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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서천군 지역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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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vitalization of Agro-industrial complex could be an alternative to enhance farmers off-farm income and 
overcome FTA’s impacts o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it is evaluated the governmental policy on 
the Agro-industrial complex has not been successfully done as expected. The Agro-industrial complex started to be 
composed in 1984 and the 427 Agro-industrial complex have been composed nationwide by 2011. Meanwhile, three 
Agro-industrial complex where 61 factories are running have been composed and two Agro-industrial complex are being 
under construction in Seocheongun as of 2011. 
It is investigated that there are constraints in the government supporting systems for Agro-industrial complex. They are; Aged 
and poor infrastructure facilities, Weak marketing competition, Scattered supporting agencies, and Poor loan system, etc.
In this respect, the policy of supporting system was suggested and recommended to vitalize Agro-industrial complex in 
the study. They are; Better loan system, Improving aged facilities, Marketing support, Assisting technology, Suppling 
labor power, and Forming factory-netwo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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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천군은 1989년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시대적, 사회적 여건 변동

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

가 무너졌었다. 그러나 최근 군장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국

립 생태원, 해양생물 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3

개 대안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0년대 서해

안시대의 개막과 군장산업지역의 확대발전은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할 전환점에 있다. 이 지

역에는 국가개발사업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경제자

유구역지역 지정, 새만금 종합실천계획과 장항선 철도개

량,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건설, 군장 신항만 건설 등 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바꾸어 놓

을 응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에서

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기대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서천군은 서해안에 위치하여 

국내적 및 국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의 전기

를 맞고 있다.

정부는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정책을 추진해왔다. 1984년 

농공단지조성이 시작된 이래 전국에 5천여 개 이상 기업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입주기업 대부분은 제조업체로 최근 많은 제조업체들이 국

내의 고임금화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제조기반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

는 현실에서 입주기업들은 열악한 주변 환경 속에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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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지로 기능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정부대안사업에 따른 여건 변화와 이

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 연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기 

추진 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서천 지역발전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서천군 장항읍 및 마서면 일대에 추진 중인 군장산업단

지계획의 정부대안사업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과의 연계 및 이를 계기로 한 서천군 지역경제의 계획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정부대안사업을 중심으로 

서천지역에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의 연계성을 고찰 분석하여 서천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 방

향성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다양

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서천지역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과 범위로 한다. 

2. 서천군 산업단지 현황

가. 지역 산업단지 현황과 전망

2010년 서천군 1차 산업 종사자는 18.4%이며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낮고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다. 산업

은 음식료품제조업, 목재･나무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합물･화학제품 제조업, 고무･플라스

틱 제조업 등이 특화정도가 높다. 서천군 산업단지는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와 농공단지만 지정되어 있다. 서천군은 

인구 감소, 30대 젊은 층 인구유출이 심하여 노령화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새만금 종합개발계

획 등 주변지역의 대형사업 추진에 따라 인구 추가유출이 

예상되며, 주변지역 산업화 가속으로 전통적으로 농업 지

역이던 서천군 농업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벼농사 위주

의 농업기반지역으로, 지역기반산업이 취약하다. 해안지

역 수산업도 위축되어, 관광겸업 사업으로의 전환이 점차 

진행되고 있으나 해양관광의 자원성과 접근성이 취약하여 

어려움이 있다. 지역 내 3차 산업은 영세하고 인프라가 취

약하여 단체관광객 또는 숙박관광객의 수용이 곤란, 관광

수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나. 국가사업 추진현황과 서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여 

생물종 보전･증식과 대국민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07～’12(6년간) 총사업비 3,370억원을 

투입한다. 생태계 변화에 관한 체계적 연구수행 및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 생물자원 확보･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

전, 체험형 학습장제공과 생태계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증가 및 관람객 유치(연 150

만 명 추정)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발효(’93.12)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간 치열한 선점경쟁과 해양생물자원

에 대한 국제적 상업화에 대처하고 해양생물에 관한 국가

주권확보를 위하여 2008～2012년 총사업비 1,391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발 1,285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람객 수요 추정 40만명/년, 총 생산 유발 2,104억원 등 

경제효과를 기대한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

토의 균형개발 도모 및 환 황해권 거점 역할의 수행,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21세

기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개발 및 주변과 연계한 혁신클러

스터 구축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9년～2013년 총사업

비 4,418억원을 투입하여 생명과학기술, 청정 첨단지식기

술, 수송산업 및 지역친화형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기

대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약15조, 고용유발효과 약59천명

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천군은 2007년 11개면 64개리 110.44 km
2
를 대상으

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

인 받았다. 농촌지역 어메니티(Amenity)가 조화를 이루는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목표로 2008년∼2014년까지 

총 2,889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한 지역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북부내륙 축을 

따라 금강생태공원, 한산모시 산업특구, 동부지구 농업･테
마공원 및 춘장대 해수욕장 등 농어촌 어메니티 개발, 해양

관광 수요에 대비한 서부해안의 송석리 어촌체험마을, 선

도리 갯벌체험지구와 연계된 홍원항 다기능어항 조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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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고속도로의 연계도로 확보, 서해와 금강 간 내륙 축을 

연결하는 도로 등이 있다. 서천 개발촉진기구 지정 및 개발 

사업은 장항선철도개량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조된 개발여건과 친환경 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정주환경조성을 가속화하여 삶의 질 제고

에 기여하고 환 황해권 균형발전전략과 연계개발을 위한 

지역 성장 산업 육성의 촉매역할이 기대된다.

다. 산업단지 SWOT 분석

강점(Strength)은 서해안과 금강에 접하여 풍부한 해안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을 보유하며, 산업도시개발 계획의 출

발점이었던 장항읍에는 근대산업도시의 자취를 간직한 도

시구조가 남아있어 풍부한 역사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약점(Weakness)은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적 활력이 부족하다.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실정에서 행정구역의 많은 부분을 농업 

용도에 이용하고 있어 지역기반산업이 취약하고 지리적 여

건도 불리하다. 

기회요인(Opportunity)은 인구와 노동인력 감소, 경쟁

력 약화 등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서천 개발촉진지구 지

정 및 추진은 대규모 정부대안사업으로 진행되어 기회요인

이 되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등 서해안 개발 활성화 

전략이 추진되고, 각종 인프라 시설이 정비･확충되면 정주 

인구유입과 관광 인구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위협요인(Threat)은 인구유입은 없고 인구유출이 가속

화되는 현상이다. 서천군 자체 단위사업은 취약한 재정 상

황으로 추진에 장애가 예상되며, 사업간 연계 없이 개별적

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3. 서천군 농공단지 현황

가. 농공단지 개발정책 추진배경

1970년대 추진한 새마을공장 건립사업에 지역분산만을 

강조하다보니 입지정책적인 고려가 미흡하여 사회간접자

본이 열악한 지역에 새마을공장이 입지하게 되고, 이로 인

한 물류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판로확보 미흡, 경영

능력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에 2차 산업 육성을 통해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 농외소득과 고용의 증대를 유발하여 농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1981년 

11월부터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이 주관하는 ｢농외 소

득원개발기획단｣을 설치하고 농공단지 지원정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 1984년 5월 경제기획원이 주관하고, 중

소기업진흥공단이 실무 추진한 ｢농외소득개발기획단｣은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에 1개소씩 7개의 시범농

공단지를 지정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농공단지 개발정책

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추진으로 변경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맞이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농공단지 개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지만 지금도 농림수산식

품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농공단지 개발 신청을 받아 승인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진흥공

단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농공단지 개발 경과

농공단지 정책의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입주

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 ｢산업집적법｣은 

농공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농어촌 

정법｣은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과 생산제

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은 농공

단지의 지정･개발사업 지원･분양 및 입주지원･환경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이 추진하기 시작한 농공단지 개발정책은 지식

경제부가 주관이 되어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력관계를 맺

고 있지만, 정책의 주관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429개 단지를 조성하였고, 입주 기업이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수출 및 농어촌지역 주민을 고용하

는 등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서천군 농공단지 개발현황

농공단지 개발정책이 추진 된지 29여년이 경과한 2011

년 9월말 현재 전국에 429개의 농공단지 68,744천 m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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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nge of main policy for the Agro-industrial Complex.

Year Main Policy
1967 - Promoting the side-line complex in the rural-fishery area
1973 - Promoting the Saemaeul factory
1981 - Setting up the Task Force Team for the increase of farmers’ off-farm income

1982 - Enact the regulation for setting up task force team (EPB order)
- Executing plan for the increase of farmers’ off-farm income 

1983 - Enact development regulation for the income source in the rural-fishery area

1984 - Enact the enforcement decree for the income source in the rural-fishery area
- Designated the seven pilot Agro-industrial Complex

1986 - Supporting the Agro-industrial Complex for enhancing the rural-fishery economy
- Expand financial support to the underdeveloped rural-fishery area

1987 -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man-power source in the rural-fishery area
1989 - Promoting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n the rural-fishery area

1990 - Special act for rural-fishery development
- Industrialization of rural-fishery area to counter-measure to Uruguay Round

1991 - Combined Guideline for merging the Agro-industrial Complex
1997 - Vitalizing policy of the Agro-industrial Complex
1999 - Allowing the cancellation of the designated Agro-industrial Complex

2001 - Vitalizing policy of the Agro-industrial Complex in long- & short term basis
- Revising the combined guideline for development & operation of Agro-industrial Complex

2008
- Easing the criteria of site selection for Agro-industrial Complex
- Constructing the combined information networks
- Easing the designation condition for the regional specified complex

2010 - Recommending financial support to expand the Agro-industrial Complex 
  from the National committee for rights and interests

2011
- Revising the combined guideline for development & operation of Agro-industrial Complex
- Driving autonomously the Agro-industrial Complex by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o the infra facilities of aged Agro-industrial Complex

Table 2. Status of Industrial complex including Agro-industry in Seocheongun as of 2011. (Unit : 1,000 m2)

Lot Total
Janghang
National

Eco-industry

Janghang
Agro-

industry

Joncheon
Agro-

industry

Janghang II
Agro-

industry

Seonyeon
Agro-

industry

Joncheon II
Agro-

industry
Designated 3,730 2,755 299 251 151 77 197
Sell in lots 2,561 1,836 235 208 104 55 123

Sold 547 0 235 208 104 0 0
for sale 2,014 1,836 0 0 0 55 123

지정되어, 이중 공공용지나 지원시설 면적을 제외한 분양

대상 면적 53,811천 m
2
이다. 분양 가능한 개발면적 47,765

천 m
2
 중 분양면적 46,090천 m

2
가 공급되어 96.5%의 높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9월말 현재 서천군 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1개소

가 조성중이며 농공단지 5개소 중 3개소가 분양완료 되었

고 2개소가 조성 중이다. 서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61개 기업체에 1,285명으로 서천군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이 대부분이고, 핵심기

술인력 등 일부인원만이 비현지인인 실정이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볼 때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금액은 3,300억 원이며, 수출금액은 356억 원이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 3개소 전체 분양대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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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e of factory in Agro-industrial complex in Seocheongun. (Unit : No. of factory)

Total Food Cloth & 
costume

Wood & 
paper

Petro- 
chemistry Non-steel Steel Machine Electricity

& electron Transport

Number 61 13 1 3 6 10 0 15 2 11
Ratio(%) 100 21.3 1.6 4.9 9.9 16.4 0 24.6 3.3 18.0

Table 4. Status of employee in Agro-industrial complex in Seocheongun. (Unit : head)

Name of 
Agro-industrial complex Total employee

Local
Outsider

Farmer Non-farmer
1,285 252 582 451

Janghang I 477 110 177 190
Janghang II 131 18 26 87
Jongcheon 677 124 379 174

547,000 m
2
가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률이 100%로 충남도 

평균분양률 52.7%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 분포현

황을 보면 전체 61개 기업 중에서 기계 15개사(24.6%)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음식료 13개사(21.3%), 운송장비 11개사

(18.0%), 비금속 10개사(16.4%)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라. 서천군 농공단지의 문제점

서천군 농공단지의 문제점은 업체 간 연계 가능성이 매

우 희박한 여러 유형의 업체들이 단순 집적한 형태가 대부

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들이 단순 집

적한 형태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종천농

공단지의 경우 음식료, 목재･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전

기･전자, 운송장비 등과 같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천의 농공단지가 주거지역에서 

먼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원거리 출퇴근 어려움을 해

소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신규노선 확보와 기숙사뿐만 아니

라 가족을 위한 아파트･유치원 등과 같은 각종 생활편의시

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천군 등 대부분 지역

에서 젊은 노동력이 산업단지나 대기업이 밀집하여 상대적

으로 근로환경이 우수한 군산･보령･당진･서산･아산 등 몇

몇 환경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이다.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업종의 다변화 및 선진화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업종이 대다수인 

단지가 많다. 종천농공단지의 경우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산업이 발전하기 보다는 전체 33개 입주기업 중 단순히 기

계업종이 10개사에 이르고 있다. 결국 농공단지 본래의 취

지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스스로가 지속적 경

쟁력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현재 조성중인 서면농공단지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김 

가공 특화단지로 조성되는 것은 다행이다. 서천군의 대표 

특산품인 서천 김의 가공 생산시설을 집중화하여 기술혁신

과 공동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구축으로 내수 및 수출증대

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10개정도의 기업유치를 목

표로 조성 중에 있다. 서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농공단지의 특성화를 통해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을 확보해야 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농공단지 지원제도 실태와 문제점

가. 지원제도 실태

농공단지 지원제도는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와 입

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다.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개발지

원과 사업시행자의 비용분담 차원에서 세제 및 금융지원, 

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으로 구분되며,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

영지원으로 구분된다. 

1)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농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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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영 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분단지와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제상의 

지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할 취득세･등록세･재
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사업시행

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개발초기 자금지원을 위해 농어촌 구

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시장･군
수는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수 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융자 

및 보조를 통해 폐수 종말처리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데 지방세는 취득한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

제하고, 입주 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은 50%)하고 있으며, 국세는 2009년 말까지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다. 입주기업 입주 

시 많은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데,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시

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

원하고 있다. 자금지원 대상은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과 신규로 입주하는 대기업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

업에 대하여 기술지도, 판매지원, 인력확보지원, 교육훈련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경영지원 사업을 중앙부처, 지

자체, 관련 유관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단

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 농공단지 입주기

업의 생산제품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입주기업의 제품 판매애로를 지원하고 있다. 

나. 지원제도의 문제점

1) 노후단지 개량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제도는 단지조성비가 지원이 되고, 

신규 입주기업에는 공장건축과 설비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

전에 조성된 농공단지들은 노후화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노후･낙후된 농공단지를 개량하기 위한 지원

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3년부터 지역특화단지

는 조성비의 일부 지원이 계속될 예정으로 있으나, 일반･전
문 농공단지는 조성비 국비지원(3.3 m

2
당 5만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2)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개발을 위

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입주기업은 일

반 정책자금에만 의존해야할 여건이어서 자금조달이 용이

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입주기업에 대한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3) 관계부처의 통합

농공단지지원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단지 조성업무는 농

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고, 입

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진흥공

단, 환경관련 부분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농공단지 조

성 및 지원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기관별로 입장 차이가 있어 효

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4) 입주기업 정책자금 지원 축소

입주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이다. 물론 공장 건

축자금, 기계설비 도입자금, 운전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농

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향후 관리기관의 지원

업무 유용도 조사 결과 76.4%가 자금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예산규모는 오히려 점차 축소되고 있다. 

입주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경쟁력이 낮은 입주기업이 중소

기업 정책지원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5) 인프라설비 보완

농공단지 조성 2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업용수 시설의 

부족과 산업용 가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근로

자를 위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복지시

설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결과적으로 인력유출을 초래하

여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2. 농공단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현재 농공단지는 지자체가 직접 조성하거나, 민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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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조성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하여 

농공단지 조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공단

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보조금 지원예산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분

리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현행과 같이 농어촌 구

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 사업자인 지자체나 민

간단체에서 지원되면,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당해 광역

자치단체에 배정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반드시 농

공단지 조성에 지원하지 않고 다른 현안사업에 배정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보조금 지원예산

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농어촌지역육성

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해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효율

을 기할 수 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지만 입주 당시의 입주기업 수 등을 고

려한 폐수처리시설비만 지원이 되고, 입주기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한 폐수처리시설비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입주당시에 비하여 생산량 증가 등으로 폐수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안 되는 점 등 문제

를 고려해서 지원문제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입주기업은 농･산촌 지역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농공단지가 입주함으로써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이에 따라 

금융, 통신, 물류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유치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기업자체로도 유익하지만 해당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2) 정책자금 우선지원 기반확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문

제이다. 정부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를 직접 운

영하거나, 중소기업의 담보제공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 정부자금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주기업 자금수요

조사에 의하면 연간 1,000억 원 수준인데, 2008년도에 정

부의 융자지원기금 규모는 200억 원 수준이어서 자금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노후 농공단지의 개선

2011년 9월말 현재 429개 농공단지 중에서 1990년대 이

전에 조성된 것이 전체의 25%수준이어서, 시설 노후화 및 

단지 설계 미비로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 신규농공단지의 

계속 조성과 함께, 기존 농공단지의 시설을 개선하여 입주

기업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농공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의 기반이 되도록 리모델링할 필요하다. 노후 농공단지 시

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하여 전국적 정밀실태를 조사하여 노

동력 공급 상태, 시장접근성, 기반도로시설 등 문제점을 분

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판로 지원체계 구축

입주기업이 성장･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이 마케팅능력의 취약성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지리적으

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원거리 지역에 소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상품거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하여 On-Line을 

통한 입주기업의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마케팅 시스템 구축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틈새시장을 진출하는 것도 

좋은 성장 전략이다. 

5) 기술혁신 및 맞춤연계 지원

정부기관은 입주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적합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맞춤식 기술개발지

원이 필요하다. 2008년도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클

러스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입주기업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즉, 입주기업은 유사 업종기업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 특히, 기술력

이 열악한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실정에 적합한 

기술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클러스터 사업과 같

이 높은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 

6) 구인애로 해소 및 인력개발 지원

제조업 입주기업에게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나 미혼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면 기숙시설을 지원하거나, 대중교통여건의 개선 또는 

통근버스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 노년층과 주부

인력이므로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기회의 확

대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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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주기업 연합체의 지원강화

입주기업들끼리 경영의 애로사항을 상부상조하여 해결

하거나, 경영 및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교류를 활성

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연합체인 

(사) 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된다. 

연합회 및 광역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8) FTA 극복을 위한 농공단지 인프라 구축

FTA 최대피해자가 될 농민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역할이다. 농공단지에서 농한기에 2

가지 일을 하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입주기

업 근로자 정주여건, 주차장, 편의,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취약성을 보완하여 인력유출을 막아 인력난을 해소할 지원

이 필요하다.

IV. 결 론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가 침체된 현

실에서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체 유치 추가를 통하여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1984년 시작한 농공단지는 2011년 9월말 전국에 429

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 서천군의 경우 3개 농공단지에 

61개 제조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2개 농공단지가 조

성 중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농촌지역 산업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고, 현지인 고용으로 이농현상 최소화에 기여

하고 있다. 농촌을 농산(農産)병행지역으로 발전시키려면 

10～30만 m
2 
내외의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전문 또는 특화단지 형태인 농공단지나 협

동화 산업단지가 바람직하다. 입주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

려면 기술변화추세에 맞추어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도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려

는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보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그렇지만 단순 가공업체나 조립업체가 대부분인 입

주기업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제도가 있어도 그 수혜대상

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입주기업에게 적합한 기

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유도할 기관설립이 필요하므로 정부

의 공동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농공단지조성정

책을 펴고 있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미미하였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보호･육성에
서 선택과 집중으로 변화되어,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우량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과 혁신의 전파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는 단순조립 및 가공기업이 다수 

유치되어야 농공단지의 기본목적인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가 용이하다. 이들 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기술력을 향

상시키며,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우량기업으

로 성장하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제도, 정책자금 우선지원 기반확

보, 노후 농공단지의 개선, 판로 지원체계 구축, 기술혁신 

및 맞춤연계 지원, 구인애로 해소 및 인력개발 지원, 입주

기업 연합체의 지원강화 및 FTA 극복을 위한 농공단지 인

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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