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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적극행정, 맞춤형 외식경영 컨설팅 시작!
- 전국 990개 음식점에 비대면 메뉴 개발, 경영·마케팅 관리 등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외식
업체 990개소를 대상으로 외식경영 컨설팅을 지원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제외)

지원내용) 경영·마케팅, 비대면 영업관리(메뉴개발, 배달 등) 등

❍ (

* 컨설팅 비용의 80%는 국고 지원, 자부담 20%(업체당 100만원 한도)

단가확대)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폭넓은 컨설팅 지원을
위해 단가를 100만원으로 상향(’20년 : 개소당 60만원 → ‘21년 : 100만원)
❍ (신청기간 ) ’21. 4. 2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 (

* 관련 세부 내용은 aT 홈페이지와 외식단체·지자체를 통해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과 비대면 등 외식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 외식업체(990개소)를 대상으로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프랜차이즈 직영, 가맹점 제외) 99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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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외식분야 컨설팅 전문기관 이 일반 운영
관리(위생 식재료 마케팅 등)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영업관리 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

·

**

·

* 「외식산업진흥법」제7조 등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 비대면 영업을 위한 메뉴·포장 개발, 배달 운영, 거리두기를 위한 공간배치 및 방역 준수사항 등

전문 컨설턴트가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영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지원 단가를 작년 개소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 참여하는 외식업체는 컨설팅 비용의 80% 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업체당 100만원 한도, 업체 부담 20%)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외식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 확인 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

①

②

* ① 홈페이지: http://www.at.or.kr, ② 이메일: r-consulting@at.or.kr

관련 정보는 외식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
지자체(시도) 농식품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등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외식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 “이번 적극행정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우리 외식업계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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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외식경영 컨설팅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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