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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Message

한국, 식품기업하기 좋은 토대 갖춰 

한국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 조성을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5년 선보일 푸드폴리스의 첨단 산업시설과 이에 부응하는 도시 인프

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야말로 기업 경영을 하기

에 최적의 조건들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는 물이 맑

고 기후가 적당해서 특히 생산업에 유리하고,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없어 대규모 설비를 구축해도 우려가 없습니다. 한국은 인적자

원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IT·BT 분야의 인재가 많아 기술력이 탁월한데

다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맥도날드의 

성장 이면에는 한국인 직원들의 책임감과 열정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

각하는데요, 한국인 특유의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은 경영자를 감동시키

기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인접해 있어 동북아 경

제의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5억 인구의 동북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요? 동북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원한다면, 주저 말

고 한국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기본적으로 가진 재산이 많은 까닭에 푸드폴리스의 성공

적 안착과 궤도 진입은 더욱 빠르게 실현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생’의 네트워크 바탕으로 성장하길 기대

제가 몸담고 있는 맥도날드는 초기에는 미국의 한 작은 매장에서 시작

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식품서비스 회사가 되었습

니다. 맥도날드는 119개국, 3만3천여 개의 모든 매장에서 가장 완벽한 

햄버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을 고용하

고 있는 세계 4위의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1988년 서울 압구정점을 시작으로 현재 약 270개 매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맥도날드’라는 브랜드에만 집중해 얻은 성과가 아니라 모든 식재료 

공급업체와 가맹점주 그리고 임직원 간의 응집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

로 이룩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다리 철학’이라 부르며, 맥도날

드라는 의자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모멘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푸드

폴리스에 입점하게 될 기업체들도 기업 각각의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

는 입주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발히 해 서로 교류, 협력한다면 보다 

우수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손꼽히는 글로벌 클러스터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푸드폴리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커다란 응원을 보냅니

다.  

푸드폴리스, 

식품기업의 
미래가 되길 
기원합니다

션 뉴튼 (Sean Newton)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푸드폴리스 건축 기념 축사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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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는 한국 식품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 식

품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 식품산업단지에 들어설 기업들의 면면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CJ제일제당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를 위한 66,000㎡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 30일에는 동

원F&B와 66,000㎡ 규모의 식품 제조공장 및 연구소 설립을 골자로 하는 

투자 MOU를 체결한 것. CJ제일제당과 동원F&B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에서 그려나갈 청사진에 대해 알아본다.

매출액 1위 CJ제일제당, 푸드폴리스를 생산기지로 선택

CJ제일제당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현대식 가공식품 제조공장과 연구

소를 설립해 신제품 개발과 일류식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식품융복합기

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CJ제일제당

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은 물론 투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글로벌 기업인 CJ

제일제당과의 MOU는 국내는 물론 해외 선도 기업의 투자유치에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분야를 선도하는 동원F&B, 

푸드폴리스 투자 동참         

동원 F&B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의사를 전했

다. 농식품부는 동원F&B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 제조공장과 연구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협약을 통해 동원F&B는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글로벌 건강식품 전진기

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원F&B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점을 계기로 다양한 기업, 연구소와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큰 식품기업으로 성

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국 대표 식품기업과 투자 MOU 체결

CJ제일제당·동원F&B 푸드폴리스 투자 결정 

COVer VieW대표 식품기업과의 MOU

농식품부와 CJ제일제당과의 투자 MOU 체결(2012. 9. 25).

농식품부와 동원F&B와의 투자 MOU 체결(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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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VieW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미주, 아시아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기능성 식품기업인 선옵타는 국가

식품클러스터에 친환경 식품음료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의 대표적 식품기업 자룩스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자재 가공시설

을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더불어 중국의 상해태득이식품음

료유한회사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음료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시아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

지난 12월 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일본 식품기업 (주)자룩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33,000㎡(1만평)규모의 투자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맺은 자룩스는 연간 매출 12억 달러에 달

하는 일본의 항공기 기내식 및 식자재 유통, 면세점 운영 등을 하는 항공분

야에 특화된 식품기업이다. 자룩스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 야채류를 

활용한 기내식 식자재 가공시설 등을 설립하여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가공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룩스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으로 향후 공장 가동 시 국

내 신선 농산물의 소비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룩스의 카타야마 본부장은 “한국의 농산물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

수하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가공기지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유산균 생산물질 등 식품관련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바이오제노믹스와

도 12월 18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12월 24일에는 연매출 약 1.5억 달러인 식음료 제조회사인 상해타이더

리식품음료유한공사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해타이더리식품

음료유한공사 관계자는 3대 R&D센터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국내에 홍

삼음료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투자유치단, 해외 투자유치 본격화

미주, 아시아 식품기업 연구소와 투자 MOU체결 

미국 인스턴트랩(위), 일본 

자룩스(아래)와 투자 MOU 체결.

선옵타(캐나다)와 투자 MOU체결(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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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유치 활동

 미주  캐나다, 미국 식품기업·연구소와 투자 MOU 체결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미

주권 투자유망 선도 식품기업들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캐나

다 식품 기업 선옵타,  미국 바이오 식품연구소 인스턴트랩과 투자협약

(MOU)을 체결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친환경 식품음료 생산시설을 구

축할 예정인 선옵타는 1973년 온타리오에 설립된 캐나다 식품업체로 두유, 

쥬스 등 친환경 및 유기농 식품음료로 특화된 기업이다. 또 인스턴트랩은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바이오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는 바

이오 식품관련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연구소이다. 

지난 9월 미국과 브라질의 식품기업 방문을 통해 이 지역 기업들의 동북아

시아와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많은 

대표 식품회사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시장 진출에 대해 많은 열의를 

표명하며, 푸드폴리스와의 MOU 체결에 지대한 관심을 내보였다. 브라질

과 호주 식품기업들도 역시 중국 시장을 비롯한 동북아 시장 진입의 교두

보로 한국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럽  동북아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한국에 관심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은 지난 10월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의 여러 식품기업들을 방문했다. 이 지역의 유수 식품기업들은 동

북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투자유치단

과 직접 면담에 나선 프랑스 치즈기업 회장은 한국의 치즈 소비량 증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푸드폴리스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럽의 

글로벌 유제품 회사 또한 홍삼 등을 이용한 식품개발과 한국을 동북아 시

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나타냈다. 또 세계적 수준의 파일럿플랜

트 등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네덜란드 식품연구소도 동북아 식품시장

의 성장에 대비하여 한국에 거점 연구시설을 구축하는데 높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   

&

1. 한국 투자의 강점은 무엇인가? 

중국, 일본 등 15억 인구의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47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여 세계 경제 영토 3위에 올라 있다. 이에 많은 글로벌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높은 구매력과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마켓으로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은 화물처리 세계 2위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IT·BT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2. 푸드폴리스 입주가능 시기는 언제쯤인가?   

2012년 중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에 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2015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완공될 예정이다. 투자 기업들을 지원하게 될 6개 하드웨어 시설들은 

2013년에 착공해 2015년 상반기에 운영이 되고, 투자 기업들의 공장 건설은 2014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3. 푸드폴리스 입주시 인력 수급이 가능한가? 

지자체·지원센터에 ‘통합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인력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여성 근로자를 위한 최상의 근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식품특성화고교와 

식품특성화대학을 통해 식품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대학·연구소와 협력해 고급 R&D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인재정보 DB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각 기업의 CEO, CMO, CFO 

등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식품산업문화도시의 역할과 기능에 

커다란 신뢰와 기대를 보이며 

푸드폴리스의 주요 멤버가 될 것을 

희망했다.

푸드폴리스에 대한 3가지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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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프라 편 ① 

기업하기 좋은 산업연구단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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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안을 지난 7월에 

발표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육성 기본방향, 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기업

지원시설 구축, 수출·투자촉진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안을 살펴보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갖춘 조건들을 파악해본다.

최적의 접근성 및 저비용 물류 혜택    

푸드폴리스에는 내수 뿐 아니라 활발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국내외 식

품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접근의 편의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푸드폴리스는 군산공항이 1시간 거리에 인접해 있고 군산

항, 새만금신항(계획)과도 인접해 해상물류 처리도 용이하다. 

또한 이러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해 동북아 식품물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농림부는 푸드폴리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담 메이저 물류회사

를 1~2개 선정해 저비용 고효율 물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담물류회

사는 입주기업의 원료조달 및 제품판매, 수출입 물류 등 물류 종합처리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공동 집·배송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운송비를 

약 30~40%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입을 위한 통합 지원도 시행된다. 세관·검역·검

사 통합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수출입 행정을 통합 지원하고, 종합

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시 수입 원재료 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 

1급수 공급·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스템 ‘청정산업단지’   

산업시설, 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식품산업단지에는 

용수공급, 교통·물류, 폐수·폐기물 처리, 에너지 공급 등 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의 생산품목이 음식품 관련 분야여서 용수와 폐수·폐기물 처

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덕유산의 용담댐 1급수 맑은 물을 공급하

게 된다. 또한 사업부지내에 ‘폐수처리장’,  1‘식품 쓰레기 지하 자동차집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청정산업단지를 구현한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녹색에너지 공급 시스템 

갖추게 된다.  

쉼터, 배움터를 갖춘 복합주거환경 제공

입주기업, 연구소 종사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주거, 교육, 문화,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도시를 함께 조성한다.  

먼저 명품 주거단지 ‘푸드시티’를 조성해 식품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고, 외국인의 다양한 체류형태 및 선호도를 

고려해 타운하우스·임대 주거단지, 게스트하우스, 한옥타운 

등 다양한 주거지를 건립한다. 또한 외국인 입주기업 및 연구

소 직원들의 수요를 감안해 글로벌 교육 및 인재육성이 가능

한 교육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어마을과 초중고 외국인학

교 유치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 

종사자들이 언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

어 지원과 맞춤형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

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 부패하기 쉬운 식품쓰레기를 

지하 관로를 통해 자동 차집하는 

중앙집중식 처리시스템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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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인센티브 및 산업단지 조성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Invest IncentIve 

국세 : 법인·소득세(5년간 100%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취득·등록세(100%면제) / 재산세(5년간 100% 

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경우

2      각종 세금의 파격적 감면 

•분양 인센티브 (조기 MOU 투자기업) 

조기 투자 MOU체결 식품기업·연구소 등에 부지매입비 등 인센티브 부여

(푸드폴리스 기금(가칭)을 활용한 부지매입비, 시설 건축비 등에 대해 차등지원 등) 

•농식품 모태펀드 활용  푸드폴리스 입주기업에 대해 식품모태펀드 활용, 자금지원 

•금융기관의 금융파이낸싱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정, 입주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

•원형지 공급 (대규모투자 희망기업) : 대규모 부지면적을 필요로 하고 원형지 공급을 원하는 기업 등에 

부지지형, 조성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형지 공급

3      입주부담 경감

•종합보세구역, 세관절차 간소화    •6개 H/W 시설 우선 이용

 •10개 기업지원 프로그램(S/W) 제공

• 투자자별 전담 매니저 배치(지원센터·지자체)로 투자유치 및 각종 

법률지원, 입주에 관계되는 제반 행정절차 One-Stop 서비스 제공

•개별공장 건립 시 제반 행정 절차에 따르는 불편 해소

•입주기업을 위한 미래형 녹색주거환경 조성

    -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한옥마을, 아파트 등

•글로벌 수준의 교육·의료 환경 조성

•식품·문화를 콘텐츠로 한 체험·문화특구 조성

•광역교통망구축 강화와 녹색대중교통체계 구축

•쾌적한 친환경·청정도시 조성

4      입주기업 비즈니스 지원 

5      최상의 정주환경 제공 

구 분 주요내용 

투자 보조금 

대규모 투자 
·전라북도 :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 

·익산시 :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 

일반 투자 
·전라북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익산시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고용 보조금 
전라북도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원 

익산시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전라북도 ·1인당 10만원~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원 

익산시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근로자 정착 보조금 전라북도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중소기업 지원 
·시설·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비, 마케팅 활동비 등 

1      투자 보조금 지원에서부터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 계산기를 

클릭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www.foodpolis.kr)에 

마련된 인센티브 계산기에 

자사의 업종과 

투자분야 ·자본금 등을 

입력하면 인센티브를 

조회할 수 있다.   

                             국가 산업단지 조성 단계 및 MOU 체결 현황

•하드웨어시스템 완공 단계 •투자유치 MOU 상황

완공

단지조성공사

착공

지장물조사

산업단지지정승인(12년 6월)

•산업단지조성단계

<기업>

목표
150개

57개
체결

<연구소>

목표
10개

5개
체결

예정진행완료

시설완공

장비도입

건축공사

착공

건축디자인

건축기본고시

기본/실시 설계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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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제2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는 글로벌 식품 혁신의 터전이 될것   

‘제2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

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식품클러스터의 역할과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농업 식품 상업화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알폰수스 유티오 

교수와 유네스코 클러스터 및 도시계획 전문가인 요슬란 누 등 식품전문

가들과 식품기업,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능성 음료·에너지바·특수오일 등 다수의 농식품 상업화를 성공적으

로 이루고, 캐나다 최초의 식품개발센터(FDC)를 이끌고 있는 알폰수스 유

티오 교수는 농식품 상용화 추진방안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면서 기업들과 

성공적 협업을 펼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기술연구를 통해 모든 농산물이 상업 식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강

조하면서 “푸드폴리스가 식품 혁신을 바라는 기업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

는 주요 장소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요슬란 누(유네스코 클러스터 및 도시계획 전문가), 이진명(AT

커니 팀장) 컨설턴트 등이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식품클러스터 혁신정책 

지원 방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

벌 트렌드 분석 및 전략을 모색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식품시장 진

출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을 제시했다.

참석자들 호응 얻으며 국제 식품행사로서 역할 톡톡

이날 진행된 포럼은 지난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발표이후 처

음 진행되는 국제행사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 R&D와 고부가가

치 생산의 허브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음을 인정받는 자리였다. 또한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식품으로 개발 가능한 소재 농산물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세계 연구 기관·대학·기업 등이 식

품클러스터를 통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인식하게 됐다.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 

알폰수스 유티오 교수

   세계 식품업계는 지금 신상품 개발 중

“농식품 상업화 성공하려면 뿌리까지 연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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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VIEW한국의 FTA 현황

•한국과 FTA 발효된 국가와 GDP(달러) 

협상진행중인국가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
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협상여건 조성 중인 국가

일본, 한-중-일, 이스라엘,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MERCOSUR

6831억

16조2822억

2700억

15조6096억

1849억

2721억

1조9152억

1조7792억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

싱가포르

미국

페루

칠레

ASEAN

인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

싱가포르

미국

페루

칠레

ASEAN

인도

6831억

16조2822억

2700억

15조6096억

1849억

2721억

1조9152억

1조7792억

KOREA

•Korea`s FTA status with GDP(billion USD)

In FTA discussions

Canada, Mexico, GCC countries, Australia,

New Zealand, Indonesia, China, Vietnam

Negotiation in FTA conditions 

Japan, Korea-China-Japan, Israel,

Mongolia, Malaysia, MERCOSUR

683

16,282

270

15,609

185

272

1,915

1,779

EFTA

EU

SINGAPORE

U.S.

PERU

CHILE

ASEAN

INDIA

EFTA

EU

SINGAPORE

U.S. 

PERU

CHILE

ASEAN

INDIA

683

16,282

270

15,609

185

272

1,915

1,779

KOREA

WORLDWIDE VIEWKorea`s FTA

WOrldWide VieW

한국, FTA를 통해 세계시장과 무역 고속도로 활짝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 이래 거대경제권 및 자원부국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를 적극 추진하며 FTA 네트워크를 위한 글로벌화에 

힘써 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기술 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를 지향해왔다. 또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상품과 서비

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수준 높은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국내 제도

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는 등 단순히 무역확대를 넘어 미래 국가 경

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11월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1EFTA 4개국,  

2ASEAN 10개국, 인도, EU, 페루, 미국 등 47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또한 터키와의 FTA는 2008년부터 추진되어 지난 8월 기본협정 및 상품

무역협정 정식 서명을 통해 상품 분야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콜롬비아와

는 총 6차례에 걸쳐 공식협상을 개최하며 지난 8월 FTA 가서명을 이뤄

냈다.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3GCC 6개국,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의 FTA를 추진

해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과의 FTA 추진으로 아시아의 경제 허브를 꿈꾼다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 국가인 중국과의 FTA는 2012년 5월 협상개시 선

언과 함께 제1차 협상이 개최됐으며 이후 양 국가 간의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돼 지난 10월 경주에서  제4차 협상이 이뤄졌다. 지난 협상을 통해 

한중 양측은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논의와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협상 기본 지침 

문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FTA 추진과 병행해 한·중·일 3국 동시 FTA 체

결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시장 규모가 14조 3000억 달러에 달

해  4NAFTA와 EU에 이어 전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국의 FTA 현황

1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

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브루나이공화국,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

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3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

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4  No r t h Ame r i c a n F r e e T r ade 

Agreements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지대)

 47개국과 FTA  체결… 변방에서 글로벌 코리아로

한중 FTA 협상 진행 중, 아시아의 ‘경제허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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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repOrt 국내 우수 식품기업 탐방

최근 푸드폴리스에 투자하기로 농식품부와 MOU를 체결한 종합 식품 1위 기업 

CJ제일제당, 수산식품분야 1위 기업  동원F&B의 비전과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식품 바이오사업 투자 강화 예정                    

CJ제일제당(대표이사 김철하)은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국민 식생활에 

꼭 필요한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의 기초 소재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출발해 현재 직원 5만여명, 연 매출 6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 정상의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최초 복합조미료 ‘다시다’, 국내 최초 즉석밥 ‘햇반’, 

국내 최초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 등과 같은 신규 카테고리 영역을 꾸준

히 개척하고 성공시켜 식품업계 발전을 이끄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

고 있다. 또한 그린 바이오시장에서 이미 핵산과 같은 세계 1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2013년까지 5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바

이오사업 투자를 통해 그린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한

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와 함께 신규 아미노산 소재에 대한 생산라

인을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 R&D인력을 확충해 신규 소재 개발 및 생

산수출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CJ제일제당은 13억에 이르는 

중국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아,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

를 중국 진출의 핵심 전초기지로 구축한다는 전략을 갖고 글로벌 기업으

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브랜드 ‘즐거운동행’을 통

해 지역 유망 식품기업의 자체 브랜드와 CJ제일제당의 유통망, 마케팅, 

R&D를 접목한 동반 성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생’의 협력 정신을 실

천에 옮기고 있다.   

대용식 및 실버 시장 공략

연 매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종합식품기업 동원F&B(대표이사 김해

관)는 대표 아이템인 동원참치를 비롯해 김, 죽, 김치, 즉석밥, 홍삼, 비

타민 등 25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며 약 1800명의 직원들과 함께 국내 

최대의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웰빙 식품군, 유가공 식

품군과 건강기능식품군의 매출의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의 70%가 

‘건강지향제품’으로 이뤄내고 있다. 

동원F&B는 이 같은 건강지향제품군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

에 홍삼, 비타민 등 전략 사업에서의 마케팅과 R&D를 강화해 웰빙 콘셉

트의 신제품 출시 및 대용식 시장과 실버 시장을 공략해 해외 시장 진출

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원F&B는 식문화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성공을 글로벌화 1단계로 평가

하고, 2단계 글로벌화의 무대를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지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주 시장을 겨냥한 흑후추맛 김, 동남아 시장

을 겨냥한 스낵 컨셉의 키미 등의 현지 맞춤형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중국에서 앞으로 참치가 먹거리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참치의 중국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동원F&B는 푸드폴리스의 R&D·수출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 리드하는 선두 기업 돋보기

푸드폴리스에서 기업 전략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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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폴리스 뉴스 & 토픽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찾아 사

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국무총리는 여인홍 농

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한수 익산시장, 박인

구 식품산업협회 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과 함께 홍보관을 

둘러보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진입도로 개설과 같은 필요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2015년까지 5535억원이 투입돼 익산 왕궁면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

터는 현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식품산업의 핵심인프

라 구축산업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2년도 12월 주요행사 일정

AGenDA

월별  행사명 시기

12월 

• 미국기업방문 12월 5~13일

• 일본 식품기업 방문(MOU) 12월 19~20일

• 베이징 투자설명회(IR) 개최 12월 예정

Future plaNs

한류스타 김태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의 출범에 힘찬 응원을 보내왔다. 도쿄와 로마, 베를린 등 세계 

대도시의 촬영 현장을 누비면서 그곳의 풍부하고 매력적인 식품에 큰 감흥을 받았다는 그녀는 이제 그것보다 

더 탁월한 식품을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세계적인 식품 브랜드가 밀집해 있고, 

그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식품산업기술과 노하우가 가득한 도시를 만난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밤샘 촬영을 해도 다음 날 조금도 피곤을 못 느끼게 하는 웰빙·기능성식품을 

어서 만나보고 싶어요. 푸드폴리스가 바쁘고 복잡한 도시인들의 건강을 생각한 식품을 

많이 개발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첨단 식문화를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식품도시!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한국대표 배우 김태희 )

Kim taehee, Top Actress

김황식 국무총리(앞줄 가운데), 국가식품 클러스터 홍보관 방문(2012. 9).

   푸드폴리스 홍보관 찾은 김황식 국무총리

“원활하고 다각적 정부 지원 약속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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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427-80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9 태양빌딩 4층  Tel. 1688-8782 Web. www.foodpolis.kr

Taeyang B/D 4F 40-9, Jungang-dong, Gwacheon-si, Gyeonggi-do, Korea

국문 QR코드 English Version 
QR Code

CJ제일제당 

동원F&B 하림 

Jalux SunOpta Instantlabs  

상해타이더리식품음료유한공사 

한성기업 로지스올 인터불고그룹 

태방파텍 인천콜드프라자 청학F&C 

(사)한국자라생산자협회 (주)참고을 

(주)한미식품 (주)신원에프아이 (주)뉴지상사 

(주)다영수산 (주)디에스알푸드 (주)에이치엔에프 

(주)원광제약 (주)훼미리식품 (주)일원포장 

콩장군식품 (주)에이원푸드 (주)한샘종합식품

(주)삼점삼소스코 (주)진선 (주)여송예프예스 

(주)맑은물에신기산업 (주)은성식품 

(주)푸드웨어 신포우리만두 장독대 (주)식&락 

농업회사법인황금미가(유) 동양종합식품(주) 

초록들 원광대 (주)푸른들식품 제이팜스 중앙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주)삼우냉동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FDA Trading(주) (주)매일방송 상해식품 

인민일보해외판한국대표처 세종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Festivalo 

  북경록색서생투자유한공사 보화그룹 

IS FRA SKARO JD`s Seafood 

(유)기속 DART COFFEE 웰스프링사 

Sira Halal Food Industries 신명 

츠노식품공업 난요비조이 동네덜란드개발청 

해안란파실업 GMP Commodities 

Campden BRI 원덩시 요령성동항시 

Skane Food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Packbridge 클랭할랄 식품클러스터 연구소 

미시건주립대포장학부 DTI 포장유통연구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밀라노상공회의소 VITAGORA 

상해시 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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