원물을 조달함.

- 콩의 경우, 두부가 중기적합 품목으로 지정된 후, 2012년 1kg당 약 60,000

원에 달했던 가격이 약 20,000원까지 폭락하여 단가적 측면에서 저렴한 

구조를 보임. 그러나 콩을 사용해 제조하던 대기업이 국산 콩의 수매량을 

크게 줄여 최근 약 20%가량 수매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시사.

○전통장류를 다루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R&D 기술개발을 따로 시행하고 있

지 않고 있으며, 지역 내 ‘장담기’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장의 의식개선에 이

바지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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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해당 업체의

주요 소재(팥앙금)

□ 업체 의견

○문제점으로는 식품소재산업의 전반적인 정보는 공유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보공유는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정부의 주도하에 지역별·품

목별 식품연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또한 지역별·품목별 연합을 

추진하여 식품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나. ㈜태산 (분말/페이스트)

□ 기업 현황

○태산은 일본식 외국계 기업으로 혼합조제분말인 앙금을 제조하는 업체로 연

매출은 86억 원의 중견기업 임.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비율은 1:9이며,

가공유형은 주로 페이스트를 통해 앙금을 제조함. 또한, 제조된 앙금은 대기

업 58%, 대리점 40%, 직접 소비자 2%의 비율로 납품함.

□ 생산 현황 및 주요 소재

○생산된 앙금은 빵이나 떡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

공 식품

- 앙금의 제조과정은 크게 ‘선별→세척→교반→포장’의 

순이며, 특히 교반과정에서 여러 첨가물이 삽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됨.

○해당 기업의 수입산 원물양은 주로 환율에 의해 결정되

며, 시장수요의 파악은 대기업의 주문에 의한 양으로 추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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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콩의 경우 붉은콩(팥)과 흰콩(완두)으로 나누며, 가격 차이는 

붉은콩의 경우 중국산은 1kg당 1,200원, 국내산은 1,300원으로 단가가 낮

은 중국산을 수입함. 흰콩의 경우 중국산은 1kg당 1,500원, 국내산은 

1,100원으로 단가가 낮은 국내산으로 식품생산 함. 따라서 해당 기업은 

소비자가 붉은 콩보다 흰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예측

- 해당 기업은 소비자(수요 업체)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따로 실시

하지 않고, 대기업의 주문에 의해 시장수요를 파악하며 납품하는 수준

□ 업체 의견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국내산 원물(콩류)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되어 있

어 수시로 움직이는 소비자의 구매변화에 따라 가격과 품질 쉽게 변화되는 

구조를 업체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

○또한, 식품공업협회와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소재산업의 전반적인 정보

는 공유되고 있지만 범위가 광범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해당 기업의 R&D 개발은 거래하는 대기업의 주문에 의해 개발 품목이 결정

되며, 이를 실용화하는 부분에 있어 시간과 인력 소요가 많음.

- 대기업의 경우 제품의 기술개발에 있어 인력과 비용에 여력이 있고, 정확

한 시장 수요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대기업과 연계된 R&D기술 개발의 필

요성을 제시

○따라서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주도하에 소비

자에게 국내산 원물이 함유된 가공식품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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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되어야 하며,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한, 품목별 협회와 같이 각각의 기업에 해당하는 품목에 맞는 연합회를 개설

하여 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필요성을 

언급

다. 지엔씨팜(플레이크/동결 건조)

□ 기업 현황

○세계 최초 내외피 탈각, 탈피 자동화 시스템 개발. 플레이크, 동결건조 등 다

양한 형태의 제품 론칭

- 전 세계적으로 은행 내외피 탈각, 탈피는 수작업 또는 수동설비에 의존

□ 생산 현황 및 주요 소재

○국내 중소기업인 지엔씨팜에서 최초로 은행의 내외피 탈각, 탈피 등 전 공정

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개발 성공을 하고 발명특허를 획득하였으며, 탈피 은

행을 플레이크, 페이스트, 파우더, 동결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소재

로 개발

- 은행을 소재로 다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개발

- 은행 플레이크는 주로 아침대용식품인 씨리얼바 또는 그레놀라 등에 첨가

되어 이용

○일본 등 수출 확대 가능성 개척

- 특히 일본은 은행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식

자재로도 적극 사용 중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공정 구조 특성상 인건

비가 높은 일본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주로 수입하였으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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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후레이크
씨리얼 바 및 그레놀라에 첨가

은행 분말
떡 또는 차(茶)류에 첨가

자료: 구글 홈페이지(www.google.co.kr) 이미지 자료

그림 4-3. 은행 후레이크 및 분말

일본 측의 선주문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 은행 및 은행을 활용한 소재의 

해외 수출확산 전망

라. 국제식품(농축)

□ 기업 현황

○국제 식품은 1983년 설립하여 유자차 및 액상차(茶)를 개발하고 50여 년 간 

한국차를 출시하고, 2000년부터는 건강식품 및 각종 음료를 개발하여 국내 

호텔, 요식업계, 백화점, 대형 마트에도 납품을 하였음. 이후 홍콩 수출을 시

작으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각종 아시아 국가와 미국, 유렵 등 세계전역에 

한국 전통차 수출

□ 생산 현황 및 주요 소재

○국내 최초 액상유자차(완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기여



59

그림 4-4. 해당 업체 원료가 이용된 제품

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맥도날드 유자주스 홍보 그래픽 자료

- 1983년 해당업체가 최초 개발한 액상유자차는 국내 유자를 활용한 완제

품으로서 현재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농식품으로 성장

- 액상유자차는 완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으로 대부분 판매

○ 2010년 100% 유자진액을 국내 최초 개발 식자재 및 음료 원료 수출 시작

- 2010년부터 시작된 유자진액은 중국 등 국가에 식자재용(레스토랑 소스 

등)으로 수출 시작하였는데, 기존 액상유자차(완제품) 대비 약 20% 고부

가가치 발생함.

- 2014년에는 스웨덴, 프랑스 및 동남아 등으로 수출 본격화됨.

- 4월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현지 맥도날드에서 론칭한 유자 음료의 원

료(음료베이스)로 독점 공급 시작함.

- 홍콩국제공항 VIP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유자주스 원료로 독점 공급함.

○식자재로서 수출 파급력 가속화 전망

- 2014년 하반기부터 싱가포르 맥도날드에서 맥버리(아이스크림 일종) 원

료로 사용 예정임.

- 태국 맥도날드도 유자음료 하반기 론칭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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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의견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해썹등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임. 현실적으

로 중소기업은 공장투자도 어렵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 

투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예를 들어 미국 월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방지시스템, 맥도날

드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ISO인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요구된 인증이 까다롭지만,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출하가 불가로 수출 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확장 및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소

지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상대적으로 일본 유자제품은 고부가제품으로 전세계에 진출하고 있으나,

한국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출하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나라 제품

에 대한 세계적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

가 지원 금액 및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의 기술과 원료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됨.

1.1.2. 식품 첨가물

가. (주)진성FM

□ 업체 현황

○진성FM은 곡류(검은콩, 옥수수, 보리, 현미 등), 과채류(블루베리, 사과 , 석

류, 당근, 오이 등)를 농축 및 페이스트의 가공기법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회사, 원물의 수급은 주로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매된 원

물은 가공을 통해 중간재의 형태로 식품․음료 회사에 판매. 연간 매출은 약 

150억 원 정도임.

- 일부 소스류(고추장, 양념장, 잼 등)의 품목은 완제품의 형태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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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에프엠의 원료가 첨가된 완제품

자료: 진성FM홈페이지(http://www.jsfm.co.kr) 자료

그림 4-5. 해당 업체의 소재가 이용되는 완제품

원료 개발 center 내부 원료 공장

자료: 진성FM홈페이지(http://www.jsfm.co.kr) 자료

그림 4-6. 원료 개발 및 제조 현장

□ 생산 현황 및 주요 소재

○곡류, 과채류, 육류 및 수산물 등을 이용하여, 착즙 및 고농축의 공정을 거쳐, 제

품의 풍미를 더하고 기능성을 보강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검은깨, 고구마, 들깨,

단호박, 복분자, 땅콩, 쌀, 아몬드를 이용한 페이스트 및 퓨레 제품을 생산함.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갈비양념, 소고기 양념, 메이플 및 카라멜의 시럽에 이용

- 천연의 맛과 향을 더해주며, 소스, 양념 및 음료의 베이스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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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의견

○곡물류(옥수수, 검은콩 등)는 저장이 용이하여 장기적인 보관이 가능함. 따

라서 원물의 수급문제에 있어 강한 유연성을 보임. 그러나 다른 품종의 경

우, 저장성이 용이하지 못해 원물 수급의 문제가 심각함.

- 특히, 대부분의 과채류의 경우 저장성이 용이하지 못함. 해당 기업은 이러

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개의 품목은 농가로부터 냉동된 제품의 형

태로 수급

○원료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비용 부담이 있음을 강조

- 복분자는 가공 시 부산물로 씨가 많이 나옴. 천연 보존제 생산에 쓰이

는 자몽 씨처럼 복분자 씨는 천연 살균제를 추출할 수 있는 좋은 소재

이나 활용이 안 되고 있음. 따라서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이 필요함.

○또한, 지역에 따른 생산 인력의 부족성과 더불어 전문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

동하는 현상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으며,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지역별 농산

물의 품목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물의 가격통제를 규착, 정부의 주도하에 

전문화된 생산직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나. 에코바이오텍

□ 업체 현황

○에코바이오텍은 천연 자원을 응용하여, 첨가물 및 식품 소재를 생산하고 

있음. 장기간의 연구개발로 농산물 및 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소재를 

개발



63

그림 4-7. 패각류를 이용한 액티칼 원료

주: 에코바이오텍 홈페이지(http://www.eco-biotech.com/KOR/index.html) 자료

□ 생산 현황 및 주요 소재

○에코바이오텍은 폐기물인 조개 껍데기를 수매하여, 양질의 원료 추출하여 

소재를 개발, 상용화하고 있음. 고온과 극도로 높은 전압 하에 전기분해 하

여 이온화된 산화칼슘인 액티칼을 생산하고 있는데, 고순도의 무독성, 높은 

생체 내 활성도 및 용해도를 장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기준량을 사용하면 

독성을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고온/고전압으로 제조하여 이물질이 휘산되어 

불순물이 거의 없음.

○원료는 국내의 청정해역의 패각으로 안전하며, 완제품인 파우더 및 액상에

는 고활성칼슘과 Na, Fe, K, Mg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천연 양이온들을 

함유하며,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며, 균 증식업제,

멸균, 보존, 발효억제, 산성물질의 중화, 맛의 향상, 동식물의 생장촉진 등 응

용범위가 매우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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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사용 식품

식품첨가물 두부, 면류, 빵, 케이크, 과제, 김체, 유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어린이 성장촉진제, 칼슘보급제, 골다공증 예방제 등

신선식품의 보존제
미생물억제제가 필요한 식품/밥/생선/육류/신선야채 등
신선식품의 맛 향상과 보존 및 유통기간 연장 등

균 증식억제제
뷔페 업체의 급식 안전성 향상: 칼/도마/식자재 세척, 대
량 조리음식 세균증식 예방

음료첨가제
기능성 음료, 음료 품질 보존료, 산소보급제, 미네랄워터
참가제 등

자료: 에코바이오텍 홈페이지(http://www.eco-biotech.com/KOR/index.html) 내부자료 인용

표 4-1. 액티칼 용도 및 이용되는 식품

□ 업체 의견

○축수산물도 원료의 성분을 이용한 폐기물 및 원료에서 천연성분을 개발하여 

식품첨가물 및 소재품 개발이 활성화되어있는 추세이나, 농산물의 경우 연구 

개발을 통해 유기농 기술을 이용, 소재화 가능성이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 부산물 및 폐기물로 사료생산 정도

○국내 수요자 및 해외 바이어들의 구미를 자극하는 제품의 부재하고, 상대적

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소재 다양성 부족함.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은 해당 시장이 작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

여 뛰어들기를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운영하여, 제품 개발은 

물론 마케팅 경쟁력 떨어짐.

○결국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은 아직 뚜렷한 선도국

이 없는 실정에서 국내시장의 저변확대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 실시 필요성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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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비산업

□ 기업 현황

○두비산업은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안전성과 신선성 그리고 천연색채의 아름

다움을 강조하는 업체로 1989년 설립하여 일본 GLICO사와 천연색소 

AGENT 체결 후 천연색소, 복합조미료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후 독자적으

로 천연색소를 개발 및 생산하고 미국, 일본의 회사와 AGENT를 연이어 체

결함.

○ 2003년 ISO 9001/2000, 2005년 HALAL를 인증 받은 뒤 CLEAN사업장으로 

인정받고, 200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며 여러 제품을 개발 중에 있음.

- 이노비즈기업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주요 제품은 천연색소, 천연향신료, 천연첨가물 등이 있음.

□ 천연색소

○레드, 옐로우, 그린, 블랙, 브라운계열을 가진 색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식물,

미생물, 동물 등에서 추출함. 이렇게 정제하여 얻은 원료인 천연색소는 안정

성과 신뢰성이 높고 종류에 따라 약리효과도 있음.

○천연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에 제한이 없고, 음료, 면류, 빙과, 제과,

육가공, 절임식품, 유제품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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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구분 정의 용도

레드
계열

베리류색소
베리류를 기원물질로 하여 얻어지는
색소의 총칭함. 베리류 과실을 착즙
또는 물, 약산성이나 산성 수용액, 에
틸알콜 또는 메틸알콜로 추출

껌, 아이스크림, 음료, 젤리,
캔디 등

자주색고구마
색소

매꽃과 고구마의 괴근(塊根)을 물로 추
출

드레싱, 묵, 소스, 아이스
크림, 음료 등

적무색소 십자화과 무의 적자색의 뿌리를 실온
상태의 물 또는 함수 에틸알콜로 추출

드레싱, 스낵, 아이스크
림, 절임 등

토마토색소

가지과 토마토의 과실을 유지로 추출 또는
과실을 탈수하여 실온상태 혹은 열을 가하
여 헥산 혹은아세톤으로 추출한 다음 용매
를 제거하거나 토마토과실을 착즙한 것으로
부터분해하여추출

수산가공, 음료, 연질캅셀,
아이스크림 등

파프리카
추출색소

가지과에 속하는 파프리카의 열매를 유기
용제(향신료올레오레진류의 추출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소스, 육가공, 유제품, 젓
갈 등

옐로우
계열

심황색소
생강과 심황의 건조근경을 에틸알콜, 유
지 또는 유기용제 로 추출

강황분말, 드레싱, 면, 소
스, 오이피클, 튀김가루 등

카로틴-천연 메꽃과 고구마의 괴근(塊根), 당근의 뿌
리, 팜유 등에서 추출

단무지, 면, 베타믹스, 빵,
소스, 수산가공, 아이스크
림, 육가공, 초콜릿 등

치자황색소
꼭두서니과 치자의 과실을 물 또는 에틸알
코올로 추출 또는 가수분해를 거쳐 추출

시럽, 쌈무, 연질캡슐, 와
사비, 음료 등

그린
계열

치자그린색소
면, 빵, 수산가공, 스낵,
아이스크림, 육가공, 젤리,
초콜릿 등

혼합그린색소 혼합그린색소

브라운
계열

고량색소
벼과 수수의 종자에서 물 또는 에틸알
콜로 추출

곤약, 면, 스낵, 육가공,
젤리, 진미채, 캔디 등

카카오색소 벽오동과 카카오나무의 종자(카카오
콩)에서 추출

면, 묵, 빵, 스낵, 음료, 젤리,
캔디, 초콜릿 등

타마린드색소 콩과 타마린드의 종자를 배소(焙燒)시
킨 다음 물로 추출

제과, 제빵, 젤리 등

블랙
계열

오징어먹물색소 곤약, 면, 헤어착색 등

치자블랙색소 떡, 면, 빵, 스낵 등

혼합블랙색소 떡, 면, 빵, 스낵 등

출처: 두비산업 홈페이지(http://www.dobecolor.com/html/main.html)

표 4-2. 천연색소 정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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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용도

넛맥 고기 특유의 잡내 제거, 스튜, 계란요리, 치즈요리, 케익 등

메이스
넛맥은 주로 달콤한 요리에 쓰이는 반면, 메이스는 향이 강하여
소시지, 햄버거, 생선구이 등

스타아니스 중국 오향분의 필수재료, 리큐르의 향료 등

시나몬 대부분의 디저트 요리와 제과 제빵 등

카다몬 소스, 카레, 피클, 빵, 케이크 등

캐러웨이 고기요리, 양배추, 치즈, 소시지, 빵, 케익 등

코리엔더 씨드 카레요리, 닭, 생선요리, 카레분말

페뉴그릭
커리파우더, 피클, 로스팅된 페뉴그릭의 메이플 향은 베이킹요리에
사용

후추
흑 후추 - 육류, 샐러드, 드레싱 등
백 후추 - 스프, 소시지 등

출처: 두비산업 홈페이지(http://www.dobecolor.com/html/main.html)

표 4-3. Natural Spice의 주요 원료 및 용도

□ 천연향신료

○천연향신료는 DRIED TYPE과 LIQOID TYPE으로 나누어 생산하고 있으

며, DRIED TYPE은 다시 Natural Spice와 Natural Hurb타입으로 분류됨.

- DRIED TYPE의 Natural Spice는 넛맥, 메이스, 스타아니스, 시나몬, 카다

몬, 캐러웨이, 코리엔더 씨드, 큐민, 클로브, 터메릭, 페뉴그릭, 후추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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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용도

달씨드
커리 제조의 주원료, 비린내를 제거해 주면서 생선고유의 맛을 부여
빵, 케익, 피클 등

로즈마리 크래커, 포카치아 그 외 빵류

마조람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등의 스모크향 부여
치즈, 소지지, 소스, 야채, 감자스프, 햄 등

스피어민트 육류, 마리네이드, 민트젤리, 소스, 살사요리, 리큐어 등

바질 토마토요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허브

세이지 기름진 음식의 소화를 돕는데 도움, 소시지의 향미 목적

샐러리 씨드 스프, 스튜, 치즈요리, 피클 등

오레가노 파스타소스, 피자, 구운 야채 등 이탈리아 요리의 필수 재료

월계수잎 육류, 피클, 스프, 스톡, 소스, 가금류, 생선요리 등

타라곤 피클, 소스, 스프, 샐러드, 육류, 토마토, 달걀요리, 타라곤(식초) 등

타임
육류나 생선 등의 냄새 제거
소스, 피자, 소시지 등

파슬리
샐러드, 소스, 생선 및 육류요리 와 음식의 가니쉬(garnish) 효과

펜넬 생선요리의 비린내제거 및 기름기를 중화시키는 탁월한 재료
해산물 등에 자극적인 향 부여

출처: 두비산업 홈페이지(http://www.dobecolor.com/html/main.html)

표 4-4. Natural Hurb의 주요 원료 및 용도

- Natural Hurb는 딜씨드, 로즈마리, 마조람, 스피어민트, 바질, 세이지, 샐러

리 씨드, 오레가노, 월계수잎, 타라곤, 타임, 파슬리, 펜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

- LIQUID TYPE에는 올레오레진과 오일 타입이 있으며 주요 소재와 용도

는 파프리카, 캡시컴, 마늘, 로즈마리, 머스타드, 생강, 양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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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용도

파프리카 라면스프, 소스, 시즈닝, 복합조미료, 스파이스류, 고추씨기름, 적갈 등

캡시컴 소스, 고추씨기름, 라면스프, 시즈닝, 젓갈, 반찬, 국물(찌게), 스파이스류

마늘 육류 및 생선, 소스, 차, 음료, 제과 제빵 등 향미목적

로즈마리 소스, 디저트, 음, 카레 등의 향미목적과 천연항산화제로서 사용

머스타드 육류 및 생선, 소스, 차, 음료, 제과 제빵 등 향미목적

생강 육류 및 생선, 소스, 차, 음료, 제과 제빵 등 향미목적

양파 육류 및 생선, 소스, 차, 음료, 제과 제빵 등 향미목적

터메릭 육류 및 생선, 소스 등 향미목적

흑후추 육류, 피클, 스프, 스톡, 소스, 가금류, 생선요리 등

타라곤 피클, 소스, 스프, 샐러드, 육류, 토마토, 달걀요리, 타라곤(식초) 등

타임 육류나 생선 등의 냄새 제거, 소스, 피자, 소시지 등

파슬리 샐러드, 소스, 생선 및 육류요리 와 음식의 가니쉬(garnish)효과

펜넬
생선요리의 비린내제거 및 기름기를 중화시키는 탁월한 재료
해산물 등에 자극적인 향 부여

출처: 두비산업 홈페이지(http://www.dobecolor.com/html/main.html)

표 4-5. LIQUID TYPE의 주요 원료 및 용도

구분 형태 주요 용도

과채류
바나나분말(유기농) 이유식

바나나분말(일반) 이유식

스테비오사이드
효소처리스테비아 천연감미료

스테비올배당체 천연감미료

검류
구아검 증점제, 안정제 등으로 사용되며 점성이 매우 높음

잔탄검 각종 식품의 점도증가나 젤리 형성에 사용, 안정제,
점증제, 유화제 등

전분류 고구마전분 당면

천연착향료 와사비후레바 무쌈 등 식품의 매운 맛에 사용

추출물 차추출물 항산화제

페이스트 토마토페이스트 소스, 토마토케첩

출처: 두비산업 홈페이지(http://www.dobecolor.com/html/main.html)

표 4-6. 천연첨가물의 주요 원료 및 용도

□ 천연첨가물

○천연첨가물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과채류, 스테비오사이드, 검류, 전분류, 천

연착향료 등이 있으며, 이유식, 당면, 천연감미료, 소스 등에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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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며, 다양한 천

연 소재를 활용한 식품 소재를 개발하며 인기를 얻고 있음.

□ 업체 의견

○천연색소산업은 다양한 생물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자원확보

부터 시장점유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함. 또한 아직은 시작단계인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원료확보에서 상품판매까지 일관된 연구개발이 중요함.

- 다양한 식품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천연색소 생산과 활용

은 저조함.

- 천연색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원료 확보 등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 EU, 일본 등 선진시장의 법규, 정책의 벤치마킹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산과 다양한 활용 전략이 필요함.

1.1.3. 기능성 원료

가. (주)생명의 나무

□ 기업 현황

○ (주)생명의 나무는 일반 약재로 사용되던 헛개나무를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여, 한국야쿠르트 쿠퍼스, 숙취해소음료인 케어칸 등의 

원료로 사용돼 연간 제품매출 1천200억 원, 원료매출 연간 100억 원 수준임.

- 2008년 헛개 나무로 개발한 원료가 '알코올성 간 손상'에 효과가 있다는 

인증을 받았으며, 2009년 7월 한국야쿠르트의 프리미엄 요구르트 쿠퍼스

에 납품하며 60억 원의 매출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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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pressblog.co.kr/linkblog/233711 자료 인용

그림 4-8. 헛개나무 추출분말을 이용한 제품 및 헛개나무 열매

□ 생산 현황 및 주요 소재

○헛개 나무를 연구개발해 상품화하면서 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에게 안정적

인 소득재배 작목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식물 원료 자체를 기능성 식품으로 

산업화에 성공시킨 새로운 바이오산업의 모델을 제시함.

- 임업 작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임.

□ 업체 의견

○우리나라 식품소재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소재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

서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법·규제와 관련하여 

영세 업체들이 부딪히는 애로사항 역시 크다고 언급함.

- 실제 ㈜생명의 나무는 1999년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이 생기면서 산림청 내 

작업 공간을 마련했으나 개발 자금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음.

- 또한 법적인 부분에서 개발당시 건강식품 광고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광

고에 대한 경고가 빈번하였음.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으로 광고에 

대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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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을 통해 헛개나무 원료가 간에 좋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당국은 술을 

먹고 간이 좋아진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는 등 중소업체가 자체적

으로 경영하는데 부딪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도록 선처가 필요하며, 당국의 정책자금 대출을 2년후 

원금까지 상환토록 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즉, 제품이 연구기

간을 거쳐 제품화하면 대출금이 다 소요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 시기에 

원금까지 갚으라는 것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업종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벤처기

업은 상품개발과 제품화, 판매까지 긴 사이클이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이런 

점을 이해해 준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이 훨씬 더 원활해 질 것으로 사료됨.

1.2. 식품소재·반가공 해외 기업 사례

1.2.1. 미국

가. Archer-Daniels-Midland15

□ 기업 현황

○Archer-Daniels-Midland(ADM)사는 1902년 George A. Archer과 John W.

Daniels가 아마 씨 파쇄사업을 시작한 이후, 1923년 Midland 아마 씨 생산 

회사를 인수하며 설립되었으며, 도정업, 가공업, 특수 사료 재료, 특수 식품 

재료, 코코아, 영양소 부문의 사업을 주로 함.

15 http://www.adm.com/en-US/company/history/Pages/default.aspx



73

- 본사는 일리노이주(Decatur)에 위치하며, 140개 국가에서 270곳 이상의 

가공공장들과 470곳 이상의 유통시설에는 31천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2013년 기준 순 매출은 900억 달러임.

- 주요 사업 부문은 지방종자16와 옥수수 가공17임.

□ 식품소재화 사례

○콩류를 이용한 ‘VegeFull’ 은 검정콩, 팥, 흰 강낭콩, 강낭콩 등 다양한 콩을 이

용한 제품으로 날 콩 가루와 조리된 콩 가루 등 여러 콩 식재료들을 포함, 식단

에 단백질과 섬유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일일 권장 채소 섭취량을 제공함.

- 이는 맛과 질감을 감소시키지 않고, 제빵, 샐러드, 건조 수프 가루 등 다양

한 식품에 첨가하여 이용하기에 용이함.

○식물에서 추출된 화합물을 이용한 ‘CardioAid’는 식물성스테롤18을 카놀라 

16 지방종자 가공: 2013년 기준 ADM의 일일 지방종자 가공 수용 량은 164천 톤으로 

세계적으로 조달, 판촉, 파쇄 그리고 대두와 연질 종자(목화씨, 해바라기씨, 카놀라,

평지씨, 아마씨)를 식물성 기름과 단백질 가루로 가공하여 식품, 사료, 에너지, 산업

용으로 판매함. 또한 카카오를 이용하여 코코아 리큐어, 코코아 버터, 코코아 가루,

초콜렛 등으로 가공함.

17 옥수수 가공: 2013년 기준 ADM의 일일 옥수수 가공 수용 량은 74천 톤으로, 주로 미국에

서 옥수수를 습식도정, 건조 제분하여 감미료, 녹말, 시럽, 포도당과 덱스트로오스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가공함. 덱스트로오스와 녹말은 에탄올, 알코올, 아미노산, 산업용 상품, 그리고 

이외의 특수 식품 및 동물 사료 재료 등 바이오 상품 생산에 이용되며, 습식도정의 부산물

인 옥수수 배아는 식물성 기름과 단백질 가루로 가공. 이외 옥수수 가공 상품들은 구연산,

젖산, 유산, 소르비톨, 크산탄 검, 글리콜이며 이는 식품 및 산업용 상품들에 이용됨.

18 식물성 스테롤은 고등식물에 포함되어있는 스테로이드 골격을 가진 알코올을 총칭

함. 일반적으로 식용식물유 중에 소량 함유되어 있지만, 미강유, 옥수수유 등의 배

아유에 많으며, 식용 종실유에는 0.8% 이하함유. 식물성 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는 

대조적으로 소장으로부터 흡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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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시켜 추출되며, 콜레스테롤과 구조적으로 비슷하

나 식물 스테롤은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이성 콜레

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옥수수를 이용한 감미료 ‘Cornsweet’ 시리즈

-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 크리스털화 과당, 덱스트로스를 포

함한 옥수수 감미료 생산의 선두주자이며, 100% 자당을 대체할 수 있는 

CornSweet42, 탄산음료에 이용되는 CornSweet55, 칼로리는 낮추고 식품

과 음료를 달게 만들 수 있는 CornSweet90를 개발함.

○식품 이외에 촉매(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메톡사이드나트

륨)와 함께 식물성 기름을 알코올로 끓여 바이오 디젤(mono-alkyl esters)과 

글리세린을 산출하는 특허(Transesterification)를 보유,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Connediesel, Connester, 원유와 정제된 글리세린 형태로 판매. 이외에 옥수

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의 부산물로 동물 사료를 생산함.

나. Cargill

□ 기업 현황

○카길(Cargill)은 1865년 곡물 저장고로 창립한 이후, 현재 세계 67개국에서 

143천 명의 직원들을 고용한 다국적기업으로 사업 분야는 동물 사료, 농산

물 무역 및 가공, 에너지, 운송 및 철강, 식품 및 음료 재료, 식품 서비스 산

업 및 바이오산업, 개인위생, 의약, 소금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음.

하는 작용을 갖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제제로서 의료용으

로 사용됨.(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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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재화 사례

○설탕 대용품 감미료 ‘steviol glycosides’

- 2013년 3월 6일 Evolva사와 협약을 통해 설탕의 대용품인 스테비아

(Stevia)를 이용한 감미료인 steviol glycosides 개발을 시작, Cargill사는 

Evolva사에 천백만 달러가량의 투자를 통해 이듬해 5월 성공적으로 

Stevia 감미료를 개발함. Cargill사는 전 세계의 자회사들에 식품 재료, 식

품 상품들 및 음료 등에 Stevia 감미료를 사용하여 미국, 유럽, 멕시코 그

리고 남아메리카에 판매할 계획

○Evolva사의 A Mintel & Leatherhead 식품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식품과 음료 상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세계 고농도 감미료 시장은 

$12.7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세계적 시장 가치는 $14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Cargill사의 Stevia 판매는 2013년에는 1.1억 달

러, 2017년까지는 2.7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Evolva Holding, SA,

2014).

○ Stevia는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단 맛 이외에도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없어 혈당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초기 연구들에 의하면 Stevia가 혈당수치를 낮추거나 안정화 시키는데 이용

될 수 있으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

치는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함.19

- Stevia는 설탕과 액상과당을 대체할 수 자연 대체물로써 여러 음료 업체들

에서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코카콜라 라이프는 탄산음료 업계

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Stevia를 이용한 콜라로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런

19 http://beverage.supplysideinsights.com/articles/2014/03/stevia-a-compelling-natural-

sweetener-for-the-bev.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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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됨. 업계에서는 판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저칼

로리 다이어트 탄산음료 시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함.

○기존에 2008년 TruVia라는 Stevia 추출 감미료를 코카콜라와 파트너쉽으로 출

시하여 코카콜라의 다이어트 제품군에 이용되었으며, 2012년 기준 Truvia는 타

사의 Splenda의 뒤를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음. 하지만,

Truvia는 노동 집약도가 높은 농장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비가 높았으나, Evolva

사와의 협약으로 개발한 Stevia는 발효하는 방법20으로 비교적 값이 싸고, 노동 

집약도가 낮은 생산을 기반으로 함과 동시에 맛도 더욱 개선된 제품임.

그림 4-9. 2012년 미국의 설탕 대용품 시장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ymphony IRI Group

20 Evolva와 Cargill은 Rebaudioside M(Reb M)을 포함한 감미료들의 효과적이고 안정

적인 생산을 다루는 발효기술에 대해 특허 신청을 함.

(http://www.foodnavigator.com/Science-Nutrit ion/Evolva-and-Cargill-pub-

lish-patent-application-for-next-generation-fermented-sweet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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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및 당밀 추출물 ‘희주정’

- 곡물과 당밀에서 추출된 당을 발효 요법을 이용하여 식용 가능한 희주정

을 생산해 소독약, 재료 및 가공물로써 식품(초콜릿과 제과)산업과 제약 

산업 상품(마취제, 소독약, 제약, 로션 등)의 생산과 향수, 데오드란트와 

샴푸 같은 화장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

다. Penford Corporation

□ 기업 현황

○ Penford사는 1985년에 설립되어 미국 콜로라도에 본사가 위치하였으며, 330

명의 직원, 미국 내 6곳의 공장과 3곳의 R&D 시설을 겸비함. 주로 다목적으

로 사용되는 자연물에서 추출한 재료들을 개발, 생산함.

- 주요 목표시장은 식품, 애완 및 동물, 종이, 바이오 상품들이며, 에탄올 및 

탄수화물을 재료로 하는 재생 가능한 공급원료 생산

□ 식품소재화 사례

○글루텐프리 상품 첨가물인 감자탄수화물 ‘PenFibe’

- 성장세에 있는 글루텐프리 시장을 겨냥해 식감을 개선시키고 영양을 제공

하는 감자 탄수화물인 PenFibe 출시. PenFibe는 다른 전분들과 다르게 효

소 저항성 전분으로 글루텐프리 상품들에 섬유질을 더하고 이들의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음.

* 미국의 약 300만 명은 셀리악병(celiac disease21)를 갖고 있으며, 1,800

만 명은 글루텐 소화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Shelly Case22)

21 소장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알레르기 질환으로, 장내의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

루텐에 대한 감수성으로 증세가 나타남.(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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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olyphenolics23

□ 기업현황

○ Polyphenolics사는 1996년 Constellation Brands 주류회사(1940년대 설립)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포도 씨 추출물인 폴리페놀을 이용한 건강 상

품들을 연구, 개발, 생산함.

- 모회사인 Constellation Brands에서 고품질의 미국산 포도를 공급하여 와

인용 포도의 선택에서부터 추출까지의 전체 생산 과정을 완벽히 제어함.

포도 주스는 와인 생산에 이용하며, 발효되지 않은 씨는 MegaNatural-BP

를 생산, 껍질과 알맹이는 MegaNatural® GSKE Grape Pomace Extract 생

산에 이용되어 포도의 모든 부분을 이용.

□ 식품소재화 사례

○포도씨 추출 폴리페놀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MegaNatural–BP’

- 주류업계에서 이용되지 않는 포도씨유에서 특별한 분자구조를 감별하여 

생리학적으로 유효한 성분인 90-95% 폴리페놀을 함유하는 추출물을 이용

하여 건강보조 식품인 MegaNatural–BP를 개발

- MegaNatural–BP는 폴리페놀의 높은 함유량으로 다른 포도 씨 추출물보

다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이 높고, 더 나은 흡수력을 제공함.

- 미국 성인 약 30퍼센트가 고혈압 전조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혈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제조사에 의하면,

고혈압 전조 증상의 완화를 위해 MegaNatural–BP을 건강보조제품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함.

22 http://www.foodbusinessnews.net/News/News%20Home/Features/2012/2/Boosting%

23 http://www.polyphenolics.com/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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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 Davis 대학의 예방심폐의학과와 연관된 인간 임상실험24, 일리노

이즈주 Institue of Technology의 Institute of Food Safety and Health의 

Center for Nutrition Research의 임상실험 결과 MegaNatural-BP가 혈압

의 수축과 확장을 완화시켜 고혈압 전조 증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마. 유럽

1) DSM(네덜란드)

□ 기업현황

○DSM사는 1902년 탄광회사로 시작해 현재는 세계적으로 24.5천명의 직원과 

연간 100억 유로 매출을 기록하며, 25년간 주가가 5배 성장한 네덜란드의 

기업으로 식품, 식이보조제, 개인 위생제품, 동물 사료, 의료 장비, 자동차,

페인트, 전자 제품, 생명 보호, 대체 에너지 및 생물학적 제품들을 생산

- DSM사의 식품, 음료 그리고 식이보조제 사업은 연간 매출액 42억 유로이

며, 대상 시장은 동물 사료 및 혼합 업체들, 동물 단백질 생산, 식품, 음료,

소아 영양, 식이보조제, 제약, 개인 위생상품, 조미료와 향수 산업임.

□ 식품소재화 사례

○귀리 추출 베타 글루칸 ‘Oatwell’

- 높은 함유량의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 글루칸을 포함하는 자연 오트 겨로

써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의 포도당을 제어해 심혈관 질병들의 위험

을 완화 및 장 기능 개선효과를 가짐.

24 8주간 32이명의 고혈압전증 환자들에게 300mg를 매일 같이 섭취하도록 함.

(http://www.ift.org/Food-Technology/Past-Issues/2013/October/Columns/NUTRACEUT

ICAL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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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추출물 ‘Fruitflow’

- Fruitflow는 토마토로 만든 생리활성 식품 재료로 혈소판을 매끄럽게 관리

해 혈액순환을 도움. 8번의 임상실험 결과, 일일 1회 섭취로 빠르게는 1시

간 반 만에 혈액순환이 순조롭도록 도와주며, 이는 12-18시간 지속됨.

○자연 식재료에서 추출한 이스트 ‘Multirome LS’

- Multirome LS는 100% 자연 식재료에서 추출한 이스트임. 다른 이스트 추

출물 생산 방법과 비교하여, 같은 양의 원료를 이용해 30% 더 많이 생산

하기 때문에 식품에 이용되는 이스트 추출물 소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를 81%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제품의 맛과 품질에 변함없이 염

도를 줄이는 효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짐.

2) Tate & Lyle(영국)

□ 기업현황

○Tate & Lyle사는 1875년 독일인 Eugen Langen이 David Martineau와 파트너

쉽으로 개발한 각설탕의 기술 저작권을 인수하며, Henry Tate가 처음으로 

영국에 각설탕을 소개하며 창립됨. 75% 이상의 주요 고객이 세계 주요 식품

과 음료 제조업체들이며, 식품, 음료, 산업용 식품, 동물 사료, 제약 상품과 

개인 위생상품들을 공급함.

- 식품 사업의 경우 특수 식품 재료와 대량 재료로 나뉘는데, 특수 식품 재

료의 경우 Splenda, 수크랄로스, 크리스털화 과당, 탄수화물, 점성 물질,

식이 섬유 제품인 POMITOR, 베타 글루칸 PromOat, 소금 마이크로스피

어 SODA-LO이며, 대량 재료의 경우 액상 과당, 산미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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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재화 사례

○설탕 대체 감미료 ‘Splenda’

- 30년 전 런던의 Queen Elizabeth College University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설탕보다 600배 당도가 높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 대체 감미료인 

Splenda를 출시해 이는 현재 세계 80개 국가들에서 5,000개 이상의 상품

들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 Diet Rite콜라의 식재료로 처음 이용되어 1998년 시장에 출시된 이후 같은 

해 자체적인 상품으로 출시. 처음 목표시장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나, 저 탄수화물 애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양한 상품의 식

재료로 이용됨. Splenda의 판매는 연간 1.75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25

○오트 추출물 ‘PrOatein’

- 2013년 5월에는 오트의 베타글루칸을 생산하는 스웨덴 업체 Biovelop을 

인수하여 특유의 생산 기술로 화학물을 이용하지 않고 고품질의 베타글루

칸을 생산·출시

- 이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류신과 리신을 포함한) 식품의 단백질 함

유량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짐.

3) Döhler(독일)

□ 기업현황

○Döhler사는 1838년 가족 소유 사업체로 설립되어 현재는 독일 Darmstadt에 

본사가 위치한 130개국에 23개의 생산시설과 48개의 판매점에 3,500명 이상

25 http://www.nytimes.com/2005/03/13/magazine/13CONSUMED.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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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자연 재료들, 재료 시스템 그리고 식품과 음

료 산업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생산, 홍보하는 업체로 첨가물, 색소, 건강과 

영양 재료, 곡물, 유제품, 특수 재료, 과일과 채소로부터 시스템을 제공함.

- 청량음료의 재료로 사용되는 맥아와 과일 주스, 찻잎을 이용해 발효한 무-

알코올 발효 재료를 생산함. 또한 생명공학 기술과 2,500여 가지 이상의 

보유 미생물들을 이용해 원자재와 미생물 종류에 따라 여러 맛과 영양 및 

기능적 특징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식품소재화 사례

○과일 주스 농축액 감미료 ‘Multisweet Fruit’

- Multisweet Fruit은 100% 과일 주스 농축액을 이용해 생산된 감미료로 과

당, 자당 ,포도당 사이에 이상적인 당분 비율을 제공하며, 일반 설탕보다 

달게 하는 맛이 강하고 맛의 풍부함이 높은 제품임.

- 안정적인 무색 주스 농축액 생산이 가능하여, 이를 포함한 음료에 과일이 

첨부되었다고 홍보가 가능하며, 제산된 과일 주스 농축 물을 개발해 유제

품에 첨가 가능

- 정제되고 농축된 맥아 추출로 양조 및 혁신적인 음료 생산과 감미료, 색소,

맛을 최적화 하는데 이용되며, 식품의 점도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4) Nexira(프랑스)

□ 기업현황

○Nexira사는 1895년 중동과 아프리카로의 식품 수출입 사업을 바탕으로 설립

되어, 현재 세계 80개국에서 10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식품과 건강 보조 제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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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재화 사례

○올리브 추출물 ‘Oli-Ola’

- 지중해 남부의 올리브에서 추출한 폴리페놀26 형태인 hydroxytyrosol을 함

유한 제품으로, LDL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

○크렌베리 추출물 ‘Exocyan’

- 크렌베리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27의 종류 중 하나인 프로안토시아닌을 

함유한 제품으로 노화방지, 요로 및 위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사과와 포도의 추출물 ‘ViNitroxapple’

- 사과와 포도의 폴리페놀 특성들을 조합한 ViNitroxapple을 개발. 임상실험

에 따르면 하루 500mg의 섭취 시 운동선수들의 근육 기능의 증진 및 피로 

감퇴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함.

5) Suedzucker(독일)

□ 기업현황

○ Suedzucker사는 1837년 설탕 회사로 설립되어 현재는 연간 매출 77억 유로

를 기록하며 18.5천명의 직원들을 보유한 설탕산업의 선두업체로, 사탕무 

농부들이 독일 남부 사탕무 개발 회사인 SZVG28를 통해 52%의 주식자본을 

26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상화 기능을 가진 물질로 콜레스테롤이 소화관으로 흡수되

는 것을 막아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게 해주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두산백과).

27 플라보노이드는 항균·항암·항바이러스·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활성을 지니며, 독성

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한다는 사

실이 알려지면서 플라보노이드계(系) 물질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

로 커지는 추세임(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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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으며, 설탕, 특수 제품, 에너지 작물과 과일 부문을 운영.

- 특히 설탕부문은 Südzucker AG, Südzucker Polska, Südzucker Moldova,

Raffinerie Tirlemontoise, Saint Louis Sucre, AGRANA를 통해 운영되며,

11개 유럽 국가들에 걸쳐 29개의 공장들과 3개의 제당 공장들을 보유, 연

간 470-490만 톤의 설탕을 생산 2013/14 연간 매출 39.61억 유로를 기록

□ 식품소재화 사례

○BENEO (BENEO-Orafti/BENEO-Palatinit/BENEO-Remy)

- BENEO 제품군은 치커리 뿌리, 사탕무, 쌀과 밀을 이용한 식품과 사료를 

위한 기능성 식품 재료임.

- 옥수수, 감자 그리고 밀 녹말과 바이오 에탄올을 제공하며, 2013/14 연간 

매출액 18.82억 유로를 기록들로 운영됨. BENEO는 치커리 뿌리, 사탕무,

쌀과 밀을 이용한 식품과 사료를 위한 기능성 재료를 전 세계에 공급

○ Freiberger

- Freiberger은 30개 이상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에 냉동 피자, 냉동 

빵과 파스타 등을 제조

○ PortionPack Europe

- PortionPack Europe은 식품 서비스 분야를 위한 고품질 포션팩을 개발, 생

산 및 홍보

○AGRANA의 탄수화물과 바이오 에탄올 사업

- AGRANA의 탄수화물과 바이오 에탄올 사업들은 옥수수, 감자 그리고 밀 

28 Süddeutsche Zuckerrübenverwertungs-Genossenschaft eG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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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말과 바이오 에탄올을 제공하며, 2013/14 연간 매출액 18.82억 유로를 

기록

○에너지 작물 부문은 독일,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바이오 에탄올 사

업을 맡고 있으며, 연간 120만 m³의 바이오 에탄올과 100만 톤 이상의 건조

식품과 동물사료 생산 수용력을 갖고 있음. 2013/13 연간 매출은 7.2억 유로

로 2013년 7월 영국 바이오 에탄올 생산업체인 Ensus를 인수해 바이오 에탄

올과 단백질 바탕의 동물 사료 생산부문을 증산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은 세 번째로 큰 바이오 에탄올 시장인 영국으로 현지 

회사인 Ensus를 통해 직접적인 판로를 얻게 됨.

6) Associated British Foods(영국)

□ 기업현황

○ABF사는 1935년 11월 Food Investments Limited로 시작한 후 사업 확대를 

통해 1960년 2월 식품 생산 기업인 Associated British Foods Limited를 설립.

업체들의 인수를 통해 유럽의 가장 큰 식품 업체로 성장하였으며, 식료품 제

품들을 전 세계로 판매하는 식품과 재료들을 생산 및 소매하는 기업으로 현

재 47개국에 걸쳐 113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연매출 133억 유로를 기록.

주 사업 부문은 설탕, 농업, 소매, 식료품 및 재료들임.

□ 식품소재화 사례

○AB Sugar은 10개 국가들에 걸쳐 31개 공장들과 42천명 이상의 직원들을 보

유,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이용해 연간 500만 톤 이상의 설탕 생산능력과 6억 

리터의 에탄올 생산 가능한 규모를 갖춘 세계 최대 설탕 생산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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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gri는 농가, 사료와 식품 생산업체들, 가공업 그리고 소매업들에게 기

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제휴를 통해 농부들로부터 곡물

을 구입하고, 작물 투입물을 제공. 또한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바이오 에탄

올 업체들과 제휴 생산한 사료제품을 판매하며, 가축과 애완동물 업계에 혼

합물, 효소 그리고 이외의 기술적 사료 재료들을 공급함.

○ABF 사는 자사 브랜드의 식료품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브랜드는 Twinings, Ovaltine, Ryvita, Kingsmill, Silver Spoon, Tip Top,

Mazola, Spice Islands가 있으며, George Weston Foods는 호주의 가정집 

75%가 이용하는 식료품 브랜드이고, Tip Top은 국가적 선두 제과제빵 브랜

드임.

○식재료 부문인 AB Mauri와 ABF Ingredients가 있으며, AB Mauri는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베이킹 이스트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26

개 국가들에서 52개의 공장들을 운영하는 베이킹 재료의 기술적 선두 생산

자임. ABF Ingredients는 효소, 리피드, 효소 추출액과 특수 곡물들을 세계적

으로 제공함.

7) Ginsana SA(스위스)

□ 기업 현황

- 1942년 스위스 치과 의사인 Paul Kradolfer이 스위스, Lugano에 

Pharmaton을 설립하고, 1975-1977년에 Ginsana 제품 라인을 런칭

- 1991년 독일 제약회사인 Boehringer Ingelheim에서 식물약학 연구센터로

써 Pharmaton인수

- 2013년 호주 자연의학회사인 Soho Flordis International이 Ginsana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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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Ginsana 제품

□ 식품소재화 사례

(1) Ginsana: Ginsenosan으로 홍보 및 판매되기도 하는 Ginsana는 인삼(Panax

ginseng C.A. Meyer:고려인삼의 학명)뿌리추출물로 피로와 탈진을 돕고 면

역성을 높이는 장기간 에너지 보충제로 인삼 단일 제품으로 가장 매출이 

많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인삼이 전혀 재배되고 있지 않은 스위스에서 파마톤사는 G115라는 

핵심기술인 사포닌 함량을 세계 최초로 표준화한 기술을 개발. 인삼의 뿌

리에서 추출한 G115 인삼 추출물은 독특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추출방

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세계 다수의 

연구에서 증명됨.

- 보통 재배지의 환경, 토양, 재배방법, 수확시기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천

연물질의 함량이 달라지는데, Ginsana는 G115기술을 통해 모든 제품의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4%로 일정하게 유지시킴. 또한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표준공정을 개발하여 특정 성분을 동일하게 함

유한 표준소재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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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nsosan: 은행잎 추출물과 인삼 추출물을 혼합해 기억력 증진을 도움

(3) Songha Night: 쥐오줌풀과 레몬 밤 혼합물로 자연 수면 양상 회복을 도움

(4) Prostatonin: 두 가지 식품 추출물을 이용해 전립선 비대증 예방을 도움

(5) Pronantal: 엽산을 포함한 미량 영양소 혼합물로 임산부의 영양보충을 도움

(6) Seresis: 자연식물 추출물과 베타카로틴 등의 혼합물로 만든 자연산화 방지제

(7) 이외에도 Bacopa라는 수생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기억력 증진 제품인 

KeepMind( CDR108), 식품 및 음료 첨가제와 영양 보충제로 이용할 수 있

는 곡물에서 추출된 지방바인더 FBCx, 12가지 검증된 생균제종들로 만든 

Ther-Biotic Complete가 있음.

8) 네슬레(Nestle)(스위스)

□ 기업현황29

- 네슬레는 1886년 설립된 ‘앵글로-스위스 밀크 컴퍼니(Anglo-Swiss Milk

Company)’와 ‘페린 락테 앙리 네슬러 컴퍼니’가 1905년에 ‘네슬레 앤드 

앵글로 스위스 밀크 컴퍼니(Nestle and Alglo-Swiss Milk Company)' 로 

합병하였으며, 1977년에 ‘네슬레’로 사명을 변경

- 네슬레는 식품, 음료, 애완용 사료 등 식품산업 전반에서 전 세계 500여 

개의 공장, 28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식품 기업임.

- 스위스 베베의 본사의 2012년 기준 매출액이 922억 스위스 프랑(약 107조 

원)에 이르고 매출액의 98%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어 가장 국

제화된 기업으로 평가됨.

- 네슬레 커피의 브랜드 가치는 130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판매되고 1초에 4,500잔이 소비되고 있음.

29 김성우 외(2014) ‘국내외 식품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사례 및 시사점(2013)’ p.48

일부 내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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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1865∼1905
스위스 베베에서 앙리 네슬레가 "네슬레&앙글로 스위스 콘덴스드 밀크

(Nestle and Anglo Swiss Condensed Milk Co.)"라는 회사를 설립

1905∼1918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에 공장을 운영, 식품군에 초콜릿을 추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싱가폴, 홍콩, 인도에 자회사 설립, 제1차 세계대전

으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 계약 형태로 유제품 판매

1918∼1938
초콜릿 사업매출이 증가, '마일로’ 등 신제품 출시, 8년 간의 연구 끝에

1938년 물에 녹는 커피인 네스카페를 세계 최초 출시

1938∼1944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스카페는 유럽과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며 1943년 연간 생산량 백만 달러 달성

1945∼1975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며 많은 신제품을 출시, 식품업체들과의

인수 합병을 가속화, 1966년 냉동건조법으로 ‘테이스터스 초이스’ 출시

1975∼1995
1970년 대 원유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 내부 구조조정과 전략적

합병을 통해 재정상태를 개선

1995∼2003
세계 경제 발전과 무역장벽 철폐 및 중부 유럽과 중국의 시장개방 등을

통해 발전 도모

2003∼2010

뫼벤픽 아이스크림 같은 고급 브랜드, 노바티스 메디컬 뉴트리션 같은

큰 규모의 회사 등 다양한 식품, 음료, 건강 관련 브랜드와 합병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장 도모

2010∼현재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제품 혁신 및 개선

소비자, 사회, 이익관계자들의 공동 가치 개발 및 창출을 위한 '사회공

동가치개발’에 노력

자료: 네슬레 홈페이지.

표 4-7. 네슬레 기업 연혁

- 네슬레의 제품라인은 크게 파우더와 액체 음료, 물, 유제품 및 아이스크

림, 영양 건강보조 제품, 조리식품 및 요리보조제품, 사탕 등 과자류, 애완

용 제품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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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네슬레의 제품군별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Nestle, Universitat deBarcelona.

□ 식품소재화 사례

- 네슬레는 직접 원료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소재로 가공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함. 주요 원료농산물 구입량은 우유가 7백만 2천 톤(’12년 기준), 커

피가 21.45백만 톤(’13년), 코코아가 62,299톤(’13년) 등으로 네슬레 코코

아플랜, 네스카페 플랜 등을 통해 구매

- 예를 들어, 네슬레 코코아플랜의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코코아 10만 톤

을 구매하고, 4년 안에 40개의 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코코아 

농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

- 네슬레는 책임 있는 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Responsible sourcing guid-

line)을 통해 식품소재로 사용되는 원료를 구매하는 기준을 만들어 운영

- 네슬레는 열대우림을 훼손하며 생산된 식품소재를 활용한 제품생산을 중

단하며, 산림을 파괴하는 농장을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확인

하여 원료 공급망에서 제외하기로 함. 이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에서 영감

을 받아 이뤄진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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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기준 전체 공급의 74%가 ‘책임 있는 공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며, 팜유의 공급은 당초 2015년 까지 100%였던 목표에서 2년 빠른 2013

년에 산림벌채를 하지 않는 농장(또는 업체)으로부터 100% 공급받음.

- 2015년 까지 1만개의 책임 있는 소싱을 완료하고(현재까지 70% 완료), 12

개의 주요 원료30의 40%의 물량이 추적 가능하도록 할 예정

○네슬레 연구센터를 통한 식품소재 개발

- 네슬레 연구센터는 프로바이오틱과 장 세포의 분자 상호 작용을 처음 연

구한 선두 중 하나임.

- 일부 수소화한 지방 대신 자연 식물성 기름을 이들의 Maggi buillion cube

제품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지방 함유량이 낮고, 밀도가 높아 오래 지속되는 거품 기술 개발을 통해 

2012년 네스카페 카푸치노를 재런칭 하였으며, 자당은 감소시키고, 더욱 

높은 복합 당질의 맥아 추출 가공 방법을 개발하여 Milo에 첨가함. 이 제

품은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런칭한 이후 2007년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판매 중

- 니겔라 씨앗 추출물: 연구를 통해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니겔라 씨앗 추출물인 Thymoquinone이 체내에서 오피오드 수용체와 상

호작용하는 특정한 방법을 알아내 현재 특허 신청 중31.

- 고구마를 이용한 건식 분말 배합과 가공방법 개발: 자주색 고구마와 기타 

고구마 종류를 씨리얼과 제빵에 첨가함으로써 영양을 높이고 식감과 형태

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재 특허 신청 중32.

30 주요 원료는 팜유, 설탕, 종이, 커피, 코코아, 유제품, 콩, 해산물, 바닐라, 헤이즐넛,

계란 등임.

31 http://www.nestle.com/randd/environmental-sustainability/plant-science/respecting-

biodiversity

32 ht tp : / /w ww.b akerya ndsnack s .c om/R -D /He a l th - c runch -N es t l e - f i le s -pa t-

ent-for-sweet-potato-cereal-i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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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함유량 5~14%, 젖당 함유량이 7% 이하인 요거트 가공방법 개발:

가공 단계에서 우유를 거르거나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고 단백질 함유량이 

5~14%이며, 젖당 함유량이 7% 이하인 요거트와 냉동 요거트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방법에 대한 특허 신청중33.

- 허브차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개발: 2010년 일반적으로 허브차에 

많이 이용되는 루이보스와 honesybush관목의 추출물 등을 이용하여 여드

름, 주름, 탈모와 같은 모발 및 피부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원료를 개발하

여 특허 신청중이며, 이 외에 루이보스를 항염제로 이용하는 특허보호를 

신청34

- 밀겨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를 소재로 한 신제품 개발: 벨기에 식품기업 

풰게이아(Fugeia)사와 합의를 통해 퓌게아가 발매 중인 식품 원료제품 ‘브

라나 비타’를 함유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음. 브라나 비타는 밀겨의 세포

벽 부위에서 추출된 가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아라비노 자일란 올리고당

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라비노 자일란 올리고당은 프로

바이오틱스로 장내 세균 증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함.

○식재료 부문인 AB Mauri와 ABF Ingredients가 있으며, AB Mauri는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베이킹 이스트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26

개 국가들에서 52개의 공장들을 운영하는 베이킹 재료의 기술적 선두 생산

자임. ABF Ingredients는 효소, 리피드, 효소 추출액과 특수 곡물들을 세계적

으로 제공함.

33 http://www.dairyreporter.com/Manufacturers/Nestle-patent-outlines-stand-

ard-process-for-14-protein-Greek-yogurt

34 http://www.ictsd.org/bridges-news/biores/news/food-giant-nestl%C3%A9-accused-of-bio-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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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ONZA (스위스)35

□ 기업현황

○스위스 Basel에 위치한 LONZA는 처음에는 전기를 이용하여 탄화칼슘과 아

세틸렌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작함. 주요 제품은 약리적 활성물질 재료,

줄기세포 치료, 식수 살균제, 산업용 방부제등이 있으며, 2013년 기준 36억 

스위스 프랑의 매출을 기록함.

□ 식품소재화 사례

○Memree™: 대두에서 생산되는 포스파티딜세린과 포스파티드산을 포함하

는 제품 라인으로 인지 건강,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운동 후 회복에 도움

을 줌.

○DHAid™: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조류로 만들어져 순 채식주의 오메가

-3 DHA의 원천이 되며, 두뇌 개발과 기능의 지원 및 심장과 눈 건강에 도

움을 줌.

○ResistAid™: 북미산 낙엽송 추출물을 이용하여 산화 방지 기능을 갖는 아라

비노갈락탄과 생물작용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자연 면역성을 기르는 효

과가 있음.

35 www.lon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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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식품소재 관련 정책 사례

2.1. 국내 식품소재 관련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소재 및 식재료 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

라 국산 소재 및 반가공 등 식재료 사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사업화 방안을 

강구함.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 소재 

및 식재료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 중임.

2.1.1.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소재 산업 관련 정책성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출범 이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원제도

를 도입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노력함.

- 식품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 제정,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08) 및 식품

산업진흥 기본계획(’11) 수립함.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며, 4대 주요 정책

인 R&D 인력양성 등 식품인프라 구축, 농공상 융합형 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구축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 등을 추진 중임.

- 농식품부 R&D 예산: ’10년 183억 원, ’11년 248억 원, ’12년 290억 원,

’13년 313억 원

- 식품교육 인원: ’09년 891명, ’10년 1,267명, ’11년 1,470명, ’12년 3,275명

- 농공상 융합형 기업: ’11년 115개소, ’12년 300개소(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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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식품산업 육성정책 목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식품산업 진흥정책 추진과 함께 식품분야 생산 및 수출 등이 증가하였음.

-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07년 108조원과 25억 달러에서 ’11년 144조원과 

56억 달러로 증가함.

○ ’07~’11년 기간 식품산업 생산 37조 원 중 식품제조업이 22조원, 외식업이 

15조원씩 증가하였으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의 

생산 증가는 9.9조원에 이름.

2.1.2. 식품산업 주요 육성정책 방향

○식품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화로 농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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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프라 구축 목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식품산업 성장 잠재력을 위한 정책기반을 확충하고, 식

품 R&D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13년 313억 원). 해외시장을 겨냥한 

project형 신제품 개발 R&D 신규 도입

- 중소기업 주관 연구과제 배정쿼터 확대, 한식연·aT 기업지원센터 등을 활

용한 기술상담, 컨설팅 강화

○연구인력, 기술인력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기반 마련

- 인력육성 사업 집행 기관으로 기존 aT 이외에 식품산업협회 추가 지정

○컨설팅, 시장조사·분석 등 식품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

- 분야별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3) 추진

○ ’15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 160여개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를 유치하여 경쟁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13. 4월 현재 67개(국내 47, 해외 20) 식품기업, 연구소와 투자유치 MOU

체결

○식품표준규격 제·개정 확대를 통해 농식품 품질 제고

- 중장기적으로 국가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 일원화하는 “한국 농식품 표준

제도”(KFS, Korean Foods Standards) 도입 추진

나. 농어업과 연계강화 목표

○식품을 중심으로 농어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전통식품 및 외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산·가공·판매·체험 등의 융·복합을 기번으로 농어업의 부가가

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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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략식품산업,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농

어촌 식품기업 육성

- 외식업체-산지 직거래 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

- 국내산 식재료 판로 확대를 위한 ‘외식 식재료 전문몰’ 운영 활성화

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

○농식품 수출확대 및 중소식품기업 지원 강화

- 전략품목 육성, 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 주요 신규·유망 시장에 수출 전략품목(19개) 및 현지 유망품목에 대한 안

테나숍*(’13년, 7개소) 운영 등 해외 수출거래선 발굴

- 농산물 수출 규모화 및 조직화로 경쟁력 제고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및 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

- 전통식품 및 우리 술 품질인증제, 우수 전통식품의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부가가치 제고 및 세계화 추진

○중소기업이 공동브랜드 개발, 시장조사 등을 위한 공동자금을 조성한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13 신규예산 54억 원 반영)

○대기업의 품질관리, 마케팅, 유통망과 중소 식품기업의 제품 생산을 결합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플랫폼 확산

2.1.3. 식품 소재산업 관련 정책 현황

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식품산업진흥법 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 근거하여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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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시설현대화 지원
업체수

17 24 익년 3월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업체수

3 17 익년 3월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외식업체육성 지원
업체수

6 13 익년 3월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가공원료매입지원업체
당 평균 매출액 증가

5% 익년 3월
측정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x 100-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4-8.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고 있는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신선편이업체, 전통

발효 제조·가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포함)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안

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생산자와 중소기업이 융합(공동 출자/ 전략적 제휴/ 농어업인 경영형)한 기

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임.

○또한 수입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소재 산업의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

정화, 농가 판로확대를 통한 수입안정화,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목표로 함.

○ ’15년까지 농식품 시설현대화 지원업체를 200개소 육성, 외식업체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업체 30개소 육성,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소 육성,

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지원업체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달성을 

성과 목표 및 지표로 하고 있음.



99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계 70,000 160,000 167,500 147,500 147,500

융자 70,000 160,000 147,500 147,500 147,500

농식품 시설현대화융자 57,200 44,800 36,300 36,300 20,000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융자 4,000 17,200 37,200 17,200 17,200

외식업체육성 융자 8,800 7,000 3,000 3,000 3,000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융자 91,000 91,000 91,000 9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4-9.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을 보면 전체 ’11년 700억 원에서 ’14년 1,475억 원으

로 융자금이 확대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도 동일한 재정이 투입될 계획임.

- 농식품 시설현대화 사업의 융자금액이 ’11년 572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여 ’14년에는 363억으로 책정되었으며. ’15년에는 

163억 원이 삭감된 2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임.

- 식품가공 원료매입지원 사업이 ’12년 도입되면서 매년 910억 원 지원됨.

○사업대상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를 비롯한 외식업

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임.

-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은 HACCP, GMP와 같은 식품안전인증 개보수를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신선편이업체 포함) 및 농식품 수출업체,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유기가공 식품을 인증 받

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등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대상자는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으로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및 참가 경영체, ’09~’11년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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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업단
영업이익율(%)

3.75% - - - 익년 2월 사업단 손익계산서 조사

사업단 년차별
누계

자답확보 비율(%)
70% - - - 익년 2월 사업단 자담집행 직접조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4-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주요 성과지표

○식품가공원료 매입 자금지원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하는 전통주류를 

포함, 식품가공업체, 농산물 전처리 및 외식급식업체, 지역 농협 등

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이 담당하

는 사업으로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어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농축산업 주체인 산한연관들의 역량을 높여, 특화된 농산물을 생

산하고 유통, 가공,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식품사업단 

육성하는 정책

○사업의 성과목표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하는 것

으로 성과지표 측정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핵심농산업 경영체 육성

을 통해 사업단 영업이익 증가율과 사업단 년차별 누계 자담확보 비율로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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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69,030 55,510 36,440 29,680 18,528

보조 135,800 27,910 18,380 15,000 9,408

지방비 133,230 27,600 18,060 14,680 9,120

자부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4-1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예산은 보조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10년까지 전

체 2,690억 원(보조 1,358억 원, 지방비 1,332억 원)에서 2014년 152억 원(보

조 94억 원, 지방비 91억 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었음.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참

여하는 법인이 지원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업대상자에게 혁신

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과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경

영인도 지원함. 또한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브랜드 개

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함.

○본 사업은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을 통해 5년을 지원하며, 국비 50%, 지방

비 50%로 구성되며, 사업단별 5년간 전체 지원금은 약 평균 30억 원(국고)

내외로 지원하고 있음.

다.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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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농생명산업기술개발 52,818 52,271 44,282 46,732

첨단생산기술개발 17,571 20,100 18,750 20,978

수출전략기술개발 17,475 18,995 16,026 16,026

기술사업화지원 8,000 8,000 7,200 5,760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센터 3,000 3,000 3,000 5,000

고부가가치식품개발 24,808 28,957 31,327 37,633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4,000 4,000 3,748

Golden seed 프로젝트 - 2,300 21,094 22,094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 - 2,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4-12.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식품개발, 가축질병대응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

성법 제6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를 근거로 한 사

업이며, 성과목표는 실용화, 산업화, 과학적 성과 산업기반구축 성과를 지수

화여하여 측정

○연도별 재정투입액은 ’14년 기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이 467억 원으로 가장 

높으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사업은 ’11년 248억 원이었으나, 예산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14년 376억 원으로 두 번째로 재정투입 비중이 높음.

○사업대상자는 농업 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이며, 지원 사업은 사업별 요구되는 기술 및 시스템 구

축 지원, 사업화 , 인력육성 등이 있음.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사업은 기능성강화 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안

전·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고급실용화 및 저탄소·신가공 기

술 개발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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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관련 사업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농어업·농어

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

여, 지역 경제활동 다각화 및 고득 고용기회 증대를 목표로 한 사업임. 특히 

농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를 유

치하고 농어촌 체험, 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

적이 있음.

- 주요사업 대상자는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시장

군수구청장, 연구단체등으로 시도지사가 사업을 주관 및 시행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며,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과 

R&D 및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를 위한 생

산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함.

○ 식품산업 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한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를 통해 식품 제조 기업에 안정적으로 원

료를 공급하고, 제조, 마케팅 능력을 갖춘 기업 육성으로 생산자와 식품기업

을 상생하고자 함. 또한 국산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

대 및 농어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음.

- 비 금융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자금을 지원, 자금대출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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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산업 정책 계획

가. 식품 R&D 지원 강화 목표

○ ’10년 1월 식품분야 R&D 독립 신설하고, 투자 지속 확대

-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지정공모과제와 창의성 유도를 위한 

자유응모과제로 구분 공모

- 예산은 ’10년 184억 원에서 ’13년 313억 원으로 72% 증액

- 정부 R&D 지원과 함께 민간 식품기업 R&D 투자액도 증가

○전략적 투자 배분을 위한 식품 기술개발 로드맵 개정

- 6대 분야 기술수준 분석, 최근 연구동향, 식품 R&D 도입 이후 연구실적 

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존 로드맵 수정

* 6대 분야: 기능성강화, 전통 웰빙, 품질관리, 핵심소재, 기자재 실용화,

신가공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품목 R&D 지원방안 신규 추진

- 시장창출·선도 가능성, 소비자 니즈 등을 반영한 전략품목 선정

- 전략품목 후보군, 연구 운영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식품기업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전략품목 선정 추진

- ’13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 중 20억 원 투자

○식품 R&D 우선지원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연구 환경 조성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 우선 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의향 기업에 대해서도 R&D 지원 우대 및 기업의 

연구수요와 학계·연구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aT 기업지원센터, 한식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컨설팅, 행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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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식품기업 육성

○중소식품 기업이 주축이 되는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식품 

R&D 투자 확대 및 중소식품기업 지원 비율을 제고

- 중소기업 우선쿼터 배정 비율을 ’12년 50%에서 ’13년 60%, ’17년 70%까

지 확대 예정

○중소식품기업 간 협력 사업에 의한 공동브랜드 개발, 기능성 연구지원을 통

한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며, 2017년까지 식품산업 현장 수요에 기초

한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 특성화고 졸업생의 식품 기업 인턴고용지원, 식품전문 교육 참여기회 강화

○중소식품기업의 애로사항 현장 간담회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 기존 심층컨설팅 및 현장 코칭 外 고부가가치 성장사다리 및 창업지원 컨

설팅 부문 확대

○영세식품기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경영안정 지원

- ’13년 식품외식종합자금 1,675억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상생하는 식품 공급망 구축 확대

- 시설·운영자금, 컨설팅·R&D 및 판로 촉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육성

다. 식품표준화 관련

○가공식품 품질 판단기준이 되는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에 필요한 심사기

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관련 업체 등에 보급하고,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표준화, 매운 맛 등 품질특성에 대한 등급구분의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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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출증대 및 전통식품 세계화 촉진을 위하여 주요 수출전략식품의 

국제(Codex) 규격화를 추진. 인삼, 고추장과 같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국제

(Codex) 규격화를 통해 농식품 산업 진흥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함.

○식재료 표준화, 급식 및 외식산업의 인증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농식품 관

련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 연구 추진

○식품 소재 및 식재료 산업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식품소재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은 미흡한 실정

임.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해당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

성하는 방안이 요구됨.

2.2. 북미(미국, 캐나다)와 EU의 식품소재 관련 정책

2.2.1. 미국의 식품소재 관련 정책

○미국의 식품소재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식품소재산업에 한정된 정책보다는 

주로 식품기업과 원료를 공급하는 농가에 시설설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임.

○따라서 식품소재 개발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식품소재를 

개발하는 식품기업의 확장이나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시설 설비와 홍보를 

위한 자금 지원, 개별 농가나 기업이 이용 가능한 정보 제공, 농촌지역의 가

공시설 설립 지원, 농가와 해당 기업과 연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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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SDA의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1) 지방 기업 보조금(The Rural Business Enterprise Grant: RBEG)

□ 정책 개요

-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품들을 위한 식품 가공, 마케팅, 유통 사업들을 포함

한 인프라와 설비의 개발을 지원함.

- 이는 지방의 기업조합서비스(Rural Business Cooperate Service)에 의해 운

영되고 있으며, 계획부터 시설 개선, 장비 구매, 기술적 지원까지 모든 것

을 지원할 수 있음.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우선권을 갖지만, 보조금은 1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지원가능하며, 지방36 공공 단체와 비영리 단체

들이 신청 가능함.

□ 적용 사례

- 켈리포니아주의 San Luis Obispo에 위치한 Coast Grown은 켈리포니아 중

부 해안지역의 18개의 독립적인 농장들과 목장들로 이루어진 Coast

Grown조합을 설립하고, 켈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이동식 수확 시설을 

세우기 위해 2007년 8만 8천 달러의 지방기업보조금을 지원받음.

- 보조금은 생산자 설문 조사, 조합 실행 가능성 보고서, 이동식 시설 실행 

가능성 보고서, 사업 계획, 이사회 구성, 정관, 조례, 품질 기준 개발, 목장 

시설 필요조건, 위험 분석 계획, 일반 위생 관리 운영 계획, 모든 이동 시

설 허가와 지침 내용 준비, 이동식 수확 시설 수정, 웹사이트, 로고, 홍보

물, 새 회원 신청서, 또한 최고 경영자 채용에 필요한 비용들에 이용됨.

36 여기서 ‘지방’이란 인구 수 5만 명 이하의 지역과 최근 10년에 한번 조사되는 인구 

조사에 따라 이러한 인구수와 인접한 도시화 지역들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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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사업 기회 보조금(The Rural Business Opportunity Grant:

BROG)

□ 정책 개요

-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품들의 식품 가공, 마케팅, 유통업 개발을 포함한 사

업 개발을 위한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략적인 기술적 지원,

훈련, 이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방 공동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

제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범 실무(best practices)’를 촉진하는 활동들의 

계획을 강조함.

□ 적용 사례

- 오리건주의 Portland에 위치한 The Ecotrust FoodHub은 도매 식품 구매자

들과 판매자들이 연결되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전화번

호부 및 장터인 food-hub.org를 제작하는데 25만 달러를 보조 받음.

- 이 보조금은 태평양 북서지방에 걸친 지방 공동체들의 생산자들과 구매자

들 고용이 증가되었고, 사업, 조달 및 마케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

요한 훈련과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함.

3)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The Value-added

Producer Grant: VAPG)

□ 정책 개요

- 농산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품의 생산을 지원하며, 계획 단계에

는 10만 달러까지만 지원되며, 이후 운영 자본으로 30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함. 지원 대상은 독립 생산자, 농부와 목장 협동조합, 농산품 생산자 

단체, 대부분 생산자 경영 바탕의 벤처 기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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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사례

- 켄터키 주, Louisville에 위치한 Grasshoppers Distribution은 켄터키 주와 

인디아나 주에 위치한 소규모 가족농 생산자들과 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해 2006년 85,480달러를 지원 받음.

- 이들은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레스토랑, 식료품

점, 특별 행사들로의 도매 유통을 중개하고, 켄터키 농산품들을 홍보하고 

현지에서의 구매와 소비를 장려하는 라벨인 “Proud KY”를 취득할 수 있

도록 생산자들을 지원함.

4) 업체와 산업 보장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

(The 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 Program: B&I)

□ 정책 개요

- B&I 융자 프로그램은 대출을 통해 업체들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은 제공됨. 개

인을 포함한 모든 법적 독립체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5만 명 이하의 인구

를 갖는 지방지역에 제한되며 2.5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갖는 지역에 우선권

이 주어짐.

- 미 농무성에서 민간 대출 기관들에 이들 업체에 대해 대출 담보를 통해 

업체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됨.

- 대출금은 폐업 방지나 고용 창출, 농업의 전환, 확장, 수리, 현대화 또는 

이외의 개선, 토지, 지역권, 통행권, 건물 또는 시설의 구매와 개발, 장비,

임차권 개선, 장비의 구입 등에 사용 가능

□ 적용 사례

- 메사추세스 주의 Athol에 위치한 Organic Renaissance, LLC는 현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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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배송, 취합, 유통을 지원하고, 이들을 레스토랑과 소매점에 이어

주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직접적인 관례를 유지함. 2010년에는 융

자 프로그램을 통해 GFA Federal Credit Union으로부터 45만 달러를 대출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100% 수력발전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지역 사회 농업과 로컬푸드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나. 시장 진입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

□ 정책 개요

○시장 진입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이란 미국 내 기업들과 협동조

합, 농업 무역 협회 등에서 미국산 농산물 및 상품이 해외 수출 시장(프랑스,

네덜란드 등)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

함.

○미국 정부의 MAP를 위한 자금은 2002년 Farm Bill이 개정된 이후 2001년 

125백만 달러에서 234.5백만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함. 미국의 시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은 60% 가량이 기술지원과 무역관련 서비스에 치중해 있음. 이

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02년 18.6%에서 2009

년 19.9%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무역액도 9.5억 달러에서 961억 달러(명

목가격)로 증가하였음.

○ 2010년 발표한 시장 진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9

년 정부와 업계가 시장 개발에 지출한 1 달러당 미국산 식품과 농산품 수출

은 평균 $35 증가했다고 발표함. 최근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12년 기준 

1,358억 달러로 이로 인해 백만 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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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적용 사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Vitamec USA,Inc.는 동물 부산물인 젤라틴을 이용

하는 대신 펙틴과 과일을 이용한 GummiKING 비타민을 개발하는 기업임.

이 업체는 미서부 농업 무역 협회37의 도움과 시장 진입 프로그램의 자금 지

원을 통해 과일 맛 젤리를 세계 40개국들에 수출해 연간 매출을 $5만 달러

에서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함.

○네바다 주에 위치한 Aloha Medicinal은 4천여 가지 이상의 특이 버섯 배양 

조직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약효 버섯 종들을 소유하고 있

음. 이 업체는 시장진입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비용의 50%를 환급 받아 유럽 

시장에 브랜드를 알렸으며, 이로 인해 가장 큰 고객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유

통업체를 확보함. 현재 이 기업은 월 200톤의 완제원료와 유기농 원료를 수

용 가능하고, 100여개 이상의 종자를 재배하여, 56개국 700여개 이상의 업

체들에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0년 이 기업의 버섯 총 수출량은 전년 

대비 최소 20% 증가함.

○미시건 주에 위치한 LiveSmart Bar은 채식, Non-GMO농산물, 글루텐프리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 바를 생산하고 홍보하는 기업으로 시장 진입 프로그

램의 지원과 식품 수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함. 시장 진입 프로그램을 통해 

풍부한 수출 지식을 갖고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고, 유통업자들을 포함한 업

계 주요 인물들과 만날 수 있었음.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얘기함.

37 Western United States Agriculture Tra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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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SDA Foods Processing Agreement

○ 195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학교 등과 상업 식품 가공업체들과의 계

약을 통해 업체들이 대량의(bulk) 기증받은 미 농무 부 식품을 손쉽게 섭취 

가능한 즉석 식품으로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줌.

○주정부의 식품 유통 대행사들과 식품가공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하는 것이 식품산업과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에 공감하여 서류절차와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National Processing

Agreement(NPA), State MAster Agreement, State Agreement, Recipient

Agency Agreement와 같이 유통 대행사와 가공업자, 학교와 가공업자 등 이

해당사자 간 협정을 맺음.

라. 농산물 직판장 홍보 프로그램(FMPP)

□ 정책 개요

- 농산물 직판장과 같은 판매자와 소비자 직통 유통경로를 장려하도록 설

계된 보조금 프로그램으로써 보조금 지급은 참여자들의 경쟁을 기반으

로 함.

- 보조금이 부여된 제안서는 각각 1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2011, 2012

년 회계 연도에 할당된 예산은 각각 약 1천만 달러였음. 신청 가능 대상은

농업 협동조합, 생산자 네트워크, 생산자 협회, 지역 정부, 비영리 업체, 공

익 기업, 경제 개발 기업, 지역적 농산물 직판장 위원회를 포함함.

□ 적용 사례

- The Oklahoma Food Cooperative는 지역 생산자들이 웹 마케팅과 주문 시

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을 신속히 배송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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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배송을 개선하고 컴퓨터 문서 관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07년에 66,200달러를 지원받음. 이 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 소유 조합

으로 200명 이상의 생산자 회원들이 육류, 채소, 우유 등 6천여 개 종류의 

상품들을 3천명의 조합 회원들에게 인터넷 및 48곳의 회원 운영 유통 경

로를 통해 판매되며, 이 조합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은 오클라호마

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마. 농업 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agency)

정책

1) 공동체 식량 프로젝트 경쟁 보조 프로그램

(Community Food Projects Competitive Grnat Program: CFP)

□ 정책 개요

- 저소득 공동체들의 식량 안보를 증가시키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두 

개 이상의 푸드시스템을 연계 개발, 기업적 프로젝트들의 개발 지원, 공동

체들의 장기간 계획을 장려함. 다목적 공동체 식량 프로젝트들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한 번의 연방 보조 투입을 필요로 하는 참여조건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1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보조금(1-3년간 지속)을 

부여함. 제출된 제안 내용 중 약 18퍼센트가 보조금을 받음.

□ 적용 사례

- Alburquerque에 위치한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는 지역 

내 공립 학교에 신선한 농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생산자, 조달 

에이전트, 기관 구매자,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일하는 New Mexico

Agri-Culture Network를 개발하도록 2009년 3년간 3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음. 저소득 공동체 멤버들이 농업 생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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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자들과 저소득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 각 지역에 필요한 식품의 충족을 통해 South Valley 지역의 경기 부

양화가 우선 사항임.

2) 지속 가능한 농업 연구와 교육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and Education: SARE)

□ 정책 개요

- 미국 농업 전체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인 개발과 특히 프로젝트 

결과의 확대보급을 강조하는 경쟁을 통해 부여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임.

농장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해충과 잡초 관리,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혼농

임업(임업을 겸한 농업), 마케팅과 이외의 주제들을 포함하는 연구들을 지

원하는 4곳의 지역 사무실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적용 사례

- 버몬트주의 생태지역인 the Central Connecticut River Valley에 위치한 

Greater Falls Food Hub은 새로운 유통 모델 연구와 평가, 부가 가치 구조

에 접근성 증가, 지역 생산 식품을 저소득 가정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위해 북동지역 SARE에서 1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받음. 이들의 

시설들은 건조, 냉장 및 냉동 보관 시설, 배양시설, 상업화 그리고 교육 활

동들을 진행할 수 있는 허가된 상업용 크기 식품 가공 부엌, 가공 식품들

의 도매/소매 유통, 공동체 워크숍, 공동체 기념행사, 문화 행사들을 진행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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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캐나다의 식품소재산업 관련 정책

가. 연방정부의 식품소재산업 관련 정책

○캐나다 정부는 Market Access Team을 만들어 캐나다의 농식품 기업, 농가,

가공업자 들이 기존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EU, 일본, 멕시코, 한국, 태국, 미

국 등과 신흥 시장인 중국, 인도 등의 시장에 캐나다산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주정부에서 지원한 자금과 정보서비스 등은 아래와 같음.

- Agri Competitiveness: 농업 분야 가치사슬38 확대를 위한 회의를 지원하

는데, 이는 빠르게 변하는 국내와 세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의 협업을 위한 포럼임. 또한 정부, 업계 그리고 규제 기관들이 참여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움.

- Agri-Food Trade Service: 시장 정보, 무역 상담 그리고 수출 지원 활동들

을 제공

- Agri Innovation Program: 혁신적인 농업, 농 품 그리고 농업을 토대로 한 

시장의 관습과 절차, 상품을 개발하고 지식의 전파 변형을 지원하는 단체

들에게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함. 또한 영리법인과 조합들에게 상업화 이

전의 시험, 상업화 그리고 혁신적인 농업 바탕 상품들, 기술들, 과정 그리

고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상환 가능한 자금을 제공.

- Agri-Marketing Program: 비영리 단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홍보, 시장 개

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함.

- Agri Processing Initiative: 기존의 농업가공 업체들에게 혁신적이고 새로

운 생산 기술의 도입을 위해 상환 가능한 자금을 지원

38 가치사슬(Value chain)이란 마이클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기업이 원

재료를 사서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함.(매일경제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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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Brand 회원제 운영: 무료로 여러 형태와 언어의 특수 그래픽, 전문 

캐나다 이미지, 그리고 시장 조사 보고서를 포함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함.

- Career Focus Program: 단체들에게 진로와 연관된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농업 인턴쉽 등 일자리 창출 위해 자금을 지원

- Churchill Port Utilisation Program: 처칠 항을 통해 바다로 나아가는 선박

들에게 자격 조건에 맞는 곡물들의 선적을 주선하거나 거래하는 법적 실

체들에게 자금을 제공

- Drought watch: 농업용수 공급과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

- Foo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s Industrial Program: 소규모 업체

의 식품 가공 및 실험을 돕고 식품 연구 분야의 혁신을 위해 농식품 업체

들이 정교한 장비들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환경을 제공

함.

- Geospatial Product: 농업과 관련 지도들, 특정 지역 관련 자료와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적 농업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

-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ercialization: 캐나다 농업과 농식

품부의 과학과 기술부서의 연구 개발을 지원.

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식품소재산업 관련 정책

○첨단 생산 투자 전략(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Strategy: AMIS)

- AMIS는 5년 동안 무이자의 상환 가능한 대출로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

를 지원하는 정책임.

-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07년 켈로그를 지원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공

장을 온타리오에 열도록 도움. 캐나다정부는 첨단 생산 투자 전략

(Advance Manufacturing Investment Strategy: AMIS)의 일부로 미니 위트 

씨리얼을 생산하는 켈로그에서 9,700만 캐나다달러 공장설비에 970만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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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달러를 지원. 켈로그는 2009년 약 130억 캐나다 달러의 매출을 기록.

○농경제 개발 프로그램 (Rural Economic Development: RED)

- 이태리 제과업체인 페레로 그룹은 온타리오주에 공장을 설비하고 온타리

오 농식품 및 농촌 진흥부의 농경제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로 채용과 연수 

전략을 위해 2006년 $17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받음. 또한 2007년에는 새

로운 가공법과 상품들을 소개할 최첨단 제과 최고 기관의 설비(5,500만 

캐나다달러)를 위해 550만 캐나다달러의 AMIS 대출을 받았으며, 2010년

에 920만 달러의 추가 대출을 지원받음. 세계 최대 헤이즐넛 구매자인 페

레로 그룹은 현재 북미의 페레로 그룹의 중추로써 틱택, 뉴텔라 그리고 페

레로로쉐를 생산하며, 캐나다정부는 페레로 그룹에 헤이즐넛을 공급하기 

위해, Guelph대학과 함께 온타리오 주에서 4,045ha의 헤이즐넛 생산 가능

성을 조사 중임.

- 2009년 온타리오주의 한 개별 동결 시설(Individual Quick Freeze-IQF)은 

최첨단 식품 가공 공장을 설비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약 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그 지역 농부들이 타 지역으로 농산물을 운송하지 않고 생산지

에서 재배된 과일과 채소들을 바로 냉동시키거나 동결 건조시킬 수 있도

록 도움.39

○온타리오 연구 기금(Ontario Research Fund)

- Guelph대학의 과학자들은 온타리오 연구 기금으로 “지능적” 식품 포장 기

술과 자연분해 가능한 포장 재질을 개발 및 시험하고 있음. 우유, 와인 등 

액체류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재질의 개발을 목적으로, 인간의 

모발보다 50~500배가는 나노섬유를 전기방사법을 이용해 유효 성분을 내

장할 수 있는 얇은 막을 개발함. 이 나노섬유는 산소나 박테리아와 접촉이 

있을 경우 색상이 변해, 상품의 유효기간 확인을 가능하게 함. 또한 

39 http://simcoereformer.ca/ArticleDisplay.aspx?e=2493278 (June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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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lph 대학 연구진은 옥수수와 대두의 부산물들을 이용해 자연분해가 

가능한 나노섬유를 찾기 위해 연구 중에 있음.

2.2.3. EU의 식품소재산업 관련 법안 및 프로젝트

가.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위한 식품파크 건설을 위한 EU의 자금 지원

○현지 생산자들을 위한 가공 및 소매 시설을 위해 John Gerald(Low Foulshaw

Farm)는 전통 건물들을 작업장이나 식품 파크로 개조하여 이용하기 위한 

EU 보조금 228.5천 유로를 2001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승인을 받음. 보조

금을 통해 건립된 ‘Plumgarth 식품 파크’는 지역의 20여 소규모 생산자들이 

상품들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됨. 작업장과 식품 파크의 개방과 

함께 Asda 현지 식품 법안의 일부로 Plumgarth는 Kendal에 있는 Asda 소매

점에 현지 조달 상품들을 제공함.

- 매우 성공적인 이 법안으로 인해 Asda는 영국 곳곳에 위치한 주요 지역 

공급 업체들과 함께 유사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Gerlad씨의 소시지는 영

국 곳곳의 Asda소매점들에서 판매되고 있음. (Asda, 2010; Bridge, 2008;

DEFRA release, 2009).

나. 과일과 채소 체제 법안(Fruit and Vegetable Regime)

○ 2003년 제정된 이 법안은 생산자들을 대형 소매업과 이외의 시장들에 접

근을 도우며, 생산자 조합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재정적 자금을 지원함. 이는 홍보, 품질 보장(벤치 마케

팅), 연구와 개발, 자본 투자와 같이 개선 필요한 품목에 50%까지 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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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식품과 농부 파트너쉽 발의

○이 법안은 생산자들이 식품 연쇄점들 및 최종 소비지 시장들과 연결을 지원

하기 위해 2003년 발의된 이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예를 들어, 이 

법안은 300명의 동부 앵글족 곡물 생산자들을 Whitworth’s(제분업)과 연계

시켜 Sainsbury’s에 밀가루를 공급해 이들의 매장 내 제과점에서 이용하도

록 함.

라. 생산자들의 식품 이름 보호(Protected food names)

○ 1993년 EU에 입법되어 지리학적 또는 전통적 조리법을 바탕으로 한 식품,

지역의 전통적 식품들을 포함하는 농식품의 이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보호를 받는 상품들은 세 가지 마크(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

(TSG)) 중 하나를 취득함. 이 마크를 취득한 상품들은 EU에서 모조품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품들을 유럽 전체에 홍보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지역 특산물과 같은 식품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킴.

마. BIOCOPAC 프로젝트

○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구와 자금이 지원되는 BIOCOPAC 프로젝트는 2011

년 12월 1일 시작되어 2년간 시행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자 건강

의 보호, 금속 캔 산업의 경쟁 성 증진, 보존식품 업계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의 가치화 등을 목적으로 함.

○BIOCOPAC은 유럽의 재생 가능한 농식품 자원을 이용하는 친환경적 사업

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산업용 토마토 부산

물로부터의 추출된 자연 광택제의 개발이 사업의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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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광택제의 물리화학적, 건강이나 위생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식품들

의 캔과 포장재로 사용이 적절한지 검토함. 이 프로젝트의 포장재 개발 사

업으로 금속 캔의 품질을 개선시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줌.

바. Heart of England Fine Foods(HEFF)

○ 1998년 설립 후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Herefordshire, Shropshire,

Staffordshire와 Midlands에 근거를 둔 생산자들, 특수 식품과 음료 상품들의 

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의 사업 증진, 혁신과 홍보 등을 위해 일함. HEFF는 라

벨, 무역 기준, 건강과 안전, 배송, 물자, 송장작성과 같은 기능성 부문의 교

육과 지원을 제공함.

- 공동 배송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생산자들로부터 생산된 상품들의 

주문, 배송, 송장을 하나로 만들어 소매와 푸드 서비스 수요자들을 만족시

킴. 이 서비스는 2009년 Institute of Grocery Distribution(IGD)에 의해 성

공적으로 평가받음.

- 또한, 독립 소매업들에게 매장 내 브랜드 냉동 시설을 무료로 제공함.

3. 식품소재·반가공 원료 수요기업(대기업) 사례

○본 연구진은 국내 식품소재 수요처인 주요 식품 대기업 조사를 통해 국내 

식품소재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방안을 모색하였음.

3.1. A사

○ 1948년 설립된 A사는 현재 제과·제빵을 판매하는 다양한 계열사를 통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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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와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현지의 해외법인 설립을 하며, 해외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사업 전반

○A사의 주요 소재는 과일 과채의 경우 냉동, 건조, 쨈, 당침(주로 국내 로컬 

업체)/ 축산의 경우 농축/밀의 경우 제분(미국, 캐나다 80% 차지)

- 사과, 딸기, 자두, 복숭아, 유자의 경우 단순가공을 거치고 국내산을 사용

- 수입산 사용 이유는 계절성이 없고, 낮은 단가 측면도 있으나, 국내 공급

의 불안정성, 물량 공급의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주 핵심원료(제분, 제당, 유제품 등)는 다른 대기업에서 주로 조달

○밀은 일부 우리밀(계약재배,해남)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공 후에도 글루텐 

함량의 부족으로 제과제품으로 출시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높음.

- 국산밀 이용 시 개당 2~3,000원 / 수입밀 이용 시 개당 1~1,500원

○고구마의 경우, 다이스(케익 장식등에 사용)는 국내산 이용, 페이스트(고구

마 케익이나 고구마 빵안에 사용)는 전량 수입산 이용

-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가공된 상태로 수입하는데 국내산은 가격이 

높고,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산 이용

- A사에서 필요한 전체 물량인 1년 기준 약 3,000톤이나 국내 조달에 어려움.

○밤의 경우 국내산의 높은 단가와 공급상의 문제로 안정적인 국내 조달이 어

렵기 때문에 수입산을 주로 이용

- 밤 역시 국내산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며 수입산과 비교해 국내산 가격이 

높음.

- 매년 총 700톤가량이 필요한데, 탈피까지 국산은 7,000원/kg, 수입산은 

4,000/kg. 즉, 연간 30억의 비용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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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국산과 수입산 밤 가격 비교

- 그러나 국산 밤의 맛과 품질이 더 뛰어나 국산대체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

으로 하고 있음.

○업체의 안전성(위생) 문제, 불안정한 식품소재 조달, 트렌드 뒤쳐짐, 소비자 

트렌드 반영의 어려움 등으로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음.

- A사가 직접 식품소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보다 각 협력업체에서 만들어

진 식품소재를 납품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는 식품소재 조달

이 가장 필요

- 따라서 원료(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조달을 가장 중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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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식품소재 산업에 대한 의견

○농촌진흥청이나 종자기술개발센터에서 소재 활용이 용이한 종자를 개발하

고, 원료 소재화 기술을 영세한 업체에 이전하는 사업 확대 필요성 제시

- 기술력 중에 국내 유가공 기술력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국내산을 이용하

고자 하여도, 품질의 문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력 향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주요 작물마다 각각의 쿼터를 

할당해 적정 수준의 생산량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제도 고민

의 필요성 제시

○업체의 HACCP 위생 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일 전에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

으며, HACCP 인증 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생상태가 안 좋은 

곳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 제기

3.2. B사

○순수 국내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1956년에 설립된 발효전문기업으로 B2B

와 B2C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통 장류부터, 조미료, 전분 및 전분당 제조회

사로서 옥수수를 가공한 일반 전분과 과당, 물엿등도 제조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바이오 기술력을 기르면서 건강사업분야로 확장

□ 사업 전반(소재 구입 및 가공 관련, 계열사 및 하청업체 관리)

○사탕수수는 전량 브라질, 미국에서 수입하여 군산공장(전분당, MSG,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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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제당 제품 유통 흐름도

에서 제조과정을 거쳐, 물량이 많은 기업은 직접 납품을 하고 상대적으로 물량

이 적은 업체는 본사의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각 계열사 및 다른 기업으로 납품

○원료 선정부터 수급관리, 구매 관리 모든 일을 본사 원료 구입팀에서 총괄

- 수급관리 및 판매의 경우 원료 수매 날짜부터 제품 생산기간, 제품 판매날

짜까지 모두 계산해서 진행

- 제품의 회전율을 사업부에서 관리

○업체의 안전성 문제, 불안정한 식품소재 조달, 트렌드 뒤쳐짐 등의 어려움으

로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

- 업체 계약 시 관리기준이 있어 관리기준에 미달될 경우 계약 파기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교육, 기술자원 자문역할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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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본사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 경영 관련 유기적 관계도

□ 국내 식품소재 산업에 대한 의견

○국내 식품소재 산업의 대다수 업체 규모는 영세한 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식품 위생 안정성 관리 기준을 맞춰 추적, 관리, 균일 관리를 실시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 제품 시설이나 개발 투자를 위한 자금과 정보 부족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품목별, 소재 유형별 특성화 및 클러스터를 통

해 규모화·집단화를 모색하거나, 주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업체의 위생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국내 소재 박람회의 경우 단기적으로 큰 실적은 없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실

시된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소재 박람회의 경우

에도 구심점이 보이지 않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



126

○식품산업협회가 제조업체의 대기업 공장 견학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영

세한 업체들이 대기업의 경영 방법이나 제조 공정을 배우며 상생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식품소재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

업과 대기업의 상생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되는 방안이라는 의견

3.3. C사

○ 1924년 폴리에스테르 사업을 위해 처음 설립된 이후, 1955년 울산 제당 공

장 설립 이후 식품산업을 시작한 C사는 현재 식품은 물론 화확, 산업자재용,

섬유, 이온수지, 정보전자 소재등 다양한 소재 산업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사업 전반

○주요 식품 사업으로는 설탕, 밀가루, 식용류, 프리믹스, 마가린&쇼티닝, 올

리브유, 포도씨유, 베이커리 소재, 고감미도 감미료 등이 있음.

- 제과재료: 유제품. 팽창제, 유화제, 견과류, 앙금류, 통조림, 분말류

- 양식재료: 가공토마토류, 샐러드, 소스 등

- 중식재료: 전분류, 조미류, 면류, 곡류가공품, 절임류, 냉동식품

○제분사업은 첨단 설비와 제분기술과 품질 및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밀가루와 

프리믹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등에서 수입

○C사의 유지 사업은 축적된 자체 유지 제조 기술로 대두유와 팜유를 생산

- 대두유는 아르헨티나, 팜유는 말레이시아에서 원료 전량 수입

- 유지와 제분의 원료는 국산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

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127

그림 4-16. 유지류 수매·가공·유통 전체 흐름도

□ 국내 식품소재 산업에 대한 의견

○해당 소재에 대한 수요량이 많지 않을 지라도, 제품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부제품(효소 등)의 경우 국내 소재업체에서 구매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는 지적

- 이러한 소재는 국산원료의 이용이 가능하며,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의 기술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식품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 관리 직원의 

상대적으로 빠른 교체율은 인력 부족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업체들의 행정

적 시간 낭비 및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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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D사의 수매·가공·유통 전반적 흐름도

3.4. D사

○D사는 1953년 설탕 제조 사업을 시작으로 밀가루와 식용유 등 소재 식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완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외 소재업체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소재를 납품받고 있음.

□ 국내 식품소재 산업에 대한 의견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은 프리미엄과 건강이라는 컨셉을 동반한다면 승

산이 있을 것이며 실제 D사 역시 국산 원료로 만든 소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반응이 좋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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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는 전국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계약재배를 통

해 소재화에 적합하거나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을 구매 이용하고 

있음. 이러한 구매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간 연계 역할을 하고있으

며 업체측에서는 만족하고 있음.

- 농산물 생산자와 대기업의 연계 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D사의 경우 부재료 및 부품은 해외와 국내업체 모두에게 납품 받고 있는데 

특별히 해외 업체를 선호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을 갖고 제품의 질과 본사

에 필요한 소재인지 여부, 적정성, 경쟁력, 시장성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 상대적 경쟁력/비경쟁력에 대한 큰 차이는 느끼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국내의 기술 및 원료의 경쟁력을 차지하고, 국내 식품소재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재업체의 발전이 그동안 미미하였다고 사

료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식품 소재 시장이 발전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의견

- 현재 전세계 소재 시장의 90%이상을 한 두 업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독·과

점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식품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소

재를 대부분 취급하는 수준

- 수요가 있고 공급력이 뒷받침되는 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내의 기술과 

원료를 이용한 소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부

분에서 다소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단, 과점시장이라는 구조상 가격적인 측면에서 틈새시장을 노릴 수는 있을 

것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의 한계는 단기간에 완화되

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임.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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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견. 대

기업에서는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영세업체의 

경우 요구 수준을 Follow-up 하는 데 상당한 비용적·운영적 측면의 어려움

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 따라서 관리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에게 사전적 지원 방안은 물론 

기준 미달 업체의 사후적인 관리(자금 및 교육 지원)를 통해 성장을 도와

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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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실태 및 저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음. 전문가는 심층면접 방법을 이용하였

으며, 식품가공업체는 총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적으로 148개를 분석에 이용하였음.

1.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실태

1.1. 응답 업체 특성

○총 148개 업체 중 일반 회사 법인이 39.1%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체 23%,

농업회사법인 16.9% 순으로 나타났음. 조사 업체의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1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42.6%로 가장 높았고, 40명 이상이 21.6%에 불

과하여, 식품가공업체의 영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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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개인사업체 23.0

영농조합법인 10.8

농업회사법인 16.9

일반회사법인 39.1

농협(지역농협 포함) 6.8

기타 3.5

계 100.0

표 5-1. 업체 형태

단위 :%

구분 응답률

총 매출액

국내 출하액

5천만 원 미만 35.7

5천만∼3억 원 미만 14.7

3∼10억 원 미만 15.3

10∼50억 원 미만 17.5

50억 원 이상 16.8

소계 100.0

수출액

1천만 원 미만 67.8

1천만∼5천만 원 미만 7.6

5천만∼10억 원 미만 15.3

10억 원 이상 9.3

소계 100.0

근로자 수
(경영자 포함)

10명 미만 42.6

10∼20명 미만 18.2

20∼30명 미만 14.2

30∼40명 미만 3.4

40명 이상 21.6

소계 100.0

○총 매출액 중 국내 출하액을 살펴보면, 국내 출하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

가 35.7%로 가장 많고, 수출액의 경우 1천만 원 미만인 업체가 67.8%로 많음.

표 5-2. 조사 업체의 매출액 및 근로자 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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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중

인건비 27.4

원재료비(부재료/보조재료/포장비 포함) 61.2

가공비 7.3

기타비 4.1

계 100.0

표 5-3. 전체 영업비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응답률

10톤 미만 39.2

10∼100톤 미만 25.0

100∼1000톤 미만 22.3

1000톤 이상 13.5

계 100.0

표 5-4. 가공원료의 연간 생산량

단위: %

○조사 업체의 전체 영업비 중 원재료비(부재료/보조재료/포장비 포함)가 

61.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인건비 27.4%, 가공비 7.3%, 기타비 4.1%순으

로 나타나, 경영상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식품 가공 원료의 연간 생산량은 10톤 미만이 39.2%, 10~100톤 미만이 

25%, 100~1,000톤 미만이 22.3%, 1,000톤 이상 13.5%로 나타나, 전체 조사 

업체 중 60% 이상이 100톤 미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조사된 업체 중 식품 가공 공정 유형은 숙성(발효)가 35.9%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농축이 21.2%, 동결건조가 13.5% 순으로 나타남. 기타 공정으로 열

처리, 로스팅, 반죽, 덖음, 응고, 팽화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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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합착 1.9

추출 5.6

농축 21.2

페이스트 5.2

반건조 4.4

동결건조 13.5

숙성(발효) 35.9

기타 12.3

계 100.0

표 5-5. 식품 가공 공정 유형

단위: %

그림 5-1. 식품 가공 공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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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원물 조달 31.7

가공 조달 68.3

표 5-6. 국내산 원료 사용 시 조달된 원료 가공 수준
단위: %

구분 응답률

숙성(발효) 19.4

페이스트 5.0

농축 21.8

동결건조 12.6

반건조 4.3

냉동 10.0

합착(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묶어 가공) 7.6

플레이크(작은 조각으로 나눈 얇은 조각) 7.6

탈착(원물에 흡착된 물질 제거하는 가공) 10.0

기타 1.7

계 100

주: 복수 응답

표 5-7. 국내산 원료 사용 시 조달된 원료 가공 유형

단위: %

1.2. 원료 조달 현황

○조사 업체 중 국내산 원료 사용 시 조달된 원료의 가공수준을 살펴보면, 원

물 자체로 조달 받는 경우가 31.7%, 가공 후에 조달 받는 경우가 68.3%로 

나타나, 원료보다는 1차 이상의 가공 과정을 거친 원료를 조달 받는 경우가 

많았음.

○가공 유형별 조달 현황은 농축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숙성(발표)

이 19.4%, 동결건조 12.6% 순이었음. 기타 가공수준으로 퍼핑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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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부산물 처리 비용 문제 8.1

시설 설비 문제 22.5

생산 인력 부족 20.5

가공된 원료와 원물 가격 차이 적음 22.8

기술력 부족 6.0

기타 20.1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8. 반가공 된 국내산 원료 사용 시 이유

단위: %

○원물이 아닌 반가공 된 원료를 조달하는 이유로는 ‘가공된 원료와 원물 가격 

차이가 적기 때문’과 ‘시설 설비 문제’가 각각 22.8%, 22.5%로 나타났으며,

‘생산 인력 부족’의 이유도 20.5%로 나타났음.

○기타 이유로 국내산을 선호해서, 생산이 편해서, 고객이 원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원료의 특성 때문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등이 있음.

○조사 업체들이 사용하는 원료 중 국내산 원료 조달처는 산지 직구매가 

39.2%로 가장 많았고, 중간도매/벤더업체 22.9%, 직접 생산 17.8% 차지함.

○국내산 원료를 사용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중 ‘값비싼 국내산 원료 부담’

이 33.6%를 차지하였고,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어려움’ 16.2%, ‘판로 확

보의 어려움’ 13.2%,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13.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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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기계 가동 등 높은 운영비용 8.8

값비싼 국내산 원료의 부담 33.6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어려움 16.2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13.0

노동력 부족 10.7

연구개발 부족 2.4

판로 확보의 어려움 13.2

전문 인력 부족 1.4

부산물 처리 0.7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9. 국내산 원료 사용 시 애로사항

단위: %

그림 5-2. 국내산 원료 조달처 비중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 중 그 이유로는 ‘원료의 높은 가격’이 

36.3%로 가장 많았고, ‘불안정한 물량 공급’ 26.5%를 차지함. 기타 이유로 

수입업체와의 협약이 있어서, 수출제품에만 수입 제품 사용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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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원료의 높은 가격 36.3

불안정한 가격의 변동성 7.6

가공공정을 줄이기 위해 1.7

불안정한 물량 공급 26.5

원물의 낮은 품질 5.9

판매가 잘 되지 않음 5.6

국내산과 수입산 원료의 품질 차이 없음 10.8

기타 5.6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10. 국내산 원료 미사용 이유

단위: %

구분 응답률

원물 조달 22.6

가공 조달 77.4

표 5-11. 수입산 원료 사용 시 조달된 원료 가공 수준

단위: %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물을 사용하는 비율을 22.6%, 1차 이상 가공

된 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은 77.4%로 나타나, 국내산보다 가공 원료의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입산 원료를 조달 할 경우 농축된 원료가 18.7%로 가장 많았으며, 동결건

조와 합착이 16.2%로 나타났음. 냉동은 14.0%나타나, 국내산보다 냉동가공

의 원료 조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39

구분 응답률

부산물 처리 비용 문제 12.4

시설 설비 문제 25.5

생산 인력 부족 7.4

가공된 원료와 원물자체의 가격 차이 적음 30.5

기술력 부족 9.2

기타 15.0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13. 반가공 된 수입산 원료 사용 시 이유

단위: %

구분 응답률

숙성(발효) 7.9

페이스트 7.9

농축 18.7

동결건조 16.2

반건조 2.8

냉동 14.0

소스 2.8

합착(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묶어 가공) 16.2

플레이크(작은 조각으로 나눈 얇은 조각) 7.9

탈착(원물에 흡착된 물질 제거하는 가공) 2.8

기타 2.8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12. 수입산 원료 사용 시 조달된 원료 가공 유형

단위: %

○반가공 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이유로는 ‘가공된 원료와 원물 자

체의 가격 차이가 적기 때문’이 30.5%, ‘시설 설비 문제’가 25.5%를 차지함.

기타 이유로 보관이 편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제품의 특

성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되어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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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중간/도매상 24.9

대형유통업체 20.6

중소 유통점 9.8

일반음식점 3.3

식품제조업체 13.3

기타 28.1

계 100.0

표 5-15. 직접 판매의 판매경로별 판매비중

단위: %

직접 판매
(소비자)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 생산
(OEM/ODM/PB)

계

40.4 24.0 35.6 100.0

표 5-14. 판매방식별 판매 비중

단위: %

1.3. 판매 현황

○조사된 업체의 반가공 제품의 판매방식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직접 판매

가 40.4%로 가장 많고, 주문자 생산 35.6%, 위탁 판매 24.0%를 차지함.

○판매방식별 판매 비중 중 직접 판매를 할 경우 판매 경로처를 보면, 중간/도

매상 24.9%, 대형유통업체 20.6%, 식품제조업체 13.3% 순으로 나타남.

○반가공 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경쟁사와의 가격경쟁이 31.6%로 

가장 많았고, 한정된 판로와 홍보 부족이 각각 28.0%, 19.7%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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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없음 계

66.2 33.8 100.0

표 5-17.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경험 여부

단위: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0.0 3.1 64.2 29.6 3.1 100.0

표 5-18. R&D 투자 시 만족도

단위: %

구분 응답률

경쟁사와의 가격경쟁 31.6

한정된 판로 28.0

판․구매자 간 거래조건 협상 6.4

과다한 유통비용 12.2

인증의 유무 0.9

홍보 부족 19.7

기타 1.2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16. 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단위: %

1.4. R&D 현황

○조사 업체들 중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66.2%로 경

험이 없는 업체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품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업체 66.2% 중 

R&D 투자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만족+매우만족)가 32.7%, 보통 64.2%, 불

만족(매우불만족+불만족) 3.1%로 나타남.



142

구분 응답률

판매처의 주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 23.3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 43.2

기능성 식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 21.3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 10.0

기타 2.2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19. R&D 투자 만족 시 이유

단위: %

구분 응답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있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 56.7

상품 실용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 33.3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협업이 힘들기 때문 10.0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20. R&D 투자 불만족 시 이유

단위: %

○R&D 투자 결과에 만족하는 업체들 중 그 이유로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 43.2%로 가장 많았고, 판매처의 주문에 맞는 

상품을 개발 할 수 있기 때문 23.3%, 기능성 식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 

21.3%로 나타남.

○R&D 투자 결과에 불만족하는 업체들 중 그 이유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있

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 56.7%로 가장 많았고, 상품 실용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 33.3%,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협업이 힘들기 때문 10.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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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긍정 계

2.7 5.4 48.6 34.5 8.8 100.0

표 5-22. 정부 주도적인 R&D 기본적 틀 추진에 관한 의견

단위: %

구분 응답률

기업의 비용적 여력이 없기 때문 47.6

상품 실용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 28.4

기업과 연구기관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 5.3

소비자의 소비 트랜드가 급변하기 때문 4.2

연구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 11.7

기타 2.8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21. 연구개발(R&D)에 투자하지 않을 시 이유

단위: %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 중 그 이유로는 ‘기업의 비용

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 47.6%로 가장 많았고, ‘상품 실용화 부분에 있어 한

계가 있기 때문’이 28.4%, ‘연구개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 11.7%로 나

타남.

○정부가 주도적으로 R&D의 기본적인 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긍

정적(긍정+매우긍정)이라는 답변이 43.3%, 부정적(부정+매우부정)이라는 

답변이 8.2%로 나타남.

○정부 주도적 R&D 추진에 긍정적인 업체들 중 그 이유로는 ‘기술개발 비용

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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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기술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 15.2

기술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 47.4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 23.3

정부 주도하에 제공된 정보는 신용도가 높기 때문 14.1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23. 정부 주도적 R&D 추진에 긍정적인 이유

단위: %

구분 응답률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8.6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 22.6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 17.1

기술을 실용화시키기 어렵기 때문 20.2

정부 주도하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용도가 낮기 때문 28.8

기타 2.7

계 100.0

표 5-24. 정부 주도적 R&D 추진에 부정적인 이유

단위: %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 23.3%, ‘기술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15.2%, ‘정부 주도하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 14.1%로 

나타남.

○정부 주도적 R&D 추진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정부 주도하에 제공된 정부에 

대한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 28.8%로 가장 많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 22.6%, ‘기술을 실용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 20.2%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이유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서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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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R&D를 품목별로 설계화한 정보공유 27.6

지역별 식품기업의 연합을 통한 정보공유 15.5

품목별 식품기업의 연합을 통한 정보공유 23.0

식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R&D 연계 방안 구축 31.1

기타 2.8

계 100.0

표 5-25. 향후 R&D 효과 증대 방안

단위: %

있음 없음 계

21.6 78.4 100.0

표 5-26.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 이용 경험

단위: %

○향후 R&D 효과 증대 방안으로는 ‘식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R&D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 구축’이 31.1%를 차지하였고, ‘R&D를 품목별로 설계화한 

정보 공유’가 27.6%, ‘품목별 식품 기업의 연합을 통한 정보 공유’가 23.0%

순으로 나타남.

○조사 업체 중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21.6%, 이용 경험이 없는 업체는 78.4%로 나타나,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지 못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경우, 이용 효과로 도움

이 되었다(도움됨+매우도움됨)는 응답이 46.9%, 도움이 되지 않았다(매우도

움안됨+도움안됨)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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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도움됨 계

0.0 6.2 46.9 43.8 3.1 100.0

표 5-27. 특허정보시스템 이용 효과

단위: %

구분 응답률

품목별 특허유형이 다양성에 도움 됨 21.7

특허개발 내용이 상세하여 기술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음 50.6

특허개발 내용이 상세하여 기술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음 21.7

출원자를 통해 제품개발에 도움 받을 수 있음 3.0

기타 3.0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28. 특허정보시스템이 도움 된 이유

단위: %

○특허정보시스템 이용 시 도움 된 이유로는 ‘특허개발 내용이 상세하여 기술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이 50.6%를 차지하였고, ‘품목별 특허유형이 다

양하기 때문’과 ‘특허개발 내용이 상세하여 기술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

음’이 각각 21.7%로 나타남. 기타 이유로 특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 있음.

○만약 특허정보시스템이 도움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로는 ‘실용화시킬 

수 없는 내용을 내포하였기 때문’과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시행할만한 시

설이 미비하기 때문’이 각각 35.0%를 차지하였고, ‘원하는 정보가 없기 때

문’이 15.0%로 나타남. 기타 이유로 소비자가 특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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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실용화시킬 수 없는 내용을 내포하였기 때문 35.0

원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 15.0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시행할만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 35.0

기타 15.0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29. 특허정보시스템이 도움 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응답률

특허정보시스템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 32.1

R&D 기술을 개발할 기업의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 12.0

R&D 기술을 개발할 기업의 비용적 여력이 없기 때문 17.8

R&D 기술을 개발할 기업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 11.3

정보만을 이용해서 실용화를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24.3

기타 2.5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30. 특허정보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단위: %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해보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특허정보시스

템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 32.1%, ‘정보만을 이용해서 실용화를 시키기에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24.3%, ‘R&D를 개발할 기업의 비용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 17.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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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1.5.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의 육성 및 사업화 방안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시장 형성의 한계’가 29.0%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고, ‘유통업체와의 연결’이 17.9%, ‘정부의 낮은 지원’ 16.3%,

‘인력고용’이 12.0%순으로 나타남.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을 살펴보면, ‘수

요 발굴 및 판로 개척’ 27.2%, ‘생산설비 개선’ 23.6%, ‘식품소재 산업 관련 

제도 정비’가 19.0%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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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식품소재 산업 관련 제도의 정비 19.0

생산설비 개선 23.6

전문/후계/생산 인력의 육성 13.0

R&D 활성화 11.2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 27.2

품목별 식품연합회 형성 2.9

지역별 식품연합회 형성 1.9

기타 1.2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31.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단위: %

구분 응답률

위생 규제의 엄격성 31.8

부산물 처리규제에 대한 높은 비용 13.9

첨가물 사용제한 기준의 엄격성 17.2

시설수준에 따른 정보 지원 규제의 엄격성 35.6

기타 1.5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32. 식품소재 산업 관련 제도 정비를 선택한 이유

단위: %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식품소재 산업 관련 제도의 정비를 선택한 

이유로는 ‘시설 수준에 따른 정보 지원 규제의 엄격성’이 35.6%로 가장 많

고, ‘위생 규제의 엄격성’과 ‘첨가물 사용제한 기준의 엄격성’이 각각 31.8%,

17.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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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낙후된 시설로 인한 생산 작업 능률 저하 37.0

기술개발 후 출시되는 새로운 식품의 생산적 문제 23.4

생산 인력 부족 22.8

원료변경 시 발생되는 생산설비의 교체문제 16.8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33. 생산설비 개선을 선택한 이유

단위: %

구분 응답률

생산 인력 부족 25.5

전문화된 기술 인력 부족 39.9

전문 인력 육성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 20.2

지역별 인력의 불균등 문제 때문 11.0

기타 3.4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34. 전문/후계/생산 인력 육성을 선택한 이유

단위: %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생산설비 개선을 선택한 이유로는 ‘낙후된 

시설로 인한 생산 작업 능률 저하’가 37%를 차지하였고, ‘기술개발 후 출시

되는 새로운 식품의 생산적 문제’와 ‘생산 인력 부족’이 각각 23.4%, 22.8%

로 나타남.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전문/후계/생산 인력 육성을 선택한 이유로

는 ‘전문화된 기술 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고, ‘생산 인력 부족’이 

25.5%, ‘전문 인력 육성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 20.2%, ‘지역별 인력

의 불균등 문제’가 11.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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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시간 부족 10.2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비용 부족 58.7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시설 미비 13.6

기술을 실용화시키기 어렵기 때문 15.2

기타 2.3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35. R&D 활성화를 선택한 이유

단위: %

구분 응답률

기업 중심의 판매구조 34.7

제한적인 품목별 판로 구조 26.1

제한적인 지역별 판로 구조 13.3

제한적인 생산품별 판로 구조 25.9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36.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선택한 이유

단위: %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R&D 활성화를 선택한 이유로는 ‘해당정보

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비용 부족’이 58.7%, ‘기술을 실용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 15.2%,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R&D를 할 수 있는 시설 미비’

가 13.6% 순으로 나타남.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선택한 이유로는 

‘기업 중심의 판매 구조’가 34.7%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인 품목별 판로 구

조’와 ‘제한적인 생산품별 판로 구조’가 각각 26.1%, 25.9%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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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률

품목별 식품산업의 정보공유가 용이하기 때문 55.2

품목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 40.5

동종 업계 간 R&D가 용이하기 때문 4.3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표 5-37. 품목별 식품 소재 연합회를 선택한 이유

단위: %

구분 응답률

지역별 특산품목의 집중화된 기술개발이 가능하기 때문 35.0

가까운 거리를 이점으로 하여 정보공유가 용이하기 때문 35.3

지역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 11.7

홍보에 있어 지역별 식품의 홍보가 용이하기 때문 18.0

계 100.0

주: 1순위와 2순위에 상대적인 가중치 적용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품목별 식품 소재 연합회를 선택한 이유로

는 ‘품목별 식품산업의 정보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품목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40.5%으로 나

타남.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역별 식품 소재 연합회를 선택한 이유로

는 ‘지역별 특산품목의 집중화된 기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과 ‘가까운 거

리를 이점으로 하여 정보 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이 각각 35.0%, 35.3%를 차

지하였음.

표 5-38. 지역별 식품 소재 연합회를 선택한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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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 도매가격 비교

주: 마늘은 식품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냉동마늘 기준이며, 쇠고기는 한우 2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농업전망 2013, KREI.

2.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육성의 문제점

2.1. 국내산 식품 소재 원료

2.1.1. 비싼 국내산 식품소재 원료 가격

○식품가공업체 조사결과, 국내산 원료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국내산 

원료의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의 도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내

산 농산물 가격이 수입산 보다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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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국내산 감귤 농축액과 수입산과의 가격 비교

○건고추와 마늘 가격은 국내산이 수입산 보다 약 2배 높았으며, 쇠고기와 당

근도 국내산 가격이 높았음. 반면, 양파의 경우 관세(135%)가 높고 가공된 

양파제품도 없어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높았음.

○감귤 주스의 원료 소재인 농축액의 경우 국내산의 총원가는 924원이나, 수

입산은 800원으로 13% 저렴함.

○따라서 국내산 식품소재 원료의 가격 경쟁력이 수입산 보다 낮아, 국내산 소

재 원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함.

2.1.2. 국내산 식품소재 원료 공급의 불안정성

○국내산 식품소재 원료 이용 시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국내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지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재배 방식이 바람직하나, 농가 정보 미흡 및 농가의 비협조, 일시

적 자금 소요에 따른 자금 부족, 계약 단가 결정의 어려움 등 때문에 계약재

배가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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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지 작물의 경우 자연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생산량 변동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 국내산 식품 소재 원료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함.

○또한 가공용 원료는 주로 낙과나 상품성이 적은 원료를 이용하나, 재배기술

이 발전하여 가공용 원료 수매에 어려움이 발생됨.

○이로 인해 식품가공업체는 국내산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입산 

원료로 대체되고 있음.

2.1.3. 국내산 식품소재 원료 가공 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 비용 문제

○식품가공업체 조사결과, 원물로 조달 받은 경우가 31.7%, 1차 가공된 원료

가 68.3%로 나타나 원물보다는 1차 가공된 원료의 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원물을 조달 받을 경우 부산물 처리 비용으로 원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임.

보통 부산물 처리 비용은 원가의 30%정도이어서 1차 가공된 원료를 사용함.

딸기의 경우 원물자체는 톤당 120만원이나, 10mm 크기로 절단한 원료는 

140만원임. 그러나 부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하여 1차 가공된 원료를 사용함.

2.2. R&D

2.2.1. 민간 R&D 투자 미흡

○조사 업체들 중 R&D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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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식품부 1,687 22.50 1,852 23.07 1,930 22.87 2,055 23.00

농진청 5,028 67.05 5,333 66.42 5,600 66.37 5,921 66.27

산림청 784 10.45 844 10.51 909 10.76 958 10.72

계 7,499 100.00 8,029 100.00 8,439 100.00 8,934 10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1부.

표 5-39.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예산

단위: 억원, %

나타남. 이는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판매처의 주문에 맞는 상품을 개

발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응답 업체의 56.7%가 지속적인 R&D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 부

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R&D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

문에 영세한 식품가공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2013년 기준, 농식품 분야 R&D 예산은 총 8,439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5%로 산업통상자원부 36.6%, 미래창조과학부 43.2%보다 저조한 실정

임40.

○또한 2012년 기준, 민간투자를 포함한 국내 총 R&D 투자(55조 4,501억원)

중 농림식품분야는 1조 2,524억원으로 2.3%에 불과함. 민간부문(기업체)의 

R&D 지출액은 4,249억원으로 공공연구기관 5,408억원에 비해 낮은 실정

임41.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41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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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는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생산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식품기업에

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2.2. 제품 실용화 미흡

○조사된 업체 중 R&D의 가장 큰 문제는 제품 실용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 2011~2013년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를 보면, 총 4,174건 중 사업화는 89건으

로 전체의 2%에 불과하나, 논문 및 학술대회 참가는 총 1,689건으로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식품소재 산업화의 기반으로서는 의미

가 있으나, 학술적 성과가 대부분이어서 제품 실용화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임.

○또한 R&D를 수행할 때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연구개발이 이루

어져 제품 실용화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연구개발 설계 단계부

터 시장 수요변화를 가장 잘 아는 대기업 및 유통업체 관련 전문가까지 포함

시키는 방안도 필요함.

2.2.3. R&D 정보에 대한 홍보 필요

○현재 식품관련 R&D 정보는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FRIS)와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 실용화재

단 등 R&D관련 기관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R&D 정보를 제공하

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이용하는 식품가공업체에서는 R&D 정보 제공에 대

해 모르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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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업체의 경우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비중이 

78.4%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특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체들 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46.9%로 ‘도움이 안됨’의 6.2%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업별로 연구에 따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개별 사업단이나 업체들

이 적절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기능성 식품의 경우 과

학적 입증과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정부 및 민간 R&D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하며, 홍보 강화를 통해 수요자 니즈에 맞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함.

2.2.4. 가공 적성에 맞는 종자 개발 필요

○보통 가공용 원료는 낙과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원료가 대부분이었음. 그러

나 가공용은 식용과 다르게 가공 적성에 맞는 종자를 통해 공급되어야 함.

○국산 무화과의 경우 수분이 많아 가공 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분이 

적은 서아시아 무화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고구마의 경우도 가공 시 갈변이 

쉽게 발생되기 때문에 가공 적성에 맞는 종자 개발이 필요함.

2.2.5.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R&D 필요

○현재 식품소재 R&D는 원료 품목별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이나 원료 농산물별 식품소재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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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품목별, 농산물별 R&D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나, 공

정별 R&D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과거에는 주스 농축액을 만들어서 

희석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원재료 상태로 주스를 만드는 것으로 변

화하고 있음.

- 반가공 슬라이스 양파에 대한 외식업체의 수요가 많으나, 적합한 소재 및 

반가공으로 상용화 시키지 못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함.

○따라서 식품소재 유형별(페이스트(퓨레), 농축액(과즙), 반건조(슬라이스 건

조), 동결건조(분말), 합착, 플레이크, 탈착, 발효(숙성)) R&D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함.

○또한 같은 식품 원료라도 품종 및 지역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와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세분화된 연구개발이 필요함.

2.3. 인프라 및 정책

2.3.1. 식품소재 가공 시설 부족

○식품가공업체들의 영세성으로 가공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전국의 APC가 

2013년도 기준으로 385개, RPC는 234개이나 지역 농협이 이용하고 있으나,

수확기 이후에는 가동률이 떨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는 107,360개42이나, 가공 시설은 약 1천여개로 추

정되어 식품소재 가공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42 2012년 기준이며, 알콜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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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개 시군마다 공동 가공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수확기 

이후에 산지 APC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3.2. 생산/가공/소비와 관련된 전문 인력 부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소비지 시장

을 파악하고 식품소재를 생산 가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전문화된 인

력을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식품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2.3.3.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연계 강화 필요

○식품소재 업체 특성상 대부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함께 투입되는 매칭이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함.

2.3.4. 식품원료 정보 부족

○식품소재는 기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원료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수적

임. 그러나 현재 식품원료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161

식품공전이 있으나, 식품원료에 대한 효능과 효과가 없음.

○식품가공업체에서는 식품 원료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기준으로 소재화를 시

켜야 하나, 식품 원료 정보 부재로 소재화에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식품 소재화를 위해 식품원료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3.5. 식품소재 시장 동향 및 전망 정보 부족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식품소재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품목별 트

렌드와 가공 과정의 트렌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식품소재 업체들

은 대기업의 주문에만 의존하고 있음.

○대기업은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비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여 선도적으로 반

응을 하나, 중소식품소재 업체들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반응하기가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식품소재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정보에 대한 규칙적인 정보를 제공

하여 중소 식품소재 업체들이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함.

2.3.6. 식품소재산업 정보 공유 미흡

○현재 식품공업협회와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소재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고 받고 있으나, 너무 광범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없는 

실정임.



162

○또한 식품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어서 각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식품가공업체들 간의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및 품목

별 식품연합회를 결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모든 품목을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공 수준이 높은 일정 

품목에서부터 시행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역별 주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식품협회 결성이 

중요함.

2.4. 농식품 부산물의 식품소재화를 위한 제도와 설비 미흡

○농식품 부산물이란 곡류의 도정과정이나 농식품 가공품 생산과정에서 나오

는 쌀겨, 왕겨, 전분박, 과일박, 두부박, 버섯배지, 과자박, 제빵박 등을 말하

는데 통상적으로 사료나 비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농산품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경우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10~2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약 600만 톤의 부산물 발생량 중 절반을 사료로 이용할 경우 170

만 톤의 배합사료로 대체효과가 있고,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약 749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43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나 비료는 많으나, 식품소재로 이용하는 경우

는 거의 없음. 이는 농식품 부산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적고, 관련 법 적용이 

애매하기 때문임.

43 한국농어민신문(2014.09). 축산 정책·유통 2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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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부산물을 식품소재로 활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

해 관리되어짐. 그러나 폐기물관리 기본원칙44과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45에서 자원의 재활용과 부산물의 비료제조, 사료제조와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식품 원료에 대한 내용은 없음.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에서도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46,

식품원료 판단기준47으로 식품 원료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농

식품 부산물에 대한 식품원료로써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생산,

상용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미강의 경우 기름기가 많아 부패가 쉽기 때문에 도정 후 7시간 

이내에 볶거나 냉장보관 해야 함. 그러나 각 지역에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하여 식품소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연간 미강이 약 40만 톤 발생되나, 가공시설 부족으로 폐기

처리 되고, 90%이상 수입해오는 실정임.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소재를 만들어도 소비자 인식 변화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44 폐기물관리법 제1장 제3조의2

45 폐기물관리법 제2장 제13조의2

4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47 식품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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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능성 식품 소재 개별인정제도 완화 필요

○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기능성원료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 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

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음.

○고시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이며, 개별

인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함.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음.

○그러나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능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어려우며, 기준 규격 설정이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개별 인정형 원료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자료, 기능성 자료, 기능성 

원료․성분의 섭취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근거,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확인자료 등 입증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

잡함.

○또한 원료에서 기능성 성분을 추출하여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 받기까지 

동물실험, 임상실험 등을 통해 유용성을 평가해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가 많이 발생됨. 건강기능성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성 평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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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정형 원료 기준 규격 설정도 모든 원료가 공정서 시험방법에 적용되

지 않아, 기능성 원료 특성상 전처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 전처리 방법

을 대체할 방법이 필요함(한국기능식품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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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사업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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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료 공급

1.1. 원가 절감 및 공급 안정 노력

○식품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값비싼 원료 부담과 안정적인 공급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내산 농

산물로 식품소재를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국내산 식품소재 원료의 가격 경쟁력이 수입산 보다 낮아, 국내산 소재 원료

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생산

비를 낮출 수 있는 산지 기계화, 품종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

○가공적성 개발을 위한 품종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쌀의 전작으로 재배되

는 논콩의 경우 습해 피해가 커 가공 단계에서 부패되거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품소재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위해 일본의 ‘대두

300A’는 습해를 낮추기 위한 신파종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다수확 품종을 개발하여 동일한 생산비로 단위당 수확량을 늘려야 

함. 식품소재 원료는 크기, 모양, 색보다는 당도나 무게가 더 중요하기 때문

에 파종 단계부터 가공을 위한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식품소재 산지박람회를 통해 식품소재업체와 농가가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야 함. 최근 aT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재료 산지페어를 통해 외식업체와 

산지와의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를 통해 2014년 10월 기준, 61억 

원의 직거래가 이루어져 외식업체와 산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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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산 농산물의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산지와의 계

약재배를 통해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물량을 공급받아야 함. 계약재배를 늘

리는 것은 영농계획과 업체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농산물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침.

○식품소재업체와 산지와의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

하는 식품소재업체들이 공동으로 산지와 계약재배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야 함.

- 산지의 영세성으로 포전 관리, 수확 등의 인력이 부족하여 식품소재업체

와의 계약재배보다는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가 많기 때문에 동일 품목

을 사용하는 식품소재업체들이 공동으로 계약재배에 참여하여 산지유통

인의 노동력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지역별·품목별 산지유통 전문가를 육성하여 산지와 합리적인 조건에

서 계약 및 관리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품목별 협회를 통해 산

지유통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가격에 따라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재배 이행률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초다수성 및 가공적성 품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1.2. 국내산 식품원료 수요 증가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국내산 식품원료 가격이 수입산보다 비싸나, 국내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

기 때문에 식품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으로 국내산 농산물 원료 

이용을 늘릴 필요가 있음.

○전형진 외(2013)에 따르면, 외식업주들의 중국산 채소류에 대한 지불금액은 

국내산 농산물 대비 50~55% 수준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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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외(2012)는 수입산 재료 대비 국내산 재료에 대한 지불의사는 101~150이 

60.8%로 조사되어 국내산 농산물의 프리미엄은 약 25%로 나타남.

그림 6-1. 국내산 농산물 원료 가격의 비용 축소 부분

자료: 김성우 외(2014). 2014 농업전망, KREI.

○따라서 약 20~25%의 비용을 축소시킬 경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

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의 국내산 농산물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소재화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R&D

2.1. 식품소재 R&D로 식품소재산업 역량 강화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및 식품소재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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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한국형 미래 유망 차세대 식품소재를 발굴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사례) 질병예방 및 웰빙형 건강소재, 식품 내 기능형 첨가물 소재, 식품성

분 및 분해 소재, 향미·맛·색 등 오감 자극형 신소재 등이 포함됨.

- 국내 자생 천연식품(농산물 포함)의 유용성분 발굴에서 상품화에 이르기

까지 식품소재 고부가가치를 지원함.

- 김치, 젓갈, 장류, 주류 등의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된 유용 미생물 등 ‘미

생물 소재’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신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비가열 처리기술, 효소반응 및 생화학적 가공기술, 초임계 추출·방사선 조

사·고압적용 등에 의한 물리적 첨단가공 및 공정 기술 등 신식품소재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함.

○식품소재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형별 기술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고부가가치 식품첨가물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여야함.

- (사례) 식품가공용 효소, 차세대 감미소재(효소처리스테비아, 사카린, 타

가토스 등), 식품용 천연 색소 개발(치자황색송,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 식품소재를 위한 가공적성 및 기능성(영양성) 연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함.

2.2. 제품 실용화를 위해 수요자 니즈 파악 가능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소재 R&D 사업단 발굴 및 지역전략식품사업과 연계

○식품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 판매 시 애로사항으로 ‘판로가 

한정되어 있다’가 2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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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에 대해 많은 연구개발이 있으나, 시장 수요를 파악하지 않아 제품

을 만들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 변화로 식품소재의 유형별(페이스트(퓨레), 농축액

(과즙), 반건조(슬라이스 건조), 동결건조(분말), 합착, 플레이크, 탈착, 발효

(숙성))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

구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식품소재 R&D는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생산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식품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식품소재 R&D를 설계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유통업체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현재 33개 식품대기업이 참여하는 ‘식품연구소장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정부, 대학(연구소), 식품소재업체, 대기업(식품연구소장 협의회)가 참여

하는 ‘(가칭)식품소재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식품소

재를 만들어야 함.

- 우선 식품 R&D내 대형 프로젝트 과제로 추진하되, 유형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례) 한의학 소재 개발 및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식료보감 실용화 

사업, 전통식품 바이오 소재 개발 사업 등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경우, 산·학·연·관·농어가로 구성되어 있고 R&D

추진이 가장 큰 역할이나,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연구

소장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단 중 식품소재 관련 우수 사업단에 대한 후속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례) 창녕 양파 바이오 특화사업, 제천 약초 고부가가치화 사업,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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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초바이오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함양 기능성식품 전략화 

사업단 등

2.3. 식품소재 관련 연구센터 설립

○중장기적으로 ‘(가칭) 식품소재연구개발사업’ 및 식품소재연구센터를 건립

하여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사례)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Golden Product Project): 3대분야(건강

기능성, 환경기능성, 생산기능성)의 농생명소재 개발

- (사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현재 3개 진행 중(채소육종연구센터, 농식

품 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지능형포장 연구센터)이며, 신규 사업으로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연구센터가 

시행 함.

○식품소재관련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으로 식품소재 수출 역량을 높여야 함.

- 식품소재인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소스는 세계에 한식을 보급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스가 표준화되지 못하고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

하여 개발된 소스 부재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소스의 수출을 위해서는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필요

함(사례: 일본의 기꼬망, 프랑스 마요네즈, 중국 굴소스, 태국 스위트칠리

소스 등).

- 또한 한식의 독특한 맛을 위한 소스 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 예를 들

어 ‘무’는 한식의 국물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이나, 부피가 크고 

부산물도 많아 국내 및 해외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무를 이용

한 소스를 개발로 국내산 무의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소스산업화센터는 경제성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높은 

지역에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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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식품소재 R&D 정보 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시행

○식품소재 R&D 정보는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

특허청,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아 식품소

재업체에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식품소재 R&D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나, 정보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아 중복 개발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함.

○따라서 정부 및 민간 R&D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하며, 홍보 강화를 통해 수요자 니즈에 맞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함.

○식품소재와 관련한 R&D를 품목별·지역별·소재유형별로 체계적인 정보 시

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소재업체 및 대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야 함.

- 식품원료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선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FIS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식품소재 정보시스

템 구축 완료시 농식품 R&D관련 기관(실용화재단)에서 제공하되 소비자 

니즈에 맞게 업그레이드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식품소재 R&D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특허를 

이용할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 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음(품목별·소재유형별 특허는 부록 참조).



175

3. 인프라 및 정책

3.1. 식품소재 공동 가공시설 설립 및 산지 APC 활용

○식품소재업체 조사결과, 식품소재산업은 경영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가 42.6%,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업체는 35.7%로 식품소재

업체의 영세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식품소재업체의 영세성으로 가공시설이 낙후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

서 영세한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거점별 공동 

가공시설을 신규로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품목별로 수확시기가 달라 가동시기 및 가동률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공 시설을 설립하여야 함.

- 식품소재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실적과 가공시설, 이용 의향 등 현황

을 파악하여 지역별·품목별 공동 가공 시설을 설립하여야 함.

○또한 산지 APC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산지 APC는 해당 지역의 농산

물 출하시기에 가동률이 높고 나머지 기간에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식품

소재 가공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2014년 10월 

기준, 산지 APC는 거점을 포함하여 386개이며, 전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세한 식품소재 업체가 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지 APC의 경우 농가소득 보전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로 

건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음.

- 민간기업인 식품소재업체가 이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나,

식품소재업체가 해당 APC를 사용할 경우 농가 소득을 위해 사용료를 지

불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간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산지 가공공장을 비수기에 식품소재업체를 대상으로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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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정명 교육일수

자체
교육

장기과정
식품산업 경영인 전문가과정(2), 외식산업 경
영인 전문가과정(2), 농식품수출리더과정(1),
고부가식품 경영인 전문가 과정(1)

15주 이상
(150시간이상)

단기
과정

농식품유통
교육원(일반)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식품기업생산성
극대화 및 문제해결실습 등 15과정

1일(6시간)∼
3일(19시간)

aT센터
(야간)

농식품수출실무, 소셜미디어마케팅전략,
성공하는 농식품브랜드 마케팅전략 과정

2일(6시간)∼
4일(12시간)

사이버
뉴미디어를 통한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과정,
식품이물관리실무자과정, 식품품질관리과정

15차시
(8시간)

위탁
교육

장기과정
전통식품산업화과정(2), 한식 외식산업화과정
(6), 기능성식품 산업화과정(2), 식품제조기술
과정(3), 식품기계산업활성화(1)

15주 이상
(150시간이상)

단기과정
소스제품 개발, 음료제품 개발, 신세대 선호제
품 개발, 식품일반미생물검사, 소규모 HACCP

2일(16시간)
∼6일(29시간)

자료: aT 농식품유통교육원, 2013. 2012년도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종합결과보고서 .

표 6-1.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 및 교육 일수

염장하도록 임대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농산물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임대하는 등 가동률을 높이고 있음.

○우선 시범으로 aT가 관리하여 거점별(시도기준) 산지 APC를 식품소재업체에

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2. 식품소재 생산/가공/소비와 관련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aT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은 식품산업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식품소재 관련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식품소재 개발, 가공 유형, 소비트렌드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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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별·품목별 식품소재협회 조직 결성

○식품관련 협회는 식품산업협회가 있으나, 대부분 식품대기업이 회원사이어

서 식품소재 및 가공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협회는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식품소재협회를 조직하여 식품소재업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맞는 원료, 가공, 시장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를 위해 식품가공업체들 간의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및 

품목별 식품연합회를 결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모든 품목을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공 수준이 높은 일정 

품목에서부터 시행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역별 주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식품협회 결성이 

중요함.

-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으로 식품소재 정보 

공유 및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정부와 식품소재협회가 중심이 되어 식품소재 관련 박람회 및 품평

회를 개최하고 우수업체를 발굴 및 포상하는 등 정부의 지원 방안도 마련

되어야 함(국제식품소재박람회 확대 방안 검토 필요).

○또한 식품소재협회가 조직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의 교두보 역

할이 가능하고, 대기업은 식품의 유통망과 R&D 능력 등을 갖추고 있기 때

문에 식품소재업체와의 교두보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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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산물 가격 안정화 사업에 포함

○식품소재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농

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주나, 식품소재산업이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에 포

함되지 않음.

○따라서 식품소재업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할 경우 농산물 수급 안정 사

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농식품 부산물의 식품소재화를 위한 제도 구축

○농식품 부산물이 많으나, 이를 이용한 식품소재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는 

R&D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현재 농식품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관련이 있으나, 농식품 부산물에 대한 정확한 

법·제도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농식품 부산물을 식품소재에 활용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

질관리’ 또는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에 농식품 부산물 관련 조

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소재에 대한 홍보를 통해 농식품 부산물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기업들도 농식품 부산물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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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성 식품소재 개별인정제도 현실화

○원료를 추출하여 개별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준개별인정형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준개별인정형은 안

전성이 입증되고 동물실험까지 마쳤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임상

실험까지는 하지 못한 소재에 대하여 부여하는 제도임.

○개별인정형은 임상실험을 거쳐 원료의 효능과 효과가 인정되어 제품에 표

시할 수 있으나, 준개별인정형은 원료 성분의 명확한 기능성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는 없되, ‘기능성은 있다’라는 한 단계 낮은 표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이는 기능성 원료가 실질적인 효능·효과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임.

○또한 기능성 물질이나 기준규격을 설정함에 있어 모든 원료가 공정서에 제

시되어 있는 시험방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료의 특성에 맞는 시험 방

법 및 분석 전처리 방법을 대체할 방법이 필요함.

6. 기타

○식품소재업체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산물 

원료의 효능 및 효과가 중요한 정보이나, 체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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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품 원료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열매뿐만 아니라 가지, 뿌리 등 부

산물 까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식품 원료에 대한 

Mapping을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식품소재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정보에 대한 규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 식

품소재 업체들이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현재 KREI에서는 농업관측정보를 매달 발표하고 있어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과 영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초 농업전망 대회를 통해 농산물 수

급을 전망하고 농업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식품소재산업도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식품소재관련 시장 

동향 및 전망 정보를 최소한 분기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매년 ‘(가칭)식품소재산업 전망대회’를 개최하여, 식품대기업, 식품소

재업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소재정책과 식품소재산업의 동향 및 전

망, 시장 수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식품소재는 R&D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분제 막걸리, 흰자와 노른자가 분리된 계란 등 기업

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음.

○매년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은 많으나,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정

보 전달이 부족하여 식품업체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발생됨. 이는 식품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소재산업에도 동일한 한계가 나타남.

○따라서 매년 식품산업의 지원 사업을 달력화하여 식품업체 및 식품소재업체

들이 보다 쉽게 정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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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중점 과제

○식품소재 가공공장 보완 및 공동 가공 공장, 산지 APC 로드맵 구축

- 거점별(지역별·품목별) 식품소재 가공공장 보완 및 공동 가공 공장 신규 

건립 및 산지 APC 이용에 관한 로드맵 구축

- 식품소재 업체 수와 지역 및 물량을 파악하여 거점별 공동 가공 공장 배치

를 위한 과제 필요

- 단일 품목의 가공 공장은 특화가 가능하나, 원료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공장 가동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품목 가공 공장은 특화시킬 수 없

으나, 원료의 연중 공급이 가능하여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 식품소재 가공공장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정책을 극대화시키는데 절대

적으로 필요한 과제임.

○식품소재관련 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을 통한 로드맵 구축

- 식품소재관련 연구센터의 건립 타당성을 분석하여 규모 및 지역에 관한 

로드맵을 설정

- 식품소재의 시장규모, 수요 및 전망을 파악한 경제성 분석, 지역 분석, 예

산 등 연구센터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연구센터 건립의 당위성 제시로 정

책 극대화 실현

○식품소재 R&D 확대

- 식품소재 R&D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식품소재업체의 

영세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정부 R&D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와 식품소재업체,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R&D를 공동으로 추진

- 또한 곡물, 채소, 축산 등 분야별 식품소재 R&D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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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와 결합한 식품소재 R&D 정보 시스템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식품소재 정

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 추진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ICT라는 ‘비타민’을 통해 각 부처가 

협력하여 해당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것

-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식품소재 R&D 정보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한 식품소재업체 및 대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소재산업

의 고도화와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확대로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 가능

○식품소재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식품소재 국내 및 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교육

- 식품소재 원료의 기능 및 효능에 관한 교육

- 식품소재화를 위한 기술 교육

- 식품소재 재품의 상용화 및 마케팅 교육

- 식품소재 가공 시 식품안전 교육

○식품소재 원료 MAPPING 제작

- 식품소재화가 가능한 농산물 원료의 품목별 열매, 가지, 뿌리 등 기능 및 

효능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식품소재 원료 MAPPING 제작

- 이는 식품소재를 위한 원료의 기능을 미리 파악하여 제품화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됨.

-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이나 식품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대학 및 연구소와 

병행하여 제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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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개별인정형 원료와 부산물 관련 사례

□ 개별인정형 원료 관련 사례((주)이노뉴트리바이오)

○ (주)이노뉴트리바이오는 건강한 식품 정보를 공유하고 천연 식품소재를 끊

임없이 개발하며, 식품원료의 고유 특성 및 가공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제품

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함.

○국산 농수산물의 특징을 잘 살린 기술을 적용시키고, 영양보강과 식품안전

성 화보를 통해 식의동원의 이념을 실현하며, 가공기술 및 마케팅의 혁신화

를 통한 신 시장 창출에 앞장서고 있음. 주요 제품으로 다기능 국산 미강 

가공품, 고 케르세틴 양파 추출물, 국산 아로니아 가공품이 있음.

○기능성 원료의 경우 국내에서 개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료 추출부터 동

물실험, 임상실험, 공정설비, 각종 개별인정 서류 제출 및 승인까지 약 3년

의 기간이 소요되며, 실험비만 4억 원 이상 투자를 필요로 함.

- 개발 비용 부담과 승인받기까지의 긴 기간,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경제

성이 떨어져 소규모 중소업체들의 경우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승인받

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일부 대기업들은 개별인정원료를 개발하기보다 

외국에서 기능성 원료를 수입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기능성 원료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인정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할 동물실험부터 임상실험, 독성실험결과, 효능 입증결과 등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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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능성 원료를 개발 할 

필요가 없음.

○현재 ㈜이노뉴트리바이오는 자금 부족으로 임상실험은 하지 못하고 동물실

험을 완료한 상태로 중단되었고, 양파껍질에서 ‘퀘르세틴’이라는 기능성 원

료를 추출하여 OEM으로 생산하여 기능성소재(다이어트 환)를 만드는 업체

에 부재료로 납품 하고 있음.

□ 부산물 관련 사례

1.1.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부산물 활용 기술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루테인, 라이코펜 성분강화 계란 생산 사료제조법

- 본 영농활용기술은 농산부산물(시금치, 토마토 등)을 건조하고, 분말을 식

물유에 유화시켜 급여가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 사료에 첨가하는 기술로 

기존기술에 비하여 농가에서 쉽게 제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현장 활용 기대효과로 생리활성물질강화 계란생산에 따른 부가가치를 향

상시켜 농가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



185

○육용오리 사료 내 인진쑥부산물 첨가 시 면역항체 증진효과

-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축산 생산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진쑥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하며 

이로부터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이에, 건강기능식품 

산업규모 증가로 폐기되는 관련제품 유래 부산물에 대한 사료 개발로 저

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이 필요함.

- 현장 활용 기대효과로 폐기되는 인진쑥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개발로 폐기

물의 재활용 및 사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TMR 사료 제조 시 막걸리 부산물 활용

- 전국 유명업체 30개의 막걸리 및 과실주 주정박의 생산량은 약3,692t/연이

며, 약80%정도가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축우 농가의 전체 생산비 

중 사료비는 한우의 경우 전체 생산비의 기존 40%에서 최대50% 수준으

로 증가하여 농가 및 정부관련 부서에서축우용 사료 부산물 기술개발 및 

농가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에, 막걸리 및 과실주 부산물을 

첨가한 육성기 한우거세우용 TMR사료 제조를 통해 한우 농가 사료비 절

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현장 활용 기대효과로 막걸리부산물 10%첨가 시 두당 사료비 8%절감,

15%첨가 시 두당 12% 절감.

○감귤박-마늘부산물을 이용한 한우 사료화 기술

- 2010년 기준 마늘 발생량은 27만 톤으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마늘부산물

은 약 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 경남 제주 등에서 주로 발생

되어짐. 감귤박의 주 생산지인 제주도에서는 약 5만 톤 이상의 감귤박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사료용으로써의 사용은 전체 발생량의 약 40% 정

도 수준임. 마늘부산물과 감귤박 혼합 시 마늘 특유의 알리신 냄새가 줄어

들었으며, 원물상태의 마늘부산물과 감귤박을 5:5비율로 혼합하였을 시 

물리적 성상이 가장 적합함.



186

- 현장 활용 기대효과로 마늘부산물은 볏짚과의 비슷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볏짚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또한 감귤박과 마늘부산물의 혼합으로 기호성이 좋아지고, 감귤박의 

높은 에너지원 보충으로 인해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대체 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며,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예

상됨.

1.2. ㈜자담코스메틱 사례

○제주도의 300여 친환경 농가를 회원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친환경 감귤, 한

라봉 당근 등의 음료를 생산하여, 전국 유통 채널에 친환경 음료를 공급, 유

통하고 있는 친환경 기업 농업회사 법인으로 2011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감귤 Bio cellulose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1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감

귤 셀루로오스의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함.

○제주도의 지원정책으로 서귀포시는 2009년에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

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음료 생산 공장 설립에 5억1200

만원을 보조한 바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에 농산물 출하 조정을 통

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억 400만원을 들여 농산물 물류시스템 자동화, 기

계화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담은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시설비 보

조를 받았음.48

○세계 최초로 감귤 Bio cellulose 대량생산 시설 완공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

템의 도입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적으로 높은 품질의 Bio cellulose를 얻

을 수 있음.

48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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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담코스메틱 내부자료

○감귤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공산업의 활성화 필요성과 잉여 과실류 

및 부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창출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대량 생산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환경 친화

적인 감귤 가공부산물과 비상품 과실 이용으로 환경보호와 그에 대한 1차 

산업의 육성, 산업용 소재로의 활용, 인재 고용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할 수 있음. 그리고 전량 수입되는 코코넛 셀룰로오스의 대체품으로 수입품

을 국내생산품으로 전환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주)자담은 현재까지 감귤 Bio Cellulose 관련 7개의 특허를 받았으며 감귤 

Bio Cellulose는 뛰어난 피부와의 밀착력과 약품 흡수력 및 생체 자연 흡수

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의료용도로 각광받고 있음. 그 밖에 식품소재, 화장

품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신소재임.

○농산가공 슬러지로 버려지는 감귤박 처리 방법 개발로 감귤산업 안정화를 

유도하였고, 연간 5만 톤 이상 발생되는 감귤 부산물을 친환경 신소재 ‘감귤 

바이오겔’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 감귤 부산물 5만 톤이 감귤겔로 재탄생 : 1,347억 원 추가 수익 기대(’11,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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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 납품가격 상승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기대

- 2013년부터 부가가치 창출에 따라 가공용 납품단가를 500원/kg으로 높여

서 수매하고, 계약재배 규모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 

가능

1.3. 미강을 식품소재로 활용한 사례(한국미강연합회)

○국내에서 연간 약 40만 톤의 미강이 생산되고, 원료가 300원~2,000원/kg 수

준이어서 수입산(12,000원~18,000원/kg)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또한 수입산 미강 제품은 수입도중 변질, 부패, 이취 발생이 심하지만 국내

산의 경우 도정 즉시 멸균처리 혹은 열처리 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 미강의 경우 미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황산화력을 이용하여 신규 항

비만 소재로 개발할 수 있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미강의 산패 방지 및 쌀눈 쌀겨분리를 통하여 식품 

및 산업소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산패방지 장치, 쌀

눈․쌀겨 분리장치 등을 개발하고, 멸균 기술을 개발함.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기능성 식품 소재(제빵, 제과, 제면, 발효식품, 시리얼, 선식, 가공유, 쌀(백

미)제품의 약점 보완)

- 화장품 소재(건강팩, 천연비누)

- 의약품 소재(당뇨, 비만, 면역력 강화, 항암)

- 초임계 탈지 미강, 흑미강, 맥강 등을 프리믹스 형태로 제품화(백미밥 조

리시 첨가물로 활용, 햇반에 사용중인 탈지 미강 추출물 대체)

- 식사 대용 간편 식품 개발(건강에 유익한 각종 곡물 소재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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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원료 생산설비 현황

자료: 곡성농협 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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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 미강 파우치 볶음미강 효소 스틱

아침대용 선식, 각종요리에 조미 활용,
건강간식(우유에 타서 음용), 급식용 제품

아침대용 선식, 건강보조식(장 건강 도움),
건강간식(우유에 타서 음용), 휴대용 제품

미강 조미료 미강 모닝죽

각종요리에 건강 조미료 활용
편리한 아침대용식, 간식, 환자식,

이유식

자료: 한국미강연합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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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특허명 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유형

핵심요지

감자양갱
1019990014290
(1999.04.21)

강원도
페이
스트

본 발명은 감자 농축물을 제조하는 공정,
감자를 증숙처리하여 감자 퓨레와 감자 과
립의 제조공정, 제조된 감자농축물, 감자
퓨레, 감자 과립을 정제수와 함께 양갱 안
정제, 설탕, 비타민 C, 브랜디, 솔비톨 등을
첨가하고 가열 및 성형함으로써 감자 양갱
을 제조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기호에 적합
한 양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부침가루
1019990055979
(1999.12.08)

태백시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부침가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감자섬유질분말을 제조하는 감자섬
유질분말제조공정과, 감자전분을 제조하는
감자전분제조공정, 동결 건조하여 제조된
감자섬유질분말과 감자가루전분제조공정에
서 제조된 감자전분과 감자가루제조공정에
서 제조된 감자가루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
여 부침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 관한 것임.

감자
튀김용
냉동 감자

1019980024900
(1998.06.29)

진성우
동결
건조

감자 튀김용 냉동 감자의 제조 방법에 관
한 것으로 방법에 있어, 감자를 자르고, 이
를 65∼75℃에서 5∼15분, 35∼45℃에서 5
∼15분, 75∼85℃에서 1∼5분동안 데침. 이
를 80∼150℃의 저온으로 동결건조하고, 건
조한 감자를 식물성 유지에서 튀긴 후, 튀
긴 감자를 냉동하여 감자 튀김용 냉동 감
자를 제조함. 이 냉동 감자를 튀겨 제조한
감자 튀김은 색감 및 조직감이 우수함.

감자소주
1019990055980
(1999.12.08)

태백시 발효

본 발명은 감자소주 및 그 제조방법에 관
한 것으로 본 발명은 파쇄한 감자에 가수
하고 누룩, 정제효소, 조효소제 또는 액체
효소 등의 혼합효소를 첨가하여 당화시킨
후 알콜발효시킨 다음 알콜분 35% 까지
증류하여 감자소주를 제조하는 뛰어난 효
과가 있음.

2. 특허현황

○감자 특허현황



192

한국특허

특허명 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유형

핵심요지

감자식초
1019990055979
(1999.12.08)

태백시 발효

본 발명은 감자식초 및 그 제조방법에 관
한 것으로 파쇄한 감자에 가수하고 누룩,
정제효소, 조효소제 또는 액체효소 등의 혼
합효소를 첨가하여 당화시킨 후 주모를 첨
가하여 알콜 발효시키고, 종초를 첨가하여
초산 발효시킴으로써 감자식초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생감자를
이용한
감자스낵

1020000066209
(2000.11.08)

(주)농심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생감자를 이용한 감자스낵을 제
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감
자를 세척하는 단계, 감자의 껍질을 제거하
는 탈피 단계, 상기의 감자를 절단하는 단
계, 절단한 감자를 증숙시키는 단계, 증숙
시킨 감자를 급속 동결건조시키는 단계, 냉
동된 감자를 저온에서 숙성시키는 단계, 상
기 숙성된 감자를 진공상태에서 튀기는 단
계를 포함함.

자료: 특허청

한국특허

특허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유형

핵심요지

귤외과피를
이용한
귤커피 및
귤차

1020080111663
(2008.11.11)

박세혁
고부언

농축

본 발명은 귤외과피를 이용한 귤커피 및
귤차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감압 증류
농축하는 귤외과피농축액을 제조하는 제1
공정, 제1공정에서 제조한 귤외과피농축액
을 건조시킨 다음, 분쇄하여 귤외과피고형
물분말을 제조하는 제2공정, 제2공정에서
제조한 귤 외과피 고형물 분말과 준비해
둔 커피분말과 설탕을 혼합하여 귤 커피를
제조하는 제3공정으로 구성됨.

○귤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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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특허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유형

핵심요지

당절임
건조 귤

1020140029567
(2014.03.11)

농업회사
법인
위앤미
(주)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당절임 건조 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영양분이 보존되
어 귤이 가진 고유의 맛이 유지될 수 있으
면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당절임 건조
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사료
첨가제용
귤 발효액

1020100113143
(2010.11.15)

(주)창조
바이오텍

농축

본 발명은 귤 및 마늘 혼합 발효액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귤농
축액과 마늘 분쇄물을 혼합하고, 당분을 첨
가한 후 pH를 조절하여 귤 혼합액을 수득
하는 단계, 상기 귤 혼합액에 유산균, 광합
성 세균 및 효모로 구성된 미생물 중 3종
이상의 미생물 혼합액을 접종하고, 발효시
켜서 발효원액을 수득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귤 혼합 발효액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건강식
귤정과

1020120051841
(2012.05.16)

산기은정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귤정과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귤을 소금물에 담근 후 건져내어
식초로 세척하는 세척 단계를 거쳐 귤조각
으로 만드는 절단 단계, 생강즙과 솔잎즙이
포함된 시럽을 상기 조림 용기에 넣어 조
리는 조림 단계, 상기 조림 단계에서 조려
진 귤조각을 꺼내어 동결건조 시키는 건조
단계로 귤정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감귤과자
1020110128684
(2011.12.03)

윤기용 농축

본 발명은 감귤과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으로, 특히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생감귤의
농축액을 사용하여, 감귤 특유의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외관과 미감
및 보존기간을 향상시켜 누구나 손쉽게 섭
취할 수 있는 감귤과자 및 그의 제조방법
을 제공함.

귤껍질을
이용한 면

1020010014086
(2001.03.19)

김도진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귤을 동결건조하여 분말의 형태
로 만든 후, 밀 분말, 쌀 분말,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등 곡물의 분말과 전분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면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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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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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껍질을
이용한
동물용
사료

1020120145959
(2012.12.14)

(주)농업
회사법인
위앤미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감귤 껍질을 이용한 동물용 사
료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감귤 껍질을 동결건조시켜 애완용 동물을
위한 기호 사료 또는 일반 사료로 제조하
는 방법에 관한 것임.

진피차
1020120147149
(2012.12.17)

고부언
박세혁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진피차 제조방법 및 그 진피차
에 관한 것임. 이는, 감귤류의 외과피를 이
용하여 진피차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감
귤류의 과피를 채취하여 동결 건조한다. 또
한, 건조된 과피를 분쇄하여 분말화하여 차
분말을 혼합하는 과정을 거침.

새콤달콤한
콜라겐
비타 감귤
홍차

1020060048393
(2006.05.29)

전현철
전원찬
전병균

동결
건조

콜라겐의 향미를 개선하여 감귤의 과육 속
으로 전이시키고 전이로 혼합된 콜라겐 감
귤을 홍차 조직 속으로 다시 전이시키어
동물성 단백질과 감귤 과육과 홍차가 혼합
된 제품을 동결 건조하여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 합성향료의 웰빙차인 감귤홍
차의 제조공정을 제시함.

자료: 특허청

한국특허

특허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유형

핵심요지

동결건조딸기
분말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딸기
음료제조용

1020030037645
(2003.06.11)

㈜
세계물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세척한 딸기를 10메쉬 이상으
로 분쇄하고 상기 분쇄된 딸기를 -40℃
이하의 온도로 12시간 이상 급속동결시
킨 것을 10메쉬 이상으로 분쇄한 후, 상
기 동결된 딸기를 진공도 0.01∼0.3torr,
-35 ∼ -40℃에서 28 ∼ 30시간 동안
건조하여 수분 5％ 이하를 함유한 건조
딸기분말을 제공함.

○딸기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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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와인
쥬스

1020040093836
(2004.11.17)

장준호 농축

딸기를 자연 생태계 순환 원리을 응용한
저온 무압력 추출방식을 이용 딸기즙을
추출 청짐 시켜서 딸기 농축 100% 쥬스
를 만들고 비타민B12 ,비타민C을 첨가
새로운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을 접목
타르색소을 사용하지 않고 딸기맛, 딸기
의 색을 유지하여 딸기 와인을 생산 농
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데 있음.

딸기주
1020070060303
(2007.06.20)

재단법인
지역미래산
업진흥원

발효

본 발명은 딸기를 활용한 고품질 주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원료 처리 단계, 접종
원 배양 단계, 주모 제조 단계, 효모 및
아황산염 첨가 단계, 발효 단계, 압착단
계, 후발효 단계, 앙금질 단계 및 조미
및 살균 포장 단계를 포함하는 고품질의
딸기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딸기가
포함되어
있는 엿

1020080049613
(2008.05.28)

주식회사
엿과한과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선별 및 세척한 딸기를 동결
건조하고 분쇄하여 딸기 분말을 제조한
후 숙성된 맥아엿에 첨가 및 혼합하고,
연신기를 이용하여 연신한 후 옥수수전
분과 딸기분말이 혼합된 옥수수·딸기 분
말을 도포하고 건조한 후 다시 도포함으
로써, 주로 당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엿
에 비해 맛, 향, 색 및 기호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딸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
분 및 기능적 성분을 이용할 수 있는 딸
기가 포함되어 있는 엿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딸기
발효액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빵

1020090034373
(2009.04.20)

전남도립대
학교산학협
력단
강준구

발효

본 발명은 딸기 발효액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빵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항균력이 우수하여 장기
보존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딸기 발효액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빵류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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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냉면
1020090044799
(2009.05.22)

김삼태
반
건조

본 발명은 딸기를 함유하는 냉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세척한 딸기의 꼭
지를 제거한 후 냉동건조기의 조건을
-10∼-20℃로 유지하여 딸기의 함수율
이 60∼70%로 건조하는 제조공정, 상기
건조된 딸기를 상온의 상태로 해동시켜
씨가 손상되지 않도록 으깨어서 딸기즙
을 만드는 제조공정, 상기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진 딸기즙, 소맥분, 고구마전분, 정
제염 등을 배합한 후 80∼90℃인 물을
사용하여 반죽하여 면발을 뽑는 공정으
로 이루어진 딸기 냉면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딸기를
함유한
김치양념

1020090101916
(2009.10.26)

김삼태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동결건조한 딸기의 분말을 함
유한 김치양념 및 이를 이용한 김치 제
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고추가루, 마
늘, 생강, 파, 무즙, 찹쌀풀, 양파, 젓갈로
구성되는 김치양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딸기 조청
쨈

1020090015099
(2009.02.24)

최혜숙 농축

본 발명은 100 중량부의 딸기에 설탕 70
내지 130 중량부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20 내지 60 분간 80 내지 120 ℃로 가
열하고 농축하여 초기 딸기 쨈을 제조하
는 방법에 관한 것임.

딸기를
포함하는
전두부

1020100086070
(2010.09.02)

한국식품
연구원
농업회사
법인
원스베리
주식회사

반
건조

본 발명은 딸기를 포함하는 전두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
하게는 정제수에 대두 분말과 소포제
를 넣고 교반한 후 증숙하여 얻은 두
유액에 응고제와 딸기를 첨가하고 성
형한 다음 반건조 및 살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딸기를 포함하는 전두부
의 제조방법 및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제조한 딸기를 포함하는 전두부에 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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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먹는
딸기젤리의

1020100029283
(2010.03.31)

고령군
페이
스트
(퓨레)

본 발명은 짜먹는 딸기젤리의 제조방법
및 동 방법에 의해 제조한 짜먹는 딸기
젤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딸기퓨레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딸기 젤
리 조성물을 얻고 이를 포장용기에 넣고
냉각하여 짜먹는 딸기 젤리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짜먹는 딸기젤리의 제조
방법 및 동 방법에 의해 제조한 짜먹는
딸기젤리에 관한 것임.

딸기 소스
조성물

1020100029271
(2010.03.31)

고령군
페이
스트
(퓨레)

본 발명은 딸기 소스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동 방법에 의해 제조한 딸기 소스 조
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딸기 퓨레에 파인애플 퓨레, 흑설탕, 잔
탄검을 넣고 교반하면서 식초, 칠리를 넣
어 소스 조성물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딸기 소스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동 방법에 의해 제조한 딸기 소스 조성
물에 관한 것임.

딸기
초콜릿

1020110125228
(2011.11.28)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조이팜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딸기를 동결진공건조 후 건조된
딸기 표면에 초콜릿을 디핑함으로써, 딸기
의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딸기와
초콜릿의 맛을 조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딸
기 초콜릿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딸기를
이용한 건과

1020110088254
(2011.09.0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반
건조

본 발명은 딸기를 이용한 건과 제조방법으
로 딸기 및 여러 가지 식품군 중 어느 하
나로 이루어진 재료를 본 발명에서 한정하
는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반건조하여
수분함유율이 10% 미만으로 유지되는 건
과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딸기 꼭지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이

강화된 딸기
음료

1020120094877
(2012.08.29)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딸기 꼭지를 이용한 항산화 활
성이 강화된 딸기 음료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딸기 꼭지를 동결건조 하는 단계
와 이를 분쇄하는 단계 및 추출단계, 상기
추출물을 가열하고 냉각시키는 단계, 감압
농축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항산화 활성
이 강화된 딸기 음료 제조방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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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발효주
또는 딸기
발효음료의

1020120001192
(2012.01.04)

한국식품
연구원
농업회사
법인
원스베리
주식회사

발효

본 발명은 딸기 발효주 또는 딸기 발효음
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자세
하게는 딸기를 섬유분해효소로 분해시키
는 단계, 상기 효소 처리물을 여과시키는
단계, 상기 여과물에 당을 첨가하는 단계
및 여과물을 효모로 알코올 발효시켜서
고농도 알코올 딸기 발효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딸기 발효주 또는 딸기
발효음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딸기분말을
이용한
초콜릿

1020120001814
(2012.01.06)

다사농업
협동조합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동결건조 하는 단계, 분말단계
를 거쳐 가공된 딸기가 가지는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시키면서도 영양소의 파
괴를 최소화하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
며 이러한 특징으로 가진 딸기분말로 초
콜릿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반건조 딸기
쵸코렛

1020130006594
(2013.01.21)

주식회사
샘넷식품
농업회사
법인

반
건조

본 발명은 냉각기에 의한 반건조 딸기를
이용한 쵸토렉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 이
는 형상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딸기 내에
손쉽게 쵸코렛은 주입하여, 딸기에 함유된
수분을 감소시켜 딸기의 보관성을 향상시
킨 딸기 쵸코렛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동결건조를
이용한 딸기
슬라이스의
제조 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딸기
슬라이스

020110128880
(2011.12.05)

곽덕철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딸기를 세척한 후 세절하고 동
결건조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딸기 슬라이스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
으로 제조된 딸기 슬라이스에 관한 것으
로, 본 발명의 방법으로 동결건조하여 딸
기 슬라이스를 제조함으로써 풍미 및 조
직감이 우수하며, 영양성분의 파괴가 적어
건강에 유익하고, 용이하게 섭취할 수 있
는 딸기 슬라이스를 제공할 수 있음.

딸기잎차
1020110113278
(2011.11.02)

김서영
강동연
논산시
(관리부서:
논산시농업
기술센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딸기 잎에 죽염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후 동결건조 하는 단계와 상기
건조한 딸기 잎에 딸기분말을 혼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제조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딸기잎차의 제
조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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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렛이
주입된 딸기

2020030014690
(2003.05.13)

장문철
반
건조

본 고안은 쵸코렛을 첨가시킨 반가공 딸기
에 관한 것으로, 냉동된 딸기의 전체면에
다수의 쵸코렛 주입홈을 형성하고, 이에 쵸
코렛을 주입 경화시킴으로서, 딸기의 어느
부분을 먹더라도 딸기와 쵸코렛의 맛을 겸
미하여 딸기의 새콤한 맛으로부터의 거부
감을 해소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연스
럽게 딸기를 섭취 할수 있게 하는 쵸코렛
이 주입된 딸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법랑으로된
그릇을
이용한
새콤달콤한
딸기잼

2020090005859
(2009.05.13)

위희원 농축

본 고안은 법랑으로된 그릇을 이용한 새

콤달콤한 딸기잼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법랑
으로된 그릇을 이용하여 약한불로 가열

하면서 생딸기, 설탕, 소금, 레몬즙을 순
서대로 넣고 딸기잼을 제조하는 법랑으
로된 그릇을 이용한 새콤달콤한 딸기잼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저급딸기를
이용한
딸기식초

1020000034416
(2000.06.22)

홍재훈 농축

본 발명은 저급딸기를 이용한 딸기식초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딸기의 꼭지를 제거하고 세척한 다음,
농축하여 착즙액에 발효에 이용하기 위하여
보당하거나 주정을 첨가하는 단계와 착즙액
을 살균한 후 효모로는 통상의 알콜발효,
초산발효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계로 이루어
짐으로써 발효시간과 공정을 단축함과 아울
러 크기가 작고 분균일하여 생식용으로 상
품성이 없는 저급딸기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냉동 딸기
가루

1020090103373
(2009.10.29)

권영민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급속 동결건조한 냉동 딸기를
냉동 상태에서 분쇄하여 냉동 딸기 가루
를 제조하여 이를 진공포장 함으로써 맛
과 영양이 완전하게 보전된 냉동 딸기
가루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생딸기 주스를 제조할 수 있는
냉동 딸기 가루를 제공할 수 있음.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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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
활성물질을
이용한
켄음료

1019990014784
(1999.04.24)

(유)
오비티

농축

본 발명은 무화과 열매 승정도우핀
(Masui Dauphine), 봉래시 또는 화이트
제노아종의 무화과 열매 착즙액, 착즙농
축액 또는 열매추출물을 함유하는 무화
과 켄음료 조성물에 관한 것임.

천연무화과분
리성분을함유
한약용비누

1019980015245
(1998.04.29)

(유)오비티 농축

본 발명은 알칼리금속비누베이스에 승정
도우핀(Masui Dauphine), 봉래시 또는
화이트제아노종의 무화과 열매 또는 잎
의 용매 착즙농축물 0.25 중량% 및 안
정화제 5.0%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약용비누조성물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약용비누조성물은 독성이나 부작용없이
피부무좀 및 진균 그리고 향균 등의 치
료효과가 우수함.

무화과
건과를
이용한 술
및 음료

1020000072620
(2000.11.27)

(유)오비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무화과 술제조를 하기 위하여
승정도우핀(Masui Dauphine), 봉래시
또는 화이트제노아종등의 무화과를 동결
건조시켜 건조 무화과를 제조한 다음 알
코올로 담금 술을 제조하기 위해 무화과
건과 부피당 1-20배 이상 가량의 알코올
및 소주, 고랑 주, 막걸리를 첨가하여 무
화과 술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한약재와
무화과를
이용한
무화과
발효식초

1020020009156
(2002.02.20

(유)오비티
윤광심

발효

본 발명은 무화과 식초를 제조하기 위하
여 승정도우핀(Masui Dauphine), 봉래
시 또는 화이트제노아종 등의 무화과를
발효시키기 위해 무화과 열매, 무화과나
무 톱밥 그리고 무화과 잎 부피당 1-20
배 이상 가량의 알코올 및 소주 그리고
고랑주, 막걸리를 첨가하고 그리고 무화
과를 발효시킨 종초를 첨가하여 발효공
정을 거친 다음 착즙하여 제균시킨 후
무화과 식초를 제조하는 방법임.

○무화과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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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무화과
가공제품

1020030039540
(2003.06.18)

㈜
금호물산

농축

본 발명은 스팀가공에 의해 수분함량이
증가되면서 말랑말랑해 지는 새로운 타
입의 건무화과 가공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한천액에 당액을 혼합한 후
열을 가하여 농축시켜 한천젤리원액을
제조하는 단계, 농축과정에서 알무화과를
넣고, 열을 계속 가하여 알무화과에 한천
젤리원액을 침투시켜 젤리화하는 단계로
제조하는 습무화과 가공단계로 이루어져
다른 타입의 건무화과 가공제품을 제조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무화과를
이용한 건조
무화과절편,
통건조
무화과,

곶감형무화과
또는 설탕
절임 무화과
절편

1020060042876
(2006.05.12)

전라남도
동결
건조,
절임

본 발명은 무화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무화과를 이용하여 동결건조
하여 건조 무화과절편, 통건조 무화과, 곶
감형 무화과 그리고 설탕 절임 무화과 절
편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저장성이 우수
하고 수송이 용이하며, 맛이 가공전 보다
월등이 향상되도록 하고, 또한 여름 한
철만 생산되는 무화과의 유통기간을 연중
공급 할 수 있게 되어 농가소득이 증대되
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무화과를 즐기고자
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때에 이용
할 수 있는 무화과에 관한 것임.

무화과
증류주

1020060091481
(2006.09.20)

사단법인
미래산업
기술연구원
최수일
이정기

발효

본 발명은 파쇄한 무화과를 20∼25 Brix
미만으로 보당하고, 살균시킨 후 효모를
투입하여 알콜발효시키고, 숙성 및 여과
한 후 증류하고 다시 숙성 및 여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화과 증류주의 제
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무화과 증
류주에 관한 것임.

무화과
발효식초

1007676260000
(2007.10.10)

사단법인
미래산업
기술연구원
최수일
이정기

발효

본 발명은 파쇄 및 보당한 무화과를 살균
시킨 후 순차적으로 효모 및 초산균을 투
입하여 알콜발효 및 초산발효시키고, 숙성
및 여과 살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화과 발효식초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무화과 발효식초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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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이
향상된
반건조
무화과

1020090059308
(2009.06.30)

한국
식품연구원

발효

본 발명은 저장성이 향상된 반건조 무화
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
하게는 무화과의 과피를 제거하는 단계;
과피를 제거한 무화과를 당침액에 침지시
키는 단계; 침지가 끝난 무화과를 온수에
담갔다 꺼낸 후 반건조시키는 단계; 반건
조한 무화과를 냉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성이 향상된
반건조 무화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무화과
씨리얼 바

1020090015011
(2009.02.23)

삼호농업
현동조합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무화과 씨리얼 바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중
탕된 화이트 초콜릿에 볶은 현미와 무화
과를 동결 건조하여 얻은 분말과 혼합하
고, 이를 성형하여 무화과 씨리얼 바를
제조함으로써, 상기 원료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영양 간식을 제조하고, 종래 활
성화되지 못했던 무화과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임.

무화과 푸딩
1020090015009
(2009.02.23)

삼호농업
협동조합

페이
스트

본 발명은 무화과 푸딩 및 그 제조방법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냉동
무화과를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만들고,
이를 설탕, 겔화제 등의 배합액에 투입하
여 혼합하고, 충진, 저온살균 및 냉각하
여 겔형성을 완료함으로써, 무화과의 저
장성을 향상시킨 무화과 가공식품에 관
한 것임

무화과 식초
젤리 음료

1020100018127
(2010.02.26)

대상
주식회사
삼호농업
협동조합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무화과 식초 젤리 음료 및 이
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무화과농축
액과 당액을 함유하는 수성배지에 효모
를 접종하여 알코올 발효를 수행하여 알
코올 발효액을 얻는 단계, 알코올 발효액
을 수성 용매에 가하여 용액의 산도를
조절한 후 초산균을 접종하고 식초발효
를 수행하여 무화과 식초발효액을 얻는
단계를 거쳐 무화과 식초 젤리 음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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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를
포함하는
무화과
고추장

대상
주식회사
삼호농업
협동조합

대상
주식회사
삼호농업협
동조합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무화과를 포함하는 무화과 고추
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
게는 고추장 제조에 있어서, 곡류를 쪄서
식힌 뒤 종균을 파종하여 코지를 만드는 단
계, 콩을 쪄서 식힌 뒤 종균을 파종하여 발
효 숙성하여 고추장용 메주를 만드는 단계,
상기의 코지, 고추장용 메주, 정제수, 천일
염,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숙성하여 숙성물
을 얻는 단계, 및 상기의 고추장 숙성물에
무화과 농축액 및 당류를 혼합한 뒤 살균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화과 고추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무화과를
함유하는
과채 음료
조성물

1020110067729
(2011.07.08)

웅진식품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영암
녹색무화과
주식회사

농축

발명은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무화과
농축액 1∼5 중량%, 과당 5∼15 중량%,
올리고당 0.5∼5 중량%, 구연산 0.01∼
0.2 중량%, 비타민C 0.01∼0.1 중량%,
SY-RED 색소 0.005∼0.05 중량%, 칼
라믹스 알에스엘 색소 0.005∼0.05 중
량%, 무화과향 0.005∼0.15 중량% 및
정제수 74.45∼93.465 중량%를 포함하
는 과채 음료 조성물 및 상기 과채 음료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무화과
스낵

1020120025895
(2012.03.14)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영암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

페이
스트

무화과 스낵 및 이의 제조방법이 개시됨.
제조방법은, 무화과 페이스트를 준비하는
단계, 조미료를 포함하는 식품 첨가물을 배
합하여 기능성 첨가액을 준비하는 단계, 무
화과 페이스트와 기능성 첨가액을 혼합한
혼합물을 가열하는 단계, 상기 가열한 혼합
물을 건조 후 냉각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으
로써 무화과 스낵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무화과
추출액을
이용한
생물농약

1020040010855
(2004.02.18)

(유)오비티
윤광심

농축

무화과 열매 추출액을 조성물을 함유하
는 것으로 과체소류 재배에 천연 무공해
농약제로 사용을 목적으로 함. 이는 무화
과를 농축하여 얻은 착즙액과 솔잎액을
각각 10 % 안정화제 1.0%를 함유한 수
용액을 원액으로 하는 천연농약 조성물
을 제조공법으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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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 볼
1020090015010
(2009.02.23)

삼호농업
협동조합

농축

본 발명은 무화과 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옥수수,
백태, 수수, 현미, 흑미 및 찹쌀을 혼합,
팝핑하여 볼 성형을 한 후, 상기 성형된
볼에 무화과 엑기스를 이용하여 당 코팅
함으로써, 상기 원료의 영양 손실을 최소
화하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영양 간식을 제조하는 것임.

무화과를
이용한 떡

1020100058828
(2010.06.18)

민영희
반
건조

발명은 무화과를 이용한 떡의 제조방법
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쌀을
주재료로 하여 떡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
어서, 쌀을 침지한 후 분쇄하는 단계와
깨끗이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하여 준비
한 완숙 무화과를 건조시켜 반건조 무화
과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분쇄한 쌀 분
말과 건조 무화과를 배합하는 단계를 거
쳐 제조되는 무화과를 이용한 떡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무화과로부터
단백질

연화용 잼과
음료용 효소
액기스

1019940007966
(1994.04.15)

김양문 농축

무화과를 장기간에 걸쳐 저온 발효를 함
으로써 무화과 존재하는 단백질 분효효
소인 피신, 지방질 분해효소인 리파아제,
전분분해효소의 작용이 보존상태에서 무
화과 잼과 효소액기스를 제조하는 방법
에 관한것임.

키토산-알긴
산과 무화과
추출액을
이용한
무공해
생물농약

1020000047331
(2000.08.16)

(유)오비티
윤광심

농축

1 % 초산 수용액에 키토산을 용해시켜
만든 것과 별도의 물에 알긴산 올리고당
수용액을 혼합하고 주원료인 무화과 나
무, 잎, 열매를 농축하여 얻은 추출액과
폐 마늘대(줄기,잎), 폐 양파잎, 토마도
줄기와 잎 추출액 및 착즙액 그리고 탱
자 및 폐유자 추출 및 착즙액, 솔잎액을
이용하여 키토산-알긴산과 무화과 추출
액을 이용한 무공해 생물농약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임.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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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칩
1998-
0040611

1998.09.29 충주시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를 이용한 사과칩(사과스낵)의
제조방법에관한것임. 사과는저장및유통기
간이 짧기 때문에 9-10월의 수확기에 홍수출
하될 경우 가격하락 및 수급조절 불안이 심화
되고 있음. 본 발명은 사과의 껍질과 핵을 제
거한 후 2-3mm 두께로 절간하여 0.3-0.5%
구연산과 0.015% L-시스테인을 포함하는
30% 당액에 당침한후 60℃에서 18시간 건조
시킨다. 단맛, 신맛, 조직감, 색을 평가하여 선
호도가 높은 것을 본 발명의 사과칩(스낵) 제
품으로 선정하였음. 본 발명은 생식위주의 사
과 소비패턴에서 사과스낵으로 개발하여 제품
의 다양화를 꾀하고 소비자의 사과 가공제품
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된 사과의 이용성을
극대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 재배농가의 소
득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사과
가공제품을공급하는데있음.

사과당과
1998-
0040610

1998.09.29 충주시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를 이용한 사과 당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사과는 저장 및 유통기간
이 짧기 때문에 9-10월의 수확기에 홍수출하
될 경우 가격하락 및 수급조절 불안하여 사
과가공 제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사과의 껍질과 핵을 제거한 후 적절한 두께
로 절간하여 구연산과 L-시스테인을 포함하
는 20% 당액으로 1차 당졸임 후, 40% 당액
으로 2차 당졸임하여 세척, 건조한다. 수분활
성도 0.6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 저장기간
동안 사과 당과의 안정성을 높여 주었음. 제
조된 당과는 상온에서 1-2개월 저장시 당과
의 표면에 설탕꽃(sugar bloom)이 약 1mm
두께로 입혀져서 섭취시 손에 끈적거리거나
들러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씹을 때도 치
아 사이에 눌러 붙는 현상들을 개선시킴으로
서 상품성을 향상시켰음. 본 발명은 사과의
이용성을 극대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여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다
양한 사과 가공제품을 공급하는데 있음.

○사과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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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고추장
1999-
0034777

1999.08.21
경북과학대
학교

퓨레

본 발명은 사과고추장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사과퓨레를 함유
하는 사과고추장을 제공하는 뛰어난 효
과가 있으며 고춧가루, 메줏가루와 함께
사과퓨레의 양을 적절히 배합하여 색,
향, 맛 및 전반적인 기호도가 우수한 사
과고추장을 제조하여 제공할 수 있는 뛰
어난 효과가 있음.

사과고추장
1020000049417
(2000.08.25)

이승은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고추장에 관한 것으로, 사
과를 건조하여 제조한 사과건조물과 설
탕에 졸여 제조한 사과조림을 혼합하여
사과조성물을 제조하고 상기 사과조성물
에 통상적인 고추장을 혼합한 사과고추
장을 제공함. 본 발명의 사과고추장은 사
과의 맛과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어 다양
한 입맛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양념용
으로 인식되어온 기존의 고추장의 용도
를 더욱 확장시켜 소스 등의 기호식품으
로 이용할 수 있음.

사과
농축과즙과
사과 퓨레를
이용한
사과주

1005091640000
(2005.08.10)

주식회사
두산

농축
퓨레

본 발명은 사과 농축과즙과 사과 퓨레를
혼합하여 알코올 발효함으로써, 발효속도
가 증진되고 퓨젤유의 함량이 증가되어
사과 농축과즙만을 이용한 사과주에 비
해 월등히 우수한 사과의 맛과 향미가
부여된 고품질의 사과주를 제공하는 효
과가 있음. 또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사과 농축과즙과 사과 퓨레를 이용함으
로써 사과의 수확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과주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허브 사과잼
1019980040612
(1998.09.29)

충주시 농축

본 발명은 사과를 이용한 허브사과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사과는 저장 및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9-10월의 수확
기에 홍수출하 될 경우 가격하락 및 수
급조절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본 발명은
사과 가공제품인 사과잼을 제공하는데
있음. 본 발명은 사과의 껍질과 핵을 제
거하고 마쇄하여 설탕, 산, 펙틴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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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농도가 65-68。Brix가 될때 까
지 농축하여 구연산, 허브, 계피, 견과류
등을 혼합함. 농축한 후 용기에 넣고 탈
기하여 잼 내부온도가 80℃가 되도록
15-30분간 살균공정을 거쳐 급냉하여 잼
을 제조함. 본 발명은 생식위주의 사과
소비패턴에서 사과잼으로 개발하여 제품
의 다양화를 꾀하고 소비자의 사과 가공
제품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계
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 된
사과의 이용성을 극대화시키고 부가가치
를 높여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
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사과 가공제품을
공급하는데 있음.

사과과립차
1020020085146
(2002.12.27)

충주시 농축

본 발명은 사과과즙 농축액과 버섯추출
농축액을 각각 과립화시키고, 이를 각각
일정량 혼합하여 기호성과 기능성을 고
루 갖춘 사과 과립차 및 그의 제조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사과과즙 농축액(40
내지 50브릭스(brix)) 5 내지 15중량%
에 응결제인 아라비아검 1 내지 2중량%
와 보향제인 유기산 1 내지 2중량%을
첨가하여 과즙 중의 향미를 보유하도록
하며, 건조효과와 중량을 높이기 위하여
부형제인 무수 포도당을 잔량으로 함께
혼합하여 최종 수분함량이 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 과립화시켜 사과과립을
수득하고, 다음으로는 영지, 동충하초, 상
황, 노루궁뎅이, 차가, 신령, 느타리, 표
고, 팽이, 천마 등 생리활성물질을 함유
하고 있는 고등균류들로 이루어지는 그
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버섯으로부터 수득되는 버섯추출 농축액
(30 내지 40브릭스) 5 내지 10중량%에
아라비아검 1 내지 2중량%, 유기산 2
내지 3중량%를 첨가하여 버섯 중에 함
유된 불쾌취나 고미 등을 감소시키고, 여
기에 건조효과와 증량을 높이기 위하여
부형제인 무수 포도당을 잔량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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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여 최종 수분함량이 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 과립화시켜 버섯과립을
수득함. 이렇게 하여 얻어진 사과과립과
버섯과립의 비율을 50 내지 80 : 20 내
지 50의 비율로 혼합하여 본 발명에 따
른 기능성 사과 과립차를 수득하며, 이
혼합물에 분말사과 향을 상기 사과과립
과 버섯과립의 총량에 대해 0.2 내지 0.5
중량% 더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음. 이때 주의할 것은 각 농축액을 하
나로 혼합한 후, 그 혼합농축액을 과립화
시키기보다는 반드시 각각의 농축액을
따로 따로 과립화시켜야 하며, 특별히 버
섯추출 농축액은 과립화시키기 전에 유
기산을 첨가하여 충분히 용해, 혼합한
후, 과립화하며, 혼합과 제조의 순서는
상기의 방법대로 함.

생사과
침출차

1020030016546
(2003.03.17)

설혜영
전현철
오원석
전원찬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생 사과를 신선초 생잎에 가
압/파쇄/혼합/전이/착지가 동시에 이루어
져 동결건조공정에 의한 무설탕 바이오
천연 생 사과 침출차를 생산하는 기술에
관한 것임.

사과스낵
1020030021113
(2003.04.03)

충청남도
홍성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맛과 향이 우수하며, 대기 중
에 노출되어 대기 중의 수분에 의해 서
로 달라붙지 않는 사과스낵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선별, 세척, 불가
식부분의 제거 및 1 내지 5㎜의 두께로
절단된 사과절편을 올리고당 25 내지 35
중량%, 비타민E 0.1 내지 0.5중량% 및
잔량으로서 벌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코팅조성물에 1 내지 10분 동안 침지시
킨 후, 통상의 압력조건인 0.1 내지 1기
압에서 -30 내지 -40℃의 온도로 20 내
지 30시간 동결시키고, 제품의 품온 온
도가 -40 내지 -50℃의 온도로 20 내지
30시간 동안 건조시켜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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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쵸콜렛
020030028303
(2003.05.02)

충청남도
홍성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맛과 향이 우수하며, 장기보존
이 가능한 사과초콜렛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선별, 세척, 불가식부분의
제거 및 가로*세로*두께가 1 내지 5㎜의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절단된 사과조각
100g에 사과착즙액 30 내지 50g, 글루코
만난 3.5 내지 5.0g을 첨가 혼합하여 소
정의 형상으로 성형한 후, 동결건조시킨
후, 초콜렛으로 코팅하여서 이루어짐. 따
라서, 사과 자체의 식이섬유 및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유익할 것으로 여겨
지며, 맛과 향이 우수하여 청소년들에게
도 높은 선호도로 가식이 가능하도록 하
여 영양간식으로 우수한 사과초콜렛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사과
후레이크

020030087340
(2003.12.03)

김융한
이준영
임재춘
이후근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 후레이크(Flake)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과 고유의 맛
과 향 및 영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
시간 대기중에 노출되어도 대기중의 수
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서로 달라붙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유 등에 혼합하여 영양식 및 다이어트
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임.

사과분말
1020070131017
(2007.12.14)

문경시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천연의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변색되지 않는 사과분말
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과를 물로 세
척하는 과정과; 상기 세척된 사과를 4등분
하여 내부의 씨를 포함한 핵을 제거하는
과정과 건조된 사과를 질소분위기하에서
동결하여 분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사과 분말의 제조방법임.

사과 꽃차
조성물

1020080112729
(2008.11.13)

한국식품
연구원
예산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 꽃을 이용한 사과 꽃차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관능성에서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는 동결
건조된 사과 꽃을 주재료로 하는 사과 꽃
차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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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사과를
이용한
고품질
사과식초

1020080124016
(2008.12.08)

영농조합
법인
가람솔

발효

본 발명 초미세사과를 이용하여 일체의
부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항아리정치
배양법으로 제조한 식초는 외관, 색택,
풍미 기타 종합적인 기호도에 있어서 관
능미가 우수하여 고품질, 고산도 사과식
초를 제공하는 뛰어난 효과를 개시하고
있음.

사과주스
1020090015062
(2009.02.23)

한국식품
연구원
예산농산
영농조합
법인
예산군

농축

본 발명은 냉동된 사과를 농축하는 단

계; 착즙된 사과즙을 믹서기로 분쇄하고,
여과하는 단계; 여과액을 교반하여 균질
화하는 단계; 균질화된 사과주스를 살균

하고 포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과주
스의 제조방법을 제공함.

사과퓨레
1020090133667
(2009.12.30)

예산군
한국식품
연구원
예산농산
영농조합
법인

퓨레

본 발명은 사과퓨레 55 내지 65중량%;
글루코만난과 카라기난이 1:2 내지 1:4로
이루어진 겔화제 0.4 내지 0.6 중량%;
설탕 8 내지 10중량%; 요구르트 또는
사과퓨레와 탈지분유의 혼합물의 유산균
발효물 10 내지 20 중량%; 및 잔여량의
물로 이루어진 관능성이 우수한 사과푸
딩 조성물을 제공함.

사과청주
1020090075577
(2009.08.17)

한국식품
연구원
예산군

발효

본 발명은 (a) 무증자 전분질원료, 누룩,
효모 및 물을 혼합하여 1단 담금을 수행
하는 단계; 및 (b) 상기 단계 (a)에 의해
얻어진 1단 담금술에 전분질원료, 물 및
파쇄한 사과를 혼합하여 2단 담금을 수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증자 전분질
원료를 이용한 사과청주의 제조방법을
제공함.

구운사과
1020120001163
(2012.01.04)

벼이삭
영농조합
법인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구운 사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과를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하
고, 탈피하여 중앙의 씨를 제거한 후 소
정의 크기로 등분하는 사과 준비단계, 상
기 사과 준비단계의 사과를 저온에서 건
조하는 사과의 제조방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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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식초
1020120070428
(2012.06.29)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충주신선
편이사과
사업단

발효

본 발명은 사과부산물을 이용하여 식초
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과
부산물의 알코올 발효 및 초산 발효 후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
서 숙성시키는 사과식초 제조방법에 관
한 것임.

사과장아찌
1020090064728
(2009.07.16)

전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반
건조

본 발명은 물, 고춧가루, 액젓, 매실엑기
스, 물엿 등으로 양념장을 만든 후 건조
한 사과를 혼합하여 사과 장아찌를 제조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과의 특유
의 향과 맛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양념이 되어 있어 다양한 맛을 낼 수 있
는 사과 장아찌에 관한 것임.

살균사과
막걸리

1020100020657
(2010.03.09)

황토
나누리
영농조합
법인

농축

발명은 살균사과막걸리에 관한 것으로,
지에밥에 누룩 또는 입국과 물을 섞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막걸리에, 갈
변된 색소가 제거된 사과즙 3 ∼ 20 중
량 %가 혼합된 후, 순간 살균하여 제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사과빵
1020110078190
(2011.08.05)

㈜
서해테크
구자실

반
건조

본 발명은 사과빵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사과 형상(形
象)의 빵 내부에 사과잼과 사과고명을
넣어 빵의 구수한 맛과 함께 사과의 달
콤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빵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사과를
이용한

메주와 된장

1020120026438
(2012.03.15)

영주시
(농업기술
센터 장)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 수삼, 홍삼 등을 포함하
는 기능성 된장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과 또는 인삼을 건조한 사과박
분말 또는 인삼박 분말 중에서 선택된
하나 혹은 모두와 소금을 메주에 첨가하
여 상온(서늘한 곳)에서 2∼4개월 숙성
시키는 된장 제조 과정을 포함하는 된장
제조 방법 및, 사과 또는 인삼을 건조한
사과박분말 또는 인삼박 분말 중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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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하나 혹은 모두가 5∼25중량%, 메
주 60∼75중량%, 소금 10∼20중량% 포
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된장에 관한
것으로, 상기 사과 혹은 인삼은 주스, 와
인을 포함하는 1차 가공 후 남은 잔사
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 혹은 수삼
을 사용하여, 발효제품의 일상적인 섭취
에 의한 당뇨/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성
질환(만성대사성 질환) 예방 효과를 얻
고,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
는 것임.

사과이유식
1020120071718
(2012.07.02)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충주신선
편이사과
사업단

반
건조

본 발명은 사과부산물을 이용하여 이유
식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유기의 영유아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
도록 사과부산물을 이용하여 이유식을
제조하고 이유식에 사과부산물이 첨가되
어 보관과정에서 쉽게 변색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식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농축
사과즙을
이용한 사과
아이스와인

1020120020929
(2012.02.29)

김신유
최혜영

농축

구체적으로는 사과를 파쇄한 후 착즙하
여 사과즙을 추출한 후 이를 수회 냉동
및 해동 과정을 거쳐 농축시켜 당도를
높인 후 농축된 사과즙에 효모를 접종하
여 일정 시간 동안 발효시켜 제조되는
농축 사과즙을 이용한 사과 아이스와인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사과를
함유하는
돼지사료

1020060125718
(2006.12.11)

이성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를 함유하는 돼지사료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과의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돼지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함에 따라 육질이
개선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돈육을 생
산할 수 있어 고품질의 기능성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
응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돈육의 부가가치
를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과를 함유하는 돼지사
료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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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식
발효에 의한
사과식초

1020090076934
(2009.08.19)

호서
대학교
산학
협력단

발효

본 발명은 유가식 발효에 의한 사과식초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 특히 사과과즙에
알코올 발효균주를 접종하여 알코올 발효
하는 단계; 상기 알코올 발효한 알코올발효
액에 종초를 접종하여 초산 발효시키는 1
차 초산 발효 단계; 및, 상기 1차 초산 발
효한 1차 초산발효물 5∼10%에, 상기 알코
올발효액 90∼95%를 더하여 초산 발효시
키는 2차 초산 발효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이러한 본 발명은 초산발효물
의 일부를 종초로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초
산 발효를 수행하는 공정에서, 종초 또는 1
차 초산발효물의 사용량을 5∼10% 정도로
제한함으로서, 초산생성 속도를 단축하면서
도 높은 초산 농도와 높은 식초 수득율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사과꽃잎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1020100033992
(2010.04.13)

호서
대학교
산학
협력단

농축
및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꽃잎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로서, 총 폴리페놀 함
량이 높고, 항산화 효과 및 타이로시나아제
활성 억제효과가 우수하여 피부미백 및 노화
방지효과가 있는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함.

사과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첨가제

1020100014756
(2010.02.18)

농촌
진흥청장

발효

본 발명에 따르면 사료 첨가제의 제조시
사과 음료 등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과부산물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를 접종하
고 발효시킴으로써,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
고도 가축의 증체율 및 사료 효율 등 생산
성을 개선시키는 사료 첨가제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또한, 상기 제조방법에
따른 사료 첨가제는 저장 기간 중의 안전
성, 즉 저장성이 개선된 축산물을 제공함.

사과껍질을
이용한 맥주

1020110029462
(2011.03.31)

(주) 장앤
크래프트
브루어리

동결
건조
및
발효

발명은 맥주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의 사
과껍질 가공과 이를 이용한 맥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보다 상세하
게는 사과껍질에 다량 함유된 항산화 물
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건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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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껍질 및 사과껍질 추출물을 맥주의
제조공정 중 자비, 숙성 단계에 첨가함으
로써 기존의 맥주에 비해 맛과 향이 우
수할 뿐만 아니라 사과껍질이 가진 여러
가지 항산화물질 및 항암물질을 함유한
맥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사과와
유황을
이용한

한우용 사료

1020110032079
(2011.04.07)

예산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사과와 유황을 이용한 한우용
사료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과분말과 유황을 함유한 한우용 사료
를 제조함으로써 건강한 한우를 사육하
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과와 유황을 이용한 한우용
사료에 관한 것임.

사과
말랭이
과자

1020000004617
(2000.01.31)

정순희
반
건조

본 발명은 사과를 말랑말랑하게 건조시켜
서 만든 사과과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
로 보다 구체적 것은 성숙된 사과를 깨끗
이 세척하여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다음
핵(심부분)을 제거하고 세절기에 투입하여
두께 5mm이하로 납짝납짝하게 세절하거
나 가로세로길이가 5mm이하가 되게 4각
기둥형상으로 길쭉하게 세절하여 건조판위
에 일정두께로 펼쳐서 열풍건조기의 건조
실에 다단계로 투입하고 70℃의 열풍을 10
시간정도 가하면서 3∼4시간마다 피건조물
을 뒤집는 방법으로 수분을 건조시켜 수분
함량이 8∼10%이하가 유지되게 건조시켜
과육을 말랑말랑하게 가공시키고 이를 건
조기외부로 인출하여 통풍실에서 열기를
완전히 식힌 다음 공기와의 접촉이 방지되
도록 기밀포장하여 제조되는 것인데 본 개
발품이 실용화되면 사과과자의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본 발명의 사과말랭이 과자는 2차
가공을 통해 사과강정이나 정과제조의 원
료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과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임.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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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식초
1020000086198
(2000.12.29)

현대영농
조합법인

농축

본 발명은 양파식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양파를 착즙, 여과 및 농축
하여 제조한 양파 농축액에 양파의 발효
에 적합한 효모균주를 접종하여 알코올
발효액을 제조하고 여기에 초산균주를
접종하여 초산발효시킴으로써 100% 양
파식초를 제조하고, 상기 양파식초를 물
로 희석하거나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
한 양파식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를
이용한
분말차

1020000034739
(2000.06.23)

제일식품
개발(주)

동결
건조

양파추출물에 대추추출물 및 정제포도당
을 혼합, 동결건조 및 분말화하여 양파를
이용한 분말차 기재 혼합물을 얻고 거기
에 무수 구연산, 분말 카라멜 및 정백당
을 첨가하여 양파분말차를 얻는 제조방
법에 관한 것임.

건강기능성
양파 음료

1020000020222
(2000.04.18)

현대영농
조합법인
박양균

농축

본 발명은 건강기능성 양파 음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양파의 효능
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양파 특유의 매운
맛과 냄새를 제거하여 기호성을 우수하
게 하고 복용이 간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척 후 뿌리부분을 제거한 양파와, 다시
마 및 감초를 압솥에서 3∼5시간동안 가
열하여 착즙한 후 그 착즙액을 농축하여
물과 어울어 양파음료를 제조하는 방법
에 관한 것임.

양파
추출액을
포함하는
음료

1020010056992
(2001.09.15)

㈜
늘푸른샘

농축

양파를 분쇄하고, 정제수를 첨가하고, 가
열하여 양파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여과
하여 고형분을 제거함으로써 제조된 양
파 추출물에, 배농축액, 구연산, 꿀, 비타
민 C, 향 성분, 아스파라긴산 및 비트 추
출액을 혼합하고, 여과로 고형분을 제거
하는 것으로 구성된 양파 추출물을 포함
하는 음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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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분,
양파장아찌,
양파간장,
양파고추장,
양파된장

1020010048415
(2001.08.07)

안성현
농축
및 반
건조

본 발명은 양파분, 양파장아찌, 양파간장,
고추장, 된장 제조방법으로써 장을 담들
때 양파 농축액을 이용 및 양파분을 혼
합하여 양파간장, 양파고추장, 양파된장
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반건조
된 양파를 가지고 양파장아찌를 만드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주
1020050046901
(2005.06.01) 창녕군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양파주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
터 얻은 양파주에 관한 것이고, 본 발명
에 따른 양파주는 분쇄된 양파를 물과
혼합한 후 가열하여 농축하는 단계,농축
액에 당을 보충하는 단계와 알코올 발효
하는 단계 및 살균 및 숙성하는 단계를
포함함.

건강보조를
위한
양파 환

1020050012237
(2005.02.15)

창녕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건강보조를 위한 양파 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동결 건조된 양파와 차조기잎의 분
말 가루에 밭마늘과 죽염을 혼합하여 환
으로 형성함으로써, 양파와 마늘의 냄새
및 맛이 많이 나지 않아 취식하기가 편
할 뿐만 아니라, 양파의 약리적 효과와
여기에 차조기, 밭마늘, 죽염의 효능이
부가되어 콜레스테롤과 HDL, LDL,
TG,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등을 감소
시켜 성인병 개선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쳐 신체 건강에 유익한 양파 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김치
1020050082731
(2005.09.06)

양파세상
영농조합
법인

발효

본 발명은 양파김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가공식
품의 형태로 대중화하기 힘든 양파를 양
념과 혼합·숙성하여 김치로 제조함으로
써 양파 특유의 아린 맛, 매운맛 없이 새
콤달콤한 맛을 가지며 양파의 기능성 성
분 및 건강상의 효능을 볼 수 있는 양파
김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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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양파를
이용한 쨈

1020050105715
(2005.11.05) 장명숙 농축

본 발명은 붉은 양파를 이용한 쨈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더욱 상세
하게 설명하면, 붉은 양파의 뿌리와 뿌리
근을 절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원료처
리단계와 원료처리단계를 거친 붉은 양파
를 분쇄하여 설탕과 결합하여 가열 농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붉은 양파를 이용한
쨈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 음료
1020060085954
(2006.09.07)

문호일 농축

본 발명은 양파 음료의 제조방법에 관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양파를 압착하
여 양파즙을 제조하는 단계, 그 양파즙
에 천궁, 백출, 창출, 감초 및 계피로 구
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한
약재등과 섞어 농축하는 단계를 포함하
여 구성되는 양파 음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당절임
양파추출액을
이용한
양파고추장

1020060071583
(2006.07.28)

아이비
식품
주식회사

농축

본 발명은 당절임 양파농축액을 이용한
양파고추장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
로, 보다 상세하게는 양파에 설탕, 꿀을
첨가하여 당절임 양파농축액을 제조하고
이에 고춧가루, 찹쌀, 메주가루, 띄운 밀,
식염, 물엿 또는 조청, 다시마엑기스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양파고추장 및 그 제
조방법에 관한 것임.

기능성 양파
두부

1020060113205
(2006.11.16)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창녕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기능성 양파 두부 제조 방법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히는 양파분말
및 양파 추출물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기
능성 양파 두부 제조방법을 개시함.

양파분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1020060106882
(2006.10.31)

창녕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양파분말을 이용한 기능성 식
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동결
건조법을 이용한 양파의 건조 및 분말화
는 양파의 주요성분들이 손상되지 않고
깔끔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양파분말을 천연조미료로 제조하는 방법
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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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를
이용한
양파생면

1020070051195
(2007.05.28)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축

발명은 양파를 이용한 양파생면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더욱 상세
하게 설명하면, 원료인 생면 밀가루 에
농축된 양파즙을 첨가하여 혼합하고, 혼
합된 양파즙과 생면밀가루의 전체중량에
대비하여, 양파냄새의 제거를 위해 김,
미역, 다시마를 이용한 해조류 용액을 첨
가한 후, 소금을 첨가하여 반죽함으로 제
조된 양파생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한방
양파음료

1020020035973
(2002.06.26)

서진순 농축

발명은 우수한 약리적 작용이 있는 양파
와 한방약재를 사용하여, 한방처리방식에
의한 제조공정을 통해 양파의 특이취와
매운 맛 등의 기호성과 기능성 향상을 위
한 제조 공정 및 부재료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양파음료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껍질
추출물을
함유한 된장
및 고추장
돈육불고기
양념소스

1020070059979
(2007.06.19)

청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축

본 발명은 양파껍질추출물을 함유한 엑
기스첨가 된장 및 고추장돈육불고기양념
소스에 관한 것으로, 항산화력 상승작용
등의 효능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된장 및 고추장돈육불고기양념 소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양파
농축액을
함유하는
음료

1020070120174
(2007.11.23)

재단법인
대구테크노
파크
배수혁

농축

본 발명은 최적 추출조건을 이용하여 양파
농축액을 제조하고, 제조된 양파 농축액에
복분자 농축액, 말로덱스트린, 자몽종자 추
출액, 프락토올리고당, 스테비텐 플러스, 비
타민 C, 구연산, CMC, 드링크 향으로 구성
된 첨가제 및 정제수를 혼합하여 제조된 음
료용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를
이용한
발효주

1020080007714
(2008.01.24) 창녕군 발효

본 발명은 건강에 유익하고 재료 확보에
도 수월하지만 독특한 향으로 인해 거부
감을 불러 일으켰던 양파를 주재료로 활
용하여 발효주를 제조함에 있어서, 양파
의 독특한 향을 제거하여 기능성과 기호
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발효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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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용
냉동양파

1020080065057
(2008.07.04)

이애경

농축
및
동경
건조

본 발명의 튀김용 냉동양파의 제조방법
으로 양파를 일정한 두께로 절단하여 튀
김 재료로 쓸 부분을 냉장 보관하는 단
계와 냉장 보관된 양파에 밀가루를 뿌린
후 링 형태로 하나씩 분리 후 전분가루
로 버무리는 단계, 이 단계에서 양파 농
축액을 제조한 후 설탕, 소금, 튀김가루,
계란, 감자전분, 물을 투입한 후 급속 동
결시켜 냉동양파를 제조하는 동결건조의
단계로 구성됨.

양파소금
1020090019624
(2009.03.09)

청수식품
주식회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축

본 발명은 양파소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양파 농
축액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농축액에 소
금을 침지시키는 단계, 상기 농축액을 제
거하여 양파 성분이 함침된 소금을 수득
하는 단계 및 상기 양파 성분이 함침된
소금을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양파
소금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껍질차
티백용
내용물

1020090012152
(2009.02.13)

감병국
감연희

동결
건조

볶은 현미분말과 동결 건조시켜 얻은 양
파껍질분말을 각각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마련된 양파 껍질차 티백용 내용물 및
그 제조방법이 개시됨.

양파피클과자
1020090029169
(2009.04.05)

박용대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어린이 기호식품, 술안주 등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양파피클 과자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보다 상세하게
는 주재료로서 양파를 선별,세척하는 단
계, 양조간장, 스테비아, 감식초, 정제백
당, 고춧가루 및 향미성분을 사용 하여
절임소스를 제조하는 단계, 주재료와 절
임소스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 후 일정한
온도와 기간 동안 숙성시키는 단계, 숙성
된 피클과 양파를 동결 건조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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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김치
1020090100372
(2009.10.21)

김상호 절임

본 발명은 양파김치 제조방법에 관한 것
으로, 특히 양파의 최외피를 탈피하는 탈
피단계와 탈피한 양파를 절단하는 절단
단계, 간장에 침강한 후 절임단계와 절임
한 양파를 세척하여 건조시킨 뒤 양념류
를 첨가하여 양념한 양파를 밀폐용기로
포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함.

양파소금으로
조미된
조미김

1020100078704
(2010.08.16)

전예숙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동결 건조로 얻은 양파소금을
김에 첨가하여 가공 후한 것을 특징으로
함. 제조 과정에 양파소금으로 조미하여
양파의 함유성분과 원료 김의 지방산과
의 항산화 작용으로 조미김의 과산화지
질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최종 제품인 조
미김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키고 산화를
억제하여 가공과 저장과정 중 품질을 향
상시키고, 건강기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구현할 수 있음.

양파가루를
이용한
약과의
제조방법

1020120133345
(2012.11.23)

조유순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양파가루를 이용한 약과의 제
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양파가루
약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반죽의 주원료로서 동결 건조하여 얻어
진 양파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혼합
물을 체를 내어 사용하는 양파가루를 이
용한 약과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
조된 양파가루 약과에 관한 것임.

양파사탕
1019990059884
(1999.12.21)

작천복
동결
건조

양파사탕 및 그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양
파사탕은 동결 건조하여 얻어진 양파가
루 50％, 물엿 25％, 백설탕 15％, 그리
고 향신료 10％의 중량비로 서로 혼합하
여 가열하여 제조함. 또한, 양파사탕 제
조단계는 앙파를 동결 건조하는 양파 건
조단계, 이를 잘게 분쇄하는 양파분쇄단
계 배합하는 배합 및 향신료 첨가 단계
로 제조하는 단계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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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
발효액으로
숙성되는
양파물김치

1020100138157
(2010.12.29)

장영희 절임

양파를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떨어지는 발효도를 보완하기
위해 3년 이상 숙성된 매실발효액을 이용
하여 숙성 발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며, 절임 후 침출되는 양파즙의 달고 매운
맛과 소금의 짠 맛이 매실발효액의 알코
올 성분(술 맛)과 섞여서 중화되어 짜거나
맵지 않고 적당히 싱거우면서 최상의 식
감과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양파물김치
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물이 개시됨.

양파껍질을
함유한

산란계 사료

1020090135542
(2009.12.31)

나주시
농업기술
센터소장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양파껍질을 함유한 산란계 사
료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사료의
급여를 통해 제조된 기능성 계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양파껍질을
동결 건조하여 얻은 분말을 농가부산물
과 혼합한 후, 산란계에 급여함으로써 산
란된 계란의 황색도를 높이고,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되며, 향균활성을 높이는 양
파껍질을 함유한 산란계 사료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사료의 급여를 통
해 제조된 기능성 계란에 관한 것임.

양파,
농축액을
함유하는
탄력 증진 및
주름 개선
화장용품

1020110047952
(2011.05.20)

이상록 농축

본 발명은 양파 농축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주름 개선용 화장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주름 개
선용 화장용 조성물은 각 성분을 단독으
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콜라겐 생성을
증진시키며, 콜라게네이즈의 활성을 억제
할 뿐 아니라, 피부탄력을 증가시켜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증진용 화장용 조성
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양파 가루
1020030027186
(2003.04.29)

학교법인
후성학원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양파 가루 제조방법에 관한 것
임. 본 발명에 따르면 양파를 동결처리하
여 가공함으로써 양파 조직의 파괴에 따른
효소반응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황화합물의 생성을 억제시켜 양
파 특유의 자극적이 맛과 냄새를 최소화한
양파 가루를 제조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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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조청
1020000032474
(2000.06.13)

창녕군 농축

본 발명은 양파조청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양파 농축원
액, 엿기름액 및 쌀밥을 함께 당화시키는
당화단계와, 상기 당화단계 후 용액을 여
과하는 단계와, 여과한 용액을 농축하는
단계와 상기 농축된 용액이 걸쭉한 상태
가 될 때까지 가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양파조청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주
1020100034867
(2010.04.15)

윤영철
천보레미콘
주식회사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저장성이 낮은 양파를 효과적으
로 저장할 수 있도록 가공한 양파주의 제
조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 따른 양파
주 제조방법은 누룩과 파쇄 된 생쌀을 혼
합한 혼합제를 무증자 방식으로 발효시키
는 발효단계와, 박피 세척한 양파를 이용해
농축액을 제조하는 농축액 제조단계와, 상
기 발효단계를 거친 상기 혼합제에 상기
양파를 이용해 제조된 농축액을 첨가하는
단계, 혼합제를 발효시켜 전술을 만드는 단
계, 상기 전술을 증류하는 단계를 포함함.

양파고추장
1020120060543
(2012.06.05)

양미자 농축

본 발명은 양파 고추장 및 그 제조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종래
의 고추장에 일반적으로 첨가되었던 소
금을 죽염과 멸치액젓으로 대체함으로써,
질병을 야기 시킬 수 있는 Na 성분이
감소된 고추장을 제공하는 양파 고추장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양파현미분말
된장

1020090055916
(2009.06.23)

김용식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양파현미분말된장 및 그의 제
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더욱 상세하
게 설명하면, 원료인 콩을 분말화하는 공
정과 현미를 분말화 하는 공정, 파를 동
결 시킨 후, 분말화 시켜 콩분말, 현미분
말, 양파분말에 식염과 물을 넣어 잘 혼
합하여 섞는 혼합하여 숙성시켜 된장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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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조성물

1020010022095
(2001.04.24)

오성천
금성농업
협동조합

농축

본 발명은 오이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조
성물에 있어서, 오이의 과즙추출물을 주
재로 하고 천연색소인 치자색소가 적량
첨가됨을 특징으로 하여 제조함.

오이주
1020030004727
(2003.01.24)

정일철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오이껍질의 동결 건조하여 분
말의 형태로 시판 소주에 포함시키고, 숙
성시켜서 이루어지는 오이주의 제조방법
에 관한 것임.

오이 농축액
1020060078145
(2006.08.18)

오윤정 농축

본 발명은 오이 농축액의 제조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오이를 세척하는 단계와,
상기 오이의 꼭지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
기 오이를 파쇄하는 단계와, 상기 파쇄된
오이를 브랜칭하는 단계와, 상기 브랜칭
된 오이를 착즙하여 오이즙을 얻는 단계
와, 상기 오이즙에 효소를 첨가하여 반응
시키는 단계와, 상기 효소처리된 오이즙
에 함유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단계
와, 상기 효소처리 및 불활성화된 오이즙
을 원심분리하여 농축액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자료: 특허청

○오이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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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비누

1020030008391
(2003.02.11)

학교법인
신천학원

농축

화학 항균제를 대체하여 여드름균과 같
은 피부상재 세균을 포함한 인체 병원성
균에 대하여 소량으로도 항균효과를 나
타내는 자두를 농축하여 얻어진 추출물
을 함유하는 화장비누를 제조하는 방법
에 관한 것임.

건조 자두
1020100131216
(2010.12.21)

윤옥현
이재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동결 건조한 자두 제조방법을
개시함. 상기 건조 자두는 동결 건조의
방식으로 자두의 건조가 이루어지는 것
으로, 이에 따라 자두의 건조시간을 단축
하고, 자두 건조 시 부패의 위험을 낮추
면서 저장성을 향상시켜 장기 보존이 가
능하도록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자두 초콜릿
1020120104394
(2012.09.20)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농업기술
센터장)

농축
및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자두 초콜릿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두를 분쇄 및 하여 농축하여
자두즙을 제조하는 자두즙 제조공정과,
제조된 자두즙을 동결 건조, 해빙을 반복
하여 분말형태로 제조하는 자두분말제조
공정을 거쳐 고체상의 초콜릿을 용융시
키는 초콜릿 용융액 제조된 자두-초콜릿
슬러리를 일정 형태의 틀에 부어 굳히는
자두-초콜릿 형성공정으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함.

자두 발효액
1020050111647
(2005.11.22)

박미혜 발효

본 발명은 자두 발효액을 제조하는 방법
에 관한 것으로, 자두를 설탕과 혼합하여
3-4개월 숙성 및 발효시키는 단계와 전
기 단계에서 숙성 및 발효된 자두 발효
액에 캐모마일 꽃 분말 혼합하여 발효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두 발효액 제조
방법을 제공함.

자료: 특허청

○자두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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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를
이용한

젖산발효음료

1019990046099
(1999.06.25)

주식회사
동원데어리
푸드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토마토를 주원료로 하는 젖산
발효음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토마토를 이용한 젖산발효음
료의 제조방법은 토마토를 파쇄, 착즙하
여 얻은 토마토 가공물 또는 토마토 혼
합 가공물을 95 - 100℃에서 5 - 10분
간 살균하여 pH 5.4 - 6.0으로 조정을
마친 후 냉각하여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Lactobacillus casei)로 발효시킨 발효
액 또는 이 발효액을 주성분으로 하여
액당과 조합한 것임.

토마토를
이용한
기능성 잼

1020060072949
(2006.08.02)

류재천
이진만

농축

본 발명은 토마토를 이용한 기능성 토마
토 잼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
체적으로는 토마토의 항산화 등의 기능
성을 가지면서 색, 향, 맛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능적 품질이 우수한 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마토를 이용한
기능성 잼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당침
토마토를
포함하는
김치

1020060117930
(2006.11.27)

한국식품
연구원
완주군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당침 토마토를 포함하는 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
세하게는 당류에 토마토를 농축시켜 단맛
을 향상시킨 당침 토마토, 당류와 칼슘의
혼합액에 토마토를 결합시켜 단맛 및 조
직감을 향상시킨 당침 토마토를 포함하는
김치 및 김치 제조에 있어서 상기 당침
토마토를 김치 재료에 첨가하고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침 토마토를 포함
하는 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리코펜 강화
토마토쌀

1020070109380
(2007.10.30)

전라남도 농축

본 발명은 리코펜 강화 토마토쌀 제조방
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토마
토의 기능성 성분인 리코펜이 강화된 농
축액을 제조하는 방법과 이 같은 농축액
을 이용하여 쌀에 부착시키는 제조기술로
결과물인 리코펜 농축액이 부착된 리코펜
강화 토마토쌀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토마토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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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쥬스의
제조방법

1020070056088
(2007.06.08)

김성호 농축

본 발명은 방울토마토의 씹히는 맛을 느
낄 수 있는 방울토마토 쥬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기호감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방울토마토 자체의 유익한 성분으로 인
해 다이어트 식품이나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노인 또는 환자 등의 식사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토마토
청국장

1020080040675
(2008.04.30)

주식회사
세바
바이오텍

농축
및
동결
건조

본 발명에 의하면 청국장의 각종 유효성분과
토마토의 영양성분을 포함하면서도, 청국장 특
유의 불쾌취와 토마토 착즙의 독특한 불쾌취
를 감소시킨 토마토청국장과 이를 포함하는
선식을제조할수있으므로, 선식의 관능적특
성과 영양적 특성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으며,
식품 재료로서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 청국장
과토마토착즙의활용도를높일수있음.

토마토를
함유하는
푸딩

1020080123414
(2008.12.0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페이
스트
및
동결
건조

발명은 토마토를 절단 또는 페이스트화
하는 단계 절단 또는 페이스트화한 토마
토를 동결 건조하여 토마토를 함유하는
푸딩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풍미가
풍부하면서 품질이 균일한 토마토를 함
유하는 푸딩을 제조할 수 있음.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토마토의

1020080116295
(2008.11.2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압착식 물리적 처리로 얻은
토마토 과육 펄프를 농축하고, 열처리한
후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고, 이
를 분말화한 토마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 따른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과 적색도가 안정적이며, 토마토 이
취가 감소하고, 유산균 처리로 소화효율
이 증대되며, 분말화로 인해 식품원자재
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떡을 이용한
토마토
가공방법

1020080117169
(2008.11.21)

임승수
페이
스트

본 발명은 생 토마토를 세척 및 살균한 후
호화전분 또는 떡 절편으로 외피를 형성하
여 구성함으로써 살균된 토마토의 미생물학
적인 2차 오염을 예방하고 떡 속에 생 토마
토를 내장할 수 있는 가공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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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을
포함하는
토마토케첩

1020090060704
(2009.07.03)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페이
스트

발명은 고추장을 포함하는 토마토케첩의
제조방법 및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제조한
고추장을 포함하는 토마토케첩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고추장, 정제수
및 주정을 혼합한 후 교반하면서 가열하
여 제조한 고추장을 포함하는 토마토케
첩에 관한 것임.

토마토
페이스트
함유 고추장

1020090109799
(2009.11.13)

철원
페이
스트

본 발명은 토마토 페이스트 함유 고추장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고추
장 제조시 25 내지 40 중량%의 토마토
페이스트를 첨가하여 발효 및 숙성시킴
으로써 제조된 본 발명의 토마토 페이스
트 함유 고추장은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
코펜 함량을 높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토마토의 고유한 기능인 항산화력, 항암
작용 및 항염증작용 등 건강기능성 성분
이 강화되고, 색도가 우수하며 매운맛이
덜하고 염도도 낮출 수 있어 외국인이나
청소년층에서도 애용되는 건강 소스로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토마토와인
1020090106376
(2009.11.05)

달성군
(달성군
농업기술
센터장)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토마토와인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YPD배지에서 주모 Lalvin
EC-1118을 배양 후 그 종균액 5%(v/v)
를 하여 전처리수단에 따른 다양한 토마
토시료에 접종하여 최적 발효조건을 실
험한 결과, 발효 온도 30℃에서 초기당
도 7.2∼9.2% 초기 pH 4.2∼4.4에서 7일
간 발효한 토마토 와인임.

토마토 건조
과자

1020090080481
(2009.08.28)

양회경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과일 건조 과자의 제조 방법
을 개시함.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과일
본래의 색상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며 식

감 등 기호성이 향상된 토마토, 방울토마
토를 건조시켜 얻어지는 과일 건조 과자
의 제조 방법을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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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소스
1020110069638
(2011.07.13)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페이
스트

본 발명은 갈색육수에 젤라틴 및 토마토
페이스트를 첨가하고 가열하여 제조하는
브라운소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 따르면 농후제로 루를 사용하
지 않아 건강에 유익하고, 품질이 최적화
된 브라운소스를 제조할 수 있음.

브라운소스
분말

1020110069641
(2011.07.13)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페이
스트
및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갈색육수에 젤라틴 및 토마토
페이스트를 첨가하고 가열하여 브라운소
스를 제조하고, 제조한 브라운소스를 동
결건조 또는 적외선건조하고 분쇄하여
제조하는 브라운소스 분말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토마토
케이크

1020110097375
(2011.09.27)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산학협력단
고종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
협력단

발효
및
동결
건조

본 발명은 토마토 케이크의 가공방법 및
그 제품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
로는 토마토 주스 가공 시 발생되는 씨
를 포함한 토마토 케이크를 펙틴분해효
소 함유한 복합효소 처리에 의한 가공방
법과 효소처리 토마토케이크 분말을 함
유하는 제품으로 체중조절이나 체내 지
방축적억제 또는 항산화 용도를 목적으
로 하는 기능성 제품이나 식품에 관한
것임.

토마토
초콜릿

1020110008312
(2011.01.27)

대저흙사랑
영농조합
법인

농축

제품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발명은 파쇄된 상태로 가열되어 농축된
생토마토에 올리고당, 설탕, 펙틴 및 구
연산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토마토잼 밀
크 초콜릿으로 이루어지되, 상기 토마토
잼이 내부로 주입되도록 상부에 주입구
가 형성되며 내부는 중공으로 이루어진
고형의 트러플쉘 및 상기 트러플쉘의 외
면에 쌀과자 분말이 혼합된 초콜릿이 적
층된 초콜릿층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토마토 초콜릿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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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퓨레
조청

1020120154235
(2012.12.27)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페이
스트
(퓨레)

본 발명은 기능성 장류 및 이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으로, 자세하게는 토마토 퓨
레 조청을 함유한 고추장, 초고추장, 된
장 및 쌈장 등과 같은 기능성 장류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토마토 퓨레 조청은 토마토 퓨레(tomato
puree) 및 조청(grain syrup)을 혼합하
여 농축 제조된 물질로서 토마토 고유의
기능성 성분(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
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본 발명의 기능
성 장류는 현대인의 맛과 기호를 충족시
키면서도 토마토 고유의 기능성이 부가
되어 현대인의 건강에 유익한 이점을 가
지므로, 천연 조미료로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음.

저염 토마토
된장 소스

1020130032410
(2013.03.26)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페이
스트

본 발명은 (a) 찰쌀보리밥에 리조퍼스
올리고스포러스(Rhizopus oligosporous)
를 접종한 후 배양하고, 건조한 후 분쇄
하여 찰쌀보리코지를 제조하는 단계와
(b) 토마토를 살짝 데친(blanching) 후
토마토 페이스트를 제조하는 단계로 구
분하여 저염 토마토 된장 소스를 제조하
는 것임.

토마토 어묵
1020130025516
(2013.03.11)

김영수
동결
건조

본 발명은 토마토 어묵 및 그 제조 방법
에 관한 것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토마
토 어묵의 제조 방법은 0 내지 5 ℃ 의
냉수 100 중량부 당 토마토 15 내지 40
중량부를 침지하고 세척을 통해 상기 토
마토로부터 이물질을 제거하는 토마토
세척 단계, 상기 세척된 토마토를 동결건
조하여 가공 토마토 완성 단계, 어육을
분쇄하는 어육 분쇄 단계로 토마토 어묵
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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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미니토마토
건조 가루

1020040007098
(2004.01.30)

김진아
동결
건조

본 발명은 토마토 및 미니토마토의 가공
(분말) 및 식품제조에 관한 것으로써 토
마토와 미니토마토를 잘 건조시켜 분말화
하고, 제분된 가루를 기호식품으로 이용
하고 아울러 이의 가루에 밀가루를 첨가
혼합 반죽하여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한
것임. 밀가루에 토마토가루 또는 미니토
마토 가루를 첨가 혼합 반죽하여 제과,
제방, 찐빵, 국수, 메주, 칼국수, 수제비.
부침, 만두, 호떡, 엿, 생면류의 사리용 면
등 간식 및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
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저당도
유기농
토마토 잼

1020090024178
(2009.03.20)

경상북도
대구보건
대학교산학
협력단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한팜농원

동결
건조

본 발명은 토마토를 이용한 저당도 토마
토 잼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
체적으로는 유기농 토마토의 항산화 등
의 기능성을 가지면서 특히 단맛을 감소
시키면서 전반적인 기호도가 우수한 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마토를 이용한
저당도 유기농 토마토 잼 제조방법에 관
한 것임.

무식염
토마토 쥬스

1019960039050
(1996.09.10)

동부팜가야
주식회사

농축

본 발명은 무식염 토마토 쥬스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토마토 쥬
스로서 기호성이 높으며, 제조공정시에
PH의 강하에 의해 토마토 고유의 영양
성분 파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유통중
에 상층부의 충분리현상과 탈색현상을
방지 할수 있는 무식염 토마토 쥬스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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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상의
포도 발효액
추출물을
함유하고
미백 및
주름방지
효과를 갖는
화장료

1020000065729
(2000.11.07)

나드리화장
품주식회사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분말 상의 포도 발효액 추출물이
조성물 총중량에 대하여 0.01∼10중량%의 양
으로 함유됨을 특징으로 하는 미백 및 주름방
지용화장료조성물에 관한것으로, 이에따르
면 기존에 개발된 알부틴, 아스코르빈산 등보
다훨씬뛰어난 티로시나제활성저해효과, 즉
미백 효과를 가지는 포도 발효액 추출물을 얻
을 수 있으며, 미백 효과, 항주름 효과 및 안
정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포도 발효액 추출물
함유화장료조성물을얻을수있음.

사료첨가제용
포도 잔여
발효 추출물

1020010036505
(2001.06.26)

주식회사
유니에
르스테

발효
및
동결
건조

본 발명에서는 포도에서 수득된 포도씨, 껍질,
줄기를 포함하는 포도 찌꺼기의 발효, 분쇄,
건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포도찌꺼기 발효
물을 사료첨가제로 제공하므로써 기존 사료보
다 가축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사료 효율이 높아져 생산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고, 풍부한 무기질 공급원이므로
성장기나 산란기의 가축에 특히 효과를 가짐.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사료첨가제는
100% 생물제제로 이루어져 가축에게 부
작용이 전혀 없으며, 기존에 폐기처분되던
포도찌꺼기를 이용한 발효제품이기 때문
에 자원 재활용측면에서도 의미가 큼.

거봉 포도를
이용한
증류식
포도주

1020010072830
(2001.11.21)

유황렬 발효

본 발명은 발효 및 숙성된 포도원액을
증류한 후 증류된 포도주를 다시 숙성시
키고 냉장하여 제조한 증류식 포도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 약술
1020020047372
(2002.08.10)

(학)
청운학원
(대전보건
대학)
홍태희

발효

본 발명은 포도 약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
로서, 좀 더 상세하게는 곡물과 포도 착즙 후
남은 과육, 과피 및 씨를 이용하여 곡물 발효
및 포도 과립 발효를 포함하는 4차 발효를 통
한 포도 약술 제조시 포도 과육 및 포도 씨를
3차 및 4차 발효단계에 첨가하여 사용하고,
포도 과피에서 추출한 천연 포도색소를 사용
하여포도약술을제조하는방법에관한것임.

○포도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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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과립차
1020030101432
(2003.12.31)

충청북도
(관리부서:
충청북도
농업
기술원)

농축

본 발명은 포도과립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포도과즙 농축액을 과립화
시켜 포도고유의 맛과 향 및 영양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포장이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도
과즙 농축액을 과립화시키고, 여기에 포
도과즙을 가공한 후 남는 포도박으로부
터 추출한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놀
(Flavonol)을 첨가하여 혼합시킴으로써
섭취시 항암활성작용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포도과립차를 제조방법
에 관한 것임.

품질이
향상된 포도
과즙음료

1020030076686
(2003.10.31)

충청북도
(관리부서:
충청북도
농업
기술원)

농축

본 발명은 포도 과즙음료의 살균온도와
산도조절 등을 통해 제조되는 우수한 품
질의 포도 과즙음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더욱 상세하게는 포도에서 착
즙한 생과즙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포도 과즙음료 제조과정인 열처리과
정, 식품첨가보조제 첨가과정, 저온처리
과정 등에 있어서 포도 과즙음료의 품질
을 향상시키는 각각의 최상의 조건을 결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포도 과즙음료의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올리고당이
활성화된
포도음료

020030076626
(2003.10.31)

충청북도
(관리부서:
충청북도
농업
기술원)

농축

발명은 올리고당이 활성화된 포도음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씨앗이 제거된 포도 과육 및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올리고당 성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씨앗이 제거
된 포도의 과육 및 껍질을 마쇄하고 여
과한 후 원심분리하여 여과액을 제조하
는 단계, 상기 여과액을 첨가해 올리고당
이 활성화된 포도음료의 제조방법에 관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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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착즙
부산물로부터
의 식품소재
추출 및 이를
이용한식품

020050043897
(2005.05.25)

육철
안준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국내산 포도의 주 품종인
Campbell Early, MBA, Sheridan 등을
이용하여 포도를 착즙한 후 버려지고 있는
포도착즙박으로부터 polyphenol이 다량
함유된 포도껍질 발효파우더, 포도껍질 발
효농축액, 포도껍질 발효증류액, 포도껍질
발효농축 동결건조물, 포도껍질 발효농축
분무건조물 등을 제조하는 것과 이들을 활
용한 다류, 음료, 포도주 등 다양한 식품
및 음료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포도씨유
1020050028257
(2005.04.04)

중모포도영
농조합법인
최상원

농축

본 발명은 탈지 포도씨박을 에탄올수용
액으로 열탕 추출한 다음 여과 및 농축
하여 포도씨 에탄올 추출물을 얻고 이것
을 다시 이온수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를 이용하여 20% 및 60% 에탄올수용액
에 각각 용출되는 추출액을 농축하여 포
도씨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새콤달콤한
콜라겐 비타
포도 녹차

1020060052280
(2006.06.11)

전현철
전원찬
전병균

동결
건조

콜라겐과 포도(葡萄 grapes)를 녹차[綠
茶 Green tea] 조직 속으로 다시 전이시
키어 동물성 단백질인 콜라겐과 포도(葡
萄 grapes)의 과육과 녹차[綠茶 Green
tea]가 혼합된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무 합성향료의 웰빙(well-being) 녹차
[綠茶 Green tea]를 발명하여 그 맛과
향이 새콤달콤하므로 침출 차의 혁명을
이루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아이스포도
1020070120747
(2007.11.26)

김종두
배순희

반
건조

본 발명은 장시간 보관에도 맛과 신선도
를 유지시키기 위해 포도알을 분리하지
않고 포도송이 자체를 세척하여 밀봉한
후 냉동 가공하는 아이스포도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임.

혼합 과실
캠벨 포도주

1020070052022
(2007.05.29)

육철 발효

본 발명은 캠벨을 주원료로 한 혼합 과실
포도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타
과실과의 혼합 발효에 의해 캠벨 포도주의
단점을 보완하고 폴리페놀의 함량을 증가시
킨 혼합 과실 캠벨 포도주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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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차
1020070076892
(2007.07.31)

농업회사
법인

경북대학교
포도마을
주식회사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 성분이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포도씨
를 이용한 포도씨차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으로 포도씨를 150℃-190℃ 의 온도로
10-60분간 볶은 후 포도씨차를 100℃에서
10-30분간 열수 추출 후 동결건조하여 포
도씨차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초콜릿
1020090046413
(2009.05.27)

영동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포도를 동결건조한 성분을 초
콜릿과 배합한 포도초콜릿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 아이스
와인

1020100107944
(2010.11.02) 손창규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포도를 파쇄하고 농축하여 포도액
을 수득하는 단계와 포도액에 저온발효 효모
를 투입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 포도아
이스 와인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커피
1020100072671
(2010.07.28) 이성민

동결
건조

본 발명의 포도커피의 제조방법은, 포도추
출액을 동결건조하여 포도분말을 제조하는
제1단계와, 커피추출액을 동결건조하여 커
피분말을 제조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조
한 포도분말과 커피분말을 0.5∼2:1의 중
량비율로 혼합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포
도커피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청수포도를
이용한 와인

1020120142343
(2012.12.07)

농촌
진흥청장

농축
및
발효

청수포도를 이용한 와인의 제조 방법이 제공
됨.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청수포도를
이용한 와인의 제조 방법은, 청수포도를 파
쇄 및 농축하여 포도과즙을 제조하는 단계와
상기 스킨 컨택시킨 상기 포도과즙을 발효시
키는 단계, 상기 포도과즙에서 상기 포도껍
질 또는 포도씨등을 제거하는 압착단계를 거
쳐 와인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
발효액과
그것을
함유한 김

1020020003795
(2002.01.23) 김효성 발효

본 발명은 천연 유기산을 함유하는 포도 발
효액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포도 발효액
을 함유한 김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복분자
와인

1020050093726
(2005.10.06)

김옥진
농축
및
발효

본 발명은 농축된 포도에 복분자를 혼용
하여 알코올 발효시켜 향과 맛, 바디감을
더욱 강화시킨 포도복분자 와인 제조법
과 포도복분자 와인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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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부산물의
효율을
증대시킨
사료첨가제

1020060130085
(2006.12.19)

대전충남양
돈축산업협
동조합
주식회사
이지바이오

발효

본 발명은 포도부산물의 효율을 증대시킨
사료첨가제에 관한 것으로, 각종 기능성 폴
리페놀 물질, 비타민, 유기산 및 생체에 유
용한 무기물들이 다량으로 포함된 포도부산
물을 적당한 곡물에 첨가하고 효모 배양액
을 혼합하여 고상발효 및 숙성한 사료첨가
제에 관한 것임.

포도 천연
복합 조미료

1020060130085
(2006.12.19)

영천시
(농업기술
센터)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동결건조한 포도를 이용하여 천연
포도조미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생즙이
함유된
감식초음료

1020110100853
(2011.10.04)

손미숙 농축

본 발명은 감식초를 이용하여 음료를 제조
할 때 올리고당과 같은 감미료를 첨가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으로 천연포도를 농축하여 얻어진 포도생
즙과 감식초 및 정제수를 혼합하여 감식초
음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추출물을
함유한미백화
장료조성물

1019980018656
(1998.05.23)

주식회사
아모레퍼시
픽그룹

동결
건조

본 발명은 포도의 껍질, 과육 또는 씨를
동결건조 및 분쇄하여 얻은 포도추출물을
함유하는 미백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임.

포도잼의
제조방법

1020080105648
(2008.10.28)

김순종
동결
건조

본 발명은 포도를 동결건조시켜 분말의
형태인 입자로 가공하여 시간 및 온도로
처리하여 포도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
한 것임.

포도과립
1019940036203
(1994.12.23)

롯데칠성
음료
주식회사

반
건조

본 발명은 포도과립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포도원과의 줄
기에서 과립을 털어내어 이를 급속 냉동
한 후 장기간 냉동 저장해 두었다가 계절
에 관계없이 필요한 때마다 해동함으로써
과육감이 좋은 포도과립 과즙음료용 포도
과립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포도고추장
1020100105840
(2010.10.28)

박영자
김은영

농축

본 발명은 농축하여 포도즙을 제조한 다
음 포도즙의 주석산 성분으로 인해 생성
되는 침전물을 제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포도고추장 제조방법
에 관한 것임.



236

한국특허

특허명 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유형

핵심요지

유자주스
1020000059858
(2000.10.11)

우강융 발효

본 발명은 유자주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셀룰라아제, 펙틴나아제 및
나린진아제를 첨가하고 발효탱크의 온도
를 38℃로 조절하여 120rpm으로 교반하
면서 4∼5시간 발효함으로써 유자를 껍
질채 모두 효소 분해하여 제조함.

유자농축액이
첨가된
유자간장

1020010107386
(2001.12.07)

㈜
몽고식품

농축

본 발명은 유자농축액이 첨가된 유자간
장 및 유자간장소스에 관한 것으로, 전
통 발효식품인 전통 재래식 간장의 제조
방법을 개량하여 제조한 개량식 간장에
인체의 피로예방, 기의 저하예방, 과음후
의 주독해소, 소화불량 치료, 혈액순환
촉진, 감기예방, 변비통·요통·신경통·류
머티즘 예방 등에 도움을 주도록 함.

한국특허

특허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유형

핵심요지

생식용
포도를
이용한
포도초콜릿
스낵

1020120027834
(2012.03.22)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생포도를 냉동처리하거나 또
는 냉동처리하지 아니하고 진공 건조하
는것이 특징인 포도스낵과 포도에 초코
릿을 도포한 다음 동결건조하는 것이 특
징인 포도 쵸코릿스낵의 제조방법을 제
시함.

홍삼 아이스
포도

2020090013560
(2009.10.19)

조준혁
반
건조

포도를 반건조하여 홍삼가루를 첨가하여
만든 홍삼아이스 포도의 제공방법에 관
한 것임.

자료: 특허청

○유자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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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분말
1020010047274
(2001.08.06)

우강융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유자 분말 주스 및 그 제조방
법에 관한 것으로 셀룰라아제, 펙틴나아
제 및 나린진아제를 첨가하고 교반하면
서 9∼12시간 발효함으로써 유자를 껍질
채 모두 효소 분해하여 발효된 발효액을
동결건조하여, 각종 비타민 및 무기물등
의 영양강화 첨가제, 앤티케이킹제, 유화
제, 설탕 및 저열량 첨가제등을 첨가한
뒤 분쇄하여 제조한 것임.

유자과즙을
이용한
식초

1020030013849
(2003.03.05)

수원여자
대학

산학협력단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유자차 제조시 버려지고 있는
유자과즙을 이용하여 유자식초를 제조하
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희석한 유자과즙
에 부영양원을 첨가하고 여기에 에탄올
과 종초를 접종하여 면전한 후, 산도가
2％ 되게 초산을 첨가한 상태에서 발효
시켜 유자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피복물
질인 말토덱스트린과 사이클로덱스트린
을 사용하여 동결건조법에 의해 분말화
한 분말유자식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유자과피
분말을
함유하는
식육가공품

1020040042319
(2004.06.09)

경상남도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유자과피를 함유하는 식육가공품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유자과피를
식육가공품에 첨가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아
질산염 또는 질산염의 잔류량을 감소시키고
지방산화를 억제하여 저장성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C 및 각종 무기물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자과피를 함유하
는식육가공품및이의제조방법에관한것임.

유자 및
초콜릿을
이용한
유자초콜릿

1020050030471
(2005.04.12)

유경미
황인경

농축

본 발명은 유자 및 초콜릿을 이용한 유자
초콜릿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유자
분말 가루와 에탄올 혼압액을 농축한 유자
조성물을 만드는 유자 조성물 공정, 고체
초콜릿을 용융하는 용융액 제조 공정, 상기
유자 조성물과 초콜릿 용융액을 혼합하여
슬러리 형태로 만드는 초콜릿-유자 슬러리
제조 공정, 상기 초콜릿-유자층에 초콜릿
용융액을 부어 굳힌 초콜릿층 형성 공정으
로 제조한 유자초콜릿의 제조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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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주
1020050072945
(2005.08.09)

이연주
이근호

발효

본 발명은 유자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증자하여 발효시
킨 쌀과 밀을 배합한 입국에 물을 첨가
하고 발효시켜 1차 발효주를 얻고, 1차
발효주에 유자청, 생약추출물 및 생강즙
을 첨가하고 발효시켜 2차 발효주를 얻
고, 이를 여과하여 맑은 술을 얻어 저온
에서 숙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자주
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유자
농축액이
첨가된 된장

1020060049155
(2006.06.01)

경남도립남
해대학
산학협력단

농축

본 발명은 유자 농축액이 첨가된 된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발효 직전의
제조된 된장에 NDMA 생성 억제의 기
능성을 함유한 유자 농축액을 소량 첨가
함으로써 전통 된장의 단점을 보완, 기
능성을 향상시킨 유자 착즙액이 첨가된
된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동결건조
유자블록

1020070122425
(2007.11.29)

㈜샬롬산업
김정매

동결
건조

본 발명은 동결건조 유자블록의 제조방법
에 관한 것으로 유자를 살균 및 세척하는
세척단계와 유자를 2등분으로 절단한 다
음 불가식부를 제거하는 불가식부제거단
계, 유자입자를 얻는 절단단계, 유자입자
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유자혼합물을 얻는
혼합단계, 유자혼합물을 일정형상의 성형
틀에 넣어 성형시키는 성형단계, 이를 통
해 얻은 유자혼합물을 동결건조기에 넣고
-35∼-45℃의 온도에서 급속동결시키는
예비동결단계, 상기 예비동결단계를 통해
얻은 동결된 유자혼합물을 품온 40∼50℃,
진공도 0.1∼0.5Torr에서 동결건조시키는
진공동결건조단계를 거쳐 제조됨.

유자의
과육과
과피를
이용한
유자차

1020080009695
(2008.01.30)

지은정
동결
건조

본 발명은 유자의 과피와 과육을 분리하
는 단계와 분리된 과피 및 과육을 각각
동결건조하는 단계 및 동결건조한 과피
및 과육을 각각 분쇄한 후, 혼합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자
분말차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유자 액상차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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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특허명 출원일자 출원인
가공
유형

핵심요지

유자를
이용한
전통주

1020100018322
(2010.02.25)

은종방
김미정
양희선

농축

본 발명은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유자를
전통주에 첨가하여 본래 유자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 영양적으로 우수한 성분
을 보강하고 유자 수요를 확대하고 유자
재배농가의 경제향상을 위한 유자를 이
용한 전통주의 제조 방법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증자하여 발효
시킨 쌀 또는 곡류로 만든 입국에 물을
첨가하고 발효시켜 1차 발효주를 얻고,
1차 발효주에 유자 농축액을 넣어 발효
시켜 2차 발효주를 얻고 이를 여과하여
얻는 유자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건유자차
1020110095255
(2011.09.21)

양회경
반
건조

본 발명은 건유자차의 제조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건유자차를 개시
함. 구체적으로 유자 세절물에 설탕 및
꿀을 혼합하고 그 혼합물을 수분 함량이
그 혼합물 전체 중량 기준 15 내지 20
중량%가 되도록 건조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건유자차의 제조 방법과 그 제조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건유차를 개시함.
본 발명의 건유자차는 액상의 유자차와
달이 보관·유통·휴대가 간편하고 유통
기한이 긴 특징을 가짐.

유자
농축액을
포함하는
피부

각질박리용
화장료

1020110086367
(2011.08.29)

㈜코리아나
화장품

농축

본 발명은 유자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서, 농축과 발효법을 이용하여 얻은 유
자를 포함하는 각질박리용 화장료 조성
물 및 화장 방법에 관한 것임.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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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원은 농축산식품부의 정책개발을 지원

하기위해 농식품 경제․정책 및 농촌사회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본원은 『식품소재, 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추진방

안』을 주제로 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써 국내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

구의 결과는 해당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도출된 과

제의 문제점은 건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 얻은 정보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응답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9월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130-710)

식품유통연구부 김성우 E-mail : swootamu@krei.re.kr/ 전화번호 : 02-3299-4115

식품유통연구부 변승연 E-mail : seungyeon@krei.re.kr/ 전화번호 : 02-3299-4221

조사기관 : ㈜마크로밀엠브레인 / 전화번호 : 02-3406-3951

본 조사에 응한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식품소재, 반가공 및 식재료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추진방안 
실태조사

3. 설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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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체 일반현황

1) 업체명

2) 업체주소

Q1. 귀 업체의 업체명과 업체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Q2. 귀 업체의 업체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개인사업체 ②영농조합법인 

③농업회사법인 ④일반회사법인 

⑤농협(지역농협 포함)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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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료 및 생산 현황

가공식품 원료 가공공정 유형

1)1순위:             
(☞A1.의 1순위 제시) 

①절임     ②데침     ③숙성(발효)   ④동결건조

⑤반건조   ⑥완전건조 ⑦페이스트     ⑧농축

⑨기타(                      )       ⑩없음

2)2순위:             
(☞A1.의 2순위 제시)

①절임     ②데침     ③숙성(발효)   ④동결건조

⑤반건조   ⑥완전건조 ⑦페이스트    ⑧농축

⑨기타(                      )       ⑩없음

3)3순위:             
(☞A1.의 3순위 제시)

①절임     ②데침     ③숙성(발효)   ④동결건조

⑤반건조   ⑥완전건조 ⑦페이스트    ⑧농축

⑨기타(                      )       ⑩없음

※ 다음에서는 귀사가 생산하고 있는 반가공 식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공식품이란 절임 / 데침 / 숙성(발효) / 동결건조 / 반건조 / 완전건조 

/ 페이스트 / 농축 의 가공공정을 거치는 식품을 말합니다. 반드시 반가공식

품만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귀 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가공식품의 원료를 생산량이 높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료의 예: 무화과, 유자, 토마토 등)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만 필수)

A2. 귀 사의 식품 가공공정은 아래의 유형 중 어느 것에 속하십니까?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 2가지 이상의 가공 유형을 거치면 모두 선택해주십

시오.(☞3순위까지 모두 ⑩없음이면 응답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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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료 반가공 식품의 연간 생산량
 1)1순위:             
(☞A1.의 1순위 제시) 

 톤

(※ 10kg=0.01톤, 100kg=0.1톤, 1000kg＝1톤, 1l=1kg으로 환산)

 2)2순위:             
(☞A1.의 2순위 제시)

 톤

(※ 10kg=0.01톤, 100kg=0.1톤, 1000kg＝1톤, 1l=1kg으로 환산)

 3)3순위:             
(☞A1.의 3순위 제시)

 톤

(※ 10kg=0.01톤, 100kg=0.1톤, 1000kg＝1톤, 1l=1kg으로 환산)

원료
A4-1. 국내산 원료 

비율
(☞응답범위 0~100)

A4-2. 수입산 원료 
비율

(☞응답범위 0~100)

합계
(☞자동합계 

100%)

 1)1순위:             
(☞A1.의 1순위 제시) 

 % % 100%

 2)2순위:             
(☞A1.의 2순위 제시)

 % % 100%

 3)3순위:             
(☞A1.의 3순위 제시)

 % % 100%

A3. 해당 가공원료의 연간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A4. 귀 사가 위에서 언급한 품목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원료의 사용 비율은 얼

마입니까? 

A5. (☞A4-1.국내산 원료 비율 1% 이상) 국내산 원료를 이용할 경우, 조달된 

원료의 가공 수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형태를 모두 선택해주

십시오.

①원물자체 ②절단  ③박피 ④절임    ⑤다듬기

⑥데침 ⑦숙성(발효) ⑧페이스트 ⑨농축    ⑩동결건조 

⑪반건조 ⑫냉동 ⑬소스

⑭합착(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묶어 하나로 가공)

⑮플레이크(원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눈 얇은 조각)

⑯탈착(원물에 흡착된 물질을 떨어트리는 가공 예: 꼭지제거)

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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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원료 조달 비중

1)직접

생산

(☞응답

범위

0~100)

2)산지

직구매

(☞응답

범위

0~100)

3)도매

시장

(☞응답

범위

0~100)

4)APC

(☞응답

범위

0~100)

5)재래

(소매)

시장

(☞응답

범위

0~100)

6)중간 

도매/ 

벤더업체

(☞응답범

위

0~100)

7)식재료 

업체

(☞응답

범위

0~100)

8)기타

(☞응답

범위

0~100)

합계

(☞자동

합계 

100%)

 1)1순위:        
(☞A1.의 1순위 제시) 

 %  %  %  %  %  %  %  % 100%

 2)2순위:        
(☞A1.의 2순위 제시)

 %  %  %  %  %  %  %  % 100%

 3)3순위:        
(☞A1.의 3순위 제시)

 %  %  %  %  %  %  %  % 100%

A6. (☞A4-1.국내산 원료 비율 1% 이상) 귀 사가 반가공된 국내산 원료를 사

용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부산물 처리 비용의 문제 ②시설 설비의 문제

③생산 인력의 부족 ④가공된 원료와 원물자체의 가격차이가 적음

⑤기술력 부족 ⑥기타(                       )

A7. (☞A4-1.국내산 원료 비율 1% 이상) 귀 사가 구매하고 있는 국내산 원료

의 조달처는 어디이며, 그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A8. (☞A4-1.국내산 원료 비율 1% 이상) 국내산원료를 사용한 식품가공업체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힘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기계 가동 등 높은 운영 비용 ②값비싼 국내산 원료의 부담

③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어려움 ④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⑤노동력 부족 ⑥연구개발 부족

⑦판로 확보의 어려움 ⑧전문인력 부족

⑨부산물 처리 ⑩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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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A4-1.국내산 원료 비율 0%) 국내산 원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원료의 높은 가격 때문에 ②가격의 변동성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③가공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④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⑤원물의 낮은 품질 ⑥판매가 잘되기 않기 때문에

⑦국내산과 수입산 원료의 품질차이가 없어서

⑧기타(                            )

A10. (☞A4-1.국내산 원료 비율 0%) 수입산 원료를 이용할 경우, 조달된 원료

의 가공 수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원물자체 ②절단 ③박피 ④절임   ⑤다듬기 

⑥데침 ⑦숙성(발효) ⑧페이스트 ⑨농축   ⑩동결건조

⑪반건조 ⑫냉동 ⑬소스 

⑭합착(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묶어 하나로 가공)

⑮플레이크(원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눈 얇은 조각)

⑯탈착(원물에 흡착된 물질을 떨어트리는 가공 예: 꼭지제거)

⑰기타(                              )

A11. (☞A4-1.국내산 원료 비율 0%) 귀 사가 반가공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

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부산물 처리 비용의 문제 ②시설 설비의 문제

③생산 인력의 부족 ④가공된 원료와 원물자체의 가격차이가 적음

⑤기술력 부족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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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판매 현황

반가공제품

판매방식별 판매 비중

B1-1. 직접 판매

(소비자)

(☞응답범위 
0~100)

B1-2. 위탁 판매

(대리점)

(☞응답범위 
0~100)

B1-3. 주문자 생산

(OEM / ODM / PB)

(☞응답범위 
0~100)

합계

(☞자동합계 
100%)

 1)1순위:           %  %  % 100%

 2)2순위:           %  %  % 100%

 3)3순위:           %  %  % 100%

※ 다음에서는 귀사 반가공 제품의 판매방식별 판매 비중에 대해서 주요 반

가공 제품 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반가공제품은 앞서 응답하신 원료를 가공한 제품으로 한정합니다.

앞서 응답하신 원료는 (○○○☞A1.의 1순위 제시), (○○○☞A1.의 2순위 

제시), (○○○☞A1.의 3순위 제시) 입니다.

B1. 귀 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직접 판매, 위탁 판매, 주문자 생산

(OEM/ODM/PB) 비중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반가공 제품의 예: 무화

과 농축액, 토마토 분말 등)(☞1순위만 필수) 

※ OEM : 물건을 주문한 회사가 제조업체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작할 것

을 의뢰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

※ ODM :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자체 기술에 기반한 상품을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

체나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방식

※ PB : 유통업체가 기획·개발·생산 및 판매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자적으로 수행하

여 만든 브랜드 상품 및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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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B1-1.직접 판매 비율 1% 이상) 귀사에서는 제품을 일부 혹은 전부를 직

접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접판매를 100%로 보았을 때 판매경로별 

비중을 기입해주십시오. 

반가공제품

직접판매의 판매경로별 판매비중

1)중간/

도매상

(☞응답범

위 0~100)

2)대형

유통업체

(a)

(☞응답범

위 0~100)

3)중소

유통점

(b)

(☞응답범

위 0~100)

4)일반

음식점

(☞응답범

위 0~100)

5)식품

제조업체

(☞응답범

위 0~100)

6)기타

(☞응답범

위 0~100)

합계

(☞자동합

계 100%)

 1)1순위:           
(☞B1.의 1순위 제시)

 %  %  %  %  %  % 100%

 2)2순위:           
(☞B1.의 2순위 제시)

 %  %  %  %  %  % 100%

 3)3순위:           
(☞B1.의 3순위 제시)

 %  %  %  %  %  % 100%

※ (a) 대형유통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수퍼체인(롯데

수퍼, GS수퍼 등)

  (b) 중소유통점 : 중소형도매상(할인점과 수퍼체인 제외), 중소형 편의점

B3. 제품의 판매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경쟁사와의 가격경쟁 ②한정된 판로 

③판․구매자 간 거래조건 협상 ④과다한 유통비용 

⑤인증의 유무 ⑥홍보부족

⑦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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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D

C1. 귀 사는 제품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투자한 경험이 있다(☞C2) ②투자한 경험이 없다(☞C5)

C2. (☞C1.의 ①) 귀 사가 R&D에 투자하셨다면, 결과의 만족도는 얼마입니까?

①매우 불만족(☞C4) ②불만족(☞C4) ③보통(☞C6)

④만족(☞C3) ⑤매우 만족(☞C3)

C3. (☞C2.의 ④⑤) 귀 사의 R&D투자 결과가 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판매처의 주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서

②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한 상품의 개발을 개발할 수 있어서

③기능성 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서

④산량을 높이기위한 시설의 개선되어서

⑤효율적으로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어서

⑥기타(                                )

C4. (☞C2.의 ①②) 귀 사의 R&D투자 결과가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있어 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

②상품의 실용화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음

③기업과 연구기관간의 협업이 힘들기 때문

④소비자의 소비 트랜드가 급변하기 때문

⑤연구개발의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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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C1.의 ②) 귀 사가 제품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기업의 비용적 여력이 없어서

②상품의 실용화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

③기업과 연구기관의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

④소비자의 소비 트랜드가 급변하기 때문

⑤연구개발(R&D)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

⑥기타(                                )

C6. 정부 주도적으로 R&D의 기본적인 틀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①매우 부정(☞C8) ②부정(☞C8)

③보통(☞C9) ④긍정(☞C7)

⑤매우 긍정(☞C7)

C7. (☞C6.의 ④⑤) 정부 주도의 R&D 추진에 긍정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기술개발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②기술개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③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어서

④정부의 주도하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서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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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C6.의 ①②) 정부 주도의 R&D 추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R&D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②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R&D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③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R&D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④기술을 실용화시키기기 어렵기 때문에

⑤정부의 주도하에 제공된 정보가 신용이 되지 않아서

⑥기타(                                )

C9. 향후 연구개발(R&D)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①R&D기술을 품목별로 설계화한 정보공유

②지역별 식품기업의 연합을 통한 정보공유

③품목별 식품기업의 연합을 통한 정보공유

④대기업과 식품가공의 중소기업이 R&D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Route) 구축

⑤기타(                                )

C10. 귀 사는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통한 품목별 제조공정 정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경험해본 적이 있다(☞C11) ②경험해본 적이 없다(☞C14)

C11. (☞C10.의 ①) 만약,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귀사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①매우 도움이 안됨(☞C13) ②도움이 안됨(☞C13)   

③보통(☞D1) ④도움 됨(☞C12)

⑤매우 도움 됨(☞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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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C11.의 ④⑤) 특허정보시스템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

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품목별 특허유형이 다양성에 도움이 됨

②특허개발의 내용이 상세하여 기술 개발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음

③특허개발의 내용이 상세하여 기술 개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음

④출원자를 통해 제품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⑤기타(                                )

C13. (☞C11.의 ①②) 특허정보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 때

문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개발의 내용이 상세하지 못함

②실용화시킬 수 없는 내용을 내포함

③원하는 정보가 없음

④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시행할만한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

⑤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시행할만한 비용의 여력이 없기 때문

⑥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시행할만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

⑦기타(                                )

C14. (☞C10.의 ②) 만약,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특허정보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음

②R&D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

③R&D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비용의 여력이 없기 때문

④R&D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

⑤정보만을 이용해서 실용화를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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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업화 방안

D1. 귀 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힘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

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정부의 지나친 간섭 ②위생관리 기준의 엄격함

③정부의 낮은 지원 ④정부지원의 배재

⑤유통업체와의 연결 ⑥시장 형성의 한계 

⑦R&D 기술개발 ⑧인력고용 

⑨없음

⑩기타(                                )

D2. 우리나라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서 어느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식품소재 산업 관련 제도의 정비(☞D3)

②생산설비 개선(☞D4)

③전문/후계/생산 인력의 육성(☞D5)

④R&D 활성화(☞D6)

⑤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D7)

⑥품목별 식품연합회 형성(☞D8)

⑦지역별 식품연합회 형성(☞D9)

⑧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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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D2.의 ①) 식품소재 산업 관련 제도의 정비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위생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②부산물 처리규제에 대한 비용이 높기 때문에

③첨가물 사용제한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④시설수준에 따른 정보의 지원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⑤기타(                                )

D4. (☞D2.의 ②) 생산설비의 개선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

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낙후된 시설로 인한 생산 작업의 능률 저하

②기술개발 후 출시되는 새로운 식품의 생산적 문제

③생산인력의 부족 

④원료변경 시 발생되는 생산설비의 교체문제

⑤기타(                                )

D5. (☞D2.의 ③) 전문/후계/생산 인력 육성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생산 인력의 부족 

②전문화된 기술 인력의 부족

③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

④지역별 인력의 불균등 문제 때문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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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D2.의 ④) R&D 활성화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

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R&D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②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R&D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③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R&D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④기술을 실용화시키기기 어렵기 때문에

⑤기타(                                )

D7. (☞D2.의 ⑤) 수요 발굴 및 판로개척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기업 중심의 판매구조 

②품목별 판로의 구조가 제한적

③지역별 판로의 구조가 제한적 

④생산품별 판로의 구조가 제한적 

⑤기타(                                )

D8. (☞D2.의 ⑥) 품목별 식품소재연합회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품목별 식품산업의 정보공유(판매,생산)가 용이하기 때문

②품목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

③동종 업계 간 R&D 기술개발이 용이하기 때문

④원물의 지역별 가격격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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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D2.의 ⑦) 지역별 식품소재연합회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순위만 필수)

①지역별 특산품목의 집중화된 기술개발이 가능하기 때문

②가까운 거리를 이점으로 하여 정보공유(판매, 생산)가 용이하기 때문

③지역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

④홍보에 있어 지역별 식품의 홍보가 용이하기 때문

⑤기타(                                )

D10. 우리나라의 식품소재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업

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나 좋으니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Q3. 귀 사의 2013년 근로자 수 및 연간 매출액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입도 skip 가능)

구분 2013년 기준

1)근로자 수 (경영자 포함) 명

2)매출액

2-1)국내 출하액 (a) 만원

2-2)수출액 (b) 만원

2-3)전체 (a+b)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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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귀 사의 2013년 연간 영업 비용을 아래 항목별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입도 skip 가능)

영업 비용 항목 소요 비용 (2013년 기준)

1)인건비 (a) 만원

2)원재료비 (부재료/보조재료/포장비 포함) (b) 만원

3)가공비용 (c) 만원

4)기타비용 (d) 만원

5)전체 (a+b+c+d) 만원

◀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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