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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food industry and major 
issues are reviewed, and some problems derived from 

the R&D aspect are analyzed. Particularly,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direction of R&D are presented 
in order to enhance the vitality of the food industr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At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pro-
vide a consistent R&D roadmap through macroscopic 
coordination, and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come up with practical and concrete collabora-
tive measures. It is also necessary to set the investment 
direction for food R&D in the public sector, taking into 
account the strategic importance of core technology and 
the global level difference, targeting on basic research 

and public platform technology. More efforts to discover 
agendas focused on food technology and link them to 
large-scale R&D projects are urgently needed to solve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through food research.

key words: food industry, R&D strategy, public sector, 
innovative growth, role and responsibility

서론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농림축산

식품부 등, 2019). 공지된 5대 유망식품으로는 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

품 등이 포함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초기시장 형성,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농어업과 중



236
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20)

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

한 성장,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연관 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과거 농식품산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

에서 몇 차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 바 

있으나, 이번 경우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여 식

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례는 없었다.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을 포함한 국내 식품산업 규

모는 2017년 매출액 기준 약 242조원, 종사자 수는 약 

238만명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품

유통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식품산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2018). 식품은 필수재

라는 상품 특성상 경기침체 영향이 작고, 식생활 및 소

비성향 변화와 함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

망이다. 특히 노인·독신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편의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

장하고, 식문화의 다양화, 소득 향상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 및 외식수요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부 창출, 고

용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추구하기 위해 기능성식

품, 편의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

한 투자를 강화하고 K-food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으

나, 유망 미래분야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고부가가

치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이나 산업계의 핵심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며,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여 기

술수준이 낮고 정보 인프라, 상용화시스템 등이 전반

적으로 취약하므로 핵심역량 및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기술(agri-food tech) 분
야 투자규모는 2012년 2.6억불에서 2018년 169억불로 

크게 확대되었으며(AgFunder, 2019), 최근 들어 전통적

인 식품기업 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 등 글로벌 선도 IT 기업들이 식품 유통이나 식품 관

련 바이오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아마존은 2015년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

를 기반으로 영양성분 DB인 Nutritionix를 개발하였으

며, 2017년에는 유기농 식품매장 ‘Whole Foods Market’
을 인수하고 무인 식료품점인 ‘Amazon Go’를 본격적으

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 2015
년 식품 부패 센서를 개발하였고, 2016년부터 인공지능

비서인 Cortana를 스마트 냉장고에 적용하는 등 식품 분

야에 다양한 첨단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식품산업 구조의 영세성, 양극화 등이 심화되면서 대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사업 개척 및 해외 진

출 노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혁신 성

장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이에 전반적인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연구개발 측면

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특별히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중소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수행

해야 할 역할과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식품산업 현황

식품산업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여 명료하게 정

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

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람이 직

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소비자 관

점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서 식품을 만드는 모든 산

업을 식품산업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식품산업은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로

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중에 제반 경제 

행위를 수행하는 업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개념의 식품산업은 식품을 생

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으로 정의되고(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보다 넓은 의

미의 식품산업은 식품제조업, 외식업과 더불어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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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영역을 포함한다.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가 큰 주요 산업이다.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음식점업)

을 포함한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2017년 매출액 기준

으로 약 242조원이고 종사자 수는 약 238만명에 달하

며, 식품유통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식품산업은 국가경

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표 1). 그러나 이러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전반적인 R&D 투자는 저

조하고,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형편이다. 2016년도 기

준 정부 R&D 예산 18.9조원 가운데 식품분야는 0.22
조원으로 1.1%에 불과하며, 민간 R&D 투자 역시 매

출액 대비 0.18%로서 매우 낮은 상황이다(한국은행, 

2019). 더욱이 식품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80%
로서 3-4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1. 식품산업의 대내외 여건

근래 들어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기대수명 증

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

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지

난 2008년 10.2%에서 2018년에는 14.3%로 급격히 증

가하였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국내 식량

자급률이나 곡물자급률은 각기 50%와 24% 미만의 여

전히 낮은 수준으로 미래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가 확

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과 신종 전염병 확산 여파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 

생계형 자영업의 폐업률 증가, 지역경제 악화 등 전반

적인 경기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기술·

산업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공지

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이 전 산업과 초연결·융합하여 혁신적 사회변화를 유

발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소비 트렌드로서 기능성식품, 맞춤형·특

수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에 대한 수

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 연장,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대사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을 통한 

웰빙 및 질병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건

강기능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가공식품도 소품종 대

량생산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부합하

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또한 1인 가

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식사 준비시간 단축 등 편의

성을 중시함에 따라 HMR과 같은 간편식품 시장이 폭

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사

회적 책임과 연대, 지속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는 윤리적 

식품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외적으로 한류 확산

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여 우리 식품(K-food)에 대

한 글로벌 선호도가 높아짐으로서 식품 수출이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식품산업과 국내·외 시장

국내 식품산업은 내수시장 중심 산업으로 최근 소비

인구 증가 둔화에 따라 양적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이나(그림 1), ‘건강’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HMR,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의 특정품목 시장은 고

속 성장 중이다(농림축산식품부 등, 2019; 농림축산식

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2019).
세계 식품산업은 2019년 기준, 약 7조3406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018),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비중이 38%
로 가장 크고 연 8.4%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주요 시장분석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트렌드

에서도 ‘건강’, ‘편의성’은 중요시되며, 그 외에 ‘식물

성’, ‘친환경’, ‘지역적 풍미’, ‘해조류 스낵’ 등이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었다.

표 1. 2017년 국내 식품산업 현황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
(십억원)

성장률
(전년대비)

식품제조업 60,089 346,021 114,110 5.1%
음식점업 691,751 2,036,682 128,300 7.9%

합계 751,840 2,382,703 2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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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입 측면에서 K-food의 인지도 상승에 따

라 국내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

입 353억불 대비 수출 69억불은 저조한 상황이다(농림

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근래 

대기업 중심으로 가공식품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

으나, 일부 품목에 한정되며 부가가치가 낮은 신선식

품 수출이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최근 식품산업에서 급부상하는 새로운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적용을 통한 푸드테크 시장의 활성

화 움직임을 손꼽을 수 있다. 푸드테크(Food+Tech) 시
장은 식품과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신산업을 지칭하

며, 특히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등 ICT와 BT의 융합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 기업에 대

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음식배달이나 맛

집추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

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푸드테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나 스타트업 지

원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2014∼2018년 식품분야 

정부 R&D과제 약 2,600건 중 연구내용에 사물인터넷·

그림 1. 국내 식품산업 규모 및 성장 추이

품목 2012년 2018년 연평균 성장률

건강기능식품 1.70조원 4.3조원 25.5%
가정간편식(HMR) 0.95조원 3.5조원 44.7%

고령친화식품 0.58조원 2.0조원 (추정) 40.6%
펫푸드 0.25조원 0.6조원 23.3%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년 식품산업 주요통계(2018) 및 2019년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2019)

그림 2. 세계 식품산업 규모 및 지역별 점유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년 식품산업 주요통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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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ICT 관련 키워드를 포

함한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

비스, 2020). 따라서 정체된 식품시장을 타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지역

별 맞춤형 수출전략이 요구되며, 차세대 푸드테크 시장

에 대한 예측분석을 바탕으로 R&D 기획 및 투자를 확

대하고, 푸드테크에 특화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통해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3. 식품관련 정부정책

식품분야는 소관 부처가 다양하고, 목적별·분야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각각 종합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표 2).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 진흥을 

총괄하고, 식품 생산-유통-소비를 통합 관리하는 범

부처 먹거리전략(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며, 농산물 

품질관리 등을 담당한다. 농식품부 산하의 농촌진흥청

과 산림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신품종 개발·부가가

표 2. 식품관련 소관부처 및 주요계획 현황

부처 및  
식품관련업무

주요 계획 근거법령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산업 진흥 총괄 / 

농식품 과학기술 육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 식품산업진흥법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12.7) 식품산업진흥법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5~’19)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합동)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농촌진흥청 농산 식품소재

산림청 임산 식품소재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육성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16~’20)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책 /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16~’2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육성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17~’26) 생명공학육성법

그림 3. 국내 농식품 연도별·품목별 수출입 현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년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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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향상, 농·임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기능성 소재 발굴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공품 중심의 수산식품 육성, 해양바이오 식품소재 개

발 등을 담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축수산식품 

안전사고 예방, 유해식품 단속 및 수입식품 통관, 건강

기능식품 정책 및 인증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식품관련 기

초연구를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부 처 식품분야 R&D 사업 ’19 예산(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편이가공식품, 가공공정 효율성 향상, 천연소재 개발 등)

408
103
72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수산물 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 5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술 선진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356

합 계 994

그림 4. 식품관련 5개 부처의 2019년 R&D 예산 및 식품분야 투자 현황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부처별 연구개발 계획(2019)

그림 5. 정부 부처별 식품분야 R&D 연구비 현황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학기술표준분류상 식품분야 해당 R&D사업 분석(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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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품기업 지원정책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총괄업무를 농식품부가 맡고 있으나, 해수

부나 식약처와의 업무 협력으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연계기반이 다소 미흡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4. 식품분야 정부 R&D 현황

식품분야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해

수부, 식약처의 R&D 예산은 총 1.7조원이지만, 이를 

식품분야 R&D로 한정하면 994억원으로서 전체 정부 

R&D 예산 20.4조원의 0.5%에 불과하다(그림 4). 그 외

에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에서도 대학과 

출연(연) 연구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다양한 형태

의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 R&D에 투자하고 있다(그림 

5). 특히 과기정통부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세계김치

연구소 포함) 출연금 비중이 68%, 개인기초연구 지원 

비중이 1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 부처 R&D 예산 중 식품분야 연구비는 2016년
까지 2,22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7년 2,158
억원, 2018년에는 1,734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

세이다(그림 6). 더욱이 2018년의 식품 R&D 과제 당 

그림 6. 연도별 식품분야 R&D 연구비 및 과제수 현황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학기술표준분류상 식품분야 해당 R&D사업 분석(2019)

그림 7. 수행 주체 및 연구단계별 식품분야 R&D 현황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학기술표준분류상 식품분야 해당 R&D사업 분석(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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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구비는 약 1.4억원으로, 전체 R&D 과제 당 평

균연구비인 3.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수행 주체별로 식품 R&D는 대학(36.7%), 중소기업

(26.3%), 출연연(21.0%)에서 주로 수행하였으며, 중소

기업은 주로 산업부와 중기부 지원의 개발연구를 수행

한 반면, 대학과 출연(연)은 여러 부처 사업을 통해 기

초·응용·개발의 전 단계에 참여하였다(그림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분야의 정부 R&D 투

자는 매우 저조하고, 소규모 백화점식 과제로 인해 경쟁

력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향이 갈수

록 악화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

부, 중기부의 R&D 지원책이 식품분야 주요부처의 산업

진흥정책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행 주체(대

학, 출연(연), 기업)별 역할 분담도 모호하다고 판단된다.

5. 식품분야 민간 R&D 현황

식품분야는 식품제조업의 91%가 종업원 20인 이하, 

음식점업의 86%가 종업원 4인 이하로, 대부분 사업체

가 영세하여 연구개발 기업 비율이 0.51%에 불과하며 

(전체 제조업 1.08%), 연구개발 기업조차 R&D 투자가 매

출액 대비 0.8%로서 제조업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친

다(표 3, 그림 8). 특히 식품산업은 농축수산물 원료공급의 

특성상 지역기반 사업체가 많아서 연구개발 인력 확보나 

외부전문기관 협력에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식품분야에서는 Me-Too(베끼기) 상품 출시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해 전체 

상품시장을 키운다는 점에서 비교적 관대했던 편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이나 가격경

쟁에 치중함으로써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이 되고, 결국 식품산업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또한, 국내 히트상품 디자인이나 외식업 

상표 등의 해외 도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출기

업 및 해외진출 외식업의 수익 감소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영세 식

품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

체-지방대학-지역연구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

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식품분야 지

식재산보호제도 보완 및 해외 지재권 침해방지 전략도 

표 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개, 십억원, %)

구분
연구개발 사업체수
(전체 대비 비율)

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R&D

제조업 전체 4,687(1.08) 1,284,489 43,722 3.4
식품제조업 304(0.51) 61,003 494 0.8

그림 8. 제조업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교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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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식품 R&D의 환경과 역할 변화

식품분야를 둘러싼 정책적, 산업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식품 

R&D 추진 방향성에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구체적

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

임이 강조되고, 국정과제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

접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으로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을 시급

히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4차 산

업혁명 전개에 따라 미래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융

복합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 복잡성의 진

화, 환경 리스크 심화, 휴먼 임파워먼트 등의 메가트렌

드 전망에 따라 다양한 식품분야 미래 유망기술이 부

상하는 가운데, 대다수가 기술간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역할 주제별로 세부 기술전략과 로드맵 수립이 

그림 9. 메가트렌드 전망에 따른 미래 유망기술 예시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7) 재구성

그림 10.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미래 신산업 분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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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그림 9).
특별히 정부에서는 식품 및 융·복합 농축수산 분야를 

미래 신산업 영역으로 분류하고 혁신성장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를 기본 방향

으로 공표한 바 있다(그림 10). 이에 공공·플랫폼 성격

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와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도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

러 그동안 공공 부문의 R&D 기관들이 수행해 온 기존 

역할에 더하여 경제사회적,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 새

로운 역할이 요구되며, 보다 강도 높은 혁신 노력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그림 11).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

추어 국내 대표적인 식품분야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식

품연구원은 최근 역할과 책임(R&R)을 새롭게 정의하

면서, 식품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가·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연구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그림 12).

7. 식품 R&D 효율화의 당면과제

공공부문의 식품 R&D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 당면

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국

가적 차원의 식품 R&D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컨트롤타

워의 모호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분야 R&D
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부처별 중

장기 전략들이 전체 식품과학기술 분야와 연구개발 주

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관 부처간 연구개

발사업 조정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정

부 부처별 중장기 계획과 주요사업 시행 계획들이 전체 

식품분야를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

며, 중장기 전략 및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주체와 이행 

주체가 동일하지 않고, 무엇보다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

리고 전체 사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모호하다는 점

이다. 특히 부처간 연구개발사업 조율 측면에서 최근의 

식품 및 바이오 분야 기술 트렌드에 따라 농식품부, 식약

처,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 간에 

필연적으로 중첩 영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식품 R&D 

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어 부

처간 효율적인 사업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는 R&D 수행 주체간 협업을 막는 현실적 제약

으로서, 여타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분야 내에서

도 협력 성공사례가 부족하므로 공동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술 혁신을 위한 역할 정립

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행 주체간 연구 협력을 위해서

는 top-down과 bottom-up 방식의 협업이 모두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현재 표면적 교류는 활발하지만 공동

기획, 사업조정 등 실질적 협업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제약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연구 데이터의 개방, 공유, 

그림 11. 공공부문 R&D 기관의 역할 확대

출처: 한국식품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출연(연) R&R–한
국식품연구원(2019)

그림 12. 한국식품연구원 R&R 추진 체계

출처: 한국식품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출연(연) R&R–한
국식품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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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타 산업분야의 경우 지

난 2000년대 이후 기업이 대규모 투자로 혁신연구를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과 출연(연)의 역할 정립

이 이루어졌으나(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식품산

업의 경우 대다수 기업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조차 기술혁신 주체로서 뚜렷하게 앞장서지 못하고 있

어 공공부문에서 혁신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더

욱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는 기술간 융·복합 및 신속한 연구체계 전환의 

필요성으로, 식품분야의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구

로서 ICT, BT 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식품

분야의 대형 융·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과 추진이 필

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식품산업에서는 유통분야를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물론 ICT, BT 

등의 기술융합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난

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빅데이터, AI, VR, 블록체인 

등의 앞선 기술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규모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는 다부처 

융·복합사업에서 식품분야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식품분야

에서 해결 가능한 국가·사회적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

하고 이를 대형 융·복합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

다. 예를 들어 스위스 Nestle사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투입하여 식습관·유전체·생활습관과 노

화·질환의 상관관계 조절 등 다양한 영양 솔루션을 통

해 ‘건강 장수’라는 거시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Nestle, 2019).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해외 

선도기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식품기술 중심의 대

규모 중장기 R&D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일천한 입

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추진의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

고, 관련 예산 확보 전략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 미래를 대비한 식품 R&D 추진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각

의 주체들이 주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대 흐

름에 따른 환경과 역할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꾸준히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거시적 

방향성 조율을 통해 일관성 있는 R&D 로드맵을 제공

하고, 공공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현

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

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산업 진흥을 전담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

품안전처 등 소관부처 간에 거시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R&D 로드맵을 

제공하는 동시에, 식품 R&D 영역 확장에 따라 규제 완

화 및 법제도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또한 로드맵을 근거로 기관개선에 간의 사업 조정 및 

공동 기획을 활성화하고, open-lab 운영, 협동연구 행

정 간소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협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행 주체로서 산

업계 및 학계, 지자체 등을 포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를 활성화하고, 기초원천연구와 개발연구 주체간의 연

구정보 공유를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식품

분야 미래 신산업 영역에 대한 민간 R&D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식품 R&D는 기초원천연구

와 공공 플랫폼기술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의 전략

적 중요도 및 글로벌 기술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식

품분야 기술수준은 종합순위 기준으로 세계 8위에 위

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9). 따라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R&D 

투자가 요구되며,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사업화연

구(R&BD)를 지속하더라도, 주로는 제품개발 연구가 

아닌 기초원천 또는 공공 플랫폼기술에 집중하여 글로

벌 경쟁의 기술수준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그림 13). 이를 위해서는 수행 기관별로 연구역량

을 면밀히 진단하고, 강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생성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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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량의 식품 연구데이터가 자칫 사장될 우려도 있

으므로, 이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

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정보 선순

환시스템의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그림 14).
마지막으로 정부 R&D 투자의 대형화 및 융·복합화 

기조 속에서 식품 연구를 통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식품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등 식품기술 

중심의 아젠더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여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필

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식품분야는 국민생활과 직결

되어 있으므로 파급력 높은 연구테마가 다수일 뿐만 아

니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의 결

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융합서비스 및 비즈니스모델

을 파생시킬 수 있다(그림 15). 아울러 비록 현재까지 

해외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산업 파급력이 높은 신성장 

동력분야로서 식품산업은 미래 신산업 유형에 속하며, 

정부 R&D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높은 분야로 인정

받고 있으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이 시점에

서 식품분야 대형 R&D 사업 추진의 잠재력과 당위성

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요약

식품산업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식품은 필수재라는 상품 특성상 경기침체 영향이 작고, 

식생활 및 소비성향 변화와 함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

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전반적인 국내 식품산업 현

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도출

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특별히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

할과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품산업

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그림 13. 전략적 중요도와 기술수준을 고려한 R&D 투자방향 예시

출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8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2019) 재구성

그림 14. 식품분야 연구정보 선순환시스템 구축 예시

출처: 한국식품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출연(연) R&R–한
국식품연구원(2019)

그림 15. 식품과 연관된 바이오분야 패키지형 정부 R&D 투자 예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
자전략(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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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정부는 거시적 방향성 조율을 통해 일관성 있는 

R&D 로드맵을 제공하고, 공공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

은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이며 구체적

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식품 R&D는 기초원천연구와 공공 플랫폼기술 중심으

로 핵심 요소기술의 전략적 중요도 및 글로벌 기술 수

준차이를 고려하여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 연구를 통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식품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등 식품기

술 중심의 아젠더를 발굴하고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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