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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launching foodpolis, the future of the food industry
After a great deal of hard work to ensure the best possible launch, our National Food Cluster 
Master Plan has now been announced. I believe it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food industr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now recognizes as an important 
engine of economic growth.
Foodpolis is designed to be an export-oriented cluster targeting North East Asian markets 
including China and Japan. We envision close collaboration between companies in Foodpolis 
and 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D institutes. These partnerships will lead to advances in 
food processing technology, which will then allow commodities produced within Foodpolis to 
be exported efficiently through seaports and airports nearby.
The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host 150 food companies and 10 research centers in order 
to create a hub for the North East Asian food market. It is committed to making continued 
investment to ensure Foodpolis’ success as one of the leading food clusters in the world.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할 ‘푸드폴리스’의 탄생 

오랜 준비와 검토를 통해 보강과 보완을 거듭하며 마침내 ‘국가식품클

러스터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17대 국가 신성장동력 중 하

나인 식품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세계 유수의 식품기

업과 함께 첨단 식품산업을 이끌어갈 R&D시설, 인적 네크워크가 집적

되는 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인 ‘푸드폴리스’는 분명 우리의 식문화와 

식품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특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식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인류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식품을 

만들어내는 ‘푸드폴리스’의 역량과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는 5조 달러의 식품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

하여 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푸드밸리,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 미

국의 나파밸리,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니아 등 몇몇 선진국은 이미 

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세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는 지금 

식품시장의 무한경쟁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식품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를 조성하

게 되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고, 전통적인 곡창 지

대로 식재료가 풍부한 전북 익산에 식품기업들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

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상의 기업 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푸드폴리스’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식품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지향형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의 국책 농식품 R&D 기관들을 연계하여 식품가공기술을 글로벌 수준으

로 끌어올리고,생산된 제품은 가까운 공항과 항구 등을 통해 세계 식품시

장으로 수출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푸드폴리스’에 150여 개의 국내외 

식품기업과 10여 개의 연구소를 유치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발

전시키고 나아가 세계 식품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예정입니다. 

끝으로 ‘푸드폴리스’의 비전과 사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

터 <더 푸드폴리스>가 많은 분께 사랑을 얻는 소식지가 될 수 있기를 기

원합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날, ‘푸드폴리스’의 앞날을 지켜봐주시고 더

욱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의 꿈, 

푸드폴리스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축사

국가식품클러스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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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 한국형 ‘푸드밸리’인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가 

조성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급성장하고 있는 15억 동북아시장 뿐 아

니라 68억 세계 식품시장을 공략하는 비전 있는 산업단지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기업과 연구소, 관련기관을 집적화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

과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32㎡ 규모의 식품전문산업단지와 

126㎡의 배후복합도시가 결합된 식품산업문화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원하는 푸리폴리스만의 인프라 구축

푸드폴리스의 식품전문산업단지에는 1급수의 용수 공급과 최상의 교

통·물류 시스템과 연결되는 부지 제공, 폐수·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우수한 기업 여건이 마련된다. 또 126만㎡ 

규모의 배후복합도시에는 종사자들의 주거를 위해 타운하우스를 비롯

한 한옥타운,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된다. 더욱이 이곳에는 외국인학교

를 비롯해 식품특성화고와 관련 대학,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테마

파크가 조성돼 첨단 식품산업문화도시의 면모를 띄게 된다.   

R&D·수출지향형 식품산업문화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발표 

creating a city of r&d and export-oriented food industries 
Foodpolis, Korea’s National Food Cluster, will open in Iksan City in Jeokbuk province. It will 
play a leading role as a state of the art facility for competing in the fast growing North East 
Asian food market of 1.5 billion people and the global food market of 6.8 billion people.
The National Food Cluster will generate a strong synergy effect by bringing together food com-
panies and R&D centers on a shared site of 2,320,000m2 linked to a residential and commer-
cial town of 1,260,000m2.

*as the Name ‘food+Polis’ suggests, the NatioNal food cluster has beeN desigNed to 
serve as a hub where food culture aNd iNdustry geNerate syNergy, aNd where its 
Products caN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wards imProviNg global health aNd 
wellbeiNg staNdards.

COVer VieW

*푸드폴리스(FOODPOLIS)란 

‘식품’, ‘음식’을 뜻하는 푸드(Food)와 

‘중심’, ‘도시’를 지칭하는 

폴리스(Polis)의 합성어로 ‘식품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이끄는 ‘식품문화도시’를 

의미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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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POLIS 
VISION   
사업개요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총 규모 : 232만㎡(70만평)

※배후복합도시 126만㎡

총 사업비 : 5,535억원

비전 2020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 중심’으로 

도약

목표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 육성

※150개 기업 · 10개 연구소 유치

핵심전략

R&D중심·수출 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 기업 이노베이션 지원시설

★ 수출기지화 및 농어업 동반성장

★ 인력 공급 및 기업 역량 강화 

The plan is designed to shift food production from simple processing to high value-added R&D, 
as well as to change the focus from the domestic market to export opportunities, and from inde-
pendent company operations to highly networked collaborations. A key strength of the Korean 
National Food Cluster is the wide array of organizations that can offer innovative support for 
food companies in the Cluster. 
Foodpolis offers an extensive incentive package to attract food companies and relevant insti-
tutes from Korea and overseas. Companies will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world food 
market trends and export opportunities, including inspection service support, in order to ensure 
the mutual success of Foodpolis and its resident companies. Many members of the food indus-
try community are remarking that the financial support, consultation opportunities, tax exemp-
tions, government funding support and food supply are all hugely attractive.

COVer VieW

이번 마스터플랜의 의의는 국내 식품산업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

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단순 식품가공에서 고부가 R&D(연구개발)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개별 기업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

한다는 핵심전략을 통해 식품산업의 패러다임에 일대 변혁을 기하고 있

다. 특히 입주 기업들이 생산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업 이노베이션 

지원시설은 푸드폴리스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식품품질안전센터, 기

능성평가지원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국가식품

클러스터지원센터 등의 6개 R&D 및 지원시설은 입주 기업의 혁신과 발

전에 동력이 될 예정이다. 

R&D·네트워크 중심, 이노베이션 창출이 최대 강점

푸드폴리스는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과 특전을 마련해 국내외 유수 기업

과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계시장 

동향과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검역·검사 시스템을 마련해 푸드폴리스

를 식품 수출의 거점기지화 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지원과 컨설팅, 다양

한 세제·재정 지원과 원료 농산물 공급은 입주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을 

더욱 튼실하게 하는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체험, 전시 등 

식품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식품산업의 6차 산업화와 K-Food 글로벌화 

추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 중심으로의 도약’을 비

전으로 내세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5,535억원을 투입해 기업 150개, 연

구소 10개 유치를 목표로 하며, 입주기업 총매출 15조원, 수출 30억불, 

고용인원 2만2천명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 토지이용계획안 

어 반  팜

BuSINeSS OVerVIew 
Location : Wanggung-myeon, 
Iksan city,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 2.32 million m2 
Residential town area : 1.26 
million  m2

Project budget : 553.5 billion KRW

VISION 2020 
‘A new core for the global food 
industry’ 

TargeTS 
Become one of the top five global 
food clusters 
※Host 150 food companies and 10 
R&D centers 

COre BuSINeSS 
STraTegy  
Establish a national cluster with 
strong R&D and Expor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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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인센티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INVeST INCeNTIVe 

국세 : 법인·소득세(5년간 100%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경우   지방세 : 취득·등록세(100%면제) / 재산세(5년간 100% 면제)

2      각종 세금의 파격적 감면 

- 조기 MOU기업(분양가 부담 완화, 입지 선택권 부여 등)    - 농식품부 모태펀드를 활용, 입주기업 

대상 전용 펀드사 운용    - 주거래 은행 통해 기업설비 및 경영자금 저리 지원

3      입주부담 경감

- 종합보세구역지정, 세관절차 간소화    - 6개 H/W 시설 우선 이용    - 10개 

기업지원프로그램(S/W) 제공

4      입주기업 비즈니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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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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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1인당 월 6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근로자 정착 보조금 전라북도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3년간  

물류센터 건립지원 익산시 ·투자금액 30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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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entive Programs Benefits

Foreign 
Investment 
Zone(FIZ) 

National tax 100% exemption for the first three years, 50% reduction for following two years   

Local Tax 100% exemption for fifteen years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property tax) 

Tariff exemption Exemption applied to capital goods inflow raised from the acquisition of new 
stocks  

Free/reduced 
land lease

Land lease benefits (free of charge or at least 50% reduction) 
for 50 years, duration extendable (up to 100 years)

Subsidy  

Investment 
Subsidy

Jeolla buk-do(Province)   
Minimum investment amount of USD 8.5 million, the 
subsidy to be provided within 5% of the invested 
amount up to USD 4 million 

Iksan-City
USD 4 million of the maximum per company in 5% of 
the investment amount if investment exceeds over 
USD 85,000

Employment Subsidy Up to USD 430 per person for up to six months / the 
subsidy ceiling to be USD 430,000 per company 

Education/
Training 
Subsidy

Jeolla buk-do(Province)  USD 90 ~ 430 per person for six months, USD 
430,000 per company

Iksan-City USD 520/month per person for six months, USD 
170,000 per company

Consulting Subsidy 1% of the final investment amount, within the limits of 
USD 88,000  

INCeNTIVe PrOgramS FOr FOreIgN

BeNeFITS FOr ThOSe whO mOVe INTO FIZ (Foreign invest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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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t view on the future of national food clusters and 
their role
In his keynote speech, Professor James Allen Dator emphasized that famine and environmen-
tal challenges are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humanity must overcome and h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food industry in this regard. He warned that the future will be quite grim 
if we fail to respond effectively to food supply imbalances, depletion of energy resources and 
climate change. Participants in the forum were convinced of the need for national food clusters 
and their growth potential after listening to the thought-provoking presentations. The forum 
made it clear that the key to the success of food clusters lies in the progress of food sci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networks. 

FOCUs 제1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리뷰

풍요롭고 건강한 인류를 위한 푸드 비전 

식품산업과 식품클러스터의 미래 전망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   

“미래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의미심장한 해답을 얻게 한 ‘제1회 국제식품클러스

터 포럼’이 지난 2월 2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됐다. 포럼의 리더로 나선 짐 데이토(하와이대 교수)는 위의 

질문에 대해 기아와 환경변화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더욱 중요해진 식품산업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기

조강연 ‘글로벌 식품산업의 미래’를 통해 “식량수급의 불균형과 에너지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지 못

하면 세계는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마틴 홀(캠든 BRI 식품과학부문 최

고 책임자), 로타 토너(스웨덴 스코네푸드네트워크 대표), 신동화(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북대 명예교수)위원

장 등이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식품산업의 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식품산업의 미래와 

식품 융복합화라는 주제의 연설과 토론을 통해 식품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으며,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융·복합 식품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틴 홀은 융복합 식품의 장·단점과 기능성을 강조했으며, 과일 

요거트 프로 비바 액티브(Pro Viva Active)를 개발해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로타 토너는 기업과 클러스터의 

상생방안과 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세계 석학들의 강연에 이어 신동화 위원장은 

국내 식품융복합 기술의 세계화와 클러스터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했다. 

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강연과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방향과 가능성은 포럼 참가

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발전시켜야 할 식품융복합기술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방안은 많은 기업과 식품산업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인식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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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제1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이모저모

세계 석학과 식품전문가들에게 푸드폴리스의 방향을 듣다

“푸드폴리스가 미래 식품산업의 중심이 될 것”

짐 데이토(James Allen Dator)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더 강조 될 것” 

미래학회 전 회장으로 앨빈 토플러와 함께 세계 미래학회 설립을 주도한 인물.

현재 미국 하와이대 미래연구소 소장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세계 미래학계 10대 석학인 짐 데이토는 항공우주산업을 빗대 식품산업

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는 지금 화성에 가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

성에 가는 것보다 지구에서 밥 먹는 것에 관심이 더 클 것”이라며 “미래에

는 식품산업이 타 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로봇기술과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의 융복합이 미래 식품산업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한다고 논평했다.

Professor Dator, one of the ten most renowned experts in futures studi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food industry by comparing it to the aerospace industry. “Personally I am very interested in going to 
Mars. But I know that the majority of people are far more interested in eating good food on Earth,”

마틴 홀(Martin Hall)  “기술 융복합은 식품산업에서도 필수 요소” 

영국 캠든BRI연구소 식품부문 최고책임자. 융·복합 식품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Director of Food. science at Campden Bri

마틴 홀은 “환경과 기후변화 등의 외부적인 요인을 비롯해 웰빙 식단과 맞춤형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식품산업의 기술 융복합이 필수가 됐다”며 신기술 

융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첨단 유전공학과 포장산업, 나노기술 등을 도입하는 투자전략에 있다고 조언했다.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climate change, consumers' demands for 
healthy food and food products tailored to their specific needs have increased, making the integrated use 
of technology essential,” claimed Martin Hall in his presentation.

로타 토너(Lotta Tȯ̇rner)  “산학연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와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 

스웨덴 스코네푸드네트워크 CEO 

Ceo, skane Food innovation network’s Facebook group skane Food innovation network

로타 토너는 산학연 협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스웨덴의 식품산업은 기업

과 연구소간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모델을 이뤄냈다”며 익산시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

러스터도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한 네트워크와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The Swedish food industry achieved outstanding growth based on industry-research institute collabo-
ration, which resulted in an open innovation business model,” she remarked. She emphasized that the 
success of a national food cluster is dependent on the establishment of academia-industry collaboration 
networks and on a collaborative growth strategy.

신동화(Shin Dong Hwa)  “푸드폴리스가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 

전북대 명예교수,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사)한국장류기술연구회 회장 

Commissioner, Food industry Promotion Commission / Professor emeritus, Chonbuk University

국내 식품정책과 음식문화를 평가해 온 신동화 교수는 식품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글로

벌 식품시장 선점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용 여부에 따라 한식 세

계화 정책이 더욱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Professor Shin Dong-Hwa, who has been coordinating Korean national policies on food and food culture, 
presented a new strategy for taking the lead in the global food industry through the use of integrated food 
science and related technologies. He predicted that by using the National Food Cluster as a springboard, 
Korean food culture can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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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Napa valley in california
Located in Napa County in California, Napa Valley is a renowned food cluster that specializes 
in wine production. Since wines produced here succeeded in beating Bordeaux wine in blind 
tests at the famous ‘Judgment of Paris’ in 1976, demand for Napa Valley wine has soared. 
Consequently, California has seen the advent of industrial scale wineries, including Robert 
Gerald Mondavi Winery and Kendall Jackson Wine Estate.
The basis of Napa Valley’s success as a food cluster is its ideal climate and optimal geographi-
cal location for grape farming. But Strong collaboration between region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has been crucial to making Napa Valley the renowned food cluster that it has 
become. It is also noteworthy that many wine makers and key figures in the wine business are 
graduates of nearby universities, including U.C. Davis and U.C. Fresno, both of which have 
excellent collaborative programs with the wineries.

GlObal ClUster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를 가다 

와인투어 등 관광 상품화에 성공한 클러스터

천혜의 환경에 더해진 지역특화와 유대가 성공 비결   

나파밸리(Napa Valley)는 캘리포니아주 나파카운티에 위치한 대규모 와인 

생산지로,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이다. 1976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보르

도 와인을 이기며(파리의 심판) 중흥기를 맞은 나파밸리는 이후 로버트 몬다

비와 캔달 잭슨 등 기업형 와이너리의 성장과 실리콘밸리의 활황에 힘입어 

그 규모를 더해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호텔과 레스토랑 관광열차 열기구 

등 캘리포니아의 초자연과 결합한 관광상품을 와이너리 투어에 포함하며, 

그 시너지를 배가시키고 있다. 미국이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세

계적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된 후에도 나파밸리의 명성은 더 견고해지고 있

다. 현재 나파밸리에는 400여 곳 이상의 대규모 와이너리가 있으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과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미감의 와인이 출시되고 있다. 

나파밸리가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포도 생산

에 최적화된 천혜의 테루아(Terroir, 지리·기후적 요소, 포도재배법 등) 

덕분이다. 고도 92~370m에 위치한 나파밸리는 땡볕과 서늘함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이며,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도 상승과 함께 

오전 안개에 의한 냉각효과까지 발생시켜 나파밸리의 포도에 튼실한 생명

력을 불어 넣는다. 나파밸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지역을 와인으로 특화

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다. 나파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와인 메이커와 경

영자는 인근 지역의 대학 출신이 많다. 와인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UC 

데이비드와 UC 프레스노 대학은 나파밸리 와이너리와 강력한 산학연 프

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나파밸리가 프랑스 와인을 능가하는 가치를 얻

으며 세계 최고의 식품클러스터로 등극한 것은 이 같은 산학연 협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식품클러스터의 현장을 찾아서

로버트 몬다비(Robert Gerald Mondavi,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 설립자)

캘리포니아에서 보르도 와인과 맞설 수 있는 고급 와인을 만든다는 꿈을 마침내 실현한 로버트 

몬다비는 나파밸리를 까버네 소비뇽의 천국으로 만든 장본인. 더구나 그는 와인투어를 도입해 

매년 10만 명의 관광객이 나파밸리를 방문하게 하고 있다. 여행자들의 격찬과 입소문은 나파밸리 

최고의 PR 툴이 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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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fra skarØ bio syNergy on the rise
In October 2011 at the Anuga FoodTec, one of the three largest international food trade fairs, 
the National Food Cluster Inward Investment team signed an MOU with IS FRA SKARØ BIO 
SYNERGY, a Danish dairy food specialty company. IS FRA SKARØ BIO SYNERGY special-
izes in the production of organic ice cream and holds a patent for ice cream for patients, in 
addition to having the capacity to produce great tasting ice cream without the use of unhealthy 
additives. The National Food Cluster Inward Investment team held meetings with a large num-
ber of firms, identifying each company’s investment preferences. The signing of the MOU with 
IS FRA SKARØ BIO SYNERGY was one of the key achievements, which led to discuss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dairy product manufacturing plant and R&D center in Korea. The 
Cluster establishment team also agreed to provide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support and 
investment information and advice.

WOrlD rePOrt

덴마크 아이에스 프라 스카로 바이오 시너지사가 뜬다

환자용 아이스크림 특허로 유럽시장 선점 나서

진화된 아이스크림과의 만남  

지난 2011년 10월, 세계 3대 식품행

사인 독일 아누가(Anuga) 식품박람

회장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

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

과 덴마크 아이에스 프라 스카로 바

이오 시너지(IS FRA SKARØ BIO 

SYNERGY)사가 투자협약을 체결

한 것이다.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누가 박람회에는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6,596개 업체가 참여해 세계 최대의 식품박람회장임을 증명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에스 프

라 스카로 바이오 시너지사와 투자  MOU를 체결하며, 해외기업들의 투

자성향을 파악하는 계기를 갖게 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유제품 생산공장 

및 연구소 설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아이에스 프라 스카로 바이오 시너지사는 덴마크에서 유기농 아이스크림

을 생산하는 유제품 가공기업으로 환자용 아이스크림 제조 특허를 보유

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이스크림 

최상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이 기업의 최대 강점이다. 

아이에스 프라 스카로 바이오 시너지사는 아시아 진출 파트너로 한국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정하고, 공동투자가 가능한 한국기업 모색 등 생

산공장 및 연구소 설립에 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국

가식품클러스터는 아이에스 프라 스카로 바이오 시너지사의 원활한 투자

를 위해 행정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으며,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

로 제공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은 아이에스 

프라 스카로 바이오 

시너지사의 경영진과 투자  

MOU를 체결했다.

 

아이에스 프라 스카로 바이오 시너지사 현황 

  소재지      Osterhovedvej 4, Skaro 5700 Svendborg, Denmark        대표자              Martin Jorgensen

    문의        +45-2929-1520, www.isfraskaroe.dk                             주요 생산품목      유기농 아이스크림

    특징        환자용 아이스크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푸드폴리스 내 생산 시설 또는 연구소 설립 예정

주요 식품기업의 비전·기술력

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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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GUiDe 투자유치 동향

mous signed with 55 companies from 
13 countries
The National Food Cluster Inward Investment team began its 
work in 2009 and has signed MOUs with 55 companies and 
institutes, both domestic and overseas. Team member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food industry seminars and forums in 
order to develop relationships and establish networks inter-
nationally, and to encourage business investment interest.
Recently, the Inward Investment team participated in the 
Food Expo 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in Las Vegas. Team members held meetings with over one 
hundred companies and identified more than ten companies 
which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investing. The team also 
established a special booth, designed to publicize the key ad-
vantages of and opportunities afforded by the National Food 
Cluster. Influential figures from the food industry and high 
level government representatives were invited to meet the 
team.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세계 13개국 55개 기업과 성공적인 MOU체결  

세계 유수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유치에 전력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은 지난 2009년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5개의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유수의 학회, 포럼 등에 

세션으로 참가하거나 개최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분위기를 조성

하고 있다.

투자유치단은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 식품기술자협회 (IFT·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푸드 엑스포에 참가해 투자유치활동을 펼쳤다. 지

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엑스포는 식품분야 세계 최대 단체

인 IFT 72회 연례총회와 식품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은 100여 개 기업과 투자상담을 진행, 컨

프러덕트, 비테라 등 10여 개 투자유망기업을 발굴했다. 또 해외 주요 식

품기업의 의사 결정권자와 주요 인사들을 투자유치관에 초청해 우리나

라 식품클러스터의 장점과 투자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다. 또

한 지난 6월과 7월에는 프랑스와 미국, 콜럼비아 대사관 등의 초청 방문

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는 자

국의 클러스터와 우리나라 클러스터와의 공동협력을 약속했으며, 미국

은 식품클러스터의 물류와 항만시스템 등에 관심을 보이며 자국의 관심 

기업들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콜럼비아는 동북아 시장진

출과 관련하여 커피 생산·유통 업체의 푸드폴리스 입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은 하반기에는 파리SIAL 박람회

(10.21〜25) 투자유치관을 운영하는 등 유럽·미국권역 투자유치에 집중

할 계획이다. 

국민가수 아이유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에 힘찬 응원을 보내왔다. 뉴욕과 

도쿄, 홍콩 등에서 공연 할 때면 

그곳의 풍부하고 매력적인 음식문화에 

큰 감흥을 받았다는 그녀는 이제 

그것보다 더 탁월한 음식문화를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세계적인 식품 브랜드가 

밀집해 있고, 그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식품산업기술과 노하우가 가득한 

도시를 만난다는 게 꿈만 같아요.

그런 향기롭고 맛있는 도시를 

어서 만나보고 싶네요. 무엇보다 

푸드폴리스가 바쁘고 복잡한 

도시인들의 건강을 생각한 식품을 

많이 개발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첨단 식문화를 이끌어내는 식품도시!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가수 아이유)

Iu, K-pop Idol

농식품부 - 푸드밸리 MOU 체결(12.5.8)

농식품부 - CJ제일제당 MOU 체결(12.9.25)

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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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12년도 하반기 주요행사 일정

ageNDa

푸드폴리스 뉴스 & 토픽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블로거 기자단 30여 명과 함께 익

산시 푸드폴리스 홍보관을 찾았다. 서규용 장관은 홍보관 옥상에 설치한 

전망대에서 이한수 익산시장으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전

반적인 설명을 듣고, 영상회의실에서 블로거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미

래 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다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Minister Suh visited the Foodpolis publicity center in Iksan city with 30 
online food writers. Minister Suh then held discussions with the bloggers 
and asked them for support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Food Cluster.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과 

SNS기자단의 푸드폴리스 

홍보관(익산) 방문 현장

월별  행사명 시기 주요 내용 

9월 

• 모스크바 식품대전 투자유치관 운영 17일~20일 • 투자상담, 기업방문

• 상파울루 박람회 참가 및 미국 기업 방문 18일〜 20일 • 투자유치관 운영, 미국기업 방문

• 대구 세계생명공학대회 참가 16일 〜 21일 • 투자유치관 운영, 학회 발표

10월 

• 도쿄 HI-Stec(박람회) 참가 3일 〜 5일 • 투자설명회, 세미나 참가, 기업방문

•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18일 〜 22일 • 투자유치관 운영

• 프랑스 SIAL 박람회 참가 21일 〜 25일
• 투자설명회, 투자유치관, 기업방문, 

   스웨덴·벨기에 포럼 세션 참가

11월 

• 시카고 투자설명회(IR)개최 7일 〜 9일 • 설명회 개최, 식품 기업 방문

• 상해 식품박람회 참가 및 IR 개최 14일 〜 16일 • 투자유치관, 투자설명회, 기업방문

• 제 2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 14일 • 세계석학 참석, 주제발표(장관 참석)

• UAE 아부다비 박람회 참가 26일 〜 28일 •  투자 설명회, 심포지엄 세션참가, 기업방문

• 뉴욕 투자설명회(IR) 개최 12일 •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

• 인도 투자설명회(IR) 개최 11월 예정 •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

12월 

• 베이징 투자설명회(IR) 개최 12월 예정 •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

• 남동유럽 투자설명회 개최 12월 예정 • 설명회 개최, 기업방문

주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FUtUr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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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류를 위한 식품산업문화도시!

식품산업의 빛나는 미래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part of your world,
food 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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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