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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마케팅과

가공식품 개발방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
업

생명산업

농업안정화

국가식량자립

전산업의 안정적 토대

패션산업
뷰티산업

서비스산업

양자(퀀텀)산업

로봇산업

미래차산업

반도체산업

건설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세계화(분업화)
포스트 코로나 수출규제

수입국 식량난
탈세계화(식량 자급자족)

ex) 헝가리 가난해도 안정적

식량수급 불안정
식량부족

농산물가격 폭등
민심불안
국정불안

CODE RED



농산물이 중요한 이유

인류의 주식 = 파워풀 곡식

씨앗 ,생명의 DNA 인자

6곡(Grain) 자급자족 생산기획

6장6부 생산공장에서  6기를 생산하는 원료
6미 채소, 6미 과일, 6미견과류

농산물 = 음식 = 약 → 6기순환 →
건강한 국민 → 국가경쟁력

“음식만이 약이다”
-히포크라테스, 우파니샤드 -



6미 vs 6기 vs 6장6부

6미 6곡 6과 6기 6장6부

신맛 적두 유자 목기
간장담낭,
눈, 근육, 

분노, 바람

쓴맛 수수 자몽 화기 심장소장,
혀, 기쁨, 더위

단맛 기장 단감 토기 비장위장, 입,
살, 생각, 습기

매운맛 현미 배 금기
폐장대장, 코,

피부, 슬픔, 건조

짠맛 서목태 수박 수기 신장방광, 귀,
뼈, 공포, 추위

떫은맛 황옥수수
녹두

토마토 상화기 상화기,
심포삼초



RDA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역할의 중요성

농업기술개발

농업 활성화 지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안정적인 삶의 기반조성

식량산업 자립화 실현 & 국가경쟁력 초석마련

선도적인 스마트 농법 연구 및 실전활용 지도

미래농업환경 주도



농산물 마케팅 콘텐츠

컨텐츠 없는 컨테이너 박스에 단순한 포장?  NO!  
포장안 충실한 컨텐츠는 기본

씨종자
지역적 토양

농법
농부철학

6미식품 기능분류
농산물 브랜드



씨종자; 재래종과 토종의 가치

<영주 채운영농법인 5곡><진주 금곡정미소 앉은뱅이밀>



지역적 토양

산성화 되고 오염된 땅에서 자란
영양이 텅빈 농산물은 싫어!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토양
농산물의 영양 보물창고

Q. 연구대상!
부안 송죽농장 수미감자는

왜 품질이 다를까?



농법(원인) VS 농산물(결과) 가치

스마트팜 수직농; Vertical Farm 사례
동원 (장호원)

서귀포 타이백농 뉴시트러스
SERICEO조찬세미나 750명 시식마케팅

(서귀포기술센터 지도 & 마케팅/신양수 소장)



농부의 철학은 농산물에 대한 신뢰

12월까지 수확을 기다려주는
유기농 유자농부



농부의 철학은 농산물에 대한 신뢰

농약도 주지 않고 낙과만 판매하는
백향과 햇살농원 정영현 대표

새로운 연구 & 시도



농부의 철학은 농산물에 대한 신뢰

자본에 앞서 철학적 본질을 실천하는
농부자신이 스타농부이자 농산물 브랜드

농법연구/직접묘목/농작물실험생산/정보나눔

믿음이 절로 생기네요!
농부님을 지지합니다.



농산물의 브랜드화

- 브랜드 컨텐츠
  내적충족요건
-  브랜드 네이밍
-  브랜드명 서체디자인
- 브랜드 로고 디자인
-  박스포장 디자인 등

지자체 농산물 브랜드컨텐츠 기본을
충족하는 농산물 선별 작업필요



식품 개발; 과일청

과일(1차농산물) + 유기농원당(브라질) = 과일청(1차가공식품)

<제주 풋귤청> <제주 풋귤> <제주 레몬청>



식품 개발; 과일 음료(Beverage)

과일청(1차가공) + 
구연산(1차 가공식품) + 
불소없는물 =
과일음료(2차가공)



식품 개발; 소소(Sauce)

<양조간장(1차 가공)> <닥터비건 수제오리엔탈소스(2차 가공)>



식품 개발; 대체육

Impossible

Beyond Meat

국내 대체육 농심 첫개발
동원 비욘드미트 수입
비건 식품개발 세계적 트렌드



6미 영양균형 음식 개발

<6미 쿠스쿠스 파스타>

<6미 토마토 스파게티>

<6미 누들샐러드>

<6미 과일 샐러드>

6기 생산재료(약)
6미균형 건강식



식품의 품질 기준

정제식품

백설탕

정제소금

화학소금

맛소금

한주장소금

암염

백미

백밀

GMO

vs 비정제식품

vs 유기농 원당(갈색)

vs 천일염, 죽염

vs 오분도미, 현미(갈색)

vs 앉은뱅이밀가루, 통밀가루(갈색)

vs Non-GMO

(한국은 GMO 최대소비국가, Fish 딸기)



럭셔리 품질 기준

토종
유기농

전통제조

브랜드서체디자인

브랜드로고디자인

친환경 용기

포장디자인



자체기술 개발 및 자립화

앉은뱅이밀 제분기술

구연산 추출기술

스마트농법 기술개발

선진농업기술 M&A

농업관련정보제공



포장디자인 아트 개발

좋은 컨텐츠 +포장기술+ 포장디자인 =
상품의 부가가치 극대화

포장디자인은

제품의 화룡점정



SAFE KOREA with RDA!

식량수급 자급자족 안심국가
식량수출규제 독립국가

농업 기간산업화 & 자력국가

안정화된 농업은 타산업발전 지원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