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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오늘날 우리 농촌에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농업이 여전히
농촌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산업 중 하나이지만, 이제 농촌지역에도 농
업·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향토산업, 지연산업, 농촌문화산업, 농촌관광, 농촌융복합산
업, 6차 산업화 등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현상과 이를 촉진하
기 위한 농촌산업 육성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즉 농촌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
은 연구자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농촌
산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촌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
하였다. 물론 농업생산자들의 가공 및 서비스 활동 참여를 통한 농촌 경제
활동의 다각화 측면에서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
농조합법인과 같은 농기업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 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면서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기업을 대상으
로 기업 특성과 정책 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농촌기업에 대한 위와 같은 학술적·정책적 접근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촌기업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할 수 있
는 농촌기업 연구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경영학의 비즈니스 시스템 개념과 분석기법
을 농촌 분야 연구에 새롭게 도입하여 우리 농촌기업의 기업 활동 구조 및
특성,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분별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과 농촌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시스
템을 강화하는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모쪼록 본 연구와 같이 농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되어 급변하는 농촌경제 환경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촌기업
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해서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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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노력해준 연구진과 연구 수행에 적극적인 도움
을 제공한 농촌 현장의 기업인들,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 전문
가들께 감사드린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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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 그간의 연구나 관련 정책에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

루어져 왔다. 농촌향토산업, 지연산업, 농촌문화산업, 농촌관광, 농촌융
복합산업, 6차 산업화 등이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법·제
도적으로 농촌산업은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의·규정되어 명확히 농촌정책
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 그러나 농촌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나 규정은 전무한 형편이며, 기

존 연구에서도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매우 부
족한 형편이다. 또 농촌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소수 연구들의 경우
농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족하여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등에 대해 정보가 풍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농촌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벤처농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기
업 외에 농촌기업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고, 더욱이 농촌정책의 대
상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실상 농촌산업은 농촌 경제
정책의 대상이기보다는 농촌 사회정책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주
로 시장거래를 통해 활동하는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은 농촌정책의 대
상으로 간주되지 못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 농촌산업이 사회정책의 일환이기 보다 경

제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산업의 핵심 주체(key players)인 농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 먼저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간 관련 연구에서 농촌기업 자체에 대한 조사·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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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던 터라 본 연구는 농촌기업에 대한 연구의 분석틀을 새롭게 구
성하였는데, 이를 위해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 방법을 농촌기업 연구에
도입하였다.
○ 비즈니스 시스템은 제품을 개발, 생산, (고객에) 배송하는 일련의 통합·

조정된 기업의 모든 활동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 부문, 제
품 디자인 부문, 제조 부문, 마케팅 부문, 유통 부문, 서비스 부문 등 기
업의 모든 주요 활동 부문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은 기업
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모든 주요 활동 부문의 실태와 특성은 물론 기
업의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으로서의 경쟁
및 협력환경의 실태와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경쟁력 관점에서 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
는 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을
적용하여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과 이의 바람직한 구축 방
안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기업을 육성 및 활성화할 수 있
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기존의 연구보고서, 논문, 정

부 및 지자체 문건, 법률,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문헌을 검
토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농촌기업 지원정책의 관점과 내용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 사례
지역의 기본적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포함한 몇
몇 종류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 둘째, 사례지역 세 곳의 농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 모두 각 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문경시 농촌기업 3곳, 하동군 농

v

촌기업 4곳, 그리고 금산군 농촌기업 3곳 등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사례지역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연락처를
확인한 602개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여러 가지 조사의 한
계가 있어 각 지역마다 30개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 90개 기업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현황과 특성, 문제점 및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 셋째, 일본과 중국 사례의 조사·분석을 위해 전문가 원고 위탁을 실시

하였다. 원고 위탁의 내용은 주로 해당 국가의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 정부의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 지원정책 주요 내용, 사례
농촌기업의 경영실태와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주로 농촌기업의
애로점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 전문가 자문회의
를 통해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와 조사의 방법, 향후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vi
<연구 추진 체계>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앞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를 추진한 결과, 본 연구는 농촌

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첫째, 농촌기업 육성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를 법적으로 제
시하고 이를 근거로 농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
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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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비즈니스 시스템 주요 구성 부문별 맞춤형 지

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 창업초기, 성장단계, 성숙 및 재도약 단계와 같
은 농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표: 비즈니스 시스템 부문별,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지
원 수요> 참조).
○ 셋째, 농촌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와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지역 내 농업 생산자-농촌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기
업 원료 생산기지 구축과 이를 통한 3자 간 협력·조정체계 구축이 추진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조정체계를 통해 농촌기업은 안전하고 품
질이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인들은 원료 공급계약을 통해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는 물론 농업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윈-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넷째, 농촌기업 간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

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 기업부 간 융합정책사업으로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농촌지역에 설치·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지차체 차원에서는
개별 농촌기업들의 기업 간 협력 수요, 협력 수요와 관련한 개별 기업의
애로점,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과 운영을 통한 애로점 해소의 기대 결과
와 이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기업 간 협
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있어 적절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다섯째, 산업의 문화화를 통한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확대를 도

모해야 한다. 산업의 문화화(culturalization of industries)는 오늘날 산업
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인데, 이러한 전
략의 일환으로 앞서 제시한 농촌기업 원료 생산단지의 조성과 이의 경
관자원화 및 문화자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기업들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체험, 관광, 교육 등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
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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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시스템 부문별,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지원 수요>
구분

창업초기

성장단계

성숙 및 재도약 단계

공통

구매 물류
및 조달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조달

 원료생산 공급자들의
조직화
 원료생산의 기계화

 원료생산 공급자들의
조직화
 원료생산의 기계화

 안정적 계약재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
료 공급

생산

 사업아이템의 사업성
평가 및 컨설팅

 제품 차별화

 제품 혁신

 제품의 품질관리, 안
전 및 위생 관리

 판로 확보

 안정적 판로 확보
 판로 다양화

 판로 다양화
 자체브랜드 개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공동 수출
 시장정보의 공유

 생산과 교육·체험 프
로그램의 융복합

 생산과 교육·체험 프
로그램의 융복합

 체험관광, 체험교육
등의 지역 공동 프로
그램 마련 및 시행

 공동가공시설 지원
 시제품 생산시설
지원

 생산시설의 확대 및
고도화

 생산시설의 개보수
및 개선 지원

인적 자원 관리

 경영관리 역량 강화

 기술인력 육성

 기술인력 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원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R&D
전문기관과의 협업
지원

 제품 차별화 및 신제
품 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과의 1대1 기술
컨설팅

 제품 차별화 및 신제
품 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과의 1대1 기술
컨설팅

 기술의 제품화를 위
한 임상실험 등 고비
용 실험단계에 대한
지원

경쟁 및
협력환경

 원료 생산 단지 조성
 공동 수출
 개별 업체 간 협동조합

출하 물류 및
판매 마케팅
서비스 활동
(가치부가활동)
기업 하부구조

-

 원료 생산 단지의 경관자원화 및
문화자원화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의 공유

-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업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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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ation of Rural Enterprises by Establishing Business
Systems
Background &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started with an idea that the rural industries should be approached and boost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policies rather than
social ones, which can be achieved by facilitating rural enterprises that are
key players in the industries. In order to come up with plans to revitalize
rural enterprises, the first thing to do was to look into the current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enterprises and their demand for relevant
policies. Due to the lack of research and analysis of rural enterprises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rmed a new framework for the research and
analysis of such enterprises by introducing a business system approach.
A business system indicates a collection of all integrated and coordinated
activities for development, production and shipment of products of a
company. Such a system is comprised of all key sectors of a company,
ranging from technology to product design, manufacturing, marketing, logistics and service. With an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a business
system, we can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all major sectors in the value chain of a company as well as
those of the environment fo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s factors of the
industrial environment of a company that affect its value chain. In this
way, the approach helps us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 and issues of a
company regarding its competitiveness and design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systems of rural enterprises and desirable ways
to create the systems by employing the business system approach, and propose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policies to foster and boost rur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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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Research
The first method of the study was to review a wide range of materials,
including previous research reports, papers, documen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ws and regulations, news articles, and online data.
Based on them, we examined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and relevant
policies and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key aspects and points of the
current support policies for rural enterprises. We also utilized several materials, including statistical data, to check the current state and basic characteristics of target rural areas analyzed in case studies.
Second, the research involved interviews and surveys of rural enterprises
in three target rural areas. Both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arried out
with the presidents of rural enterprises.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a total of ten enterprises: three in Mungyeong-si, four in Hadong-gun, and
three in Geumsan-gun. In terms of surveys, we first attempted to survey
602 enterprises by collecting contact information with assistance from local
governments in each target area. Due to some limitations in the survey,
however, we received answers from 30 enterprises in each area. With the
survey result from a total of 90 enterprises, we could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issues of the business systems of rural enterprises and their
demands for policies.
Third, we commissioned experts to prepare reports for the research and
analysis of cases in Japan and China. The commissioned reports consist of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rural industries and rural enterprises in each
country, key contents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such industries
and enterprises, and the current state of business management and systems
of rural enterprises.
Fourth, we had a field consultation meeting and an expert consultation
meeting to collect various opinions related to this study. In the field consultation meeting, we identified difficulties that rural enterprises may struggle with and their demand for policies. In the expert consultation meeting,
experts provided their opinions on the overall logical structur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which have been applied
to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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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 and Implications
As we undertook the study by these various methods, this report proposes five major directions for policies to facilitate rural enterprises and related challenges.
The first policy direction is to lay the institutional groundwork for fostering rural enterprises.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accurate
concept and scope of rural enterprises by revising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y, and establish a master plan and an
action plan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along with detailed plans to facilitate and assist rural enterprises.
The second policy direction is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to each
sector that constitutes the business system. In addition, different types of
demands for policy support should be met in each stage of the growth of
rural enterprises, such as the early stage of startups, the growing stage, the
maturing stage, and the rebounding stage.
The third policy direction is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rural
enterprises and other local players and set a system for 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aw material production base with the participation of farmers, rural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and a trilateral
system for thei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is system, rural enterprises can secure the foundation for the stable supply of safe and quality
raw materials for their business, while farmers can have a customer base
and increase their income by signing raw material supply contracts, which
forms a win-win system.
The fourth policy direction is to organize a local cooperative system between rural enterprises,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opening and expanding rural support centers for small-sized businesses as part of convergence policy projects joint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Local governments can als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regarding the demands
of rural enterprises for cooperation and related difficulties, and expected effects and benefits of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se enterprises.
Based on such efforts,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 role as a proper
mediator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rur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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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policy direction is to expand the business system of rural enterprises by culturalizing rural industries. Culturalization of industry is a key
strategy i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 industry or a company.
As part of the strategy, it is crucial to create a raw material production
complex as mentioned above and develop it as part of landscape and cultural resources, thereby expanding the business system of rural enterprises
to other sectors such as hands-on experiences, tour programs and education
courses and creating new added value for rural enterprises.
Researchers: Kim Kwangsun, Heo Joonyung, You Eunyoung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0.
E-mail address: yesks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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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의 비중 감소, 시장개방 압력, 농가
소득의 감소,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촌의 경제활동 부족과 정주환
경 악화 등의 이유로 농업·농촌의 위기를 지속해서 체감하여 왔다. 특히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50.8%에서 2015년에
는 18.6%로 감소하고, 동 기간 농촌 인구가 17,910천 명에서 절반 정도인
9,392천 명으로 감소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촌의 고령화율은 1975년
4.6%(전국 3.5%)에서 2015년 21.6%(전국 13.3%)까지 치솟았으며, 특히 면

부의 고령화율은 28.4%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농림어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1970년 50.4%에서 2015년에는 5.2%까지 급감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대비 농가의 소득은 1990년 97.4% 수준으로 큰 차
이가 없었지만, 2016년에는 64.1%까지 떨어져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왔다(심재헌 외 2107). 이와 함께 198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 농산
물시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이 시작된 이후, 1993년 UR 협상 타결,
2001년 DDA 채택, 2002년 한-칠레 간 FTA 타결 등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대외적인 농업 분야 개방 압력은 보다 심화되어 왔다(김광선 외 2009).
이러한 국내·외적인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농촌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외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정책 노력이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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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시작되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으로 1984년부터 농공
단지, 특산단지, 관광농원 등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1989년 농어촌관광휴
양단지개발사업과 1991년 민박마을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농한기 유휴인력 활용,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등 단편적 목적하에 추진되었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서는 농촌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격적인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신활력 지원 사업
(2011년 종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2010년 종료),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과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는 6차 산업화 지
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농촌산업 육성정책 관련 정부 사업의
공통된 목적은 농업자원, 문화자원, 자연·생태 자원 등 농촌의 다원적 가치
를 갖는 자원을 활용하여 2차 또는 3차 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농촌산업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농촌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
다. 현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및 20대 국정 전략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
역’(국정 목표) 및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국정 전략)이 농촌산업 육
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00대 국정과제 및 487
개 실천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국정과제에 속하
는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과제가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다. 지역경제 활
성화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 활동 기반의 6차 산업 고도화’와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은 지속적인 농업 분야의 축소를 어느 정도 상
쇄할 만한 산업기반을 농촌에 구축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다. 예
를 들어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농업 종사자는 군 지역에서 39.6%,
도농복합시에서는 6.0% 감소하였지만,1 동 기간 전 산업의 사업체 수와 사
업체 종사자 수는 군에서 각각 28.3%와 36.1% 증가하였고, 도농복합시에

1

2005년과 2015년 기준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총
가구원 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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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39.3% 및 48.4%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각각 17.8%와 25.9% 증가에 그친 점과 비교할 만하다. 특히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는 군 지역에서 12.8%와 23.6%,
도농복합시에서는 20.9%와 34.7%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
회하였다. 이 역시 같은 기간 전국의 제조업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각각 4.9%와 15.7% 증가한 점과 비교된다.2
농촌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과연 농
촌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정책지원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
의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 농촌정책으로서의 농촌산업 육성은 주로 농업생
산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생산자의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의 소득 증대 차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활동의 핵심 주체인 전
문기업 육성과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
였다.
“오미자 생산해서 잘 되니까 너도나도 심었어요. 문경 말고도 파

주, 인제, 홍천까지 죄다 심었지요. 자기들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도 지역 간 가격경쟁만 심화시켜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중략) 아니 농사짓다가 누가 주문한다고 제조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중략) 기술력이 있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 공장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자본은 없어도 실력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공장설립이나 경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지역에 들어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기업 활동을 하라 하면 들어
옵니다.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업들이 실제로
농업‧농촌을 살리는 거예요.”3

2

3

이상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6년 및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음.
문경시의 한 오미자 가공기업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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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우리 농촌산업 육성정책은 전문기업 육성보다는 농사짓다가
돈이 된다니까 농산물 건조품이나 즙, 청 등과 같은 단순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나 농업생산자를 육성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농산물을 가공
(processing)하는 수준이지 농산물을 원료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조
(manufacturing)하는 전문기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양한 선택지를 지닌

소비자들은 이제 음식료품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웰빙과 철저한 위생의 관
점에서 상품을 선택한다. 또 이런 선택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품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촌산업 육성을 농가나 농업생산자 중심에서
농외소득 증대나 또 다른 농업지원 차원으로 접근해 온 것은 분명 지금까
지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한계이다. 농업이나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농촌
기업의 가장 중요한 후방연계이자 해당 기업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이 된다. 반대로 농촌기업이 성장하면 기업의 후방연계가 되는 농업은 안
정적 판로를 확보하면서 생산을 확대하고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농촌산업의 핵심은 해당 산업 활동의 핵심 주체인 농촌기업과 이
들 기업의 활성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농촌기업의 경영실태나 애로점,
그리고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을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려는 노력
이 부족했다. 농촌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가공
활동과 체험활동의 창출, 즉 창업단계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농촌기업
활동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들의 경우 공급사슬구조 분석에 그치고 있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농촌산업 육성의 핵심은 농촌기
업 활성화라는 인식 하에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 틀을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실제 우리 농촌 현장에 분포하는 농촌
기업들의 비즈니스 실태와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농촌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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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과 이의 바람
직한 구축 방안을 분석하여 농촌기업을 육성 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농촌기업이 기
업 활동을 조직하고 경영, 관리하는 구조로서의 가치사슬을 분석하고자 한
다. 둘째, 농촌기업이 기업 활동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환경(경쟁 및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농촌기업의 애로점과 정책 수요를 비
즈니스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2.1.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시스템의 실태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농촌기업의 주
활동 영역이 되는 농촌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농촌기업 비즈니
스 시스템 분석에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기업에 한정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와 특성 분석을 위한 조사는 경상북도
문경시의 오미자 가공품 제조기업, 경상남도 하동군의 차 가공품 제조기
업, 충청남도 금산군의 인삼 가공품 제조기업에 한정하였다. 이 외에도 우
리 농촌에는 특정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기업 활동
이 집적된 사례가 다양하지만, 연구 여건의 한계상 이들 세 지역의 사례에
속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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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 지역을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제3장에서 설명한다.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한다.
첫째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각 기업의 실태와 특성을 분
석한다. 둘째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비즈니스 시스템의 실태와 특성을 분
석한다. 이 두 가지 차원 중 비즈니스 시스템 구성 요소별 분석이 분석 내
용의 핵심을 이루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은 부가적으
로 수행한다.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농촌기업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을 설명한다. 선행연구 검토 대상으로는 주로 농촌개발, 농촌
산업 등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관련 정책 검토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 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
업을 포함하였다.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농촌기업과 농촌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연구의 관점인 비즈니스 시스템의 개념과 특성, 농촌기업 연구에서
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농촌기
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개념과 구성에 대해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앞서 구성된 본 연구의 비즈니스 시스템 개념과 구성에 입
각해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와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사
례지역 3곳을 중심으로 우리 농촌기업의 현 실태와 특성, 문제점, 정책 수
요 등을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성요소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을 분석한다.
제4장은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두 국가의
농촌기업의 개념 또는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농촌기업 개념을 검토하고 농
촌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또 해당 국가의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농촌
기업의 사례를 선정하여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을 분석한 후 우리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앞서 검토하고 조사한 농촌기업 관련 국내외 정책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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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사례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2.2. 연구 방법과 추진 체계
본 연구를 수행하려는 방법으로 첫째, 기존의 연구보고서, 논문, 정부 및
지자체 문건, 법률,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문헌 자료를 검토하
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농
촌기업 지원정책의 관점과 내용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 사례지역의 기본
적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포함한 몇몇 종류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사례지역 세 곳의 농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 모두 각 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문경시 농촌기업 3곳, 하동군 농촌기업 4곳,
그리고 금산군 농촌기업 3곳 등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각 사례지역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연락처를 확인한 602개 농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여러 가지 조사의 한계가 있어 각 지역마
다 30개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
90개 기업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현황과

특성, 문제점 및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일본과 중국 사례의 조사·분석을 위해 전문가 원고 위탁을 실시하
였다. 원고 위탁의 내용은 주로 해당 국가의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의 개념
과 범위, 정부의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 지원정책 주요 내용, 사례 농촌기업
의 경영실태와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사례에 대한
위탁 원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인 김태곤 박사가
작성하였다. 중국 사례에 대한 위탁 원고는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
소에 주임으로 근무하는 Zang Haipeng 박사가 작성하였다. 두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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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일본/중국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과 농촌기업 지원정
책”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원고의 핵심 내용을 연구진에서
정리하여 보고서의 제4장을 구성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주로 농촌기업의 애
로점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
해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와 조사의 방법, 향후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

농촌기업 육성의 기존 관점과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

1.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 육성에 대한 선행연구

1.1.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
기업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조업 분야에 속한 기업은 제조기업, 서비스업 분야에 속한 기업은 서비스
기업, 그리고 농업 분야에 속한 기업은 농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촌기업은 가장 단순하게는 농촌산업에 속한 기업
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기업에 대한 이런 단순한 규정도 농촌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정이 먼저 필요하다. 농촌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이 최종
생산물의 특성으로 구분되는 산업분류이기보다는 다분히 연구의 관점과
정책적 관점에서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책적 관점에서 ｢농어촌정비법｣이 농촌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
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하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은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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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농촌산업의 개념과 범위는 더욱 다양하게 이
루어져 왔다. 이동필 외(2008)는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
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과 이에 더해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다. 이에 따라 농어촌산업의 범위에 ① 농특산물의 가공 및 관련 서비스업,
② 자연경관, 생태자원, 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어촌관광 등의 서비스업,
③ 기타 유형자원(유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④ 기타 무형자

원(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⑤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
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연산업, 향토산업, 농촌문화산업, 농
촌관광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도 존재한다. 박인호·이철우(1984)는
지연산업을 그 지역의 부존자원·노동력·자본·기술 등을 이용하여 생산과정
에 사회적 분업체계를 갖고 전통적으로 산지를 형성하여 그 지역의 독자성
을 가진 특산품을 생산하여 외부지역에 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한다. 박석
두·이태연(2004)은 이러한 지연산업의 특성을 지역 내 업체 입지의 집단
성, 원료·노동력·기술·자본 등 공급체계의 지역성, 사회적 분업체계, 중소
기업 이하의 규모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촌지역 향토산업 육성방안을 연구한 엄대호(2004)는 향토산업을 일정
한 지역사회에서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향토산업은 1, 2,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자원 활용의 형태별로 전통지식 복원·활용형, 부존자원 활
용형, 전통산업 발전형으로 구분한다. 지연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토
산업 역시 농촌성(rurality)보다는 지역성(locality)이 강조되고 있는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농촌문화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연구한 김광선 외(2011)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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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화산업을 이윤추구를 위해 농촌의 문화유산을 상업화하는 생산 체
계 또는 경제 활동 체계로 정의한다. 그리고 전통 및 향토식품 부문, 전통
공예 부문, 전통문화·예술축제 및 전통소재 공연 부문, 문화유적 기반 농촌
관광 부문, 농촌체험관광 부문 등을 농촌문화산업에 포함하고 있다. 농촌
문화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적 가치를 전통성과 향토성이라는
시·공간적 기준에 부여하고 있다.
농촌관광 역시 농촌산업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된다. 김광선 외(2016)는
농촌관광을 농촌공간에서 농촌성을 체험하기 위해 행하는 관광으로 규정
하면서 최근 농촌관광의 융·복합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촌관
광은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 부문, 문화예술 부문, 미용 및 한방 부문, 외식
산업 부문, 정보통신기술 부문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면서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 연구 중 농촌산업을 광의로 정의하여 농촌에 입지하고 있는 모든
산업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동필 외 2008). 이런 농촌산업
정의를 따르면 농촌기업 역시 농촌에 입지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외 다른 연구들과 정책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하도록 농촌산업을 협의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입지(location) 측
면에서 농촌산업은 농촌지역에 형성된다. 둘째, 농촌산업은 농업생산과 같
은 1차 산업은 제외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다. 셋째, 생산 활동
을 위해 활용되는 유‧무형의 주요 원료자원이 지역성(locality)과 농촌성
(rurality)을 모두 강하게 지닌다. 넷째, 주요 노동력이 생산 활동이 이루어

지는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며 이들 노동력은 전통성과 향토성에 기반하여
형성된 지식 및 기술을 체화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농촌산업은 ‘농촌지역의 농‧수‧축‧임산물, 특산물, 역사·
문화 자원, 자연‧생태 자원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
스를 생산하는 식품가공 등의 제조업과 관광‧유통 등의 서비스업’을 의미
한다. 또 농촌기업은 이러한 농촌산업에 속해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기업은 ‘농촌에 입지하여 지역 사람들을 고용
하고 지역으로의 수입 흐름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가치 부가 기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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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Henry & McElwee 2014).
본 연구의 농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촌산업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촌기업은 농촌지역에 입지해 있
다. 둘째, 농촌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원료
자원은 대부분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분포하면서 지역성과 농
촌성을 갖춘 유‧무형 자원이다. 셋째, 농촌기업은 유‧무형의 지역 농촌 자
원을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며, 농업생
산만을 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넷째, 농촌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규
모이다. 다섯째, 농촌기업에 고용된 생산인력은 대부분 지역 주민이나 가
족 노동력이며 이들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 해당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로 체화하고 있다.

1.2.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의 실태‧특성 분석과 지원 방안
농촌개발이나 농촌경제 분야에서 농촌산업의 실태 및 특성에 대한 분석
과 지원 방안 연구는 다양하게 추진됐지만, 농촌산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촌기업의 실태 및 특성 분석이나 지원 방안 연구는 극히 부족했다.
이는 농촌을 민간영역에서 투자 가능한 공간경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기
업 입지나 기업 육성정책을 지향하기보다는, 농촌을 사회정책에서와 같은
재분배 대상으로 간주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화 기반 구
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농촌산업의 실태와 특성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 이동필 외
(2008)는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의 자원 발굴과 산업화, 체험·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외부 유치기업의 토착화 및 투
자여건 개선, 산업 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산업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농상
공(農商工) 연계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
촌기업과 관련해 기업 활동의 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촌기업이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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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도출 등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농촌산업 분석에 있어 가
치사슬 및 산업 체계 개념을 도입하고 농상공 연계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향
후 농촌기업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방법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김용렬 외(2017)의 경우 지역 단위 6차 산업화 생태계 구축 차원의 생태
계 건강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주도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 단위 6차 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6차 산업화 지구로 지정
된 순창군, 서천군, 영동군, 하동군의 농가와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이 연구는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첫째, 지구
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 둘째,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 강화, 셋째, 지역별 계획수립, 혁신 주체 육성, 시·군
단위 핵심 주체 육성,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사·분석의 핵심 대상이 농촌기업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개별 농촌기업의 특성이나 경영의 애로점, 정책 수요 등을 도
출하지 못하고 6차 산업화 지구의 산업기반 구축에만 초점을 두었다.
김광선(2014)은 농촌지역에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주체 간 혁
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체계 전
략을 통해 농촌산업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역혁신체계의 투입-산
출 모형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혁신환경과 혁신경로 구조를 분석한 이 연
구는 농촌산업 육성정책 개선 과제로 농촌산업 육성법 제정과 농촌산업 육
성계획 수립, 지역별 혁신환경 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분석 추진, 농촌
지역혁신체계 모델 발굴, 농촌산업 발전권 설정과 지역들을 연계한 혁신체
계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환경으로서의 혁신체계구축 방안을 연구하였지만, 실
제 혁신의 주체인 농촌기업들이 혁신체계를 이루는 구성 주체들과 구체적
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분석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농촌기업의 경영전략과 비교적 관련이 있는 연구는 김용렬 외(2011)와
이진홍 외(2013)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먼저 김용렬 외(2011)는 농공상 융
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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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경영체) 사례를 전략적 제휴형, 농업
인 경영형, 공동 출자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이 연구
는 연구 결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생산 주체, 가공기업, 유통
기업 등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었지만, 개별 농촌기업의
실태 분석이나 활성화 방안 도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이진홍 외(2013)는 그간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지역 산업집적과의 연
계,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관의 시스템 측면에서 제품개발력과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연구는
기업생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기업생태계의 경쟁력 지표에 대한
조사를 한 후 4개 사례지역 농촌산업의 농촌기업생태계에 대한 생산성, 안
정성, 확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장성이고 그다음이 생산성, 안정성 순이
라 결론짓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지향적 성과 탐색 및 공유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이해관계 및 공정한 규칙 등의 계약화, 신뢰적 자본 구축 등을 강
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기업을 다룬 드문 연구이기는 하지만 실제 조
사·분석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조사 내용만으로 농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도출한 결
론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 외에 개별 품목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농촌산업 및 농촌
기업의 실태·특성 분석과 지원 방안을 다룬 연구로 성주인(2008), 전창곤
외(2012), 정선화(201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공급사슬, 생산과정별 단
계, 상품사슬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농촌산업의 전체적인 체계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 농촌산업의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역시 해당 농촌산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촌기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결여되어 있지만, 연구에서
적용된 개념과 접근방법은 향후 농촌기업의 기업 활동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의 조사·분석틀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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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농촌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들은 적지
않았지만, 농촌산업의 핵심 주체(key players)인 농촌기업에 대해서는 관심
이 부족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이나
농촌기업 생태계 경쟁력 지표 분석 등의 주제하에 농촌기업을 분석의 대상
으로 접근하였지만, 이 연구들도 궁극적으로는 개별 농촌기업의 실태나 특
성, 정책 수요 분석에까지 연구의 초점을 맞추지는 못하였다.
결국 선행연구들이 농촌산업에 초점을 맞추었든 농촌기업을 분석의 대
상으로 삼았든 상관없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부족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정부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 이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농촌
을 사회정책에서와 같은 재분배 대상으로만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농업생
산물을 단순한 가공제품으로 만드는 생산시설이나 농업생산 활동과 관련
한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나 관련된 성공사례의 전파 등에
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해 과연 농촌산업 육성이 정부의 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으로만 가능할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OECD 선진국들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농촌을 더 이상 사회정책의 재분배 관점에서 보지
않고, 보다 성장 지향적 경제정책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OECD 2012).
이러한 접근에 따라 농촌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
쟁력 있는 농촌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와 같이 농촌기업
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환경 변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변화에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은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창출을 돕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없는 농촌기업들은 소멸하고,
소비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상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OECD 2015; 송미령 외 2017).
우리 농촌정책 역시 기존의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농촌산업에 접근하기
보다는 이제 농촌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더욱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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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제품혁신, 시장개척, 소
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농촌기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산업을 육성하고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부족했던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해당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의 관점을 보조와 지원에서 경쟁우위나 경쟁
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우리 농촌의 현실이 보조와
지원을 배제할 상황이라 할 수 없기에 이 또한 연구의 관점에서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농촌산업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농촌기업 육성방안 마련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농촌기업의 운영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기업 연구의 조사·분석틀 마련이 필요
하다. 선행연구 중 특정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사슬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농촌기업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공급사슬구조
분석으로는 다양한 농촌기업 집단의 특성들이 전혀 드러날 수 없었다. 또
공급사슬구조를 개별적 부분의 총합으로만 인식했을 뿐 그러한 구조가 기
업의 경영목표나 전략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
다. 또 기업을 둘러싼 경쟁 및 협력 환경이 공급사슬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에는 이러한 약
점을 고려해 농촌기업의 다양한 기업 활동 부분과 이들의 구조, 각 부분
간의 상호작용, 농촌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산업 환경 또는 경쟁 및 협력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농촌기업 조사·분석
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농촌기업 육성 또는 활성화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업무임을 각
성하도록 관련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간 농림축산식
품부의 경우 농업생산자들의 가공 활동 진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업생
산물이나 이의 가공과 유통경로 확보를 위한 방안이 농촌산업 활성화 및
그 주체 육성의 핵심 과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 공무원조차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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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농촌기업의 육성은 마치 중소벤처 기업부의 소관 업무인 것처럼 인식
하고 있다.4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촌산업 및
농촌경제 육성을 위해 전문적인 농촌기업 육성이나 활성화 정책 역시 농림
축산식품부의 중요한 소관 업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2.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

2.1.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2.1.1. 농촌산업화 주요 정책
6차 산업화 지원과 더불어 농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및 신
활력 플러스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농촌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지방자
치단체)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등 일부를 제
외하고는 개별 농촌기업을 지원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농촌기업이 지역농업 및 농민 등과 연계하여 경영의 고도화 및 성장기반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업이 주 대상이 아니라 농촌지역 고도화 및 활성화를 중심으
로 진행하는 한계는 있다.

4

연구책임자가 2017년 세미나 겸 회의에서 만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기술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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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자

주요 지원내용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농업인조직
농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시설 및 설비: 10억 원 보조
테마공원: 50억 원
농공단지부지조성비: 3만~7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단체, 향토기업
등이 구성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지구당 30억(4년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사업단별 30억 내외(5년간)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어촌 시·군(지방자치단체)

개소당 70억 원(4년간)

자료: 본 연구진 작성.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제조·가공, 체험·전시, 농촌 체험·관광, 6차
산업,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
획·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이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201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은 농촌에 부존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
굴하여 1, 2, 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전통 농업자원이나 토종 동·식
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전통 전례양식의 상품화,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시·군·구 또는 농
업인 조직 및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이다(농림사업
정보시스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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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흐름

자료: 김광선(2014).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목적은 지역 농수산업 주체인 농‧산‧학‧
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으로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으로 한정하고 있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2018).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농촌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구
축된 지역 자산과 다양한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산업 고도화, 지역 일자
리 창출 등이 가능한 농촌사회의 육성이다. 대상 지역은 123개 농어촌 시·군
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2018~2022년 기간의 핵심 농정과제
중 하나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계
획의 일환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다(농림축산식
품부 2018). 농촌 신활력 플러스는 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생활·문화 기반 구
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활력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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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18년 10개소에서 2022년까지 10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농촌산업 육성사업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이 농촌기업
의 가치사슬 단계별 지원 사업 항목이 다양하다. 출하 물류 및 판매 마케
팅과 관련하여 향토상품 수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마
케팅 지원 등이 있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로컬푸드 소비 기간 확충지원, 체
험과 휴양비즈니스기반 지원 사업이 있다. 기업 하부구조 부문에서는 생산
유통기반지원, 향토기업 집적화 지원이 있고, 인적 관리 부문에서는 농촌
관광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사업이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 부문에는 R&D
지원, 지적 재산권 획득지원이 있고, 경쟁 및 협력환경 부문에서는 역량 강
화, 공동마케팅 조직지원,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이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출하 물류 및 판매 마케팅 부문에서는 마케팅 지원,
서비스 부문은 판매시설 및 관광시설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
하부구조 부문에서는 제품가공시설지원,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신제품 및
브랜드 개발지원, 제품개발 및 지적 재산권 획득지원 등이 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서비스 부문에서는 체험관 및 판매장 지
원이 있고, 인적 관리 부문에서는 참여농가교육지원과 사업단전담인력비용
지원, 유통전문조직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기존 농
촌산업 지원 사업 시설,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지역의 특
화산업 고도화 등 종합지원 사업으로 농촌기업의 가치사슬별 구분된 사업
은 제한적이다.
기존 및 현행 농촌산업 육성정책 기조는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
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농촌기업은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다양한 농촌산업 육성정책과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및 중소기
업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촌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으로 비즈니스 시스템별 지원 체계 연결과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중요한 요소이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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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농촌산업 가치사슬별 지원 사업 현황
출하 물류
및 판매 마케팅

서비스

로컬푸드 소비
향토상품수출 및
기간 확충지원
농촌 자원복합 마케팅 지원
체험휴양
산업화
농공단지입주기업
비즈니스기반
마케팅 지원
지원

기업
하부
구조
생산유통
기반지원
향토기업
집적화
지원

인적
관리

농촌관광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기술
개발

R&D 지원
지적 재산권
획득지원

경쟁 및
협력환경
역량 강화
공동마케팅
조직지원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신제품 및
브랜드개발지원 역량 강화 및
마케팅 지원
제품개발 및 지적 네트워크 지원
재산권 획득지원
6차
사업단
참여농가교육지원
산업시설
컨설팅지원
지역전략식품산
체험관 및
사업단
기술개발지원
지원
홍보 및
업육성
판매장 지원
전담인력비용지원 브랜드개발지원
공동이용
공동마케팅
유통전문조직지원
시설지원
지원
기존 농촌산업 지원 사업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산업 고도화, 순환경제 역량 강화
신활력 플러스
체계 구축, 앵커 기업 유치 및 사회적 농업 육성 등 종합지원 사업
지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판매시설 및
관광시설 지원

제품가공
시설 지원

자료: 본 연구진 작성.

2.1.2. 6차 산업화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은 6차 산업화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과는 달리 기존의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 육성지원은
기업의 특성이나 성장단계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6차 산업의 지원정책은 9개 분야, 66건
이 있다. 충남, 전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은 46개이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와 관련된 지원정책은 5개 분야 16개 사업이 있다.
6차 산업 사업체 지원정책은 금융, 컨설팅, 교육, 수출, 기술개발, 평가지

원, 시설지원, 마케팅 및 체험 관광 등 총 9개 분야이다. 2016년 6차 산업
지원 사업은 10개 분야 161개, 지방자치단체 자체지원 58개 등 총 219개에
서 최근 지역개발 분야 제외 등 112개로 사업이 축소,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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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국 11개5 지방자치단체에서 6차

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을 담당하는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6차 산업 경영체 육성, 6차 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 지역 단위 정책 수립 지원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이다. 6차
산업 경영체 육성에서 주요한 사업은 6차 산업 사업자 인증 및 사후관리,
현장 코칭 및 전문교육, 우수사례 및 제품발굴 등이 있다. 그리고 6차 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의 주요 사업은 6차 산업 실태조사와 지역제조, 가공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제공이 있다. 지역 단위 정책 수립 지원 사업은 지자체
기획역량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 정책연계 등이
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 체험 및 관광 기반 구축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있다.
<그림 2-2> 기업 성장 단계별 6차 산업화 지원정책 분포 현황

주: 금산지역 인삼제품 제조기업 인터뷰 결과 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기(1~2년), 성장기(2~5년), 성숙기
(6~7년 이후), 6차 산업화 지원정책 관련 자세한 사업은 <부록 1> 참조.
자료: 본 연구진 작성.

5

6차 산업지원센터는 6차 산업화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세
종,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지방자
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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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서 6차 산업화 지원정책은 112개에 달한다.
기업의 가치사슬 부문과 성장단계별로 구분할 경우 신생 및 창업 기업 관
련 지원 사업이 108개이고 성장 단계 기업지원은 4개로 편중되어 지원 사
업이 집행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사슬 부문별 지원에서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전반 부문
이 52개로 가장 많은 지원 사업이 있다. 생산은 7개, 출하 물류는 14개 마
케팅 및 판매는 14개, 서비스 5개, 기업 하부구조 9개, 기술개발 10개 및
조달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구매 물류와 인적 자원관리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6차 산업화 지원에서 자금과 컨설팅 등 가치사슬의 전반 부문에 해당하

는 주요 사업에는 농식품모태펀드, 기술보증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이 있다. 컨설팅 관련은 농촌 현장 창업보육, 식품업체 상시 기술 컨설팅,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운영, 농산업 BT 분야 창업사업화지원 등이
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출하 물류와 관련한 사업은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출
초보기업 해외시장 진출, 수출유망기업 해외시장 확대, 해외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 사업에는 농식품 기
술이전 지원, 농식품산업체 R&D 기획지원, 농식품산업체 R&D 사업화 지
원,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사업 등이 있다.
시설 등 기업 하부구조는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
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마케팅 부문에는 6차 산업 제품경쟁력 강
화사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도농 교류 협력사업, 농식품 문화디
자인사업, 상권정보시스템, 전통식품특성화사업, TV홈쇼핑 지원, 지자체
공동마케팅 해외판매 지원 등이 있다.
서비스 부문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친환경 쌀 소비자 산지체험 지원,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Green-농
식품 투어 지원 등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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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다. 조달 부문은 두레 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충남지역 생산
원료활용 6차 산업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 부문은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 곤충 사업 확산 실용기술 조기 보급
시범사업, 수출용 절화수국 용기 양액재배 시범사업 등이 있다.
<표 2-3> 6차 산업화 분야별 지원정책 현황
구분

전반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기업
하부구조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신생
창업

50

-

7

13

14

5

9

-

9

1

성장

2

-

-

1

-

-

-

-

1

-

성숙‧
전환

-

-

-

-

-

-

-

-

-

-

계

52

-

7

14

14

5

9

-

10

1

주: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은 112개임.
자세한 지원 사업 목록 및 내용은 <부록 1> 참고.
자료: 본 연구진 작성.

2.1.3.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6차 산업화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

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은 현실적으로 농촌지역과
농업생산을 기본에 두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
책사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
업 등 주요 농촌산업 육성사업에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가
치사슬 부문별에 있지만, 농특산물의 6차 산업화, 유무형의 자원 융복화를
통한 농촌기반 유지와 경제 활성화가 주요한 목적이므로 개별 농촌기업이
아니라 농업생산과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종합사업의 성격이다.
농촌기업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촌산업 육성정책은 상대
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가치사슬 부문별
세분화와 전문화가 미흡하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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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창업, 성
숙, 성장 및 전환 등) 지원정책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농업생산,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
원하는 사업체계에서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
촌기업이 농촌산업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정보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 특구, 산업단지 조성과
보조금의 휘발성 지원보다는 농촌기업의 단계별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발
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기업의 사례조사를 보면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재교육, 컨설팅, 경영자금 지원 그리고 생산제품의 유통판로 확대 등을 주
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2.2.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의 농촌기업 지원 주요 내용과 특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대부분 중소
규모로 운영되는 농촌기업의 육성에 현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표 2-4>와 같이 2018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소벤
처 기업부의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대상 지원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 중 단순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제외하고 제조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사
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소규모 농촌기업에서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라는
점에서 해당 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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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18년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지원 사업 개수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성숙 및
성숙 및
성숙 및
창업 및
성장
창업 및
성장
재도약
재도약
재도약
신생 기업 기업
신생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6
6
8
2
3/4
3/2
1/0
1
2/2
1
1
-

중소벤처 기업부의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
구분

가
치
사
슬

전반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기업 하부구조
인적 자원 관리
기술개발
조달

경쟁‧협력 환경

창업 및
신생 기업

성장
기업

20
-

15
28
11
6
12
13
-

-

(2)*

-

1

4

-

-

3

-

주 1) *성장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13개 사업 중 2개 사업(지역특화산업 육성 R&D 사업, 산학연 협
력기술개발사업)과 겹침.
2) 연구진 작성.
자료: 중소벤처 기업부(2018a); 중소벤처 기업부(2018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2.2.1. 중소벤처 기업부의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6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은 총
111개로, 그중 창업 및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0개, 성장기업

대상 사업은 85개, 성숙 및 재도약 기업 대상 사업은 6개다. 기업의 성장단
계별로 가치사슬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협
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없었다. 다만, 기술개발 관련
사업 중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과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이 기업과 전문기관과의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6

중소벤처 기업부(2018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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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 및 신생 기업 대상 지원 사업

창업 및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20개를 살펴보면, 모두 가
치사슬의 특성 구성요소를 특화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컨설팅 및 교육을 제
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초기사업화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은 신생 농촌기업
경영주가 경영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지원 사업은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창업 초기에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큰 농촌
의 영세한 제조기업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해주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도 있으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능
력이 부족한 신생 농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지원 사업이다.
20개 사업 중 센터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권의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사업 등 총 3개다. 2018년 기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
소 수는 전국 19개소로 시도별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7 시니어 기술창
업센터의 개소 수는 전국 25개소로 시도별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8 창
업보육센터는 26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운영
되고 있다. 광역시 94개소, 군지역 18개소, 도농복합시 106개소, 일반 시
45개소가 운영9되고 있어, 도농복합시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도

시지역에 더 많이 분포해 있으나 현재로선 농촌기업의 창업 지원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7
8
9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참고.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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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 1994년부터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
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 기업의 보육단계별 주요 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기
술
경
영
행
정
자
금

창업 단계
기술개발 단계
상품화 단계
사업화 단계
▪보육닥터제, 시제품 제작지원, 전문 장비 지원
▪제품디자인 개발, 애로기술 지원서비스, 기술이전, 평가지원 서비스
▪생산공정관리 등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 경영진단, 사업 타당성 진행도 검토와 평가, 법률 및 특허지원
▪시장조사, 판매 및 마케팅 지원, 국제무역 지원, 법인 및 공장
설립 지원, 경영혁신 컨설팅
▪입주 및 졸업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업무공간 제공, 공단 입주 등 지자체 연계지원, 사무 장비 지원 부대시설
제공, 주차 및 보안 서비스 지원, 전산시스템 지원
▪창고 및 보관시설 지원, 사업 관련 유료 DB 지원 서비스
▪정보 및 유관기관 정책자금 정보 제공
▪자금지원 기관 연계, 투자 설명회 지원, 벤처 펀트 연계 지원

자료: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go.kr/main/main.do) 참고.

나. 성장기업 대상 지원 사업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총 85개로, 이 중 15개 사업은 금
융지원,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돕
는다. 그 외 70개 사업은 가치사슬의 구성요소 중 출하 물류, 판매 및 마케
팅, 기업 하부구조, 인적 자원 관리, 기술개발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출하 물류를 지원하는 사업은 총 28개로, 이 중 공공기관이 국내 중소기
업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식의 지원 사업이 12개로 가장 많았다. 그러
나 공공기관의 구매 품목에 농식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식품 가공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 ‘장
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사업 모두 기업
의 수출 활동을 지원한다.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해외 유통
망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농촌
기업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특히 ‘고성장 수출역량 강화
사업’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조건을 포함하고 있다.10 그러나 농촌의
가공기업은 아직 수출보다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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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위주의 판로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은 총 11개로, 주로 홈쇼핑, 박람회, 마
케팅 대전 등을 통해 기업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
다. 특히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지원 사업’11은 국내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품과 6차 산업화 제품이 우선 입점할 수 있는 우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농촌기업이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발굴･연계
시스템(아임스타즈) 운영, 온라인 기획전, 마케팅 대전, 정책매장 운영, 오
프라인 기획전 사업은 주류와 건강보조·기능 식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어, 농촌기업 중 해당 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지원받는 데 한
계가 있다.
기업 하부구조 지원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5개가 인프라 구축에 활용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1개는 기술 보호와 관련된 역량 강
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5개 자금지원 사업 모두 스마트공장 구축,
디지털화, 로봇 활용 등과 같이 이미 생산 및 제조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기업에 추가적인 첨단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기업의
경우, 첨단기술을 도입하기보다 인프라 시설 자체를 구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므로 해당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적 자원 지원 사업은 총 12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6개 사업은 중
소기업이 고용한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활용하여 미
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전문인력을 기업에 파견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만이 중소기업의 인력 보강에 직접적인 지원

10

11

고용 및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
출·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 상시 근로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방 소
재 기업은 성장률이 연평균 15% 이상일 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대조건
을 가지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 기업의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위주로 판매 방송을 편
성하고, TV홈쇼핑 업계에서 최저 판매수수료율인 23%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인
과 농어민이 홈쇼핑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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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그 외 여성 경영주 교육 사업 2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주택 및 성과 지원 2개, 인재육성형 기업 지정 사업 등이 있다. 농촌
기업에는 전문 기술인력 파견사업이나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
영에 도움이 되나 관련 사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총 13개다. 이 중 9개가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4개가 기술과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이다. 기본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농촌기업에는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전문
가와 협업하여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다.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과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 전문가와

의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특화산
업육성(R&D) 사업’은 시‧도 단위의 지역주력산업이나 시‧군‧구 단위의
지역연구산업 분야에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641개 기업에 총 1,10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표 2-6>12과

같이 지역별 지원 대상 사업 분야에 식품가공과 관련된 분야가 포함된 시‧
도는 5개뿐이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과 협력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2-5>와 같
이 지역(비수도권)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농촌
기업에 유익한 사업이다.
<표 2-5>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구분
첫걸음협력
전략
협력

산연전용
연구마을
지역(비수도권) 유망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 활용
(장비이용료)

개발 기간 및 지원 한도
최대 1년, 1억 원
최대 1년, 1억 원
최대 1년, 1.5억 원
최대 2년, 2억 원

정부 출연금 비중
75% 이내
75% 이내
75% 이내
75% 이내

최대 2년, 4.5억 원

75% 이내

3천만 원(2회 연장 가능)

60~70% 이내

지원방식
자유 응모
자유 응모
품목지정

자유 응모

자료: 중소벤처 기업부(2018a).

12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대상 사업인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연계된 사업
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과 시‧도별 지원 대상 주력산업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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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돕는 사업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을 중점
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역기업혁신 역량
강화 사업’ 등 2개가 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지역기업에 기술지
원, 사업화, 역량 강화, 스마트 공장 보급 등을 지원하고, ‘지역기업혁신 역
량 강화 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사업 대상에 가공식품 관련 산업은 극히
일부로, <표 2-6>과 같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5개뿐이고, <표 2-7>
과 같이 ‘지역기업혁신 역량 강화 사업’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6>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시도별 지원 대상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바이오메디컬, 지능형 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부산
클린에너지

시‧도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 에너지

전북

광주 디지털 생체의료, 스마트 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대전 바이오기능성 소재, 로봇 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주력산업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 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농생명 소재식품, 지능형 기계부품, 해양설비 기자재,
탄소복합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전남
청색청정환경
바이오 뷰티, 기능성 섬유, 지능형 디지털기기, 하이
경북
테크 성형가공

친환경 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 신소재,
경남 항노화 바이오, 지능형 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친환경 에너지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 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 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 기기부품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 IT 부품, 수송기계 소재부품
울산

주: *는 가공식품 관련 산업.
자료: 중소벤처 기업부(2018a).

<표 2-7> 지역기업혁신 역량 강화 사업 시도별 지원 대상 업종
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지원 대상 업종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자율주행 연관산업
친환경 스마트모빌리티
첨단센서
3D 프린팅
에너지 IoT
스마트 헬스케어

자료: 중소벤처 기업부(2018a).

시‧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지원 대상 업종
태양광 융복합
바이오 의약
바이오 화학 및 기능성 화학소재
탄소 적용 의료기기/스포츠 레저/자동차튜닝
지능형 기계
ICT 융복합 기반 스마트기기
스마트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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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센터 사업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가 있다. 전국의 56개소가 설치되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1인 창조기
업과 예비창업자에게 비즈니스 공간을 지원하고, 세무‧회계‧법률‧창업‧마
케팅 등과 관련된 전문가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영 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광역시 30개소,
일반 시 7개소, 도농복합시 1개소, 군지역 3개소) 현재로선 농촌기업에서
센터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다. 성숙 및 재도약 기업 지원 사업

성숙 및 재도약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6개가 있다. 그중 진로
탐색, 구조개선, 회생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3개였고, 재
도전을 위한 사업자금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1개, 금융지원 사업이 1
개였다. 가치사슬의 구성요소 중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재창
업하려는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재도전 기술개발사업’이 있다.

2.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
원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14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
원 사업은 총 24개다. 농촌의 식품가공업체 대부분이 소공인이라는 점에서
농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영세한 농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13
14

중소벤처 기업부(2018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으로 운영되며,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14년
에 현재의 모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2015년 신설
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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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구성요소별 활동을 지원하는 세분된 지원보다는 소공인의 역
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
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제공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창업 및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사업은 5개, 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 및 자금지원 사업은 7개, 성숙 및 재도약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 사업은 2개다.
가치사슬 구성요소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총 3개로, 모두 성
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출하 물류,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인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은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500

개 내외의 기업에 3,000만 원씩 지원하여, 지원 항목인 온라인몰 및 오프
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디자인 개발, 인증획득, 교육‧컨
설팅, 해외배송 중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17년 진행된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수혜기업의 매출액이 월평균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업 하부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사업은 소공
인 집적지에 공동창고, 공동생산 및 연구 장비, 공동판매 및 전시장, 고용
장비 및 운영시설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농촌의 소규모 가공
기업들은 자체 가공 시설을 운영하기에 설립, 운영, 관리 등에 드는 자금
부담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공통된 상품을 생산하는 소공인의 집적지에
공동시설을 지원하는 해당 정책은 활용성이 높다. 2017년에 구축된 8개 공
동인프라 시설 중 강원도의 3개 지역(강릉시 주문진읍, 강릉시 사천면, 인
제군 북면)에 설치된 시설이 가공식품 분야와 관련된 시설이었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사업은 소공
인의 기술개발 기획과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으로 위탁
개발비와 기술자문비가 포함되어 있어, 기술력이 부족한 농촌기업이 기술
을 이전받거나 전문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는 데 용이하다.
경쟁‧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5개가 진행되고 있다. 영
세한 소공인 간 협력으로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소공인들이 협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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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네트워
크 구축 사업’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은 소공인 간에 지속적인 교
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협력하여 축제나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역시
업종별로 소공인이 해외시장 개척, 제품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가치사슬 구성요소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
는 적지만, 해당 가치사슬 요소와 관련하여 영세한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소상공
인특화지원센터’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
상공인 집적지 내에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여건과 지역 산업에 적합한 맞
춤형 교육, 컨설팅, 공동 구매 및 생산 등을 지원한다. 농촌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도시지역 위주로 설립되
어 있어(광역시 21개소, 일반 시 4개소, 도농복합시 4개소, 군지역 2개소)
앞으로 농촌지역에 해당 센터의 설립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사업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총 20개
다. 이 중 7개 사업이 초기 설립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
팅 사업이고, 성장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3개이다. 또
한 가치사슬의 구성요소 중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 1개, 출하 물류를 지원
하는 사업 4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경쟁‧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3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인 ‘상품경쟁력강화’ 사업은 전문성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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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한 영세한 기업이 상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소
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농촌기업이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출하 물류 사업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유통채널 진출 사업’과 ‘협동조
합의 판로지원 사업’은 기업이 스스로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TV홈쇼핑 등의 대형 유통채널, 박람회,
국내외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진흥원에서 운
영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공동판매장 ‘스토어 36.5’를 통해 해당 기
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공공구매’ 사업과 ‘사회적 협동조
합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도 판로지원 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쟁‧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파트
너십을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 파트너십 사
업’, 전문자원봉사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보노 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경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2.4.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의 사업에
서는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
기업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서는 교육과 컨설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으
로 농촌기업의 창업 아이템이 사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창업 초기의 농촌기업에는 사업 아이템이 경쟁력을 갖
고 있는지 검증받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이전받거나 R&D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특히 필
요하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창업기업에는 최종적으로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추가적인 컨설팅과 자금융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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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촌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는 창업보육센터를 농촌지역에
확대‧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연계‧협력하
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살펴보면, 중소벤처 기업부의 사업은 대
부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로 시작하는 농산물 가공 중심의 농촌기업이 활용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사업들이 사업의 규모나 수는 적지만,
아직 기반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못한 농촌기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다.
가치사슬 구성요소 중 생산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상품
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상품경쟁력강화’ 사업이 농촌기업에
유용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신상
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력이 부족한 농
촌기업에 경쟁력을 확보하며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지원이다.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출하 물류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의 사업들은 수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급선무인 농촌기업이 활
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중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은 내수시장 판로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자금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촌기업에 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지원 사업 전반적으로 경영능력이 부족한 농촌기업인에게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하는 사업이 부족하여 이를 보강해야 한다.
기업 하부구조와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데 초점
이 맞추어져 있는 중소벤처 기업부의 사업들은 농촌기업이 활용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동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자금의 부담이 큰 농촌기업에 유용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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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시설의 가동률을 확인하고
기업이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의 추후 관리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활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시설을
구축될 수 있도록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촌기업을 선별하여 시설을 증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한 사업에서는 농촌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유
용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농촌기업의 경영 능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경영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
기술인력 파견사업이나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력 지원
사업의 보강이 필요하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이나 산학연 협
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의 개별기업이 성장하는 데 실질적
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품아이디어나 제품 종류에 적합한 기술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대1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쟁‧협력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서 주로 시도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진행하기
에 부족한 경영 활동 부분에서 영세한 기업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가치사슬 구성요소 중 구매 물류와 조
달, 서비스(부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 농촌기업의 특성상
농가로부터의 원료 조달과 농촌관광 등의 부가적인 활동이 경영 활동의 중
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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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

3.1.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의 주요 내용과 특성
3.1.1.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의 형성 배경과 개념16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에 대하여 경제학의 오랜 전통은 개별주의
(individualism)와 자발주의(voluntarism)에 근거하여 시장에서의 정상거래

관계(arm’s length relationship)를 통해 또는 위계(hierarch)를 통해 최적화
된 경제조직의 모습을 상정해왔다. 그러나 사회학, 특히 경제사회학은 경
제조직에 대한 경제학의 이런 전통에 대해 다양한 국가적 제도와 역사적
우연들에 근거하는 기업 활동 조직화의 경로 의존성과 기업의 비즈니스 시
스템 특성을 통해 비판하였다.
경제사회학에서는 경제조직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을 비판하면
서 비즈니스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기업조직이 시장에서의 정
상거래관계나 위계에 의해 최적화된 상태로 형성되기보다는 국가적‧지역
적 조건이나 제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로 의존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
장한다.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Zaibatsu),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Chaebol),
대만의 중소기업 시스템 등은 경제사회학에서 비즈니스 시스템을 설명하
는 데 가장 유력했던 사례들이다.
경제학에서 사회제도 등은 기업 활동에 대한 부차적 제약으로만 인식했
을뿐 기업조직 및 기업 활동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
식하지 않았다. 반면 새로운 경제사회학은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을 분석하
는 데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 방법론을 채택하면서 그 핵심 개념으로 비
즈니스 시스템 관점을 강조하였다. 즉, 비즈니스 시스템은 기업의 조직과
기업 활동의 구조가 기업이 처해 있는 사회적 제도와 지역적 조건, 해당

16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의 형성 배경의 내용은 Foss(1997)를 주로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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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포함된 산업의 경쟁 및 협력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됨을 강조
한 개념이다.
사회경제학으로부터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어온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은
실제 기업 경영과 기업 조직을 연구하는 경영학이나 경영 실무 분야에서는
그 개념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가장 간단하게는 비
즈니스 시스템을 기업 조직이 활동들을 상호 조정하는 체계로 정의한다.17
또 복합적 전체 또는 단일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조직화한 조합 또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구축된 부분 요소들의 구조로 정의하기도 한다.18
상대적으로 정태적인 비즈니스 조직(business organization)의 개념과 동태
적인 비즈니스 과정(business processes)을 결합한 것을 비즈니스 시스템으
로 정의하기도 한다.19
이 외에도 다양한 개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기업
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전략에서 바라보는 McKinsey의 개념을
채택한다. 즉, 비즈니스 시스템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제품을 개발, 생산, (고객에) 배송하는 일련의 통합‧조정된 모
든 활동체계’를 의미한다(McKinsey & Company 2009). 이는 기업이 가치
창출의 모든 단계를 조정하는 행위를 강조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McKinsey의 경쟁전략 관점에서 정의한 비즈니스 시스템 개념을 채택하는

이유는 앞서 선행연구의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듯이 이제 우리 농촌기업도 재
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쟁과도 같은 기업 간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전략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3.1.2.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조와 특성 및 활용
비즈니스 시스템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듯이 그 구성 또는 구조
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접근되어왔다. 먼저 기업 내부의 주요 하위 조직 체
17
18
19

http://www.yourarticlelibrary.com(검색일: 2018. 6. 10.).
http://www.publishyourarticles.net(검색일: 2018. 6. 10.).
https://sourcemaking.com(검색일: 201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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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비즈니스 시스템에 접근하는 관점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재정 시스템,
생산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인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체계의 구조로 이
해한다.20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관점에서 볼 때는 비즈니스 시스템 구조를 기업의
비전과 전략,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 물류 시스템,
유통 및 판매 시스템, 재무‧회계‧경영 정보와 같은 기타 경영 활동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체계로 접근한다.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비즈니스 시스템
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관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권순재
2010). 실제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성

과 내용이 달라진다.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에서는 해당 목적에 맞게 비즈니스 시스
템이 구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 계약을 구축하고 추진하기 위한 비
즈니스 시스템은 회계 시스템, 비용 추정 시스템, 하청(도급)업체의 자산관
리 시스템, 하청(도급)업체의 구매 시스템, 획득가치 관리 시스템, 물자관
리 시스템, 회계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21
본 연구에서 채택한 Mckinsey의 비즈니스 시스템 개념에 따르면, 비즈니
스 시스템은 제품을 개발, 생산, (고객에) 배송하는 일련의 통합‧조정된 모
든 활동 체계로 <그림 2-3>과 같이 기업의 기술 부문, 제품의 디자인 부문,
제조 부문, 마케팅 부문, 유통 부문, 서비스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들
은 해당 산업 분야의 규칙에 따라 기업 전쟁터에서 보다 더 나은 게임을 수
행하고자 비즈니스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게 되므로 각 기업
의 비전이나 전략에 따라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은 각기 다르다.
제품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출시하거나 제품의 유통 방식을 변
화시키며, 인력 구조를 바꾼다거나, 원료 투입에 변화를 준다거나, 상품의
제조방식을 변화시키는 등의 기업 활동은 모두 기업 전쟁터에서 경쟁우위
를 확보하기 위한 비즈니스 시스템의 재구성, 재통합, 재조정을 의미한다.22

20
21

http://www.publishyourarticles.net(검색일: 2018. 6. 11.),
http://www.ey.com(검색일: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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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cKinsey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조

자료: http://faculty.msb.edu/homak/homahelpsite/webhelp/Content/Value_Chain_-_Business
_System.htm(검색일: 2018. 6. 11.).

이렇듯 비즈니스 시스템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어왔고, 그 구조나 구
성요소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의 네 가지 기본 특성이 있다(Foss 1997). 첫
째, 전통 경제학이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이 시장이나 위계에 의해 최적화
된 구조를 갖는다는 주장과 달리 사회경제학의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은 기
업의 다양한 활동이 시장과 위계의 혼합적 요소에 의해 조직화되고 작동한
다고 본다. 둘째,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skills)과
기업 활동의 전문화 형태와 수준에 의해 구축되고 운영된다. 셋째, 비즈니
스 시스템은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와 부문들이 상호작용하는 기업의 거버
넌스 방식을 포함한다. 넷째, 비즈니스 시스템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활동의 지배적인 조직구조와 같은 조직원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기본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즈니스 시
스템의 시스템적 특성(systemic features)을 도출할 수 있다(Foss 1997). 첫
째, 상호연계성(inter-locking)이다.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은 기업조직을 기업
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부문들의 단순한 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비즈니스 시
스템은 일련의 모든 기업 활동들의 부분을 통합‧조정된 체계로 인식한다.
22

The Business System: A Tool for Strategy Formulation and Cost Analysis(http://
faculty.msb.edu/homak/homahelpsite/webhelp/Content/Value_Chain_-_Business_
System.htm: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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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즈니스 시스템은 국가적 제도나 지역적 문화와 같은 폭넓은 사회‧
제도적 환경에 착근(embedded)된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에는 기업 전쟁을
치르는 해당 산업의 규칙, 국가 및 지역의 규칙, 사회‧문화적 규칙 등을 의
미한다. 셋째, 비즈니스 시스템은 경로 의존성을 지닌다. 비즈니스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사회‧제도적 환경과 오랫동안 상호작용하면서 해당 국가와 지
역, 산업이 요구하고 규정하는 규칙을 체화하면서 역사적으로 진화한다.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은 이러한 특성들에 기반하여 경제학, 경영학, 사
회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Rana & Morgan(2015)은 1992년
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비즈니스 시스템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여 비즈니
스 시스템 관점이 도입‧적용된 연구 분야의 분포를 분석하여 <그림 2-4>
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이 전통 경제학에서 말
하는 시장이나 위계를 통한 기업조직의 최적화를 비판하고 기업조직의 사
회구성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데서 시작되었듯이 적용된 연구 분야도 자본
주의 비교 연구, 특히 기업이나 경제조직의 국제적 비교 분야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기업 역량에 대한 논의, 국제화 논의, 기업의 문
화 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제도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논의, 기업
가적 인지(정신)에 대한 논의,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논의, 국가혁신
체계에 대한 논의 등 매우 다양한 분야 논의에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이 적
용되어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본주의 비교 연구 분야 외에는 대부분 기업의 경쟁
력 강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라는 점이다. 특히 <그림 2-4>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이는 기업의 역량에 대한 분야는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관된다. McKinsey의 개념 정의에서도 나타났듯이
비즈니스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경쟁자들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
하기 위해 기업 활동의 각 부분을 전략적으로 통합‧조정한 전체 구조이자
체계이기에, 비즈니스 시스템의 관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
을 맺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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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의 적용 분야

자료: Rana & Morgan(2015).

이렇듯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은 기존 연구에서 많은 경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business
system analysis)은 왜 필요할까? Roper & Millar(1999)는 그 이유에 대해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나 기능을 재편(redesign)하거나 기업 활동
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이나 기능에 대한 개
선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 또는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기업은 자연 세계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상호작용적이고 상호 연계된 일련의 과정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특정 부분이나 기능에 대한 개선에서도 각
기능과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결국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은 기업조직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
한 통찰력, 그리고 다양한 업무와 일자리, 인력, 조직 구성, 기타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고자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조직의 세부 요소
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외부의 기업환경의 요소들을 확인, 정의, 검사하
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당면한 위협요소는 무엇인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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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고 있는 또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나 기능은 무엇인지, 어
떤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한지 등도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 또한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을 통해 농촌 기업들이 당면한 위협요소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점들을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조사‧분석의 틀
3.2.1. 본 연구의 관점과 연구 모형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
해 자신의 제품을 개발, 생산, (고객에) 배송하는 일련의 통합‧조정된 활동
체계’라는 McKinsey의 비즈니스 시스템 개념을 채택하였다. 또 이러한 개
념에 부합하도록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을 경쟁력 강화에 의한
농촌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농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 및 특성, 그리
고 비즈니스 시스템의 보완‧개선을 위한 농촌기업의 정책 수요를 조사‧분
석한다.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실태와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틀을 구성하
기 위해 본 연구는 Michael Porter의 가치사슬 모델(Value Chain Model)과
파이브 포스 모델(Five Forces Model)을 도입하였다. 먼저 Poter의 가치사
슬은 McKinsey가 주장하듯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동일한 개념으
로 인식되고 있다(McKinsey & Company 2009). Porter의 가치사슬 모형은
<그림 2-5>와 같이 그 구조가 앞서 제시한 McKinsey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조와 유사하게 일반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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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orter의 가치사슬 구조

자료: Porter(1990).

<그림 2-5>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기업이 구매자들을 위한 가

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가치사슬이란 바로 이러한 활동들
이 연계(linkages)에 의해 결합된 상호의존적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의
미한다(Porter 1990). 기업들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조에
포함된 다양한 활동을 변화시키는데 새로운 원료의 확보,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인력배치의 변경, 새로운 제품의 개발, 거래처의 변경, 새로운 시장
및 고객의 확보, 유통 방식의 변화, 새로운 판매 방식의 도입, 일부 생산과
정의 외부화, 전문 마케팅 기업의 활용, 인사관리 시스템 및 회계 시스템의
변경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결국, 기업은 경쟁자들에 대해 경쟁우위(경쟁력)
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때로는 타 기업들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조와 운영 방식 등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게 된다(Porter 1990).
이렇듯 Porter의 가치사슬은 McKinsey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개념 및 구
조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또 기업의 경쟁력 또는 경쟁우위 확보라는 전략
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사슬이나 비즈니스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같다. 그러나 Porter의 가치사슬 모델은 기업의 다양한 활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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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더욱
다차원적 접근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본 활동은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 동원되는 활동을 의미하며, 지원 활동은 그 외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동원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치사슬 모델의 상대적 장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을 위해 Porter의 가치사슬 모델을 원용하고
자 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시스템은 기업의 독자적인 선택만으로 구축되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 자체가 제도와 문화, 경로 의
존성 등을 강조하는 사회 구성적 개념으로 이루어지듯이, 실제 기업경영
현실에서도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축과 변화는 해당 기업이 처해 있는 기업
전쟁의 조건과 환경을 이루는 전쟁터, 즉 경쟁과 협력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같은 산업,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동종 업계의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
면 다양한 위협요소를 외부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상품생산의 핵심 기능 또
는 주요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과 부문은 하청을 주기도 한다.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던 기술개발을 기술구매로 전환시키기도 하며, 제품 디자
인을 전문 기업에 맡기기도 한다. 또 시장에서의 위협요소를 회피하기 위
해 자체 브랜드 상품의 생산을 줄이고 대기업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
품하는 비중을 늘리기도 한다. 이러한 예가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이 외부환경, 즉 경쟁과 협력 환경의 조건에 따라 구축되고 변화하는 경우
에 포함된다.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와 특성, 이와 관련된 경영 애로점 등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사슬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주기 마련
인 외부환경으로서의 경쟁 및 협력 환경의 특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Porter는 이러한 외부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산업구조 분석에 활용

하는 파이브 포스 모델을 제시한다. 즉, 파이브 포스 모델은 산업의 경쟁을
형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의 가치사슬 또
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Port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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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포스 모델은 <그림 2-6>과 같이 특정 산업에서 기업이 처한 경
쟁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요소를 ① 기존 기업 간의 경쟁, ② 신규 진입
자의 위협, ③ 대체재의 위협, ④ 구매자의 교섭력, ⑤ 공급자의 교섭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은 해당 산업 내 기업 수, 기업 규모
비교, 상품의 시장 경쟁력 등을 말한다.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진입장벽의
존재, 정부 정책(주로 규제의 측면), 필요자본, 절대적 비용(절대 원가), 규
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브랜드 가치, 전환 비용(매몰 비용), 예상보복, 유
통채널 접근, 기존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 산업의 수익성(클수록 경쟁
심화) 등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재의 위협은 구매자의 대체재 구매 성향,
대체재의 상대가격과 성능, 구매자의 전환가격, 시장에서 구득 가능한 대
체재의 수, 대체의 용이함, 품질하락 등을 포함한다. 구매자의 교섭력은 공
급자 전환 비용, 공급자의 경쟁력, 유통채널의 영향력, 대체 투입의 존재 등
에 의해 좌우된다. 반면 공급자의 교섭력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 이
점, 온라인/오프라인 기업 간 경쟁, 광고비 지출 규모,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 기업집중률(해당 산업에서의 비중) 등에 영향을 받는다(Porter 2008).
본 연구는 가치사슬 모델에 파이브 포스 모델을 결합하여 농촌기업의 비
즈니스 시스템 분석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농촌기업이 상대
적으로 기업 외부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기업과 비교
한다면 농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자본의 부족, 종사자 중 가족 노동력의
높은 비중, 기계화 및 자동화 부족, 전문 인력 및 기술력 부족 등 기업 내
부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농촌기업은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 내 산업 인프라 및 기업 서비스의 부족, 노동력 부족, 시장
에 대한 접근성 부족, 원료의 국지화(localization)로 인한 원료 확보 경쟁의
심화, 지역의 향토자원에 기반을 둔 기업 간 지역 내 경쟁 심화 등 기업 외
부의 환경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 외부의 환경은
농촌기업의 경쟁 및 협력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농촌기
업의 가치사슬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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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orter의 파이브 포스 모델

자료: Porter(2008).

3.2.2. 연구의 조사‧ 분석틀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business system analysis)은 기업조직이 어떻게 기
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다양한 업무와 일자리, 인력, 조직
구성, 기타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고자 비즈니스 시스템
의 세부 요소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외부의 기업환경의 요소들을 확인,
정의, 검사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당면한 위협요소는 무엇인지,
잘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나 기능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
한지 등도 확인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쟁
력을 향상하고 기업 활동을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상
하는 것이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의 실태
와 특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기 위해 Porter의 가치
사슬 모델과 파이브 포스 모델을 결합한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구체적인 조사‧분석틀로 제시하면 <그
림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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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먼저 개별 농촌기
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례지역과 해
당 지역의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개별 농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방문 인
터뷰 조사 등을 통해 제품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본활동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지원 활동의 실태와 특성, 애로점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개별 농촌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경쟁 환경을 파이브 포스 모델을 활
용하여 경쟁과 협력의 환경 및 조건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분석한다. 셋째,
농촌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기업들이 당면한 위협요소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
력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점들을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2-7> 연구의 조사·분석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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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1.1. 사례지역 선정 개요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사례지역의 농촌기업 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지역 및 농촌기업 집단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농촌산업, 농촌기업 개념에 적합한 사례이어야 한다. 둘째,
시·군 단위에서 특정 품목의 농업생산 규모 또는 같은 품목의 유통 규모가
국내 수위에 해당하며, 이를 활용한 제품생산 규모 역시 전국 단위의 인지
도를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셋째, 대상 지역의 동일 산업 내 기업의 규모나
생산 특성에 의해 기업집단 간 상호 비교군(比較群)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사례지역과 특정 산업의 기업집단을 선정하
였는데, 선정 시 업종을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이나 물류, 판매 등과 관련된 농촌기업도 존재하
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조와 특성이 제조업과는 크게 달라서
본 연구의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의 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촌기업에
국한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과 제한을 두고 본 연구는 문경시 오미자산업, 하동군 차
산업, 금산군 인삼산업의 농촌기업들을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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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산업 및 농촌기
업의 개념에 적합한 사례이며,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시·군 단위에서
해당 품목의 농업생산 규모나 유통 규모가 전국 단위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 또 세 번째 선정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문경시의 경우 오미자
가공기업이 현재 55개소, 하동군의 경우 제다기업이 122개소, 금산군은 인
삼 가공기업이 425개소가 각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23 전통적인 생산방식
또는 가내 공업 수준의 기업군과 상대적으로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대규모
공장생산 방식의 기업군이 서로 비교군을 이루고 있다.
<표 3-1> 사례지역 대상 품목의 농업생산 규모
구분

문경 오미자

전국 비중(%)

하동 녹차

전국 비중(%)

금산 인삼

전국 비중(%)

농가 수

1,260

20.1

1,956

54.3

2,738

11.9

재배면적(ha)

724

27.5

1,015

36.7

1,331

9.1

생산량(M/T)

3,480

35.4

1,974

54.6

3,110

15.2

주: 문경과 하동 자료는 2015년 기준, 금산은 2016년 기준 자료임.
자료 1) 문경 오미자: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특용작물생산실적, 문경시 2016년 통계연보자료.
2) 하동 녹차: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특용작물생산실적,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3) 금산 인삼: 2016년 인삼통계자료집, 금산군청 2016년 통계연보.

1.2. 농촌기업 조사 개요
사례지역 세 곳에 분포하는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와 특성,
그리고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조사는 농촌기업에 대한 방문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세 곳 사례지역
의 제조기업 30개소씩 총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
용은 기업 및 기업 대표의 일반 현황, 기업운영 실태와 가치사슬 구조, 기
업의 산업 환경(경쟁 및 협력 환경), 기업의 정책지원 수요 등이다.
사례지역의 농촌기업 방문조사는 해당 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인터뷰

23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2017년 기준으로 제공한 자료에 기반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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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사례지역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선
도 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을 포함해 지역별로 3~4개 기
업, 총 10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기업운영 실
태, 비즈니스 시스템의 특성, 기업운영의 애로점과 정책 수요 등이다.

2. 문경 오미자산업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와 특성

2.1. 문경 오미자산업의 주요 특성 및 운영 실태
1996년도에 오미자가 법제상 약재에서 열매로 변경되면서 문경시에서는

오미자를 ‘작목현대화 사업’의 특용작물로 선정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문경시의 동로면 일대를 중심으로 오미자 농사를 장려했
다(성지은, 2015). 적극적으로 오미자 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면서 오미
자 생산 농가 수와 생산량이 빠른 속도를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전국 오
미자 생산량에서 문경시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2.9%(산림청 2012)가
될 정도로 오미자 제1의 주산지로 입지를 굳혔다.
문경에서 오미자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2013년
까지는 문경 오미자산업의 중심축이 ‘오미자 생산’에 있었다면, 2014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장수군, 거창군, 단양군 등 타 지자
체에서 오미자 생산을 육성하고 있고, 중국산 오미자도 수입되면서 2013년
을 기점으로 전체 오미자 생산량에서 문경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다.24 2016년에는 문경시 오미자 생산량 비중이 전체의 36.9%까지 하
24

국내 오미자 생산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으로 문경시가 613ha로 가장 크지만,
최근 전북 장수군(185ha), 경남 거창군(195ha), 충북 단양군(133ha) 등 오미자
생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 중이다(통계청 2015).
또한 최근에는 중국 오미자도 수입되고 있어 국내 오미자 시장의 경쟁은 더 치
열해질 전망이다. 2017년 중국 오미자 수입량은 48,440kg으로 집계되었다(한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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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여, 2007년 이래로 최저를 기록했다(산림청 각 연도). 이에 따라 오미
자의 판로가 될 수 있는 오미자 가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5 <그
림 3-1>과 같이 2016년부터 오미자 생산액보다 가공산업의 매출이 더 커
졌고, 가공업체의 연 매출 총액이 5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림 3-1> 문경 오미자 생산액, 가공산업 매출액, 가공업체 수

자료: 문경시 내부 자료; 한국일보(2017. 7. 7.) “오미자 재배의 최적지, 가공산업도 키워 1,000억 매출 올려요.”
재인용.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5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36개 기업을 확인해본 결과, 매출 규모가 10억
이상인 기업은 총 4개이다. 매출 규모가 3억 미만인 영세기업은 총 20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26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0
개 표본 기업 중 매출이 10억 이상인 기업이 2개, 3억 미만인 기업이 18개
로 나타났다. 문경시 내의 오미자 가공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영세한 규모
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26

역협회 홈페이지 참고).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인터뷰 내용(인터뷰 날짜: 2018년 5월 9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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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기업 중 오미자 원료 수급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47개의 기업을 확

인해본 결과, 절반 정도인 21개 기업이 오미자 농업생산과 가공생산을 함
께 진행하고 있었다.27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순수 가공업체로 원료 전량
을 수매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36개 기업
을 대상으로 오미자 농업생산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표 3-2>와 같이 영
세한 기업일수록 농업과 가공을 겸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
<표 3-2>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른 농업과의 겸업 여부
n=36개 기업/ 단위=기업 수(전체 기업 중 비중)
가공 전문기업

농업, 가공 겸업

매출 10억 이상

4(11%)

0

매출 3억 이상 10억 미만

8(22%)

4(11%)

매출 3억 미만

8(22%)

12(34%)

자료: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재구성.

3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3>과 같다. 대표자 성별은 남녀
비중이 비슷했고, 대표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
운영 기간이 3년 이내인 신생 기업이 30%였고, 7년 이상인 기업이 56.7%
였다. 기업형태는 개인기업이 60%로 가장 많았고, 오미자 농사를 겸하는
업체가 40%다.

27
28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매출액은 농업을 통한 매출과 가공을 통한 매출을 모두 합한 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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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일반 특성
n=30개 기업/ 단위=개(기업 수)
대표자 성별

기업 매출 규모
19(63.3%)
11(36.7%)

남
여
대표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6.7%)
1(3.3%)
6(20%)
14(46.7%)
7(23.3%)
기업운영 기간

3년 이내
4년~9년
10년 이상

9(30%)
12(40%)
9(30%)

10억 이상
3억~10억 미만
3억 미만
기업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개인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업 겸업 여부
농업 겸업
순수가공

2(6.7%)
10(33.3%)
18(60%)
5(16.7%)
2(6.7%)
3(10%)
18(60%)
1(3.3%)
2(6.7%)
12(40%)
18(60%)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2.2.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가치사슬 구조
2.2.1.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 가치사슬 구조 분석 개요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농업 겸업 여
부’와 ‘인력’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업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가치사슬을 비교·분석하였다. 첫 번째 기업 유형은 농업과 겸업하
지 않고 가공에 집중하면서,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경영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거나 분야별 전문부서로 조직되어 있는 ‘전문화된 가공기업’이
다. 또 다른 기업 유형은 농업과 겸업하고 있거나 경영 전문 인력 없이 생
산 인력만을 고용하고 있는 ‘비전문화된 가공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전문
화된 가공기업과 비전문화된 가공기업의 가치사슬 구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가치사슬을 고도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
하고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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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문경-1 기업 가치사슬 구조
가공공장, 창고 등 기업 내 시설, 대형화 및 자동화 시스템 공장 준설 중, 체험
프로그램 부대시설
보 인적 자원 관리 전문화된 조직 세분화(수출, 회계, 디자인, CS 등)
-아이디어 구상 후 농진청 등 R&D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상품개발 진행
조
기술개발
활
-특허 3건(협력 1건, 자체 2건), 실용신안 3건
동
원료조달: 지역 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 잔류농약검사서를 제출한 안
조달
전한 생산 방식이 인증된 농가와 계약. 원료수급량 조절을 위해 10농가 계약재배,
20농가 추가 수급
마케팅 및
서비스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판매
(부가 활동)
기업 하부구조

-10농가 계약재
배, 20농가 추가
주 수급. 해당 농가
의 오미자 생산
활
전량 수매(연간
동
8억, 150톤)

-15개 가공제품
-오미자 주스, 오미자청,
오미자당절임, 오미자
식초, 건오미자, 건강음
료, 건강기능식품 등
-매년 3개의 신제품 런
칭. 트렌드에 뒤처진 제
품은 폐기.

-내수시장 80%, 해외시장
20%
-완제품 납품: 학교급식, 농
협, 인터넷거래 등
-중간재 납품: 스타벅스, 설
빙, 뚜레쥬르, 탐앤탐스,
KT&G, 아이쿱
-13개국 수출(미국, 말레이
시아, 캐나다, 싱가포르,
러시아, 캐나다 등)

판
매
수
익

-자체브랜드 사용. -문경 오미자
상 표 등 록 ( 상 체험촌 운영
쾌, 디오미, 라
오미, 자연재)
4개
-언론활동, 홈
쇼핑 등 진행

자료: 2018년 9월 13일 인터뷰 조사 내용.

2.2.2. 구매 물류 및 조달
전문화된 기업인 문경-1 기업은 주로 계약재배를 통해 오미자 원료를 조
달하고 있다. 10농가와는 계약재배를 하고, 필요한 물량에 따라 20 내외의
농가에 추가로 오미자를 수매하고 있다. 총 30 내외의 농가가 생산하는 오
미자 전량을 수매하고 있고, 생오미자 기준으로 연간 8억 원 규모인 150톤
의 오미자를 수매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원료 전량을 계약재배하여 조달할
29

전문화된 기업의 가치사슬 분석에는 농업을 겸업하지 않고 전문 경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문경-1, 문경-2 기업의 인터뷰 내용과 30개의 설문조사 표본 중
전문화된 기업에 해당하는 7개 표본의 조사 내용을 활용하였다. 비전문화된 기
업의 가치사슬 분석에는 농업을 겸하고 있고 경영 전문인력 없이 생산인력만
을 고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경-3 기업의 인터뷰 내용과 설문조사 표본 중
비전문화된 기업에 해당하는 13개 표본의 조사 내용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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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특히 문경-1 기업은 오미자 원료를 조달할 때, 식품안전성을 확
보하고자 농가에 잔류농약검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전한 방식으로
오미자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를 선별하려는 방법이다. 문경-1 기업의
경우, 농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기업은 그러한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가 되어주는 방식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문경-2
기업 역시 오미자 원료 전량을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 설문조
사 결과에서도 전문화된 기업들은 원료 전량을 문경시 내의 농가에게 조달
받고 있었고, 응답 기업의 57.1%가 원료 전량을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받고 있었다.
비전문화된 기업인 문경-3 기업은 지역 내 농가로부터 원료 50%를 수매
하고, 자체 오미자 농사를 통해 50%의 원료를 충당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
과, 비전문화된 기업 중 전량을 직접 재배하거나, 전량을 문경시 내의 농가
로부터 조달하는 기업이 각각 30.4%로 가장 많았고, 문경-3 기업처럼 직접
재배하면서 지역 내 농가로부터 수매하는 기업이 17.4%였다. 원료를 수매
하는 16개 기업 중에서는 원료 전량을 필요할 때 농가‧중간상‧생산자 단
체에게 구매하는 경우가 8개 기업(50%)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화된
기업과 같이 원료 전량을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조달하거나, 생산자 단체와
계약구매를 통해 조달하는 기업은 2개 기업(8.6%)에 그쳤다.

2.2.3. 생산
문경-1 기업은 현재 혼합음료, 탄산음료 등의 오미자 음료·식초 등 15개
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속해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고, 현재의 트렌드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품의 포장디자인, 음료의
혼합방식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또한 매년 3개의 신제품을 내놓고,
트렌드에 뒤처진 제품은 폐기하는 원칙을 고수하여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맥주를 생산하는 문경-2 기업 역시 핵심 고객인 젊
은 층의 니즈에 적합한 신제품을 지속해서 개발, 출시하고 있다. 특히 문경
-2 기업은 마케팅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신제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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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할 수 있었다.
반면, 문경-3 기업은 오미자청, 건오미자, 오미자즙, 오미자원액 등 독자
적인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었다. 소비자 트렌
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력이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
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화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오미
자발효액(57.1%), 오미자청(42.9%), 오미자차(42.9%), 오미자음료(42.9%) 순
이다. 반면 비전문화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오미자
청(69.6%), 오미자즙(47.8%), 건오미자(43.5%), 오미자원액(34.8%) 순이었
다.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도 전문화된 기업은 오미자청
(28.5%), 오미자술(28.5%), 오미자음료(28.5%)지만, 비전문화된 기업은 오

미자청(52.2%), 오미자즙(21.7%)이었다. 이처럼 비전문화된 기업은 기술력
이 필요하지 않은 오미자청, 건오미자, 오미자즙, 오미자원액 등의 제품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전문화된 기업은 제품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2.4. 출하 물류 및 판매‧ 마케팅
문경-1 기업은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을 이분화하여 판매 전략을 달리하
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완제품을 대형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기에는 대기
업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학교급식이나 농협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타벅스,
설빙, 뚜레쥬르, KT&G, 아이쿱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에 중간재인 오미자
액, 오미자청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오히려 완제품의 판로는 해외시장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1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을 통한 매출은 현
재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40% 이상까지 확장할 계획
이다. 문경-2 기업은 맥주를 납품할 수 있는 전국 130여 개의 일반음식점,
펍, 카페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구조를 직접 구축하고 있다. 주류 도매업
자를 활용한 판매는 3~4% 정도이고, 나머지는 직접 납품하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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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서울/경기 지역에 물류센터를 두었고, 경남권과 전북권에도 물류센터
를 둘 예정이다. 반면, 비전문화된 기업인 문경-3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가 판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화된 기업은 평균 4개의 판로를 활용하고 있
는 반면, 비전문화된 기업은 평균 2개의 판로를 활용하고 있었다. 비전문
화된 기업이 활용하는 판로의 종류를 확인해보면, 과반수가 ‘자사 방문객
판매 및 전화 주문’ 방식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직거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화된 기업은 비교적 직거래, 온
라인,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판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케팅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전문화된 기업인 문경-1, 문경-2 기업과
비전문화된 기업인 문경-3 기업 모두 이 분야에 자본을 투자할 여력이 없
어, 자본이 필요 없는 마케팅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문경-1 기업은
각종 박람회 참석, 대표의 언론 활동 등을, 문경-2 기업은 수제 맥주와 관
련된 축제에 참가하거나, 젊은 고객층이 직접 SNS를 통해 홍보해주는 바
이럴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였다. 문경-3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고정고객을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마케팅 활동을 못 하고 있다.

2.2.5. 서비스 활동(기타 부가가치 활동)
문경-1 기업은 가공기업을 운영하기 전인 2007년부터 체험촌을 운영하
여 현재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문경-2 기업도 맥주 공장을 활용하여 견
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전문화된 기업인 문경-3 기업도 오미자
재배지를 활용하여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화된 기업은 모두 관광, 교육 프로그램 등의 부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전문화된 기업은 8개 기업인 34%만이 부가 활동
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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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기업 하부구조
문경-1 기업은 현재 기업 내에 가공공장과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
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대형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제조원가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일부 정부 지원
을 받아 현재 20억 규모의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문경-2 기업은 주류 생산
에 적합한 양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현재 규모보다
세 배 이상 큰 규모로 시설을 증설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화된 기업은 건조, 당절임, 발효, 숙성, 포장 등의 공
정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고 있었고,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기업 중 절반 이
상이 공정에 필요한 기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비전문화된
기업은 공정마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직접 공정을 수행하지만, 해당 공정
을 수행하는 기업 중 기계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건조와 포장을 제외하
고는 20% 안팎이었다. 또한 전문화된 기업은 모두 자사의 기계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비전문화된 기업 중 39%인 9개 기업은 기계를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구축해놓은 공
동가공 시설도 있으나, 전문화된 기업과 비전문화된 기업 모두 1개 기업만
사용하고 있어, 공동시설의 활용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7. 인적 자원 관리
문경-1 기업은 문경시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에 위치한 지사를 함께 운영
하고 있다. 본사에선 원료공급, 제조 및 생산 분야에 집중한 업무를 진행하
여, 생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서울 지사에서는 판로 확
대, 제품 업그레이드, 신제품 개발, 고객관리 등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출, 회계, 디자인, 고객관리 등의 전문 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이처
럼 경영에 필요한 전문화된 조직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해당 부서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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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유용한 입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규직 7명,
비정규직 상시고용 2명, 임시고용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경-2 기업도 생
산, 관리, 연구개발, 시스템개발, 유통 및 마케팅 등 전문화된 부서로 세분
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부서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였다.
반면, 비전문화된 기업인 문경-3 기업은 생산인력만을 고용하고 있어, 경영
과 관련된 전문 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화된 기업의 정규직 및 상시 고용 인력은 모
두 4명 이상이었고, 주요 부서 및 팀으로 세분되어 있거나 분야별 전문가
인력을 고용하고 있었다. 반면, 비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응답 기업의
47.8%가 정규 및 상시 인력이 1명이라고 답했고, 4명 이상인 기업은 2개

뿐이었다. 또한 2개의 기업에서만 전문가를 고용하였고, 나머지 21개 기업
에서는 주요 부서나 전문가를 둘 형편이 아니라고 답했다.

2.2.8. 기술개발
문경-1 기업은 창업 초기에 음료 전문 기술 인력을 고용하여 제품을 개
발하였으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R&D 전문기관과의 협업이었다. 기
업 내에서 먼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농진청 등의 전문기관
이나 관련 교수 등에게 위탁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특허 3건,
실용신안 3건을 보유하고 있다. 문경-2 기업 역시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R&D 전문기관과의 협업, 산
학협력 등 기술 전문 인력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경-3 기업은 유산균 발효를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을 이전받기도 쉽지 않아, 직
접 기술을 습득하려고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
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여 제품 생산까지 이뤄내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화된 기업의 절반 이상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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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지만 비전문화된 기업 중에선 5개 기업(21.7%)만이 특허 또는 실
용신안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술 이전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있다고 답했고, 비전문화된 기업 중에서는 5개 기업
만이 있다고 답했다. 즉, 오미자 가공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이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산업 환경30
2.3.1. 기존 기업과의 경쟁
문경 오미자 기업들은 오미자 청, 즙, 원액 등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유사한 제품들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다. 제품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유사한 제품 간 가격 경쟁만 심화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5개 기업 중 40개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이 청, 즙, 원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문경시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기
업의 57.1%(16개 기업)가 문경시 오미자 가공기업 간의 제품 차별화가 되
어 있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인터뷰 조사에서도, 지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업그레이드하
면서 제품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기업인 문경-1, 문경-2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 경쟁자가 적다.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문경시 내
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
하고 있는 문경-3 기업은 문경시 내의 기업들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토로하였다.

30

문경-1, 문경-2, 문경-3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와 문경 오미자 기업 3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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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신규 진입자의 위협
현재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수와 전체적인 규모가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는 의견이 많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2.9%가 문경의
오미자 가공기업의 수는 현재 과포화 상태라고 답하였다. 특히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청, 즙, 원액 등의 유사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게 되
면, 이미 유사제품 간 가격경쟁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
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문경 오미자 가공식품 시장의 제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
문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사례조사 기업 중 문경-3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문경 오미자
가공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기업에 해당한다. 2017년에 창업한 신규기업으
로, 맥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과 스스로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2.3.3. 대체재의 위협
블루베리, 아로니아, 엘더베리, 매실, 복분자 등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
진 열매를 활용한 차, 청, 잼 등의 가공식품들이 오미자 가공식품의 대체재
로 볼 수 있다. 또한 문경시 외에도 장수군, 거창군, 단양군 등에서 오미자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산업도 함께 육성하고 있어 문경 오미자 가공식품의
대체재가 증가하고 있다.

2.3.4.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2014년 시기에 오미자의 수요가 급증하
면서 오미자 원료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농가의 가격 결정권이 향상
되면서 가공기업의 원료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이 약했다.31 문경-3 기업도
당시 계약재배로 진행하였으나, 농가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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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상황이 벌어져 직접 오미자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
근 들어 타 지역에서의 오미자 생산량이 증가하고 오미자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면서, 문경시 내의 오미자 농가의 판로가 감소하고 있다. 문경-1 기
업의 예를 들면, 잔류농약검사서를 제출한 농가를 선별하여 계약재배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의 원료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이 향상됐다.

2.3.5.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대체재의 위협이 크고, 이에 따라 경쟁의 양상이 가격 중심으로 나아가
게 되면 가공기업의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문경 오
미자 가공기업의 경우, 유사제품들의 가격 경쟁이 이미 심화한 상태이고,
대체재의 위협도 큰 상황으로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이 약화하여 있는 상태
다. 문경-1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설을 대형화
및 자동화하여 원가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3.6. 기업 간 경쟁 및 협력 환경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 간 경쟁 상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간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
한 상황에서 기업 간의 협력 및 주요 산업 주체들과의 협력이 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단체에 참여하
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응답 기업의 40%가 가입하고 있었고, 동종 기업 간
친목 도모, 공동 마케팅 및 공동 판매를 위한 협력사업 참여, 소비자 수요
변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기업들은

31

문경-3 기업과의 인터뷰 내용(인터뷰 날짜: 2018년 9월 13일).

66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

대부분 목적을 달성했다고 답했지만 ‘공동 마케팅 및 공동 판매를 위한 협
력사업’을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기업들은 대부분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경-3 기업과의 인터뷰 조사에서도 실제로 지역 내 가공기업이
협력하여 판매, 마케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참여 기업의 협조
부족, 환경적인 방해요소 등으로 인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즉, 현재 문
경 오미자 가공기업 간의 협력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비교적 유용하지
만,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이득을 공유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4.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과 정책 수요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을 ‘전문화된 기업’과 ‘비전문화된 기업’으로 구분
하여 각 기업 유형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문경 오미자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농업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미자 농사에 더해 부가적인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가공을 함께 진행
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처럼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과 가공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문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 간
비즈니스 시스템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업 활동에 따른 애로사
항도 각기 달랐다.
먼저 농업과 겸업하지 않으면서 경영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전문화
된 가공기업’은 안정적인 구매 물류 확보, 차별화된 제품생산, 독자적인 출
하 물류 시스템 구축 등에 주목하여 경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 전문 인력 고용,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기업 전략에 적합한 시설 증축 등의 보조 활동을 진행하였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매하기 위해 지역 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를 조달하고 있었다. 생산량을 예측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농가와 재배 계
약을 하여, 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의 오미자 원료를 수매하고,
농가 역시 미리 일정 부분의 오미자 판매량을 확보하고 재배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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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농가가 안전한 방식으로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믿을만한 농가를 선별하여 재배 계약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필요한 원료의 수량을 예측하여 구매하거나 계
약재배를 할 때, 자금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매량을 정
하고 원료를 수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로가 확대되어 생산량을 늘리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도 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 있다.32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영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건오미자,
청, 즙, 원액 등의 단순 제품에서 벗어나 혼합 음료, 주류, 발효 등 차별화
된 제품을 주력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지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소비
자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도 기하고 있다.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기업 내부에서 소유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한 전문 기술 인
력을 고용하는 것이 소비자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인건비의 여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33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판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
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대형 유통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타개
책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중간재를 판매하거나, 전국의 요식업체 위주로
직접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기업만의 전략을 세우
고 이를 실행해가고 있었다. 또한 판매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거나, 판로가 확대된 만큼의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증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격경쟁
력이 약하여 대기업 상품 위주의 대형 유통시장까지 판로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34 문경-1 기업의 경우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설을 증축

32
33
34

문경-1 기업과의 인터뷰 내용 발췌.
문경-2 기업과의 인터뷰 내용 발췌.
문경-1, 문경-2 기업과의 인터뷰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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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자금의 한계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판매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는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이 가진 한계이다.
비전문화된 기업은 농업과 겸업하고 있거나 경영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기업처럼 나름의 경영전략을 세워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원료 조달과 관련해서는 미리 생산 및 판매량을 예측하기 힘들
기 때문에 계약재배보다는 필요할 때 원료를 수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
었다. 필요한 물량을 제때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원료의
질을 확인하여 구매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원료가격을 흥정하는 데에도
원료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이 약할 수 있다.
또한 건오미자, 청, 즙, 원액 등의 유사한 제품들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어,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한 상태다. 이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
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력이 부족한 데다가 전문기
관을 통해 원활히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
판로도 대부분 직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유통 및 마케팅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없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기업의 절반
정도가 한 가지 종류의 판로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직거래에만 의존하
고 있어 판매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정부 지원 수혜 현황은 <표 3-4>와 같다. 인프
라 설비 지원, 창업 지원, 경영 교육 지원,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지원 등
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 중 인프라 설비 지원과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도
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많은 편이었으나, 경영 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5>와 같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지
원은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는 다양한 중앙정부 사업을 통해 가공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
갔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공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지원 사업들이 주로
인프라 설비 지원과 경영 교육과 같은 전반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어, 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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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의 구성요소별 활동들을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지원하는 데에 한계
가 있었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특히 필요로 하는 가치사슬의 구성요소
별 활동이 다른 만큼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표 3-4>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공공 지원 수혜경험 비중과 지원 효과
공공(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항목
창업 시 창업‧보육 관련 지원을 받았다. [창업‧보육 지원]
기업 내에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 등 인프라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가공제품과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홍보‧마케팅 지원]
가공제품의 판매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 [유통‧판매 지원]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경영능력향상 지원]
가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기술 지원]
공동 가공시설이나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공동시설이용 지원]
시설 및 기계, 설비 등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기계‧설비구축 지원]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인력 알선 지원을 받았다. [고용 지원]
포장 디자인, 패키지 제작을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 [포장 지원]
가공 이외에 부가적인 기업 활동(체험프로그램 운영, 카페 운영, 기타 부속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부가가치 증대 서비스 활동 지원]

단위: %, 점수
지원 경험 지원 효과
기업 비중 (5점 척도)
36.7
4.4
46.7

4.2

33.3
30.0
50.0
23.3
13.3
23.3
16.7
40.0

3.8
3.8
3.7
4.0
4.0
4.7
3.8
3.6

16.7

3.4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표 3-5>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정책 수요
공공(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항목
오미자 원료 생산의 확대
오미자 가공 원료의 안정적 수급 지원
공동판매‧전시장 지원
인력 지원
오미자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문화 확산
공공기관에서의 구매를 통한 지원
공동가공시설 지원
공동 저장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
자동화 및 기계화 지원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수출 확대(해외시장 개척) 지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공기술 이전 및 기술력 향상 지원
가공기업 간의 협력 강화 지원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단위: %
필요한 지원
0
8.9
10.7
3.6
10.7
3.6
5.4
5.4
7.1
35.7
3.6
0.0
3.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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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동 차산업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와 특성

3.1. 하동 제다기업의 주요 특성 및 운영 실태
하동군에는 2017년 기준으로 120개의 제다기업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업 수로, 매출이 파악되지 않는
기업은 제외한 것이다. 이 중 대규모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규모의 생산을
하는 상위 5개 가공기업이 구분되는데 화개농협, ㈜동천, 화개제다, 쌍계제
다, 하동녹차연구소가 이에 포함된다. 별도의 가공공장을 갖춘 중규모 제
다기업이 약 20개, 그리고 나머지는 가내수공업 정도의 소기업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하동군 제다기업(n=30)의 일반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먼저 기업 경영자(대표)의 평균 연령은 58.5세인데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는 거의 없다. 제다기업은 화개면(56.7%)과 악양면(20.0%)에 집
중되어 있고 기업 연한은 평균 14.2년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최소 2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그 분포가 다양하다. 현 기업대표가 창업한 경우는 73.3%,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경우는 20.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유형별로
는 개인기업이 63.3%, 주식회사가 20.0%, 농업회사법인이 10.0%, 영농조
합법인이 6.7%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하동군의 제다기업 규모는 영세한 편에 속한다. 최근 연평균 매
출액이 약 2억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 1천만 원에서
25억3천만 원까지 매출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고용 규모는 평균 5.6명이고 가

장 작은 곳은 1인 기업이며, 가장 큰 기업은 총 18명을 고용하고 있다.
<표 3-6> 하동군 제다기업의 고용 규모 및 형태
구분

정규직

고용 계(명)
(비중: %)

100

2

62

4

167

(59.9)

(1.2)

(37.1)

(2.4)

(100.0)

평균(명)

3.3

0.1

2.1

0.1

5.6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비정규직 상시고용

임시고용

기타

합계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

71

3.2. 하동 제다기업의 가치사슬 구조
3.2.1. 하동 제다기업 가치사슬 구조 분석 개요
하동 제다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4>의
선도기업의 사례와 같이 기업 가치사슬 모형의 주 활동과 지원 활동을 구
분하여 구성요소별로 기업의 경영실태, 경쟁력,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분
석방법은 선도기업을 기업 가치사슬 분석의 준거로 삼아 선도기업과 그 외
의 기업을 비교하면서도, 특히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
업 비교집단 간, 즉 전통적인 수공예 방식으로 차를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
집단과 기계화·자동화를 갖춘 비교적 대규모 기업집단 간의 가치사슬 구조
와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하동군에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의 제다기업이 분포한다. 첫째, 선도기업
으로 예시된 하동-1 기업과 같이 대규모 공장시설을 바탕으로 티백 제품
위주의 중저가 대중차 또는 1차 가공차(荒茶)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제 대
량생산 제다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둘째, 잎차 형태의 고급차를 생산
하는 전통방식의 제다기업들이 분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들이다. 그리고 셋째, 두 가지
형태의 생산을 병행하는 중간 형태의 제다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다.35

35

‘하동-1’은 하동군 제다기업 중 5위 안에 드는 대규모 기업이며, ‘하동-2’는 중
규모의 기업으로 기계화‧자동화를 갖춘 공장에서 대중차를 생산하는 동시에
전통방식의 수공예 잎차도 함께 생산하는 기업임. ‘하동-3’과 ‘하동-4’는 상대
적으로 소규모 기업으로 전자는 최고급 잎차만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후자는
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차의 잎과 꽃, 씨앗 등을 활
용하여 매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임. 방문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내용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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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하동-1의 가치사슬 구조

보
조
활
동

주
활
동

기업 하부구조 가공공장, 창고, 체험시설, 자체 생산 다원, 조경용 다원
- 총 15명의 정규직 직원. 관리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3개 부서 운영
인적 자원 관리
원료 수급을 위한 ‘품앗이단’ 조직, 운영
유기가공 식품 인증
기술개발
녹차 1제다공장으로 최초로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원료(차옆)의 조달은 전략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
조달
제다를 위한 주요 기계 및 장비는 정부 보조사업(농산어촌자원복합산업화)을 통해
조달하여 설치
마케팅 및
서비스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판매
(부가 활동)
- 78개 농가와 - 전체 매출액(30억 - 100% 내수용으로 - 0.1% 미만 고급 - 체험시설과
73ha에 대한 원) 기준으로 80% 공급(자체 수출
잎녹차만 자체
프로그램을
계약재배를
정도는 중저가
없음)
상표를 달고 판매, 갖추고 있지만,
통해 연간 500~ 티백 제품이며, - 주력 상품인 녹차 대부분 방문자
체험활동이 거의
600톤 수매
20%는 식품 첨가용 티백은 대부분
대상 판매
이루어지지 않고
- 생엽 kg당
가루차 생산
대기업(㈜동서식품 - 대부분 대기업에 있음
900원~1천원, - 고급 잎차 생산은 등)으로 납품
납품하는 형태로
건엽 kg당
거의 없음(0.1% - 현미 녹차는 녹차 공급
5천 원 수준
미만)
원료를 대기업에 - 이에 따라 자체
으로 매입
납품하면 이를
오프라인 및
대기업이 현미
온라인 매장이
원료를 혼합해
없는 상태임
완제품 생산

판
매
수
익

자료: 연구진 작성.

3.2.2. 구매 물류 및 조달
선도기업인 하동-1의 경우 차를 재배하는 지역 내 78개 농가(73ha)와 계
약재배를 통해 원료(茶葉)를 조달하고 있다. 하동-1은 자체 다원이 없어 연
간 500~600톤(8~9억 원)의 차엽을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 마을별로 4~5개 농가를 ‘품앗이단’으로 묶어 원료 공급을
위한 채엽단계에서 공동노동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료수급의 문제
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다기업
이 자체 다원을 포함해서 하동군 내의 다원을 통해 주원료인 생엽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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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대규모 공장시설을 바탕으로 대중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자체 다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 자체 다
원을 통해 원료 일부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전통방식에 의해 잎차를 주로
생산하는 제다기업은 모두 자체 다원을 소유하여 원료 전체를 자체 공급하
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외에도 지역 농가들로부터 차엽을 수매하거
나, 임대한 차밭으로부터 차엽을 공급받는 등 다양한 원료공급 방식을 활
용하고 있다.
하동 제다기업들은 공장시설 및 기계설비를 주로 농산어촌자원복합산업
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갖추고 있는데 이 경우 시설 및 설비 투자비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투자하였다. 이밖에 포장재는 자체 주문제작이나 하동
군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기타 설비와 관련해서
일부 기업들은 중소벤처 기업부의 소상공인 제품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티
백포장 기계와 같은 기계를 조달하고 있다.

3.2.3. 생산
선도기업인 하동-1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80억 원 규모의 차를
생산하는데 이 중 80%는 중저가의 대중차(티백)가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식품첨가용 녹차 가루를 생산하며, 잎차 형태의 고급차 생산 비중

은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30개 기업 중 한 가지 차 제품만을 생산하는 기업은
20%에 불과해 대부분의 제다기업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특히 5

가지 이상의 차를 생산하는 기업도 23.3%에 이르고 있다. 제품 종류별로는
녹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76.7%, 발효차(반발효차 포함)를 생
산하는 곳은 73.3%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대용차, 녹차티백, 가루녹차,
1차 가공차(황차), 잭살차, 녹차 관련 제품 등의 순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

하는 기업의 수가 많다.
방문조사 기업 중 하동-2의 경우는 기업의 생산 규모가 연 매출 5억 원
정도인데 중고급 잎차와 대중차를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절반가량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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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하동-3은 6대 차류36 중 흑차 외의 모든 차품을 개발하고 있으
며, 특히 40g 기준으로 상품가격이 10만 원에서 150만 원에 이르는 최고급
차만을 생산하고 있다. 하동-4는 연 매출 5.2억 원 규모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차 나무의 잎뿐만 아니라 꽃, 씨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차꽃식초, 차꽃진액, 차꽃잠(발효액), 차꽃꿀, 녹차소스, 녹차씨식초,
녹차티잠, 녹차씨잠, 녹차씨유, 녹차, 백차, 홍차, 청차, 황차, 차콩차(차씨
앗 차), 전통잭살, 유자잭살 등 25가지의 다양한 차품 및 차 원료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기업 중 63.3%가 ① 채엽, ② 선별, ③ 덖음(살
청), ④ 냉각, ⑤ 비비기(유념), ⑥ 건조, ⑦ 끝덖음, ⑧ 포장의 전체 공정을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전통방식의 잎차 생산
기업들이다. 제다·생산의 공정별 기계화·자동화 수준은 <그림 3-4>와 같이
건조와 포장 단계에서 가장 높고, 채엽과 덖음 공정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엽의 기계화·자동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하동군의 차 재배지
가 대부분 산비탈과 같은 경사지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덖음의 경우
는 차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인데 대중차와 달리 고급 잎차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주로 수공으로 수행하고 있어 기계화·자동화 수준이 낮
게 나타난다.

36

6대 차류는 녹차, 황차, 백차, 청차, 홍차, 흑차를 의미. 흑차의 대표적인 차가
보이차인데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의 대엽종 찻잎을 원료로 생산되는데, 우리나
라의 차는 모두 소엽종이어서 보이차와 같은 흑차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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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다공정별 기계화·자동화 도입 하동군 제다기업 비중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3.2.4. 출하 물류 및 판매·마케팅
선도기업인 하동-1은 주력상품인 녹차 티백 원료와 녹차가루 대부분을
㈜동서식품과 같은 5개 대형 유통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출은 현재 전

혀 없는 상태이다. 이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 하동의 제다기업들의 제품 판
매‧유통 경로는 ‘방문객 대상 판매 및 단골 고객의 전화 주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방법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86.7%에 이른다. 그다음으로는
‘OEM 방식의 완제품 및 중간재 상품을 타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의 비중
(43.3%)이 높고, 이 외에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매장’ 판

매와 ‘도소매점‧마트‧백화점 등 타 기업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의 비중이
각각 26.7%, 그리고 ‘네이버, 옥션, G마켓 등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판매
가 20.0%를 차지하고 있다.37
방문조사 기업 중 하동-2의 경우 고급 잎차와 발효차는 방문고객에게 판

37

비중(%)은 30개 설문조사 기업 중 해당 판매 유통‧경로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
중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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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거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지만 티백용 차인 1차
가공차(황차)는 OEM 전문회사와 녹차전문판매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하
동-3과 하동-4는 타 기업에 대한 납품 없이 전량 자체 판매를 하는데, 자체
매장을 통한 방문객 대상 판매, 전화 주문 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 하동-2, 하동-3, 하동-4는 모두 차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다회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를 이용해 제
품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과 같이 고급 잎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유통 방식은 단골 고
객 대상 판매인데, 단골 고객 확보의 일환으로 이러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나 다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3.2.5. 서비스 활동(기타 가치 부가 활동)
선도기업인 하동-1의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거의 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하동-2, 하동-3, 하동-4의 경우 교육 및 체험프로그
램, 다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방문객에 대한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하동-2의 경우 4~6월
기간 하루 20여 명씩 체험객 단체가 방문하고 있고, 하동-3도 연간 100명
이상의 체험객이 방문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제다 외에 기업의 가장 큰 부가가치 활동(관련 서비스
등)은 ‘다원 운영’(26.7%),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13.3%)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외에도 ‘다구(茶具)의 제작‧판매’(10.0%), ‘찻집 운영’(6.7%),
‘다원 및 녹차가공시설의 관광자원 활용’(6.7%), ‘차 관련 서적의 제작‧판

매’(3.3%) 등이 제다기업의 제다 외의 주요 부가가치 활동인 것으로 나타
났다.

3.2.6. 기업 하부구조
선도기업인 하동-1의 경우 대규모 가공공장 2개 동과 창고, 사무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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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전체 제품 10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하동-3과
하동-4는 각각 60평과 50평의 소규모 가공공장을 갖추고 비교적 다양한 제
품을 소량 생산하고 있다. 이들 소규모 제다기업들은 대체로 시음이 가능
한 전시‧판매장과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가공공장 정도의 기업 하부구조
를 갖추고 있다. 기업 하부구조와 관련해 선도기업과 같은 대규모 공장식
제다기업들은 현재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3.2.7 인적 자원 관리
하동-1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정규직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
리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등 기능별로 구분된 3개 부서를 운영 중이다. 또
HACCP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검사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규모 상위 3개(8~15명) 기업만이 기능별 부서 또
는 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정규직 규모가 중간 규모인 기업들(3~6명)은
부서나 팀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전문가나 전담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정규
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인력의 기능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
서 또는 팀 조직체계의 기업들의 경우 평균 정규직 수가 11.0명, 분야별 전
문가나 전담자 배치 기업의 평균 정규직 수는 3.9명, 인력의 기능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정규직 수는 2.0명으로 나타났다.

3.2.8. 기술개발
선도기업 하동-1과 같이 기계화‧자동화 공장을 통해 중저가 대중차(티
백)를 대량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차별적인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이다. 다만 하동-1은 1차 가공 녹차 생산 기업 중 국내 최초의
HACCP 인증 기업으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

서는 경쟁 기업들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다.
방문조사 기업 중 기술개발에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제다기업은
하동-4로 현재 특허를 약 40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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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최초로 차나무의 잎 외에도 차꽃과
차씨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의 치료기
능을 바탕으로 인지기능 향상(치매치료)에 효과가 있는 차 관련 상품도 개
발한 상황이다.
새로운 기술은 대부분 잎차 형태의 제다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
로 발효차와 같은 새로운 제품 개발과 관련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제품
개발이 노하우와 같은 체화된 지식을 활용하는 단계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식의 더 체계화된 정리나 전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
술의 접목을 통한 제품 개발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3.3. 하동 제다기업의 산업 환경(경쟁 및 협력 환경)
3.3.1. 기존 기업과의 경쟁
중저가 대중차(티백)를 생산하거나 그 중간재(1차 가공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오설록)과 동서식품과 같은 대기업의 차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 하동의 대중차 생산 기업들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더욱 심
화되고 있다.
잎차 생산기업들의 경우, 중‧고가 제품 생산 기업 간에는 경쟁이 심화하
고 있지만, 하동-3과 같이 고가의 최고급품만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하동-4
와 같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또 녹차 외 주요 6대 차류 생산기업의 경
우는 기술 및 노하우를 앞세워 기존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으나, 제
품 다양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이들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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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신규 진입자의 위협
국내 차 소비시장의 정체, 차 생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하동군의 제다기
업들이 당면하는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저
가 대중차의 경우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차에 가격경쟁력에 뒤져 이로
인한 위협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동-3 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티백의 경우 한국에서 티백 포장지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면 중국에서는 티
백 형태의 차 완제품 하나를 생산할 수 있다.

3.3.3. 대체재의 위협
중저가 대중차의 경우 커피, 대용차 등에 밀려 좀처럼 2007년 농약 파동
이전의 시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고급 잎차의 경
우는 마니아들이 충성고객층을 형성하여 매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동-3과 같이 고가의 최고급 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오히려 조금씩이
라도 매출이 매년 증가해왔다.

3.3.4.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고급 잎차 생산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자체 다원이나 임대 다원에서 원료
를 자체 공급하는 비중이 높아 공급자와의 교섭력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중저가 대중차나 그 중간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체 다원
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 농
가들로부터 원료를 수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채엽 인력 부족의 문제가 갈수
록 심화하고 있어, 원료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하동-1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품앗이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품앗이단’은 계약재배농가들을 마을별로 4~5농가 단위로
조직화하여 채엽 시 이들 농가가 돌아가면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하동 차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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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산업에도 적용‧확대가 가능한지 향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3.3.5.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고급 잎차 생산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방문객이나 단골을 대상으로 완제
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차품 및 품질에 따른 고정 고객층이 확보된 상황으
로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다만,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이 가격 책정에 있어서 구매자보다 불리한 교섭력
을 초래하고 있다.
중저가 대중차 생산기업은 대부분 1차 가공차(황차)를 대기업에 납품하
고 있어 구매자로부터 가격 인하의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등 구
매자에 대한 교섭력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소비자 선택 기
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차의 위생관리, 위해성관리 등을 위한 추가투자의 압
력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3.3.6. 기업 간 경쟁 및 협력 환경
하동군 제다기업들은 지역 내 경쟁 환경에 대해 ‘제품의 차별화가 크지
않은 채 비슷한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
다. 특히, 대중적인 티백 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위
한 경쟁’과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기
업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있
는데, 이 점은 하동의 제다기업 간 협력체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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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하동군 내 제다기업 간 경쟁 환경
단위: %
기업 간 경쟁 환경

동의 비중

기업 간 제품 차별화가 거의 없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53.3

대중소 규모별 기업 간 제품 차별화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0.0

기업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40.0

기업 간 간 인력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36.7

기업 간 원료(생엽)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30.0

기업 간 경쟁도 하지만 대체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3.3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기업 간 협력과 관련해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하동의 제다기업들
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타 제다기업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6.7%에 이
르고 있다. 협력관계에 있는 타 제다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협력
기업이 하동군 내에 있는 경우보다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차 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지역
내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 3-8> 하동 제다기업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타 제다기업
단위: %
협력 대상

지역 내
기존 제다기업

지역 내
신생 제다기업

국내
제다기업

해외 제다기업

협력대상 없음

응답 비중

23.3

13.3

26.7

10.0

26.7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하동 제다기업들이 다양한 주체들과 맺고 있는 협력관계를 조사한 결과
<표 3-9>와 같이 원료공급 다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40.0%). 이 외에 눈여겨볼 협력 대상으로는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녹차연구소 및 부설가공공장 등인데 이 기관들은
모두 공공 행정기관이나 공공 지원기관이다.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기업 관
련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에서 농촌기업의 협력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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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논
의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업들은 타 기업, 특히 경쟁 기업들과 자신을 비
교해가면서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구성에 변화를 주
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에는 하동 제다기
업들이 지역 내외의 동종 기업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3-9> 하동 제다기업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 대상
단위: %
협력
대상

지역 내 기존
제다기업

지역 내 신생
제다기업

원료공급
다원

군청 및
기술센터

응답
비중

36.7

30.0

40.0

33.3

녹차연구소 및 인근 대학 및
제품
부설가공공장
전문기관
구매업체
36.7

30.0

33.3

금융
기관
26.7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3.4. 하동 제다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과 정책 수요
3.4.1. 하동 제다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
하동의 제다기업들은 ‘① 공장제 대량생산 제다기업’과 ‘② 잎차 형태의
고급차를 생산하는 전통방식의 제다기업’이라는 주요 기업형태에 따라 기
업의 규모, 생산방식, 구매 물류, 출하 물류, 경쟁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비즈니스 시스템의 차이를 보인다.38
대량생산 제다기업의 경우 기업의 비전과 전략이 주로 안정적인 구매 물
류와 출하 물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저가 대중차의 중간재인 1차 가공

38

이 외에도 두 가지 기업 유형의 중간 형태, 중저가 대중차를 자동화 및 기계화된
공장을 통해 생산하면서도 상당량(미출 기준)의 고급 잎차도 함께 생산하는 형
태의 기업도 있지만, 하동군의 경우 대개 본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의 기
업에 포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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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황차)를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들 기업은, 차엽 생산
농가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정적 원료 공급의 한계와 더불어 국
내 차 시장의 규모 축소와 구매자 수의 축소(납품처의 감소), 이에 따른 기
존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을 감소해왔다. 특히 출하
물류 및 판매 측면에서 자체 브랜드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나 최종 소
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경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전략에 대한 기
업의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계화‧자동
화 공장을 건립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있어 생산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산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통방식의 잎차 제다기업들은 고급 녹차 생산에서 전략적으로 고급 발
효차와 흑차 외의 6대 차류 중심의 고급 차품으로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생
산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구매 물류에 있어서는 비
교적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고,39 단골 고객 중심의 안정된 출하
물류 및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특성
에 따라 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제품혁신의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 마케팅, 판매, 출하 물류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시장
공략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3.4.2. 하동 제다기업의 주요 정책 수요
하동군의 제다기업들은 기업운영이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나 지
자체로부터 많은 정책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의 설
문조사 결과와 같이 하동군의 제다기업 중 가장 많은 기업이 받은 공공 지
원은 경영능력향상지원으로 전체 조사기업 중 불과 30% 기업만 해당 지원
을 받은 경험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통‧판매지원이나 고용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39

중저가 대중차 생산기업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원료공급이 안정적일뿐 절대적
으로는 점차 생산농가의 고령화와 채엽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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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 지원의 수혜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본 기업
들이 판단한 지원 효과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장지원, 공동
시설이용 지원, 경영능력향상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보육 지원 등이
5점 척도 기준으로 4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 지원과

유통‧판매 지원에 대한 지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10> 하동군 제다기업의 공공 지원 수혜경험 비중과 지원 효과
공공(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항목
창업 시 창업‧보육 관련 지원을 받았다. [창업‧보육 지원]
기업 내에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 등 인프라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가공제품과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홍보‧마케팅 지원]
가공제품의 판매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 [유통‧판매 지원]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경영능력향상 지원]
가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기술 지원]
공동 가공시설이나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공동시설이용 지원]
시설 및 기계, 설비 등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기계‧설비구축 지원]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인력 알선 지원을 받았다. [고용 지원]
포장 디자인, 패키지 제작을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 [포장 지원]
가공 이외에 부가적인 기업 활동(체험프로그램 운영, 카페 운영, 기타 부속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부가가치 증대 서비스 활동 지원]

단위: %, 점수
지원 경험 지원 효과
기업 비중 (5점 척도)
6.7
4.00
20.0

3.83

13.3
6.7
30.0
10.0
13.3
23.3
3.3
20.0

4.00
3.50
4.11
3.00
4.25
4.00
4.00
4.33

0.0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한편, 현재 하동 제다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의 지원은 ‘홍보‧
마케팅 및 판로 지원’(조사 기업 중 63.3% 선택)으로 나타났으며 ‘차 소비
문화 확산’(46.7%), ‘공동 판매‧전시장 지원’(13.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
다. 고급 차품인 잎차 생산기업은 상대적으로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
원’(73.3%)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동화‧기계화 지원’,
‘공동 판매‧전시장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저가 차품인 티백차 생

산기업은 ‘차 소비문화 확산’(60.0%)과 ‘가공기술 이전 및 기술력 향상 지
원’(40.0%)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공동가공시설 지
원’, ‘공동저장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 ‘공공기관의 구매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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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하동군 제다기업의 정책 수요
단위: %
공공(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항목
차 가공 원료(생엽)의 안정적 수급 지원
공동 판매·전시장 지원
인력 지원
차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문화 확산
공공기관에서의 구매를 통한 지원
공동 가공시설 지원
공동 저장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
자동화 및 기계화 지원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공기술 이전 및 기술력 향상 지원
기타

필요한 지원
3.6
7.1
3.6
25.0
3.6
5.4
1.8
5.4
33.9
1.8
5.4
3.5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하동군 제다기업들은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조금은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및 기업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시설‧설비자금 지원,
생산 노하우 전수 등이 가장 절실하다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성장
단계에서는 시설 및 설비자금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이 가장 필요한 지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성숙 및 재도약 단계에서는 홍보‧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및 기술력 향상 지원 등이 하동 제다기업들의 가장 필요한 공공
지원 사항으로 나타났다.

4. 금산 인삼산업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와 특성

4.1. 금산 인삼산업 현황
금산 지역은 국내에서 인삼으로 명성이 높지만, 생산구조 측면에서 2010년
이후 고령화,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재배농가와 생산량이 감소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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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2016년)은 1,331ha로 전국 대비 9% 정도, 생산량(뿌리삼 기준)은
3,110톤으로 15.2% 수준이다. 그리고 수출액은 1,800백만 달러로 전국 대

비 15.3% 차지하고 있다.
<표 3-12> 금산 인삼산업 현황
구분
재배농가(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수출액(천 달러)

2010
4,104
1,750
4,500
12,513

2012
3,085
1,578
4,059
16,570

2014
2,809
1,319
3,110
33,348

2015
2,776
1,324
3,290
21,605

2016
2,738
1,331
3,110
18,041

자료: 금산군 인삼약초과(2017);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 2017).

금산 인삼 약령시장은 전국 인삼 생산량의 약 70%가 거래되는 국내 최대
집산지로 국내 수삼 유통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인삼
거래량은 14,270톤, 거래금액은 5,048억 원이다(금산군 2017). 금산의 인삼
생산 관련 조수입은 710억 원 수준이다. 지역에 입지한 인삼제품 제조업체
수는 425개소이다. 금산지역 인삼제품 제조기업은 수삼을 단순 가공하여 판
매하는 백작소에서 소규모 시설 등을 활용한 소규모 영세업체, 대형 유통업
체에 납품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생산에서 가공으로
진화한 가계승계기업인 소공인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금산의 인삼산업 비즈니스 지원 체계는 생산, 제조, 유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산군의 특산품인 인삼 관련 행정 지원은 인삼약초과가
담당하고,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소공인 중심)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가 담당하고 있다. 금산의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에서 안전성 검사 및 품질분석을 지원하고 있고, 연구소 내 소공인특화지
원센터는 지역의 소공인 제조업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 단위
지역에 특화작목(인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것은 국내에서 드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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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금산의 인삼산업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자료: 본 연구진 작성.

4.2.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주요 특성 및 운영 실태
2017년 금산군의 인삼제품 가공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포함)은 425

개이고, 수삼을 활용하여 주로 홍삼, 태극삼, 흑삼, 백삼 관련 제품을 생산
하고 있다. 금산의 인삼산업 비즈니스 지원 체계는 생산, 제조, 유통을 종
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n=30)
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업 경영자(대표)의 평균 연령은 54.6세, 성
별은 남성 21명, 여성 9명이다. 그리고 금산읍이 10명(33.3%)으로 가장 높
고, 대부분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다.
기업 연한은 평균 13.7년으로 최소 2년에서 최대 70년까지 다양하게 분
포하고 있고, 현 기업대표가 창업한 경우 76.7%, 가계승계는 16.7% 정도
이다. 또한, 기업의 형태에서 주식회사 48.4%로 가장 높고, 개인기업
22.6%, 농업회사법인 12.9%, 영농조합법인 9.7% 등의 순이다.

조사대상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31억 6천만 원, 가공품
매출은 25억 5천만 원이고, 고용 규모는 평균 16.7명, 최소 1인 기업에서
최대 150명 규모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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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 고용 규모 및 형태
구분
고용 계
(비중: %)
평균(명)

정규직
403
(80.4)
13.4

비정규직 상시고용
59
(11.8)
1.9

임시고용
39
(7.8)
1.3

기타
(-)
-

합계
501
(100.0)
16.7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조사대상 기업 특성별40 분석에서 중규모 이상 기업체는 별도 부서비율
이 26.6%이지만, 소규모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둘 형편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정도이다. 정규직 규모가 6명 이상인 기업에서만 기능별 부서
또는 분야별 전문가나 전담자를 배치하고 있다. 영세한 규모의 기업에서는
기능별 인력의 배치보다는 가족 노동력과 임시 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
다. 인삼제품의 특성상 가을에 수확해서 민속의 날, 추석 등 명절에 주로
판매되기에 명절 전에 임시 고용인력을 주로 활용한다.

4.3.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가치사슬 구조
4.3.1.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개요
그림 <3-6>의 선도기업 사례와 같이 기업 가치사슬 모형의 주 활동과
지원 활동 구성요소별로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경영실태, 경쟁력, 한
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도기업과 그 외 기업 간 비교, 특히 기업 규모
또는 경영전략의 특성을 비교하여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 가치사슬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40

연간매출액 15억 이하 소규모(17개), 15억~40억 중규모(7개), 40억 초과 대규모
(6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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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금산-1의 가치사슬 구조
기업 하부구조 인적 자원 관리
보
조
활 기술개발
동
조달
구매 물류
- GAP 원료삼은
100% 계약재배
- 지역 인삼재배
주
농가의 노동력
활
부족 및 수확기
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단’을 운영

가공공장 2개 동(GAP 시설, GMP 시설), 창고, 사무동 및 체험장
총 27명의 직원(정규직 25명, 파트타임 2명). 경영지원부, 영업관리부, 제조
관리부 3개 부서 운영(제조관리부에 GMP/HACCP 관리팀 별도 운영)
GAP 원료수급을 위한 ‘사업단’ 조직·운영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등 등록
HACCP(식품위해요소), GMP, FSSC 22000 인증 9건 특허 보유, 5개 상표,
1개 상표(국제출원)
- GAP 원료삼은 계약재배에 의한 조달, 일반 제품 제조원료는 자체 거래처(생
산농가, 조합 등)
- 기계 및 장비는 정부 보조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중소벤처부)을 통해 설치·운영
마케팅 및
서비스
생산
출하 물류
판매
(부가 활동)
- 홍삼음료, 원형삼, - 국내 매출은 30억 - 언론활동, 각종 - GAP/GMP
당절임, 건강기능 원, 수출은 150만 국내외 행사 홍보, 제조시설 체험관
식품, 과자류,
달러
6차 산업인증체 운영, 자체 판매 및
추출액, 화장품 - GAP/GMP 제조 활동
홍보전시관 운영
등을 생산
제품군은 대형 - 지역축제 참여
- GAP/GMP 제품은 백화점 납품
홍보 및 판매,
100% 자체
- 베트남 직매장을 대중매체 홍보
가공공장 운영
통한 수출 납품,
대형 유통업체
납품

판
매

수
익

자료: 연구진 작성.

금산의 인삼제품 가공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예시된 금산-1과 같이 차별
화된 공장시설을 바탕으로 원료삼 작업단 운영 및 차별화 제품 생산, 해외
직매장 운영 기업, ① 소규모 백작소(단순가공)에서 진화된 제조업체와 가
계승계 기업, ②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자체 차별화된 제품생산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가. 구매 물류 및 조달

선도기업인 금산-1의 경우 인삼제품 특히, GAP 원료삼은 100% 계약재
배를 통한 수매(13농가, 4억 원)하고 있다. 작업단을 통한 GAP 수삼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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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약 50톤, 12억 원을 수매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다(2017년). 작
업단을 운영하는 배경에는 지역 인삼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 및 수확기 인
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농가수익 향상(시가 대비 5% 높음)에 기
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금산-2와 금산-3은 자가 생산 원료삼을 주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원료삼 또는 가공삼은 지역 생산자와 협
동조합 참여 기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시설 운영에 따른 환원과 생산자와 기업이 상생
하고 있으며,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원료삼은 자체 생산, 계약재배, 지
역생산자 등 다양하게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다. 원료인 수삼과 홍삼의 공
급은 주로 금산군 내의 생산 농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58.2%). 가공기
업의 원료삼 사용 내역에서 평균 수삼은 27.8톤, 홍삼은 10.8톤, 인삼가루
는 0.4톤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연간 원료삼의 구매액은 평균 17억 1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시설 및 기계설비는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금산
군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투입되었고, 디자인, 포장재는 금산군,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지경부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특히, 6차 산업
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금산지역의 가공업체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가
치사슬별 자금, 컨설팅, 기술개발, 시설, 마케팅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생산

금산-1은 연간 매출액 30억 원 규모의 인삼제품을 생산하며, 수출은 150
만 달러 정도, 주요 매출에서 외주 가공 10억(30%), 홍삼음료(7억), 원형삼
(5억), 당절임(4억), 건강기능식품(1억 6천), 화장품(1천만 원) 등이 주요 매

출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홍삼’이 23.3%로
가장 높고, ‘홍삼액’ 18.3%, ‘홍삼정’ 16.7% 및 ‘홍삼절편’ 10% 순이다.
미래 가장 중점을 두고 생산할 인삼제품에는 ‘홍삼액’이 21.7%로 가장
높고, ‘홍삼’(16.7%) 순이다. 그리고 ‘인삼 성분을 이용한 분말류(식사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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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8.3%, ‘기능성 인삼제품류’가 6.7%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가계승계
기업인 금산-3은 현 경영주의 한의학 지식을 접목하여 홍삼경진고를 개발
하여 제품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국내시장의 포화로 수출시장 확대에 주
력하고 있다. 그리고 금산-2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생산 원료
삼을 활용하고 있고, 제품 생산설비 및 시설 등 하부구조는 마련되어 있지
만, 신제품 개발과 차별화된 유통채널 확보, 마케팅 부분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 3-7>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생산단계별 자동화율
단위: %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인삼제품 생산과정에서 단계별 내부화 비율은 ‘완제품 포장’이 13.8%로
가장 높고, ‘선별과 수삼의 가공 및 가공삼의 엑기스 제조’가 각각 12.5%
이고, ‘1차 가공삼의 분말제조’가 9.9%, ‘수삼을 활용한 절편 제조’ 8.6%
등의 순이다. 이는 금산 지역의 인삼제품 제조기업의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삼의 특성상 수삼을 1차 가공한 백삼, 태극삼, 홍삼 형태
로 장기 보관이 가능, 인삼을 수매하여 일정 물량을 1차 가공하여 이용하
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가계승계 소상공인 기업인 금산-3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회원 간 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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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비의 비용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가계승계 업체들은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금산군 인
삼제품 가공기업의 제품 생산단계별 자동화율에서 ‘포장’이 17.5%로 가장
높고, ‘홍삼, 홍삼액 등 제조시설 자동화’ 15.4%, ‘건조’ 14.7% 순으로 높
다<그림 3-7>.
다. 출하 물류 및 판매·마케팅

선도기업인 금산-1은 생산제품의 주요 고객군으로 한화갤러리아백화점,
탐앤탐스, 금산덕원영농조합법인, 공영홈쇼핑, 롯데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온라인쇼핑몰, 공공기관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판매망을 활용하고 있다.
GAP/GMP 제조 제품군은 대형백화점 납품, 베트남 직매장을 통한 수출물

량 납품, 필리핀, 홍콩, 캐나다 등지의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판매‧유통
되는 경로로 가장 큰 비중(매출 기준)을 차지하는 것은 ‘도소매점, 마트, 백
화점 등 유통 전문업체의 오프라인 매장’(32.2%) 등이다. 그다음으로 ‘인터
넷쇼핑, 온라인 쇼핑몰 판매’(14.2%)이며, 이 외에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
페이지나 온라인 매장’ 판매(13.5%), ‘직접 방문객 및 단골 고객 주문’ 판
매(10.5%), ‘OEM 또는 중간재 타 기업 납품’ 판매(10.0%) 그리고 ‘수출’
판매가 8.5%를 차지하고 있다.
금산군 소공인특화지원센터41는 소공인 79업체(2017년)가 참여한 소모
임 그룹으로 제품기술개발팀(13업체), 포장제형개선팀(22업체), 원료품질관
리팀(15업체), 제품판매촉진팀(19업체), 수출교역개선팀(10업체)을 조직하
여 판매 물류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활용하여

41

금산인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소공인의 성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말하며, 중소벤처 기업부를
총괄기관으로 하며, 관리기관은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주관기관은 (재)국제인삼약초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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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두 곳(금농협동조합, 천부협동조합)을 조직화하였다.
금산-3 및 가계승계 소상공인 기업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회원 간 온라
인·오프라인 매장을 공동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
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은 대형 납품업체의 판매망을 활용하고 가계승계
소규모 기업은 전통적 거래(관행적 거래처)와 온라인 판매망을 주로 활용
하고 있다.
라. 서비스 활동(기타 가치 부가 활동)

선도기업인 금산-1은 GAP/GMP 제조시설 체험관 운영, 자체 판매 및 홍
보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서비스 활동은
기업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고 서비스 활동은 열악한 상황이다.
금산-2와 금산-3은 지역의 금산인삼축제 활용, 금산인삼 전국 지역별 박
람회 활용, 중간상인 공장 시설 견학 및 제품 시음회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회원 간 정기적 홍보 행사(온라인 매체 활용)를 활용한다.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기업의 가장 큰 부가가
치 활동(관련 서비스 등)으로 생산제품 판매장 운영(18.4%), 인삼제품 품평
회 및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각각 15.8%) 등이다. 공장 견학 기회 제
공(7.9%), TV 간접 홍보 및 박람회와 전시회 참가(각각 2.6%)도 한다. 하
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도 약 절반(14개)이다.
금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인삼특화지역의 고질적인 현안인 인삼제
품의 유사성, 관행적인 마케팅, 비협업화, 품질관리의 소극성, 수출 등의
판로개척 미흡, 소비계층의 다변화 대응 미흡 등을 중심으로 소공인 의식
전환과 실천행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만족 향상을
위한 소공인 기술수요 발굴 및 제품개발과 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컨
설팅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산군과 2018년 인삼식품제조업체의 대외 경쟁
력 강화를 위해 HACCP 인증 지원과 인삼제품류 품질관리분석 지원, 시설
현대화, 스타트 기업 육성 등 소공인 성장 지원을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산군 출연기관인 연구소의 관련 기능을 통해 기술개발과 제품개선,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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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 기업 하부구조

금산-1은 가공공장 2개 동(GAP 시설, GMP 시설), 창고, 사무동 및 체험
장 및 GMP/HACCP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금산-3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기계화된 생산설비를 운영하지만, 금산-2는 소규모 제조
시설(반자동식)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사례조사 기업들
은 금산군 및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제품 생산설비와 기자재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금산-1은 생산시설뿐만이 아니라 판매와 체험 및 교육장 등의 시설을 운
영하고 있으며, 제품생산 시설의 견학과 시음 및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금산-2와 금산-3은 공장 내에 별도의 체험과 교육시설은 없다.
바. 인적 자원 관리

금산-1은 27명의 직원(정규직 25명, 파트타임 2명), 경영지원부, 영업관
리부, 제조관리부에 GMP/HACCP 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GAP
원료수급을 위한 ‘사업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2와 금산-3
은 가계승계 기업과 소규모 제조업체의 특성상 전문경영인과 가족 중심으
로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고용 규모는 평균 16.7명으
로 최대 1인 기업에서 최대 150명 규모의 기업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고용 형태는 정규직 고용(80.4%)과 상시고용(11.8%), 임시고용(7.8%)으로
나타난다. 정규직 고용에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전일제 근무 가족 고용 인
력의 포함 비중이 높다(인터뷰 조사 결과). 특히, 제품 가공의 특성상 임시
고용은 주로 민속의 날(1월)과 추석(9월) 전후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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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술개발

금산-1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
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GMP, FSSC 22000 인증
등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9건 특허 보유, 5개 상표, 1개 상표(국제
출원) 금산군의 인삼제품 가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은 평균적으로
특허 1.1건, 실용신안 0.2건 디자인 0.7건 그리고 상표 3.2건으로 나타났다.
종류별 지적 재산권 최대 보유 기업은 특허 15건, 실용신안 5건, 디자인 7
건, 상표 23건으로 조사되었다. 선도기업과 규모가 큰 소수의 지역업체가
관련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소규모의 영세한 기업은 관행적인 기술과
적은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매우 드문(28
개, 93.3%) 것으로 나타난다. 금산군에서는 인삼제품 관련 제조업체의 대부
분이 영세하여 기술 이전 수용성이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국내 인삼제품
시장의 포화상태 및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제품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역의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소
상공인특화지원센터와 국제인삼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3.2.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산업 환경(경쟁 및 협력 환경)
가. 기존 기업과의 경쟁

제품 및 판매처의 차별화가 없는 일반적인 금산군의 인삼제품 가공기업
은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다른 가공기업 및 신생
가공기업, 인삼 생산농가, 원료공급 중간상인 및 금산군, 금산군농업기술센
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등과 절반 이상이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만, 대
기업 및 유통업체 납품과 관련하여 갈등관계가 있고, 금융기관 등과 갈등
관계가 있다(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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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역 인삼 가공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
업, 중소기업’(36.7%)이 가장 높고 ‘지역 내 신생 기업’(23.3%), ‘지역 내
전통 가공기업’과 ‘국내 인삼제조기업’이 각각 13.3%로 조사되었다. 하지
만 경쟁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6.7%를 차지한다.
인삼제품 시장은 현재 포화상태로 내수 및 수출이 정체되어 있다. 지역
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기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가공기업의 제품 차별화 및 판매 전략이 시급한 과제이다.
나. 신규 진입자의 위협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사업체 입장에서 신규 진입자보다는 기존 중소기
업과의 경쟁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시장의 소비 정체를 해결
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작소를 가계승계
한 후계자가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 해당 업체를 본격적인 가공기업으로 전
환하면서 신규 가공기업의 진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진입
자의 위협이 일정 정도 상존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금산군 내 신규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창업 가능성에 대
해 40.0%의 기업이 ‘현재의 기업 수나 규모가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이미
적정 수준(규모)을 초과’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43.3%, 반대로 ‘더
많은 인삼가공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6.7%를
차지한다.
다. 대체재의 위협

일반적인 인삼제품 시장은 소비 정체 및 소비자 기호 다변화(다양한 기
호식품 출현)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수출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
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주요 인삼제품군에서 추가적인 기능성 제품과
화장품 제품류의 개발로 국내 소비 활성화와 수출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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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인삼가공기업의 수삼 공급 방식으로 ‘필요 시 농가, 업체를 통해 구입’이
34.8%로 가장 높고,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이 28.6%를 차지하고 있다.

수삼 또는 1차 가공 인삼원료 공급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삼 등 원
료삼 가격 상승’이 2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 유통업체의 원료삼
공급 조절로 인해 공급받기 어려움’이 14.3%로 나타난다.
원료삼은 지역 농가를 통해서 절반 이상을 조달하고 있고, 규모가 큰 가
공업체는 금산군 외 지역에 자체 원료삼 구매처를 별도로 두고 기업을 운
영하고 있다. 흑삼은 계약재배에 의한 직접 수매로 인해 공급자에 대한 교
섭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금산-1은 GAP 원료삼 수확을 위한 ‘작업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역 인삼 생산농가가 서로 이익을 창출하
고 있기에 현재보다 확대된 작업단의 운영과 지원이 요구된다. 원료삼 작
업단의 운영은 지역의 인삼제품 제조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관련하여 원료
삼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일시 고용노동력 활
용의 애로점을 극복할 방안이 될 것이다.
마.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국내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정체에 따른 시장경쟁이 격화, 인
삼제품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은 열악해지고 있다.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시장 선도가 과제이다. 가공기업의 상황이 다르지만, 주요 구매자로부터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은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
선도기업인 금산-1은 국내 대형매장, 6차 산업화 매장, 해외 직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산지역 제조업체는 기존 거래처, 대형유통업
체 납품 등 관행 판매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승계 기업(금산-3)의 경우
선대의 판매처 활용, 온라인 및 협동조합 판매망 활용으로 대량 거래처 없
이 물량을 소진하고 있기에 구매자 교섭력은 무관하지만, 단골 고객 관리,
신규 고객 확보와 신뢰 구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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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업 간 경쟁 및 협력 환경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지역 내 경쟁 환경에서 ‘제품 차별화가 크지 않은
비슷한 제품을 기반으로 경쟁이 심화’(23.4%)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기업
간 협력’은 5.2%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에서 동종 제조기업 간 협력 강화
를 위한 지원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인삼제품 가공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국내 유통 및 판매경로 확대’
가 1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능성 인삼제품 생산’(15.0%), ‘홍보 및
마케팅’(13.3%), ‘신규 제품개발’(11.7%), ‘고급 제품생산’(10.0%), ‘수출
확대’(8.3%) 등이다.
<표 3-14>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 간 경쟁환경
기업 간 경쟁환경

동의 비중

기업 간 제품 차별화가 거의 없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23.4%

대중소 규모별 기업 간 제품 차별화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3.4%

기업 간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26.0%

기업 간 간 인력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15.6%

기업 간 원료(생엽)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6.5%

기업 간 경쟁도 하지만, 대체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5.2%

합계

100.0%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4.3.3.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과 정책 수요
가. 금산 인삼 가공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들은 ① 소규모 백작소(단순가공)에서 진화된 제
조업체와 가계승계 기업, ②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자체 차별화된 제품생
산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운영, 기업 형태에 따라 기업의 규
모, 생산방식, 구매 물류, 출하 물류, 경쟁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비즈니
스 시스템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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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소에서 진화된 가공업체는 시설 현대화 등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하지만 인삼제품 시장은 소비감소, 시장포화, 수출 경쟁 심화 등으로 안정
적 판로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상대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대
기업 및 대형 유통업체 납품으로 안정적 판매처 확보의 유리성은 있지만,
동종 기업의 경쟁 과잉으로 기업 수익률 감소가 당면 현안이다.
그리고 가계승계 기업의 경우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설과 정보의 공유
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기업의 경우 현재 판매처를 유
지하고, 기능성 제품개발과 화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력 강화
를 도모하고 있다.
인삼제품 관련 농촌기업의 경영 특성상 영세하여 신제품 개발과 판로확
보에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인삼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금산인삼
약초연구소 등을 신제품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성분분석 및
안정성 평가기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금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주요 정책 수요

인삼제품 생산 농촌기업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결과 지원받은 경험이 있
는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금산군 공
공기관의 지원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유통판매 지원’(33.3%),
‘생산인프라구축지원’(30.0%), ‘포장 지원’(30.0%), ‘홍보 및 마케팅 지

원’(26.7%), ‘기계 및 설비 구축 지원’(26.7%) 등이다.
인삼제품 생산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은 소규모 경영체와 가계승계기업
및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제품 개발, 안
전성 검증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인삼연구소, 소
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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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공공 지원 수혜경험 비중과 지원 효과
단위: %, 점수
지원 경험
기업 비중

지원 효과
(5점 척도)

창업 시 창업‧보육 관련 지원을 받았다. [창업‧보육 지원]

20.0

4.16

기업 내에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 등 인프라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30.0

3.88

공공(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항목

가공제품과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홍보‧마케팅 지원]

26.7

3.37

가공제품의 판매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 [유통‧판매 지원]

33.3

3.70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경영능력향상 지원]

20.0

3.33

가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기술 지원]

16.7

3.80

공동 가공시설이나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공동시설이용 지원]

6.7

4.50

시설 및 기계, 설비 등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기계‧설비구축 지원]

26.7

4.37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인력 알선 지원을 받았다. [고용 지원]

16.7

3.20

포장 디자인, 패키지 제작을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 [포장 지원]

30.0

3.88

가공 이외에 부가적인 기업 활동(체험프로그램 운영, 카페 운영, 기타 부속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부가가치 증대 서비스 활동 지원]

1.0

3.66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현재 금산군 인삼가공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의 지원은 ‘홍보‧
마케팅 및 판로 지원’(23.3%)이 가장 높고, ‘원료삼 구입자금 지원’(15.0%),
‘수출확대 지원’(11.7%), ‘포장 및 디자인 지원’(10.0%) 등이다.

금산군 인삼가공기업들은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조금은 다른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① 창업 및 기업운영 초기 단계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판로 지원이 중요하고, ② 성장 단계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수
출 지원, 신제품 개발 지원이 필요하고, ③ 성숙 및 재도약 단계는 경영교
육 지원, 기술력 향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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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금산군 인삼제품 가공기업의 공공 지원 정책 수요
단위: %
공공(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항목

필요한 지원

원료삼 구입자금 지원

15.0

공동 판매 및 전시장 지원

5.0

인력 지원

3.3

포장 및 디자인 지원

10.0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를 통한 지원

1.7

공동 가공시설 지원

1.7

공동 저장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

3.3

자동화 및 기계화 지원

5.0

홍보, 마케팅 및 판로 지원

23.3

수출확대(해외시장 개척) 지원

11.7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0

가공 기술이전 및 기술력 향상 지원

8.3

가공기업 간 협력 강화 지원

6.7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5.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문경 오미자산업, 하동 차산업, 그리고 금산 인삼산업에 속
하는 제조기업들을 사례로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실태와 특성, 그리
고 정책 수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
템 사례 조사‧분석은 궁극적으로 농촌기업의 경쟁우위 또는 경쟁력 확보
와 이를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국내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다
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적합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창업
단계의 농촌기업은 경영 전문성 부족, 제품 차별화 부족, 품질 규격화의 부
족 등이 주요 애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초기의 농촌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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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제품 차별화를 위
한 시장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에서의 제품 우선 구매 지원,
제품의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반
면, 성장 및 성숙 단계의 농촌기업들은 기술 역량과 생산능력은 갖추고 있
지만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역량의 부족, 국내 시장의 포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 혁신, 구매자와의 교섭력 부족 등이 주요 애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는 지역 내 동종 기업 간 공동마케팅 지
원, 수출 지원, 자기 브랜드 개발 지원, 신기술 도입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기업들의 원활한 원료수급을 위해 원료 공급기반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 내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농촌 내 노동력 부족의 심화로 인해 원료 수급
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 하락으로 농업생산자들의
원료생산 감소나 포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생산 인력을 하
동의 품앗이단이나 금산의 작업단과 같이 조직화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농업생산을 집단화하여
관리 및 유지하고 이를 위해 농촌기업과 농업생산자들 간 적정한 이익분배
체계를 수립하여 상호 간 신뢰 구축 속에서 농업생산과 제품생산이 공존하
며 발전하도록 정책지원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기업 간 소공인 협동조합 조직과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기업들은 대부분 소공인으로 제품 생산설비 구축과 마케팅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 및 신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활용을 지원하여 지역 내 농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생산 리스크를 제거하
고, 공동 이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품 홍보와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협동조합 등의 조직체로 대응하여 지역 내 농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기업의 경우 기업 성장 단계에 상관없이 대부분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
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은 있어도 급변하는 소비자 수요를 지속해서
만족시킬 만큼 빠르고 지속적인 신제품개발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특성

103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술력이 부족한 농촌기업에는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
기술들을 정부가 농촌기업에 연계해주는 기업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반
면 기술력은 있으나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빠른 제
품수명주기의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역부족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제품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로 영세한 규모인 농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인
정받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임상실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1. 해외 사례 개요

한국의 농촌 산업화 정책은 많은 부분 일본의 경험을 들여왔으며, 중국
은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가공 분야 활성화 지원 중 6차 산업화 정책은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일본과 중국의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을 해외 사례의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였다.
중국의 경우 농업산업화 정책과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정책을 거치
면서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틀이 갖추어져 왔으며, 농촌산업화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용두기업(龍頭企業)이라는 대표적 유형의 농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국 사례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중국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중국 용두
기업의 특성 및 현황과 용두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내용을 검토하였
다. 셋째, 대표적인 용두기업을 사례로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 일자리 축소 및 지역경제 쇠퇴 등
으로 도·농 간 소득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역 단위의 농상공 연대, 기업의 농업 진입 등 농업비즈니스를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도움이 될 정책적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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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검토하였다. 첫째, 일본 농업비즈니
스 전개와 특징을 검토하였다. 둘째, 농업비즈니스 지원정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농업비즈니스의 사례와 특징을 검토하였다.
해외 사례 부분은 해당 국가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각각의 결과로 제출된 원고 내용을 연구진에
서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중국 사례의 경우 “중국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
스템 특성과 농촌기업 지원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
전연구소 도농관계발전계획연구실 주임박사인 Zang Haipeng 박사에게 원
고를 위탁하였다. 일본 사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인
김태곤 박사에게 “일본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과 농촌기업 지
원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위탁하였다.

2. 중국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2.1. 중국의 농촌산업 육성정책
중국에서 농촌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나 범위 설정은 없다. 일반
적으로 ‘국민경제 업종 분류’상의 다양한 산업 중 농촌에 분포하는 모든
산업을 농촌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존재하고
있어 정책추진 대상으로서 중국의 농촌산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정책은 ‘농업산업화 정책’과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정책’이다.

2.1.1. 농업산업화 정책의 주요 내용
중국의 경우 1994년부터 재정부 국가농업종합개발판공실이 농업종합개
발기금에서 일부 자금을 출현하여 농업산업화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였
다. 이 사업은 주로 농산물 유통‧가공 등 농업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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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산업의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업산업화
경영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재배업‧축산업
‧양식업 등의 생산기지 조성사업, 둘째, 농산물 가공기업, 즉 용두기업(龍
頭企業)의 육성, 셋째, 저장‧콜드체인‧생산지도매시장 등의 유통시설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농업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
다. 하나는 기업, 공공조직, 농가 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의 수익성
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식품 관련 기업이나 농업 관련 기업의 발전을 유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농업산업화를 현장에서 주도할 민간조직인 농촌
중개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농업산업화는 이를 주도하는 조직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
분되었다(김태곤 2002).42 첫째, 가공‧유통 기업이 중심이 되는 농업산업화
를 추진하는 경우로, 이러한 유형의 농업산업화 조직은 전체 농업산업화 조
직의 약 41%에 해당한다. 둘째, 기술습득, 생산물판매, 생산 자재 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인 농촌전업협회와 같은 민간 중개조직이 중심
이 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전체 농업산업화 조직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농촌의 전업농가, 상인 등이 중심이 되는 경우로 전국 조직의 약
14%가 이 유형에 속하며, 주로 가공, 판매 부문에 주력하는 유형이다. 넷째,

전문시장이 중심이 되는 경우로 전국 조직의 약 12%가 이에 해당한다.

2.1.2.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정책의 주요 내용
농업산업화에 이어 중국 정부는 농촌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 1‧2‧3차 산
업 융합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중앙 1호 문건에 ‘가
치사슬 등 현대산업조직방식을 농업‧농촌에 적용하여 1·2·3차 산업의 융

42

2000년대 초 기준, 중국 전역에 분포하는 농업산업화조직은 6만5천~7만 개로
알려져 있음(김태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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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발전을 촉진’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었으며, 2015년 중앙 1호 문건에는 융
합방식, 융합 주체, 이익 연결기제, 서비스체계, 추진시스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촌 1·2·3차 산업 융합은 국가전략으로 확대되었
다. 즉, 2016년 국무원, 농업부,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중국농업은행 등이
연이어 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았고, 20여 개 성에서도 실시의견을 발표하였
다. 2015년 중앙 재정으로 10억 위안을 출현하여 전국 10개 성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원한 이후, 2016년에 재차 12억 위안을 조성하고 경쟁입
찰을 통해 산동(山東), 안후이(安徽), 후난(湖南), 헤이룽장(黑龍江) 등 12개
성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렇듯 2015년 및 2016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농촌 1·2·3차 산업 융합
발전정책은 국가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
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실행 주
체가 새로운 형태의 경영 주체여야 하는데 이에는 농민합작사와 용두기업
이 포함된다. 사업추진의 공간적 범위는 성 전체이기보다 최근에 지정된
각종 시범단지, 시범단위, 시범기지 등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이익 연계 조건으로, 경영 주체와 농가 사이에 효과적이고 긴밀한 이익 연
계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기본적 요구 조건이다.43
셋째, 산업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농업생산기지를 보유하여
원활한 원료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가공, 운송, 판매, 서비스
등 2차, 3차 산업과 관련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넷
째, 시범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를 사업목표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
다. 중경시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농민소득을 1,200위안 이상 높여야 한
다고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44
43

44

예를 들어, 농가는 토지경영권을 통해 기업의 주식을 분할 받고 최저 배당을
보장받고 보유한 주식에 근거해 배당받는 방식으로 1·2·3차 산업 융합발전사
업의 수입을 공유.
또 다른 예로 산동성은 사회적 효용을 중시하여 1·2·3차 산업 융합으로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지원을 받은 용두기업으로 하여금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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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의 농촌기업 지원정책
2.2.1. 농촌기업의 개념과 유형
중국에서 농촌기업은 생산 및 경영 활동이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
로는 농촌기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은 향진기업과 농촌 중소기업
으로, 향진기업45은 주로 소유권의 관점에서 구분한 것이고, 농촌 중소기업
은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한 개념이다. 향진기업의 경우 과거 중국
농촌산업화를 주도하며 이끌었지만, 오랫동안의 소유권 개혁, 시장경제 발
전 등에 따라 지역 중심의 시장 참여 주체가 국유, 집체, 민영, 혼합 소유제
등 다양한 소유제 형태로 대체되면서 향진기업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용두기업(龍頭企業) 육성에 집중
되면서 농업생산과 연계된 농촌기업이라 하면 보통 용두기업을 의미하게
되었다. 용두기업은 용의 머리처럼 농업생산자들을 선도하면서 농업생산물
의 가공과 유통을 통해 농촌산업에 있어 시장의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하여
농가의 수익증대와 농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농업생산자들이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만들고, 농업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는 농업생산자
들은 농업생산에 전문화되고, 농업생산물의 가공과 유통·판매는 전문 기업
인 용두기업을 육성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45

빈곤 농가 10가구 이상의 빈곤 탈출을 돕거나 농촌 빈곤 인구 10인 이상의 취
업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
향진기업은 농촌 집체경제조직 혹은 농민의 투자를 위주로 향(鄕)과 진(鎭)-관
할 촌(村)도 포함-에서 농업 지원의무를 담당하는 각종 기업을 의미(｢향진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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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용두기업 현황과 특성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농업산업화정책이 추진되고 1990년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002년 ｢농업법｣ 개정을 통해 농업산업화를 주도
할 용두기업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용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용두기업은 중국 농촌에 지역별로 특화된 농
산물 생산과 가공의 융·복합적 관리 및 유통을 전담하는 생산·가공·판매
연계의 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11만 개의 용두기업이 있는데 이 중 국가

중점 용두기업이 1,288개이며 성급 중점 용두기업이 1만 개, 중소형 용두
기업(농업산업화 조직)이 10만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간 매출
액은 우리 돈으로 약 1천억 원이며, 이는 농산물·가공식품시장 공급량의 3
분의 1에 해당한다.46
용두기업은 기업의 출자 관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
다.47 첫째, ‘농가+민영기업’ 형태로 사례가 가장 많은 보편적 형태이며, 농
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민영기업이 가공·판매하는 형태이다. 둘째, ‘농가
+합작기업’ 형태로 농가와 기업의 합병 형태를 지니며 이때 농가와 합작기

업은 대등한 관계를 지닌다.48 셋째, ‘농가+자본합작기업’ 형태로 이는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지만, 둘 간의 관계에 있어 자본합작기업의 관여가 더욱
높은 형태이다. 넷째, ‘농가+주식회사’ 유형으로 기업에 농민이 노동자로
포섭된 형태인데 이 유형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46

47
48

2012년 기준 용두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농민신문 기사(중국의 농업산업화 주도
하는 ‘용두기업’) 내용 참조(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630
48/view: 2018. 9. 20.).
김태곤 외(2012)의 내용 참조.
합작기업은 농민전업합작사를 의미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과 소비
자들이 힘을 모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부상조의 성격을 지닌 경제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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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용두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성요소별 구분을 적용하여 볼 때, 용두기업 지
원은 주로 원료의 조달과 투입 물류 지원을 위한 생산기지건설 지원, 생산
단계를 지원하는 생산설비도입 지원, 판매 단계를 지원하는 수출 지원, 기
술개발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에서 용두기업의
원료 조달 및 투입 물류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에 지역별
로 특화된 농업자원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기지 조성을 중앙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용두기업이 생산기
지 내 농가들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수매자금의 신용대출을 지원
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용두기업이 국가 신기술 목록과 국가 유관기관이 비준
한 수입 항목에 부합하는 농산물 가공 설비를 수입에 의해 도입하는 경우
관세와 수입 단계의 증치세(增値稅)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용두기
업이 농업생산물을 이용해 1차 가공한 제품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임시로 감면해준다.
판매 단계에서는 수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점 용두기업의 수출
회사 설립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그 적용 범위도 확대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합자 농산물의 유통 시에도 중점 용두기업의 판매망
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 용두기업이 생산 및 유통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위한 융자에 대해 금융 이자를 보조하고 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용두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 연구개발
에 투입하는 각종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편입하게 하여 세제 해택을 부여하
고 있다. 또 용두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각종 비용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0% 이상일 때에는 실제 투입된 연구개
발비의 50%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산학
연 협력 촉진의 일환으로, 용두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산업화와 상품생산
촉진을 위해 용두기업의 생산설비 및 기계의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일련
의 세금감면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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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농촌기업 사례: 롱난(隴南)시 상위(祥宇)올리브유개발유한공사
2.3.1. 사례기업 개요
상위올리브유개발유한공사(이하 ‘상위공사’)는 깐수성(감숙성) 롱난시(용
남시)에 위치하여 올리브유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용두기업이
다. 상위공사가 입지한 롱난시는 올리브 재배면적이 전국의 63.4%이며 올리
브 신선과일과 올리브유 생산량은 각각 전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공사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출자금은 1,200위안으로 올리브 재
배, 올리브유 제품 생산, R&D, 마케팅, 농촌체험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상위공사는 기업 발전 단계상 경영이 비
교적 안정된 성숙 단계의 기업으로 직원 수가 약 500명에 달하는 대기업이
며 영업소득은 2017년 기준 1.72억 위안 정도이다.
<그림 4-1> 상위올리브유개발유한공사 외관 및 주요 제품

자료: 위탁 원고 작성자 제공.

2.3.2. 상위공사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가. 구매 물류 및 조달 단계

상위공사는 주원료인 올리브 수매의 경우, ‘회사+기지+합작사+농가’의
계약농업 방식을 통해 원료를 조달하고 있다. 상위공사가 원료인 올리브를

해외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113

공급받는 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롱난시에 조성된 25만 무(畝)49 규모의
올리브 생산기지이다. 이곳에서 상위공사가 합작사를 설립하여 계약재배
방식을 통해 농가와 기업을 이익공동체로 묶고 재배농가를 회원으로 가입
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들을 도와 기존에 생산성이 낮았던 과원을 개선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현재 계약재배는 롱난시에 포함된 14개
향·진(鄕·鎭)으로 확대되어 24,520 농가의 약 12만 농민이 참여하고 있다.
나. 기술개발 및 생산 단계

상위공사는 현재 특급 올리브유, 올리브 차, 올리브 채소, 올리브 과일, 올
리브 수제비누, 올리브 목공예, 올리브유 화장품 등 100여 가지 올리브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이유는 상위공사가 기술개
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위공사는 중국임업과학원, 간쑤성
경공(經工)연구소 등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로 상위 브랜
드의 식용올리브유, 올리브유 환, 올리브유 화장품 등 3대 시리즈를 생산하게
되었다. 또 간쑤성 검험검역(检验检疫) 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위올리
브유산업연구개발 및 분석실험실’을 만들었고, 롱난이 원산지인 올리브유의
기본적인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2> 상위올리브유개발유한공사 올리브 생산기지 및 제품 생산라인

자료: 위탁 원고 작성자 제공.

49

1무(畝)는 30평 정도의 면적이며, 따라서 25만 무는 750만 평의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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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하 물류 및 판매·마케팅 단계 / 서비스 활동(기타 가치 부가 활동)

상위공사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마케팅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9년
란주(蘭州)에 마케팅센터를 건립하였고, 여러 지역에 판매회사 및 직영점
을 개설하여 판매·유통 및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상위전
자상거래부’를 설립하여 인터넷 활용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
상거래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타오바오, 테인마오, 징동,
알리바바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 시스템에 온라인 판매점도 개설하였으며,
전문 인터넷 회사와 공동으로 인터넷 마케팅 모델도 구축하였다.
상위공사는 ‘상위(祥宇)’라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서 최초로 유기식품, 녹색식품, HACCP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의 브랜드로 인
정받고 있다. 이에 더해 2009년 간쑤성 저명상표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현재 수출 관련 업무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
상위공사의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제품 생산 외에도 체험, 관광 등의 부
가 서비스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올리브유 문화박물관단지, 건강
주제 레저단지 등이 현재 조성되고 있다.
라. 기업 하부구조

상위공사는 최근 올리브유 냉동압착 생산라인 세 대를 독일과 이탈리아
에서 들여와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 이후, 현재는 1일 560톤의 신선 올리브
를 가공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또 공장 내 1만 톤급 저장고
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올리브유 업계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캔 5만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캔 포장제품 저장창고
를 공장 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인프라의 구축은 상위공사의
생산 역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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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상위공사의 올리브유 냉동압착생산라인과 1만 톤급 올리브유 저장고

자료: 위탁 원고 작성자 제공.

마. 인적 자원 관리

상위공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고급 인력의 확충에서 비롯된다. 전체 직
원 500여 명 중 분야별 고급 기술자만도 1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고급인력이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와 이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품질검사팀을 두어 공정 단계별로 운영함
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베이징 국제 식용유
산업 박람회에서 품질 안전식품 금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
다. 한편 직원의 80% 이상을 현지 주민들로 채용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3. 일본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일본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농촌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나 분류는 없다.
농업의 축소산업화, 농촌지역(한계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6차 산업화, 농상공 연대, 기업의 농업진입 등 농업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농업비즈니스를 활용하여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농업 부문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농상공 연대’,
‘6차 산업화’이다. 그리고 최근 기업의 농업 진입을 위해 ‘구조개혁특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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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정법인임대제도’, ‘임차경영의 완전허용’ 및 농지 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지공급 등이 운영되고 있다.

3.1. 농상공 연대
3.1.1 농상공 연대 추진 배경
일본 경제는 1990년 이후 장기 침체기와 경제회복 및 인구감소 등 구조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경제기반의 형
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통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가 제휴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양자의 경영자원의 취약 등으로 사업활동 범위에서 교류의 기회가 적어 농
상공 제휴 사업 활동이 실현되지 못하였다(김용렬 외 2011).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향상 및 농림어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
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지방재생전략｣을
수립하였다.
지방재생전략에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농림
수산·상업·공업 등의 산업 간 연대(농상공 연대)｣ 촉진 등에 의한 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공표하고, 이것을 근거로 농공상 연대 관련법의
제정 등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하였다(김용렬 외 2011).
농상공 연대 관련 정책은(2008)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대에
의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안인 ｢농상공 등 연대 촉진법｣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다. 농상공 연대 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등 계획이 채택될 경우 사업
자금의 대부, 채무보증, 설비·기계의 취득세 지원, 사업 관련 경비보조 등
을 받을 수 있다(김용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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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농상공 연대 시책
농상공 연대 사업에서 대표적인 지원 체계는 지역제휴 거점 구축, 식품
산업클러스터협의회 운영, 지역 활성화 지원사무국 등을 통해 제휴사업자
에 대한 무이자자금, 채무보증, 설비투자세액 감면 등이 있다. 지역제휴 거
점은 사업계획 작성단계에서 상공회, 상공회의소, 지방중앙회, 중소기업지
원센터 등 전국의 지역제휴 거점을 통해 경영 상담과 전문가를 파견하여
운영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 농상공 연대 관련 사업계획 작성과 시제품
개발 및 전시회 출품단계에서 전국의 식품클러스터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의
식품메이커 등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의 개발·판로 확대
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지원 사무국은 농상공 연대 사업의
계획서 작성에서 시작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부문까지 전문가에 의
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상공 연대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일
본 농림수산성 및 경제산업성 등의 해당 부처에서 인정받을 때 해당 사업
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무이자자금,
채무보증, 설비투자 세액감면과 저리 융자 등의 지원이다.
한편, 농상공 제휴사업에서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특례,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조성법 특례, 식품유통구조 개선촉진법의 특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농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농상공 연대 활
성화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생산에서 원료수급과 판매 관련
금융과 세제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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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농업비즈니스의 유형

자료: 김태곤 외(2012, 2013).

3.2. 일본의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추진 배경과 지원제도
3.2.1. 6차 산업화 추진 배경
일본의 농산어촌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공동체 붕괴와 농업소득과 겸업 기회 감소 등 소득 격차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농림수산물,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비즈니스 전개로 농산어촌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농산어촌 6차 산업화｣를 관련 지원 법안에 근거하여 추
진하고 있다(김용렬 외 2011).
농산어촌 6차 산업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다(2010년). 일본의 6차 산업화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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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의 창출로 농림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식료 자급률 향상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6차 산업화 사업을 통해 신규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어업자의 6차 산업화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지
원하는 대책과 가공·판매하기 위한 시장을 확대·활성화하는 대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김용렬 외 2011).

3.2.2. 6차 산업화 주요 지원 사업
농업생산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공과 유통의 6차 산업
화 지원 사업에는 첫째, 농림어업자 가공·판매 사업 촉진제도가 있다. 6차
산업화 플래너를 활용하여 전문적 어드바이스, 다양한 서포트 인재 확보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교류회, 기술연수 등), 농림어업자 등의 사업에 관
한 지원(신상품 개발과 판로개척, 가공·판매시설과 농림어업용 기계 시설
정비 등)을 실시한다(김용렬 외 2011).
둘째, 농산어촌의 유·무형 향토자원 활용이다.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신
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에 대해 채산성과 기술과제 등을 조사·검토
하여 사업화 및 신사업 창출과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국내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의 리스 방식에
의한 콜드체인체제 정비지원으로 유통 효율화 및 고도화, 식품산업에 있어서
HACCP 도입에 의한 품질관리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식품 유통에서 발

생하는 감모와 반품 등을 지원한다(김용렬 외 2011).
넷째, 해외시장 개척이다.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아
시아를 중심으로 상담회 개최, 사전 마케팅 조사, 사후 추가 지원 등을 포
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6차 산업화 지원 대상 지역으로 해외 담당자
초빙이나 해외 판로 활동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다섯째, 품목
마다 가진 차별적 특성을 살린 가공품 생산의 활성화, 신품종·신작물 도입,
계약 거래 강화, 산지의 수익 증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가공·판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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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사업을 지원한다(김용렬 외 2011).
여섯째, 6차 산업화 관련 융자제도이다. 농어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단
기 운전 자금제도의 신설과 함께 자금 차입자의 무담보 무보증인 등으로
채무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농림어업 성장산업화펀드는 농림어업인의 소
득 확보와 농산어촌의 고용 기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농림
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으로 지원하고, ‘주식회사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A-FIVE)’는 민·관의 공동출자로 운영된다. 성장산업화펀드는 농
림어업인과 2, 3차 산업 기업이 상호 출자하여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
는 가치사슬의 구축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곱째, 농산어촌 체험과 교류 촉진이다.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
트, 그린투어리즘, 음식을 비롯한 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농산어
촌을 전통과 식문화에 대한 교육, 관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일본의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서 농상공 연대,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는 농업생산자 중심으로 2, 3차 산업과 연대 등을 우선 지원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농업 진입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인 ‘구조개혁특구제도’,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지공급 등
이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촌지역으로 기업의 진출과 기존 기업의
경영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치단체별 추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외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121

3.3. 일본의 농업비즈니스 사례
3.3.1. 고구마 생산・가공・판매의 일관 체제로 6차 산업을 실현한
유한회사 고우야마(コウヤマ)
가. 개요

유한회사 고우야마는 구마모토현(熊本県）아소외륜산(阿蘇外輪山）고원
의 고구마 생산 지대인 마시키(上益城）마을에서 고구마의 생산, 가공, 판
매를 하는 농업생산법인이다. 또한 회사의 부지 내에 이끼나리 단고 직매
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분용 고구마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전분용 고구마
의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문회사를 조
직하였다.
｢농업연구기구 규슈·오키나와농업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색고구마

의 신품종을 개발하였고, 남규슈를 중심으로 자색고구마의 재배가 조금씩
성장하였다. 2008년 구마모토현에서 자색고구마의 생산과 관련 제품의 생
산을 위해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는 구마모토현 자색고구마 생산조
합(5농가), 4기업, 구마모토현산업기술센터가 구성원이 되어 유한회사 고
우야마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 회사를 설립하였고, 자색고구마
생산과 판매체계가 안정되면서, 1993년에 규격 외 자색고구마를 사용하여
고구마 페이스트를 생산, 판매하고자 고구마 페이스트 가공장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트의 판매 신장은 지역 내 도매상을 통해 거래처와
판매업무를 습득하였다. 지역 특산품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적
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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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1) 기업 하부구조

페이스트 판매가 안정되자 1996년 융자를 받아 현재의 회사와 공장을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이끼나리 단고 가공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사제품
직매소 개설, 고구마 파우더 가공공장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구매 물류
(유)고우야마를 포함하여 2개의 법인회사, 농가 3호 총 5개 기관이 구마

모토 자색고구마 생산조합을 설립하였다. 생산조합에서 재배한 자색고구마
는 고우야마에서 일괄처리하여 가공, 판매하고 있다. 생산조합의 초기 수
확량은 수확량 50t(2.5ha) 정도였지만, 2013년 13ha(337t)를 생산하였다. 그
리고 지역 농협과 계약재배(5ha)를 통해 원료 고구마를 활용한다.
(3) 생산

고우야마의 가공공장을 활용하여 지역 관련 제조업체 등은 고구마 푸딩,
이끼나리 단고, 고구마 쿠키, 고구마 소주, 고구마 전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4-5> 고우야마의 주요 제품

자료: 위탁 원고 작성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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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하 물류 및 마케팅
2001년 기존 거래처인 도매상의 협조로 이끼나리 단고를 생산하는 계기

가 되었다. 지금은 대도시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연간 60
회 정도 참가해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마를 원료로 제조한 고구마 소
주는 자사에서 판매하거나 백화점에 납품하고 싱가포르 등 해외로도 수출
하고 있고 향후 중국, 홍콩, 대만, 아메리카 등으로 수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5) 기술 개발

고우야마는 고구마의 생산과 유통뿐만이 아니라 가공과 상품화를 동시
에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고구마의 제품 생산과 개발 과정에서 가공기술
지도는 구마모토현산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연구기관인
규슈·오키나와농업연구센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생산제품의 소비자 신뢰
를 확보하기 위해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4-6> 자색고구마 수요창출협의회 구성

자료: 이윤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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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 사례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과 사례기업의 운영 실
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당 정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기업
분석 관점을 담은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조사·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였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산업 육성정책에 있어 구체적 대상이 되는 기업 유형 설정이
필요하다. 학술적으로는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책적
으로는 소관 부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소관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농촌기업의 유형을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용두기업처럼 정부 정
책의 구체적 대상이 되는 농촌기업의 유형을 설정하고 더욱 전략적으로 해
당 기업을 농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의 기본은
원료(농업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3장의 국내
지역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농촌기업의 경우 지역 내 농업생산이 감소
하면 이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농촌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특정 농촌 시·군에 특화된 농촌산업의 경우 관련 농촌기
업들의 안정적인 후방연계 구축을 위해 원료생산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농가들이 농업생
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유지하도록 농촌기업과 농가
간에 이익연계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촌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성 부
분 중 ‘기술개발’ 부분은 농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며,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 전쟁터에서 농촌기업에 꼭 필요
한 무기이다.
넷째, 기업운영체계를 개별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필요 시 협력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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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집단 운영체계로 가져갈 필요도 있다. 농촌기업의 경우 대부분 영
세하고 가치사슬상의 주요 활동들을 모두 기업에 내부화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집단 운영체계를 통
한 농촌기업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지역의 특화 농산물을 활용하는 농촌기업
의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계획의 마련과 이에 근거한 제도적인 규제 완화,
기업 경영체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이를 통한 농
촌기업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회성 및 단기간 성과 위주의 지원정
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농촌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

본 연구는 그간 관련 연구나 정책에서 비교적 소홀하였던 농촌기업의 실
태와 특성,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간의 연구나 관련 정책에서
는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었다. 농촌향토산업,
지연산업, 농촌문화산업, 농촌관광,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화 등이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농촌산업은 ｢농어촌정비법｣
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의·규정되어 명확히 농촌정책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나 규정은 전무한 형편이며, 기
존 연구에서도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또 농촌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소수 연구의 경우 농촌기업
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족하여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등에
대해 정보가 풍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농촌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벤처농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기업 외에 농촌기업이
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고, 더욱이 농촌정책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실상 농촌산업은 농촌 경제정책의 대상이기보다는 농촌
사회정책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주로 시장거래를 통해 활동하는 기
업과 같은 경제조직은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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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 농촌산업이 사회정책의 일환이기보다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
산업의 핵심 주체(key players)인 농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기
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간 관련 연구에서 농촌기업 자체에 대한 조사·분석이 부족했던 터라 본 연
구는 농촌기업에 대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비즈
니스 시스템 접근을 농촌기업 연구에 도입하였다.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은 기업 활동의 각 주요 분야를 가치사슬로 구성하
여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고 기업 구조나 기업 활동의 각 분야를 체계적으
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 본 연구는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에 기업을 둘
러싼 경쟁 및 협력 환경을 연계하여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기업 내·외부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틀을 구성하였
다. 이를 통해 사례지역의 특정 산업(문경 오미자산업, 하동 차산업, 금산
인삼산업)에 속한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였
으며, 같은 연구 관점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의 농촌기업 지원정책의 주
요 내용과 특성, 각국의 사례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등을 검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분석 추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농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농촌산업의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 관
련법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만 이 두 법은 농촌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후
자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농업인 등을 포함한 사업 신청자 중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의미하
지 기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기업과 관련해서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증
을 받은 농업 관련 벤처 기업, 기업적 농업경영이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
표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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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기본적으
로 농업 분야 지원정책과 관련이 깊은 경영체이지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농촌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농촌 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
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농촌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를 정책적으로 규정하여 농촌기업 육성을 위
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그리고 비즈니
스 시스템 주요 구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촌정책에
서는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가공, 체험,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을 창출하여
농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렇다 보니 농
업인이나 농업생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
공이나 농업생산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주체들이 가공 등의 활동 비중을 높이면서 제조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농
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은 본 보고서의 <그림 2-2>와 같이 대개 창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가공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는 문경의 오미자
나 하동의 녹차 등과 같이 농업생산물 자체의 형태나 단순 1차 가공된 제
품의 형태로도 잘 팔릴 시기였다. 이런 시기는 농사를 짓다가 주문이 들어
오면 일손을 잠시 멈추고 건오미자나 오미자청, 오미자즙을 팔아도 돈이
되던 때였다. 이들의 비즈니스 시스템에는 농업생산물의 자체 공급과 단순
한 가공 단계, 전화 주문 등에 따른 판매라는 단계 외에 특별할 것이 없었
다. 경쟁 및 협력이라는 기업 외부 환경과의 긴밀한 상호작용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변하고, 아무리 몸에 좋다는 제품도 설탕이
들어갔느냐 또는 전문적인 위생시설에서 생산되었느냐 등을 따지는 까다
로운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기존의 가공업자들은 가공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기업과 달리 끊임없는 제
품개발과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제품생산을 지속해서 시도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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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농촌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경쟁우위)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모델의 모든 주요 부분들,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적 체계, 기업 외부로부
터의 경쟁 및 협력의 영향, 기업 자체의 목표와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고
려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촌
기업 유형별로 기업의 목표와 전략에 적합한 맞춤형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지원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농촌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와 이에 따른 보상체계가 농촌기업 육성
및 농촌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원정책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
기업은 농촌성(rurality)과 지역성(locality)을 갖춘 자원 및 원료를 활용하여
제품(재화와 서비스)을 생산하는 기업이기에 후방연계를 통한 강한 지역연
계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그렇지만 저가의 완제품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부터 수입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우리 농촌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워지고, 제품생산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후방연계에
있는 지역 농가들의 농업생산이나 농업소득 역시 감소하는 연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 조사에서도 이러한 연쇄적 피해로 인
해 농가에서는 해당 작목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생산 작목을 전환하고, 기
업은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폐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기업과 지역의 농업생산자들이 모두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농촌기업-지역농업 간 새로운 지역연계 전
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기업의 새로운 지역연계 전략에는 생산제
품의 고급화, 소비자 수요의 빠른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제품혁신 등이 포함된다. 또 이
에 맞추어 농업생산자들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생산 집단화, 생산 노동력
의 지역 내 조직화와 공동 운영, 농촌기업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등
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상지원 체
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기업 간 지역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지
역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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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의 모든 주요 단계에서 경쟁력이나 협상력을 갖춘 경우도 많지 않
다. 또 개별 농촌기업으로서는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도 부족하고, 유통·판
매망의 다양성이나 활용도도 높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 수
요에 대한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정부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사례지역 중 금산의
경우 한 인삼제품 제조기업이 동남아로부터 주문이 급증하면서 대거 시설
투자를 했다가 시장 상황이 변해 수출이 다시 감소하면서 시설투자금의 부
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파산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볼 때 지역 내 동종 기
업 간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늘어난 주문량에 지
역 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대응했다면 참여한 모든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
고 위협요인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도시 기업들과는 달리 농촌기업들은 상호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위의 예처럼 주문자, 즉 구매자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
며, 지역 농업생산자들과의 연계 또한 기업집단으로서 조직화된 대응을 할
수 있다. 또 특구지정이나 신활력 플러스사업 선정 등 정부의 지원정책 수
혜는 농촌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동종 또는 유사제품
군을 생산하기에 공동 마케팅도 가능하며 창업 초기의 기업들에는 성장 기
업들이 표준화된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다. 금산의 경우처럼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원료 수매, 제품생산, 마케팅, 유통 및
판매 등 비즈니스 시스템의 거의 전 단계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
구하는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다섯째,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문화를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촌기업의 정책 수요 중
농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문화 확산이 매우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
고 있다. 단순히 영양과 맛, 기능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이른바 문화를 산업화(industrialization of culture)하던 것에 비유
해 이제는 산업의 문화화(culturalization of industries)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Power & Scott 2004).
이와 관련해 농촌기업과 지역의 농업생산자 간에 주요 자원이자 투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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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농업생산물과 농촌 자원, 그리고 이를 활용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문
화의 형성과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문화는 취향을 넘어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 즉 문화자본으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산업의 문
화화 또는 문화의 접목은 체험, 교육, 치유, 마케팅 등과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또 다른 파생 분야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활
용하여 지역의 농업생산자들과 농촌기업이 함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
안 마련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2.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2.1. 농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 법
률에 농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농어업 분야에서는 현재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농업회사법인, 영농

조합법인, 농업벤처 기업 등이 육성되고 있다. 반면 농촌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등과 같은 법률에는 농촌산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기업에 대한 규정이
나 지원 규정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제도적 현실을 고려할 때 농촌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고 있는 관련법에 농촌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을 명시할 필
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농어촌정비법｣보다 최근에 종합적인 농촌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촌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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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
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
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정비법｣에
서 제시하는 농촌산업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두 법 모두 농촌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인증된 사업자, 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
로 창업·판로 지원, 협회 설립 지원, 금융 지원, 홍보 및 교육 지원, 가공시
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융복합산
업 사업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활동 주체가 1차 활
동인 농림축산 활동을 병행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농
업인 등”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생산자단체, 농업 관련 소상공인 및 중
소기업,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으로 규정되고 있다. 실제 농림
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 기초실태조사50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주체
의 사업유형을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로만 분류하면서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반드시 1차 산업 활동을 포함하여 2차 또는 3차 산업
활동을 융복합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산업 생산
없이 지역의 농업생산물을 후방연계에 의해 원료로 사용하는 농촌기업들
은 실질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육성은 기본적으로 산업기반 구축과 산업 활동의 핵심 주체인 기업
육성으로 구성되는데, 위와 같은 현실로 인해 종합적인 농촌산업 육성정책
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후자의 기업 육성 사항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

50

아이케이인 주식회사가 2017년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의 ‘6차
산업 기초실태조사’는 각 도 및 시·군에서 제공한 6차 산업 참여 경영체
11,604개 소의 농가 및 농업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임(아이케이인
주식회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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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 농촌
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아래 예시와 같이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농촌기업을 정의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아 동 법에
서 제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근거법으로 동 법의 기능과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예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농촌기업은
농촌에 입지하여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고 지역으로의 수입 흐름
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가치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
미한다. 농촌기업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51
1. 해당 기업은 농촌지역(농촌, 어촌, 산촌)에 입지해야 한다.
2. 해당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원료자원의 대부분이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분포
하면서 지역성과 농촌성을 갖춘 유‧무형 자원이어야 한다.
3. 유‧무형의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

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농업생산만을 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4.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5. 전체 상시고용 인력 중 해당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 비중이 일정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위와 같은 농촌기업에 대한 법적 규정을 근거로 농촌기업 육성방
안을 국가, 도, 시·군 단위별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에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

이 중 2호의 ‘주요 원료의 대부분’과 5호의 ‘일정 정도 이상’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으로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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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으로 시‧도
계획과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들 계획에는 “소규
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어 있는바, 본 연구는 향후 해당 계획들이 ‘농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동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농촌
기업의 개념과 범위 규정, 농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등을
근거로 농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더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6차 산업 기초실태조사에 의하면 6
차 산업화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경영체
들의 정책 만족도는 60.4점, 미인증 경영체의 정책 만족도는 53.0점으로 나
타났다(아이게이인 주식회사 2017). 해당 조사를 5점 척도로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 인증 경영체들이나 미인증 경영체들이나 모두 정책 만족
도가 보통 이하이며, 두 집단 간에 정책 만족도 차이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현행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대상 주체들에 대한 지원 효
과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동 법에서 제시하는 창업 지원, 판로 지원, 협회 설립 지원,
금융 지원, 홍보 및 교육 지원, 가공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등의 농촌융
복합산업 사업자 및 기업 지원 항목과 내용을 실제 농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 항목의
체계화란 본 연구에서 농촌기업 분석체계의 새로운 관점으로 도입한 비즈
니스 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문별, 그리고 농촌기업이 성장 단계별 정책 지
원 수요를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
서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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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즈니스 시스템 주요 구성 부문별 맞춤형 지원
본 연구는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을 통해 농촌기업의 가치사슬 부문별 실
태와 특성, 경쟁 및 협력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 5-1>과 같은 농촌
기업들의 정책 지원 수요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세부 내용 중 일부는 앞서
제시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농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며, 일부는 각 지자
체에서 농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 일부는 기업들
스스로 또는 기업들이 지역 주체들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표 5-1> 비즈니스 시스템 부문별,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 수요
구분
구매 물류
및 조달
생산
출하 물류 및
판매 마케팅
서비스 활동
(가치
부가활동)
기업
하부구조
인적 자원
관리
기술개발
경쟁 및
협력환경

창업 초기
∙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조달

성장단계
∙ 원료생산 공급자들의
조직화
∙ 원료생산의 기계화
∙ 제품 차별화

성숙 및 재도약 단계
∙ 원료생산 공급자들의
조직화
∙ 원료생산의 기계화
∙ 제품 혁신

공통
∙ 안정적 계약재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

∙ 안정적 판로 확보
∙ 판로 다양화

∙ 판로 다양화
∙ 자체브랜드 개발

-

∙ 생산과 교육‧체험 프로
그램의 융복합

∙ 생산과 교육‧체험 프로
그램의 융복합

∙ 공동 홍보 및 마케팅
∙ 공동 수출
∙ 시장정보의 공유
∙ 체험 관광, 체험 교육
등의 지역 공동 프로그
램 마련 및 시행

∙ 공동가공시설 지원
∙ 시제품 생산시설 지원
∙ 경영관리 역량 강화

∙ 생산시설의 확대 및 고
도화
∙ 기술인력 육성

∙ 생산시설의 개보수 및
개선 지원
∙ 기술인력 육성

∙ 사업 아이템의 사업성
평가 및 컨설팅
∙ 판로 확보

∙ 기술 이전 및 R&D 전
문기관과의 협업 지원

∙ 제품의 품질관리, 안전
및 위생 관리

∙ 지역 인재 채용 지원

∙ 제품 차별화 및 신제품 ∙ 제품 차별화 및 신제품 ∙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임상실험 등 고비용 실
과의 1대1 기술컨설팅
과의 1대1 기술컨설팅
험단계에 대한 지원
∙ 원료 생산 단지 조성
∙ 원료 생산 단지의 경관 자원화 및 ∙ 공동 홍보 및 마케팅
∙ 공동 수출
∙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업체
문화 자원화
∙ 개별 업체 간 협동조합
∙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의 공유
발굴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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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농촌기업의 구매 물류 및 조달 부문의 지원 방안
먼저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매 물류 및 조달 부문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제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조달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문경 오미자산업과 하동 차산업 농촌기업들의 경우처럼 농업
생산 인력이 고령화되고 수가 감소하면서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각 지역의 농촌기업들은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조직
화하여 생산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소하고 있
지만, 안정적 원료 공급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생
산이 확대되는 성장단계부터는 원료 생산 농가들의 기계화 도입 지원이 중
요한 정책 지원 수요가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의 원료 생산기지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상위공사가 지역 올리브 생산농가 집단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올리브 생산
기지를 조성하면서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와
같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별로 원료 생산기지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조성 관련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농촌
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 방안이 되도록 정책융합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밖
에 원료 생산 농가의 조직화와 농업생산 노동력의 공동 활용은 지자체의 지
원과 지역 내 농촌기업 및 생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다.

2.2.2. 농촌기업의 생산 부문의 지원 방안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생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에는 사
업 아이템의 사업성 평가 및 컨설팅 지원이, 성장단계와 성숙 및 재도약
단계에서는 각각 제품 차별화와 제품 혁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
문기관의 농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기술개발 부문과 관련된 공공 전문기관의 기술 이전이나 R&D 지
원이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138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3. 농촌기업의 출하 물류 및 판매‧마케팅 부문의 지원 방안
출하 물류 및 판매‧마케팅 부문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의 농촌기업은
판로 확보, 성장단계와 성숙 및 재도약 단계의 농촌기업은 안정적 판로 확
보 및 판로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의 판로 확보와
성장단계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기업의 제품을 지역 내 공공
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군청 조직 및
산하기관은 물론, 특히 지역 내 학교 급식을 통한 농촌기업의 제품 공급은
농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의 지역 내 농촌기업 제품 구매의 경우는 교육청과의 협의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학교 급식 등을 통한 농촌기업 제품의 학교
공급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담당 부처 간 협력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농촌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 홍보 및 마케
팅과 공동 수출, 시장정보 공유 등의 지원이 성장단계와 상관없이 농촌기
업의 공통적인 정책 수요로 나타났다.

2.2.4. 농촌기업의 가치 부가 활동(서비스 활동) 부문의 지원 방안
가치 부가를 위한 서비스 활동 부문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농촌산업을 홍보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화된 체험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촌기업들의 프로그램들을 연계하
여 지역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지역의 대표 농촌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필요
가 있다. 실제 하동의 경우는 개별 농촌기업들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
추고 있음에도 각 기업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산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경관자원 조성 및 개발, 개별 체험자원의 연계 및 프로그램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중
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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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농촌기업의 기업 하부구조 부문의 지원 방안
기업 하부구조 부문과 관련해서는 주로 생산시설의 확대와 노후 시설 개
선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의 많은 농촌
기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융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을 통해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 생산시설을 구축해 왔는데, 이에 관련된 정책자금이 향후
에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반면 창업 초기의 농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품생산 규모가 작고 상품개
발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러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경 농업기술센터의 오미자공동가
공시설 설치 및 운영의 경우와 같은 공동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
한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별 농촌
기업들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공동가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공기반시
설 구축‧운영 사업,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농촌
기업과 연계해주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2.2.6. 농촌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부문의 지원 방안
인적 자원 관리 부문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 농촌기업들은 주로 기업
대표들의 경영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동일 업종 농촌기업들이 기업의 재정관리, 생산관리, 기업회계, 자산관리,
물류‧유통 관리, 조직관리, 고객관리 등 분야별로 기업경영 역량 강화를 위
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비용의 일부와 교육프로그램 진행 장소 등을 지역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장단계의 농촌기업들과 성숙 및 재도약 단계의 농촌기업들에는
제품 차별화나 제품혁신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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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 조사와 해외 농촌기업 사례(중국 사례) 검토 부분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기업들만이 전문 기술인력이
나 해당 부서를 갖추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농촌기업들은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세한 농촌기업들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7조에 근거를 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이
를 통해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촌기업들에게 일정 기
간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
칭)‘농촌기업 전문 기술인력 파견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파견되는 전문 기술인력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 도별 6
차 산업 지원센터와 함께 대학, 연구기관, 전문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또는 권역별로 전문 기술인력 풀을 조성하고, 이들의 활
용 비용은 정부, 지자체, 해당 기업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농촌기업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
문기관을 통해 신청과 심사를 받아 선정되는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2.2.7. 농촌기업의 기술개발 부문의 지원 방안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기술개발 부문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의
농촌기업들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R&D 전문기관과의
기술개발 협업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반면, 성장단계에 있거나
성숙 및 재도약 단계에 있는 농촌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관련해 제품 차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먼저 창업 초기의 농촌기업들을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
관과 도별 6차 산업 지원센터 등이 대학, 공공기관, R&D 전문기관 등이
확보하고 있는 제품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화한 후 농촌기업
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정보는 음료, 식품, 차 등 최종 생산 제품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발효기술과 같은 기능별 기술, 유상 또는
무상 제공 기술 등으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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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술이 필요한 농촌기업들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이들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촌기업들이 필요한
제품화 기술을 발굴하였을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기
술 이전을 신청하고 기술 이전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장단계나 성숙단계에 있는 농촌기업들의 경우 제품 차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앞서 제시한 (가칭)‘전문 기술인력 파
견사업’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개별 기업과 파견 전문
기술인력의 1대1 컨설팅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동일 지역 내 동종 기업들
이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할 필요
가 있다. 이 외에 성장단계 또는 성숙 및 재도약 단계에 있는 농촌기업들
중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제품화하는 단계까지의 비용 문제 등으
로 해당 기술의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하동 차산업 사
례의 하동-4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기업은 기억력 및 치매 개선 기능
성이 입증된 제품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고 해당 기술에 대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동물 실험까지 마쳤지만 마지막 단계인 임상
실험의 고비용 문제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생산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즉 임상실험과 같이 마지막 입증 단계
까지 다다른 기술의 실험 비용 및 초기 제품화 비용을 해당 기술을 담보로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2.8. 농촌기업의 바람직한 경쟁 및 협력환경 조성 지원 방안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분인 경쟁 및 협력환경과 관련
해서는 열악한 기업환경을 갖춘 농촌의 특성상 바람직한 협력환경을 구축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표 5-1>의 내용에 근거할 때 우
리 농촌기업들의 합리적인 경쟁 및 협력환경 조성 지원정책 수요는 원료
생산단지의 조성, 이의 경관자원화 및 문화자원화,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공동 수출,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 공유, 개별 업체 간 협동조합 구성,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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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등을 통한 우수업체 발굴과 육성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정책 수요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주로 협력환경 조성 지원 방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농촌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와 보상체계 구축으로 이는 원료 생산단
지 조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 농촌기업과 지역 농업생산자 간의 협력체
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농촌기업 간 지역협력체계 구축으로, 여기
에는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공동 수출,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 공유, 기업 간
협동조합 구성 등을 포함한다. 셋째는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문화를
통한 확대 방안으로 이는 원료 생산 기조의 경관 및 문화자원화와 관련된다.

2.3. 농촌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와 보상체계 구축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 지원 방안의 첫
번째 전략은 농촌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와 보상체계 구축이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조사‧분석의 초점을 맞춘 제조업 분야의 농촌기업과 이들에게 원
료를 공급하는 지역 농가들의 집합적 협력 관계 구축, 이를 통한 농촌기업
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생산
자들의 집단화, 조직화를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와 소득 증대 등을 실현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전략은 첫째, 본 연구의 문경, 하동, 금산과 같이 농촌기업에 공급되
는 주요 원료인 오미자, 차, 인삼의 생산이 전국 대비 기준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품목의 농업생산 기지를 조성하여 해당
농업생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농촌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원료 공급이 가
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생산기반
관련 지원 시책을 활용하여 원료 생산기지를 분산된 경작지 형태가 아닌,
생산지구를 이루는 집단화 형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경작 형태의 특성
상 재배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인삼을 제외하면 문경의 오미자와 하동의
차가 이에 적합한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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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촌기업의 원료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이에 참여하는 농가 및 농
업경영체 등은 GAP 인증,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 등의 철저한 위해요소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물의 가격을 높여 농업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
다. 건강, 웰빙, 친환경 등을 강조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의 농업 소득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원료 생산기지 조성을
통한 철저한 농업생산 품질 관리를 추구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원료 생산기지 조성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들과 이들이 공급하
는 원료를 활용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해당 지역 농촌기업 간 원료 공급 계
약 체결에 따라 원료 생산 및 공급자들은 철저한 위해요소 및 품질관리 기
준, 계약 공급량 등의 약속을 지키고, 반대로 농촌기업들은 약속된 수매량,
수매 가격 등의 기준을 지켜 양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운영해야 한다. 원료 생산기지 조성의 핵심 주체의 하나로 지자체가 양
자 간 계약 체결과 이행에 참여하여 계약 내용과 체결 과정, 약속 이행 과
정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규모로 집단화하여 조성된 원료 생산기지의 경우 경관자원화,
문화자원화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경관직불제를 지불하는 등의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하동의 경우 화개면의 화개계곡을 중
심으로 대규모 전통 차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최근 이들 전통 차밭 단지에
대해 경관직불제 적용을 정부에 문의했지만 기각되었던 경험이 있다. 차가
다년생 나무라는 이유에서 경관직불제를 적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 때문이
다. 그러나 단순히 작목의 특성만을 가지고 경관직불제 적용을 결정하기보
다는 하동의 전통 차밭의 경우 세계농업유산 등재, 전통 차밭의 문화와 경
관 보전, 문화자원으로서 관광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
관직불제 적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하동 전통차밭 단지가 원료 생
산기지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며 이에 더해 경관직불제 등
으로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차농의 영농
활동 유지 및 확대, 경관 유지와 관리, 농가의 부가 소득 증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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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촌기업 간 지역협력체계 구축
본 연구의 사례지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농촌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지역 내 동
종 기업 간 협력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과 협력으로 인한 기대 이익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을
단지 기업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개별 농촌
기업 간 협력 수요, 이와 관련한 개별 기업의 애로점, 기업 간 협력관계 구
축과 운영을 통한 애로점 해소의 기대 효과와 이점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주체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있어 적절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금산군에 위치한 소공인지원센터이다. 소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협동조
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소공인 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조직화를 매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사업을 통해 금
산군 내 농촌기업 간 교류를 촉진‧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
해 금산군 내 인삼가공 농촌기업들 간에는 지역 여건과 지역 산업에 적합
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공동구매 및 공동생산의 협력체계 구축이 촉진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
처 기업부 간 협력사업으로 농촌형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기업 간 다양한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시
도별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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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문화를 통한 확대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업의 문화화(culturalization of industries)는 오늘날
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Power
& Scott 2004). 즉, 상품 제조와 서비스 제공과 같은 생산 활동이 단순히 해

당 상품이 내재하고 있는 기능적 효용을 소비자의 구매 또는 소비를 통해
실현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문화와 접목하면서 새로운 파생상품과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 교육과 관광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생
산활동이 문화와 접목하여 새로운 기업 활동을 파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비
즈니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조사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 주도의 관
련 축제 외에는 각 산업의 문화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별 기업들도 생산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것이 지역
전체로 퍼져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며, 일부 기업들만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조금 확장하고 있을 뿐이다.
농촌기업들의 문화영역으로의 비즈니스 시스템 확대와 이를 통한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안한 원료 생산기지 조성과 관련
해 해당 원료 생산기지를 단순히 집단화된 농업생산 지구로만 접근하기보
다 경관자원 및 문화자원으로 함께 접근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하동군의 경우 차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화개면 일대가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어 농업생산의 유해성 관리 및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화개면 일대의 전통 차밭 단지가 최근 세계농업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이를 문화자원 및 경관자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듯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농업생산지역을
농촌기업의 원료 공급 생산기지로 조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경관자원 및 문
화자원으로의 개발을 통해 이를 농촌기업, 지역농업, 농촌관광 등이 융복
합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된 제도 개선
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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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농촌기업 지원 내용
<6차산업화 지원정책 현황>
지원 분야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마사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중소벤처 기업부
지방자치단체(충남, 전남, 경북)

합계 금융
112
9
5
1
1
5
1
2
3
22
1
16
46

4

컨설팅

교육

수출

R&D

11

11

5

9

평가
지원
14
8

시설
지원
5
1
4

1
1
1
1

1
3

1
1
5

1
1

4

5

단위: 건
체험
마케팅
관광
3
4
1

1

3

1
1
4

5

6

3
46

1
1

주 1) 6차 산업화 지원정책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 46개를 포함하면 전체 지원 사업은 112개.
2) 중소기업벤처부 관련 사업은 16개.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차 산업 지원 홈페이지(www.6차산업.com: 2018. 8. 17.).

<6차 산업 세부 사업별 지원정책>
구분

사업명
농식품모태펀드

금융

기술보증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레츠런 승마힐링센터 사업

컨설팅

농촌 현장 창업보육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 운영

특징
스마트팜(500억), 수출(330억 원), 창업아이디어
(120억) 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기술보증 우대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개별기업 융자(45억), 매출액의 150%
센터별 품질 유지를 위해 방문 컨설팅 및 교육,
기부금 등
창업-성장단계별지원(업체별 8백만 원 지원,
소요 비용의 최대 80% 범위 내 지원)
농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5년 미만)
창업 상담 및 연계지원

단계52

가치
사슬53

농업정책자금관리단

1

a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2
2

a
a
a

한국마사회

1

a

농업기술실용재단

1

a

농업기술실용재단

1

a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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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사업명

특징

농업기술시장 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시제품 개발 이후 기존 제품의 품질과 성능 향상
및 제품 마케팅 등 지원
특허기술제품의 유통활성화 촉진을 위해 제품 기
농식품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획단계부터 유통·판로개척에 이르는 유통마케팅
사업화 지원
식품업체 상시 기술 컨설팅
2차 중심의 6차 산업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협업인프라(1억 원 한도 내), 판로확대 및 협업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문교육ㆍ컨설팅 지원
농산업 BT 분야 창업사업화 창업 단계(예비창업 → 창업 → 창업기반구축기
지원
→ 성장기 등)에 따른 맞춤형 경영 컨설팅

수출

가치
사슬55

농업기술실용재단

1

a

농업기술실용재단

1

a

한국식품연구원

1

a

중소기업청

1

a

농업기술실용재단

1

a

1

a

중소기업청

1

a

중소기업청

1

a

한국마사회

1

a

중소기업청

1

a

중소기업청

1

a

산림청

1

a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1

a

1

a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a

중소기업청

1

a

중소기업청

1

a

중소기업청

1

a

한국마사회

1

b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b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b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b

해외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및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b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교육

단계54

담당 기관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 협업 인프라 구축, 판로 지원, 협업전문교육 및 컨
원 사업
설팅 지원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멘토링, 정책자금을 통합 지원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할 핵심 전문인력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양성
소상공인 역량 강화사업 지원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업종전환 지원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습득하여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교육
경영역량 강화
산촌마을 주민 현장학교 운영 산촌마을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촌마을 주민
지원
현장학교 교육 사업
농촌관광 핵심주체 역량 강화 농촌지역 발전을 주도할 핵심 주체 양성
농고·농대생, 귀농·귀촌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훈
농업농촌 교육훈련사업
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식품산업 진흉과 경쟁력을 강화할 전문식품인력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양성
농산업·BT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농산업 BT 분야 교육지원
의 기창업자(임직원)
기술 이전업체 및 이전희망업체
소상공인 대학 경영학교
소상공인의 업종 및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론교육, 현장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실습 및 인턴체험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성
장을 지원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소상공인 경영교육
교육 및 전문기술교육을 지원
국산 말의 해외 수출 정보 제공, 바이어 섭외 및
국산 말 해외수출
수출 보조금 지원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 진 국가 R&D 성과를 이전받은 기술 이전업체를 대
출 지원
상으로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
해외 마케팅 전문 기획기관과의 매칭을 통한 종합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출판로 다각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유망기업 해외시장 확대
수출 증대

부록

149
(계속)

구분

연구
개발

평가
지원

사업명

특징

담당 기관

단계54

가치
사슬55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 ‘우수기술확인서’를 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급,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지원

1

a

농식품 기술 이전 지원

기술 정보 제공, 실시계약 자문 등 기술거래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c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c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c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c

한국식품연구원

2

c

중소기업청

1

c

중소기업청

1

c

중소기업청

1

c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a

우수기술 및 품종등록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보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 사업 유자산 없이도 투·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건 마련 및 사업화 촉진

1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a

농림축산식품부

1

a

농림축산식품부

1

a

농림축산식품부

1

a

농림축산식품부

1

a

농림축산식품부

1

a

농림축산식품부

1

a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농림축산식품부

1

a

술 품질 인증제도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의 술 생산의 장려 및 소비
농림축산식품부
자 보호

1

a

농식품산업체 R&BD 기획 지
농식품산업체의 R&D 기획을 지원
원 사업
농식품 R&BD 기획(사업화) 지원 R&BD 기획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농식품산업체가 해당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필요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한 비용 지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능성소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
재 발굴·등록 지원 지원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 지원
제품 공정개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개발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농식품 분야 창업 및 지식재산 창업 및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창
권 교육 지원
업성공률 제고 및 사업능력 향상 지원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공시 및 공시서, 품질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관련 상담
품질인증
및 정보제공 등
농산물, 축산물, 식품 등에 대한 일반/영양/기능
농식품 분석
성분 분석(사료, 유전자, 유해물질 포함)
비료·농약 및 유기농업자재 등 농업자재와 그 원
농자재 분석
료에 대한 이화학성, 토양·수질 및 식물체의 이화
학성, 미생물 동정 및 밀도 분석
농기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으로 농산업체 기술력
농기계 검정
제고 및 우량농기계 보급, 수출 촉진 지원
농촌관광사업의 품질유지 및 정보 제공으로 도시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운영
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 소비자 신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강화
농산물의 생산·공급 과정에서 유해 요소를 집중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제도
관리하여 안전성 확보
농산물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추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적 관리
유기가공식품의 신뢰도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보호
식품 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 향
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제도)
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150 부록
(계속)
구분

단계54

가치
사슬55

농림축산식품부

1

d

농촌진흥청

1

d

농촌진흥청

1

d

농촌진흥청

1

d

농촌진흥청

1

d

6차 산업 제품경쟁력 강화사업 브랜드 개발 일괄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e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1

e

중소기업청

1

e

한국농어촌공사

1

a

한국농어촌공사

1

f

한국농어촌공사

1

e

농촌진흥청

1

a

사업명

특징

지역의 특화 자원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의
종합적 발전 지원
융·복합 분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가 및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촉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사업
생산제품 개발 지원
융·복합기술과 기반조성을 지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농촌마을, 품목반, 영농법인, 농업인단체 등 농
업·농촌 관련 공동체 대상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농촌진흥기관에 조성한 공동 시설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시설

마케팅

체험
관광

52
53

54
55

6차 산업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유통판로 확보 지원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및 업종별 상
상권정보시스템
권정보를 제공
농촌관광자원을 이미지 및 스토리텔링, 영상 등의
농촌관광 정보제공
콘텐츠와 정보 지원, 교육 지원
체험객의 안전사고 및 체험 활동 관련 시설물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화재사고 대비 등 지원
지역활성화, 홍보사업, 직거래장터 개설 등 다양
도농교류 협력사업
한 프로그램 지원
교육 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학습을 수행하기
농촌교육농장
위한 기반 조성을 지원

담당 기관

농촌산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단계는 창업․신생(1), 성장단계(2)를 의미함.
가치사슬별 해당 지원 사업에서 a(자금, 교육, 컨설팅 등 전반부문), b(출하 물류),
c(기술개발), d(시설 등 기업하부), e(마케팅, 판매), f(서비스), g(조달), h(생산)를
의미함.
농촌산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단계는 창업․신생(1), 성장단계(2)를 의미함.
가치사슬별 해당 지원 사업에서 a(자금, 교육, 컨설팅 등 전반부문), b(출하 물류),
c(기술개발), d(시설 등 기업하부), e(마케팅, 판매), f(서비스), g(조달), h(생산)를
의미함.

부록

151

단계

가치
사슬

<6차 산업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
구분

사업명
두레기업 창업
우량기업 육성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식품 문화디자인사업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6차 산업 연계 패키지 지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식품제조업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마을반찬산업 육성
유기가공식품 인증 비용 지원
전통식품특성화사업

지
자
체

특징
지역 생산 원료 활용 6차 산업 창업 지원
제조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6차 산업을 이루
려는 농식품기업
농가 인근 설치, 농가맛집+체험장, 소규모 가공장 연계 운영 지원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영체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
전통발효식품을 제조하는 경영체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
문화디자인과의 접목을 통하여 대내외 마케팅 활성화 유도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6차 산업화 미비점 보완을 지원
품질고급화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가공업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적기에 융자 지원

반찬의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및 농촌 부녀회 등 여성 창업 활동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지원
전통식품업체의 낮은 인지도, 유통, 판매망 부족, 마케팅 역량 부족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우수 농식품 홍보 및 국내외 식품산업 정보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류 지원
TV홈쇼핑 방송 지원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농식품 부류에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품 개발과 신규 바이어 발굴에 의한 새로운 시장 발굴 지원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 운영
농수산식품 중국시장 진출지원
등 마케팅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 현장방문 체험, 유대 강화 지원
지자체 공동마케팅 해외판촉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지자체의 농산물 해외마케팅 협력 지원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지원
무역 아카데미 개최
중소기업에게 무역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
수출기업 홍보물(동영상·카탈 해외 전시회 및 바이어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 및 카탈로그
로그) 제작 지원
제작 지원
전자무역 지원 및 수출정보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전자무역거래(B2B) 사이트와 연계, 전자무역을 통한
운영
수출시장 개척 지원
해외무역관을 활용, 시장조사, 수출거래처 발굴, 거래성사까지 해외 판로
해외지사화사업
개척 활동을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규격품 동일 생산 기반구축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 지역 특화작목 발굴과 체계적인 현장 종합기술을 집중하여 지역자립산업으
목 육성｣사업
로 육성
곤충사업 확산 실용기술 조기
선점 사육기반 확보 및 상품개발 지원
보급 시범
벼 메뚜기 연중 대량생산 실증
곤충의 식량 및 사료화 지원
시범
화훼류 수출 경쟁력 제고 시범 수출 화훼류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종합 기술 지원
수출용 절화수국 용기 양액재
수출 규격품 연중 안정 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배 시범
생활밀착 및 소규모 1차 가공
농산물 가공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시설 지원 사업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농산물 수출단지의 수출촉진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소규모 포장재 제작 및 소비자 맞춤형 포장 지원

기관
충남

1

g

충남

1

a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전남
전남
전남

1
1
1
1
1
1
1

f
d
d
e
a
a
d

전남

1

a

전남
전남
전남

1
1
1

a
a
e

전남

1

e

전남
전남
전남

1
1
1

e
b
b

전남

1

b

전남

1

b

전남

1

e

전남
전남

1
1

b
a

전남

1

e

전남

1

b

전남

1

e

전남

1

b

전남

1

h

전남

1

h

전남

1

h

전남

1

h

전남

1

h

전남

1

h

전남
전남

1
1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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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사업명

특징

대도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 소비자 산지
체험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지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 농식품의 판로확보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지원
지원
재배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 농가기술 지원
농어업 R&D 활성화
농어업 현장의 애로과제 해결과 학술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마을 단위의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 지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식품가공산업을 육성 지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소규모 전통·건강기능성 식품 제조업체 지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지원
우수 전통식품의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차별화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소비자와 교류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등 직거래 추진과 농촌체험활성화 지원
Green-농식품 투어 지원
향토음식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 지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맞춤형 수출 품목 개발 지원
제고
친환경 쌀 소비자 산지 체험

<농촌기업 창업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기관 현황>
구분

창업

기관명 및 정보처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수원
중소기업연수원 인터넷 원격교육
중소기업연수원 우편 원격연수
CEO 배움누리
인터넷중기관(Gobizkorea)
유휴설비거래알선(Find Machine)
SBC 수발주거래알선
SBC 수출인큐베이터
중소기업지식나눔터
B2G 해외조달시장정보시스템
원자재정보시스템
중소기업수출도우미(EsNet)
사업전환지원센터
무역조정지원센터
회생 및 사업정리시스템
기업나라
테크타임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과학기술원산업협력단
벤처 기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
창업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차 산업

기관

단계

가치
사슬

전남

1

f

경북

1

h

경북

1

b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1
1
1
1
1
1
1
1

c
a
a
d
e
e
f
f

경북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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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교육
및 컨설팅

기관명 및 정보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기술교육원
농촌진흥청 농촌인적 자원개발센터
옥답에듀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
한국벤처농업대학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소기업연수원
창업넷
농산물종합가공센터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6차 산업 홈페이지(www.6차산업.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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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의 농촌기업 지원 내용
<중소벤처 기업부의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
가치사슬

지원 방식

자금

교육, 컨설팅

전반

자금+교육
경연
금융지원

센터 설립

가치사슬

지원 방식
자금

전반
교육, 컨설팅

금융 지원
(융자)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기업(7년 이내) 대상
사업
◾창업선도대학육성(859억, 1,100개사) - 3년 이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190팀 내외) - 7년 이내
◾세대융합형 창업사업화 지원(113.8억/120팀) - 3년 이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500억/1,000개사) - 3년 이상 7년 미만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200억/100팀)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76억/85팀) - 3년 이내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 사업(14억/100명 파견) - 3년 이내
◾창업에듀(온라인 강좌)
◾창업대학원 지원(7억/5개 대학원)
◾아이디어 사업화 온라인 플랫폼(39.8억/1,000여 건) - 예비창업자
◾창업성공패키지(540억/525팀) - 3년 이내
◾장애인 창업 육성(21억)
◾대한민국 창업리그(14억/5,000개팀 내외) - 3년 이내
◾여성창업경진대회(12개 팀 수상)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30명 내외)
◾창업기업 지원자금(1조8,660억/1,000여 건)
◾투융자복합금융자금(1,800억 원/800여 건) - 7년 미만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206억/263개소) -7년 이내(문경시)
: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17개 지역 센터 225개 창업보육실 운영)/장애인기업 창업
보육실 운영(6.5억/138개사)
◾창조경제혁신센터(376.9억/전국 19개 운영비 및 기본 사업비) - 3년 이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47.4억/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5개소) - 예비창업자
전반 또는 성숙기업 대상
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798억/비수도권 4,044개 기업 내외)*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5.6억/25개사)
◾멘토역량 강화(9억 3,500만)
◾여성경제인 DESK 운영(전국 16개 권역 운영)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70.27억/ 500개사)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40억 원)
◾지역기업혁신 역량 강화(65.5억/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신성장기반자금(9,400억/2,000여 건)** - 7년 이상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2,000여 건)
◾신시장진출지원자금(4,900억 원/2,000여 건)
◾신용보증기금(보증잔액 45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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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치사슬

지원 방식

센터 설립

인프라

자금

교육, 컨설팅

학교연계

인적 자원

인력 파견
교육
기타

자금
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자금+교육

외 부 로 의 공공기관
물자 흐름 우선 구매
(판로)
지원

사업
◾기술보증기금(보증 잔액 20.6조 원)
◾지역신용보증재단(10조 원 보증공급)
◾매출채권보험(보험인수 20조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55.8억, 50개 내외 센터 운영) - 창업 포함
◾뿌리기업 지원 사업(인프라 자금 20억-20개사 내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596억/1,191개)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142억/230개사) - 생산‧제조 관련 설비 보유 기업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30억/12개사 내외)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40억/9개 협･단체 내외)
◾기술보호 역량 강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338.5억/200개 특성화고)
◾기술사관 육성사업(38.5억/13개 사업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28억 원/전국 14개 대학)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37.9억/전국 11개 컨소시엄)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42.89억/대학-TP 컨소시엄 등･8개･250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114억/전국 52개 주관대학 69개 계약학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246억/750여 명 내외)
◾여성CEO MBA 교육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300개사 지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2269억/1,470개 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1,378억/360개) - 3년 미만 기업 제외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83억/38개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1,395억/3,000개사)**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443.8억/1,115개)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147억/54개)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106.5억/114개)
◾장애인기업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0.8억/70개사 내외)
◾지역특화산업육성(R&D)(1,105억/비수도권 641개 기업 내외)*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108억/450개)
◾뿌리기업 지원 사업(교육 11억-175개사)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45.77억)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30개사 내외)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 확인제도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공공구매론(loan)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제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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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치사슬

지원 방식

자금

자금+교육

실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금

마케팅

실무

교육+실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제품 판로인증 지원 및 운영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290억/580개 업체 내외)**
◾아시아하이웨이(150억/300개 업체 내외)
◾수출컨소시엄 사업(60억/30개 컨소시엄)
◾GMD(글로벌시장 개척전문 기업)사업(34억/200개사 내외)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106.5억/1,000여 개사)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1.3억/40개사 내외)
◾수출성공패키지(499억/2,000여 개사)
◾단체 해외전시회 바우처(60억/1,000개사 내외)
◾무역촉진단 파견사업(85.5억/1,500개사 내외)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78.75억/1,100개사 내외)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15억/600개사)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139억/3,300개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1,000개사 내외)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세계 14개국 22개 지역 302여 개 입주실 및 수출 사랑방 운영)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40억/350개사)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40.3억/70개사 내외)
◾온라인기획전(27억/110회 이상)
◾마케팅대전(6억/300개 업체)
◾정책매장 운영(26.2억/2,000개 업체 입점)
◾오프라인 기획전(4.5억/6회)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59.2억/500개사)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1,600개 제품)**
◾TV 홈쇼핑 판매지원(여성기업 200개)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6억/250개사)
◾발굴･연계 시스템(아임스타즈) 운영(8억/3,000개 제품)
사업전환, 재창업 대상

가치사슬

지원 방식
교육, 컨설팅

전반

기술개발

자금+교육
금융 지원
(융자)
자금

사업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10억/370여 개사)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11.5억/40여 개사)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25억/93여 개사)
◾재도전성공패키지(150억/300여 개사)
◾재도약 지원자금(2,290억)
◾재도전 기술개발사업(38억/27개사)

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 사업.
**지원내용 중 지방 소재 중소기업 우대.
자료: 중소벤처 기업부(2018a). 2018년도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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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 중 소공인 대상 사업>
가치사슬

지원 방식
교육

컨설팅

전반

창업

성숙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사이버 평생교육원
◾소상공인 전용 교육장 교육 및 교육
장 임대
◾창업경영컨설팅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출하 물류
기업 하부구조
기술개발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무료법률 구조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경쟁·협력 환경

◾소상공인 경영 교육
◾소상공인 역량 강화

◾정책자금 지원(융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금지원
센터
자금
+컨설팅
자금지원
자금
+컨설팅

재창업

◾업종별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web/main/index.kmdc).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가치
사슬

전반

지원
방식

창업 및 신생 기업

교육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

자금+
컨설팅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기초경영지원 사업

센터

성숙 기업

창업 및 신생 기업

성숙 기업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사이버 교육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
데미
◾협동조합 임원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 설립·전환 및
운영 지원

◾기초경영지원 사업
◾경영 컨설팅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생산

컨설팅+
실무

◾상품경쟁력 강화

판로

자금+
컨설팅

◾유통채널 진출
◾공공구매

경쟁‧협력 환경

협동조합 지원 사업

◾협동조합 모델 발굴

◾협동조합 판로지원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
매 활성화

◾SE 파트너십 사업
◾프로보노
◾사회적 금융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web/main/index.kmdc).

158 부록

부

록 3

사례지역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문경-1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가
치
사
슬

산
업
경
쟁
환
경

기업 인프라

- 기업 내 영농조합법인 공장 및 창고 시설 – 문경 오미자체험촌(숙박 시설, 찜질방, 수영장 등) 시설 운영
- 공단부지에 GMP, HCCP 조건 적합한 대형화 및 자동화 시스템 공장 준설 중

인적 자원 관리

- 전문화된 조직 세분화. 수출, 회계, 디자인, CS 등 담당 직원
- 본사와 서울지사 운영. 본사에선 원료 조달, 생산 중심 업무 인력. 서울지사는 수출, 디자인 경영 인력 근무.

기술 개발

- 창업 초기엔 음료 전문 기술 인력을 두었으나, 인건비 문제로 지금은 위탁 형태로 진행
- 대표가 해외에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를 하고, 상품 아이디어 구상. 농진청 등 R&D 전문기관과 협력하
여 상품개발.
- 특허 3건(협력 1건, 자체 2건), 실용신안 3건, 상표등록(상쾌, 디오미, 라오미, 자연재) 4개

조달

- 계약재배에 의한 원료 조달

구매 물류

- 10농가 계약재배, 해당 농가와 관련된 작목반에 더 필요한 20농가 정도의 물량 넣는 방식(필요한 원료량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체 계약재배하지 못함)
- 정해진 종류의 농약을 정량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가 선별. 잔류농약검사서 제출한 품질 인증된 원료 수급.
- (생오미자 기준) 2016년 스타벅스 납품 시 130톤, 2017년 90톤, 2018년 150톤 - 연간 8억 원
- ’16년, ’17년 생오미자, ’18년부터 건오미자(수출에 주력하기 위해 저장성이 뛰어난 건오미자로 변경)

생산

- 2017년 16억(스타벅스만 6억)/2018년 예상 매출 13억(스타벅스 부분 수출로)
- 15개 제품/1년에 3개의 신제품 런칭. 트렌드에 뒤처진 제품은 폐기.
- 탄산 캔음료 신제품 생산 중(색소나 향을 첨가하지 않고, 오미자 그대로 추출. 몸에 좋고 맛있는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에 적합)/수박과 오미자 콜라보 신제품 생산 중

출하 물류

- 학교급식, 농협: 완제품 - 스타벅스, 설빙, 뚜레쥬르, 탐앤탐스, KT&G, 아이쿱: 중간재
- 13개국 수출(미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싱가포르, 러시아, 캐나다 등)
- 간접수출 30%(국내 유통 수출업자)/직접수출 70%(대표 직접 바이어 협상)
*현재 내수시장 80%, 해외시장 20%(2018년 3억)
*앞으로 해외시장 40%까지 확장할 예정(하반기부터 수출 매출 한 달에 1억)

마케팅 및 판매

- 자체브랜드 사용. 상표등록(상쾌, 디오미, 라오미, 자연재) 4개
- 대표의 언론 활동, 홈쇼핑 판매 등 진행
- 자본투입이 많이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은 하지 않음.

서비스
(부가활동)

- 문경 오미자체험촌 운영, 수영장, 숙박 시설, 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보유

기존 기업 간 경쟁

- 청, 원액 등 일반적인 상품도 생산하지만, 오미자 음료 부분에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경쟁자 적음(그 외 오미자 음료 생산 기업 1개). 특히 혼합음료 생산기업은 오미자밸리뿐.

신규 진입자의 위협

- 20억 규모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수출시장 판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오미자 가공기업.
다양한 신제품 개발로 제품 경쟁력도 가지고 있음. 해당 규모로 진입하기 위해선 자본투자 필요. 진입자
위협이 적음.

대체재의 위협

- 블루베리, 아로니아, 엘더베리, 매실, 복분자 등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열매를 활용한 차, 청, 잼
등이 오미자의 대체재로 볼 수 있음. 문경 오미자밸리에서 주요 수출품인 음료의 경우, 과실을 활용한
음료들이 모두 대체재가 될 수 있어, 대체재의 위협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 2013년~2014년 오미자 수요 증가로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농가의 가격결정권이 향상되면서 원료 공급
자의 교섭력이 컸음. 그러나 현재 오미자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오미자 농가의 판로가 감소하면
서, 공급자의 교섭력 약화되고, 가공기업의 교섭력이 향상됨.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 문경 오미자밸리는 특히 수출품과 관련하여 대체재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수준을 맞추기 위해, 대형화 및 자동화 시설을 설립하여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 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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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기
업
특
성
및
수
요

- 2007년 오미자 체험촌 운영(정부 지원으로 오미자 홍보)/2009년 오미자밸리 영농조합법인 설립(8농가),
창업
공장설립
기업 유형
- 현재 영농조합법인
- 가공시설의 대형화와 자동화
기업의 비전 및 전략 - 해외시장 개척(해외시장 전체 매출의 40%까지 확대)
- 해외의 소비자 트렌드에 적합한 오미자 상품 지속 개발
- 계약재배를 통한 안전한 원료 사용 및 안전한 공정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등록,
GAP 인증, 클린사업장 인증, 미국 FDA 제품 등록 등)
기업의 강점
- 가공 분야에만 집중 - 해외 수출시장에 집중
- 제품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설의 대형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중
-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소비자 트렌드 파악, 수출하고자 하는 각국의 트렌드 파악, 신속하게 상품개발 진행
- 오미자 활용한 신제품(ex. 생오미자로만 향과 색소를 추출하여 만든 탄산음료)개발했으나, 이마트나 농협
등의 유통채널에 들어가기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기업의 약점 및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17개국에 바이어 확보했으나, 최종적으로 가격경쟁력 때문에 판매하지 못하는
당면 문제
경우가 많음.
- 대형화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가성비 확보하여 가격경쟁력 높여야 함.
- 각 지역의 거점 기업 육성. 농가의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규모화된 기업 육성.
거점기업 육성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평가.
정책 수요
- 원료 수매 시 필요한 자금 대출. 1년 안에 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 자금순환이 되어 해당 사이클에
맞추어 물량 늘릴 수 있음(오미자 수매 시기 9월~10월 맞추어).
연구진 종합 평가

- 가공기업으로서의 전문성 갖추고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문경-2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기업 인프라

- 맥주 양조 시설 공장(현재 2만4000리터에서 7만4000리터로 증설 중)

인적 자원 관리

- 정규직 6명(생산, 관리, 연구개발, 시스템개발), 유통 및 마케팅 분야 2명(30~40대 인력)
* 분리된 유통법인 설립함.

기술 개발

- 현재 상품에 대한 기술 보유. 실용화재단과 협력 개발,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효모기술 이전. 산학협력
도모 중. 장기적으로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조달

- 원료 조달: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조달

구매 물류

- 오미자 농가에서 청 형태로 수급. 10톤/고정 파트너 존재
- 사과는 착즙 형태로 10톤 수급(백설공주영농조합법인)

생산

- 자체 보유한 양조공장에서 맥주 생산
- 점촌 IPA, 문경새재 페일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주흘 바이젠, 오미자 에일

출하 물류

- 공장 직거래
- 지역 내 직판장
- 외부업체: 펍, 카페, 피자집, 놀부부대찌개 등의 일반음식점 등 130개 업체(서울/경기 40%, 대구/경북/부산 40%)
* 주류 도매업자 비율 3~4%. 나머지 직접 납품

마케팅 및 판매

- 수제 맥주 축제 등 관련 축제 참가
- 바이럴 마케팅(고객이 직접 인스타 등 SNS로 홍보)

서비스(부가활동)

- 맥주 공장 견학(매달 10팀 이상)

산
업
경
쟁

기존 기업 간 경쟁

- 지역 내에선 맥주 가공이 유일함. 문경 로컬 이미지와 수제 맥주를 결합하여 제품 차별화함.
- 다국적 기업의 국내 맥주 회사 인수, 국내 수제 맥주 종류 증가 등 지역 외 경쟁자 증가

신규 진입자의 위협

- 맥주 사업은 자본력과 유통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로, 로컬 이미지 결합한 맥주 시장의 진입자 위협은 낮은 편

대체재의 위협

- 수입 맥주 시장이 커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대체재 위협 큼.

환
경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 이미 저장된 오미자청 형태로 수매하기 때문에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높음.

가
치
사
슬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지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약함.

160 부록
(계속)

기
타
기
업
특
성
및
수
요

창업

- 산동네영농조합법인에서 오미자 농사와 오미자 맥주를 함께 생산하던 중, 맥주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투자자 6명(10억)을 모아 ‘가나다라브루어리’ 법인을 만듦.
- 2016년 12월 창업. 실제 양조 2017년 9월~

기업 유형

- 주식회사

- 팔리는 제품 만들고, 직접 판로 개척
- 매년 50~100억 매출 확보 목표
기업의 비전 및 전략 - 주류 도매업자 통하지 않고 직접 유통 구조 확립. 전국 규모의 유통 구조 확립 노력: 문경을 본부로 두고,
각 지역의 물류센터에 물류 보내고, 해당 센터에서 지역 거래처에 납품하는 구조 확립.
- 소비자 트렌드(최근 신맥주 유행)에 적합한 맥주 개발
기업의 강점

- 유통 전문가 인력이 있어, 유통구조 직접 구축 능력(서울 물류센터 별도 구축 중. 경남권, 전라권 구축 구상 중)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 상품 퀄리티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정책 수요

- 가공기업 지원 사업의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해결 필요, 지원받기 위해 불필요한 노동력 소모

연구진 종합 평가

독자적인 판로개척 방식을 통해 빠르게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상품 퀄리티 향상과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가능

<문경-3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기업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구매 물류

가
치
사
슬

생산

출하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부가활동)

기존 기업 간 경쟁

산
업
경
쟁

신규 진입자의 위협

환
경

대체재의 위협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

-

가공공장, 냉동창고 등 시설(일부 정부 지원받음)
가공인력 6명(가족 인력 3명, 정규 가공 3명), 농사 인력 6명, 그 외 파트타임 인력 10명
전문화된 조직 세분화 없음. 대부분 생산인력으로 활용함.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 위주로 생산해왔음. 최근 유산균 발효 기술 습득 중.
원료 조달: 직접 재배 50%, 지역 농가 50%
지역 내 농가로부터 원료 50% 수매, 자체 오미자 농사를 통해 50% 원료 충당
자체 가공공장 및 시설을 가지고 10여 가지의 오미자 가공상품 제조 및 생산
생오미자, 건오미자, 오미자생즙, 오미자청, 오미자 원액, 오미자잼, 오미자 분말, 환 등
소비자 직거래 50%: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
지역 내 직판장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우체국 쇼핑 등) 50%
* 대형마트를 통한 판매의 경우, 매출만 늘어나고 수익이 적어 중단
‘자연미소’ 자체 브랜드 사용
홈페이지 통한 고정 고객 관리
그 외의 홍보 마케팅을 못 하고 있음.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3년에는 지역 내 가공기업이 이젠하우스 1개였으나, 현재 55개까지 증가
지역 외부 경쟁자까지 경쟁자로 보면 5배 이상이 됨.
경쟁기업들 모두 오미자청, 생즙 등 유사한 상품 생산. 해당 상품들에 대한 소비량은 정해져 있는데, 경쟁 기업만
증가하는 추세임.
* 문경 지역 생산 오미자를 타 지역의 가공업체에 판매하기도 함. 전라도 지역에서 문경 오미자 이름으로
가공제품 생산함.
청, 원액 등 일반적인 가공 상품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진입이 쉬움.
타 지역에서 오미자 농가가 증가하고, 6차 산업 등의 증진으로 가공하기 쉬운 해당 상품들 가공을 함께하는
농가 증가
건강에 좋은 다양한 식품들 소개. 특히 수입품에 대한 건강 관련 홍보 증가. 유사한 외국산 베리류 시장에서
강세. 그에 반해 오미자에 대한 홍보 부족함.
2013~2014년 원료가격 상승 시 원료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 안정적인 원료 수급 어려웠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직접 오미자 농사를 진행함.

- 유사제품이 많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약함.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이 약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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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유형

기
타
기
업
특
성

기업의 비전 및 전략
기업의 강점
-

및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수
요

정책 수요
연구진 종합 평가

-

창업 1996년 / 오미자 가공업 2003년~ / 오미자 농사 함께 진행 2007년~
개인기업
지역 내 농가와의 협력을 통한 기업 육성
유산균 발효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여 차별화된 상품 개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함.
문경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공기업.
현재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술력을 보유한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신제품 개발 노력: 중소기업청 과제로 미세먼지 발생 시 호흡기에 좋은 제품 생산. 유산균 발효즙. 현재 시제품
생산. *가공 공정 과정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 등 기술력을 완전히 이전받지 못함.
제조상품의 희소성이 부족하고, 지역 내외의 경쟁자 증가로 과당 경쟁
수입 베리류의 대체 상품으로 인한 소비량 감소
인력 노령화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
저리 대출 지원 등을 통한 자금 안정성 확보 필요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적합한 기술 이전 필요
오미자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 및 마케팅에 투자
영세한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력 보유 필요
기업 규모에 비해 전문경영 인력 부족

<하동-1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기업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가
치
사
슬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부가활동)

산
업
경
쟁
환
경

기존 기업 간 경쟁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 가공공장 2개 동, 창고, 사무동 및 체험장
- 주요 기계 및 장비는 정부 보조사업(농산어촌자원복합산업화)을 통해 조달하여 설치·운용
- 총 15명의 정규직 직원. 관리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3개 부서 운영 중
(HACCP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검사 전문인력 2명 운영)
- 원료수급을 위한 ‘품앗이단’ 조직·운영
- 유기가공 식품 인증
- 녹차 1차 가공공장으로 최초로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 계약재배에 의한 원료 조달
- 자체 다원이 없어 100% 계약재배를 통한 녹차 생엽 수매
- 78농가의 73ha 차밭에서 년 500~600톤 생엽 및 건엽 수매(9억~10억 원)
- 특히 계약재배농가를 마을별로 4~5농가씩 ‘품앗이단’으로 묶어 채엽 단계에서 공동노동을 통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원료수급의 부족 문제 해결
- 주로 대중적인 중저가 녹차 티백 생산
- 연 매출 30억 원으로 이 중 80%가 티백 제품, 20%가 식품첨가용 녹차가루와 같은 중간재 형태의 제품
- 잎차 형태의 녹차는 0.1% 미만으로 거의 없음.
- 100% 자체 가공공장 운영을 통해 제품 생산
- 자체 수출 없이 100% 국내 내수용으로 출하
- 주력 상품인 녹차 티백과 녹차가루 대부분을 ㈜동서식품과 같은 대기업 등 5개 대형 유통기업에 납품
- 현미녹차의 경우 티백 녹차 원료를 대기업에 공급하면 해당 대기업에서 현미 원료를 첨가하여 완제품 티백을 제조
- 미미한 양만 생산하는 잎차는 자체 상표(동천)를 달고 출시하지만,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 판매가 아닌 방문자용
판매가 대부분임.
- 별다른 마케팅 활동이 없음.
- ㈜동천은 녹차의 1차 가공업체로 위 출하 물류의 내용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음.
- 사무동에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체험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동군 내 대규모 공장방식의 제다기업이 많지 않아 기존 기업과의 경쟁은 미약함.
- 그러나 타 지역 특히 제주도 녹차를 기반으로 오설록을 생산하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중 녹차 생산 대기업
의 시장지배력에 의해 자체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하동군 내 대규모 공장방식의 제다기업이 많지 않고 새로운 대규모 공장 기업이 들어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 내 신규 진입자 위협은 거의 없음.
- 국내 녹차시장의 축소로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지역 내에서나 국내에서는 거의 없음.
- 국내 커피시장의 확대로 인해 대중 녹차시장의 입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같은 차 시장 내에서도 고급
잎차와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차 수입 증가로 시장에서의 위협요소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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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재배에 의한 직접 수매로 인해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원료 공급자에 해당하는 차엽
생산농가들을 ‘품앗이단’으로 조직화하여 운영.
- 1차 가공 녹차를 공급하던 구매기업이 과거보다 10분의 1로 감소한 데다 국내 녹차시장이 축소되어온 탓에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은 매우 낮음.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 구매자(대기업)의 공급가격 하향 조정 압력, 소비자 요구(위생 및 위해요소 문제 해소)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단
계의 노력에 대한 강요 등을 ㈜동천의 생산비용 증가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임.
창업
- 2003년
- 현재 주식회사
기업 유형
- 2003년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010년 주식회사로 전환
- 대중적 녹차 티백 제품의 대량생산체계 구축·확대
기업의 비전 및 전략
- 유기가공, 위해요소관리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대중 녹차 생산
- 자동화 및 기계화 생산방식으로 대량생산 가능
기업의 강점
- 유기가공 및 HACCP 인증으로 대기업 납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보유
- 1차 가공업체의 지위에 안주하여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새로운 상품 개발 역량 부족
- 새로운 시장개척 역량 및 노력의 부족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 시설의 노후화
- 중저가 차품 시장에서 생산비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차의 시장 진입 위협
- 가공시설의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자금지원(시설보완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 절실
- 지역 차원의 녹차 체험 관광 기반 구축 필요.
정책 수요
* ㈜동천의 경우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으나 지역 자체의 관련 기반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개별 기업의 노
력만으로는 녹차 체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지역의 녹차 체험 관광 활성화가 가능해야 개별 기업의 체험
활동 역시 활성화될 수 있음.
-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상품개발에 기반한 구매자 다변화 노력 필요
연구진 종합 평가
-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로 직접적인 시장 진입 노력 필요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기
타
기
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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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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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2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가
치
사
슬

기업 인프라

- 사무동, 시음장 및 체험장
- 가공공장, 조경용 차밭 정원, 자체 생산 다원

인적 자원 관리

- 가족 노동력만으로 제다기업운영

기술 개발

- 녹차의 발효 및 반발효 제다기술 보유
- 현재 홍차 개발 노력 중(한국발효차영농조합법인: 티투어, 목밀다원, 석천다원, 신흥다원, 혜림농원, 애일다원,
향림다원, 덕은다원, 한밭제다)
- 6개 제다기업이 결성한 ‘발효차 포럼’을 통해 발효차 기술교류와 해외 견학을 통한 신기술 도입 추진

조달

- 자체 다원과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조달

구매 물류

- 연간 100톤 정도의 차엽 중 40톤은 자체 다원을 통해 조달하며, 60톤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
- 계약재배에 의한 수매는 2개 마을 10개 농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생산

-

출하 물류

- 자체 수출 없이 100%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
- 고급 잎차와 발효차는 사무동·체험 동에서 방문객에게 판매하거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일부 가루
녹차와 삼각 티백 제품도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에 포함)
- 대부분의 대중차는 삼각티백 및 핸드드립 커피 OEM 전문회사인 ‘다익인터내셔널’과 녹차 전문판매업체인 ‘정다
원’에 공급

마케팅 및 판매

- 충성고객들을 중심으로 다회 개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및 제품 홍보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

서비스 (부가활동)

- 4~6월 기간에 녹차 가공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동 기간 하루 평균 20~30명의 체험객 방문.

연 매출 5억 원 정도 생산
매출액 기준으로 고급차(잎차) 50%, 대중차(티백)가 50% 차지. 중량으로 환산 시 20톤과 80톤 정도.
대중차 생산 공정은 대부분 기계화·자동화 설비 구축
고급차는 기업대표를 중심으로 가족노동력을 활용해 생산
일부 가루녹차 및 녹차가루 생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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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 간 경쟁

- 잎차 형태 녹차의 경우 고급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의 우전이 100g당 6만 원, 가장 비싼
차가 100g당 10만원 수준으로 실제 최고급차이기보다는 중고급차 수준에 머물고 있어 언제든 기존 제다
기업과의 경쟁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최근 발효차 생산을 전체 매출의 10% 정도
까지 확대했고 한국 홍차 개발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상품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음.
- 대중 녹차의 경우 10년간 계속되는 국내시장의 소비 감소, 대기업의 차 가공 참여 등으로 중소 녹차가공기
업 간 경쟁심화가 지속되고 있음.

신규 진입자의 위협

- 대중차의 경우 국내 녹차시장의 축소로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지역 내에서나 국내에서는 거의 없음.
- 본 기업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발효차의 경우, 차 소비자들의 발효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녹차를
중심으로 생산하던 기존 제다기업들이 발효차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어 경쟁 심화의 위협이 존재

대체재의 위협

- 국내 커피시장의 확대로 인해 대중 녹차 시장의 입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같은 차 시장 내에서도
고급 잎차와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차 수입 증가로 시장에서의 위협요소가 증가하고 있음.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 자체 다원을 갖추고 전체 필요 원료의 40%를 조달하고 있고, 10개 다원(농가)과 계약재배를 통해 60%의
원료를 공급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 교섭력을 지니고 있음.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 매출의 약 50%를 담당하는 대중차의 구매자가 삼각 티백 전문회사 1곳과 녹차 전문 판매업체 1곳으로
다양화되지 못해 구매자와의 교섭력은 낮은 상황임.
- 구매자들이 한밭제다가 공급한 원료가 유기농 녹차임을 강조하지만, 화개면 일대가 모두 유기농 녹차
재배지역이고 현재의 구매자가 공급자를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임.

창업

- 2000년 현 대표의 부친이 1980년대부터 화개면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식품업체를 운영하였고, 이를
현 대표가 이어받아 2000년에 한밭제다로 운영 중임.

기업 유형

- 개인기업

기업의 비전 및 전략

- 고급 녹차 생산 지향
- 발효차 생산 확대 및 한국 홍차 생산 추진

기업의 강점

- 대중차의 경우 자동화 및 기계화 생산방식으로 대량생산 가능.
- 기존의 녹차 단일 품목에서 벗어나 제품 다양화에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음.
- 특히,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서비스 활동의 활성화가 충성고객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 대중차의 경우 1차 가공업체로써 구매자 다변화가 부족한 실정임.
- 가격대가 어중간한 중고가 잎차 제품의 경우 발효차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상품개발 필요.

정책 수요

- 가공시설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승용형 자동 채엽기를 1대 운용하고 있으나 추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 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자동 채엽기 보급 지원 필요.

연구진 종합 평가

- 제품 다양화와 구매자 다변화의 노력이 필요.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의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필요함.

<하동-3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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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프라

- 사무동 및 체험장, 60평 규모의 가공공장
- 1만 평 이상의 자체 다원 소유
- 공장 설비와 발효기계는 정부 보조사업(농산어촌자원복합산업화)을 통해 조달하여 설치·운용: 총비용
3억 중 정부 보조금 1.5억 원 투입

인적 자원 관리

- 가족 4명이 운영. 부인이 기업 대표를 맡고 남편은 차 생산 담당. 자녀들이 기업운영과 차 생산 지원.
- 원료 수급을 위해 4~5월 사이 45일간 25명 일용직 채용, 차 생산을 위해 2명 채용

기술 개발

- 30년 이상 제다 경력을 바탕으로 녹차 원료(하동 녹차 잎)를 바탕으로 6대 차류 중 흑차 외에 녹차,
백차, 청차, 황차, 홍차 모두를 제다하는 기술 보유
- 인삼, 홍삼 등을 적용한 차품 생산 특허 2종 보유: 산삼홍삼, 산삼녹차 등의 제품화 적용 성공
- 한 가지 새로운 차품 개발을 위해 50회 이상 시험 가공 시행

조달

- 주원료인 차엽의 자체 생산

구매 물류

- 차엽은 100% 자체 공급
- 차엽 생산은 자체 다원 및 임대 차밭 등 총 7만 평에서 조달(현재 약 5만 평에서만 채엽 중임)
- 포장재는 하동군의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부산에서, 자체 포장은 대전에서 조달

164 부록
(계속)
생산

- 40g 기준 최저 10만 원에서 150만 원에 이르는 최고급 차 생산
- 연간 생산량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5억 원
- 이중 녹차 30%, 홍차 50%, 청차 5%, 백차 5%, 황차 10% 비중

출하 물류

- 생산 제품 모두 완제품으로 직접 판매

마케팅 및 판매

- 다회 개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차 관련 행사 참가
- 단골 고객의 주문에 의한 판매가 60% 비중. 그 외에 방문객 판매, 차 관련 대형행사에서의 판매 등
(방문 손님은 연 70명가량 되며, 일본 관광객들이 고급차 수요자로서 구매비율이 높음)
- ‘요산당’과 ‘고려차’ 두 가지 브랜드로 상품 출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서비스(부가활동)

- 우리 차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차 가공체험 프로그램 진행. 연간 1백 명 정도 참가.
- 소규모 다회 보름에 1회 정도 개최

기존 기업 간 경쟁

- 연간 매출 5억 원 수준에서 꾸준히 최고급 수제차를 생산(즉, 수제 생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생산)
이에 따라 특별히 타 기업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음. 특히 고가의 최고급 차품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을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함.
- 오히려 소엽종 찻잎으로 생산 가능한 모든 차품을 제품혁신에 의해 생산하면서 스스로 타 기업과의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

산
업
경
쟁

신규 진입자의 위협

- 30년 차 가공 노하우에 기반하여 고가의 최고급 차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새로운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음.

대체재의 위협

- 고가의 최고급 차품은 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어 대체재의 위협 정도는 낮음.

환
경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 모든 차엽 공급을 자체적(소유 및 임대 다원)으로 하고 있어 공급자와의 교섭 관계 해당 없음.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 대기업이나 전문 판매업체 등 타 업체로 판매되지 않고 전량 자체 판매하기에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과는
무관. 다만 단골 고객 관리, 그리고 잠재적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외국 관광객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관리 필요

기
타
기
업
특
성
및
수
요

창업

- 2003년: 선친이 1979년 설립한 고려다원에서 함께 일하다 2003년 분가 형식으로 독립하여 창업

기업 유형

-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기업의 비전 및 전략

- 세계적 명차 생산과 세계 최고급 차 시장 진출
- 우리 차에 대한 교육과 문화 전파

기업의 강점

- 30년간의 차 가공 노하우를 공예(工藝) 수준으로 격상시켜 최고급차 생산 역량 구축
(2002년 국제명차대회 은상(녹차우전), 2003년 대한민국 올해의 명차상(청차특품), 2004년 하동차축
제 올해의 명차상(고려차 극품), 2005년 국제명차대회 은상(홍차우전), 2006년 국제차문화대전 최우수
상(녹차특선), 국제명차대회 금상(녹차특선), 2007년 하동차축제 우수상(녹차세작), 국제차문화대전 우
수상(녹차특선), 2008년 올해의 명차상 등)
- 다양한 실험정신을 통해 지속해서 새로운 상품 혁신 창출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 민간분야 즉 제다업체, 관련 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실적이 거의 없음.
- 온라인 마케팅 역량 부족(예로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축했지만, 관리 미흡)

정책 수요

- 잎차(고급차, 수제차) 시장의 도/소매 시장의 분리와 투명한 차시장 조성 지원
- 한국 명차, 고급차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연구진 종합 평가

-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의 명성은 이미 잘 구축되어 있고 제품 경쟁력도 있어 향후에는 한국의 최고급차
또는 명차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차 경쟁대회에 지속해서 참가하고 이를 위해 차품의 개선, 새로운 차품의
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하동-4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가
치
사
슬

기업 인프라

- 판매 전시장 약 3평
- 생산공장: 부지 200평, 건물 50평

인적 자원 관리

- 정규직 직원 4명 고용, 판매 전시장 2명 상시 근무, 공장근무 상시 근무 인력 2명

기술 개발

- 녹차 나무의 잎, 씨, 꽃 등을 이용한 제품 생산과 관련해 약 40개의 특허 보유
- 특허기술 관련 국제 SCI 논문 게재
- 이외 상표등록 10건 (대표 브랜드 네임은 다오와 정소암)

조달

- 화개면 차 농가들로부터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
- 포장지는 경기도 파주와 부산의 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며 포장 디자인은 스스로 수행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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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부가활동)

-

기존 기업 간 경쟁

산
업
경
쟁
환
경

신규 진입자의 위협

-

대체재의 위협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

창업
기업 유형

기
타
기
업
특
성
및
수
요

기업의 비전 및 전략 -

기업의 강점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

정책 수요

연구진 종합 평가

-

매년 녹차씨 50~60톤, 녹차꽃 7톤, 생엽 2.5톤 수매
매출 기준년 5억2천만 원 규모로 제품 생산
녹차발효식품: 차꽃식초, 차꽃진액, 차꽃잠(발효액), 차꽃꿀, 녹차소스, 녹차씨식초, 녹차티잠, 녹차씨잠 등
녹차오일: 녹차씨유 등
차 생산: 녹차, 백차, 홍차, 청차, 황차, 차콩차(차씨앗 차), 전통잭살, 유자잭살 등
이상 다양한 특허기술을 활용해 지속적인 제품혁신 달성
생산 제품 모두 완제품으로 직접 판매
자체 매장(전시 판매장)을 통한 판매: 일 판매액 약 50만 원
전화 주문 판매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쇼핑몰을 통한 판매
주로 구매 경험자들에 의한 입소문을 통한 홍보 마케팅과 블로그 마케팅 추진
충성고객에 대한 사은품 송부 등을 통해 고객 관리
생산공장에서 차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출의 일정 부분을 매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이익 나눔)
녹차 제품은 기존 기업과 경쟁 정도가 적지 않은 상태이며, 녹차 외 6대 차류의 경우는 기존 기업 간
경쟁이 다소 낮은 상황임,
차품 외 차 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은 매우 독보적이라 경쟁상대가 거의 없는 상황임(국내 최초).
녹차와 같은 차품 외에 차 나무의 씨, 꽃, 잎 등 다양한 부분을 활용한 음식료품 및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20년 가까운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특허로 보호하여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음.
차 제품은 비교적 중고가 제품이어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커피 및 기타 음료와 같은 대체재와
경쟁관계에 있으나,
차나무의 씨, 꽃, 잎을 활용한 차 이외의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혁신적 제품이라 아직은 큰 대체재의 위협
이 없는 상태임.
20년간의 신뢰로 구축된 원료공급 농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안정된 협력관계 구축
(이를 위해 공급농가에 소득증대 및 부가적 일자리 지속적 제공)
생산제품 모두 자체 판매를 하고 있어 구매자 교섭력 정도에 무관하지만, 반면에 다품종 소량생산이라
대형 유통기업을 통한 판매, 대기업 공급 등은 불가능한 상태임.
이러한 이유로 기업 자체의 전시 판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주문, 방문 판매 등의 제한적 유통방식
만을 활용하고 있음.
2009년: 현 대표의 친정이 1996년부터 차 가공을 하던 곳에서, 2009년 5개 농가가 함께 다오 설립
영농조합법인
차의 total solution 지향 (현재 차 나무 원료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의 25가지 제품 생산)
차 관련 식품 생산을 통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 확대
(기업과 농민의 Win-Win)
차나무의 잎, 씨, 꽃 등 다양한 부분을 활용한 식료품 생산을 기술 역량 구축
지속적이고 빠른 혁신으로 새로운 상품 지속 개발(매년 2개 정도의 신제품 개발)
농가소득,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대한 사회적 기여로 (20년간의) 신뢰에 기반한 후방연계 구축
광주, 부산, 진주 등 다양한 지역의 생명공학연구소, 하동군 녹차연구소, 다수의 병원 및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아직은 영농조합법인 참여 농가에 적정한 이윤 배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 창출을 못하고 있음.
다양한 특허기술을 개발하였지만 이를 동물실험, 임상실험 등의 모든 단계를 거쳐 상품화하는 데 막대한
자본투입이 필요하여 상품화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있음.
성분검사, 유해성 검사 등은 물론 동물실험까지 통과하여 임상실험만을 남긴 농촌 중소기업의 임상실험
비용 지원 필요(본 기업의 경우 인지기능, 즉 치매 개선에 효과가 있는 ‘차씨오일’ 제품을 생산하고 마지막
임상실험 단계를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비용이 자부담 2억 원을 포함해 총 8억 원이나 필요하여 더
이상의 상품화 단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스테디셀러, 인기 상품 등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너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만 고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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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1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기업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가
치
사
슬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부가활동)
기존 기업 간 경쟁

산
업
경
쟁

신규 진입자의 위협

환
경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창업
기업 유형

기
타

기업의 비전 및 전략

기
업

기업의 강점

특
성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및
수
요

정책 수요
연구진 종합 평가

-

가공공장 2개 동(GAP 시설, GMP 시설), 창고, 사무동 및 체험장
GAP 시설 : 세척기, 증삼기, 건조기, 태양광 건조장
GMP 시설 : 추출기, 배합기, 스틱충진기, 병충진기, 파우치충진기, 농축액 충진기
주요 기계 및 장비는 정부 보조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중소벤처부)을 통해 설치·운영
총 27명의 직원(정규직 25명, 파트타임 2명). 경영지원부, 영업관리부, 제조관리부 3개 부서 운영(제조관리부에
GMP/HACCP 관리팀 별도 운영)
- GAP 원료수급을 위한 ‘사업단’ 조직·운영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등록
-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GMP, FSSC 22000 인증
- 9건 특허 보유, 5개 상표, 1개 상표(국제출원)
- GAP 원료삼은 계약재배에 의한 조달, 일반제품 제조원료는 자체 거래처(생산농가, 조합 등)
- GAP 원료삼은 100%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13농가, 4억 원)
- 작업단을 통한 전체 GAP 수삼은 31농가, 약 50톤, 12억 원 수매(2017년)
- 특히 지역 인삼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 및 수확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단’을 운영하여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문제 및 농가수익 향상(시가 대비 5% 높음) 기여
- 홍삼음료, 원형삼, 당절임, 건강기능식품, 과자류, 추출액, 화장품 등을 생산
- 연 매출 30억 원(국내)으로 이 중 외주 가공 10억(30%), 홍삼음료(7억), 원형삼(5억), 당절임(4억), 건강기능식품(1억
6천), 화장품(1천만 원), 수출(연 150만 달러)
- GAP/GMP 제품은 100% 자체 가공공장 운영을 통해 생산
- 국내 매출은 30억 원, 수출은 150만 달러(베트남, 필리핀, 홍콩, 캐나다 코스트코 등) 출하
- 생산제품의 주요 고객군으로 한화갤러리아백화점, 탐앤탐스, 금산덕원영농조합법인, 한국나노흑삼홀딩스, 공영홈쇼핑,
롯데백화점 등에 납품
- GAP/GMP 제조 제품군은 대형백화점 납품
- 베트남 직매장을 통한 수출물량 납품, 필리핀, 홍콩, 캐나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
- 언론 활동, 각종 국내외 행사 홍보, 6차 산업 인증업체 활동
- 지역축제 참여 홍보 및 판매, 대중매체 홍보

- GAP/GMP 제조시설 체험관 운영, 자체 판매 및 홍보전시관 운영
- 금산군 내 GAP/GMP 제조시설 보유 및 관련 제품 생산기업은 현재 많지 않아 기존 기업과의 경쟁은 미약함, 특정
제품군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음.
- 그러나 국내 중견 및 대기업 제조업체와 인삼제품 유통업체 등과 경쟁 관계
- 금산군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어 신규 진입자 위협은 거의 없음.
- 국내 인삼제품 시장의 축소/정체로 동종업체가 경쟁이 과열
- 주요 인삼제품군에서 기능성 제품을 개발 생산, 화장품 제품류 차별화로 국내 커피시장의 확대로 인해 시장의 입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 수출시장 확대로 국내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 극복
- 계약재배에 의한 직접 수매로 인해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원료 공급자에 해당하는 GAP 원료삼
수확을 위한 ‘작업단’을 매년 운영
- 지역의 GAP 생산농가의 지속성 확보와 기업의 파삼(원형삼을 제외)을 대량으로 구매
- 국내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정체에 따른 시장경쟁이 격화, 인삼제품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은 열악해지고
있음, 차별화된 제품의 개발과 시장 선도가 중요한 과제임.
- 기존 주요 거래처 납품 단가의 물가상승 등 반영에 애로사항이 있음.
- 2013년(개업), 2015년(공장등록)
- 농업회사법인
- 농촌융복합사업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기반
- 인사 고유 성분의 소재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 상품의 희소성 및 기술력(GAP/GMP, 특허 활용)
- 차별화된 제품 생산시설 보유 및 필요 인증조건 확보에 따른 대형 거래처 활용
- 원료삼(작업단 운영) 구매 자금 부담, 매년 20억 내외 소요, 수매 원료삼 재고의 증가
-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비용 증대(업체 간 경쟁 확대에 따른)
- 최신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자금 확보(원금과 이자 동시 상환)
- 신제품 및 기능성 제품 개발과 분석 비용 부담 증가
- 시설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 절실(현재 기업의 담보권이 한도에 있어 추가적인 자금의 금융권 확보 애로)
- 신규 제품 및 기능성 제품 개발비용 지원
- 일반 인삼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원료삼 구매자금 절약(파삼 대량 구매)
-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의 차별화가 필요(대형 납품업체 거래 유지 및 확대)
- 기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해 시설자금 상환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수출확대가 필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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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2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기업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가
치
사
슬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부가활동)

-

기존 기업 간 경쟁

산
업
경
쟁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환
경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창업

기
타
기
업
특
성

기업 유형
기업의 비전 및 전략
기업의 강점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및
수
요

정책 수요
연구진 종합 평가

-

사무동, 창고
가공공장(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 시설 현대화, 조합원의 생산물 활용(원료삼 안정공급)
이사중 생산, 생산+단순가공, 자녀 참여로 전문경영 시도(정규직 4명 근무)
2회(연간, 명절) 인력 소요(임시고용 4~10명 정도)
녹차의 발효 및 반발효 제다기술 보유
현재 홍차 개발 노력 중(한국발효차영농조합법인: 티투어, 목밀다원, 석천다원, 신흥다원, 혜림농원, 애일
다원, 향림다원, 덕은다원, 한밭제다)
6개 제다기업이 결성한 ‘발효차 포럼’을 통해 발효차 기술교류와 해외 견학을 통한 신기술 도입 추진
금산군 내 인삼농가(생산자 물량으로 원료 조달)
지역 내 수삼농가 수삼 구매(회원생산농가 중심)
홍삼 1톤 정도 물량의 제품생산 활용
연 매출 2.5억 원 정도 생산(공장 가동 초기 상황이고, 매년 물량 증가 추세)
매출액 기준으로 홍삼정, 홍삼정이 주력 상품 차지
홍삼 제품류 생산시설(세척, 증삼, 건조, 추출/농축, 포장 등)기계화·자동화 설비 구축
기업운영은 기업대표를 중심으로 가족노동력 및 지역 마을주민 활용 생산
주요 생산제품은 홍삼정, 홍삼액, 홍삼절편, 홍삼, 흑삼
기존 관행적 거래처 활용(개인 간 거래), 수출업체 OEM 추진(소량 물량, 판로확대 기여)
지역 소상공인특화센터 정보 적극 활용,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지역축제 등 참여 홍보 및 마케팅 활용
지역축제 참여 판매 및 마케팅 활동 참여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기존 제품에 기능성 추가하여 품질 차별화
지역의 금산인삼축제 활용, 금산인삼 전국 지역별 박람회 활용(자사 제품 홍보, 거래처 다변화 시도), 중간상
인 공장 시설 견학 및 제품 시음 시행
금산지역의 인삼 생산농가에서 단순 가공공장 설치, 향후 시설현대화를 통한 다양한 인삼제품 생산/판매로
지역 영세업체 간 경쟁 심화
금산시장 방문 일반인 대상 인삼제품의 대량덤핑 판매로 인한 지역 이미지 타격
인삼제품 생산자별 차별화 제품 생산과 함께 유통/판로 확보가 관건
기존 단순가공(백작소)에서 가업 승계 등을 통한 신규업체 진입, 지역 내 신규 진입자와 함께 전국 인삼제품
제조업체 간 경쟁 과열
인삼제품 소비시장의 정체를 신규 제품 차별화 및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국내 판매량을 확대하고,
나아가 수출시장 판로개척에 주력하여 경쟁관계 개선
현재 인삼엑기스 첨가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판매 시작
본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 OEM, 수출시장 OEM 확대로 대체재의 위협 극복
건강기능식품은 경기 변화에 민감하므로 안정적 수요처 발굴로 커피, 전통차 시장 위협과 해외시장 발굴로
대체재의 위협증가를 극복
일정 물량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 조달시스템은 아직 미완이지만
금산군 생산농가 및 농업회사법인 회원 농가 물량으로 현재 인삼제품 생산원료 100% 조달
판로 확대에 따른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회원 농가와 계약재배 추진 예정
매출의 약 60%를 기존 관행 거래 소비자 담당
통신판매 10~20%, 축제 및 박람회 판매
수출업자의 OEM 물량 계약 추진으로 구매자 교섭력 강화보다는 판로개척에 의미, 시설활용을 통한 손익분
기 달성(시설 1회 가동 소요 원료 등 생산비용 5천만 원 정도 소요)
2014년 현 회사 창업, 대표 자녀 참여로 마케팅/홍보 및 거래처 확보 주력
지역 인삼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활용
농업회사법인
생산농가+기업 상생(안전, 안심 제품 생산)
다양한 홍삼 제품 및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전략
자동화 및 기계화 생산방식으로 대량생산 가능
기존의 홍삼 제품 생산과 함께 다양한 농산물 활용(도라지 등) 제품 차별화 시도
지역 비즈니스 지원시스템 적극 활용, 다양한 정보 활용
기존 판매처 이외 안정적 대량 판로확보 미흡, 통신판매 등 최근 시설 보완
비슷한 생산자와 경쟁 심화
다양한 제품 차별화를 위한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참여 기회 확대
수출기회 확대 등
제품 판로(온라인, 수출시장 등) 다변화 노력이 필요
기존 제품에 추가하여 새로운 제품의 차별화가 필요
신규 참여 경영진의 젊은 마인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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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3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요약>
기업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가
치
사
슬

조달
구매 물류
생산
출하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부가활동)
기존 기업 간 경쟁

산
업
경
쟁
환
경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기
타
기
업
특
성
및
수
요

창업
기업 유형
기업의 비전 및 전략
기업의 강점
기업의 약점 및
당면 문제
정책 수요
연구진 종합 평가

-

사무동 및 체험장, 30평 규모의 가공공장
가계승계기업(생산, 제조), 자체 인삼포 운영
제조시설 및 포장기 등(정부 및 금산군 보조사업으로 설치)
상근인력 경영주 포함(2명이 운영).
인삼 수확기 제조에 필요한 파트타임 인력 활용(부정기적, 3~5명 내외)
소상공인 기업이므로 제조, 판매 등 전문화된 부서, 조직 없음. 가계 구성원 중심 운영.
부모님의 인삼제품 제조기술에 현 대표의 한의학 지식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지역 국제인삼약초연구소 비즈니스 시스템 활용(성분, 안전성 분석 이용)
지역 가계승계 기업인 협동조합을 결성, 각각 장점과 제품 차별화 정보 및 시설 활용
자체 생산한 삼포의 원료삼 주 활용, 추가적인 물량에 소요되는 재료는 협동조합 회원 물량 이용
100% 자체 공급
소규모 1차 가공삼 원료는 협동조합 회원 생산 물량 활용
디자인, 포장은 외부 업체 위탁
홍삼경진고, 홍삼농축액, 홍삼추출액, 절편 등 생산
홍삼경진고는 경영주의 한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차별화 시도
연간 생산량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3~4억 원
가계승계 소규모 생산시설을 보유
일정 부문(포장, 디자인 외부 위탁), 협동조합 생산시설 추가 활용
대대로 개인 거래자(소규모), 최근 카카오 등 신규 소비자의 다양한 트렌드 반영하기 위해 활용, 홍보와 판매처
확보에 온라인 기반 활용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 협동조합 회원 간 정기적 모임(신제품 개발, 시설 공유, 홍보 활용)
- 지역축제, 박람회 참여
- 온라인상 홍보 활동, 협동조합 온라인 기반 활용 제품소개, 홍보
- 경쟁보다는 내실이 중요
- 차별화된 제품 생산과 자체 판매협동조합 활용하여 소규모 기업 명맥 유지
- 지역 내 제조업체의 양심과 지역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 제고가 필요(신뢰 확보)
- 지역 제조업체는 가내수공업을 베이스로 해서 현재 온라인 활용 소공인 기업이 대부분임.
- 저가 제품, 관광객 활용, 다단계 납품 제품 생산업체 아니면 진입에 애로사항 없음. 지역의 금산 인삼약초기업인
협의체와 금산식품협회 등에서는 지역 제품 신뢰도 하락 업체 퇴출 등 자정 활동 진행
- 소비자의 다양하고 빠른 선호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소공인 기업의 제조시설 여건과 판매 여건이 불리함. 소상공
인 연합과 지역 판매 공공조직의 운영이 절실함.
- 현재 원료공급은 자체 수급하므로 애로사항 없음, 단지 신규제품의 개발과 브랜드 및 홍보에 제약이 있음.
지역 영세기업을 위한 공공의 판매조합 희망.
- 선대의 판로처 활용, 온라인 판매망 및 협동조합 판매망 활용, 전량 자체 판매하기에 구매자에 대한 교섭
력과는 무관. 다만 단골 고객 관리, 신규 고객 확보와 신뢰 구축 노력 필요.
- 생산 60년, 제조 1997년 시작, 현재 한국인삼명가는 2007년 창업
- 개인회사(가계승계 기업)
- 작지만 특색있는 지역 기업
- 강소 가계승계 기업
- 기업승계의 전통 활용, 현재 경영자의 한방지식을 접목하여 신제품 활용
- 현재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술력을 보유한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 한의학 접목을 통한 다양한 상품 창출
- 타 기업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상품을 제조하고자 하나, 제조시설 설치 부담, 판로확보 부담
- 홍보마케팅 전문성 부족
-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책
- 신규 제품 차별화 지원 및 공동시설 활용(정보 및 시설 공유)
-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고 가계승계 기업으로 한의학을 접목한 차별화된 제품 생산, 협동조합 참여로 다양한
제품과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역의 강소기업 성장 가능성
-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을 위해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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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4

농촌기업운영 현황과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지

<부록1-1>문경 오미자 가공기업 대상 설문지
No.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
안”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농촌 시‧군에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공기업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농촌기업운영 현황과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
기업들의 운영실태 및 애로점,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개별 업체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내용 문의: 유은영 연구원
T. 061-820-2290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행: 마크로밀 엠브레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번지 타워837
(문의: 이은숙 팀장, 02-3406-3857)

SQ1. 대표님의 성별을 선택(√ 표)해 주시고, 연령을 기재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만 (
)세
SQ2. 대표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② 문경시 영신동
① 문경시 점촌동
④ 문경시 우지동
⑤ 문경시 창동
⑦ 문경시 불정동
⑧ 문경시 유곡동
⑩ 문경시 모전동
⑪ 문경시 윤직동
⑬ 문경시 가은읍
⑭ 문경시 영순면

③
⑥
⑨
⑫
⑮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흥덕동
신기동
공평동
문경읍
산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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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⑲
22
◯
25
◯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호계면
마성면
점촌2동
점촌5동

⑰
⑳
23
◯
26
◯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산북면
⑱ 문경시 동로면
21 문경시 점촌1동
농암면
◯
24 문경시 점촌4동
점촌3동
◯
외 다른 지역(시군 명:

)

SQ3. 귀 기업의 기업명과 설립년도, 그리고 대표님이 현재의 가공기업을 직접 운영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1) 기업명: (
)
)년도
2) 설립년도: (
3) 운영기간: 약 (
)년
SQ4. 현재의 가공기업은 대표님이 직접 창업하셨습니까? 아니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으셨습
니까? 혹은 다른 분이 운영하던 것을 인수하셨습니까?
① 직접 창업
② 선대로부터 물려받음
③ 다른 사람에게서 인수
④ 기타(직접 기입:
)
SQ5. 귀 기업이 해당하는 기업 종류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 가능).
④ 유한회사 ⑤ 합명회사
①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 ③ 주식회사
⑥ 합자회사
⑦ 개인 기업
⑧ 비등록 업체 ⑨기타(직접 기입:
SQ6. 대표님은 문경시와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① 문경시가 태어난 고향
② 고향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또는 군 복무시절을 보낸 곳
③ 배우자의 고향이거나 배우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
④ 연고가 없다가 성인이 되어 가공 외의 활동으로 귀농귀촌한 후 현재 가공기업운영
⑤ 다른 연고는 없지만 현재의 가공기업을 문경시에서 운영하고 있음
⑥ 기타(직접 기입:

)

)

Ⅰ. 기업운영 및 비즈니스 구조 실태
1. 귀 기업에서 오미자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주요 제품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② 오미자차
③ 건오미자
④ 오미자즙
① 오미자청
⑤ 오미자음료(탄산음료, 혼합음료 등) ⑥ 오미자원액
⑦ 오미자 술(와인, 막걸리, 맥주등)
⑨ 오미자 성분을 이용한 다과류(빵, 캔디, 과자, 한과 등)
⑧ 오미자잼
11 기타(직접 기입:
◯
)
⑩ 오미자 발효액
1-1. 이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순위 품목과 2순위 품목의 번
)번, 2순위 (
)번
호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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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3년을 볼 때 귀 기업의 1년 평균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중 오미자 가공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억 (
)천만 원 / 오미자 가공 제품 매출 비중 (
)%
⇒ 약 (

※ 조사된 개별 기업의 매출액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하 매출이나 비용 등에 대한 질문도
동일합니다. 안심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3. 최근 2~3년을 볼 때 귀 기업에서는 오미자 가공제품을 만드는데, 1년 평균 얼마나 많은
오미자를 사용하십니까?
)톤 (
)킬로그램
⇒ 약 (
3-1. 이를 구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억 (
)천만
⇒ 약 (
4. 귀 기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오미자를 공급받는 공급처를 모두 선택하시고, 해당 공급처
에서 공급받는 오미자의 비중(구매액 기준)을 괄호에 %로 기입해 주십시오. 합계가 총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② 문경시 외 국내 다른 지역의 본인 농가 ( )%
① 본인이 직접 재배 (
)% ④ 문경시 외 국내 다른 지역의 타 농가 (
)%
③ 문경시 내 타 농가 (
⑤ 해외에서 수입 (
)%
⑥ 기타의 경우(직접 기입:
) (
)%
→① 본인이 직접 재배 응답이 100%인 경우 5번 질문 SKIP
5. 귀 기업에서 타 업체 또는 타 농가의 오미자를 공급받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는
지 해당 방법을 모두 선택하시고, 각 방법의 비중(구매액 기준)을 %로 기입해 주십시오.
합계가 총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① 타 기업(농가)과의 계약재배에 의한 공급 (
)%
② 그때그때 필요시 타 기업(농가)에서 구매 (
③ 중간거래상으로부터 계약에 의해 공급 (
)%
)%
④ 중간거래상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시 구매 (
)%
⑤ 오미자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와 계약에 의해 공급 (
⑥ 오미자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그때그때 필요시 구매 ( )%
) (
)%
⑦ 기타(직접 기입:
6. 귀 기업에서 타 기업이 만든 1차 가공품을 오미자청이나 오미자즙 등의 중간재 원료로 구
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귀 기업이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오미자 1차 가공품의 연
간 구매액은 얼마입니까?
① 타 기업에서 오미자 1차 가공품을 공급받고 있지 않다.
② 타 기업에서 오미자 1차 가공품을 공급받고 있다.
)억 (
)천만 (
)백만 원
⇒ 구매액은 연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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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 기업이 오미자 원료를 공급받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또는 애로점은 무엇인지 2가지
만 선택해 주십시오. (어려움이나 애로점이 없으면 ⑦번만 선택)
① 농가의 오미자 생산량 자체가 부족해 충분한 오미자를 공급받기 어려움
② 오미자 가격의 높은 상승
③ 계약재배농가의 계약 위반이나 파기
④ 오미자의 낮은 품질
⑤ 중간 거래상과의 마찰
⑥ 오미자 원료 구매와 관련한 정보 부족
⑦ 별로 큰 어려움이나 애로점이 없음
⑧ 기타(직접 기입:
)
8. 귀 기업의 현재 고용인력에 대해 다음의 구분별로 인원 수(대표님 포함)를 기재해 주십시
오. 해당하지 않는 경우 0명을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정규직 (
)명
② 비정규직 상시 고용 (
)명
③ 필요시에만 고용하는 임시고용 (
)명 ④ 기타(직접 기입:
)(
)명
9. 귀 기업의 내부 조직 구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우리 회사는 원료 수급 관리, 가공,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총무‧회계‧인사 등의 주요
부서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우리 회사는 원료 수급 관리, 가공,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총무‧회계‧인사 등의 주요
부서나 팀은 없지만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나 전담자를 두고 있다.
③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나 전담자를 둘 형편은 안 된다.
④ 기타(직접 기입:
)
10. 다음 오미자 제조 공정 중 귀 기업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정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타 기업에 위탁하는 공정은 제외. 반대로 타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귀 기업이 하는 공
정은 포함.)
② 당절임
③ 발효
④ 숙성
⑤ 포장
① 건조
6 기타 공정(직접 기입 :
◯
)
11. 다음 오미자의 제조 공정들 중 귀 기업에서 기계(자동화)를 도입한 공정들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② 당절임
③ 발효
④ 숙성
⑤ 포장
① 건조
6 기타 공정(직접 기입 :
◯
)
12. 현재 귀 기업이 가장 중점을 두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② 오미자차
③ 건오미자
④ 오미자즙
① 오미자청
⑤ 오미자음료(탄산음료, 혼합음료 등) ⑥ 오미자원액
⑦ 오미자 술(와인, 막걸리, 맥주등)
⑨ 오미자 성분을 이용한 다과류(빵, 캔디, 과자, 한과 등)
⑧ 오미자잼
11 기타(직접 기입:
◯
)
⑩ 오미자 발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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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미자 가공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공공정 시, 기계(자동화 시설)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
십니까?
① 귀 기업에서 소유한 기계만을 이용하고 있다.
② 지자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가공시설만을 이용하고 있다.
③ 귀 기업에서 소유한 기계와 공동 가공시설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④ 기타(직접 기입:
14. 앞으로(미래에) 귀 기업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생산하고자 하
는 제품군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② 오미자차
③ 건오미자
④ 오미자즙
① 오미자청
⑤ 오미자음료(탄산음료, 혼합음료 등) ⑥ 오미자원액
⑦ 오미자 술(와인, 막걸리, 맥주등)
⑨ 오미자 성분을 이용한 다과류(빵, 캔디, 과자, 한과 등)
⑧ 오미자잼
11 기타(직접 기입:
⑩ 오미자 발효액
◯
)
15. 귀 기업에서 오미자의 가공기술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입니까?(출원
이 아닌 등록 건수 기준)
) 건 ② 실용신안 (
) 건 ③ 디자인 (
) 건 ④ 상표 (
) 건
① 특허 (
16. 귀 기업이 타 기관이나 공공으로부터 오미자 가공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습니
까? 또 이전받은 기술이 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없음
②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으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음
③ 기술을 이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체로 도움이 되었음
④ 기술을 이전 받은 경험이 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했음
⑤ 기타(직접 기입:
)
17. 귀 기업이 생산한 가공제품이 판매되는 유통경로를 선택해 주시고, 각 유통경로별로 판
매되는 비중(귀 기업의 매출액 기준)의 %를 기입해 주십시오. 합계가 총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① 귀 기업의 자체 오프라인 매장 (
② 귀 기업에 직접 찾아 온 방문객에 판매하거나 단골 고객들의 전화 주문 경우 (
)%
)%
③ 귀 기업의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체 인터넷 쇼핑몰 (
)%
④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
⑤ 도소매점, 마트, 백화점 등 타 기업의 오프라인 매장 (
)%
)%
⑥ OEM 등으로 완제품을, 또는 청, 액 등의 중간재 상품을 타 기업에 납품 (
)%
⑦ 문경시 기업들의 공동 전시·판매장이나 공동 인터넷 쇼핑몰 (
⑧ 가공기업들의 연합회나 공동조직을 통한 공동 판매 (
)%
)%
⑩ 기타(직접 기입:
) (
)%
⑨ 해외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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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재 귀 기업에서 오미자 가공 제품 생산 이외에 가치 부가를 위해 하는 기업 활동을 모
두 선택해 주십시오.
②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카페 운영
③ 오미자 재배지, 가공시설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④ 기타(직접 기입:
)

Ⅱ.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경쟁 및 협력 환경
19. 귀 기업이 다음의 주요 주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들과의 협력 정도 또는 갈등
정도로 표시해 주십시오(해당란에 체크).
정도
분야
문경시 내에서 오래 전부터 오미자 가공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문경시 내에서 최근 새로이 자리 잡은 신생 가공(기
업들과
오미자 공급 농가나 원료 공급자들과
문경시청 및 문경농업기술센터와
인근 지역 대학 및 전문 기관들과
오미자 제품을 공급받는 대기업, 유통업체 등(제품
구매자)과
금융기관과
기타 주요주체(직접 기입:
)과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을
겪고
있음

협력도
갈등도
별로 없음

협력하고
있음

매우 깊이
협력하고
있음

1

2

3

4

5

1

2

3

4

5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1

2

3

4

5

1
1

2
2

3
3

4
4

5
5

20. 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① 문경시의 오미자 가공기업 중 비교적 오래된 기업들
② 문경시의 오미자 가공기업 중 신생 기업들
③ 국내 오미자 가공기업 ③ 해외 오미자 가공기업
⑤ 기타(직접 기입:
)
21. 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새로운 가공제품의 개발 ②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
④ 생산설비 확충, 기계화 및 자동화
③ 홍보 및 마케팅
⑤ 국내에서의 유통 및 판매 경로 확대
⑥ 생산비용 절감
⑦ 수출 확대
⑧ 안정적인 원료(오미자, 오미자액 등) 확보
⑨ 숙련인력 확보 ⑩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오미자청이나 액 생산 확대
⑪ 기타(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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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 문경시 내 오미자 가공기업의 수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문경시 내에 새로운 오미자
가공기업이 추가로 창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① 현재의 오미자 가공기업 수나 전체적인 규모도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② 현재의 오미자 가공기업 수나 전체적인 규모가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③ 문경의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가공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④ 기타(직접 기입:
23. 현재 문경시 내 오미자 가공기업들 간의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시
는지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선택 가능)
① 문경시 오미자 가공기업들 간 제품 차별화가 거의 없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② 문경시 오미자 가공기업들 중 대규모 기업, 중규모 기업, 소규모 영세 기업 간에는 제품
차별화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오미자청, 오미자 주, 오미자 다과 등으로
분리)
③ 문경시 오미자 가공기업들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④ 문경시 오미자 가공기업들 간 원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⑤ 문경시 오미자 가공기업들 간 인력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⑥ 문경시 오미자 가공기업들 간 경쟁도 하지만 대체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⑦ 기타(직접 기입:
24. 귀 기업은 오미자 산업의 타 기업 및 주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입‧참여하
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가입‧참여하고 계신 단체명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① 없음 ⇒ 25번 질문으로 이동
② 있음 ⇒ 가입‧참여 단체 이름 : (
), (
),(
)
25. 위에서 기재하신 단체에 가입‧참여하시는 주요 목적을 아래 표의 왼쪽에 체크해 주시고,
과연 그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표의 오른쪽에 응답해 주십
시오. (목적달성 정도는 왼쪽의 해당 목적으로 선택하신 항목에 대해서만 표시해 주시면 됩
니다.)
목적 달성 정도
해당 목적
(체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

2

3

4

5

1

2

3

4

5

1
1

2
2

3
3

4
4

5
5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 참여

1

2

3

4

5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인력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참여
경영자금 및 시설투자비 등 자금 획득을 위한 도움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 공유(수출시장 포함)
및 협력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 및 공동 판매를 위한 협력사업 참여
원료 및 중간재 수급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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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 정도
해당 목적
(체크)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동종 기업들 간 친목 도모
기타(직접기입: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Ⅲ. 문경 오미자 가공기업의 정책지원 수요
26. 귀 기업에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을 모두 체크해 주시고, 기업 활
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창업시, 창업 보육 관련 지원을 받았다.
기업 내에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 등 인프라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가공제품과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가공제품의 판매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가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공동 가공시설이나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시설 및 기계, 설비 등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인력 알선 지원을 받았다.
포장 디자인, 패키지 제작을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가공 이외에 부가적인 기업 활동(체험프로그램 운영, 카페 운영, 기타 부속 시
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기타(직접 기입:
)

(O, X)

도움이
도움이
전혀 되지
많이
않았다
되었다
①---②---③---④---⑤

(O, X)

①---②---③---④---⑤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O, X)

①---②---③---④---⑤

(O, X)

①---②---③---④---⑤

지원을
받았다

27. 귀 기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오미자 원료 생산의 확대
② 오미자 가공 원료의 안정적 수급 지원
③ 공동 판매‧전시장 지원
④ 인력 지원
⑤ 오미자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문화 확산 ⑥ 공공기관에서의 구매를 통한 지원
⑦ 공동 가공시설 지원
⑧ 공동 저장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
⑨ 자동화 및 기계화 지원
⑩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⑪ 수출 확대(해외시장 개척) 지원
⑫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⑬ 가공 기술 이전 및 기술력 향상 지원 ⑭ 가공기업 간의 협력 강화 지원
15 기타(직접 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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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업의 발전단계를 창업 및 기업운영 초기단계, 기업의 성장 단계, 기업의 성숙 및 재도
약 단계로 구분할 경우, 문경시의 오미자 가공업체들이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 지원은 무엇인지 각 단계별로 한 가지씩만 기입해 주십시오. 위 질문의 보기에 없
는 사항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① 창업 및 기업운영 초기 단계 ⇒ (
)
⇒ (
)
② 기업의 성장 단계
)
③ 기업의 성숙 및 재도약 단계 ⇒ (
29. 마지막으로, 문경시의 오미자 가공업체들이 정부 및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 빈칸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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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하동 제다기업 대상 설문지
No.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
안”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농촌 시‧군에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공기업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농촌기업운영 현황과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
기업들의 운영실태 및 애로점,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개별 업체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내용 문의: 유은영 연구원
T. 061-820-2290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행: 마크로밀 엠브레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번지 타워837
(문의: 이은숙 팀장, 02-3406-3857)

SQ1. 대표님의 성별을 선택(√ 표)해 주시고, 연령을 기재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만 (
)세
SQ2. 대표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하동군 하동읍
② 하동군 화개면
③ 하동군 악양면
⑤ 하동군 회천면
⑥ 하동군 고전면
⑦ 하동군 금남면
⑨ 하동군 진교면
⑩ 하동군 양보면
⑪ 하동군 북천면
⑬ 하동군 옥종면
⑭ 하동군 외 다른 지역(시군 명:

④ 하동군 적량면
⑧ 하동군 금성면
⑫ 하동군 청암면
)

SQ3. 귀 기업의 기업명과 설립년도, 그리고 대표님이 현재의 차 가공기업(제다기업)을 직접
운영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1) 기업명: (
)년도
2) 설립년도: (
3) 운영기간: 약 (
)년
SQ4. 현재의 차 가공기업(제다기업)은 대표님이 직접 창업하셨습니까? 아니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으셨습니까? 혹은 다른 분이 운영하던 것을 인수하셨습니까?
② 선대로부터 물려받음
③ 다른 사람에게서 인수
① 직접 창업
④ 기타(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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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5. 귀 기업이 해당하는 기업 종류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 가능).
①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 ③ 주식회사
④ 유한회사 ⑤ 합명회사
⑥ 합자회사
⑦ 개인 기업
⑧ 비등록 업체 ⑨기타(직접 기입:

)

SQ6. 대표님은 하동군과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① 하동군이 태어난 고향
② 고향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또는 군 복무시절을 보낸 곳
③ 배우자의 고향이거나 배우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
④ 연고가 없다가 성인이 되어 차 가공 외의 활동으로 귀농귀촌한 후 현재 차 가공기업운영
⑤ 다른 연고는 없지만 현재의 차 가공기업을 하동군에서 운영하고 있음
⑥ 기타(직접 기입:
)

Ⅰ. 기업운영 및 비즈니스 구조 실태
1. 귀 기업에서 생산하는 주요 차 제품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녹차 잎차
② 녹차 티백
③ 가루 녹차
④ 발효차(반발효, 약발효 포함)
⑦ 1차 가공한 녹차의 황차(荒茶)
⑤ 청태전(돈차) ⑥ 잭살차
⑨ 대용차(꽃차, 허브차, 과실차, 약초차 등)
⑧ 녹차 외의 6대 차류
⑩ 녹차 성분을 이용한 관련 제품 ⑪ 기타(직접 기입:
)
1-1. 이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순위 품목과 2순위 품목의 번
호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
)번, 2순위 (
)번
2. 최근 2~3년을 볼 때 귀 기업의 1년 평균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중 차 가공 제
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억 (
)천만 원 / 차 가공 제품 매출 비중 (
)%
⇒ 약 (

※ 조사된 개별 기업의 매출액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하 매출이나 비용 등에 대한 질문도
동일합니다. 안심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3. 최근 2~3년을 볼 때 귀 기업에서는 1년 평균 얼마나 많은 생엽을 사용하십니까?
)톤 (
)킬로그램
⇒ 약 (
3-1. 이를 구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 약 (
)억 (
)천만 원
4. 귀 기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생엽을 공급받는 공급처를 모두 선택하시고, 해당 공급처에
서 공급받는 생엽의 비중(금매액 기준)을 괄호에 %로 기입해 주십시오. 합계가 총 100%
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① 하동군 내 자체 다원 (
)%
② 하동군 외 국내 다른 지역의 자체 다원 ( )%
③ 하동군 내 타 업체 다원 (
)% ④ 하동군 외 국내 다른 지역의 타 업체 다원 (
)%
)%
⑥ 기타의 경우(직접 기입:
) (
)%
⑤ 해외에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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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동군내 자체 다원과 ② 하동군 외 다른 지역의 자체 다원 응답의 합이 100%인 경
우 5번 질문 SKIP
5. 귀 기업에서 타 업체 또는 타 다원(농가)의 생엽을 공급받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
는지 해당 방법을 모두 선택하시고, 각 방법의 비중(구매액 기준)을 %로 기입해 주십시오.
합계가 총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① 타 기업(다원, 농가)과의 계약재배에 의한 공급 (
② 그때그때 필요시 타 기업(다원, 농가)에서 구매 (
)%
)%
③ 차엽 중간거래상으로부터 계약에 의해 공급 (
)%
④ 차엽 중간거래상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시 구매 (
⑤ 차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와 계약에 의해 공급 (
)%
⑥ 차 협동조합이나 차 협동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로부터 그때그때 필요시 구매 ( )%
) (
)%
⑦ 기타(직접 기입:
6. 귀 기업에서는 타 제다기업이 만든 1차 가공녹차인 황차(荒茶)를 중간재 원료로 구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귀 기업이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황차의 연간 구매액은 얼마입
니까?
① 타 기업에서 황차(荒茶)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 ⇒ 8번 질문으로 이동
② 타 기업에서 황차(荒茶)를 공급받고 있다.
⇒ 구매액은 연간 약 (
)억 (
)천만 (
)백만 원
7. 귀 기업이 생엽(生葉)이나 황차(荒茶)를 공급받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또는 애로점은
무엇인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어려움이나 애로점이 없으면 ⑦번만 선택)
① 농가 및 다원의 생엽 생산량 자체가 부족해 충분한 생엽을 공급받기 어려움
② 생엽이나 황차 가격의 높은 상승
③ 계약재배농가(다원)의 계약 위반이나 파기
④ 생엽이나 황차의 낮은 품질
⑤ 중간 거래상과의 마찰
⑥ 생엽이나 황차 구매와 관련한 정보 부족 ⑦ 별로 큰 어려움이나 애로점이 없음
⑧ 기타(직접 기입:
)
8. 귀 기업의 현재 고용인력에 대해 다음의 구분별로 인원 수(대표님 포함)를 기재해 주십시
오. 해당하지 않는 경우 0명을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정규직 (
)명
② 비정규직 상시 고용 (
)명
③ 필요시에만 고용하는 임시고용 (
)명
④ 기타(직접 기입:
)(
)명
9. 귀 기업의 내부 조직 구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우리 회사는 원료 수급 관리, 가공,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총무‧회계‧인사 등의 주요
부서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우리 회사는 원료 수급 관리, 가공,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총무‧회계‧인사 등의 주요
부서나 팀은 없지만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나 전담자를 두고 있다.
③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나 전담자를 둘 형편은 안 된다.
④ 기타(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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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녹차의 제다 공정들 중 귀 기업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정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
오. (타 기업에 위탁하는 공정은 제외. 반대로 타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귀 기업이 하는
공정은 포함.)
③ 덖음(살청) ④ 냉각
⑤ 비비기(유념)
① 채다(채엽) ② 선별
⑥ 건조
⑦ 끝 덖음 ⑧ 포장
⑨ 가루녹차용 찻잎 찌기
⑩ 가루녹차용 찻잎 분쇄
⑪ 가루녹차용 살균 ⑫ 기타 공정(직접 기입 :
)
11. 다음 녹차의 제다 공정들 중 귀 기업에서 기계(자동화)를 도입한 공정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③ 덖음(살청) ④ 냉각
⑤ 비비기(유념)
① 채다(채엽) ② 선별
⑥ 건조
⑦ 끝 덖음 ⑧ 포장
⑨ 가루녹차용 찻잎 찌기
⑩ 가루녹차용 찻잎 분쇄
⑪ 가루녹차용 살균 ⑫ 기타 공정(직접 기입 :
)
12. 현재 귀 기업이 가장 중점을 두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고급 잎 녹차 ② 대중적인 잎 녹차 ③ 고급 티백 녹차 ④ 대중적인 티백 녹차
⑤ 고급 가루 녹차 ⑥ 대중적 가루 녹차 ⑦ 녹차 외 6대 차류 ⑧ 대용차
⑨ 녹차 성분을 이용한 관련 제품
⑩ 발효차(반발효, 약발효 등 포함)
)
⑪ 기타(직접 기입:
13. 앞으로(미래에) 귀 기업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생산하고자 하
는 제품군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고급 잎 녹차 ② 대중적인 잎 녹차 ③ 고급 티백 녹차 ④ 대중적인 티백 녹차
⑤ 고급 가루 녹차 ⑥ 대중적 가루 녹차 ⑦ 녹차 외 6대 차류 ⑧ 대용차
⑨ 녹차 성분을 이용한 관련 제품
⑩ 발효차(반발효, 약발효 등 포함)
)
⑪ 기타(직접 기입:
14. 귀 기업에서 녹차 및 기타 차의 가공(제다)기술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입니까?(출원이 아닌 등록 건수 기준)
① 특허 (
) 건 ② 실용신안 (
) 건 ③ 디자인 (
) 건 ④ 상표 (
) 건
15. 귀 기업이 타 기관이나 공공으로부터 차 가공(제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습
니까? 또 이전받은 기술이 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없음
②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으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음
③ 기술을 이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체로 도움이 되었음
④ 기술을 이전 받은 경험이 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했음
⑤ 기타(직접 기입:
)
16. 귀 기업이 생산한 녹차 및 차 제품이 판매되는 유통경로를 선택해 주시고, 각 유통경로
별로 판매되는 비중(귀 기업의 매출액 기준)의 %를 기입해 주십시오. 합계가 총 1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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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① 귀 기업의 자체 오프라인 매장 (
)%
)%
② 귀 기업에 직접 찾아 온 방문객에 판매하거나 단골 고객들의 전화 주문 경우 (
)%
③ 귀 기업의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체 인터넷 쇼핑몰 (
④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
)%
)%
⑤ 도소매점, 마트, 백화점 등 타 기업의 오프라인 매장 (
⑥ OEM 등으로 완제품을, 또는 황차, 녹차가루 등의 중간재 상품을 타 기업에 납품 ( )%
⑦ 하동군 기업들의 공동 전시·판매장이나 공동 인터넷 쇼핑몰 (
)%
)%
⑧ 차 가공기업(제다기업)들의 연합회나 공동조직을 통한 공동 판매 (
)%
⑩ 기타(직접 기입:
) (
)%
⑨ 해외 수출 (
17. 현재 귀 기업에서 녹차 가공(제다) 이외에 가치 부가를 위해 하는 기업 활동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① 다원 운영
② 다회 및 들차회 운영
③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찻집 운영
⑤ 다원 및 녹차차공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⑥ 차호(주전자), 찻잔, 공도배, 다탁 등 다구(茶具)의 제작이나 판매
⑦ 차 관련 서적 등의 제작이나 판매
⑧ 기타(직접 기입:
)

Ⅱ. 하동 녹차 가공기업(제다기업)의 경쟁 및 협력 환경
18. 귀 기업이 다음의 주요 주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들과의 협력 정도 또는 갈등
정도로 표시해 주십시오(해당란에 체크).
정도
분야
하동군 내에서 오래 전부터 차 가공(제다)을 하고 있
는 다른 기업들과
하동군 내에서 최근 새로이 자리 잡은 신생 차 가공
(제다)기업들과
생엽 공급 농가나 다원(원료 공급자)들과
하동군청 및 하동농업기술센터와
하동녹차연구소 및 연구소 내 가공공장과
인근 지역 대학 및 전문 기관들과
차 제품을 공급받는 대기업, 유통업체 등(제품 구매자)과
금융기관과
기타 주요주체(직접 기입:
)과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을
겪고
있음

협력도
갈등도 별로
없음

협력하
고 있음

매우 깊이
협력하고
있음

1

2

3

4

5

1

2

3

4

5

1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19. 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① 하동군의 제다기업 중 비교적 오래된 기업들 ② 하동군의 제다기업 중 신생 기업들
③ 국내 제다기업④ 해외 제다기업
⑤ 기타(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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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② 고급차의 생산 ③ 새로운 차품의 개발
① 대중적 차의 생산
④ 다양한 차품 생산
⑤ 홍보 및 마케팅 ⑥ 생산설비 확충, 기계화 및 자동화
⑦ 국내에서의 유통 및 판매 경로 확대
⑧ 생산비용 절감
⑨ 수출 확대
⑩ 안정적인 원료(생엽, 황차 등) 확보
⑪ 숙련인력 확보 ⑫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차 생산 확대
⑬ 기타(직접 기입:
)
21. 현재 하동군 내 차 가공기업(제다기업)의 수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하동군 내에 새로운
차 가공기업이 추가로 창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① 현재의 차 가공기업 수나 전체적인 규모도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② 현재의 차 가공기업 수나 전체적인 규모가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③ 하동의 차 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차 가공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④ 기타(직접 기입:
22. 현재 하동군 내 차 가공기업(제다기업)들 간의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
단하시는지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선택 가능)
① 하동군 차 가공기업들 간 제품 차별화가 거의 없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② 하동군 차 가공기업들 중 대규모 기업, 중규모 기업, 소규모 영세 기업 간에는 제품 차
별화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티백 및 대중 제품, 대중 제품과 고급 수제
차, 고급 수제차 등으로 분리)
③ 하동군 차 가공기업들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④ 하동군 차 가공기업들 간 원료(생엽)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⑤ 하동군 차 가공기업들 간 인력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⑥ 하동군 차 가공기업들 간 경쟁도 하지만 대체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⑦ 기타(직접 기입:
23. 귀 기업은 녹차 산업의 타 기업 및 주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입‧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가입‧참여하고 계신 단체명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① 없음 ⇒ 25번 질문으로 이동
② 있음 ⇒ 가입‧참여 단체 이름 : (
), (
),(
)
24. 위에서 기재하신 단체에 가입‧참여하시는 주요 목적을 아래 표의 왼쪽에 체크해 주시고,
과연 그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표의 오른쪽에 응답해 주십
시오. (목적달성 정도는 왼쪽의 해당 목적으로 선택하신 항목에 대해서만 표시해 주시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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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 정도
해당 목적
(체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

2

3

4

5

1

2

3

4

5

1
1

2
2

3
3

4
4

5
5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 참여

1

2

3

4

5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인력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참여
경영자금 및 시설투자비 등 자금 획득을 위한 도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동종 기업들 간 친목 도모
기타(직접기입:
)

1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 공유(수출시장 포함) 및 협력
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 및 공동 판매를 위한 협력사업 참여
원료 및 중간재 수급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 참여

Ⅲ. 하동 녹차 가공기업(제다기업)의 정책지원 수요
25. 귀 기업에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을 모두 체크해 주시고, 기업 활
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지원을
받았다

창업시, 창업 보육 관련 지원을 받았다.

(O, X)

도움이
도움이 많이
전혀 되지
되었다
않았다
①---②---③---④---⑤

기업 내에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 등 인프라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가공제품과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가공제품의 판매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가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공동 가공시설이나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시설 및 기계, 설비 등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인력 알선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포장 디자인, 패키지 제작을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가공 이외에 부가적인 기업 활동(체험프로그램 운영, 카페 운영, 기타
부속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기타(직접 기입:

(O, X)

①---②---③---④---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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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 기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② 차 가공 원료(생엽)의 안정적 수급 지원
① 차 생엽 생산의 확대
③ 공동 판매‧전시장 지원
④ 인력 지원
⑤ 차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문화 확산 ⑥ 공공기관에서의 구매를 통한 지원
⑦ 공동 가공시설 지원
⑧ 공동 저장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
⑨ 자동화 및 기계화 지원
⑩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⑪ 수출 확대(해외시장 개척) 지원
⑫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⑬ 가공 기술 이전 및 기술력 향상 지원 ⑭ 가공기업 간의 협력 강화 지원
⑮ 기타(직접 기입:
)
27. 기업의 발전단계를 창업 및 기업운영 초기단계, 기업의 성장 단계, 기업의 성숙 및 재도
약 단계로 구분할 경우, 하동군의 제다기업들이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 지
원은 무엇인지 각 단계별로 한 가지씩만 기입해 주십시오. 위 질문의 보기에 없는 사항
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
① 창업 및 기업운영 초기 단계 ⇒ (
② 기업의 성장 단계
⇒ (
)
)
③ 기업의 성숙 및 재도약 단계 ⇒ (
28. 아래 표는 지난 2016년 발표된 10년 장기계획인 “차(茶)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
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표의 ①번부터 ⑩번에 제시된 동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중,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차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항목이 가장 우선적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분야
고품질 산업화 추진

한국 대표 명차 육성

차 소비문화 확대

“차(茶)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세부 추진과제
① 주산지 중심 산업화단지 육성
② 안전성 관리 및 유통 투명성 강화
③ 품질 고급화 및 품질표시 강화
④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협업
⑤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우수품종 개발
⑥ 수출품목 다각화 및 신수요 창출 R&D
⑦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마케팅 강화
⑧ 생활 속 녹차 대중화 기반 조성
⑨ 차 소비문화 보급 확대
⑩ 교육기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29. 마지막으로, 하동군의 차 가공기업(제다기업)들이 정부 및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 빈칸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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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금산 인삼 가공기업 대상 설문지
No.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
안”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농촌 시‧군에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공기업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농촌기업운영 현황과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
기업들의 운영실태 및 애로점,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개별 업체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내용 문의: 유은영 연구원
T. 061-820-2290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행: 마크로밀 엠브레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번지 타워837
(문의: 이은숙 팀장, 02-3406-3857)

SQ1. 대표님의 성별을 선택(√ 표)해 주시고, 연령을 기재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만 (
)세
SQ2. 대표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② 금산군 금성면
③ 금산군 추부면
④ 금산군 복수면
① 금산군 금산읍
⑤ 금산군 진산면 ⑥ 금산군 남이면
⑦ 금산군 남일면
⑧ 금산군 부리면
⑨ 금산군 제원면
⑩ 금산군 군북면
⑪ 금산군 외 지역(시군 명:

)

SQ3. 귀 기업의 기업명과 설립년도, 그리고 대표님이 현재의 인삼가공업(인삼제조업)을 직접
운영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1) 기업명: (
2) 설립년도: (
)년도
3) 운영기간: 약 (
)년
SQ4. 현재의 인삼가공업(인삼제조업)은 대표님이 직접 창업하셨습니까? 아니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으셨습니까? 혹은 다른 분이 운영하던 것을 인수하셨습니까?

부록

① 직접 창업
④ 기타(직접 기입:

② 선대로부터 물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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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사람에게서 인수
)

SQ5. 귀 기업이 해당하는 기업 종류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 가능).
①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 ③ 주식회사
④ 유한회사 ⑤ 합명회사
⑥ 합자회사
⑦ 개인 기업
⑧ 비등록 업체 ⑨기타(직접 기입:

)

SQ6. 대표님은 금산군과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① 금산군이 태어난 고향
② 고향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또는 군 복무시절을 보낸 곳
③ 배우자의 고향이거나 배우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
④ 연고가 없고, 타 업종에 종사하다 귀농귀촌한 후 현재 인삼가공업(인삼제조업) 운영
⑤ 다른 연고는 없지만 현재의 인삼가공업(인삼제조업)을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음
⑥ 기타(직접 기입:
)

Ⅰ. 기업운영 및 비즈니스 구조 실태
1. 귀 기업에서 생산하는 주요 인삼 관련
② 태극삼
③ 홍삼
① 백삼
⑦ 흑삼
⑧ 홍삼정
⑨ 홍삼차
⑪ 인삼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류
⑬ 기타(직접 기입:

제품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④ 홍삼액
⑤ 수삼절편 ⑥ 홍삼절편
⑩ 인삼 성분을 이용한 과자류
⑫ 인삼 성분을 이용한 분말류
)

1-1. 이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순위 품목과 2순위 품목의 번
)번, 2순위 (
)번
호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
2. 최근 2~3년을 볼 때 귀 기업의 1년 평균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중 인삼 가공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약 (
)억 (
)천만 원 / 인삼 가공 제품 매출 비중 (
)%

※ 조사된 개별 기업의 매출액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하 매출이나 비용 등에 대한 질문도
동일합니다. 안심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3. 최근 2~3년을 볼 때 귀 기업에서는 1년 평균 얼마나 많은 수삼과 홍삼을 사용하십니까?
1）수삼 : 약 (
)톤 (
)킬로그램
2）홍삼 : 약 (
)톤 (
)킬로그램
３）인삼 가루 등 : 약 (
)톤 (
)킬로그램
3-1. 연간 제품 원료구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 약 ( )억 (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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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 기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수삼과 홍삼을 공급받는 공급처를 모두 선택하시고, 해당
공급처에서 공급받는 수삼과 홍삼의 비중(금매액 기준)을 괄호에 %로 기입해 주십시오.
합계가 총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② 금산군 외 국내 다른 지역의 인삼 농가 (
)%
① 금산군 내 인삼 농가 (
③ 금산군 내 타 업체 (
)%
④ 금산군 외 국내 다른 지역의 인삼 업체 (
)%
)%
⑥ 국내 타지역 협동조합 (
)%
⑤ 해외에서 수입 (
)%
⑧ 기타의 경우(직접 기입:
) (
)%
⑦ 자체 생산 (
→⑦ 자체 생산 응답이 100%인 경우 5번 질문 SKIP
5. 귀 기업에서 타 업체 또는 인삼 생산(농가)의 수삼을 공급받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
시는지 해당 방법을 모두 선택하시고, 각 방법의 비중(구매액 기준)을 %로 기입해 주십시
오. 합계가 총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① 타 기업(제조업체, 농가)과의 계약재배에 의한 공급 (
)%
)%
② 그때그때 필요시 타 기업(제조업체, 농가)에서 구매 (
)%
③ 인삼 중간거래상으로부터 계약에 의해 공급 (
④ 인삼 중간거래상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시 구매 (
)%
)%
⑤ 인삼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와 계약에 의해 공급 (
⑥ 인삼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그때그때 필요시 구매 ( )%
⑦ 기타(직접 기입:
) (
)%
6. 귀 기업에서는 타 인삼기업이 만든 1차 가공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흑삼 등)을 원료로
구매하고 계십니까? 귀 기업이 타 기업에서 1차 가공 인삼을 공급받고 있는 경우, 타 기업
으로부터 구매하는 1차 가공 인삼의 연간 구매액은 얼마입니까?
① 타 기업에서 1차 가공 인삼을 공급받고 있지 않다⇒ 8번 질문으로 이동
② 타 기업에서 1차 가공 인삼을 공급받고 있다⇒ 구매액은 연간 약 (
)억 (
)천만
(
)백만 원
7. 귀 기업이 수삼이나 1차 가공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흑삼 등)을 공급받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또는 애로점은 무엇인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어려움이나 애로점이 없으
면 ⑦번만 선택)
① 수삼 및 1차 가공 인삼 생산량 자체가 부족해 충분한 원료 인삼을 공급받기 어려움
② 수삼 등 원료 인삼 가격의 높은 상승
③ 계약재배농가(조합)의 계약 위반이나 파기
④ 수삼 또는 1차 가공 인삼의 낮은 품질 ⑤ 중간 거래상과의 마찰
⑥ 수삼이나 1차 가공 인삼 구매와 관련한 정보 부족 ⑦ 별로 큰 어려움이나 애로점이 없음
⑧ 기타(직접 기입:
)
8. 귀 기업의 현재 고용인력에 대해 다음의 구분별로 인원 수(대표님 포함)를 기재해 주십시
오. 해당하지 않는 경우 0명을 응답해 주십시오.
)명
② 비정규직 상시 고용 (
)명
① 정규직 (
③ 필요시에만 고용하는 임시고용 (
)명
④ 기타(직접 기입: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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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 기업의 내부 조직 구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우리 회사는 원료 수급 관리, 가공,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총무‧회계‧인사 등의 주요
부서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우리 회사는 원료 수급 관리, 가공,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총무‧회계‧인사 등의 주요
부서나 팀은 없지만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나 전담자를 두고 있다.
③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나 전담자를 둘 형편은 안 된다.
)
④ 기타(직접 기입:
10. 다음 인삼제품류 생산 과정에서 귀 기업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정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
시오. (타 기업에 위탁하는 공정은 제외. 반대로 타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귀 기업이 하
는 공정은 포함.)
③ 수삼의 1차 가공 ④ 1차 가공삼의 분말 제조
① 원료 자체 생산 ② 선별
⑤ 1차 가공삼의 액기스 제조 ⑥ 수삼을 활용한 절편 제조 ⑦ 인삼제품(과자류) 제조
⑧ 기타 인삼제품류 제조 ⑨ 식의약품 첨가물 제조
⑩ 완제품 포장
⑪ 인삼제품류 살균 ⑫ 기타 공정(직접 기입 :
)
11. 다음 인삼제품류 생산 과정에서 귀 기업에서 기계(자동화)를 도입한 공정들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③ 제조
④ 냉각
⑤ 살균 등
① 세척 ② 선별
⑥ 건조 ⑦ 포장
⑧ 분쇄
⑨ 기타 공정(직접 기입 :
)
12. 현재 귀 기업이 가장 중점을 두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백삼
② 태극삼
③ 홍삼
④ 홍삼액
⑤ 수삼절편 ⑥ 홍삼절편
⑦ 흑삼
⑧ 홍삼정
⑨ 홍삼차 ⑩ 인삼 성분을 이용한 과자류
⑪ 인삼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류
⑫ 인삼 성분을 이용한 분말류
⑬ 기능성 인삼제품류
⑭ 기타(직접 기입:
)
13. 앞으로(미래에) 귀 기업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생산하고자 하
는 제품군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백삼
② 태극삼
③ 홍삼
④ 홍삼액
⑤ 수삼절편 ⑥ 홍삼절편
⑦ 흑삼
⑧ 홍삼정
⑨ 홍삼차 ⑩ 인삼 성분을 이용한 과자류
⑪ 인삼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류
⑫ 인삼 성분을 이용한 분말류
⑬ 기능성 인삼제품류
⑭ 기타(직접 기입:
)
14. 귀 기업에서 생산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생산 기술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유건
수는 몇 건입니까?(출원이 아닌 등록 건수 기준)
① 특허 (
) 건 ② 실용신안 (
) 건 ③ 디자인 (
) 건 ④ 상표 (
) 건

15. 귀 기업이 타 기관이나 공공으로부터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생산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
이 있습니까? 또 이전받은 기술이 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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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없음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으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음
기술을 이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체로 도움이 되었음
기술을 이전 받은 경험이 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했음
기타(직접 기입:
)

16. 귀 기업이 생산한 인삼류 및 인삼제품이 판매되는 유통경로를 선택해 주시고, 각 유통경
로별로 판매되는 비중(귀 기업의 매출액 기준)의 %를 기입해 주십시오. 합계가 총 100%
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면 “0 %”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① 귀 기업의 자체 오프라인 매장 (
② 귀 기업에 직접 찾아 온 방문객에 판매하거나 단골 고객들의 전화 주문 경우 (
)%
)%
③ 귀 기업의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체 인터넷 쇼핑몰 (
)%
④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
⑤ 도소매점, 마트, 백화점 등 타 기업의 오프라인 매장 (
)%
)%
⑥ OEM 등으로 완제품 또는 분말, 엑기스 등의 중간재 상품을 타 기업에 납품 (
)%
⑦ 금산군 기업들의 공동 전시·판매장이나 공동 인터넷 쇼핑몰 (
⑧ 인삼 가공기업들의 연합회나 공동조직을 통한 공동 판매 (
)%
)%
⑩ 기타(직접 기입:
) (
)%
⑨ 해외 수출 (
17. 현재 귀 기업에서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이외에 종사하는 기업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② 공장 견학 기회 제공 ③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인삼제품 품평회 운영
④ 생산제품 판매장 운영 ⑤ 기타(직접 기입:
)

Ⅱ. 금산군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의 경쟁 및 협력 환경
18. 귀 기업이 다음의 주요 주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들과의 협력 정도 또는 갈등
정도로 표시해 주십시오(해당란에 체크).
정도
분야
금산군 내에서 오래 전부터 인삼 가공(제조
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금산군 내에서 최근 새로이 자리 잡은 신생
인삼 가공(제조업)기업들과
인삼 공급 농가와
원료 공급 중간상인들과
금산군청 및 금산군농업기술센터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및 지역내 체험과
특구 시설과
인근 지역 대학 및 전문 기관들과
인삼제품을 공급받는 대기업, 유통업체 등(제

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을
겪고 있음

협력도
갈등도 별로
없음

협력하고
있음

매우 깊이
협력하고
있음

1

2

3

4

5

1

2

3

4

5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부록

정도
분야
품 구매자)과
금융기관과
기타 주요주체(직접 기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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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매우 심함

갈등을
겪고 있음

협력도
갈등도 별로
없음

협력하고
있음

매우 깊이
협력하고
있음

1
1

2
2

3
3

4
4

5
5

19. 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① 금산군의 인삼제조기업 중 오래된 기업들 ② 금산군의 인삼제조기업 중 신생 기업들
③ 국내 인삼제조기업
④ 국내 대, 중견기업
⑤ 외국의 인삼제조 기업
⑥ 기타(직접 기입:
)
20. 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대중적 인삼제품의 생산 ② 고급 인삼제품의 생산
③ 신규 제품의 개발
④ 기능성 인삼제품 생산
⑤ 홍보 및 마케팅
⑥ 생산설비 기계화 및 자동화
⑦ 국내에서의 유통 및 판매 경로 확대
⑧ 원료구입 비용 지원
⑨ 수출 확대
⑩ 안정적인 원료(수삼, 백삼, 홍삼 등 원료삼) 확보
⑪ 숙련인력 확보 ⑫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1차 가공 인삼제품 생산 확대
⑬ 기타(직접 기입:
)
21. 현재 금산군의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업체의 수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산군 내에 신
규 인삼류 및 인삼제품 가공기업이 추가로 창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① 현재의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이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② 현재의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 전체적인 규모가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③ 금산의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생산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④ 기타(직접 기입:
)
22. 현재 금산군 내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들 간의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
다고 판단하시는지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선택 가능)
①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들 간 제품 차별화가 거의 없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②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들 중 대규모 기업, 중규모 기업, 소규모 영세 기업 간에
는 제품 차별화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들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④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 간 원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⑤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 간 인력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⑥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 간 경쟁도 하지만 대체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⑦ 기타(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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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귀 기업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 산업의 타 기업 및 주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입‧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가입‧참여하고 계신 단체명을 모두 기재
해 주십시오.
① 없음 ⇒ 25번 질문으로 이동
② 있음 ⇒ 가입‧참여 단체 이름 : (
), (
),(
)
24. 위에서 기재하신 단체에 가입‧참여하시는 주요 목적을 아래 표의 왼쪽에 체크해 주시고,
과연 그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표의 오른쪽에 응답해 주십
시오. (목적달성 정도는 왼쪽의 해당 목적으로 선택하신 항목에 대해서만 표시해 주시면 됩
니다.)
목적 달성 정도
해당 목적
(체크)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 공유(수출시장 포함)
및 협력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 및 공동 판매를 위한 협력사업 참여
원료 및 중간재 수급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 참여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 참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인력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참여
경영자금 및 시설투자비 등 자금 획득을 위한 도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동종 기업들 간 친목 도모
기타(직접기입: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

2

3

4

5

1

2

3

4

5

1
1

2
2

3
3

4
4

5
5

1
1
1
1
1
1
1

2
2
2
2
2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5
5
5
5
5
5
5

Ⅲ. 금산군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기업의 정책지원 수요
25. 귀 기업에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을 모두 체크해 주시고, 기업 활
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

지원을
받았다

창업시, 창업 보육 관련 지원을 받았다.

(O, X)

도움이
도움이 많이
전혀 되지
되었다
않았다
①---②---③---④---⑤

기업 내에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 등 인프라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가공제품과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가공제품의 판매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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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O, X)

도움이
도움이 많이
전혀 되지
되었다
않았다
①---②---③---④---⑤

공동 가공시설이나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지원을
받았다

설문 문항

시설 및 기계, 설비 등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인력 알선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포장 디자인, 패키지 제작을 위한 컨설팅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가공 이외에 부가적인 기업 활동(체험프로그램 운영, 카페 운영, 기타
부속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O, X)

①---②---③---④---⑤

기타(직접 기입:

(O, X)

①---②---③---④---⑤

)

26. 귀 기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② 원료삼의 구입 자금 지원
① 원료삼의 계약 생산 지원
③ 공동 판매‧전시장 지원
④ 인력 지원
⑤ 포장 및 디자인 지원
⑥ 공공기관에서의 구매를 통한 지원
⑦ 공동 가공시설 지원
⑧ 공동 저장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
⑨ 자동화 및 기계화 지원
⑩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⑪ 수출 확대(해외시장 개척) 지원
⑫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⑬ 가공 기술이전 및 기술력 향상 지원 ⑭ 가공기업간의 협력 강화 지원
⑮ 기타(직접 기입:
)
27. 기업의 발전단계를 창업 및 기업운영 초기단계, 기업의 성장 단계, 기업의 성숙 및
약 단계로 구분할 경우, 금산군의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들이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지원은 무엇인지 각 단계별로 한 가지씩만 기입해 주십시오. 위
의 보기에 없는 사항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① 창업 및 기업운영 초기 단계 ⇒ (
⇒ (
② 기업의 성장 단계
③ 기업의 성숙 및 재도약 단계 ⇒ (

재도
가장
질문
)
)
)

28. 금산군의 인삼류 및 인삼제품 생산 기업들이 정부 및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지원을 바라
는 사항이 있다면 각 단계별(① 원료삼 구매, ② 제품 판매, ③ 기업 경영 자금 및 ④ 신
제품 개발 및 기업 창업 등)로 빈칸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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