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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hindering the support system for seafood food 
processing companies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various 
impeding factors be occurred in the policy process related to the support system for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The main obstacles are lack of understanding corporate policy demands, lack of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stakeholders, lack of trust,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short-term, long-term) between 
public officals and companies, quantitative performance-oriented support system,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due to frequent personnel changes of the person in charge, and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supporting project documents and manpower. As a way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seafood food 
processing companie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olicy demand for seafood food processing 
companies,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s with stakeholders, simplification of the support process, 
and formation of long-term partnerships between policy providers and seafoo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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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수산식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고, 완제품 생산에 대규모 

가공인력이 필요하며,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서 파

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가

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수산물 가공업 분야 생

산액은 6조 635억원, 사업체 수 3,323개소, 종사

자수 약 3만 8천명을 기록하고 있다(KOSIS, 

2021).
해양수산부 및 중앙정부에서는 2008년까지 수

산식품산업을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내 세부사

업으로 지원해오다 2009년부터 식품산업의 중요

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지원분야로서 지원정책을 

수립해오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해양수산

부 지원정책은 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

물처리저장시설(냉동냉장시설) 등 가공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등을 통해 전

국의 거점화된 수산식품 지원센터 및 산업화단지

를 조성해왔다. 또한 수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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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통센터(FPC), 수출가공선진화단지조성 등 지

역별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수산기업지원센터,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 차원의 

제품개발, 인력 공급, 기술지원, 시설자금 및 인

프라 지원, 공간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산업 가치

사슬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지원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원제도 

상의 저해요인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책공급자 관점에서의 수직적인 체계의 지원

만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은 정책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점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책공

급과 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밝혀지고 

있다(Jung and Pyo, 2021)
향후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괴리를 줄이고,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수산식품 가공기

업,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산식

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Kim and Jang(2018)은 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

산업의 산업조직론적 분석을 실시하여 기본조건

(원료공급 환경, 시장 수요 환경), 시장 구조(경쟁

구조, 진입장벽), 시장 행동(원료 조달, R&D, 마

케팅), 시장 성과(기업체 수, 판매, 수익) 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식품산

업의 시장성과가 원료공급 환경과 시장 수요 환

경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Jung and Pyo(2021)은 AHP 기법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AHP 분석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 간에 지원제

도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 밝혀냈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시설⋅장비지원와 마케팅 지원을 가

장 중요시하는 반면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은 기

술(R&D) 지원을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Lee and Park(2019)은 정부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저해요인이 중소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CDM(Crépon, Duguet and 
Mairesse, 1998)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많은 저해요인이 존재

하고 있었으며, 성장기 및 성숙기 기업 모두 연

구인력 확보 어려움, 자금 부족, 연구설비⋅기자

재 부족을 기술혁신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수혜가 저

해요인 감소와 기술혁신 수행결정 및 투자로 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 et al.(2014)은 사례연구로서 롯데마트와 

중소 협력사의 중국시장 동반진출의 단계별 저해

요인과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저해요인은 심층

면접을 통해 경영진 및 임직원을 통해 국내 선별 

단계, 무역장벽 극복 단계, 현지 판매 단계 등 세

부단계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저해

요인으로는 자금난, 정보 접근성 부족, 중국 전문

인력 부족, 커뮤니케이션 애로, 상품 안전성 기준 

애로, 높은 관세, 품질인증스티커 부착 애로, 미

판매 상품에 대한 부담 등이 도출되었다.
Kim(2018)은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성

장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자금조달, 환경, R&D, 지원정책 4개가 

도출되었다. 지원정책 저해요인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 중소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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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지나친 정책 의존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성장집단 간에 저해요인으로서 R&D 요인

과 지원정책 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소기

업 지원 시 R&D와 지원정책 요인을 보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7)은 지역 연구원의 효율성 운영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연

구원으로 연구직, 행정지원을 대상으로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저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요 저해요인으로는 운영 

및 연구 독립성 미확보, 시도 출연금 지원 미흡, 
구성원 간 소통 및 협력 부족, 경력개발 등 향후 

발전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미흡, 연구인력 부족,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도출되었다.
Woo and Kim(2018)은 중소기업 혁신 저해 요

인과 제조업의 기술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를 구

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 필

요성 부족은 기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원제도는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지역

을 대상으로 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 저

해요인을 분석한 정성적 연구로서 정책공급자⋅
중간지원자⋅정책수혜자 3가지 관점을 연구 대상

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제한된 범위

의 수산식품산업의 지원제도를 연구범위로 설정

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지원제도 저해요인은 정책집행과

정에서 정책 의제 형성, 결정, 산출, 집행, 평가, 
환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해

하는 요소로 정의하기로 한다. 정책집행과정이란 

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산출물, 정책 

집행, 정책평가, 정책평가 환류의 단계로 이루어

져 있다(Yang, SI, 2009). 본 연구는 정책 공급자, 

중간 지원자, 수혜자 3가지 관점에서 발생하는 

저해요인을 탐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조사방법으로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ivew)을 채택하였다. 이는 고도로 훈련된 면

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주

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방법

이다. 개별심층면접은 정성적 조사방법 중 하나

로서 특정 연구문제에 대한 개인의 내면에 존재

하는 심층적인 의견과 요인과 복합적인 매커니즘 

등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하

지 못한 새로운 연구적 통찰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전문

가 간의 수산식품 가공기업 간에 지원정책 및 제

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연구문제 3 :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

도가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해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Jung and Pyo(2021)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수산식품 가공기업, 전문가, 공무원 집단 

간에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정책입안자, 지원기관 그리고 

수혜자 관점에서의 지원제도 인식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

구문제는 앞선 연구문제 1, 2를 통해 도출된 저

해요인과 지원제도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수

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적 범위를 경상북도로 제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는 대표적인 수산식

품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 중 하나로서 붉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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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메기, 간고등어 조미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

식품산업을 바탕으로 2019년 4,063억 원의 생산

고를 기록하고 있다(KOSIS, 2021). 또한 경상북도 

및 시군 지자체,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재)환
동해산업연구원,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가 활성화되

어 있는 지역으로서 본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 적

합성을 가지고 있다.
본 조사는 2021년 8월 20일부터 2021년 9월 15

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개별심층면

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수산식품 가

공기업, 수산직 공무원, 전문가(대학 교수, 기업지

원센터 본부장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수산

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를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

자는 크게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 수산식품 

가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집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소속되

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 계획수립과 적

용, 산업정책수립, 사업예산(지역, 기업) 확보 및 

집행과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공무원 집단은 경상북도청이 있다.
전문가 집단은 정책지원과 관련한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지원정책 개발, 
지원사업 수행, 연구개발(R&D) 및 산업화 연구

(R&BD), 수산식품 가공기업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영덕로

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지역대학 등이 있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수산식품 제조를 통해 경

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정부 및 지자체,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이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수산직 공무원 4명, 수산

식품 가공기업 8명, 전문가 집단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산직 공무원은 지방정부에서 수산

직 부서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를 수립⋅지원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붉은대게 가공업체 2개, 과

메기 가공업체 2개, 조미오징어 가공업체 2개, 냉

동수산물 가공업체 2개를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

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지

역대학 교수 2명, 지원센터 센터장 1명, 지원센터 

본부장 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간은 응답자별로 50분에서 60분간 진행

하였으며, 연구문제인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

도의 저해요인, 지원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효율성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

하였다. 면접결과는 녹음을 바탕으로 스크립트 

기반(Script-Based)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전체 응

답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Fig. 1] A structure of stakeholder for supporting 
systems of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Items Contents

Survey Dates 2021. 8.20~2021.9.15
In-depth Interview Time 50 min to 60 min

Survey Methods In-depth Interview
Sample Targets No. of samples

Seafood Processing Company 8
official Group 4
Expert Group 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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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조사를 통해 총 7개의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 저해요인이 도출되

었다.

1. 기업 정책 수요에 대한 이해부족

본 심층면접에서는 지원제도에 대한 수산식품

가공기업과 공무원, 전문가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에서 이해관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제도는 시

설⋅장비지원, 국가 R&D 지원, 신제품개발, 인력

지원 등에서 나타났다. 수산식품 지원제도를 둘

러싼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서로 간의 상이한 목

표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공급자(공무원, 
전문가)들은 기업의 정책 수요에 대해서 현실적

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시설⋅장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은 기계구입 및 기계 설치를 

위한 설비자금으로서 Jung and Pyo(2021)에서 나

타난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로서 시설자금 지원, 
장비 및 시설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정책을 공급⋅지원하는 공무원 및 전문

가 집단과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시설⋅장비 지원

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시설자금 지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고가 장비에 대한 접근성”, “영세성

으로 인한 시설자금 부족”, “신제품개발 등을 위

해서는 시설자금이 필요함” 등으로 생산성 향상

을 위한 새로운 장비도입과 신제품개발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에 기

본가격이 너무 높아요.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

는게 많은데 일반 분말업체라던지 액상업체에 비

해 특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특수한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 단가가 비싸요. 그런데 큰 

업체들이 없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

이 많은데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보니 고가의 장비

에 접근하기가 어려운거죠. 그래서 시설장비 지원

이 중요한 겁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B)”

한편, 공무원 집단은 시설자금을 중요시하는 

이유에 대해 “도입된 기계가 노후화되서”, “시설

자금이 자신들의 자산이 되기 때문”, “단기적인 

이득에만 치중하기 때문” 등으로 기업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필요와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채 수직적⋅일방향적 지원 시스템이 자리잡

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산식품 기업들은 당장 현금 창출해내는 쪽에

만 관심이 많아서 시설자금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

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 똑같이 가게 되면 계속 

똑같은 쳇바퀴 돌 듯이 되니까 변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직은 수산업체들은 아직은 그런 부분보다

는 당장 잡아서 파는 것 이런 중심에 치중되어 있

어요(공무원 A)”

2) 국가 R&D 지원

국가 R&D와 관련해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들

은 “장기적 성격의 국가 R&D가 기업에 부적합

함”을 대표적인 한계로 응답하며, 국가 R&D가 

기업의 현실적으로 연구개발 부문과 맞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나

타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이

런데 큰 의지가 있고 자금적 여유에 있어 기술을 

만들어서 5년 후에는 상용을 시켜서 하겠다고 해

도 이게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달 월급주기에도 빠듯한데 그런 장기적인 

R&D를 하기에는 기업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

습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A)

반면, 공무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은 공통적으

로 국가 R&D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

서 국가 R&D가 중요하다”, “수산물 가공기업이 

국가 R&D 수준에 못 미쳐서 소극적인 것이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R&D가 중요하다” 등의 인식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순환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비용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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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야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경쟁력있는 제품개발.. 이게 사실은 이 중심

의 지원사업이던 지금 기업들이 이 중심으로 가야 

향후 50년 미래 먹거리가 생기지, 단순히 시설 만

들어주고 잡는 거 지원해주는 정도는 어렵다고 봐

요(전문가, C)”

3) 인력지원

인력지원 부문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인

력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은 인력채용지원

에 대해 현재 지역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어 기업들의 인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인지

하고 있었으며, 수산식품 기업과는 현 상황에 대

해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후만 되도 인력채용 가시적으로 문제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5년 후면 표면 인력자체가 필수

로 올라갈거고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 생각해

서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도 5년 후까지 어느 정도 

현장도 자동화가 되어야하고 정부에서 지금은 업

체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올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후포, 울진 지역에서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

습니다(수산물 가공업체, F)”

“지원자들의 눈높이가 높고 자기가 일자리가 없

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가 높아서 안 가는 것이지, 

사실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인력

채용지원이 안 그래도 수산식품 영세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공무원, B)

“외국사람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많이 있어서 인

력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거죠. 기업체들을 당연히 

수산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

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동네 아줌마들 와서 그 정

도 인력이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선 문제

가 없다라는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전

문가, A)

“이런 인력들은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혹은 

일시적 인력, 노인인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수산가공식품이 있는 주변

에 인력수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수산가공식품들 주변에 가보면 대부분 부부나 가

족이나 노인 인력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 정도의 

인건비지원으로 하는 저임금으로 하는 상황이 많

고, 대부분 일반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세척작업이나 절단작업이 지금은 장비를 도입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단계라서 아마 인력이 그렇게 원

초적인 채집단계에선 인력에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공무원, D)

4) 신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신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부문에서는 수산

식품 가공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과 

기업체 요구의 미스매칭”, “시설자금이 동반되어

야 신제품개발 가능”, “신제품개발 인력 부족” 등

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신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이 시설자금 투자가 동반되

었을 때 실질적인 신제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

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라던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업체

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랑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요. 특히나 연구원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연구소 

시설을 많이 이용하라고 권장을 해주시는데, 정부

쪽에서는. 근데 막상 업체에서 기계를 빌려서 신제

품을 개발하자고 하면 방향성이 안 맞는 거죠(전문

가, D)”

“신제품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이랑 맞아 떨어진다면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다수의 신제품개발 

지원사업들이 약간 업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성하고

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지원사업인건 맞는

데 업체가 요구하는거랑은 안 맞으니까 효과가 떨

어지는 것 같아요”(수산식품 가공기업, H)

“기술지원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기술도 

있어요. 이런 특허를 가져와서 제품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게 간혹 있기도 있는데, 문제는 시설자금인

거죠. 그 기술 업체에서 실제로 제품에 활용을 해

서 만들려고 하면 시설자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시설을 개선을 하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너

무 비싸니까 억단위가 넘어가니까 억단위 투자라

는게 기업한텐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던지 전문가 집단쪽에서 보시는 거랑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수산식품 가공

기업, G)

5)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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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 부문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제

조업체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통⋅판매능력의 

취약함을 이유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공무원 집단은 마케팅 지원에 대해 기

업들이 겪는 유통판매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

고, 상품만 좋으면 유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인

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건이 좋으면 홍보라던가 마케팅은 저절로 따

라온다라고 생각해요. 수산식품도 그렇지만 다른 

농산물도 그렇고 저는 업무를 해보니 상품 자체만 

좋으면 다른 부분은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의 제품 판매가 부진하다면 상품 품질이 안좋

아서 유통회사에서 오더를 안주니까 그런 거 아닐

까요?(공무원, C)”

“저희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유통업체나 판매자

가 아니라 메이커(생산) 전용공장이기 때문에 기본

적인 역량, 제조, 품질,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약한 부분 

들은 판매라 던지 마케팅이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우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

기 때문에 잘 팔아줬으면 하는 판매자를 잘 만났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 못하는 부분은 정부지원을 통해서 해결되었으

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높은 순위인 것 같습니다

(수산식품 가공기업, D)”

이러한 기업수요와 실정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

책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괴리를 발생시키고, 효

율적인 지원제도 수립과 이행을 방해하는 저해요

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

기업 지원제도는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이 고려되

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원제도가 

수립되고 이행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 부재

본 연구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

해요인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기업, 공무원, 전

문가 집단 간에 소통할 창구가 없다는 응답이 나

타났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이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도 마

찬가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들은 공통적으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할 창구가 

없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인지

하고 있었다.

“소통 창구가 필요로 한다는 게 우리(공무원)도 

기업의 환경을 너무 모르고 기업들도 지자체 어디

에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소통이 잘 없어서 그렇겠

죠. 소통이 있어도 인사치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많고, 대부분이죠(공무원, C)”

“저도 예전에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

업을 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랑 공무원이 생각하는

거랑 괴리가 너무 많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현장의 상황

을 피부로 못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탁상공

론이랑 똑같은데 저도 그때 이게 탁상공론인거 아

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공무원, D)

“기본적으로 정부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소통이 

되어야하는데 지금은 정식 루트는 없다고 보거든

요. 자주 만나서 공무원분들은 기업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그리고 업체에선 무엇을 더 필요

로 하는구나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습

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C)

3.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부족

수산식품 가공기업과 공무원, 전문가 집단 간

의 신뢰 부족은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저해요인으로서 나타났다. 본 심층면접에서 정책

을 지원하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

업들의 정당한 예산 지원 및 활용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반대로 

공무원들의 이해부족을 저해요인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제일 큰 건 기업들의 자해행위? 소위 말하

면 예산 사냥꾼?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기

업들이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사업을 

안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지만, 

일부 기업들로 인해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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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다는 그런 생

각, 일부 기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기업들

이 성장하는데 돈을 쓰는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보너스 주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나쁜 인식

이 존재하죠(공무원 B)”

“저해요인은 일단 서로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공

무원이 수산기업을 잘 모르고 수산기업이 공무원

을 잘 모른다는 거죠. 지원을 해주면 지원만 해주

면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기업체는 공무원을 무시

하고 공무원을 기업체를 무시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전문가, D)”

4. 기업의 단기적 관점과 공무원의 장기적 
관점의 차이

본 심층면접에서는 기업의 단기적 관점과 공무

원 및 전문가의 장기적 관점의 차이가 저해요인

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가시적인 매출의 향상 등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중요시하지만, 공무원과 전

문가 집단은 장기적인 지역 전체의 경쟁력 향상,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본질적인 개념에서의 장

기적 관점을 지향함에 따라 인식의 괴리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기업의 현실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공급자의 일방향적인 수직적 

지원으로 연결되어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심층면접에서

는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

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성에 

맞지 않아 시장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

이 다수 나타났다.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기존 제품에 기존 설비

로 큰 변화가 없는데, 저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공무원들이 함

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

품에 대한 품질이 나아져야 한다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해요”(공무원, D)

“국제경쟁력있는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수산가공업

체는 가장 매출이 힘들어 하는 부분의 가장 큰 이

유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있

는 건 가게 경쟁력 싸게 팔아넘기는 방법.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원료로 주는 방법 이런 거 

외에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게 없으

니까”(전문가, B)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성 있

게 효과가 있어서 매출이 확 올라야 하는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이제 지원사

업에 요구한 조건대로 개발을 했는데 시장에서 효

과가 없으면 기업에선 헛돈 들인 거나 마찬가지니

까. 왜냐면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해야하는데 

하고 당장 현실성 있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확확 

튀어나와야 하니까요”(수산식품 가공업체, E)

5. 정량적 성과중심주의 지원제도

지원제도의 정량적 성과중심주의는 수산식품 

지원제도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식품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량적인 지표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이 지

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관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감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업체는 낮은데 왜 줬습니까 라고 자기

가 지탄을 받기 싫어서 결국은 또 갖춰진 업체한

테 줄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해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전문가, A)” 

“너무 원리원칙대로 나와 있는 규정대로 이 부분

을 목표성과중심, 정량성과중심 이것을 너무 타겟

으로 맞추다보니까 상위기업들만 주로 대상이 되

고 신생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보니까 그 

기업들은 진짜 필요한데도 도태당하는 기업이 되

는 문제가 있죠”(공무원, A)

“당연히 방금 막 창업한 기업이나 이제 성장하려

는 기업이나 몸부림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죠. 아예 배제를 받으니까 정책적인 사업 낼 

때 마다 신청서를 내라하면 되지도 않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져버리니까. 한마디로 배제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이 해

소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전문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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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
성⋅연속성 부재

지원제도의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장기적

인 관점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비효

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성을 가지

는 지원제도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단발성 지원에 그치

게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 과정이 발생하게 될 때, 

기업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새롭게 경영 및 산업

에 대한 실태를 이해시키고, 새롭게 관계를 형성

하는 등 시행착오 프로세스를 반복하게 되고 결

과적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관점에서는 잦은 업무 이

동이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

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분들이 짧게는 1년이면 이동을 하니 그분

들과 지속적인 대화도 불가능하고 담당자가 업무

를 이해할 때 쯤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리

니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전혀 없

게 되는 거죠. 기업은 단발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훨씬 중요합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C)”

7. 지원사업 서류⋅인력 대응 어려움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지원사업의 신청과정에서

의 세부적인 서류작업과 관련한 인력 대응이 저

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영세한 수산식품 

가공기업에서는 별도의 문서 대응이 가능한 인력

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

타났다.

“서류작업 부분을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희는 사무인력도 있고 계속 고정적으로 하다보니

까 인원이 직원들이 있더라도 안정되어 있는데, 인

력조차 없으신 곳은 서류부분이 힘들 거고, 고정적

으로 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저것 기획서라 던지 부

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들이 쉽

지만은 않죠.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네요”

“국가 R&D 사업은 서류가 더 철저하고 더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낀다고 하면 

시방서니 뭐니 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데, 협력사에 요청하는 순간 단가도 확 올라가요. 

자기네들 서류 발급해주고 이런게 너무 귀찮으니

까 비용도 더 발생하는 거죠. 단돈 100만원에 들어

올 거 200만원에 하는데 해야 할 서류는 많고 신

경써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어렵고 해도 골치 아프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런 사업들보다는 홍보지원, 디자인 지원비 

같은 것을 토막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으니까 여

러 개로 쪼개진 걸 편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수

산식품 가공기업, B)

Ⅴ. 결 론

본 연구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집단, 전

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

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한 정책과정에서 다양

한 저해요인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업 정책 수요에 대한 이해부족이 주요

한 저해요인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책 수립 및 지원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정책공급

자 집단(공무원 및 전문가)은 주요 지원부문인 

시설⋅장비 지원, 국가 R&D 지원, 인력지원, 신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마케팅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와 실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수산식품 기업과 정책공급자들은 서로 

간에 소통할 창구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실태를 서

로 간에 공유하지 못한 상태로 경직되고, 일방향

적인 지원체계 성격이 이러한 공급과 수요 간에 

괴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해관계자 간 신뢰부족이 저해요인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상북도 수산

식품산업 지원제도는 소통의 부재 속에서 정책공

급자와 수요자인 수산식품 기업간에 불신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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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mpany Public officials & Experts

Lack of 
understanding 

of policy needs 

 Facility⋅ 
equipment

· Difficulty accessing expensive 
equipment

· Lack of facility funds due to small scale
· Necessary for new product 

development, etc.

· Obsolescence of introduced machines
· Because facility funds become assets
· Focus on short-term gains

R&D · Long-term national R&D is unsuitable 
for companies

· National R&D is important in terms of 
industry competitiveness

·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are 
passive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national R&D level

· R&D is important from a future 
perspective

Human 
Resource

· Current staffing difficulties.
· Hope for support to overcome this

· Abundant supply of local labor at present
· Because the company is small, there 

are many suitable manpower 
(foreigners, local residents, etc.)

New product 
development & 

technology 
transfer

· Mismatch between the direction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needs of businesses

· New product development is possible 
only with facility funds

· Lack of new product development 
manpower

· Absolutely necessary

Marketing

· A processing company is a 
production-only factory(not a distributor 
or direct seller)

· Needs government support due to lack 
of marketing-related competency

· Distribution happens naturally if the 
product is good

Lack of communication
· Perception that public officials and 

professional groups do not understand 
reality

· Perceived that companies do not 
understand reality

Lack of trust · Lack of understanding of corporate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 Distrust of companies' legitimate budget 
support and utilization

Difference of point of view
· Emphasis on short-term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tangible sales 
improvement

· Aiming for a long-term perspective, 
such as improving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global 
competitiveness

Quantitative  
performance-oriented support

system

· It is difficult for small companies(high 
potential companies, ventures, etc.) to 
properly benefit from the support system.

· Propensity to support large-scale 
companies that can achieve quantitative 
indicators

Lake of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 We hope for a support system with 
continuit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Realistically, it is impossible

Difficulty in dealing with 
documents and manpower

· It is difficult for small fishery food 
processing companies to secure personnel 
who can respond to separate documents.

· Companies that can't even fill out 
paperwork do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even if they apply for business support.

<Table 1> Results of Inhibition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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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신뢰 부족이 정책지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지원제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정책효

과의 장기적⋅단기적 관점에서의 다른 지향점이 

정책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은 단기적 관점에서 가시적인 경영

성과 향상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정책

공급자 집단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성과 및 

효과를 기대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다섯째, 정책공급의 정량적 성과주의는 가능성

이 높은 벤처기업보다는 규모가 크고, 실적을 가

지고 있는 기업에 정책 혜택이 집중되는 편중성

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여섯째, 지원제도 측면에서는 지원사업의 복잡

한 신청과정과 과도한 서류 요청이 수산식품 기

업의 인력 소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인력 대응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 수산식품 기

업이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고 신청과정

에서부터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견되었

다. 
마지막으로 지원제도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은 정책지원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산식품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

을 갖춘 정책담당자와 파트너십을 희망하고 있으

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롭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지원체계

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산식품산업 지원제도에 대해 공

무원, 기업, 전문가 집단에 차이가 발생하는 근원

적인 원인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자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하향식 정책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공급 속

에서 기업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기관은 기업에 대한 불신(예
산사냥꾼이라는 인식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지원제도와 관련한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첫째,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정책 수요 조사 시

행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저해요인은 정

책공급자 집단이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현황과 정

책수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러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

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마련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수산식품산업 이해관계자의 소통창구 마

련이다. 현재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은 공무원, 
전문가, 기업 간에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없는 상

태로 경직되고, 일방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이러한 이해관계

자간 소통창구 마련은 현재의 정책 수요와 공급

의 괴리를 개선하고, 양방향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혁신 포럼 개

최, 수산식품 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산식품 지원 프로세스의 단순화이다. 

본 연구에서 수산식품 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서류 대응에 추가적인 인력소요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복잡한 서류 작성 등 지원과정을 단순화하

고, 서류작업을 중간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북 내 수산

식품지원세터에 전문 지원 부서를 운영하여 기업

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전달, 지원사업 서류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정책공급자와 수산기업 간 장기적인 파

트너십 형성이다. 현재 경상북도는 정책공급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원제도의 연속성과 전

문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 정책공급



정훈진⋅표희동

- 1520 -

자의 선정과 장기간의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장기적⋅연속적 협업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방법에는 개별 수산기업과 담당 

책임 공무원을 지정⋅매칭하는 일대일 장기 지원 

로드맵 마련, 담당 공무원의 장기적 업무 편성 

등이 있다.
다섯째, 정성적 지표 마련을 통한 정량적 성과

중심주의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정량적 지

표 중심의 지원제도는 규모를 갖춘 대규모 업체

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

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규모는 작으나 

잠재성이 높은 신생 벤처기업이 지원제도를 바탕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과물의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창의성, 시장성, 기술성, 혁신성, 차별성 

등 다양한 정성적 지표를 마련하여 양적인 성과

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물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를 둘러

싼 저해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아래와 같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조사는 정성적 

조사로서 제한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개

별심층면접방법을 조사방법으로 적용함에 따라 

저해요인 도출에 있어 심층면접자의 사전적인 지

식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둘째, 저해요인 간의 중요도 측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저해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

구로서 각 요인 간에 중요도와 가중치를 정량적

으로 분석해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저해요인 발굴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저해요인을 

발굴했으나 제한된 표본과 이해관계자를 연구대

상으로 삼음에 따라 발굴하지 못한 잠재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저해

요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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