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식품산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식료품 제조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도축업
(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①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②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①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②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③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④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2)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동물성 유지 제조업
(2) 식물성 유지 제조업
(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곡물 가공품 제조업
(2) 곡물 도정업
(3) 곡물 제분업
①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②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4)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7) 기타 식품 제조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① 떡류 제조업
② 빵류 제조업
③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2) 설탕 제조업
(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①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②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③ 장류 제조업
④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5) 기타 식료품 제조업
① 커피 가공업
② 차류 가공업
③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④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⑤ 인삼식품 제조업
⑥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⑦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⑧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⑨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6)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알콜음료 제조업
(1) 발효주 제조업
① 탁주 및 약주 제조업
② 청주 제조업
③ 맥아 및 맥주 제조업
④ 기타 발효주 제조업
(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① 주정 제조업
② 소주 제조업
③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 얼음 제조업
(2) 생수 생산업
(3)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식품 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4. 음/식료품 도매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비가공 식품 도매업
(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2) 육류 도매업
(3) 수산물 도매업
(4)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2) 가공식품 도매업

(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3) 빵 및 과자 도매업
(4) 낙농품 도매업
(5)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3) 음료 도매업
(1) 주류 도매업
(2) 비알콜음료 도매업
5. 음/식료품 소매업 업체 및 종사자 동향
1) 식료품 소매업
(1) 곡물 소매업
(2) 육류 소매업
(3) 수산물 소매업
(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 빵 및 과자류 소매업
(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7) 기타 식료품 소매업
2) 음료 소매업
Ⅱ. 식품산업 시장 동향
1. 식품산업 생산 동향
2. 식품산업 판매 동향
3. 건포류 시장 동향
1) 건포류 생산 동향
2) 건포류 판매 동향
4. 과당 시장 동향
1) 과당 생산 동향
2) 과당 판매 동향
5. 과자류 시장 동향
1) 과자류 생산 동향
2) 과자류 판매 동향
6.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시장 동향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생산 동향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판매 동향
7. 김치류 시장 동향
1) 김치류 생산동향
2) 김치류 판매 동향
8. 다류 시장동향
1) 다류 생산 동향
2) 다류 판매 동향
9. 두부류 또는 묵류 시장 동향
1) 두부류 또는 묵류 생산 동향
2) 두부류 또는 묵류 판매 동향
10. 드레싱 시장 동향
1) 드레싱 생산 동향
2) 드레싱 판매 동향
11. 면류 시장 동향
1) 면류 생산 동향
2) 면류 판매 동향
12. 빵 또는 떡류 시장 동향
1) 빵 또는 떡류 생산 동향
2) 빵 또는 떡류 판매 동향
13. 설탕 시장 동향
1) 설탕 생산 동향
2) 설탕 판매 동향
14. 시럽 시장 동향
1) 시럽 생산 동향
2) 시럽 판매 동향
15. 식용유지류 시장 동향

1) 식용유지류 생산 동향
2) 식용유지류 판매 동향
16. 식육 또는 알가공품 시장 동향
1) 식육 또는 알가공품 생산 동향
2) 식육 또는 알가공품 판매 동향
17. 식품첨가물 시장 동향
1) 식품첨가물 생산 동향
2) 식품첨가물 판매 동향
18. 어육가공품 시장 동향
1) 어육가공품 생산 동향
2) 어육가공품 판매 동향
19. 엿류 시장 동향
1) 엿류 생산 동향
2) 엿류 판매 동향
20. 올리고당류 시장 동향
1) 올리고당류 생산 동향
2) 올리고당류 판매 동향
21. 음료류 시장 동향
1) 음료류 생산 동향
2) 음료류 판매 동향
22. 장류 시장 동향
1) 장류 생산 동향
2) 장류 판매 동향
23. 잼류 시장 동향
1) 잼류 생산 동향
2) 잼류 판매 동향
24. 절임식품 시장 동향

1) 절임식품 생산 동향
2) 절임식품 판매 동향
25. 젓갈류 시장 동향
1) 젓갈류 생산 동향
2) 젓갈류 판매 동향
26. 조림식품 시장 동향
1) 조림식품 생산 동향
2) 조림식품 판매 동향
27. 조미식품 시장 동향
1) 조미식품 생산 동향
2) 조미식품 판매 동향
28. 커피 시장 동향
1) 커피 생산 동향
2) 커피 판매 동향
29.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 시장 동향
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 생산 동향
2)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 판매 동향
30. 특수용도식품 시장 동향
1) 특수용도식품 생산 동향
2) 특수용도식품 판매 동향
31. 포도당 시장 동향
1) 포도당 생산 동향
2) 포도당 판매 동향
32. 기타식품류 시장동향
1) 기타식품류 생산동향
2) 기타식품류 판매 동향
33.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시장 동향

1) 기구 또는 용기포장 생산 동향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판매 동향
34. 옹기류 시장 동향
1) 옹기류 생산 동향
2) 옹기류 판매 동향
35. 도시락 시장 동향
1) 도시락 생산 동향
2) 도시락 판매 동향
36. 식품조사처리 시장 동향
1) 식품조사처리 생산 동향
2) 식품조사처리 판매 동향
Ⅲ. 식품산업 수입 동향
Ⅳ. 유망식품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1. 건강기능식품과 고령친화제품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2. 웰빙전통/친환경 편의식품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Ⅴ. 유망 식품 시장 참여기업 현황
1. 구주제약㈜
2. ㈜가화에프앤비
3. 농업회사법인 경북대학교포도마을㈜
4. 고려은단㈜
5. ㈜기운찬
6. 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7. 까띠끌레융바이오
8. ㈜남도농산
9. ㈜내츄럴엔도텍
10. ㈜네이처바이오
11. ㈜네추럴에프앤피
12. ㈜네추럴웨이
13. ㈜농심
14. ㈜뉴트리플랜
15. ㈜다손
16. 다인바이오㈜

17. ㈜다인소재
18. ㈜대덕바이오
19. 대륭포장산업㈜
20. 대상㈜
21. ㈜동성식품
22. 동우당제약㈜
23. ㈜동원에프앤비
24. 동화약품㈜
25. ㈜농업회사법인 디자인농부
26. ㈜라이스텍
27. 농업회사법인 ㈜레스베라
28. ㈜리마글러벌
29. ㈜메덱스
30. 농업회사법인 명주가
31. ㈜바이오니아
32. ㈜배혜정도가
33. ㈜비케이바이오
34. 사조동아원㈜
35. 농업회사법인 생명의 나무
36. 서도비엔아이㈜
37. 성신비에스티㈜
38. 성은기업
39. ㈜세포활성연구소
40. ㈜센서젠
41.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
42. 농업회사법인 신선들
43. 아로마라인㈜
44. ㈜아워홈
45. ㈜아이엔비
46. 애경산업㈜
47. ㈜애니닥터헬스케어
48. ㈜약선푸드농업회사법인
49. ㈜양지푸드
50. ㈜에버켐텍
51. ㈜에스엘에스
52. ㈜에스지아이시스템
53. ㈜에이유
54. ㈜에이투젠
55.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56. 농업회사법인 오제주
57. ㈜웰파인
58. ㈜유니베라

59. ㈜이담
60. ㈜이롬
61. ㈜이푸른
62.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63. ㈜자연애제약
64. 제너럴네이처㈜
65. ㈜종근당바이오
66. ㈜중앙타프라
67. ㈜차바이오에프앤씨
68. ㈜참고을
69. ㈜창억
70. ㈜천마하나로
71. 천지현황㈜
72. 농업회사법인 청맥㈜
73. 최행숙 전통주가
74. ㈜카스인바이오
75. ㈜케미메디
76. ㈜케이엠에프
77. ㈜티업
78. ㈜파낙스코리아
79. ㈜파미니티
80. ㈜팜덕
81. ㈜푸드트리
82. ㈜푸르고팜
83. ㈜푸른가족 농업회사법인
84. ㈜프로바이오닉
85. ㈜플라즈맵
86. ㈜하티
87. ㈜한국야쿠르트
88. 한국코스믹라운드㈜
89. 한방바이오㈜
90. ㈜한빛향료
91. ㈜한성식품
92. 농업회사법인 현대에프엔비㈜
93. 농업회사법인 홍성풀무㈜
94. 농업회사법인 홍전통도가㈜
95. 농업회사법인 황금나무㈜
Ⅵ. 부록 - 식품 관련 연구개발 사업
1. 완료 - 식품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개발 진행 - 식품 관련 연구개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