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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국가의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국내 

유망 식품기업이 꾸준히 입주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벤처

기업 성장 지원으로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지원과 인력, 마케팅, 수출, 

인허가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식품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식품기업의 

성공파트너로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The Food IndusTry PromoTIonal agency oF Korea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소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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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2008
’08.1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발표

2011
’11.0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출범

2012
’12.07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발표

2016
’16.09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기업지원시설 준공

’16.11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 1호 기업(BTc)

2014
’14.10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임시연구소 개설

2019
’19.0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공공기관 지정

’19.11 소스산업화센터 개소식

2021
’21.03 hmr 기술지원센터 개소

’21.04 제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2020
’20.01 기관명칭 변경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10
’10.01 식품산업진흥법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2013
’13.12 기업지원시설 건축 설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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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설립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 2

	주요기능	및	역할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기관들에 대한 지원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본관)

2  식품패키징센터

3  식품품질안전센터

4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5  파일럿플랜트

6  식품벤처센터

7  소스산업화센터

8  hmr기술지원센터

9  기능성식품제형센터(’22년 준공)

10  청년식품창업센터(’23년 준공)

11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21년 준공)

12  기능성원료은행(’23년 준공)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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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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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생태계	조성

경영목표

비전	및	전략목표

16대	

전략과제

비전 및 경영목표

1단계
2020-2021

국내	우수	공공기관들과	동등한	
수준의	기관경쟁력	조기	확보

기술혁신 장비 등 인프라  

신규 구축, 사업추진 전문성 및  

경쟁력 확보, 경영시스템 및  

제도 개선 추진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	및	추가	인프라	확충

성과지향적 투자유치, 기업 공장  

가동 가속화, 원재료 공급센터 및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 식품벤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등

국내	제1의	식품산업혁신	
공공기관	위상	확보

식품기업 기술혁신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등 식품산업 발전 선도,  

대국민 인지도 개선 등 식품산업 

혁신 공공기관으로 위상 확보

2단계
2022-2023

3단계
2024-2025

식품선도 

명품단지 육성

식품벤처·

청년창업 지원

기업성장 및 

경영개선 지원

식품기업 육성 

新 인프라 구축

해외수출거점 

경쟁력 강화

국내 판로지원 

채널 확대

농식품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구축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

글로벌 수준 

인증서비스 제공

미래식품기술트렌드 

신속대응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활용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핵심

가치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

식품혁신	

생태계	활성화

수출·판로

전진기지	도약

지속가능

경영시스템구축

전략

목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

기관 혁신성과 

창출

미래지향 

조직문화 구현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조성

혁신성장미래가치 전문역량 소통협력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및 입주안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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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소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소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과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입니다.

한미FTa 후속 대책으로 추진되었으며 식품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식품진흥원은 식품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집적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 중심으로 육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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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현황

건강기능식품 김치 미니고구마건강기능식품 소스, 탕류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가공육 hmr

라라스팜
농 업 회 사 법 인 | 주 식 회 사

대두가공 밀키트 건강기능식품 식혜

탁주, 막걸리 도시락류제조업 떡류고구마가공 도시락류제조업 커피 건강기능식품

육가공 건강기능식품 육가공(가금류)육수 hmr 패키징 조미김

바움쿠헨 김치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유산균 커피 쌀가공

김가공 과·채 절임 건강기능식품유청 과일건조칩 박스포장 건강기능식품

장류 발효음료 건강기능식품닭 가공식품 김치 hmr 알로에 음료

삼각Fmc

건강기능식품 식혜 등 음료, 소스 쌀가공마늘 가공 과일, 치즈 건조칩 커피, 홍삼 육가공(가금류)

더원푸드

국내	유망	식품기업	100개	이상	및	3개사	연구소,	40개	식품벤처업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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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기본조건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면						적	:	2,321,928㎡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및	연관업종

	분	양	가	:	㎡당	151,288원(3.3㎡당	500,128원)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	5년	분할	납부	(무이자)*

* 토지대금 일시납 또는 선납하는 경우, 선납할인(연 2.5%) 추가혜택

	토지대금	20~30%	이상	납부시	70~80%	담보대출	가능

	분양	및	입주	전	과정	1:1	컨설팅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혜택

	지방세	: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입주조건	: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토지임대료	감면

• 100%	면제	: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75%			감면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기업이면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

재정 및 세제 혜택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법인세 3년 면제, 2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9. 11. 26)

유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지방비)
투자보조금
(지방비)

조세감면

법인세 지방세

수도권기업이전
토지투자 30%
설비투자 19%* 10억원 초과금액의  

10%(전북도)+
5%(익산시)이내

5년 면제+
2년 50%감면

취득세(1회)+
재산세(5년간)

75%감면

신설·증설 설비투자 19%*
3년 면제+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투자인센티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정착보조금 등 다수

* 지역특성화업종 :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업지원시설 

소개

Ⅲ. 

The Food IndusTry PromoTIonal agency oF Korea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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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   원료조달에서 연구·제조·마케팅·인력공급·수출에 이르기까지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 전 과정을 지원

•   전문코디네이터 기능을 통해 전문 인력들이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밀착 지원

The Food Industry 

Promotional  

agenc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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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징센터

Food Packaging 

center

맞춤형	포장개선	지원

•   개별식품기업의 제품특성을 고려한 포장형태,  

지기구조, 포장재 등 개선 지원

주요장비

• 커팅플로터(절삭기), 3d 프린터 등 18종

	주요	기능	및	역할조성목적

식품패키징 기술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인증	현황

모집공고

중소식품 기업이  

보유한 애로기술을  

작성하여 제출
-

식품기업 대상

선정평가

전문가 평가(상품화 

가능성 등)를 통해 

주제 및 규모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기술개발 계획서 

작성 및 협약

-
식품진흥원, 기업

과제	수행	및	평가

기술개발 수행 및

결과보고·정산보고

-
식품진흥원, 기업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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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경	시험

•   국제안전수송협회의 운송환경을 실측한 데이터에 대하여  

‘제품안전성’과 ‘포장적정성’ 검증하고 최적화 지원

유통환경시험	설계	절차

각 단계에서 정확한 협의가 필요

• 각 단계에서 정확한 협의가 필요

주요장비

•   환경복합진동시험기,  

낙하충격시험기,  

워크인챔버 등

	지원문의	 •   식품패키징센터 063-720-0630 

packaging@foodpolis.kr

	유통환경시험	설계	절차

포장재	재질분석

•   포장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Ks규격에 명시된 시험·제작방법에  

따라 시험분석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험법으로 식품포장재*의 유해성·안전성을  

시험·검사분석

주요장비

•   산소투과도, 수분투과도,  

만능재료시험기, hPlc, gc,  

lc-ms, gc-ms 등

유통환경	

변수파악

포장형태 수량, 방향을 결정

내포장형태
칸막이, 윤곽 등의 형상, 

치수 결정

기타 조건
상자 치수 결정, 

상자 형식 결정

프로세스	별	

실험항목	검토

교통수단
적재높이, 파렛트 사이즈, 

컨테이너 치수 확인
세부 실험항목 설정

실측자료,	모사자료	

검토,	시험방법	설정
시험조건	협의

온도조건
제품의 강도 확인

(시험)
관련 표준 검토 보고서 작성

시험
(단계별	포장적정성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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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질안전센터

Food Quality and 

safety center

자가품질	검사·분석

•   식품위생법에 준해 자가품질 수행이 어려운  

식품업체의 위탁검사 수행

자가품질	검사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스스로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기준·규격에 부합한지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검사

특수	검사·분석

•   식품위생법에 따른 원료와 제품의 법률지정  

특수 검사* 

*   gmo 여부, 노로바이러스, 유해물질 중 잔류농약  

표시검사(영양성분),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등

주요장비

•   gc-FId, lc-Pda, lc-elsd, lc- Fld,  

gc-ms/ms, 배양기, 수은분석기 등 22종

주요장비

•   rT- Pcr, Pcr, 나노드랍 자동화전기영동장치,  

gel-doc, 생물안전작업대 등

	주요	기능	및	역할조성목적

고부가 제품개발의  

품질관리분석 및 안전성  

검사분석 지원

인증	현황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제142호

국제공인시험기관

(KT-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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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KOLAS)	검사·분석

•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가입국에서 통용이 가능한 검사·분석 

Kolas 인정마크 포함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

* 약 50여개국에서 결과 통용 가능

주요장비

• IcP-ms, IcP-oes, microwave, 자동희석분주기, 배양기 등 

(특성화)	기호적품질분석

•   제품의 기호성* 개선(이미, 이취 등) 및 소비자 기호도에 부합하는  

고부가 제품개발 지원 

* 맛, 향, 조직감, 색깔 등 식품의 특성 

주요장비

•   전자코, 전자혀, 전자눈,  

오프락토메터 등 20종 

	지원문의	 •   식품품질안전센터 063-720-0610 

safety@foodpolis.kr

	추진절차(기호적품질검사·분석,	특수검사·분석)

	추진절차(시험·검사*,	KOLAS	검사)

의뢰	신청

장비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입주기업 및 일반기업 등

견적산출	및	접수

견적서 발급 및 수수료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시료 및 원료 접수
-

식품진흥원(견적서, 세금계산서)

기업(수수료 납부)

수	행

시험분석 수행 

-
시설장비 공동활용

결과	통보

성적서(결과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전달
-

식품진흥원

1 2 3 4

* 시험검사 : 자가품질검사, 표시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의뢰상담

시료특성, 분석횟수

관능패널 및 설문 

(관능평가 시)  

시료 접수일 등 사전 상담
-

입주기업 및 일반기업 등

의뢰	신청

장비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입주기업 및 일반기업 등

견적산출	및	접수

견적서 발급 및  

수수료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시료 및 원료 접수
-

식품진흥원 

(견적서, 세금계산서)

기업(수수료 납부)

수	행

시험분석 수행 

-
시설장비 공동활용

결과	통보

성적서(결과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전달

-
식품진흥원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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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기능성	원료	유효성	평가(세포·동물)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등록 및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의 과학적 데이터 확보를 위한  

효능평가 지원

	주요	기능	및	역할

(특성화)	기능성식품	비임상시험전문기관(GLP)

• [개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등록을 위한 

안전성평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4조

• [인증현황]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19.11.)

• [인증계획] 

-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aaalac-1, ’21.12.예정)

-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21.12. 예정)

인체적용시험지원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체적용시험을 

good clinical Practice(gcP)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여 지원*
* 협업지원(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전문기관 연계 지원)

Functional 

evaluation center

주요장비

•   설치류 체성분분석기, 설치류 골밀도측정기,  

유세포 분석기 등 33종

조성목적

기능성식품 분야 연구 및  

진흥 견인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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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문의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063-720-0670 

function@foodpolis.kr

	추진절차

지원기업	모집

•   사업공고 및 신청

기업 접수

• 자격 및 서류 확인

선정	평가

•   수행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수혜기업 최종 선정

협약체결

•   기술개발 계획서 

작성 및 협약

• 자부담금 납부 

	사업수행

•   직접 수행  

(식품진흥원100%)

•   간접 수행  

(용역사100%)

•   직·간접 수행  

(식품진흥원,  

용역사 공동)

사업	평가	및	관리

•   중간보고, 완료 

보고 제출

•   완료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 사업효과 측정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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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플랜트

시제품	생산지원

•   기업의 시제품 개발, 공정개선 등 장비활용  

생산지원*

*   최신 트렌드 등 신기술 적용 특화장비 활용 시제품  

생산지원

위탁가공	지원

•   원료나 시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해 다품종  

소량 위탁가공* 지원

*   건강기능식품의 위탁가공생산은 gmP  

지정업소에서만 가능

주요장비

• 초고압 살균기, 분체 살균기, 분무건조기 등 75종

	주요	기능	및	역할

Pilot Plant

조성목적

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시험

생산 및 소량 위탁가공까지 

one-stop 지원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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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및	컨설팅	지원

• 생산장비 활용 기술지원사업* 및 컨설팅 지원

* 수출형 시제품제작지원, 장비활용지원사업 등 기술지원사업 수행

장비활용지원	사례

	추진절차(시제품	생산지원)

사업공고

•   지원 기준, 범위, 

수수료 접수기간,  

사업담당자 공고

의뢰(이용)신청	접수

•   사업담당자와  

추진일정 협의

•   기업에 견적서 발급

•   시설·장비 사용 

신청서 접수

수수료	납부

•   지원 기준 반영된  

수수료 납부

•   식품진흥원 세금

계산서 발행

	장비활용	수행

•   생산업무 담당 

(장비활용 의뢰자)

• 장비활용 수행

결과	확인

•   장비활용 결과 따른 

시료 및 시제품 등 

기업 수령

사후	관리

•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업담당자 및 

책임자 기술 상담 등

1 2 3 4 5 6

	지원문의	 •   파일럿플랜트 063-720-0651 

pilot@foodpolis.kr

	추진절차(위탁가공·생산지원)

의뢰신청	접수

•   사업담당자와 공정조건 

및 추진일정 협의

• 기업에게 견적서 발급

•   위탁가공·생산 신청서 접수

위탁가공·생산	계약

•   식품진흥원과 협의 내용

기반 계약 체결

•   생산, 품질 등 제반여건 준수

수수료	납부

•   지원 기준이 반영된  

수수료 납부

•   식품진흥원 세금계산서 발행

위탁가공·생산	수행

•   생산 담당자 위탁가공·

생산 수행(필요시 의뢰자 

공동 수행)

제품	인계	및	사후	관리

•   위탁가공·생산 제품  

기업 수령

• 제품에 대한 기술 상담 등

•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업담당자 및 책임자 

기술 상담 등

1 2 3 4 5

치즈핑거큐브

(동결건조)

들기름

(추출·농축)

새싹보리분말

(분체살균)

건강기능식품(알약)

(타정·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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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벤처센터

식품전용	임대공장	운영	

• [개요]   식품산업 특성 맞춤형 식품전용 임대공장 구축*ㆍ운영**

* haccP, gmP, Iso22000기준에 부합한 임대공장 구축 후 입주업체 특성 반영 입주공간 내 자체 시설공사 추진 필요

**   실별 수도, 가스, 전기, 폐수처리 등 기업 맞춤형 유틸리티 및 공동창고 제공

• [시설현황]   공간 총52개실, 공동창고, 회의실, 일반ㆍ화물 e/V 등

	주요	기능	및	역할

Food Venture 

center

주요시설

조성목적

임대공간 제공, 기술개발,  

수출지원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성장 견인책 제공  

및 융ㆍ복합 식품기술  

활용 혁신 창출 지원체계  

구축으로 식품벤처ㆍ창업  

생태계 조성

1층	총	16실

3층	총	18실

2층	총	18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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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선정ㆍ육성	지원

• [개요]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전략 품목 및 첨단융ㆍ복합 식품기술  

보유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 입주기업심의위원회 심의(경영능력, 기술력, 사업성)를 통한 적격기업 선정

• [입주현황]   총 52실 중 입주 39사 48실, 목적사업 3실 사용 중

주요기능

입주기업	모니터링(사업평가)

• [개요]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성실이행,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경영상태 개선 도모* 및 우수기업 집중지원

* 사업점검 결과별(우수/보통/미흡 등) 후속 대응을 통한 기업성장 모티브 제공 

• [평가기준]   사업계획 추진현황 및 활동/당초 사업계획서 일치여부 등*

*   정량(고용, 성과확보, 대/내외 연계, 재무건정성 등), 정성(사업이행, 계획의 

충실도 등), 현장점검(성실영업, 시설구축 실적 등)

추진절차

사업평가	

실시통보

식품진흥원

평가자료

제출

입주기업

현장점검

식품진흥원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입주문의	 식품벤처센터 063-720-0567

	추진절차(입주기업	모집·선정)

	추진절차(입주기업	사업평가)

공고	및	입주신청

입주희망자 

→ 

식품진흥원

입주심사(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선정	통보

식품진흥원 

→ 

입주선정업체

임대계약

입주선정업체 

↔ 

식품진흥원

입주계약

입주선정업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구축	및	입주

입주기업

1 2 3 4 5 6

사업평가	실시통보

식품진흥원

평가자료	제출

입주기업

입주기업	현장점검

식품진흥원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및	후속업무

식품진흥원

1 2 3 4 5

인프라	구축

•  첨단기반형 식품전용  
임대형공장 구축

•  haccP, gmP 등  
인증기관화 추진

지속지원	및	관리

•  3대 r&d센터 및 파일럿 
플랜트 장비와 전문인력 지원

•  매년 이노베이션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입주기업	선정

•  식품첨단기술 융합기업
•5대 전략식품 기업

산·학·관
네트워크

글로벌	
이노베이션	

기업	네트워크

졸업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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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상품화	지원

•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

(시제품 제작, 위탁생산 등) 

소스	기술	지원

•   기술지원 사업 수행(단독, 산학연 연계 등)으로  

제품개발, 사업화 등 지원

주요장비

• 배합탱크, 로터리포장기 등 52종

시제품	개발

• 2020년 시제품 개발 사례

 

	주요	기능	및	역할

소스산업화센터

sauce 

Industrialization 

center

조성목적

발효 원료 기반 소스산업  

지원을 통한 미래 동반  

新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인증	현황

닭가슴살 팩 갈비양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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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정보	지원

•   소스 레시피, 시장 등 산업정보, 수출을 위한 기준규격 및 원료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소스정보DB

• 레시피, 식재료, 첨가물 등 dB 구축

 

	지원문의	 •   소스산업화센터 063-720-0660 

sauce@foodpolis.kr

	추진절차(시제품	생산지원)

신청접수

•   생산공정 협의

• 견적서 발급

•   시설·장비사용 신청 접수

수수료	납부

•   의뢰기업 장비사용  

수수료 납부

•   식품진흥원 의뢰기업에  

세금계산서 발행

장비활용

•   의뢰기업 주관하여 제품  

생산 진행

•   식품진흥원 장비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 생산 협조

결과	확인

•   생산제품 특성 분석 

(색, 맛, 향 등)

•   생산공정 특성 분석 

(개선사항 파악)

사후	관리

•   품질 및 생산공정 개선 

사항 상담

•   상품화(유통기한, 품목

보고 등) 주의 사항 등 상담

1 2 3 4 5

	추진절차(위탁가공·생산지원)

신청접수

•   생산공정 협의

• 완제품 품질규격 협의

•   위탁생산 요청서 접수

위탁가공	생산	계약

•   식품진흥원과 협의 내용

기반 계약 체결

•   견적서 발급

•   위탁 생산 신청 접수

수수료	납부

•   의뢰기업 위탁생산  

수수료 납부

•   식품진흥원 의뢰기업에  

세금계산서 발행

위탁생산

•   의뢰기업과 식품진흥원  

협업을 통한 제품 생산

•   의뢰기업은 품질, 포장 

상태 등 제품 확인

결과	및	사후	관리

•   생산제품 기업수령

• 품질규격서 발행

•   제조공정, 유통기한, 품질 

개선사항 상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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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기술지원센터

hmr Technology 

center

조성목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식품·연관기업·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지원으로  

선진 hmr 제품 관련  

기술력 확보, 기업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hmr 

사업 육성

비(非)열처리	살균기술	지원

• 국내 유일의 비열살균 식품 기술 상용화 지원

•   물리적 가열살균 외 항균제 등 화학적  

비열살균 처리 연구개발 지원

	주요	기능	및	역할

주요기능

•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살균,  

광펄스 자기장에 의한 살균

대체육	가공기술	지원

•   TVP 중심의 대체육 가공기술 확보 및  

상품화 지원

주요기능

• 식육제품 조직감 구현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지원

•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포장기술 전문 지원

•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친환경 포장  

기술개발 지원

주요기능

•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PeT병 포장, 인쇄전자 기반  

지능형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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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21년 준공)

agri-Food 

distribution center

	주요	기능	및	역할

농식품	원료	저장·보관

• 다양한 원료 및 상품을 보관 가능하도록 냉동/냉장/상온 등 온도대별로 관리 가능한 물류창고 사옥 구축

• 품목 특성별 구획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계

•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가 결합된 일괄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농식품	원료	중계	지원

• 입주기업의 국내 원료농축산물 조달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협상, 계약 진행 지원

•   농식품 원료 농산물의 입고 형태(원물, 전처리), 인증, 배송, 거래조건 등 입주기업별 특성에 맞춘  

공급처 dB구축/관리

• 대량 수요 품목의 가공용 원료 공급처(산지, 업체) 발굴 및 관리

고부가가치	정보전달

• 중계공급센터의 상품 입고 및 출고 등의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해당 기업에 제공

• 원료 농산물 산지 정보, 가격 정보(도매시장), 작황 및 소비 트렌드 등 기업 경영에 유익한 정보 제공

조성목적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료를 연중 안정적 

중계·공급 가능한 저온보관

시설 및 공급연계 체계 구축

사업	규모

•   총사업비	:	195억원* 

* (국비 100%)

•   사업기간	:	’19~’21년(3년)

•   지원자금	용도	:	설계비,  

건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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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제형센터(’22년 준공)

Functional Food 

styling center

제형소재개발(신제형·제제관련	연구),	 

기능성식품	제형	생산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연계	구축

• 기능성식품 제형기술지원

• 액상 제형 소량 위탁생산 지원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제형 적합성 평가 지원 

• 정보제공 및 huB 구축 

• 해외 선도기술 도입 

주요장비

•   액상 및 젤리제형 생산 장비(스틱, 파우치,  

스파우트 및 PeT 병 등), 포장장비(카토너 등) 및 

제형 안정성 분석 장비(붕해도 측정기,  

레오메터 등), 제형 연구 장비 등 83종

	주요	기능	및	역할조성목적

중소 기능성식품기업의  

제형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서비스 전담을 위한 지원 

시설 구축

사업	규모

•   총사업비	:	176.4억원* 

* (국비 100%)

•   사업기간	:	’19~’22년(4년)

•   지원자금	용도	:	설계비,  

건설비, 장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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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식품창업센터(’23년 준공)

young startup 

square

	주요	기능	및	역할

시제품	제작지원

• 다품목 소량생산 맞춤형 장비구축

• 아이디어-시제품-완제품 생산체계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 식품창업 전분야 one-stop 지원

•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맞춤형 교육

• 식품진흥원 내외 우수 멘토 확보·지원

개방형	지원체계	구축

• 창업허브 내 체험공간 운영

• 회원가입을 통한 멤버십 구성 

• 유기적 협업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농식품산업	상생협력	지원

• 관계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국내 농산물 소비확대 추진

조성목적

식품분야 창업희망자에게 

시제품제작 기회와 창업  

교육·공간 제공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공간의 구축

사업	규모

•   총사업비	:	266.44억원* 

* (국비 100%)

•   사업기간	:	’20~’23년(4년)

•   지원자금	용도	:	설계비,  

건설비, 장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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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원료은행(’23년 준공)

Functional 

Ingredient Bank

기능성	소재	표준화·규격화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등록을 위한 기능 

(지표) 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

국내	농식품	소재의	표준화	시료	분양	

•   기능성분 후보물질 탐색 및 분석확립된 농식품 

소재 분양 

주요장비

• lc-Q-Tof, gc-ms, 분리정제 장비 등

	주요	기능	및	역할조성목적

국산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농업- 

식품산업 연계

사업	규모

•   총사업비	:	150억원* 

* (국비 105, 지방비 45)

•   사업기간	:	’20~’23년(4년)

•   지원자금	용도	:	설계비,  

건축비, 장비비, 운영비 등



 
기업육성·지원 

프로그램

Ⅳ. 

The Food IndusTry PromoTIonal agency oF Korea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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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상담소

	사업목적 • [오프라인]   기업경영 및 공장 운영 중 발생되는 어려움(법무, 회계/세무, 노무, 자금, 환경, 건축, 안전관리, 

수출입 10개 분야)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식품진흥원 내 비즈니스상담소 운영

 • [ 온 라 인 ]   카카오톡플러스친구의 단순 사업공지, 알림기능에서 벗어나 식품진흥원 문의사항에 즉각  

대응하는 온라인 민원응대 서비스로 활용

	사업개요 • [지원대상] 입주(분양·벤처)기업

 • [지원형태]	

   - (오프라인)   기업애로 10개 분야별 경력보유자 Pool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으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지원

     ·   취합한 애로사항을 분야별 분류, 해당 전문가가 대면(對面)자문을 원칙으로 추진

   - (온라인)   식품진흥원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해 지원사업공고, 식품산업 이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추진절차

	카카오톡	메신저	상담	이용프로세스

	지원문의 • 기업지원센터 063-720-0560

기업애로	발굴

•   기업 방문, 내방, 간담회, 유선

상담 등 통해 상담니즈 발굴

1

전문가	매칭

•   취합된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분류, 해당 전문가 매칭 및 

상담일정 조율

3

후속관리

•   착·준공기업의 경우 수시  

방문(내방) 또는 유선 통해  

지속 관리

5

애로	신청/접수

•   입주기업이 상담 신청서에 

애로사항을 기재, 이메일 

통해 신청 및 접수

2

전문가	자문

•   전문가가 대면자문 진행 후  

자문결과 제출

4

‘채팅하기’

클릭

해당질의	답변완료	
or	미해결	시	

담당자	연락처안내
(063-720-0560)

홈메뉴	선택

(질문선택)
민원해결

카카오톡

접속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입력

카카오톡

친구찾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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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식품분야 창업기업 대상 상품화 검증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식품분야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지원조건] 지원금 : 기업부담금 = 80 : 20(현금)

   * 입주기업(벤처센터) 기준이며, 누적지원금액에 따라 기업부담금 차등지원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상품화 검증

기능성평가
-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등 

(원료표준화, 유효성 평가, glP 안전성시험(단회, 반복, 유전독성))

품질안전 - 시제품 품질개선·안전성검사 등 상품화 검증 지원

식품패키징
-   소비자 편리성 강화 혁신포장기술 지원 

(유니버설패키징, 액티브/패시브 패키징시스템 등)

소스산업화
-   상품화 기술지원(레시피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및 시험생산 

(Test Bed) 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파일럿플랜트
- 액상제형(PeT, 스파우트, 바이알, 액상스틱)

- 고형제형(과립스틱, 캡슐, 타정)

소스산업화
-   추출·농축(육수, 진액), 가열·교반(소스), 유화(드레싱), 레토르트 살균 

- 포장공정(PeT, 유리병, 파우치, 컵실러, 액상스틱, 벌크)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술지원처 063-720-0542

식품창업 디딤돌 기술지원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1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식품진흥원-지원기업) 

3

사업계획서	작성

•   사전협의 통한 사업계획 수립

(목표, 사업비, 세부일정 등)

2

과제	수행

• 중간 및 최종보고

• 정산보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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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식품창업Lab

	사업목적 •   (예비) 청년식품창업자에게 시제품제작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강화 교육, 투자연계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식품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 일반청년(만 39세 이하) 및 5년 미만 식품 창업기업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4개월(평가를 통해 우수팀 선발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지원(공간*, 비용**, 소비자 시식품평회 등)

     * 오픈키친 장비, 공간, 회의실 등

     ** 멘토링, 재료비, 교통비, 장비사용료, 검사분석비 등(자본성 물품 구매 불가)

   -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교육) 식품, 창업, 경영, 투자 분야별 교육 진행

     ** (멘토링) 6개 분야(경영,투자,식품 등) 전문가 멘토 Pool보유 및 연계 멘토링 지원

   - 수료기업 사후관리* 및 투자 연계** 지원

     * 사업화 현황 모니터링, 네트워킹데이 개최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

     ** Ir데모데이를 통한 투자연계 기회 제공

	추진절차

서면평가(1차)

1

대면평가(2차)

3

최종보고

5

집중교육

2

시제품제작지원

4

사후관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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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지원

	사업목적 • 식품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인력양성 교육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식품기업 종사자, 예비 창업자 및 취업자 등

 • [지원내용] 

사업분야 사업내용

품질안전 미생물분석 및 품질분석 실무 교육(식품공전 분석법 등)

기능성평가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평가 교육

식품패키징 식품포장 구조분석 및 품질분석 실무 교육

생산분야 생산관리·생산장비 실무 및 인허가 운영 교육

제형분야 제형 개발 실무교육(음료, 분말, 과립 등)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술지원처 063-720-0542

모집공고

•   분야별 모집공고 

(식품진흥원 홈페이지 등)

1

교육	수행

•   이론 및 실습교육 추진

3

수강생	선발

•   신청인원 및 최대 수강인원 

등에 따른 수강생 선발 
  *   코로나19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2

	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 만족도 조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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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입주기업의 고용안정화 신규고용 창출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분양 및 입주기업(벤처센터 포함)

 • [지원조건] (신규채용) 21년 신규인력(정규직) 채용 후 2개월 이상 근무 유지

(고용유지) 사전에 취업인턴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중인 준공/벤처기업

 • [지원내용] (고용지원)   신규채용과 고용유지로 구분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1,0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 최대 20명까지

<기업	설립단계별	신규채용	지원한도>

벤처·분양 착공 준공	1년차 준공	2년차	~	

최대 2명 최대 10명 지원 최대 15명 지원 최대 20명 지원

(채용매칭) 입주기업 인사담당자 및 관계기관 연계, 인력수요 파악을 통한 인력매칭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업유치지원부 063-720-0575

인력 및 마케팅 지원 : 비즈니스활성화지원

식품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관리

• 지원금 지급

  -   근무급여 지급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5

참여기업	모집공고

•   (모집) 식품진흥원 홈페이지  

및 통합지원 포털 공고

•   (심사) 신청서류를 통해  

참여희망기업 선정

1

참여기업·채용	인력	선정

•   선정평가서에 따라 정량평가 

득점 순으로 선정

3

채용인력	모집공고

•   (모집) 식품진흥원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재

•   (심사) 식품진흥원 자격심사와 

참여 희망기업 면접 선발

2

약정	및	협약체결

• 일자리지원 협약

  - 참여기업과 식품진흥원 협약

• 채용 약정 체결

  - 참여기업과 채용자 협약

4

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 

  -   인력수급 지원책 마련 위한 

기초 자료 활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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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분양 및 입주기업(벤처센터 포함)

 • [지원조건] 지원금 : 기업부담금 = 70 : 30(현금)

 • [지원내용] 기업 당 최대 2건 지원*

        * 1건당 20,000천원(단, TV홈쇼핑 지원 33,000천원)

① 전년도 2개 항목 컨설팅 수혜기업 → 금년도 1개 컨설팅 선택 가능

② 전년도 수혜 컨설팅은 금년도 선택 불가

분야 지원내용

물류
- 물류 프로세스 중장기 운영 전략/품질 혁신, 낭비 절감, 재고 관리, 물류비 절감, 콜드체인

- 물류 IT 시스템 혁신, 이커머스, 물류 개선 방안 제시, 물류센터 lay-out, 설비, 장비 등 생산성 향상 관련

마케팅

- sns 마케팅, 온·오프라인 광고·이벤트, TV커머스

- 체험견학 등을 위한 기업상징물 디자인·제작 

- 제품 소개 제작물 등

판로

- 특허·인증, 현지시장 유통 소비실태 조사, 소비자 조사

- 바이어 신용조사, 통·번역, 바이어 초청(식품 수입실적 연간 100만불 이상 기업)

- 수출 컨설팅, 원산지관리 컨설팅

- TV홈쇼핑 방송입점 등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업유치지원부 063-720-0564

물류·마케팅 지원

협약체결

•   협약서 및 물류마케팅지원 

계획서 작성

• 협약 체결

5

컨설팅기관	모집

•   지원분야별 컨설팅기관 모집

•   적정성 평가를 통한 컨설팅

기관 구성 완료

1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기업, 컨설팅기관) 구성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공동 준비

3

지원기업	모집(’21.1.~2.)

• 사업공고 및 신청기업 접수

• 자격, 서류 및 중복성 검토

2

선정평가

•   선정평가회 개최를 통한  

기업별 세부 사업계획서 평가

•   지원기업(컨소시엄) 최종 선정

4

과제수행

• 사업실시

• 사업 중간점검 실시

• 컨설팅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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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기업 중 푸드마켓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조건] ① 준공기업, ② 착공기업, ③ 분양기업, ④ 벤처 입주기업, ⑤ 청년식품창업lab 수료자

 •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푸드마켓(공동상설매장) 운영을 통한 제품전시·홍보·판매지원

-   국내 식품산업 전·후방기업의 초기 시장진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주요제품 전시, 판매, 홍보, 배송지원 등) 지원

-   비대면·비접촉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기업 쌍방향 정보공유 플랫폼(BtoB, Btoc)을  

구축·운영하여 입주기업 판로개척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지원내용

오프라인 전시판매장

(푸드마켓)
- 식품진흥원 내 상설매장 운영을 통한 제품전시·홍보·판매지원 

온라인

플랫폼

BtoB

-   기업 간 기업·제품 정보 공유와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   기업·제품정보 교류, 바이어 화상상담회 개최, 제품샘플 문의, 식품 정보dB  

공유 등 식품기업 맞춤형 정보교류 지원

Btoc
- 식품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FoodPolIs) 운영

  · 온라인 몰 전시·판매,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 [모집시기	및	지원기간] 수시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업유치지원부 063-720-0563

비즈니스플랫폼 지원
(온·오프라인 푸드마켓) 

사업	모니터링·성과홍보

• 입점기업 활동평가

• 운영성과 분석

• 주요성과 홍보 및 알림

5

운영업체	모집·선정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조달청)

• 신청서 확인 및 선정평가

1

회원·제품분류

•   입점기업 및 제품  

카테고리별 분류

•   플랫폼(B2B,B2c)  

제품분류

3

입점기업	모집·승인

• 모집공고 및 입점 신청접수

• 신청서 확인 및 적격성 평가

•   입점기업 최종선정·자격부여

2

운영	지원

•   온·오프 비즈니스플랫폼 운영

• 컨설팅(바이어매칭) 지원

• 판촉 프로모션 지원

4

최종보고·사후관리

• 최종보고

• 사업비 정산

• 성과추적·관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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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전문코디네이터를 활용 및 연결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분양 및 입주기업(벤처센터 포함), 투자유망기업

 • [지원조건]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80 : 20(현금)

     * 입주기업(벤처센터) 기준이며, 누적지원금액에 따라 기업부담금 차등지원

   - 1순위(준공기업, 전년도 미지원기업) 2순위(착공기업, 벤처센터) 3순위(분양기업)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포장개선
포장설계, 재질검토, 디자인 개발 등*

* 단순 디자인지원은 지양

기술컨설팅 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과제 기획, 국제품질인증 등 

시설인증

haccP 개념설계, 유기가공, 전통식품 인증

haccP 인증 컨설팅
소규모

일반

Fssc22000, Iso22000

gmP 개념설계

gmP 인증 컨설팅

스마트공장(haccP)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술지원처 063-720-0542

전문코디네이터 연결 지원(단기기술지원)

전문수행기업	사전협의

•   기업-전문수행기업 매칭 

및 사전협의를 통한 사업

신청서 작성(목표, 사업비, 

세부일정 등 협의)

1

협약	체결

•   협약 체결(식품진흥원- 

전문수행기업-지원기업)  

및 기업부담금 이체

3

지원대상	선정

•   서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 

기업 선정

2

컨설팅	수행

• 중간 및 최종보고 

• 정산보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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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식품진흥원 인프라(인력, 장비, 시설 등) 활용한 식품기업의 기술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분양 및 입주기업(벤처센터 포함), 전국 중소·중견 식품연관기업

 • [지원조건]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80 : 20(현금)

     * 입주기업(벤처센터) 기준이며, 누적지원금액에 따라 기업부담금 차등지원

   - 분양·입주기업 우선 지원

 • [지원내용]	

분야 단위사업 지원내용

우리식품

세계로

레시피 개선 및 

소비자조사
가공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레시피 개선 및 소비자조사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등록 및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을 위한 유효성평가 및 안전성평가

원료표준화

효능평가

glP독성

포장개선개발 포장 및 구조 설계, 재질검토, 친환경 포장 컨설팅 등

원스톱상품화 건강기능식품, 소스 및 기타 가공식품의 생산 공정 표준화 및 시제품 제작 등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술지원처 063-720-0542

기술개발지원 :  
우리식품세계로 기술지원(중기기술지원)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1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식품진흥원-지원기업) 

3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 수립 

(목표, 사업비, 세부일정 등)

2

과제	수행

• 중간 및 최종보고

• 정산보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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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목적 • 기술지원장비 및 생산시설을 입주기업 및 식품관련 기관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입주·분양기업, 전국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 [지원기준] 

구	분
최대	지원한도*	(천원) 기업부담률(%)

입주기업 벤처센터 입주기업,	벤처센터 비입주기업**

기술지원장비 공동활용 20,000 15,000 20 50

생산장비 공동활용 25,000 20,000 20 50

 * 입주기업(벤처센터 포함)이 지원금 한도 소진 시, 추가 지원 검토(최대 10,000천원)

 ** 식품 등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예비창업자(창업지원사업 등 증빙서류) 지원

 • [지원내용]

지원	내용 담당부서

시험·분석 기술지원부 내 기술지원장비 공동활용 및 분석지원 품질안전, 패키징, 기능성평가

시제품생산 시험생산, 상품화를 위한 생산장비 활용 지원 파일럿플랜트, 소스산업화센터

	추진절차

	지원문의 • 대표번호 1666-0204   • 파일럿플랜트팀 pilot@foodpolis.kr

 • 품질안전팀 safety@foodpolis.kr  • 소스산업화팀 sauce@foodpolis.kr

 • 기능성평가지원팀 function@foodpolis.kr • 기능성제형화팀 style@foodpolis.kr

 • 식품패키징팀 packaging@foodpolis.kr • hmr산업화팀 hmr@foodpolis.kr 

사업	신청

•   분석의뢰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1

수수료	납부

•   견적산출 및  

기업부담금 납부

2

시료	접수

•   시료 전달

3

분석수행

•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수행

4

성적서	발급

• 입금 확인 후 발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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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전통장류 혁신성장 지원

	사업목적 •   소스·전통발효식품기업의 제품개발 기술력 확보,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분양 및 입주기업(벤처센터 포함), 전국 중소·중견 식품연관기업

 • [지원조건] 지원비 : 기업부담금 = 75 : 25(현물 20, 현금 5)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소스전통장류 

활용 상품화 지원

- 레시피 개발, 생산공정 표준화를 통한 소스제품 상품화(시제품 개발) 

  · 제조공정[추출·농축(육수, 진액), 열·교반(소스), 유화(드레싱), 레토르트 살균]

  · 포장공정[PeT, 유리병, 파우치, 컵실러, 액상스틱, 벌크]

차세대 

기반기술 개발

- (미래유망식품) 미래유망식품에 적용가능한 원료소재 활용 소스제품 개발

- (발효소스개발) 전통장류를 활용하여 소스 원료 소재화 소스제품 개발

- (소스소재개발)   국산농산물(지역특산물) 가공을 통해 개발된 소스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

- (핵심기술개발)   발효원료 전처리, 살균기술, 유해물질 관리 등 소스 관련 핵심기술 발굴을  

통한 기술기반 구축 및 상품화 적용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술지원처 063-720-0542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1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식품진흥원-지원기업) 

3

사업계획서	작성

•   사전협의 통한 사업계획 협의 

(목표, 사업비, 세부일정 등)

2

과제	수행

•   중간 및 최종보고 

• 정산보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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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산물 원료정보중계 지원

	사업목적 •   식품진흥원은 입주기업의 원료 관련 정보중계 요청 시, 입주기업의 요청 품목, 수량, 가격 등의 정보를  

지자체/농협에 전달하여 적합한 생산자 정보를 파악한 후 생산자 및 원료 관련 정보를 입주기업에게  

중계 전달함으로써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 확보를 지원하는 원료 관련 「정보중계」 역할 수행

	추진절차 

	지원문의	 • 원료중계공급팀 063-720-0552

2  

기업 요청정보 중계

1  

생산자 정보 중계 요청

5  

생산자 정보 중계

4  

생산자 정보 전달

식품진흥원	원료정보중계

3  

적합한 생산자 정보 파악
산지(생산자)

입주기업
식품진흥원

(중계공급센터)

지자체	/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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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산학연 협의체 기술지원

	사업목적 • 권역별 산학연협의체를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생산·사업화·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권역별 산학연협의체(기업, 대학, 지자체연구소 등)

 • [세부내용] 

   - 산학연 협의체 운영 : 권역별 미래유망식품 특화 분야

     · 협의체 구성 :   특화 분야와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관련 서비스 기업 등의  

회원사로 구성

   - 산학연 네트워크 :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워크샵, 포럼,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업하는 전 주기 활동을 지원

구분 네트워크	활동	유형

네트워크활동

- 기술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포럼, 공동 교육

- 공동과제 발굴, 기획, 워킹그룹 등 프로젝트 활동 운영

- 정책 및 사업설명회

- 지역별, 권역별 협의체 총회

   - 협의체 운영사업 : 공동 협력 기술지원

<공동	협력	기술지원>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산학연

협의체 운영사업

시제품제작 시제품제작 장비 등

현장맞춤교육훈련 임직원교육지원(단순교육제외)

r&Bd기획컨설팅 r&Bd과제기획비용

	추진절차

	지원문의 • 기술지원처 063-720-0542

협의체	모집

•   사업공고 및 신청기업/ 

기관 접수

1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및 협의체 운영

3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 및 성과추적

5

선정	평가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등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

2

사업	수행

•   중간보고(점검) 및 최종보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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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교류협력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DLG	국제식품품평회   • 2019년 9월 25일~26일 개최 (국내 최초) 

• 130년 전통 세계 최대 식품 품질경연대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육가공협회, 독일농업협회 공동주관

	국제	연구기관과	   • 13개국* / 28개소 mou 체결

활발한	교류

* 13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포르투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제1회	국제컨퍼런스  2.21

식품산업의 미래와 식품융복합화

제2회	국제컨퍼런스  11.14

국내식품기업의 글로벌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푸드폴리스 역할

제3회	국제컨퍼런스  5.15

2020 글로벌 식품시장전망

제4회	국제컨퍼런스  11.14

식품산업 변화의 시기!  

혁신과 창조적 도전

제5회	국제컨퍼런스  11.17

글로벌 식품실용화 r&d기술

2016	국가식품클러스터기술포럼  11.3

혁신적인 식품 실용화 기술

11.15 제7회	국제컨퍼런스

 소비자를 위한 식품   

 음료분야 첨단기술

10.30 제8회	국제컨퍼런스

 食,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hmr에서 3d푸드까지’

11.27 제2회	4차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

 식품산업에서의 4차산업혁명과 

 국가별 적용사례

6.25 제9회	국제컨퍼런스

 식품의 맛!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7. 15 제10회	국제컨퍼런스

 코로나 대비 건강식품시장 전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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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

20
15

20
12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프랑스	 	미국	나파밸리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푸드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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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을 위한 편의시설

	대관시설 • [이용대상]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이용가능시간] 평일 : 09:00~18:00

 • [대관문의] 063-720-0531

	소통곳간 •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수요 증가 및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진흥원 1층 ‘소통곳간’에 화상회의실을 구축

 •   식품진흥원 화상 회의실은 최신 화상회의시스템 및 대형화면을 활용하여 그룹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조성(최대 7인)하였으며 해외수출관련 회의, 온라인상담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이용문의] 063-720-0531

	편의점 •   농협하나로마트의 편의점 브랜드인 “하나로미니”로 식품진흥원 본관 1층에 약 60평(200㎡) 규모로  

익산원예농협에서 운영

 •   일일배송 신선식품·즉석식품(hmr)과 생활용품·문구류 판매와 함께 카페테리어형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근로자와 방문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입주근로자 밀착형 편의형매장

   - 카페형 편의시설

   - 깔장서비스

   - 비지니스 존(Zone)

   - 택배 발송서비스

   - 즉석라면 조리기

세미나실(소) 세미나실(중)

국제회의실 다목적강당

세미나실(대)



왕궁리

왕궁면

광암리

장구리

둔산리

제내리

동촌리

도순리

동고도리

왕궁
농공단지

만남의 광장

GS익산IC
주유소

S-OIL셀프
풍차주유소

익산금마
농공단지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금마공용
버스터미널

왕궁리유적
(세계문화유산)

도리산
(64.9m)

우제봉
(161.1m)

왕궁농공단지
공원

시대산
(229.1m)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익산IC

호
남
고
속

평장리

오시는 길

	자동차(네비게이션)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

① ‘국가식품로 100’ 도로명주소 검색

② 단지 내 안내판 참고하여 본관 뒤편 주차장 진입

	버스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

① 익산 KTX역,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앞

  - 좌석버스 555(역전.북부시장.금마.봉동.금마.북부시장.역전)(대한통운) 승차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입구에서 하차

② 전주 버스터미널 인근

  - 일반 554번 (전주가족랜드.코아루2차)(금암1동사무소) 승차

  - 봉서초교 코아루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555(역전.북부시장.금마.봉동.금마.북부시장.역전)(봉서초교 코아루아파트) 환승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입구에서 하차

	택시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

① 익산 KTX역, 터미널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까지 택시로 약 30분소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54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