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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부가가치낮다 제주 월동채소(수산물, 축산물)를 이용한 밀키트

월동채소에대한고품질화, 제품다양화를통한소비자기호(시장변화)등
변화대응마련

가공산업 경쟁력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진화하는 유통산업 생산자, 소비자모두불만

2. 제주농산물 현황과 문제점

유통개선을위한정책개발시급(가락동공판장의존)다품종소량생산(기능성, 아열대작물, 차별화작물)



곡물 2종
20,062톤

기타 6종
6,102톤

과일류 10종
548,293톤

채소류 16종
480,858 톤

1) 청정제주 생물자원

2. 제주농산물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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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농산물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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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농산물 현황과 문제점



- 제주도의 농업은 육지와는 달리 밭농사 중심으로서 야채와 채소류 공급에 적합한 조건
- 동절기 신선한 채소공급

• 무, 당근, 양배추, 감자

• 조미채소류

: 양파, 마늘, 파 등

• 적채류

제주는 전국에서 야채류의
손꼽히는 산지로 위치

주요생산품목

구 분
2019년

면적 생산량 조수입

양배추 1,721 78,005 87,167

마 늘 1,943 35,063 78,201

양 파 586 37,277 39,773

무 4,978 322,166 182,358

배 추 154 6,460 2,843

당 근 1,067 38,991 59,151

브로콜리 1,273 18,763 52,388

쪽파 420 8,475 22,204

비트 228 1,502 812

콜라비 476 19,535 14,328

시설채소 185 7,800 22,947

기 타 758 19,655 18,720 

* 기타 : 단호박, 적채, 수박, 참외, 방울다다기 양배추 등
※ 자료 : 2020 농축산식품 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단위 : ha, 톤, 백만원)제주 야채 생산현황

취약점

✓ 높은 유통/물류비용

✓ 소비자 도달시간 지연

✓ 유통중 품질 저하 가능성 높음

✓ 수급조절 불안정

✓ 융합(퓨전) 기술 요구 대응

(채소+수산물+축산물+임신물)

2. 제주농산물 현황과 문제점



3. 식품산업 동향



3. 식품산업 동향



코로나 19 이후 식품산업 트렌드 전망

출처 : 2020 식품산업 전망대회 자료집, aT

저염/저당을 앞세운 로우푸드

키토제닉(저탄고지 식단) 시장 활성화

마켓컬리, 전년동기대비 저염식품(106%)/저당식품(35%) 증가

현대그린푸드 저당식단 3개월 만에 4만 2천개 판매 돌파

키토제닉 스타트업 ‘마이노멀푸드‘’는 19년 대비 매출 2배 증가

혼밥, 혼술의 증가로 다양한 가공식품 증가

많은 식품 업계가 더 많은 제품군으로 확대 중

상온보관식품 개발, 자판기를 활용하여 접근 확대 중

출처: 농림축산부

3. 식품산업 동향



식품제조업 업종별 발전단계
음료, 수산가공품 등은 성장하던 업종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방향 전환

⚫ 고성장 그룹 : 기타 식품 중 가정간편식, 소스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등

⚫ 중성장 그룹 : 육가공품, 곡물가공품, 커피류, 다류

3. 식품산업 동향



3. 산업동향(시장동향)



4. 사업화 방향



4. 사업화 방향



4. 사업화 방향



4. 사업화 방향



1) 1인가구시대 증가(20년 30%)

2) 고령화 증가(시니어HMR) 및 수요확대
- ‘26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 ‘10년대비 시니어식품 시장 규모 50%성장

3) 온라인 퀵배송 (신선식품): ICT 융합기술

4) 시장 확대(17%고속성장)

5) HMR제품의 초고속 진화 (맛, 영양, 편의성)
- 명장셰프, 맛집메뉴, 밀키트 탄생 등

1세대: 즉석밥
2세대:냉장,냉동제품, 만두
3세대: 국,탕, 찌게
4세대: 유명맛집, PB제품
5세대: 밀키트

5. HMR 가공산업 가속화 배경



6) HMR 진화 방향 및 확장성

출처: 식품외식경제

5. HMR 가공산업 가속화 배경



6. HMR 제품개발 동향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HMR식품 소비 트랜드 변화
- 초기 : 즉석밥, 핫도그, 만두, 냉동식품
- 장기화:  밀키트, 소스류, 제대로운 한끼, 프리미엄화
- 품질, 건강, 다양성 진화

6. HMR 제품개발 동향



44,286

2018 2019 2020(E) 2021(E)

45,821
49,899 54,340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건강관리 트렌드의 확산

+28.6%

(출처 : 건강기능식품협회, 단위 : 억 원)

(출처 : 사람인, 성인남녀 3,280명 설문조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소비의 확산

8,000억

2011 2017 2019 2022(E)

2.7조
4조

5조

→ 2022년까지간편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525%

(출처 : 한국농식품유통공사, CJ제일제당)

2017 2018 2019 2020(E) 2021(E)

89.7조
90.7조

92.8조
95.2조

86.6조

+9.9%

→ 5년간 연평균 2.4% 성장으로 지속 성장 전망

Market 

Trend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uy me For me (바이미포미) ]

나를 위한 소비로 개인 취향에 세분화된 식품

[ 편리미엄 ]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함께 추구하는 소비성향

[ 그린오션 ]

일회용품 근절, 대체육 시장 등의 친환경 식품

[ 덤벨경제, Dumbbell Economy ]

건강과 체력관리에 지갑을 여는 경제 형태

- 20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74%증가(이마트)

- 빙그레 요플레 프로틴, 1개월에 50만개 판매

- 매일유업(셀렉스), 2019년 매출 250억원

- 오리온(닥터유),  출시 4개월 내 27억원 매출

단백질식품수요 증가

28.9%

32.9%

40.5%

47.7%

71.6%

71.1%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서

결제가 편리해서

직원 접촉이 부담

대기시간감소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출을 줄여서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했다

* 최근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원인(복수응답)

7. HMR 시장 동향



HMR 원료 사용

동향
1)가정간편식에 사용되는 원료는 수입산 보다
는 국산이 선호됨.

2)연중안정적인 공급, 품질안전성이 확보된
HMR 원료 공급망 구축이 시급

국내산 원료 구입 이유

✓ 신선한 원료가 필요해서

✓ 조달의 편리성

✓ 소비자가 원산지에 민감

✓ 적시에 필요한 양 만큼 납품

✓ 프리미엄 이미지

<가정간편식 산지별 농산물 원료사용현황>

8. HMR 가공산업 필요성



SWOT 분석

S W

O T

▪ 세계 자연유산 글로벌 이미지

▪ 1천만 이상의 관광객수

▪ 청정 농수축산물 기반 소재 확보

▪ 동절기 다양한 신선채소

▪ 협소한 내수시장

▪ 산업 기반 및 물류 인프라 부족

▪ R&D 및 제품 생산 기반 부족

▪ 가공인프라 부족

▪ 웰빙과 힐링 중심의 헬스

푸드 니즈 증가

▪ 6차 융복합산업을 통한

식품시장 확대

▪ HMR 시장 변화 (원료 국

산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 경쟁자 다수, 증가추세

▪ 대기업 진출 가능성 및 저가

격 화로 시장 잠식

▪ 4,5세대 HMR개발 과제

제주의 힐링 트렌드 상품성을 갖춘 가정간편식 식품 개발로 극복

➢ 다품종 소량생산을통한 소비자의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위한 스타트업이지속 등장

➢ 빅데이터를활용한 소비자 분석기법 및 사례 확산을 통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소비자 지향적

전략 수립이 필요

➢ 제주산 수산물, 축산물 융합 HMR 개발

8. HMR 가공산업 필요성



1. 국내 생산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제주산 야채/채소 공급을 핵심으로..

2. 농산물 고유 품질 특성을 살린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역량 구축

3. 우수한 원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친화적 HMR 제조공급

4. IT 기반 유통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통 시너지 효과 창출

▪ 안정적 밭작물 공급

▪ 출하시기 유리

▪ 우수한 품질 관리

▪ 안정적인 원료공급

▪ 유통기한 연장
및 수익 증대

▪ 가정간편식 완제품
: 밀키트, 신선편이

▪ IT연계 스마트 유통
: IT 기반시스템 이용

▪ 배달, 운송 앱 활용

▪ AI 큐레이션 기능
: 소비자 맞춤상품 추천

▪ 차별화된 상품 개발

9. HMR 가공산업 육성전략



◈ HMR 시장 지속적 성장 예상

➢ 국내 HMR 시장은 발전 초기단계로 식품 업체와 유통업체들의 상품 개발로 성장세 지속 예측

➢ 대형 마트들은 유명 맛집 및 대기업과 제휴, PB 상품 개발 등으로 다양한 상품 확보 노력

➢ 최근 혼밥, 혼술족 증가로 인하여 요리와 안주류를 겸할 수 있는 제품 판매 증가 예상

◈ 제품 개발 방향 예측 :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제품 개발

➢ 기존 식당/외식업체 연계하여 “스토리”강화

- 맛집/유명셰프가 만드는 “스토리” 가 있는 제품 또는 소비자의 호기심 자극하는 제품 개발

- 재주맛집 (제주향토음식)

➢ 소비자 편의성 증대

-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주부들이 요리하기 어려운 음식 중심의 메뉴 개발(제주형 밀키트)

➢ 환자용, 고령인구 맞춤형 제품 개발

➢ HMR 위생, 안전 이슈 강화

9. HMR 가공산업 육성전략



기술센터

산업융합 기술 및 전략

연계기술
월동채소산업 클러스터 운영

양배추, 브로콜리, 무, 당근 등 BT기술 접목

HMR 기술개발

농가
원천기술

HMR 원료 인증

HMR가공기술 개발

4, 5세대 HMR 가공식품 개발

택배기술 개발,  선도기업연계

재배확대, 신선채소, 품질관리

안심, 신선, 건강한 원료 생산

제주HMR 산업 클러스터

농가 소득안정화, 월동채소 육성 시장저변확대, 국내외 진출

HMR 가공기술센터 설립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품질보증

9. HMR 가공산업 육성전략



제주HMR가공 식품 과제 (1)

■ 신선편이 채소 가공과정

10. HMR 가공산업 과제



1)품질저하 방지기술
➢ 원료 전처리시 세척소독제 사용
➢ Hurdle Technology를 적용한 선도 유지

기술

▪ 가공 열처리 기술 : Blanching, Roastin, Steaming 등

▪ 첨가물 배합 기술 pH, 첨가물, 산화방지제 첨가 후 처리효과 연구

▪ 후살균 기술 : cook-chill, 열탕 살균, 레토르트 적용 등

상품사례. 나물 통조림

9. HMR 가공산업 과제(2)



2)선도유지 포장기술 ➢ 포장 재질, 방법 별 선도 유지 기술 연구

주로 중량이 많이 나가고
유통기간이 짧은 깐양파, 
깐감자 등에 사용

가스투과성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하여 포장내 산소
농도 낮춤

과일류 및 샐러드류를 견
고한 용기에 포장.
물리적 손상 방지 가능.

➢ 부피를 줄일 수 있어
수송에 유리

➢ 갈변 억제 가능
➢ 물리적 손상 발생

➢ 농산물 호흡을 억제하나
➢ 이취나 고농도 이산화탄소에

의한 장해 발생 쉬움.
➢ 적절한 기체 조성 유도 필수

➢ 보관온도 및 품질유지기
간 준수 필수

➢ 최근 수분흡수포장 개발

특징

주의점

9. HMR 가공산업 과제(3)



온라인신선식품시장성장에따라제주형 배송 전략

해결과제
9. HMR 가공산업 과제(4)



IT 기반 스마트 유통
시스템

예)오아시스 마켓

➢ 현재 새벽 배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

➢ 2018.8월 온라인 새벽배송시작

➢ 오프라인에서 쌓은 인지도 배경으로 온라인 새벽배송 진출

➢ 모기업 : 지어소프트의 IT 기술 투입하여 국내 유일의 모바일 물류 시스템 구축

시사점

1) IT 인프라구축 및 최적화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2) 적시적소 공급 확대가

경쟁력 향상의 비결

AI, 빅데이터기술

9. HMR 가공산업 과제(5)



제주향토음식으로 5세대 HMR 밀키트 개발 ?

제주향토음식(20종): 자리물회, 갈칫국, 고기국수, 성게국, 한치물회, 옥돔
구이, 빙떡, 갈치구이, 옥돔국, 자리구이, 소라물회, 돔베고기, 몸국, 꿩메밀
칼국수, 오메기떡, 접짝뼈국, 고사리육개장(돼지고기육개장), 전복죽, 해물
뚝배기.

10. HMR 가공산업 과제(6)



원료공급자, 소재/식재료가공및 HMR 제조업자, 유통관련 IT 푸드테크기술이
융복합화된가정간편식전문클러스터구성을통해제약요건해결

산지
가공

고품질
식자재 공급

연구성과지원

지역생산기반강화

가공/유통
기술연구

원료
생산자

생산자
단체

혁신가공기술개발

제주 HMR 클러스터
기대효과

• 신규고용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생산자소득증가
• 4차산업및 농업의스마
트융복합화촉진

과제 발굴 관리

차별화 상품개발

배달앱과 물류관리 자동화등

ICT 융합 협업

HMR
가공업체

제주TP

ICT 업체

연구기관

전략산업화 육성
수출산업 지원 등

정부
지자체

클러스터 결성을 통한
HMR산업 경쟁력 강

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

10. HMR 가공산업 과제(7)



11. 운영전략



1차산업

농산물구입

고품질신선채소생산

재배기술고도화

단순세척판매탈피

외식및급식서비스

제주전통식품 HMR
융합

3차산업

관광산업경쟁력

유통산업혁신

HMR가공산업

❑ 산업간 연계 및 융합 시너지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기대효과12. 마무리(기대효과)

제주도

농가

농협

제주TP

대학

기업

AS: 감귤경쟁력 제2감귤가공센터 // Be to : 월동채소경쟁력 HMR 가공센터



선진국의 미래대응 (제주미래 대응 ?)
12. 마무리 (기대효과)



12. 마무리(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