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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을 비롯해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잉에 따른 수 불안정이 

문제로 두되고 있다. 농산물 가공은 수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

원료 수요를 유발시켜 궁극 으로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한다. 한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 활성화는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 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 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시장개방의 확 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의 수입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한 략 제시가 필요하

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략은 국내 농수산물의 품질  가격경쟁력

을 높임으로써 국내 농산물 이용률을 향상시켜 국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5년간 수행되는 장기과제의 2년차 연구로서 식품가공산업이 

분석 상이며, 콩가공, 가공, 과실가공  인삼·약 가공산업 부문별 독

립된 세부과제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각 세부과제별로 해당가공산업의 

후방연계 분석을 통해서 당면문제를 도출하고, 발 략을 제시하 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업과 한 련이 있는 해당 가공산업 부

문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끝으로 

연구에 도움을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통계진흥원, 한국신용정

보(주) 등에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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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생산량은 최근 재배면 과 작황의 변화에 따라 440～500백만 톤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8년 25만 

톤을 과하고 있다. 식량용  소비량은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9년 약 

3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주조용을 포함함 식용 가공에 소요된 

은 약 35만 톤으로 추산된다.

  한국가공식품 회의 가공용  공  실 에 의하면, 가공용 의 55%는 

떡  면류 생산에 활용되며, 탁주  약주 생산에 15%, 가루 생산에 

12%, 과자 생산에 6% 활용되었다. 2008년 기  정부양곡의 단가는 

1,974kg/원, 수입  단가는 622kg/원으로 제분용 의 CIF 가격 493kg/원 

보다 높아 이 보다 단가가 높다. 이는 식품제조업체가 을 원료로 한 

과자, 빵, 면 등의 가공식품의 생산을 확 시키는 장애요인 의 하나이다.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공 량에 비해 식량  가공식품, 주조용  등 

식용  수요량이 어, 수 구조 개선을 한 책이 필요하다. 식량용  

소비가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가 

확 되어야 의 과잉공 에 효율 인 응이 가능하다. 떡, 주류 등 을 

주원료로 활용한 가공식품의 소비 확 와 함께 가루를 가루로 체하

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수입 의 10%를 자국에서 재배

된 가루로 체하자는 운동이 니가타 에서 시작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

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기반 확 를 해 가루를 국내산 

가루로 체하려는 노력은 유의미할 것으로 단된다. 다만  상황에서

는 가루가 수입 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루에 비해 단가가 높기 때문

에 가루 생산 단가를 낮추는 다각 인 방안과 함께,  가공품에 한 

소비자 선호를 확 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 산업연 표에 의하면 빵  곡분과자 산업, 기타식료품, 기타주

류 등의 순으로 을 소비하는 규모가 크며, 국산 의 공 비가 상 으

로 높다. 국수류의 경우에는 타 산업에 비해 의 활용도가 낮으며, 기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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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산업에 투입되는  공 액의 50%는 수입 이다. 식재료  의 비

은 빵  곡분과자 산업이 14%, 국수류 산업이 0.4%, 기타식료품 산업이 

9%, 기타주류 산업이 25%이다.

  떡류 제조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탁주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

업체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떡류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탁주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가공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수

가 히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떡류제조업체의 

99%, 탁주  약주 제조업체의 95% 수 이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가공업체는 의 품질을 시하여 국산 의 사용 비 이 상 으로 

높으나, 국내산 의 원가가 높아 수입 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

다.  가공업체가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원료곡을 구입하는 비 은 20% 

수 으로 원료곡의 80%는 벤더, 도매시장, 유통센터, 수입 등을 통해 조달

하고 있다. 직거래로 원료곡을 확보하는 경우 직  생산은 3.6%에 불과하

고, 사 에 거래량, 거래시기, 거래 액 등을 계약하는 계약생산의 비

은 53.6% 으며, 수시로 1회성 거래를 한다는 비 은 42.8%에 달했다. 수

시로 1회성 거래를 하는 이유로는 원료곡 매입 규모가 계약이나 직  생산

이 필요치 않을 수 으로 작고, 시 에서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 비교  용

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식품제조업체와 산지 생산자 조직 

간의 연계를 높이기 해서는 작황에 한 측, 손실 발생을 완화한 수 

있는 방안 등 거래량이나 거래단가의 변동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산지의 품질 리 체계 강화, 가공에 합한 품종 개발 등에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떡, 과자, 주류, 빵류, 면류를 주 1회 이상 구입하는 소비자의 비

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의 52.5%가 떡류의 구입에 

해 만족하 으나, 과자류 14%, 면류 12%, 주류 9.6%, 음료류와 빵류 각

각 2.7% 등 반 으로는 구입에 만족하는 비 이 높지 않아 새로운 상품 

개발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소비자가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건강에 유익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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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응답이 58,9%를 차지하고 있다. 맛이 더 좋다는 응답은 30.4% 으며, 

 소비 진 운동에 동참한다는 비 이 7.1% 다.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

는 가정에서 건강에 유익하여  소비를 한다는 답변이 3%p 높게 나타난 

것은  제품의 소비와 건강을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선호가 

반 된 것으로 단된다. 소비자의 87.6%가 가공품의 원산지가 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76%는 구입 시 국내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안 성(59,6%)과 품질(23.4%)을 요

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개발을 원하는 가공식품으로 면류(24.4%), 빵류(24%), 과자류

(19.3%) 등을 선호하고 있다. 한 이들 3가지 품목의 경우 모두 향후 소

비를 늘이겠다고 답변한 소비자의 비 이 60% 넘었다. 소비자는 가공식

품의 소비확 를 해서 한 가격(42.9%)과 다양한 제품(21.1%)의  

가공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여건이 충족되면 을 주원료로 한 빵, 과자, 면류의 시장 유율

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해서는 국내산 의 공

단가를 낮춘 수 있는 다각 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한  가공품

의 맛, 가공방법 등  가공품 고유의 특성을 살린 신상품 개발을 해서

는 연구개발의 강화가 요구된다.

  소비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는  가공식품이 건강에 유익할 것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가공식품에 한 소비를 확 할 계획을 세

우고 있다. 한 소비자의 국내산 에 한 심과 선호는 높은 수 이며 

국내산 이 안 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가공식품의 소비 확 를 해서 소비자는 한 가격 에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이 공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단된다. 

  국내  소비 기반 확 를 해서는 기존 밥  시장을 유지하는 것과 함

께 다양한  가공식품 시장 개척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

이 요구된다. 한 가격 의  가공품에 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

기 해서는 국내산 가공용 의 공 단가를 낮추기 한 노력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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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 인 원료 공  기반이 확보되어야 규모 식품제조업체의  가

공식품 생산을 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빵, 과자, 면 등의 식품에서 

의 활용을 진하기 해서는 효율 인 가루 공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

다. 떡이나 탁주와 같이 을 주원료로 한 상품의 소비를 진하는 것도 

의 소비기반을 확 하기 해 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소

비 기반을 확충하기 해서는  가공식품 개발과 련된 연구개발이 다각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공식품의 다양한 장 을 연구

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의 소비기반을 안정 으로 확 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개발과 출시를 진시키기 해서는 가공용 

에 한 장기 공 계획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국내산 을 사용한 가

공식품을 선호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의 소비 확 를 한 우선 인 과

제로 한 가격의 상품이 공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08

년 기  국내산 정부양곡 의 단가는 수입 에 비해 3배, 제분용 의 4

배에 이르러 시 가보다 낮은 정부양곡을 활용하더라도 가격 상승의 요인

이 큰 실정이다.

  단기 으로는 국내산 의 과잉 생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망되므로, 

과잉 생산된 을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정부에서

는 단기 으로 수요량을 과하는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가

격을 안정시키는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단지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은 

재고 부담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 격리한 을 가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재고 리 비용을 감하고,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

는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 으로는 가공용 국내산 의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계획 수립이 요

구된다. 재 국내산 의 공 과잉이 문제로 두되고 있어, 다수확 품종 

재배를 통한 가공용 의 생산단가 인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생산단가가 낮은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더라도 그 생산단가는 

정부의 가공용  공 단가보다 높을 것으로 상하기 때문에 가공용 의 

규모 수요자의 다수확 품종의 계약재배를 진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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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된다. 하지만 장기 으로 국내산 의 수 이 안정화되는 시 에서

는 다수확 품종을 활용한 가공용 의 공 을 한 연구개발, 생산 등의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한 다수확 품종 외에도 가공식품 생산에 합한 품종 특성을 갖는  

품종의 개발과 보 이 필요하다. 탁주 생산에 합한 설갱벼나 즉석밥 생

산에 합한 주안벼와 같이 과자, 빵,  면에 합한 품종 등 식품 가

공에 합한 품종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은 장기 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주류 제조업은 원물 형태의 을 이용하지만, 부분의  식품제조업은 

간재인 가루를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떡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방식에 따라 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떡류 제조업은 

을 가루로 만들어 떡을 생산하고 있다. 빵, 과자, 면 등 재 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에서 을 활용하기 해서는 가루를 체할 

수 있는 품질의 가루가 공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가루 공  체

계를 확보하는 것은  식품제조업 반의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은 과는 다른 제분 공정을 필요로 하므로 가루 생산에 합한 제

분기술의 개발·보 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미 습식제분, 반습식 제분 등 

다양한  제분 방법인 상용화되고 있다. 이들의 가공방법별 품질 특성, 경

제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가공식품 생산에 합한 가루 공정을 

보 이 필요하다. 가루 생산에 비해 2배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가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에 직결

되는 요소이다. 

  양질의 가루 생산 체계가 수립되면, 가루가 제조업은 물론 외식용, 

가정용 가루를 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재 가루는 

 가공식품 제조과정에 간재로 투입되고 있으나, 가루를 체할 수 

있는 최종 소비용 가루가 출시된다면, 외식용  가정용 가루를 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가정용 소비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가

격에 한 민감도가 상 으로 낮으므로 가루의 가루 체 효과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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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클 것이다.

  떡류와 탁주류는 의 원료 활용 비 이 상 으로 높은 산업으로 이들 

제품의 소비 진은  소비 확 와 직 으로 연계된다. 떡류는 국내산 

원료의 활용비 이 상 으로 높고, 탁주 역시 2010년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국내산 의 소비 확 에도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떡류와 탁주류 제조업의 구조 특성 상 이들 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별 업체 차원의 소비 

확 를 한 연구개발, 소비 진을 한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

다. 생산자 조합을 통한 자조 의 조성, 무상표 고(generic advertising), 

보편 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개발 등이 떡류와 탁주류 소비 진과 시장 

확 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 인 수단으로 단된다. 생산자 조합이 결성, 

자조 의 조성 등 자구 인 노력을 진하기 해서 정부차원에서 사업 

기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탁주류의 경우 햅 을 활용한 막걸리(막걸리 보)의 표시 기 을 제정

하는 것은 햅  막걸리의 생산과 햅 의 소비 진에 기여할 것이다. 막걸

리 소비가 확 되면서, 차별화된 막걸리의 일종으로 햅 을 활용한 막걸 

리가 출시되고 있으나, 이에 한 기 이 없는 실정이다. 햅  막걸리에 

한 표시 시 을 제정하고, 햅  막걸리의 출시를 진하여, 햅  소비를 확

한다면, 출하시기  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59%는  가공식품 구매의 이유로 건

강에 유익할 것 같다는 을 꼽고 있다. 반면,  가공식품의 유익성에 

한 객 이고 과학 인 연구 실 은 부족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공식품의 우수한 을 발굴하기 한 다각 인 연구 활동이 요구된

다.    가공식품의 성분 분석, 서양 의학  근, 한의학  근, 식

생활 측면의 근 등 과학·의학·생활문화 역에서 포 인 근을 통해 

 식품의 우수성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의 우수성이 잘 발

된 식품, 조리방법 등에 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공식

품의 소비확 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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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부분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독자 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

의 연구개발 지원 책이 필요하다.  식품의 우수성 발굴, 양질의 가루 

공  체계 등의 기  부문의 연구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 연구개발을 독자 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제조업체를 한 

응용 부문 연구 개발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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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y for developing rice processing industry 

The recent annual amount of produced rice is 440 to 500 million tons de-
pending on the cultivation area and changes in harvests. The amount of im-
ported rice continues to increase and is more than 250 thousand tons in 
2009. The amount of rice consumed for principal food continues to de-
crease and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7 million tons in 2009 and 
approximately 350 thousand tons consumed for processed food including 
rice wine brewing.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improving the de-
mand and supply structure because there is a less demand of rice for food, 
e.g., rice used for principal food, processed food, rice for brewing, etc., as 
compared to the amount of supply including the rice produced in Korea 
and imported rice. 

According to the Input/Output Table in 2007, the order of consum-
ing rice is the bread and biscuit industry, other food, and other alcohol 
industry. The ratio of supplying rice produced in Korea is relatively high. 
Less rice is used in noodles as compared to other industry and 50% of rice 
provided for other alcohol industry is imported. The shares of rice used for 
producing food are 14% in the bread and biscuit industry, 0.4% in the noo-
dle industry and 9% in the other food industry and 25% in the other alco-
hol industry. 

For purchasing raw rice, 20% of rice processing companies pur-
chase it directly from farmers and 80% from vendors, wholesale markets, 
distribution centers, importers, etc. For purchasing raw rice directly from 
farmers, 3.6% thereof was secured by direct production and 53.6% by con-
tract production through a contract for the amount, time and cost of pur-
chase in advance. Unspecified type of temporary purchase was 42.8%. To 
enhance connection between food production companies and farmers, some 
opinions were presented for preparing plans for reducing chang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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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of transaction and transaction cost by predicting harvests and alle-
viating damages to occur, for enhancing farmer's quality control system and 
improving development of breeds appropriate for processing. 
There was shown that more than 30% of consumers buy rice cakes, rice 
biscuits, rice wines, rice breads or rice noodles at least once per week. 
52.5% of consumers were satisfied with buying rice cakes, but 14% for 
rice biscuits, 12% for rice noodles, 9.6% for rice wines, 2.7% for rice 
drinks and rice breads, respectively, meaning lower satisfaction for pur-
chasing them. The most reason that 58.9% of consumers buy processed 
rice food is that they think it is healthy food. 87.6% of consumers consider 
the country of origin of rice used for the processed food, and 76% of them 
said they check whether the raw rice is produced in Korea or not. The rea-
son of consumer's checking the country of origin of rice is that they con-
sider safety (59.6%) and quality(23.4%) as important factors. 

It is estimated that the market share of breads, biscuits and noodles 
based on rice would be more than 60%, providing better conditions encour-
aged for consuming the products. However, to this end, one thing required 
is diversified schemes for lowering the cost of supplied rice produced in 
Korea. Another thing necessary is to enhanc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developing new products with unique features of processed rice, e.g., the 
taste of processed rice products, methods of processing, etc. It is necessary 
to satisfy consumer's needs who want a variety of processed rice food at 
reasonable prices in order to encourage consumers to buy more processed 
rice foods. 

In order to boost the basis for consuming more rice in Korea, an 
effort should be made for encouraging consumers to buy more processed 
rice foods along with market development for diversified processed rice 
foods while keeping the existing boiled rice market. An effort should be 
made to lower the cost of supplied rice produced in Korea for processing, 
and to have a basis for stable raw rice supply. Promotion of using rice for 
breads, biscuits, noodles, etc., requires a basis for efficient supply of rice 
powder. One thing important for encouraging more rice consumption is to 
promote consumption of products based on rice, e.g., rice cakes or rice 
wines. Expanding the basis for consuming more rice in diversified sectors 
needs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development of process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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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 in many ways. In addition, continuous study and public relations for 
a variety of advantages of rice and processed rice foods will contribute to 
stably encouraging consumers to buy more processed rice foods. 

Researchers: Gouk Seung-Yong, Han Jae-Hwan,
E-mail Address: gouksy@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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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  목

  2008 양곡 연도 기  용도별 미곡 수요량 비 은 식량용 90%, 식용 가

공 5.4%, 주조 4.5% 등으로 의 소비구조는 식량인 밥 용 소비의 비

이 히 높은 구조이다. 한  생산량은 2003년 483만 톤에서, 2008년 

441만 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수입량은 같은 기간 최소시

장 근물량(MMA)의 증가에 의해 18만 톤에서 24만 톤으로 상승하 다. 

게다가 최근 1인당  수요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지 과 같은  산

업구조가 지속된다면 재의  생산기반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공을 통해 에 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공산업의 활

성화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요

량 감소에 의해  생산 규모가 감소한다면,  생산액은 물론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감소되므로,  생산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의 가공을 통해 원물 상태의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면 이 역시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산업 반의 연  구조 하에서  가공산업의 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이를 해 의 수  구조, 소비구조,  가공산업의 원물 조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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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소비자의  가공품에 한 선호 등에 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 같은 

황 분석에 기반하여 가공용 의 원료 공 , 소비 진,  산업 발 을 

한 연구개발 등에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산업에 한 연구는 주로 의 생산  유통, 수출입, 정책 등

에 을 맞추고 있어  가공산업의 구조와 발  략 등에 한 연구는 

반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 구조에 한 실증 분석,  가공

산업의 후방 연계 등에 한 체계 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공산업에 한 연구의 부분은 특정 사업체에 한 사례 조사 

수 에 머물고 있어  가공 산업 반에 한 체계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민아 외(2009)는 가공식품 수출 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공

식품에 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델 이법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 을 주원료하여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밥류, 

면류, 떡류, 빵류, 과자류, 주류, 음료류로 구분하 다. 이 같은  산업에 

한 분류는 이 연구의 범 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다.

  주철(2009)은 떡 시장에 한 개  특성을 언 한 후 농 의 떡 가공 

공장 운  황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떡 가공사업의 발  방향을 제시

하 으나, 떡 산업 반에 한 구조 분석이 다각 이지 못하고 농  3개 

가공공장 사례 주의 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용 외(2005)는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1개 사례 경 체를 선

정하여, 원료조달, 제품개발, 경  효율화, 시장개척, 홍보 등 과정별 사례

와 경 성과를 분석하 다. 특정 업체에 한 사례 제시에 치 하여  가

공산업의 반 인 특성과 발 방향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석(2008)은  가공식품 개발 방안으로 주식의 편의화, 가공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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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가공식품의 화  세계화, 품종별 가공용도  양학  특성 

규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 수 구조,  가공산업에 한 실증

인 분석 등에 한 객 인 근거와 연계하여  가공식품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병두 외(2008)는 가공식품 회, 식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밥

류, 죽류, 떡류, 가루, 과자류, 음료, 주류, 면류 등의 시장 규모와 특성에 

해 정리하 다. 하지만 제시된 시장 규모에 한 자료의 객 성이 충분

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농업과의 연계 구조에 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유 외(2005)는 주식의 편의화,  통식품의 화, 을 이용한 

발효유 개발, 콜 스테롤 상승 억제 소재 개발 등 기술 심의  가공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가공식품의 기술개발에 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 해당 기술의 필요성을 언 하면서 시장 규모나 산업구조에 한 

언 을 하고 있으나, 실증 인 자료를 통해 객 성과 구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3. 연구 방법

  의 수 구조는 양정자료 등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추

세 분석 등을 통하여 최근 의 생산  수입, 소비 등의 경향을 분석한다. 

한 정부 양곡, 수입 , 과 일정한 체 계에 있는 수입  등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다. 특히 가공용 의 소비 구조 분석을 해서 한국 가공

식품 회의 황 자료를 활용한다.

   가공산업의 황과 구조 분석은 통계청의 사업체조사, 업·제조업 

조사, 식품의약품안 청의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등의 자료를 활용

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다.  식품제조업의 경  분석을 해서 한국

신용평가의 기업 정보를 활용한다. 식품산업의 연계구조 분석을 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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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표를 활용하여 투입구조를 분석한다. 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식품산

업 분야별 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가공식품 업체의  조달 

구조의 특성을 분석한다.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 선호와 향후 소비 의

사, 빵·과자·면 등과 같이 가루가 주원료인 가공식품의 주원료를 로 

체할 수 있는 수 을 계측한다. 에 한  체효과 분석을 해서는 

컨조인트(conjoint) 분석1을 실시한다.

4. 연구 범

  이 연구에서 을 맞춘  가공식품은 떡,  과자,  면, 을 주원

료로 한 주류(탁주, 청주 등) 등으로 한정한다.  가공식품에 한 명확한 

기 은 존재 하지 않으나,  이민아 외(2009)의 연구에서는  가공품을 밥

류, 면류, 떡류, 빵류, 과자류, 주류, 음료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품목  

해당 상품의 원료  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면, 떡,  과자, 탁

주  청주 등을 심으로  가공산업에 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밥류의 경우 무균포장 즉석밥, 냉동밥 등의 가공품이 있으나 가공용 정

부 양곡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양곡 통계에서 식량용에 포함시키고 있

다. 게다가 산업분류에서도 밥류 제조업을 기타식품 제조업의 하나로 분류

하고 있어 통계자료를 활용한 산업구조 분석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밥류 제조업에 한 구조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부분의 가공용 이 농가와의 계약보다는 도정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공 되므로 연계 구조 측면에서 도정업체를 고려하고자 한다. 다만, 도정

업은  가공식품을 생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구조 분석에서는 고

려하지 않는다.

1 컨조인트 분석 방법은 부록에 상세히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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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수  구조

   생산량은 2008년 기  440.8 만 톤이며 2009년 기  484.3 만 톤으로 

작황에 따라 생산규모의 변동이 있으나 연간 생산량은 440～500만 톤 수

이다.  수입량은 최소시장 근(MMA) 물량의 증가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8년 기  25.8만 톤, 2009년 기  25.7만 톤이다. 

생산
수입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0

170

190

210

230

250

270

  1) 2008년의 값은 잠정치, 2009년의 값은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 ｢양정자료｣.

그림 2-1.  의 생산  수입량 추이

단 :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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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기  식량용으로 소비된 의 양은 370만 톤이며, 식량용 소비량

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구부문 1인당 양곡조사량 조사

에 의하면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93.6kg/인에서 2009년에 74.0kg/인 

으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공용으로 소비된 의 양은 2008년 기

 41.3만 톤이며, 2009년 기  34.9만 톤이다2. 식용가공용 의 소비량은 

2009년 2만 톤 수 으로 2005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조 

가공용 의 소비량은 2007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주조가공용 은 탁주 

 약주, 청주, 소주, 증류주  합성주 등의 주류 생산에 투입된 을 의미

하며, 주조가공용 이외에 주정용으로도 이 활용되고 있다. 

식용가공

주조가공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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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 ｢양정자료｣(2003～2007).

박동규 외, 2010. (2008～2009).

그림 2-2.  의 용도별 소비 추이

단 : 천 톤

2 양정자료 가공용  수요의 2008년 잠정치와  2009년 추정치가 기존에 비해 지

나치게 변동폭이 커,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가공용  수요량을 

수정 제시한 박동규 외(2010)의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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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 제조업체에게 타피오카 등 주정 원재료의 단가 수 에서 수입 을 

주정용으로 공 하고 있으며, 주정용 의 공  규모는 반 인  수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다3. 1991～1994년 기간에는 주정용  공 이 있었

으나, 그 이후 2002년까지는 주정용 을 공 하지 않았다. 2003년부터 주

정용 을 공 하고 있으며, 공 규모가 1만 톤 수 인 연도도 있고, 25만 

톤 수 인 연도도 있는 등  수  상황에 따라 연도별 공 량 편차가 크다.

  한국 가공식품 회를 통해  가공산업에 공 되는 정부 양곡의 규모

는 2009년 기  13.2만 톤이다. 그  국내산 의 비 은 1.8%, 2,340톤 규

모로 통식품 가공업체 등에 공 되고 있으며, 가공용 정부양곡의 부분

은 수입 이 차지하고 있다. 

구분

떡면류 주류

과자 가루
조미
식품

기타
통
식품

합계일반
가공

즉석
매

탁약주청주 등

2002 37,417 3,393 9,185 7,654 7,019 6,327 2,831 58 79 73,963 

2003 44,125 4,752 10,468 7,929 6,085 8,812 2,610 70 306 85,157 

2004 45,039 6,377 12,249 10,400 6,113 8,184 3,190 72 249 91,873 

2005 47,573 6,156 13,960 8,205 7,591 9,455 2,997 83 215 96,235 

2006 50,551 5,716 13,738 7,224 5,895 9,214 3,275 1,637 67 97,317 

2007 52,995 5,390 13,528 7,358 6,915 9,229 3,501 2,147 210 101,273 

2008 60,031 5,456 14,812 5,236 7,252 10,509 4,063 2,193 572 110,124 

2009 66,531 5,954 20,354 5,884 8,019 15,370 4,008 5,224 806 132,150 

자료: 한국 가공식품 회, 2009.

표 2-1.  가공식품 품목별  공 량(정부양곡)

단 : 톤

3 주정용  가공은 을 원료로 하고 있으나, 타피오카 등 주요 주정 원료의 

체재로 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 상으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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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품목별로는 떡면류, 주류 생산에 투입되는 의 비 이 비교  

높으며, 탁주  약주와 가루 생산에 투입되는 의 규모가 2009년에 

년 비 비교  크게 증가하 다. 조미식품에는 엿, 조청, 식 , 미림 등

이 포함되며, 기타 식품에는 죽류, 식혜. 배양균 등이 포함된다. 가루

는 면, 떡, 과자 등의 생산을 한 간재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가공(떡면류)
50%

즉석판매(떡면류)
5%

탁약주
15%

청주 등
4%

쌀과자
6%

쌀가루
12%

조미식품
3%

기타
4%

전통식품
1%

탁주 및 약주

그림 2-3.  가공용  품목별 소비 비

  2008년 기  년도 정부 양곡의 단가는 kg당 1,974원 수 이며, 년도 

정부양곡과 년 정부양곡의 단가차이는 크지 않았고4, 가공용 수입 의 

 4 2010년 9월 방출한 2005년산 정부 양곡의 매매단가는 280원/kg으로 수입 보

다 낮은 수입  단가 수 으로 공 하 다. 하지만 이는 통상 인 정부양곡 매

매가격과 달리 긴  처분 시 특수하게 책정되는 가격 수 이다.



 수  구조 9

kg당 단가는 622원이다. 같은 시기 제분용 수입 의 CIF 가격은 493원/kg

이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강력분 1등 5의 단가는 1,003원/kg 

이다. 수입 의 단가가 제분용 수입 의 단가보다 높으며, 가루 가공에 

비해 가루 가공의 공임이 높으므로, 수입 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루

는 가루에 비해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다.

구 분
년

정부양곡
년 

정부양곡
가공용
수입

강력분 
1등

제분용 
수입

2001 1,973 1,963 305 495 163

2002 1,901 1,794 322 555 172

2003 1,901 1,794 340 555 191

2004 1,901 1,794 394 610 206

2005 1,901 1,794 386 610 205

2006 1,842 1,738 458 585 214

2007 1,961 1,850 499 705 289

2008 1,974 1,863 622 1,003 493

2009 2,065 1,859 -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2010, ｢양정자료｣.

표 2-2.  정부양곡, 가공용 수입 , 강력분, 제분용 수입  가격 비교

단 : 원/kg

5 가루는 박력분, 력분, 강력분으로 나뉘며 품질에 따라 1～3등 으로 구분한

다. 강력분 1등  가루는 이들 등  에서 가장 단가가 높은 가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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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산업 구조 분석6

   가공업체수는 떡류 제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탁주  약주 제조업

체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떡류 제조업체의 수는 2002～2004년 기간 상

으로 빠르게 증가하 으며, 2004년 이후에는 완만하게 그 수가 증가하

여, 업체 수가 2000년 비 2008년 93% 증가하 다. 탁주  약주 제조업

체의 수는 2000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00년 비 73%의 업체가 

2008년에 운 되고 있다.

  청주 제조업체의 수는 2001년까지는 5개소가 운 된 바 있으나, 그 수가 

감소되어 2008년에는 1개소만 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집계된 이유는 청

주를 주로 생산하는 사업장이 1개소에 불과하며, 부분의 기타 청주는 다

른 주류 제조 사업장에서 부가 으로 생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6 통계청의 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원료가  가공산업으로 분류 

가능한  떡류 제조업, 탁주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 등에 한 분석을 실

시한다. 빵  곡분과자류 산업에서도 은 사용하지만 을 주원료로 하는 산

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구조 분석에서 제외한다. 곡물도정업의 경우 을 원

료로 한 가공산업이나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어서 구조 분석은 실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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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떡류 제조업 7,138 8,325 9,373 12,388 13,347 13,375 13,550 13,666 13,750 

탁주  약주 제조업 851 803 781 752 720 695 671 646 623 

청주 제조업 5 5 2 4 3 3 3 1 1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국사업체 조사｣.

표 3-1.   가공업 사업체 수 추이

단 : 개

   가공업체의 종사자 수는 추이는 업체 수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

으며, 떡류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탁주  약주 제조업체

의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00년 비 2008년의 종사자 수는 떡류 

제조업은 95% 증가하 으며, 탁주  약주 제조업은 각각 24% 감소하

다. 청주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 감소에 따라 종사자 수 역시 감소하 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떡류 제조업 15,108 17,267 19,786 25,498 27,295 27,053 28,099 28,764 29,492 

탁주  약주 제조업 3,371 3,039 2,971 2,858 2,631 2,747 2,586 2,510 2,552 

청주 제조업 248 275 242 302 239 194 237 141 140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국사업체 조사｣.

표 3-2.   가공업의 월평균 종사자 수 추이

단 : 개

  지난 10년간 종사자 10인 이상인 떡류 제조업의 출하액은 4배 성장하

다. 탁주  약주 제조업의 출하액은 같은 기간 1.5배 성장하여 상 으로 

성장률이 조한 편에 속한다. 조한 성장률과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정체  감소는 상호 연 되어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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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떡류 제조업 56,176 56,888 93,547 81,833 81,908 100,677 129,731 168,362 208,522

탁주  약주 제조업 178,693 206,078 214,266 252,006 255,616 243,243 233,927 228,283 220,537

청주 제조업 99,849 94,595 82,921 124,082 156,318 162,855 101,306 99,420 99,220

  1) 월평균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상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업·제조업 조사｣.

표 3-3.   가공업의 출하액 추이

단 : 백만 원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매출액은 식품의약품안 청의 식품  식품

첨가물 생산 실 에서 악할 수 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반에 

한 출하액을 집계하는 식약청의 조사에 의하면 떡류 제조업의 출하액은 지

난 10년간 2.6배 성장하 다. 집계 기 이 상이하여 통계청의 업·제조업 

조사와 식약청의 조사를 동일한 기 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종사자 10

인 이상 사업장의 출하액 성장률이 체 사업장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 사업장의 성장이 상 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음

을 의미한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떡 류 13.9 19.3 7.9 8.0 12.3 22.0 9.9 22.1

  1)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 포함.

자료: 식품  식품 첨가물 생산실 , 각 연도, 식품의약품안 청.

표 3-4.  떡류 제조업의 출하액 성장률 추이

단 : %

  2008년 기  출하액 비 부가가치의 비 은 떡류 제조업 46%, 탁주  

약주제조업 62%, 청주제조업 59%이다. 떡류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00년 

이후 아주 미미하지만 매년 꾸 히 성장하 다. 한, 탁주  약주 제조업

의 부가가치는 2004년 이후 년 비 지속 으로 2～3% 수 의 부가가

치가 성장하 다. 청주 제조업은 매출액과 더불어 부가가치도 증가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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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떡류 제조업 24,125 22,296 46,247 35,914 36,927 45,233 60,840 79,885 96,517

탁주  약주 제조업 106,574 123,915 131,076 154,080 163,754 152,835 150,545 151,446 136,029

청주 제조업 74,147 53,634 40,823 94,575 121,127 128,189 67,315 60,897 58,804

  1) 월평균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상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업·제조업 조사｣.

표 3-5.   가공업의 부가가치 추이

단 : 백만 원

를 반복하고 있다.

2.  가공업의 규모별 구조 분석

2.1. 떡류 제조업

  떡류제조업의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가 업체수의 약 99% 

비 을 유하고 있다. 떡류제조업 사업장의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이며, 

떡류제조업 사업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비 이 일

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명 99.4 99.4 99.4 99.5 99.6 99.6 99.5 99.4 99.4 

10～19명 0.3 0.3 0.3 0.3 0.3 0.3 0.3 0.3 0.4 

20～49명 0.3 0.2 0.2 0.2 0.1 0.2 0.2 0.2 0.2 

50명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1 0.1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국사업체 조사｣.

표 3-6.  떡류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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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류제조업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 비 은 2000～2008년 

기간 동안 다소 변동은 있으나 92～96% 수 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기

 종사자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수 비 은 0.7%에 불과하 으나 종사

자 수 비 은 6.5%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명 93.0 94.1 92.8 94.3 95.0 95.8 93.8 92.9 92.4 

10～19명 2.0 2.1 1.9 2.2 1.8 1.7 1.8 2.1 2.2 

20～49명 3.6 2.7 3.8 2.1 1.8 2.3 3.0 2.7 2.7 

50명 이상 1.4 1.1 1.0 0.9 0.9 0.2 0.6 1.6 1.6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국사업체 조사｣.

표 3-7.  떡류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비

단 : %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기  떡류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출하액의 비 은 종사자 20～49인 규모 사업장이 상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10～19인 규모 사업장의 출하액은 지속 으로 성장

하는 추세에 있으며,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출하액 규모가 최근 빠르

게 성장하 다7.

  2000년 기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출하액 비 이 20%에 불과하

으나 2008년 기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출하액 비 이 38.5%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7 0은 아니나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악할 수 없는 

경우 ‘...’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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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인～19인 20인～49인 50인～99인 100인～199인 200인～299인 계

2000 12,598 32,177 11,401 0 0 56,176 

2001 26,252 28,657 1,979 0 0 56,888 

2002 32,436 35,680 9,326 16,105 0 93,547 

2003 30,845 31,349 … 0 … 81,833 

2004 30,305 29,310 … … 0 81,908 

2005 35,107 38,738 … … 0 100,677 

2006 38,736 53,682 16,586 20,727 0 129,731 

2007 40,942 71,421 29,481 26,518 0 168,362 

2008 52,116 76,163 32,995 47,248 0 208,522 

  1) 월평균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상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업·제조업 조사｣.

표 3-8.  떡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출하액

단 : 백만 원

  떡류 제조업 사업장의 수의 99%가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떡류 제조업의 반 인 구조를 분석하기 해서는 이들 사업장에 한 분

석이 필요하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사업체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 조

사를 하고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 청의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자

료를 활용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매출액을 추정하 다. 종사자 수 10인 

미만 떡류 제조업의 사업체별 평균 매출액은 약 1.1억 원이며, 매출총액은 

1.5조 원 규모이다. 식약청 자료를 활용한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매

출 규모와 통계청 10인 이상 사업장의 출하액 규모를 합하면 떡류 제조업

의 규모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연간 1.6조 원, 1.7조 원 수 이다.

구 분
매출액
(식약청)

사업체 수
(식약청)

평균매출액
사업체 수
(통계청)

매출총액

2007  69,012,932 633 109,025 13,585 1,481,106,912 

2008 69,480,383 634 109,591 13,665 1,497,554,312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국사업체 조사｣. 

식품의약품안 청, 각 연도,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 원자료.

표 3-9.  떡류 제조업의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장 매출액  부가가치

단 : 천 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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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2008년 기  탁주  약주 제조업의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가 업체 수의 약 95% 비 을 유하고 있다. 해마다 비 의 변화가 

다소 있으나 2000～2008년 기간 동안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 은 

4%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명 94.59 94.77 94.49 94.15 94.58 93.24 93.44 93.65 94.70 

10～19명 2.70 2.62 3.07 3.46 3.06 4.03 4.02 3.72 2.25 

20～49명 2.12 2.12 1.92 1.86 1.94 2.30 2.09 2.01 2.09 

50명 이상 0.59 0.50 0.38 0.40 0.28 0.29 0.45 0.46 0.96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국사업체 조사｣.

표 3-10.  탁주  약주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

단 : %

  탁주  약주 제조업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 비 은 2000년 

비 2008년에 유사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종사자 수 비 은 

7%p 감소하 으며, 같은 기간 종사자 10～19명 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수 

비  역시 2%p 감소하 다. 한, 같은 기간 종사자 20～49명 규모 사업

장의 종사자 수 비 은 1.6%p, 종사자 5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수 

비 은 7%p 증가하 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명 67.37 66.80 65.30 63.37 66.89 59.37 61.29 59.52 60.46 

10～19명 9.05 8.62 10.40 12.07 9.58 12.85 13.26 11.63 7.29 

20～49명 14.03 15.07 14.17 13.09 15.17 17.87 16.55 16.10 15.63 

50명 이상 9.55 9.51 6.56 7.70 4.56 6.01 8.89 8.73 16.61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국사업체 조사｣.

표 3-11.  탁주  약주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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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성 분석8

  가공업의 노동생산성은 최근 정체 는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노동생산성의 규모는 탁주  약주 제조업에 비해 떡류 제조업은 상 은 

낮다. 떡류 제조업의 경우 1인당 생산성이 2008년 기  3,037만 원으로 매

우 낮은 수 이다. 탁주  약주 가공업의 노동생산성은 2005년 이후 감소

하는 추세에 있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떡류제조업 28.88 32.35 36.72 32.03 35.82 38.30 39.52 38.98 30.37 

탁주  약주 제조업 101.85 149.16 140.61 158.23 154.19 158.54 152.60 145.20 125.55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업·제조업 조사｣ ｢국민계정｣.

표 3-12.   가공업의 노동생산성(2005년 기 )

단 : 백만 원/인

  자본생산성 측면에서는 떡류 제조업이 탁주  약주 제조업보다 낮은 수

에 있으며, 두 산업 모두 자본생산성이 반 으로 낮은 수 이다. 탁주 

 약주 제조업의 자본생산성은 3003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떡류제조업 1.31 0.74 1.05 0.96 1.05 1.14 1.18 1.08 1.12 

탁주  약주 제조업 2.01 2.63 2.83 3.66 2.22 2.16 2.12 1.86 1.76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업·제조업 조사｣ ｢국민계정｣.

표 3-13.   가공업의 자본생산성(2005년 기 )

8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자본생산성은 자본 1단 당 부가가치, 자

본당 비율은 종사자 1인당 자본규모를 의미한다. 종사자 수는 업·제조업 조사

의 월평균 종사자 수를, 자본투입량은 업·제조업 조사의 유형자산 연말잔액 

항목을, 부가가치는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국내 총부가가치 통계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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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장 비율 측면에서는 탁주  약주 제조업이 떡류 제조업보다는 다소 

높은 수 에 있다.  2008년 기  떡류 제조업은 1인당 자본 규모가 3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세하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떡류제조업 22.05 43.52 34.92 33.33 34.04 33.58 33.63 36.13 27.13 

탁주  약주 제조업 50.68 56.72 49.64 43.28 69.35 73.30 71.97 77.95 71.157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업·제조업 조사｣ ｢국민계정｣.

표 3-14.   가공업의 자본장비율(2005년 기 )

단 : 백만 원/인

4. 경  분석9

4.1 떡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의 수익성은 2004～2006년 기간 동안 다소 증가하 으나, 

2000년 이후 반 으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으로 단된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비교  높은 수 에서 형성되고 있다.

9 경  분석은 한국신용평가의 기업경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2007년 

기업경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 평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1.1%, 부채비율은 

97.8%, 유동비율은 121.3%, 자기자본비율은 50.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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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출액
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기업
경상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2000 49.62 1.72 5.86 6.44 

2001 44.80 204 6.10 9.58 

2002 39.12 0.93 3.88 3.14 

2003 41.26 2.04 6.28 9.80 

2004 51.54 3.73 9.99 21.87 

2005 52.69 3.80 8.42 19.42 

2006 53.10 3.76 8.77 20.09 

2007 43.49 2.54 5.66 10.38 

2008 70.42 4.64 9.01 18.29 

자료: 한국신용평가 원자료.

표 3-15.  떡류 제조업의 수익성 추이
단 : %

  떡류 제조업의 안정성 추이는 커다란 변동 없이 최근 일정한 수 을 유

지하고 있으나 반 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부채비율은 

상 으로 높고, 유동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상 으로 낮아 안

성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며, 유동비율이 최근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2000 250.40 75.89 28.54 

2001 299.21 84.74 25.05 

2002 222.47 111.85 31.01 

2003 231.75 110.06 30.14 

2004 226.76 155.17 30.60 

2005 232.18 135.19 30.10 

2006 247.54 101.49 28.77 

2007 228.43 78.86 30.45 

2008 232.30 67.96 30.09 

자료: 한국신용평가 원자료.

표 3-16.  떡류 제조업의 안정성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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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탁주  약주 제조업의 수익성은 반 으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비교  높은 수 에 있다. 2008년 수익성 지표는 

년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비교  큰 폭으로 성장하 다.

구 분
매출액
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기업
경상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2000 4.91 1.72 5.86 6.44 
2001 4.44 2.04 6.10 9.58 
2002 3.87 0.93 3.88 3.14 
2003 4.08 2.04 6.28 9.80 
2004 5.10 3.73 9.99 21.87 
2005 5.22 3.80 8.42 19.42 
2006 5.26 3.76 8.77 20.09 
2007 4.31 2.54 5.66 10.38 
2008 6.97 4.64 9.01 18.29 

자료: 한국신용평가 원자료.

표 3-17.  탁주  약주 제조업의 수익성 추이
단 : %

  탁주  약주 제조업의 안정성은 비교  양호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커다란 변동 없이 양호한 수 을 유지하고 있

으며, 유동비율은 2003년 이후 격히 감소하 으나 반 으로는 양호한 

수 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2000 52.23 247.70 65.69 
2001 71.26 262.40 58.39 
2002 64.90 303.34 60.64 
2003 37.24 384.98 72.87 
2004 33.51 353.64 74.90 
2005 33.76 370.63 74.76 
2006 33.08 309.56 75.14 
2007 46.85 170.56 68.10 
2008 35.58 226.85 73.76 

자료: 한국신용평가 원자료.

표 3-18.  탁주  약주 제조업의 안정성 추이
단 : %





 산업의 후방 연계구조  제4장

1. 의 투입구조10

  조곡 상태로 수확된 은 RPC 등 정미 시설에서 도정된 후 제분, 가공 

원료, 외식, 가정용 소비 등으로 투입된다. 한국은행 산업연 표의 생산자

가격평가표에 의하면 벼 생산액은 2005년 8.36조 원, 2006년 8.42조 원, 

2007년 8,17조 원이며, 벼 농사는 총 산출액 비 부가가치의 비 이 78% 

내외의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벼 농사 총 산출의 부분은 도정을 해 정미산업으로 투입되며, 축산

물 생산에 일부 투입되는데 벼 농사 산출액의 5% 미만이 축산물 생산에 

투입된다. 벼 농사 총 산출액의 90% 이상이 정미업으로 투입되며, 정미업

의 간투입액  벼가 차지하는 비 은 94% 이상이다. 정미업의 총산출

액 비 부가가치의 비 은 4% 비 으로, 부가가치가 상 으로 낮은 산

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미된 의 일부는 제분업으로 공 되어 가루 생산에 활용된다. 2005 

～2007년 기간 동안 제분업에 투입된  공 액은 각각 188억 원, 216억 

원, 158억 원이다. 한 같은 기간 제분업에 투입된 공 액  국내산 의 

10 산업연 표 산업 분류의 가장 세분화된 단 인 기본분류를 기 으로 분석을 

실시하 으며, 벼농사, 정미업, 제분업, 빵  곡분과자 제조업, 국수류제조업, 

기타식료품제조업, 기타주류제조업 등이  가공식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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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은 각각 70%, 56%, 33% 이다. 제분업에 투입된 식재료 에서 의 

비 은 3～4%로 그 비 이 미미하다. 빵, 과자, 면류 등의 생산에는  원

물보다는 가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 이므로 이들 가공식품의  활용

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산업연 표 상의 기본부문인 빵  곡분과자류 산업은 비교  많은 을 

활용하는 산업이다.   곡분과자류 산업에는 제과용 혼합분말, 식빵, 빵, 

도넛, 피자, 기타 빵류, 이크, 떡, 미과, 스낵류, 건과자류, 기타 곡분과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들 산업  떡 제조업에서 을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2005～2007년 기간  빵  곡분과자류 산업

에 투입된  공 액  국산 의 비 은 각각 89%, 74%, 72%이다.

  산업연 표 상의 국수류 제조업의  활용도는 비교  낮다. 국수류 산

업에는 국수, 당면, 냉면, 라면, 기타 유사 국수, 기타 인스턴트 면류 등이 

포함된다. 국수류 산업에 투입되는 은 국산 의 비 이 100%이나 체 

식재료 공 액  이 차지하는 비 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 이다.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는 냉동만두, 기타 냉종조리식품, 김밥, 도시락, 

토르트 식품,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 선식류, 조제수 , 이유식, 시리얼 식

품, 앙 류, 기타 곡물조제식품 등이 포함된다. 2005～2007년 기간 동안 

 공 액은 각각 1,361억 원, 1,428억 원, 1,490억 원이며, 국산  공  

비 은 같은 기간 100%에 근 한다. 같은 기간 식재료 공 액에서  공

액이 차지하는 비 은 9～10% 수 이다.

  기타 주류 제조업에는 탁주, 약주, 청주, 기타 증류주  합성주, 매실주, 

복분자주, 기타 발효주, 스키, 포도주, 샴페인 등이 포함된다. 탁주, 약주, 

청주 산업에서 주로 을 활용했을 것으로 단되며, 이들 산업에 한  

공 액은 2005～2007년 기간 동안 각각 407억 원, 469억 원, 481억 원이

다. 같은 기간  공 액  국산  공 액의 비 은 각각 69%, 53%, 49%

이다. 2005～2007년 기간  주요  가공품 생산에 투입된  공 액은 

각각 3,678억 원, 4,187억 원 4,309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한 같은 기간 

수입  공 액은 340억 원, 584억 원, 648억 원으로  공  총액보다 빠

르게 증가하 다. 



 산업의 후방 연계구조 25

  2005년도에 주요  가공식품 생산에 투입된 의 공 액은 국산 3,338

억 원, 수입 340억 원 규모이다. 이를 같은 해 정부양곡 공 가격 1,901원

/kg과 수입  가격 394원/kg을 용하여 물량으로 환산하면 국내산 공 비

이 67%, 수입산의 공 비 은 33%이다. 같은 기 으로 환산하면 빵  

곡분과자 제조업에 투입되는   국내산의 비 은 62%, 기타 주류 생산

에 투입된   국내산의 비 은 31%이다.

벼 (벼공 ) 정미 ( 공 ) 빵  곡분과자 (식원료공 )

1,876,445 7,982,576 8,207,276 계 188,355 2,757,573 1,440,017

6,485,414 377,884 국산 167,104 1,264,316

8,361,859 8,585,160 수입 21,251 4,021,889

( 간투입)

(부가가치) 국수류

(총산출) 계 2,700 2,757,573 595,524

국산 2,700 1,264,316

수입 0 4,021,889

기타 식료품

계 136,105 2,284,198 1,391,461

( 공 ) 제분 국산 136,096 700,341

계 18,759 789,000 수입 9 2,984,539

국산 13,222 237,880

수입 5,537 1,026880 기타주류

계 40,664 524,277 174,961

국산 27,935 678,812

수입 12,729 1,203,089

외식

계 2,524,852 32,234,867 20,203,135

국산 2,510,195 19,274,790

수입 14,657 51,509,657

최종수요계 5,099,136

자료: 한국은행, ｢2005 산업연 표｣.

표 4-1.   가공산업의 연계 구조(2005)

단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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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벼공 ) 정미 ( 공 ) 빵  곡분과자 (식원료공 )

1,820,321 7,629,195 8,077,598 계 226,406 2,977,862 1,563,339

6,600,521 375,722 국산 189,906 1,303,212

8,420,842 8,453,320 수입 36,500 4,281,074

( 간투입)

(부가가치) 국수류

(총산출) 계 2,561 2,977,862 594,210

국산 2,561 1,303,212

수입 0 4,281,074

기타 식료품

계 142,839 2,317,295 1,432,530

( 공 ) 제분 국산 142,824 746,347

계 21,646 711,337 수입 15 3,063,642

국산 12,136 196,677

수입 9,510 908,014 기타주류

계 46,859 489,086 191,376

국산 24,996 633,880

수입 21,863 1,122,966

외식

계 2,804,476 34,536,773 22,520,741

국산 2,779,302 20,717,884

수입 25,174 55,254,657

최종수요계 4,733,126

자료: 한국은행, ｢2006 산업연 표｣.

표 4-2.   가공산업의 연계 구조(2006)

단 : 백만 원

  2006년도에 주요  가공식품 생산에 투입된 의 공 액은 국산 3,603 

억원, 수입 584억 원 규모이다. 이를 같은 해 정부양곡 공 가격 1,842원

/kg과 수입  가격 386원/kg을 용하여 물량으로 환산하면 국내산 공 비

이 56%, 수입산의 공 비 은 44%이다. 같은 기 으로 환산하면 빵  

곡분과자 제조업에 투입되는   국내산의 비 은 52%, 기타 주류 생산

에 투입된   국내산의 비 은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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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벼공 ) 정미 ( 공 ) 빵  곡분과자 (식원료공 )

1,715,958 7,352,287 7,629,761 계 231,539 3,235,692 1,694,183

6,453,181 328,472 국산 191,025 1,388,509

8,169,139 7,958,233 수입 40,514 4,624,201

( 간투입)

(부가가치) 국수류

(총산출) 계 2,236 3,235,692 602,218

국산 2,236 1,388,509

수입 0 4,624,201

기타 식료품

계 149,010 2,622,502 1,624,714

( 공 ) 제분 국산 148,993 823,476

계 15,815 646,437 수입 17 3,445,978

국산 5,259 175,266

수입 10,556 821,703 기타주류

계 48,147 518,000 203,722

국산 23,880 614,006

수입 24,267 1,132,006

외식

계 2,812,418 36,613,544 23,952,412

국산 2,784,476 22,293,106

수입 27,942 58,906,650

최종수요계 4,400,070

자료: 한국은행, ｢2007 산업연 표｣.

표 4-3.   가공산업의 연계 구조(2007)

단 : %

  2007년도에 주요  가공식품 생산에 투입된 의 공 액은 국산 3,661 

억원, 수입 648억 원 규모이다. 이를 같은 해 정부양곡 공 가격 1,961원

/kg과 수입  가격 458원/kg을 용하여 물량으로 환산하면 국내산 공 비

이 57%, 수입산의 공 비 은 43%이다. 같은 기 으로 환산하면 빵  

곡분과자 제조업에 투입되는   국내산의 비 은 52%, 기타 주류 생산

에 투입된   국내산의 비 은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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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업체의  구입  산지 연계 실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시한 2009년도 식품산업 분야

별 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공업체의  구입  산지 연계 실태 

분석을 실시하 다. 과자류, 떡류, 빵류, 주류, 기타식품류를 제조하는 업체 

 을 원료로 사용한 실 이 있는 117개 업체에 한 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가공업체가  구매 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품질, 가격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격이나 안 성에 한 요구는 상 으로 낮았

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수입산  구입비 은 31%로 나타나 값싼 수입산

보다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국내산 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비 

가 격 29.9

품 질 67.5

규 격 0

안 성 2.6

자료: ｢2009 식품산업분야별 황조사｣ 원자료.

표 4-4.   구매 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단 : %

  수입산 을 사용하고 있는  가공업체는 수입산 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격이 국내산보다 낮다는 , 소비자들이 수입산과 국내산에 한 선호도

의 차가 없다는  등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산이 국내

산보다 더 안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공업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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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비 

 국내산은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이 안 돼서 60.6

 소비자들의 국내산과 수입산에 한 선호도 차가 작아서 25.8

 국내산은 일시에 량납품을 받을 수 없어서 6.1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4.5

 사용이 편리하게 가공되어 있어서 3.0

 국내산보다 더 안 하다고 생각되어서 0

자료: ｢2009 식품산업분야별 황조사｣ 원자료.

표 4-5.  수입 을 사용하는 이유

단 : %

  의 구입처는 도매 는 벤더업체를 통한다는 비 이 가장 높았으며, 

직구매하는 비 도 20%가 넘었다. 종합유통센터와 같은 농  매장에서 

구입하는 비 이 18% 다. 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도매시장 구입비 은 11%로 낮은 편이었다. 

항 목 비 

 도매(벤더) 업체 25.6

 직구매 20.1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8.4

 도매시장 11.0

 수입업체 5.9

 직수입 0.6

 기타 18.3

자료: ｢2009 식품산업분야별 황조사｣ 원자료.

표 4-6.   구입처별 비

단 : %

   직거래의 유형 에는 산지 생산자와 생산품목  생산량, 액 등에 

한 사  계약 후에 거래하는 계약생산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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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자류 제조업에서 상 으로 계약생산의 비 이 높았으며, 한과 등

을 제조하는 통 식품 업체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이 요인 의 하

나인 것으로 단된다. 한 기업도 원료 수 의 안정성 차원에서 미곡

종합처리장 등과 계약을 통해 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생산

한다는 비 은 3.6%에 불과하 고, 1회성 수시매입의 비 이 42.8% 다. 

직 재배나 계약생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  직 생산할 만큼 량

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비 이 가장 높았으며,  구입이 용이하여 계

약생산이나 직 생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항 목 비 

 계약생산 53.6

 1회성 수시 매입 42.8

 직 생산 3.6

자료: ｢2009 식품산업분야별 황조사｣ 원자료.

표 4-7.   직거래 유형

단 : %

  손실에 따른 자 보  책 마련, 안정 인 작황 측 시스템 등 계약재

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에 한 안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식품

제조업체가 계약재배 확 를 한 요한 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생산자 단체에 한 데이터베이스나 산지조직의 규모화에 한 필요성은 

상 으로 낮아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통한 산지와의 에 해서는 어

려움이 상 으로 작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가공용으로 

합한 품종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과 표 화된 규칙 마

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각각 16.4%, 15% 다. 특히 주류 가공업체에서 

가공에 합한 품종 개발  보 이 필요하다는 답변의 비 이 높게 나타

났다. 한 빵류 제조업에서 식품안 성  품질 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한 답변의 비 이 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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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비 

 손실에 따른 자 보  책 마련 27.3

 산지의 식품안 성  품질 리 시스템 17.7

 가공용으로 합한 품종개발  보 16.4

 표 화된 규칙 마련 15.0

 안정 인 작황 측 시스템 14.6

 산지 생산자 단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6.3

 산지조직의 규모화 2.7

자료: ｢2009 식품산업분야별 황조사｣ 원자료.

표 4-8.  생산자와의 계약거래 확 를 해 필요한 지원

단 : %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 선호  제5장

1. 조사 개요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인식, 가공식품의 원재료 선호, 향후 

가공식품의 소비의향을 분석하기 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

주하는 소비자 450명을 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는 마  문조사기 에 의뢰하 으며,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

까지 2주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소비자 10명을 

상으로 비테스트(pretest)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하 다.

2.  가공식품 구입 행태

2.1. 쌀 가공식품의 구입 빈도
11
 및 구입 이유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면류, 

주류, 떡류, 과자류, 빵류 순이다. 가공식품을 일주일에 1회 이상 구

매하는 빈도는 면류가 39.4%, 떡류  빵류가 각각 33.7%, 과자류 

11 6개월 이내에 해당 가공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 한해 질문했다.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 선호34

28.9%, 주류 27.6%이다. 떡류와 주류의 경우 ‘한 달에 2회’ 구입 빈도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과자는 ‘한 달에 1회’, 빵류와 면류

는 ‘일주일 1회 이상’의 비 이 높다.

구 분
일주일
2회 이상

일주일
1회 이상

한 달에 2회 한 달에1회
2～3달에 
1회 이하

떡류 6.3(25) 27.4(109) 32.2(128) 22.9(91) 11.3(45)

과자 5.6(21) 23.3(87) 25.7(96) 30.2(113) 15.2(57)

주류 6.6(18) 21.0(57) 30.9(84) 21.3(58) 20.2(55)

빵류 4.9(8) 28.8(47) 28.2(46) 23.9(39) 14.1(23)

면류 8.9(27) 30.5(92) 22.2(67) 27.2(82) 11.3(34)

기타 1.8(3) 14.3(24) 28.6(48) 31.5(53) 23.8(40)

표 5-1.   가공식품의 구입 빈도

단 : %(명)

  가공식품 소비 후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했던 품목은 ‘떡류’가 52.4%, 

‘과자류’ 14.2%로 나타났다. 반면 ‘음료류’와 ‘빵류’는 각각 2.7% 비 을 

보여 상 으로 만족스러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떡류 과자류 면류 주류 죽류
조미
식품

음료류 빵류 기타

52.4

(236)

14.2

(64)

12.0

(54)

9.6

(43)

3.1

(14)

2.9

(13)

2.7

(12)

2.7

(12)

0.4

(2)

표 5-2.   가공식품 구입 후 만족한 품목

단 : %(명)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서’가 58.9%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다. 로 제조된 제품에 비해 

‘맛이 더 좋아서’ 30.4%, 그리고 ‘  소비 진 운동에 동참’ 7.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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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서

맛이 더 좋아서

쌀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

호기심

광고, 홍보 때문

기타

58.9%(265명)

30.4%(137명)

7.1%(32명)

2.2%(10명)

0.9%(4명)

0.4%(2명)

0.0 20.0 40.0 60.0 80.0 100.0

그림 5-1.   가공식품 구입 이유

  가족구성원에 따른  가공식품의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서’의 비 이 각각 62.1%, 

59.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만 0~13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 지 않은 

가정에 비해 건강을 고려하여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비 이 높다. 

구 분
만 0～13세 만 14～19세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서 62.1(90) 57.4(175) 59.1(55) 58.8(210)

맛이 더 좋아서 32.4(47) 29.5(90) 30.1(28) 30.5(109)

소비 진 운동에 동참 4.8(7) 8.2(25) 8.6(8) 6.7(24)

호기심 0.0(0) 3.3(10) 2.2(2) 2.2(8)

고 때문에 0.7(1) 1.0(3) 0.0(0) 1.1(4)

애국심 0.0(0) 0.3(1) 0.0(0) 0.3(1)

기타 0.0(0) 0.3(1) 0.0(0) 0.3(1)

표 5-3.  가족구성원과  가공식품 구입의 연 성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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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쌀 가공식품 관련정보 습득 경로 및 구입 시 고려사항

   가공식품과 련된 정보는 주로 ‘ 매체’(38.9%)를 통해서 습득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장지 표시나 문구’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28.0%, ‘주  사람’ 14.7%, ‘인터넷’이 14.4% 다. 기타 의견으로 ‘매장에

서 정보 획득’, ‘혼자 단함’, ‘경험’에 의해서 등이 있었다. 

매스컴(TV, 라디오, 신문)

포장지 표시나 문구

주위 사람

인테넷

광고문구(전철 등)

기타

38.9%(175명)

0.0 20.0 40.0 60.0 80.0 100.0

28.0%(126명)

14.7%(66명)

14.4%(65명)

2.0%(9명)

2.0%(9명)

그림 5-2.  가공식품 련 정보습득 경로

   가공식품의 구입처로는 ‘ 형 유통매장’이 71.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동네수퍼’ 14.0%, ‘재래시장’이 6.7%로 조사되었다. 기타로는 ‘떡

집’, ‘아는 사람’, ‘유기농 식품 ’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형

유통매장
동네슈퍼 재래시장

인터넷
/홈쇼핑

편의 백화 기타

비 71.6(322) 14.0(63) 6.7(30) 2.9(13) 2.7(!2) 1.3(6) 0.8(4)

표 5-4.   가공식품 구입처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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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안 성’12(29.6%), ‘맛’(21.8%), 

‘ 랜드’(12.4%), ‘가격’(12.2%), ‘유통기한’(9.6%)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을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건강을 고려하여 구매’

하는 비 이 가장 높았다(41.3%). ‘가격에 상 없이 맛을 보고 구매함’이 

33.6%, ‘가격에 상 없이 랜드나 제조원을 보고 구매함’이 19.8%, ‘호기

심으로 구매함’이 2.9%, ‘기타’가 2.3%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는 소비자

들 사이에 은 비교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다.

구 분 비 율(빈도)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건강을 고려하여 구매함 41.3(186)

가격에 상 없이 맛을 보고 구매함 33.6(151)

가격에 상 없이 랜드나 제조원을 보고 구매함 19.8(89)

호기심으로 구매함 2.9(13)

기타 2.3(11)

표 5-5.   가공식품 구매 태도

단 : %(명)

3.  가공식품에 한 인식

  소비자들 2명 가운데 1명은 로 제조된 빵의 ‘품질수 (55.3%)’과 ‘안

성수 ’(50.9%)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로 제조

된 빵에 비해 빵류가격이 상 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다른 요소보다 

‘가격수 ’에 한 불만족의 비 이 높을 것으로 상하 다. 상했던 

로 가공식품의 품질, 가격, 안 성( 생), 구입편리성 항목에서 불만족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항목은 ‘가격’ 22.1%로 조사되었다. 

12 원산지와 생을 안 성 개념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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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품질수 0.2(1) 2.4(11) 42.0(189) 52.9(238) 2.4(11)

가격수 0.9(4) 21.2(118) 54.2(244) 18.4(83) 0.2(1)

안 성( 생) 0.4(2) 4.0(18) 44.7(201) 48.0(216) 2.9(13)

구입편리성 1.6(7) 16.4(74) 42.4(191) 36.9(166) 2.7(12)

표 5-6.  빵류에 한 소비자 인식

단 : %(명)

  과자의 품질, 가격, 안 성, 구입의 편리성 수 에 만족하는 소비자들

의 비 은 각각 63.1%, 32.4%, 46.4%, 61.6%로 조사되었다. 과자류의 4

가지 속성 가운데 상 으로 ‘가격수 ’에 한 불만족의 비 이 18.3%

로 가장 높으며, 품질수 은 4.6%로 낮았다.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품질수 0.4(2) 4.2(19) 32.2(145) 58.2(262) 4.9(22)

가격수 0.7(3) 17.6(79) 49.3(222) 30.0(135) 2.4(11)

안 성( 생) 0.7(3) 6.2(28) 46.7(210) 43.3(195) 3.1(14)

구입편리성 0.2(1) 6.0(27) 32.2(145) 54.9(247) 6.7(30)

표 5-7.  과자류에 한 소비자 인식

단 : %(명)

  소비자들이 로 제조된 면류의 ‘품질수 ’에 만족하는 비 은 56.7%, 

‘가격수 ’ 26.0%, ‘안 성수 ’ 44.9%, ‘구입편리성수 ’은 52.3%로 조사

되었다. 면류의 ‘가격수 ’에 불만족하는 비 은 24.0%로 ‘구입편리성수

’의 9.3%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비자들이 면류의 가격수 에 불만족

하는 비 은 빵의 22.1%, 과자의 18.3%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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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품질수 0.0(0) 4.9(22) 38.4(173) 51.6(232) 5.1(23)

가격수 0.7(3) 23.3(105) 50.0(225) 25.1(113) 0.9(4)

안 성( 생) 0.2(1) 4.9(22) 50.0(225) 41.8(188) 3.1(14)

구입편리성 0.4(2) 8.9(40) 38.4(173) 47.6(214) 4.7(21)

표 5-8.  면류에 한 소비자 인식

단 : %(명)

4.  원산지의 선호도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구입 시 의 원산지가 ‘ 요하다’고 응답한 비

은 87.6%로 매우 높으며, ‘ 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 은 1.8%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중요하지

않음

100

80

60

40

20

0
0.2%(1명) 1.6%(7명)

10.7%(48명)

55.8%(251명)

31.8%(143명)

그림 5-3.   가공식품의 원산지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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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안함 모르겠음 확인함 반드시
확인함

전혀
확인안함

0.2%(1명)

12.0%(54명) 11.8%(53명)

50.9%(229명)

25.1%(113명)

100.0

80.0

60.0

40.0

20.0

0.0

그림 5-4.   원산지 확인 유무

안전성 59.6%
(204명)

품질 23.4%
(80명)

기타 
0.9%
(3명)

영양 
2.0%
(7명)

애국심
6.1%(21명)맛 7.9%

(27명)

그림 5-5.   원산지 확인 이유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의 76.0%는 가공식품의 원료인 이 ‘국내산’인

지 ‘수입산’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2.2%로 극히 낮았다. 의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는 응답자들을 

상으로 확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안 성’ 59.6%, ‘품질’이 23.4% 순으로 

비 이 높았다.

  향후 수입산 로 제조된 가공식품의 구입의향에 하여 ‘없다’가 

40.9%, ‘모르겠다’ 38.2%, ‘있다’ 20.9%로 나타나 수입산 로 제조된 가

공식품에 한 소비자들의 부정 인 인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단된다.

없다
40.9%(184명)

모르겠다
38.2%(172명)

있다
20.9%(94명)

그림 5-6.  수입산 로 제조된 가공식품 구입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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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공식품에 한 장래 소비 의향

5.1. 소비자의 장래 선호와 시장전망

  소비자들이 향후  가공식품 개발 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면류’(24.4%)

와 ‘빵류’(24.0%), ‘과자류’(19.3%) 순으로 조사되었다. 

빵류
24.0%(108명)과자류

19.3%(87명)

떡류
16.7%(75명)

면류
24.4%(110명)

주류
7.6%(34명)

음료류
3.6%(16명)

조미식품류
2.4%(11명)

죽류
2.0%(9명)

그림 5-7.  향후 선호하는  가공식품

   가공식품의 시장 망에 해서 소비자들은 ‘단기 으로 확 되지 않

을 것이나 4~5년 후에는 성장 상’이 51.3%, ‘2~3년 동안 속한 확

상’은 23.3%로 가공식품의 시장을 정 으로 상하고 있는 의견이 

74.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시장이 축될 것으로 상’하는 소비

자는 2.0%에 불과하 다. 

구 분 비 

단기 으로 확 되지 않을 것이나 4～5년 후에는 성장 상 51.3(231)

2～3년 동안 속한 확  상 23.3(105)

재수 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 23.3(105)

시장이 축될 것으로 상 2.0(9)

표 5-9.   가공식품 시장 망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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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쌀빵에 대한 소비 의향

  로 제조된 빵류의 장래 소비의향을 질문한 결과 ‘증가’ 15.6%, ‘조

증가’ 54.9%로 70.5%가 빵의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를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 은 3.3%에 불과하여 향후 빵의 소비는 지

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증가(10% 이상)

조금 증가(1~10%)

현재수준

조금 감소(1~10%)

감소(-10% 이상)

15.6%(70명)

54.9%(247명)

26.2%(118명)

3.1%(14명)

0.2%(1명)

0.0 20.0 40.0 60.0 80.0 100.0

그림 5-8.  빵류의 장래소비 의향

  미래에 빵류의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소비증가 이

유로 ‘건강에 좋아서’ 67.2%, ‘맛이 좋아서’가 18.3% 순으로 응답하 다. 

이 웰빙 식품이라는 인식이 소비를 지속하는 주요 동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빵류의 소비 감소 의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감소하는 이유에 해 ‘종

류가 다양하지 못해서’(26.7%), ‘가격이 비싸서’, ‘맛이 없어서’, ‘구입이 불

편해서’(20%)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빵의 특성상 을 주재료로 하는 

것이 제품개발, 가격, 맛에 부정 으로 작용하며, 유통경로의 확보 부족도 

소비감소의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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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좋아서

맛이 좋아서

안전해서

다이어트에 좋아서

기타

0.0 20.0 40.0 60.0 80.0 100.0

67.2%(213명)

18.3%(58명)

8.8%(28명)

1.9%(6명)

3.8%(12명)

그림 5-9.  빵류의 소비증가 이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가격이 비싸서

맛이 없어서

구입이 불편해서

수입쌀로 만들어서

0.0 20.0 40.0 60.0 80.0 100.0

26.7%(4명)

20.0%(3명)

20.0%(3명)

20.0%(3명)

13.3%(2명)

그림 5-10.  빵류의 소비감소 이유

5.3. 쌀과자류

  과자류에 한 소비자들의 장래소비의향은 ‘증가’ 13.8%, ‘조  증가’ 

53.6%로 67.4%가 소비를 꾸 히 늘릴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소비를 감

소시킨다는 비 은 3.1%에 불과하 다. 

증가(10% 이상)

조금 증가(1~10%)

현재수준

조금 감소(1~10%)

감소(-10% 이상)

13.8%(62명)

0.0 20.0 40.0 60.0 80.0 100.0

53.6%(241명)

29.6%(133명)

2.9%(13명)

0.2%(1명)

그림 5-11.  과자류의 장래소비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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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류의 소비증가 이유로 ‘건강에 좋아서’가 53.8%, ‘맛이 좋아서’가 

30.4%로 빵류와 동일하게 ‘건강’과 ‘맛’ 련 항목이 소비를 진시키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과자류의 소비를 감소하는 이유는 ‘수입산 로 

만들어서’ 35.7%,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가 28.6%로 조사되었다. 

건강에 좋아서

맛이 좋아서

안전해서

다이어트에 좋아서

기타

0.0 20.0 40.0 60.0 80.0 100.0

53.8%(163명)

30.4%(92명)

11.2%(34명)

3.0%(9명)

1.6%(5명)

그림 5-12.  과자류의 소비증가 

이유

  

수입쌀로 만들어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맛이 없어서

가격이 비싸서

탄수화물종류 많이 안먹을려고

과자를 안좋아해서

0.0 20.0 40.0 60.0 80.0 100.0

35.7%(5명)

28.6%(4명)

14.3%(2명)

7.1%(1명)

7.1%(1명)

7.1%(1명)

그림 5-13.  과자류의 소비감소 

이유

5.4. 쌀면류

  소비자들의 면류 장래소비의향은 ‘증가’ 13.3%, ‘조  증가’ 50.0%로 

나타나 63.3%가 지속 으로 소비를 늘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빵류 70.5%, 과자류 67.4%에 비해 낮은 비 이다. ‘ 재의 소비수 을 

유지’한다는 응답은 34.0%로 빵의 26.2%, 과자 29.6%보다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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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10% 이상)

조금 증가(1~10%)

현재수준

조금 감소(1~10%)

감소(-10% 이상)

13.3%(60명)

0.0 20.0 40.0 60.0 80.0 100.0

50.0%(225명)

34.0%(153명)

2.4%(11명)

0.2%(1명)

그림 5-14.  면류의 장래소비 의향

  로 제조된 면류의 소비증가 이유로는 ‘건강에 좋아서’가 57.9%, ‘맛이 

좋아서’ 24.9%로 나타났다. 빵  과자류와 동일하게 ‘건강’과 ‘맛’ 련 

항목이 소비를 진시키는 주요인임을 보여 다. 면류 소비에 부정 인 

소비자들은 ‘맛이 없어서’(58.3%),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25.0%)란 이

유로 면류의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에 좋아서

맛이 좋아서

안전해서

다이어트에 좋아서

기타

0.0 20.0 40.0 60.0 80.0 100.0

57.9%(165명)

24.9%(71명)

7.7%(22명)

6.7%(19명)

2.8%(7명)

그림 5-15.  면류의 소비증가 이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25.0%(3명)

가격이 비싸서
16.7%(2명)

맛이 없어서
58.3%(7명)

그림 5-16.  면류의 소비감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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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쌀 가공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요구 사항

  소비자들은  가공식품 소비확 를 해서는 ‘ 한 가격’(42.9%), ‘제

품의 다양화’(21.1%), ‘맛 개선’(9.8%) 등의 요소가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가공식품

의 가격과 한정 인 제품의 종류가  가공식품 소비확 에 주요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단된다.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의 소비확 를 

해 무엇보다 가격수 , 제품의 다양성과 련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 분 비 

한 가격 42.9 (193) 

제품의 다양화 21.1 (95)

맛 개선 9.8 (44)

품질 개선 9.1 (41)

가공기술  제품개발 5.3 (24)

고·홍보확 4.2 (19)

생(안 성) 강화 3.3 (15)

기타 4.3 (19)

표 5-10.   가공식품 소비확 를 한 요구 사항

단 : %(명)

   가공식품의 시장 활성화를 해서 소비자들은  정부가 ‘  가공식품

의 연구·기술 개발 지원(39.8%)’, ‘안정 인  공 유지(19.6%)’, ‘업체의 

가공용  구입가격 인하’(18.9%) 등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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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

 가공식품의 연구·기술 개발지원 39.8(179)

안정 인  공  유지 19.6(88)

업체의 가공용  구입가격 인하 18.9(85)

홍보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 9.8(44)

생·안 성 개선 8.7(39)

 가공업체에 한 규제완화 1.8(8)

공 ·이용업체 련 유통정보 확 1.6(7)

표 5-11.   가공식품의 시장 활성화를 한 정부추진 정책방향

단 : %(명)





 가공식품 시장 유율 추정  제6장

    

1. 연구방법 

1.1.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가공식품의 시장 유율을 추정하기 해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을 이용하 다. 컨조인트 분석은 상품자체를 평가함으로써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attribute)에 한 소비자의 효용(utility)을 추정하여 소비자가 시

장에서 선택할 상품을 측하는 방법이다. 컨조인트 분석을 한 분석모형

은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U(X)는 반 인 안의 함수로 (i)번째 속성의 (j)번째 속성

수 이 갖는 부분가치 기여도 혹은 련된 효용을 의미한다. ki는 (i)번째 

속성 수 의 수, 그리고 m은 속성의 수를 나타낸다.

속성 의 요성은 속성의 교차수 인 부분가치의 범   의 범 에 

의해 정의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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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들의 요성은 다른 속성 의 상  요성으로 정규화시킴으로

써 확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의 계가 성립한다(최천규 2010).

  컨조인트 분석의 시장 유율을 측하는 방법은 최 선호모형(Most 

Preferred Rule Model), BTL모형(Bradely-Terry-Luce Model), 로짓모형

(Logit Model)이 있다. 최 선호모형은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규

칙을 이용하며, BTL모형은 효용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상품을 선택할 확률을 

산출한다. 로짓모형은 효용값에 지수를 취하여 변환한 지수값(exp(utility))

의 비율로 상품의 선택 확률을 계산한다. 이들 모형 가운데 어떤 경우에 

어떤 모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한 명확한 기 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일반 으로 내구재의 경우는 최 선호모형, 소비재의 경우는 BTL모

형이나 로짓모형이 많이 사용된다(이훈  2005). 본 분석에서는 가공식

품의 시장 유율을 추정하기 해 식(4)의 로짓모형이 이용되었다. 

                              









                          
   (4)

  식(4)에서 Pij는 소비자 i 가 j번째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며, uij 는 소비자 

i 가 평가하는 j번째 제품의 효용 값(utility value)을 의미한다. 

  로 일의 달타우 (Kendall's tau)지수와 검증용 달타우 지수가 서

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양(+)의 상 이 나타나면 이 자료는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상 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음(-)의 상 이 나타난다

면 측정된 모형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하락한다. 검증용(Holdout) 

로 일에서 달타우 지수가 음(-)의 상 이 나타날 경우는 응답자들이 

측정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 거나 부실 응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분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장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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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쌀 가공식품의 속성 설계

  소비자 조사에서 향후 소비 확 가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망되는 빵, 과자, 면을 상으로 주원료를 에서 로 체하 을 

때 시장 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망하기 해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 다. 빵류, 과자류, 면류의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기 

해 주요 속성을 4가지로 설정하 다13. 빵류와 면류의 속성은 주원

료, 맛, 가격, 원산지이며, 과자는 주원료, 가공방식, 가격, 원산지로 구성

된다. 선택된 속성과 속성수 의 직교계획(Orthogonal Design)을 이용하여 

제품별로 8가지의 계획 로 일이 도출되었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제품 로 일 각각에 해 10  만 을 기

으로 선호를 평가하 다. 가공식품 선호평가 에 소비자의 응답에 도움

을 주기 해 과 에 한 기본 인 정보가 제공되었다. 

빵 과자 면

1. 주원료 1. 주원료 1. 주원료

2. 맛 2. 가공방식 2. 맛

쫄깃 부드러움 굽는식 튀긴식 부풀린식 부드러움 쫄깃

3. 가격 3. 가격 3. 가격

1,300원 900원 1,000원 600원 900원 500원

4. 원산지 4. 원산지 4. 원산지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주: 직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책정함14.

표 6-1.  품목별 속성과 속성수

13 빵류, 과자류, 면류의 요 속성 악을 해 2010년 6월 17일 소비자 10여

명을 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본 연구의 컨조인트 분석에 이용된 주요 속성 4

가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한 설정된 주요 속성의 성과 

타당성 여부를 단하기 해 한국 가공식품 회 계자와 의회를 가지는 과

정을 거쳤다.
14 제품별 가격수 을 책정하기 해 2010년 6월 19~20일 형마트와 슈퍼마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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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유율 추정

2.1. 쌀빵류 시장 점유율 추정

  빵의 선택 속성별 요도는 원료의 ‘원산지’가 44.9%로 가장 높고, 

‘가격’ 23.4%, ‘주원료’ 19.6%, ‘맛’ 12.1% 순이다.

주원료 맛 가격 원산지

19.6

12.1

23.4

44.9

45
40
35
30
25
20
15
10
5
0

%

그림 6-1.  빵류의 선택속성별 요도

 

  빵시장에서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로 제조된 빵은 63.0% 비 을 

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원료가 국내산 이며 맛은 쫄깃하고, 가격이 

900원인 빵이 시장에 출시 될 경우 시장 유율은 37.0%로 추정된다. 국

내산 이 주원료이고 부드러운 맛을 내며 가격이 1,300원인 빵은 

14.7% 시장 유율을 보일 것이다. 수입산 이 주원료로 사용되어 쫄깃한 

맛을 내고 가격이 900원인 빵은 7.4%, 부드러운 맛을 내고 1,300원인 

빵은 3.9%의 시장을 유할 것으로 계측된다. 

시장조사하 다. 제품의 랜드, 용량,  함유량에 따라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만 일반 으로 빵은 1,250~1,350원, 과자 810~1,290원, 면류는 660~1200

원의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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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 맛 가격 원산지 선택비 (Logit)

쫄깃 900원 국내산 37.0%

부드러움 900원 국내산 19.5%

부드러움 1,300원 국내산 14.7%

쫄깃 1,300원 국내산 10.2%

쫄깃 900원 수입산 7.4%

부드러움 900원 수입산 4.9%

 부드러움 1,300원 수입산 3.9%

쫄깃 1,300원 수입산 2.5%

주: Pearson's R: 0.986.

표 6-2.  빵류의 시장 유율 추정

2.2. 쌀과자류 시장점유율 추정

  과자의 속성별 요도는 빵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가 37.9%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가공방식’이 29.3%, ‘주원료’ 18.0%, ‘가격’ 14.8%로 나

타났다. 과자의 3가지 가공방식 가운데 소비자들의 효용이 가장 높은 방

식은 ‘굽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제반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자시장에서 로 제조된 과자의 비 은 

67.3%로 추정된다. 과자가 국내산 을 원료로 하여 굽는 방식으로 제조

되고 가격이 1,000원일 경우 시장 유율은 27.1%로 계측된다. 국내산 로 

부풀리는 제조방식으로 600원에 시장에 출시되는 과자는 26.9%의 시장

유율을 보일 것으로 망된다. 수입산 로 굽는 제조방식을 이용하여 

600원에 매되면 9.5%, 튀기는 제조방식으로 1,000원에 시장에 출 하면 

수요는 3.8%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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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 가공방식 가격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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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과자류의 선택속성별 요도

주원료 가공방식 가격 원산지 선택비 (Logit)

굽는식 1,000원 국내산 27.1%

부풀린식 600원 국내산 26.9%

굽는식 1,000원 국내산 14.7%

 튀긴식 600원 국내산 9.7%

굽는식 600원 수입산 9.5%

굽는식 600원 수입산 5.0%

튀긴식 1,000원 수입산 3.8%

 부풀린식 1,000원 수입산 3.2%

주: Pearson's R: 0.997.

표 6-3.  과자류의 시장 유율 추정

2.3. 쌀면류 시장점유율 추정

  면류도 선택속성별 요도는 빵, 과자와 마찬가지로 ‘원산지’가 

44.5%로 가장 높으며, ‘가격’ 21.3%, ‘주원료’ 18.9%, ‘맛’ 15.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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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 맛 가격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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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면류의 선택속성별 요도

  제반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류시장에서 로 제조된 면류의 시장 유

율은 61.3%로 추정된다. 면류가 국내산 로 제조되어 부드러운 맛을 내

며 500원에 시장에 출시될 경우 31.5%의 유율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국내산이고 쫄깃한 맛인 면류가 900원에 매될 경우 수요는 

17.2%로 계측된다. 수입산 을 원료로 하여 부드러운 맛을 가진 면류가 

500원에 시장에 출시된다면 7.7%, 쫄깃한 맛에 900원에 매된다면 4.9%

의 시장 유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주원료 맛 가격 원산지 선택비 (Logit)

부드러움 500원 국내산 31.5%

쫄깃 500원 국내산 20.0%

쫄깃 900원 국내산 17.2%

부드러움 900원 국내산 10.3%

부드러움 500원 수입산 7.7%

쫄깃 500원 수입산 5.7%

쫄깃 900원 수입산 4.9%

부드러움 900원 수입산 2.7%

주: Pearson's R: 0.995.

표 6-4.  면류의 시장 유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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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밥류 가공연구

  밥에 있어서의 밥맛이 무엇보다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밥류 가공기술

은 의 종류와 품종, 취반 시 물의 첨가비율, 취반기구, 화력, 조리시간 등 

주로 제조방법에 따른 밥의 능  특성  조직감 등에 한 것으로 밥맛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반방법을 비롯하여 밥맛과 이화학  특성과의 상

계  밥맛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을 맞추어 왔다. 과거에

는 밥의 향기와 맛 같은 화학 성분이 요시되었지만 최근에는 입안에서 

느끼는 밥의 차진 정도와 단단함, 씹히는 맛, 에 닿는 감  등이 요

시되고 있다. 따라서 밥맛 련 연구 이외에 취반과정  이화학  특성변

화와 취반 후 생성되는 휘발성 성분, 밥의 노화특성  일반 가정에 리 

보 되어 있는 기보온밥솥 사용에 따른 밥의 보존성에 한 연구를 비

롯하여 즉석 밥 제조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얼마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밥류 가공 산업은 세한 도시락 산업이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 량취반 설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농 을 

심으로 밥 공장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고, 1997년 제일제당이 상온에서 장

기유통이 가능한 무균포장밥 햇반 흰밥을 출시한 이래 밥을 소재로 한 새

로운 시장 창출에 성공하여 활기를 띠면서 2001년 이후에는 매시장도 

15 한국식품연구원의 석 박사가 집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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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흑미가 혼합된 흑미밥, 다섯 가지 곡식이 혼합된 오곡밥 등을 출

시하여 품목의 다양해짐에 따라 지 까지 집에서 시간을 들여 해먹어야만 

되는 것으로 인식되던 밥을 구매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밥류 가공은 획기 인 환 을 맞게 되었다. 재 조리한 밥류

를 장기유통  편의성을 갖춘 방법으로 가공하여 편의성과 장성을 향상

시킨 토르밥, 냉동, 냉장밥 등에 한 가공 기술이 진행 이다. 무균형

태에 가까운 semi-retort 포장밥류는 제조방법 그 자체는 무균포장밥과 약

간 다르지만 제품특성은 무균포장밥과 거의 유사하며 과거의 토르트 식

품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은 semzi-retort, 주소는 

무균포장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부재료 혼합밥류의 제조기술과 

포장기술이 발 하게 되면 메뉴의 다양화는 확 될 것이 확실하다. 

  재 국내에서 밥류를 가공 제품화하여 시 하고 있는 식품업체는 미미

한 수 이며 한편 일본에서는 약 200개에 가까운 업체에서 가공 밥으로 

토르트밥, 무균포장밥, 냉동밥, 칠드밥, 통조림밥, 건조 밥 등을 생산하

고 있다. 이 에서 5년 만 해도 냉동밥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나, 최근

에는 무균포장밥의 매세가 신장하여 체 시장 규모의 3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사 식품을 비롯하여 S.B.식품 등 10여개 업체에서 재 30

여종의 무균포장밥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품목으로는 비빔밥, 팥밥, 밥·

주먹밥, 흰밥 순이다. 기타의 품목으로는 라이스 햄버거, 솥밥 제품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체 품목 수는 약 120여종에 이른다.

  밥류를 산업 으로 가공하는 기술은 국내 기계설비 능력 미비  수요부

족으로 상당기간 토착화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망되지만 밥류의 가공기

술 확보는 통음식의 공업화에 있어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이 부문은 

앞으로 국내의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함께 발 할 수 있는 유망 분야라

고 사료된다. 밥류를 량 취반, 제조할 수 있는 일반 인 설비 공정은 ①

가스식 연속 취반 시스템, ②스 식 연속 취반 시스템, ③무균포장팩 취반 

시스템으로 크게 별할 수 있으며, 효율 인 작업 에 지 약을 하여 

배열을 달리한 몇 가지 변형 모델이 더 있으나 세 가지 모델이 기본이 되

고 있다. ①번의 공정 시스템은 흰밥을 만드는 기본 라인이며, 주먹밥,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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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밥이나 토르트밥을 가공하기 해서는 조미액 공 기, 성형기, 충 ·

포장장치, 냉각·동결장치, 살균기 등의 설비가 추가된다. ②번의 공정 시스

템은 취반솥 신 컨베이어에 을 놓고 직  증기 가열하여 취반하는 시

스템이다. 스 식은 가스식에 비하여 취반공정이 간단하여 가동비용이 약 

25% 약된다. 이 공정도 조미액 주입 컨베이어, 냉각 장치 등을 부착하여 

여러 가지 가공 밥류를 만들 수 있다. ③번의 무균포장밥 생산 공정 시

스템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가장 경제 이며 밥

맛을 좋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사용하는 포장용기는 이미 성형

된 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체로 무균포장밥은 토르트밥보다 밥맛

이 훨씬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의 취반 시스템에서 요한 기술

 포인트는 밥맛을 좋게 하는 취반기술과 식미의 보존 유지기술이며 이는 

포장 시스템의 선정과 매우 한 계가 있다. 

2. 죽류 가공연구

  죽은 다른 통음식에 비하여 무척 용도가 다양하며 조선시 에는 일반

화된 음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죽은 주재료가 곡물이지만 다른 식품

소재를 첨가함으로써 풍미를 새롭게 하 는데 양학  열량 면에서는 

100g당 30-50kcal 정도로 밥류의 1/3-1/4의 수 이다. 무엇보다도 죽은 우

리 민족에게 정서 인 의미를 가져다주는 표  통음식이라고 할 수 있

다. 을 기본으로 한 통죽류는 첨가소재에 따라 약 120가지가 조사되어 

있다. 

  죽은 을 이용한 가장 기본 인 조리·가공방법으로 입상의 곡물에  

량의 5~10배의 물을 붓고 오랫동안 끓여 성을 지닌 유동성의 음식으

로 소화가 매우 잘 된다. 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 죽은 노인식, 유

아식, 환자식, 보양식, 아침식사 용식, 간식, 별미식  다이어트식 등으

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보통 죽의 에 지 함량은 200㎈ 정도이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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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목 으로 하는 죽은 그 종류에 따라 차이가 커서 팥, 복 등이 들어

간 것은 에 지 함량이 높은 반면, 은 양의 만으로 만든 미음 등은 아

주 낮다. 죽에 한 연구보고는 느타리버섯과 미를 이용한 즉석죽 제조

조건의 최 화  수입 과 국산 추청 로 제조한 죽의 품질 특성 비교 등 

몇 편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첨가소재를 이용한 노

인식, 건강식으로서 죽류의 연구개발과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진

행 이다. 

  시  죽제품에서 특징 인 개발 기술은 첫째, 인스턴트화가 강조되고 있

다는 과 둘째, 포장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 셋째, 죽제품에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을 들 수 있다.  가공식품에 가장 

극 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을 심으로 무균포장밥의 성공을 토

로  가공식품을 더욱 발 시켜 무균포장시스템을 이용한 죽제품을 선보

다. 이는 유통기간이 6개월 정도로 해외 수출 시 유통기간이 문제되지 

않아 앞으로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죽제품은 ‘食에 의한 건강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체 매출 신장 

속도가 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일본의 죽류 제품형태는 우리와 기본 으

로 다르다. 일본의 죽제품은 크게 4가지로 나  수 있는데 ①흰죽(白粥), 

② 미죽, ③잡탕죽, ④기타류로 구분된다. 이  잡탕죽이라 함은 일본의 

특징 인 죽 형태로 조우스이(雜炊:そうすい)라고 칭하고 주로 해산물, 버

섯류 등이 밥과 혼재되어 조리된 죽 물성을 지니는 제품이다. 기타 죽제

품에는 고구마죽, 단팥죽, 차죽(茶粥) 등이 있다. 재 생산 업체 수는 약 

40여 업체로 악되고 있다. 한 죽제품  액상형태의 미죽과 흰죽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죽제품이다. 

3. 떡류 가공연구

  떡의 종류는 약 240여 가지나 되는데 이것은 한국만이 지니는 고유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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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음식 형태인 것이다.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는 떡, 치는 떡, 빚는 

떡, 지지는 떡, 술로 부풀리는 떡으로 나 다. 이 에서 술로 부풀리는 떡

에 표 인 것은 증편이다. 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떡국용 떡의 모양

은 편 모양인데 이를 제주도 말로는 곤떡이라고도 하며 시 에 유통되고 

있는 흰떡을 지칭한다. 재 흰떡을 뽑을 때 스크루 방식의 압출성형기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떡국용 흰떡은 원래는 명  때(구정)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었으나 제조

공정  유통공정 등의 가공기술의 발 으로 6개월간의 유통기간을 가져 

최근에는 계 식품에서 벗어나 일 년 내내 소비될 수 있는 품목으로 발

하 다. 건조 흰떡은 원래 흰떡의 장성이 시간 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

므로 압출성형 공법으로 가수 복원성이 우수한 즉석 흰떡을 만들어 유통 

안 성을 갖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건조 흰떡의 제조공정은 처리 공정과 

압출성형 장치에 공정 노하우가 있다. 재는 떡국 떡 등의 떡류는 6개월 

정도 냉장 유통되고 있으나 1년 이상으로 유통기간을 연장하려는 연구가 

진행 이다. 한편 흰떡을 이용한 떡국을 상품화하는 방식은 역시 냉동식

품의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한과류 가공연구

  한과류  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은 유과와 다식이 있는데 주로 

유과 가공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며 소비량도 많은 실정이다. 유과 가

공 기술에 한 연구로 멥 과 찹  품종별 유과 제조 특성에 한 연구를 

비롯하여 꽈리치기 공정과 반데기 제조공정의 연속공정화  표 화, 장

성과 팽화방법 개선  장성 향상을 한 질소 체 포장방법 등에 한 

것이 보고된 바 있다. 그 밖에 찹 의 최  수침시간과 익힌 찹 의 교반

정도, 부재료인 청주와 콩의 최  첨가수 을 비교검토를 통한 통 강정 

제조방법의 표 화와 산자 제조 시 침수공정이 원료찹 의 도와 팽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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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과는 80여종이 있으나 크게 강정, 산자류 등 7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근래 이들 한과의 소비자 반응을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것의 순서

는 약과〉산자〉강정 순이었고 특히 40세 이상에서는 기호식품으로 선호

도가 높았다.

  한편 의 스낵 식품으로의 이용은 미국이나 국에서도 검토되어 그 가

능성을 제시하여 뻥튀기 제품이나 기름 튀김 제품 혹은 빵 등이 제시되고 

있어 유과의 연구 개발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편, 산패방지를 하여 건

조된 유과 반데기를 팽화시키기 한 방법으로는 모래를 이용하는 방법, 

기름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공기 팽화 

 마이크로 에 의해 팽화시키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한과의 화 

 세계화를 해서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은 정 항산화제의 처리에 

의한 산패 방지 기술, 강정류의 상온유통이 가능한 결착제 개발, 품질향상 

 비유탕(non-frying) 방법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 량생산을 한 기

계장치  자동화 생산 체제 구축 등이 있다. 

   한 을 이용한 과자  빵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과자는 처음에는 조직감이 매우 딱딱한 형태로만 출시되다가 근래에 

들어서 부드러운 형태의 과자도 선보이고 있다. 빵 제조는 가루와 

달리 가루에는 루텐이라는 성분이 없어 반죽물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있었으나 제조방법 등을 달리하여 루텐을 첨가하거나 루텐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어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선보일 

정이다.

5. 술류 가공연구

  우리의 통 술은 곡주가 기본으로서  등의 곡물을 익힌 것을 발효시

켜 알코올 성분이 있도록 만든 것이다. 최근에 각 을 받고 있는 민속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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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해주, 문배주, 소곡주, 이강주, 동동주, 안동소주 등 46종이 정리되어 24

종 이상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 으로 통주를 발굴하

여 산업화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 이다.

  막걸리의 경우 술을 빚어 맑은 술을 떠내면 청주요, 그 로 거르면 탁주

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멥 과 가루 룩으로 빚은 것을 막걸리라 하

며 찹 을 쓰면 찹  막걸리가 된다. 한 이를 증류하면 곧 증류식 소주

가 나오는 것이다. 증류식에서는 사용 원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향취가 달

라지는 것이다. 과 련한 통 주류는 약 200여 가지가 된다. 이는 고문

헌으로 해오는 통주의 략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술은 

기본 으로 을 원료로 하여 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면류 가공연구

  을 이용한 면류가공은 처음에는 라면 등에 가루 체 소재로 가루

를 첨가하는 수 으로 출발을 하 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면류 제품이 

생산 매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국수(Vermicell)의 외식산업 진출로 

국수가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면서 컵라면 형태의 제품까지 출시되고 잔

치국수 형태의 국수도 개발되어 매량이 속도로 신장하고 있다. 국

수의 특징은 일반 면류에 비해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지며 가루에 알 르

기가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식품으로 각 받을 수 있다. 일반 인 

국수(즉석면류)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된 국수 련 특허(6

건)를 분석한 결과, 가루 제조조건, 배합비, 공정개선 등에 한 내용이 

부분이었으며 일반 인 공정(반죽, 혼합, 압출 는 압연, 면 형성, 스

증자, 냉각, 단, 건조, 포장순서)은 이미 정립된 상태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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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루 가공연구

   가공식품의 가장 기본 인 소재인 가루 가공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그동안의 가루의 가공연구는 습식제분의 품종별, 제분방법, 입자

크기  분손상도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가공제품 소재인 

가루는 부분 롤 을 이용한 80~120mesh 수 으로 가공물성이 단순하

여 가공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류분쇄기술로 

500mesh 정도로 가공제품의 편의성 부여를 해서는 미세 기술 개발  

 가공제품의 품목별에 따른 물성을 달리한 다양한 가루에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특히 가루는 가루에 비하여 가공 성이 떨어지는 측면

이 있어 가루의 믈성개선 등을 통하여 가루의 가공 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가 매우 시 히 필요하다. 한  가공제품은 가루를 체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신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품목별에 

따라 가루의 특성을 달리할 수 있는 가루가 제조되어 제품에 따라 최

의 물성 조건을 확립할 수 있는 연구가 선무이다. 

  일본 역시 가루의 물성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기술을 확

립하려는 추세이나 근본 으로 의 분자구조  길이에 따른 물성변화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미세 분쇄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가공

기술의 연구개발이 시 히 요구된다.  소재화 기술과 련하여 일본은 

기류분쇄 방법들을 이용하여 500mesh까지 가루를 제조하여 빵이나 떡 

등에 활용하고 있고, 국내도 최근 일본 가루제조설비를 도입하여 빵 

등이 제조되고 있으나 원료가격이 높아 량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일본의 가루 가공 공장에서도 동일한 실정이다. 일본

의  주 생산지인 니카타 의 니카타 제분에서는 다양한 가루를 생산하

고 있으며, 크게 일반습식제분과 효소처리 제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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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가공식품 생산 실태

  일본 농림수산성은 ·보리 가공식품을 분류하여 주요한 품목에 해서

는 주기 으로 동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콩, ·보리· 보리 등 주원

료에 따른  가공식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품목에 해서는 

생산동태를 조사하여 산업 통계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서 동태조사를 하는 품목은 가공 밥, 포장모 , 가루, 과자, 미소(된

장), 간장, 빵, 비스킷, 리믹스17, 면류, 마카로니류, 빵류, 가루 분 등이다. 

  과자 생산량은 연간 20만 톤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화과자의 

원료로 활용되는 가루는 10만 톤 내외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포

장모 의 생산량은 최근 10년 동안 5만 톤 수 에서 생산되고 있다. 가공

밥의 경우 최근 생산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계  특색을 살린 상품, 

식재료와 밥을 혼합한 상품 등 식생활의 간편화에 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즉석밥의 소비 확 에 향을 미치고 있다.

16 니혼(日本) 학교 생물자원과학부 구보타 유미(久保田裕美) 교수가 작성한 원

고를 요약하 다.
17 리믹스(premix)란 조리에 필요한 원료를 미리 혼합하여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을 말한다.



일본의  가공식품과 가루 산업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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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일본의  가공식품 분류

  자료: 농림수산성 ｢2007년 ·보리 가공식품 생산동태 통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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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보리 가공식품의 생산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2009년 ·보리 가공식품 생산동태 등 통계조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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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루 가공산업 황

  식생활변화와 가공용 수요 변화 등 시장 변화에 일본의  생산이 

히 응하지 못하여 식량자 률이 하되고 있으며, 은 자  가능하지만 

인구의 감소와 1인당 밥 용 수요의 감소로  소비는 지속 으로 감소될 

것으로 상되는 등  생산기반이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

기 해 일본 정부는 논의 60%를 밥 용  재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밥

용  이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콩 등 상

으로 자 률이 낮은 농산물을 재배를 확 하거나, 가루(米粉)용 이나 

사료용  재배를 확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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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일본의 1인당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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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입  비 은 86%이고, 연간 약 500만 톤의 을 수입하고 있

으며, 수입 의 10%인 50만 톤을 가루로 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이 경우 약 10만 ha의 논에서 가루용 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구체 으로는 빵용  수요의 1%, 우동용  수요의 70%, 

기타 면용 수요의 5%, 과자용  수요의 21%, 가정용  수요의 7%를 

가루로 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0년 가루용 은 약 4,800ha에서 약 2만 7천 톤이 생산될 것으로 

상된다. 정부가 빵  면 용 가루에 해 이용 진을 도모하고 있으

며, 지역  소기업의 노력에 더하여 최근 기업의 극 인 참여가 이

어지면서 가루 시장이 확 되는 추세에 있다. 한 2010년 3월 각료회의

에서 식료·농업·농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가루용 의 생산 

목표를 50만 톤으로 결정하 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미분제조업자가 사용한
원료미 물량(2003-2008)

미분용 쌀 생산량
(2008-2010)

그림 8-4.  가루용 의 시장규모 추이

  최근 형 편의 에서 가루 빵을 출시하고, 형 제과업체에서 가루 

스넥, 가루 이크를 제조하고, 형 식품제조업체에서는 가루 함유 

인스턴트 라면을 출시하는 등 형 식품 련 업체에서 가루 이용 제품의 

매를 확 하고 있다. 한 형 패 리 스토랑에서도 가루 빵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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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지방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시작된 가루 이용 운동이 기업의 참

여에 힘입어 빠르게 확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5일의 학교 식  3일에 밥을 공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주  2회의 학교 식에는 밥이 아닌 빵 등이 공 되고 있다. 

학교 식에 공 되는 빵에 가루를 사용하는 운동이 개되고 있으며, 

가루 빵을 도입하는 학교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쌀가루빵 급식학교 수

0% 20% 40% 60% 80% 100%

2004

2005

2006

2007

2008

29%

26%

25%

19%

4,067

6,063

7,836

8,067

8,960

27,835

25,599

23,640

23,295

22,180

그림 8-5.  일본의 1인당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조사.

  가루 소비 확 를 해서는 가루 생산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가

루는 겉부분이 딱딱하여 가루를 내면 입자가 곱지 않고 가루와 같은 미

세제분이 어려워 가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루의 가공 성을 

높이기 하여 새로운 제분 기술을 개발 보 하여 미세 제분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가공식품과 가루 산업70

 기존의 쌀가루        밀가루      새로운 쌀가루

그림 8-6.  새롭게 개발된 가루의 특성

 

3. 일본 정부의 가루 가공산업 육성정책

  일본 정부는 가루 이용을 진하기 해 2009년 7월 미곡의 새로운 

용도의 이용 진에 한 법, 가루용 등 용도 한정 미곡에 한 규칙

(2010년 4월 시행)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 가루 처리가공시

설 정비 사업, 신규 수요미 생산제조 련 정비사업 등을 통해 가루 산

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용도의 미곡에 해 생산에서 가

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 으로 개선하기 한 사업 계획을 수

립하여 농림수산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새로운 용도

의 미곡 가공품에 합한 벼의 신품종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개하고 

있다.

  가루 이용 진과 련된 일본 정부 정책의 핵심은  농업인, 제조업

자 등의 제휴를 통해 생산·유통·가공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공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해 생

산제조 제휴사업계획 는 신품종 육성계획을 미곡 생산자와 미곡가공품 

제조업자, 신품종 육성 사업자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 장

의 인정을 받은 후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계획

이 인정받게 되면, 농업 련 자 의 상환기간 연장, 신품종 특허 출원료 

 등록료 3/4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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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유용한 활용과 식료의 수급 안정 확보

미곡의 새로운

용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수산부 장관 신품종 육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품종 육성계획

생산제조 제휴사업 계획신청

인정

인정

신청

생산자 제조업자 촉진사업자

그림 8-7.  가루 가공산업 육성을 한 정책체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 외에도 민간 차원에서 가루 소비를 진하기 

한 다양한 활동이 개되고 있다. 일본의 식량자 률 향상을 한  국민

운동 ‘일본식품활동(food action japan)'의 일환으로 가루 소비를 진하

기 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루와 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 가

루 클럽’을 결성하고 가루 소비 확 를 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가

루 클럽은 가루에 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루 소비 증 가 식량자

률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해 공동 

마크를 활용하여 홍보 등의 매 진 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해 련 기  간의 정보 교환을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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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의 R10 로젝트>

  식량자 률 향상을 해 가루 소비량의 10%를 가루로 체하자

는 R10(Rice Flour 10% Project)는 니가타 에서 시작되어 국으로 

확산되었다. 니가타 은 일본  생산량의 31.9%를 유하고 있으며, 

과자 제품 출하액의 51.5%를 유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주

산지이다.

  일본의 식량자 률이 40% 수 으로 조한 요인의 하나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빵, 면, 서양식 과자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 소비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밥을 먹자’라고 호소를 하더라도 식생

활이 서구화된 상황에서 실 으로 밥을 통해  소비를 확 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루 신 가루를 사용

하여 재의 식생활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자 률을 제고하

는 것이 효과 이라는 단하에 R10 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니가타 은 의 주산지로  수요 확 를 해 1970년 부터 가

루 제분기술 개발을 한 노력을 시작한 바 있다. 한 2003년부터 학

교 식에 가루 빵을 도입하여  내 등학교  60%의 학교에서 

가루 빵을 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니가타 의 노력이 일본 

내에서 인정받으면서 2008년부터 니가타의 R10 로젝트가 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루에 한 소비를 지속 으로 확 하여 가루의 10%를 가루

로 체하기 해서는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공에 합한 품질

의 가루를 생산하기 해서는 품종개발과 가루 제분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과의 가격차를 해소하기 한 생산  가공 과정의 구

조 개선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루에 한 신

규 수요를 지속 으로 창출해 나가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  론  제9장

1.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

1.1. 쌀 수급구조 측면

   생산량은 최근 재배면 과 작황의 변화에 따라 440～500백만 톤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8년 25만 

톤을 과하고 있다. 식량용  소비량은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9년 약 

3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주조용을 포함한 식용 가공에 소요된 

은 약 35만 톤으로 추산된다.

  한국가공식품 회의 가공용  공  실 에 의하면, 가공용 의 55%는 

떡  면류 생산에 활용되며, 탁주  약주 생산에 15%, 가루 생산에 

12%, 과자 생산에 6% 활용되었다. 2008년 기  정부양곡의 단가는 

1,974kg/원, 수입  단가는 622kg/원으로 제분용 의 CIF 가격 493kg/원 

보다 높아 이 보다 단가가 높다. 이는 식품제조업체가 을 원료로 한 

과자, 빵, 면 등의 가공식품의 생산을 확 시키는 장애요인 의 하나이다.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공 량에 비해 식량  가공식품, 주조용  등 

식용  수요량이 어, 수 구조 개선을 한 책이 필요하다. 식량용  

소비가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가 

확 되어야 의 과잉공 에 효율 인 응이 가능하다. 떡, 주류 등 을 

주원료로 활용한 가공식품의 소비 확 와 함께 가루를 가루로 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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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수입 의 10%를 자국에서 재배

된 가루로 체하자는 운동이 니카다 에서 시작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

진되고 있다18.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기반 확 를 해 가루를 국내

산 가루로 체하려는 노력은 유의미할 것으로 단된다. 다만  상황

에서는 가루가 수입 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루에 비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루 생산 단가를 낮추는 다각 인 방안과 함께,  가공품에 

한 소비자 선호를 확 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2. 쌀 가공산업의 구조 측면

  2007년 산업연 표에 의하면 빵  곡분과자 산업, 기타식료품, 기타주

류 등의 순으로 을 소비하는 규모가 크며, 국산 의 공 비가 상 으

로 높다. 국수류의 경우에는 타 산업에 비해 의 활용도가 낮으며, 기타주

류 산업에 투입되는  공 액의 50%는 수입 이다. 식재료  의 비

은 빵  곡분과자 산업이 14%, 국수류 산업이 0.4%, 기타식료품 산업이 

9%, 기타주류 산업이 25%이다.

  떡류 제조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탁주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

업체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종사자 수 측면에서도 떡류 제조업체

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탁주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의 종

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가공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의 수가 히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떡류 제조업체

의 99%, 탁주  약주 제조업체의 95% 수 이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이다.

   가공업체는 의 품질을 시하여 국산 의 사용 비 이 상 으로 

높으나, 국내산 의 원가가 높아 수입 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

다.  가공업체가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원료곡을 구입하는 비 은 20% 

18 가루를 활용한 일본의  가공식품 산업에 해서는 부록에 상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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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으로 원료곡의 80%는 벤더, 도매시장, 유통센터, 수입 등을 통해 조달

하고 있다. 직거래로 원료곡을 확보하는 경우 직  생산은 3.6%에 불과하

고, 사 에 거래량, 거래시기, 거래 액 등을 계약하는 계약생산의 비

은 53.6% 으며, 수시로 1회성 거래를 한다는 비 은 42.8%에 달했다. 수

시로 1회성 거래를 하는 이유로는 원료곡 매입 규모가 계약이나 직  생산

이 필요치 않을 수 으로 작고, 시 에서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 비교  용

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식품제조업체와 산지 생산자 조직 

간의 연계를 높이기 해서는 작황에 한 측, 손실 발생을 완화한 수 

있는 방안 등 거래량이나 거래단가의 변동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산지의 품질 리 체계 강화, 가공에 합한 품종 개발 등에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3.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측면

  떡, 과자, 주류, 빵류, 면류를 주 1회 이상 구입하는 소비자의 비

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의 52.5%가 떡류의 구입에 

해 만족하 으나, 과자류 14%, 면류 12%, 주류 9.6%, 음료류와 빵류 각

각 2.7% 등 반 으로는 구입에 만족하는 비 이 높지 않아 새로운 상품 

개발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소비자가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건강에 유익할 것 같

다는 응답이 58.9%를 차지하고 있다. 맛이 더 좋다는 응답은 30.4% 으며, 

 소비 진 운동에 동참한다는 비 이 7.1% 다.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

는 가정에서 건강에 유익하여  소비를 한다는 답변이 3%p 높게 나타난 

것은  제품의 소비와 건강을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선호가 

반 된 것으로 단된다. 소비자의 87.6%가 가공품의 원산지가 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76%는 구입 시 국내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안 성(59.6%)과 품질(23.4%)를 요

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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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발을 원하는 가공식품으로 면류(24.4%), 빵류(24%), 과자류

(19.3%) 등을 선호하고 있다. 한 이들 3가지 품목의 경우 모두 향후 소

비를 늘이겠다고 답변한 소비자자의 비 이 60% 넘었다. 소비자는 가공

식품의 소비확 를 해서 한 가격(42.9%)과 다양한 제품(21.1%)의 

 가공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여건이 충족되면 을 주원료로 한 빵, 과자, 면류의 시장 유율

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해서는 국내산 의 공

단가를 낮춘 수 있는 다각 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한  가공품

의 맛, 가공방법 등  가공품 고유의 특성을 살린 신상품 개발을 해서

는 연구개발의 강화가 요구된다.

2.  가공산업 당면 과제

2.1. 안정적인 원료 수급

  제조업체에 한 조사에서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입산 을 사용한다

는 답변의 비 이 높았으며, 소비자 조사에서도  가공식품의 소비확 를 

해서는 정한 가격 의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비 이 높았

다. 이는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 의 원료곡

이 공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입 의 경우에는 최소시장 근 원칙에 의해 비교  안정 인 물량이 

지속 으로 공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수입 은 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국내산  단가의 1/3 수 에 불과하다. 국내산 의 경우에는 최

근 과잉생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공 량은 안정 이라 할 수 있으나 단

가가 높아 제조업체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

  국내산 의 공 단가를 낮추기 해서는 가공용으로 합한 다수확 품

종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으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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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가 요구하는 수 으로 확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비록 

생산연도가 많이 경과한 이긴 하지만 긴  방출 시 수입  수 의 단가

로 공 되고 있다. 이때의 단가는 다수확 품종 의 단가보다 낮은 수 이

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자율 인 다수확 품종의 계약재배 확 를 주 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즉, 계약재배한 다수확 품종보다 정부의 긴  방출 미곡

의 단가가 낮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상 으로 손실을 본다고 인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렴한 가격의 안정 인 국내산 의 공 을 요구

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신상품을 출시하기 해서는 연구개발 비용은 물론 

생산 공정 련 설비 등 지 않은 신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산 의 공 가격이 수시로 변경된다면 제조업체가 신상품 출시를 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이다. 반면 생산 측면에서는 국내산 의 과잉 

공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잉공 된 을 가공용으로 상

으로 렴한 단가에 공 할 수 있는 장기 책이 요구된다.

2.2. 쌀을 원료로 한 상품 다양화

  소비자들은  소비 확 를 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이 출시되어야 한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떡류는 소포장·냉동떡 등 편의성이 높은 

상품, 다양한 곡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가공식품에 한 구매 만족도에서 유일하게 떡류가 50%를 넘

어선 것도 이 같은 상품의 다양성과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반면 떡류를 제외한  가공품은 상품의 종류가 제한 이다. 을 주원

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빵, 면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가공식품을 통한  소비의 확 를 해서는 이미 다양한 상품이 형

성되어 있는  가공식품의 원료를 가루로 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루의 10%를 가루로 체하는 사

업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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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으로는 소비자들이 익숙한 상품에 의 일정 비율을 로 체함

으로써 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 이라 

단된다. 가루의 일정 비율을 로 체하는 것은 가루의 공  단가

를 정한 수 으로 낮출 수 있다는 비교  용이하게 을 가공식품 원료

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루의 공 단가를 낮추기 해서는 원료

곡의 공 단가를 낮추는 것과 함께 효율 인 가루 가공기술이 개발·보

되어야 한다.

  장기 으로는 가루 고유의 특성을 살린  가공식품의 개발이 필요하

다.  과자에 한 컨조인트 분석에서 소비자는 굽는 방식의 과자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 을 주원료로 개발된 굽는 식의 과자

는 룽지 정도로 개발된 상품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루를 활용하여 소

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공식품 시장의 확

를 한 당면 과제 의 하나이다.

2.3.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대

  소비자들이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 선호를 유지·

증 시키기 해서는 의 유익함에 한 객 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것이 요하다. 막걸리에 포함된 생효모가 건강에 이롭다는 인식이 

확 되면서 막걸리의 소비가 진된 사례는 객 인 정보 제공을 통해  

가공식품의 소비를 확 시켰던 사례 의 하나이다.

  이 양학 으로, 는 의학 으로 어떤 이 이 있는 식품인지 객

인 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이니 몸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학 인 근거를 가지

고 의 소비 확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  자체의 특성과 함께 

이 떡, 면, 과자, 빵 등에 활용되었을 때 어떤 이로운 이 있는지를 과학

으로 규명하고,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공식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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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지속 으로 확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2.4. 소규모 쌀 가공산업의 구조개선

  떡류, 탁주 등  가공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부

분을 차지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떡류 가공업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업체의 수가 93%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확 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비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자 업 수 의 소규모 사업

자들이 경 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개선 방향이 설정되어

야 한다. 즉, 기업 심의 산업 구조에서와 같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

별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의 구조 개선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단된다.

  소규모 제조업체 간의 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반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책이 요구된다. 소규모의 개별 사업체에서 추진하기 어려

운 연구 개발이나 홍보와 같은 역의 사업을 상호 력을 통해 해결해 나

가는 방식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상호 력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양질

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소규모 사업체 심의 산업 구조하에

서도 지속 인 발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5.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가공식품에 비하면  가공식품의 기술 수 은 발 이 미흡한 수 이

다.  가공식품의 경우 서양의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국내에서도 식품 

기업이 시장을 확 하면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

어 있다. 반면  가공식품에 한 연구개발은 일부 기업에서 부분 으

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연구기 이나 문 연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통 식품의 화 등 수공업 으로 용 가능한 기술에 비해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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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합한  가공기술의 개발은 더욱 부족하다.

  최근 가루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가루의 가공 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기술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의 가공 성

(processing quality, 加工適性)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

다. 그 방법으로는 우수한 가공 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

으며, 가루에 당한 첨가제를 가하거나, 새로운 가공 방법을 개발할 수

도 있다. 다만 이처럼 의 가공 성을 높이는 기술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기반 기술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3.  가공산업 발  략

3.1. 쌀 가공식품 시장 전망과 발전 방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는  가공식품이 건강에 유익할 것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가공식품에 한 소비를 확 할 계획을 세

우고 있다. 한 소비자의 국내산 에 한 심과 선호는 높은 수 이며 

국내산 이 안 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가공식품의 소비 확 를 해서 소비자는 한 가격 에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이 공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가공식품 시장의 확 와 련하여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

루 산업 활성화 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수 구조 개선을 

해 식량용 의 재배 면 을 논의 60% 수 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40%의 

논에 가루용  등을 재배하는 정책을 추진 이다. 가루 시장의 확

를 해 제조 공정의 효율화, 가루용 품종 보 , 가루 소비를 한 국민

운동 등 다각 인 노력을 개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식품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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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루의 소비기반이 확 되고 

있다. 학교 식에서도 가루를 활용한 빵의 식 비 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소비 기반 확 를 해서는 기존 밥  시장을 유지하는 것과 함

께 다양한  가공식품 시장 개척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

이 요구된다. 한 가격 의  가공품에 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

기 해서는 국내산 가공용 의 공 단가를 낮추기 한 노력이 요구된

다. 안정 인 원료 공  기반이 확보되어야 규모 식품제조업체의  가

공식품 생산을 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빵, 과자, 면 등의 식품에서 

의 활용을 진하기 해서는 효율 인 가루 공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

다. 떡이나 탁주와 같이 을 주원료로 한 상품의 소비를 진하는 것도 

의 소비기반을 확 하기 해 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소

비 기반을 확충하기 해서는  가공식품 개발과 련된 연구개발이 다각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공식품의 다양한 장 을 연구

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의 소비기반을 안정 으로 확 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3.2. 가공용 쌀 공급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

  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개발과 출시를 진시키기 해서는 가공용 

에 한 장기 공 계획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국내산 을 사용한 가

공식품을 선호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의 소비 확 를 한 우선 인 과

제로 한 가격의 상품이 공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08

년 기  국내산 정부양곡 의 단가는 수입 에 비해 3배, 제분용 의 4

배에 이르러 시 가보다 낮은 정부양곡을 활용하더라도 가격 상승의 요인

이 큰 실정이다.

  2010년, 2005년 국내산 을 280원/kg에 긴  처분하는 등 가공용  소

비를 확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시장의 안정과  가공식품 산업의 활

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식품제조업의 입장



결 론82

에서는 국내산 의 공 이 긴 처분 방식의 단기 책에 의존한다면, 안

정 인 경 이 어려워 국내산 을 활용한 식품개발  생산을 주 하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산 가공용 의 공 에 한 

정부의 장기 책이 발표된다면 식품제조업이  가공품의 개발과 출시

에 한 장기 계획 수립을 진할 수 있다.

  단기 으로는 국내산 의 과잉 생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망되므로, 

과잉 생산된 을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정부에서

는 단기 으로 수요량을 과하는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가

격을 안정시키는 계획을 발표하 다. 하지만 단지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은 

재고 부담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 격리한 을 가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재고 리 비용을 감하고,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

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행과 같이 정부 양곡의 장기 보 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

시 으로 긴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정부양곡을 가공용으

로 방출하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수입 의 공 량과 단가 수 은 측

이 가능하므로, 가공용 국내산 의 공 량과 단가가 측가능하면, 식품

제조업체가 장기 계획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을 진

할 것이다.

  장기 으로는 가공용 국내산 의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계획 수립이 요

구된다. 재 국내산 의 공 과잉이 문제로 두되고 있어, 다수확 품종 

재배를 통한 가공용 의 생산단가 인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생산단가가 낮은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더라도 그 생산단가는 

정부의 가공용  공 단가보다 높을 것으로 상하기 때문에 가공용 의 

규모 수요자의 다수확 품종의 계약재배를 진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

로 단된다. 하지만 장기 으로 국내산 의 수 이 안정화되는 시 에서

는 다수확 품종을 활용한 가공용 의 공 을 한 연구개발, 생산 등의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한 다수확 품종 외에도 가공식품 생산에 합한 품종 특성을 갖는  

품종의 개발과 보 이 필요하다. 탁주 생산에 합한 설갱벼나 즉석밥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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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합한 주안벼와 같이 과자, 빵, 면에 합한 품종 등 식품 가

공에 합한 품종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은 장기 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3.3. 양질의 쌀가루 공급 체계 수립

  주류 제조업은 원물 형태의 을 이용하지만, 부분의  식품제조업은 

간재인 가루를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떡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방식에 따라 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떡류 제조업은 

을 가루로 만들어 떡을 생산하고 있다. 빵, 과자, 면 등 재 가루를 주원

료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에서 을 활용하기 해서는 가루를 체할 수 

있는 품질의 가루가 공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가루 공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식품제조업 반의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은 과는 다른 제분 공정을 필요로 하므로 가루 생산에 합한 제

분기술의 개발·보 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미 습식제분, 반습식 제분 등 

다양한  제분 방법인 상용화되고 있다. 이들의 가공방법별 품질 특성, 경

제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가공식품 생산에 합한 가루 공정을 

보 이 필요하다. 가루 생산에 비해 2배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가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에 직결

되는 요소이다. 

  한 가루의 차별화도 가루의 경쟁력 제고에서 요한 요소 의 하

나이다. 반습식제분은 제분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생산  유통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습식제분에 비해 가루의 가공 성이 양호

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이다. 따라서 습식제분으로 

생산된 가루를 차별화된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 반습식제분으로 

생산된 가루의 가공 성을 높이기 한 첨가물 배합 등 양질의 가루 

생산을 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양질의 가루 생산 체계가 수립되면, 가루가 제조업은 물론 외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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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루를 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재 가루는 

 가공식품 제조과정에 간재로 투입되고 있으나, 가루를 체할 수 

있는 최종 소비용 가루가 출시된다면, 외식용  가정용 가루를 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가정용 소비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가

격에 한 민감도가 상 으로 낮으므로 가루의 가루 체 효과가 상

으로 클 것이다.

3.4. 떡류와 탁주류의 소비 촉진

  떡류와 탁주류는 의 원료 활용 비 이 상 으로 높은 산업으로 이들 

제품의 소비 진은  소비 확 와 직 으로 연계된다. 떡류는 국내산 

원료의 활용비 이 상 으로 높고, 탁주 역시 2010년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국내산 의 소비 확 에도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떡류와 탁주류 제조업의 구조 특성 상 이들 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별 업체 차원의 소비 

확 를 한 연구개발, 소비 진을 한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

다. 형 기업체에 의한 신상품 개발이나 자사 랜드 고가 떡류나 탁주

류 시장의 확 에 일정한 기여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보다는  시장 내

에서 자사의 유율 확 에 기여할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어 해당 시장 자

체의 확 에 기여하는 효과는 낮을 것이다.

  생산자 조합을 통한 자조 의 조성, 무상표 고(generic advertising), 보

편 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개발 등이 떡류와 탁주류 소비 진과 시장 확

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 인 수단으로 단된다. 생산자 조합이 결성, 자

조 의 조성 등 자구 인 노력을 진하기 해서 정부차원에서 사업 기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무상표 고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떡류와 탁주류의 장 에 

한 객 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탁주류의 경우 햅 을 활용한 막걸리(막걸리 보)의 표시 기 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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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햅  막걸리의 생산과 햅 의 소비 진에 기여할 것이다. 막걸

리 소비가 확 되면서, 차별화된 막걸리의 일종으로 햅 을 활용한 막걸 

리가 출시되고 있으나, 이에 한 기 이 없는 실정이다. 햅  막걸리에 

한 표시 시 을 제정하고 햅  막걸리의 출시를 진하여 햅  소비를 확

한다면, 출하시기  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5. 쌀 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 제공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59%는  가공식품 구매의 이유로 건

강에 유익할 것 같다는 을 꼽고 있다. 반면  가공식품의 유익성에 

한 객 이고 과학 인 연구 실 은 부족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공식품의 우수한 을 발굴하기 한 다각 인 연구 활동이 요구된

다.    가공식품의 성분 분석, 서양 의학  근, 한의학  근, 식

생활 측면의 근 등 과학·의학·생활문화 역에서 포 인 근을 통해 

 식품의 우수성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의 우수성이 잘 발

된 식품, 조리방법 등에 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공식

품의 소비확 에 기여할 것이다.

3.6. 쌀 가공식품 관련 연구개발 확대19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부분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독자 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

의 연구개발 지원 책이 필요하다.  식품의 우수성 발굴, 양질의 가루 

19  가공식품의 연구개발 부분은 한국식품연구원 석 지역특화산업연구단장

의 원고를 기 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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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체계 등의 기  부문의 연구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 연구개발을 독자 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제조업체를 한 

응용 부문 연구 개발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루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공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반

습식 가루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량생산  다양화 제조설비 개발이 요

구된다. 산 , 수입 , 재고 , 쇄 , 부산물 특성 조사  활용방안 연구

를 통한 가공용도별 가루 리믹스 개발 등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양

산 가루의 가공생산 비용 감 기술 개발 역시  가공식품의 경쟁력 제

고를 해 필요하다. 가루의 상품화를 한 품질기  설정  습식 가

루의 온유통체계 연구도 필요하다. 반습식 가루 량생산 제조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떡류시장 확 를 

한 유통기간 연장  노화억제 기술이 필요하다. 청소년층 기호에 합한 

떡류(냉동떡 등) 개발이 필요하다. 떡류 편 의 가공식품에서 다양한 형태

별 제품개발이 요구된다. 의 가공 성을 높이기 해 루텐 체 소재를 

함유하는 벼의 육종 연구, 가루 체 가공기술 개발, 면류 조리 특성 개

선 연구 등이 필요하다. 특히 발효 신소재를 이용한 기능성음료 개발,  

유래 기능성 소재 량 분리, 추출기술 개발 연구, 미강류를 이용한 마가린

제품 개발 연구 등은  가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 양학  우수성에 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의 

양학  우수성에 한 생리활성 물질 탐색기술이 연구되어야 한다. 유아

들(취학 이 )의 기호에 합한 메뉴와 양실태 조사, 고령화 시 의 식문

화에 합한 밥 식단  가공식품 개발 등도 의 소비 확 를 해 요

한 요소이다. 당뇨 등 성인병 방 는 치료에 합한 제품개발 기술, 치

매 방에 합한 식단메뉴 작성  효능 탐색 기술 등도 연구가 필요하다.

  한 이미 개발되어 용되고 있으나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한 연구도 필요하다. 분·γ-오리자놀·GABA 등  유래 활용소재의 

산업화 방안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 품질개선  컨설  등을 통해 

소기업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록 1

 가공식품 연구개발 발 방안20

   가공식품의 발 인 망을 제 로 하기 해서는 상품으로서  가

공식품이 지니고 있는 문제 들을 먼  냉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분야인 것이다. 그 다면 기술  진보에 의해서 제반의 상황을 극복하

는 방안이 실제 인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체로  가공제품은 매에 

있어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뚜렷한 경향이 있으며, 기호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떡류, 음청류21 등 기호식품의 경우가 심한 편이다. 

  한 그동안  가공식품의 다양한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 품목 수가 

어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성이 있다. 재 가공용 로 가장 많은 수요처

는 떡국용 흰떡과 떡볶이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이들의 용도는 사실

상 주식용으로 부분 이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식분야의 제품을 심으로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주식분야의 활성화는 체 식품산업에도 크게 향을 미쳐 오히려 활발

한 부식류와 기호식의 후속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식품산업은 주식분야의 발 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오

히려 식품분야의 경 구조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20 한국식품연구원 석 박사가 집필하 다.
21 술 이외의 기호성 음료를 의미하며, 을 주원료로 한 음청류에는 식혜, 숭늉, 

미숫가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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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 주식으로서의 치를 굳게 지니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밥의 

가공을 다양하게 개한다면  련 산업의 발 이 진될 것이다. 특히 

학교 식 등 단체 식문제에 있어서 앙공  시스템의 국 인 보 ·확

를 한 정책 인 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를 일정 

수  유지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곡의 안정 인 기반을 다지

는 석이 될 것이다.

   가공식품의 시장 황을 살펴보면  소비량의 지속  감소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신세 의 패스트푸드 선호 등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가

고 있다. 식생활 성향이 결정되는 3～6세 때 주로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교육 경쟁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으

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세 는 경제력은 없으나 많은 용돈제공으로 구

매능력은 높은 편이어서 패스트푸드 시장은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제발 에 따른 생활패턴의 속한 변화로 외식 증가가 한 추세이

다. 여성의 사회진출  독신자 증가로 생활외식 증가, 핵가족화와 주 5일 

근무로 여가생활 확 에 의한 가족외식 증가 등 많은 가사노동이 요구되는 

반찬이 필요한 밥 심의 식사형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새벽 출근과 학생의 새벽등교로 아침결식이 진되고 있으

며 1인당 연간 결식은 17.6회로 20  여성 결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러나 구나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침 용식이 재는 없는 

편이다. 아침 용식뿐만 아니라  가공제품들도 다양하지 못하여 주류, 

떡류  면류 제품이 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

니라 가공제품 생산을 한 생산·가공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가공원료의 

가격 경쟁력도 가루(40,000원/40 kg) 비 약 3배(120,000원/40 kg)로 매

우 취약한 편이다.

   가공 산업의 문제 은 첫째  가공제품은 짧은 라이  사이클(life- 

cycle)과 사후 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기술이  업체의 기술개발 

능력 미흡으로 실용화  기술개선 미진하며 연구비  연구기간 제한으로 

지속 인 사후 기술지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하고 고품질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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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매우 제한 이다. 더불어 체계 이고 지속 인 기 연구의 미흡도 

문제 으로 들 수 있다. 단순  가공수 의 가공제품에 한 연구 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한 조리차원의 연구 과제의 선정수 이 부분이며 

새로운 소재  물성을 갖는 제품에는 기 연구가 필수 인데 기 연구 과

제에 한 투자는 거의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둘째로 원천기술개발  생산 해기술보다 제품개발에 치 하여 기업

체와 차별화되지 못한 제품 개발로 인하여 실용화가 매우 미흡하다. 과다

한 기술이  비용과 신규 시설투자에 한 업체의 비 극성   가공제

품 생산을 한 생산 가공 시스템에 한 연구도 미흡한 편이다. 더불어 

만의 제품개발 시도로 인하여 탄산음료  커피에 어울리는 제품개발이 

무하여 신세 에 부합되는 새로운 제품개념의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세 에 한 의식구조  기호에 한 체계 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세 에도 합한  가공제품의 개발이 실하다. 

  셋째로 간편한 식사 체용  가공제품의 기술개발이 부진하다.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아침식사 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 수

입 을 이용하여 밥류 가공제품 등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품 개

발도 시도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식문화에 어울릴 수 있는 밥과 

과자의 간제품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품 개발을 한 노력이 미비한 형편

이다. 끝으로  연구에 한 지속 인 국가지원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를 들어 인삼  학교 식 등은 운   연구비가 별도 산으로 책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과 련해서는 운   연구비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장기 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 계획에는 반드시 연구 리, 산학연 

동연구  국제 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연구방향을 

과제 제목으로 설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외 정보교류  인  네트

워크 구축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지속 으로 

수행되어 실질 인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주식의 편의화가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국민의 식생활

은 그 나라의 정치 , 사회 , 경제   문화 인 수 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 GNP 15,000달러 시 의 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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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유통산업의 발달로 반 인 국민 식생활 수 이 크게 향상되

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독신세 의 증가 등으로 외식산업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 다. 은 우리의 주식으로 그 소비 형태를 보면 체  생산 95% 

이상이 밥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가공용은 주류를 포함해서 3～4% 내

외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밥은 집안에서 가정주부의 조리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식산업의 증가와 도시락산업, 학교 식을 비롯한 단체

식소의 활성화로 량 취반에 의한 량 공 의 개념을 지닌 앙공 방식

의 형 밥 공장과 상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무균포장밥류의 개발로 

밥류가공업도 식품산업의 요한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밥 산업을 발

시키기 해서는 우선 밥의 량생산을 한 생 인 연속취반시스템

의 확보가 선결이며 합리 인 운 시스템의 확립으로 기존의 세한 도시

락산업  단체 식소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형 밥 공장의 안정

된 운 으로 얻은 량취반  조리 기술에 한 기술을 축 한 후에 각종 

포장밥류의 단계 인 산업화가 바람직하다. 재까지 우리나라의 밥류 가

공 산업은 세한 도시락 산업이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 량취반 설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형 밥 공장이 설립되었고 재는 상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무균포장밥을 비롯한 가공밥류를 생산하고 있어 기존의 냉

동밥과 더불어 차 시장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공식품의 다양한 개발이다.  가공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해서는 가루와 같은 간소재 형태의 제품이 생산되어야 가공식품 회

사와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보여 을 가루로 만들기 한 

정 제분방법이 확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 까지 부분 곡류 가공식

품의 원료는 가루가 사용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거

나 가공업체에서 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습식  반습식 가루 가공

공장 설치가 시 하다. 재는 3～4군데서 반습식 가루를 생산하고 있으

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용도별로 가루를 제조

하여 공 (이유식, 죽류, 식빵, 국수류, 과자류, 떡류 등)하면  가공식

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보이며 유망한 품목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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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연구개발 추진 방향>

▣  가공식품의 발 을 한 연구개발 활성화

  －  가공연구에 한 장기 계획 작성

  －  문연구센터 운   연구사업 계획 수립

  －개발된 기술의 기업체 이   산업화 진방안 수립

▣ 가공제품의 품질규격  양산기술 개발 

  셋째,  가공식품의 화  세계화 가공기술 개발이다. 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장류, 주류, 식혜, 숭늉 등의 음료류, 한과류, 떡류, 죽류 등 그 

종류가 매우 많으나 설비의 세성과 기술 등이 따르지 못하고 있어 량 

생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식품으로서 품

질을 고 화, 다양화하고 화하게 되면 외국에 수출까지 가능하리라 보

이며, 이러한 기술개발 역시 수입자유화에 의 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

고 생각된다. 구체 으로 떡류의 장기보존, 된장, 통명주, 한과류, 식

혜, 숭늉 등의 량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실하다고 본다.

  넷째, 의 품종별 가공용도  양학  특성 구명이다. 부분 재 유

통되고 있는 은 취반용으로 생산된 것이지만 지역별 는 품종별로의 가

공특성과 양학  특성구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으로 

의 등 화에 한 기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한 수입

될 들에 하여도 가공특성을 미리 악하여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면 이들을 극 으로 보 하기 하여 일

반  가공업체는 물론 농 에 복합  가공공장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들 품목은 학교 식용 밥공장, 떡의 자동화 공장, 죽류, 스낵류 등

이 설치됨으로 해서 농 에서 생산된 을 갖고 가공과 유통을 겸해서 사

업하므로 해서 농외소득은 물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 수 있

으리라 본다. 주요 발  방향과 추진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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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용도에 부합되는 가루 품질규격 설정

  －고품질,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

  －생산비 감을 한 설비의 국산화, 화  량 생산체계의 구축

▣  가공식품의 지속 인 우수성 홍보 

  － 소기업 심의 개발 제품의 홍보 지원

  －  소비 확 를 한 국민 홍보를 강화

  －교과서에 에 한 정보  요성 수록

<  가공식품 발 을 한 주요 연구과제>

▣ 가공원료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 반습식 가루 제조기술을 이용한 량생산  다양화 제조설비 

 ○ 국산 , 수입 , 재고 , 쇄 , 부산물 특성 조사  활용방안 연구

를 통한 가공용도별 가루 리믹스 

 ○ 양산 가루의 가공생산 비용 감 기술

 ○ 가루의 상품화를 한 품질기  설정  온유통체계 연구

 ○ 반습식 가루 량생산 제조시스템 국산화 기술

▣ 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 무균포장의 품질 다양화 연구 등 가공밥류 시장 확  련 기술 

 ○ 냉동밥제품 생 안 성 체계확립  안 유통시스템

 ○ 원가 감을 한 포장 용기 국산화 기술

 ○ 떡류시장 확 를 한 유통기간 연장  노화억제 기술

 ○ 청소년층 기호에 합한 떡류(냉동떡 등)

 ○ 떡류 편 의 가공식품에서 다양한 형태별 제품

 ○ 루텐 체 소재를 함유하는 벼의 육종 연구

 ○ 가루 체 가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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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류 조리 특성 개선 연구

 ○ 발효 신소재를 이용한 기능성음료

 ○  유래 기능성 소재 량 분리. 추출기술

 ○ 미강류를 이용한 마가린제품

 ○ 해외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소비용  제품

▣ 의 양학  우수성 연구

 ○ 의 양학  우수성에 한 생리활성 물질 탐색기술

 ○ 유아들(취학 이 )의 기호에 합한 메뉴와 양실태 조사

 ○ 고령화 시 의 식문화에 합한 밥 식단  가공식품 개발

 ○ 당뇨 등 성인병 방 는 치료에 합한 제품개발 기술 

 ○ 치매 방에 합한 식단메뉴 작성  효능 탐색 기술 

▣ 기존 개발기술의  renewal 개선 연구

 ○  유래 활용소재의 산업화( 분, γ-오리자놀, GABA증진)

 ○ 소기업 개발 기술의 산업화 지원체계 연구(품질개선, 컨설 )

▣ 생산·가공시스템 국산화 개발  자동화설비 확  보

 ○ 무균밥 제조설비 국산화  자동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 냉동밥 제조설비 국산화  자동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 국수 제조설비 화  자동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  가공식품 지화를 한 수출국 소비자 기호도 조사

 ○ 수출 략형 장기유통  가공식품 개발

 ○ 가공식품 수출 진을 한 유통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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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가루 가공산업에 한 연구22

1. 들어가며

  일본은 농사가 래된 이후로 농사를 심으로 한 식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은 일상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 한편

으로 은 역사 으로 조세로서 쓰 기 때문에 서민에게 있어서 을 주식

으로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상당히 귀 한 음식이었다. 그 기 때문

에 특히나 에 해서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의식이 생겨났고 ｢  한 톨에

는 천신(千神)｣이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도 여 히 을 소

히 여기는 특별한 의식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경

제성장과 함께 식생활도 변하게 되었다.  소비의 변화도 식생활 변화의 

흐름과 함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 수  균형을 보면 은 

이미 과잉상태이다. 앞으로의 일본은 을 먹기 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다

양한 가공을 통해 보다 을 유용하게 활용(소비확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재 가공에 해 개 하고 일본에서의 가공산

업의 망을 밝 보려 한다. 

  우선, 제2 에서 일본 가공식품의 황에 하여 말하고자 한다. 일본

22 니혼(日本) 학 구보타유미(久保田裕美) 교수가 집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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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을 주식으로 하는 농사권인 아시아 국가에서도 보이듯이 부터 

을 가공하여 먹는 문화가 있다. 표  음식인 떡을 비롯한 가공산업

의  주소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3 에서는 가공의 필요성에 해 정리

하고, 제4 에서는 의 새로운 가공산업의 특징에 해서 정리해 보

도록 하겠다. 제5 에서는 새로운 가루의 특징을, 제6 에서는 일본정부

가 계획하고 있는 가루 가공육성정책을 살펴보고 제7 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계획하고 있는 가루추진 계획인 니가타발(發) ｢R10 로젝트｣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8 에서는 마무리로서 기 되는 효과와 향후의 과

제에 해서 밝 보도록 하겠다. 

2. 일본  가공식품의 황

  일본에서 떡이나 병 등 가공식품은 오래 부터 친숙한 것이다. 먼  

 가공식품 주요 4품목의 생산동태를 살펴보자. 과자(米菓)의 연간생산

량은 2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최근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화과자(和

菓子)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미곡가루(米穀粉)는 연간 10만 톤 

후로 추정되고 있다. 포장떡은 최근 10년간 5만 톤  수평을 유지하고 있

으며 가공 밥은 25만 톤을 넘고 있다<부도 2-1>. 

  가공 밥이 1998년 이후 증가추세인데 그 배경에는 첫 번째로 식품기업

이 소비자의 식생활 간편화 지향에 발맞춘 상품, 계 한정 상품, 건더기 첨

가 세트 상품 등 여러 종류의 상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이 다양한 소비자의 소비욕구와 일치했다는 이다. 

  를 들어, 가공 밥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것

은 냉동 타입으로 나타나 있다. 한 최근에는 무균포장의 생산량도 증가

하고 있다. 냉동과 무균포장 두 가지 타입의 가공 밥이 생산량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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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1.  곡물가공식품의 생산동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가공쌀밥

쌀과자

미곡가루

포장떡

       자료: 농림수산성 ｢2009년 곡물가공식품생산동태 등 통계조사연보｣.

부도 2-2.  가공 밥의 생산동향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
200,000

160,000

120,000

80,000

40,000

0

냉동

무균포장

즉석
건조 저온냉장 캔

        자료: 농림수산성 ｢2009년 곡물가공식품생산동태 등 통계조사연보｣.

  이어서 과 보리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종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도 2-3>. 멥 (うるち米), 찹 (もち米)은 미(玄米), 정미(精米), 아침

용 시리얼로 가공되고, 정미로는 가공 밥, 가루, 포장떡, 된장, 술 등으

로 가공된다. 가루는 과자(あられ), 과자( 병), 화과자, 비흔, 빵으로 

가공된다. ( 麦), 겉보리(大麦), 보리(はだか麦)는 가루, 엿기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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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精麦), 보리차, 아침용 시리얼, 된장, 간장 등으로 가공된다. 가루는 

빵, 비스킷, 리믹스(プレミックス), 생/건/즉석 면, 마카로니 면, 빵가루, 

과자 등으로 가공된다. 

  이들 , 가공식품으로는 ｢가공 밥｣, ｢포장떡｣, ｢미곡가루｣, ｢ 과자

(あられ)｣, ｢ 과자( 병)｣가, 그리고 류(麦類) 가공식품으로는 ｢빵｣, ｢비

스킷｣, ｢ 리믹스, ｢생/건/즉석 면｣, ｢마카로니 면｣, ｢빵가루｣, ｢ 분가루｣

가 농림수산성이 실시하고 있는 곡물가공식품생산동태조사(米麦加工食品

生産動態調査)의 상품목으로 되어 있다. 

부도 2-3.  가루 가공품의 종류

된장 간장 맥주 소주

정맥맥아 보리차 메밀시리얼현미차 정미

가공쌀밥 포장떡

비타민
강화쌀술

이스트쌀가루화과자

국수

빵

쌀과자

쌀과자
(전병) 비스킷

빵

프리믹스

플라워페이스트
과자

생 ․건 ․즉석면

마카로니류

빵가루

밀가루전분
글루텐 밀개떡

밀가루

맵쌀     찹쌀   밀  겉보리  쌀보리

대 두
시리얼

메밀가루

    1) 겹선항목은 생산동태조사 상품목.

  자료: 농림수산성 ｢2009년 곡물가공식품생산동태 등 통계조사연보｣.

  가루에 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가루는 크게 멥 로 만들어지는 것

과, 찹 로 만들어지는 것 2종류가 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는데, 멥 은 상신분(上新粉), 미세 가루2단계제분(微細米粉二段階製

粉), 미세 가루효소처리 가루(微細米粉酵素処理米粉)로 상신분(上新粉)의 

입자가 굵고, 미세 가루의 입자가 작다. 찹 은 백옥분, 찹  미숫가루(み

じん粉), 도묘지가루(道明寺粉)가 있다. 각각 원료로서 사용되는 주요 식품

을 <부표 2-1>에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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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가루의 종류와 용도

멥

상신분(上新粉) 화과자(和菓子(경단 등)), 과자( 병)

미세 가루2단계제분
1

(微細米粉二段階製粉)
과자( 병), 화과자(경단 등), 
양과자(카스테라, 쿠키)

미세 가루효소처리 가루2

(微細米粉酵素処理米粉)
빵, 면( 루텐 사용)

찹

백옥분
3
(白玉粉) 찰떡 경단, 단팥죽, 구비

6

찹  미숫가루
4
(みじん粉) 화과자

도묘지가루
5
(道明寺粉) 사쿠라모

7
(桜餅), 경단

8
(おはぎ)

주 1) 멥 을 가공한 가루로서 주로 제과용에 쓰이고 가루의 입자가 세 하다.

2) 수지(水漬)/탈수 후 롤압편분쇄 후에 기류분쇄하는 방법. 특징은 입자크기가 30미크

론으로 흡수성이 높다.

3) 효소액침지로 연화시킨 후 탈수/기류분쇄. 특징은 입자크기가 40미크론으로 흡수성

이 낮다.

4) 한 겨울에 물에 담갔다가 곱게 빻은 찹 가루

5) 찹 을 쪄낸 후 수분을 제거하기 해 건조시킨 후 잘게 제분한 것.

6) 찹 을 물에 담갔다가 쪄낸 후 건조시켜 거칠게 제분한 것.

7) 찹 가루에 물엿·설탕 등을 넣고 졸이면서 반투명이 될 때까지 개어 얇게 빚은 일

본 과자

8) 물에 푼 가루를 장원형으로 얇게 구어서 팥소를 싸고, 소 에 인 벚잎을 두른 

일본 과자

  상신분으로는 화과자(경단 등), 과자( 병), 미세 가루2단계제분으로

부터는 과자( 병), 화과자(경단 등), 양과자(카스테라, 쿠키), 미세 가루

효소처리 가루로부터는 빵이나 면( 루텐 사용), 백옥분에서는 찰떡 경단, 

단팥죽, 구비가, 찹  미숫라루에서는 화과자, 마지막으로 도묘지가루로부

터는 사쿠라모 , 경단(おはぎ)을 만들 수 있다. 

  다음은 일본의 가공식품의 종류를 설명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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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일본 가공품 종류

구 분 원 료 제품 명칭

과
자
종
류

아라
あられ

주원료：찹
부원료/조미료：간장, 

유지류(샐러드유, 버터, 치즈, 
루타민소다), 설탕, 김, 다시마, 

깨, 고추 등

가키슈(柿種), 
(도깨비아라 )鬼あられ, 
(튀김오카키)揚げおかき　등

병
せんべい

주원료：멥
부원료/조미료： 와 거의 같음

(참깨 병)胡麻せんべい, 
(살짝구운 병)薄焼きせんべ
い,(튀김 병)揚げせんべい　

등

 구 분 특 징

포장
떡의 
종류

포장 자떡 찹 을 원료로 한 떡으로, 포장하여 가열살균한 자형 떡

살균조각떡 찹 을 원료로 한 떡으로, 포장하여 가열살균한 조각난 떡

생떡 찹 을 원료로 한 생떡으로, 포장한 떡

팩거울떡
찹 을 원료로한 떡을 둥그런 거울 모양의 용기에 넣은 

후 살균한 떡

냉동떡 찹 을 원료로 한 떡을 속 냉동한 떡

가공
밥
의 
종류

즉석 밥

조리가공한 밥류를 기 성(気密性)의 포장용기 는

성형용기에 넣어 한 후 가공하여 100℃ 이상에서 

살균한 것

무균포장 밥
조리가공한 밥을 기 성의 포장용기 는 성형용기에 

넣어 한 것

냉동 밥 조리가공한 밥류를 -40℃ 이하에서 속냉동한 것

온냉장 밥 조리가공한 밥류를 포장 후 냉동상태에서 보존한 것

캔 밥
조리가공한 밥류를 캔에 넣어 한 후 100℃ 이상

에서 살균한 것

건조 밥
조리가공한 밥류를 속바람건조, 동결건조 혹은  

후 팽화(puffing, 膨化)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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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루가공의 필요성

  일본에서 가공의 필요성에 해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소비량의 감소이다. 그림에도 나타나듯이 일본의 연

간 1인당 소비량은 1965년에는 118kg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9kg으로 되었다. 지난 40년간 소비량은 반 가까이 감소되었다. 

부도 2-4.   소비량 추이(1인당 연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1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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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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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1.7

118.3

95.1

88.0

78.9
74.6

70.0
67.8

64.6
61.4

kg

 
  둘째로 식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밥의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빵이나 스타 등의 면류를 일상 으로 먹

게 되었다. 

  셋째로 일본의 귀 한 식량생산기반인 논을 효과 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작방치지(耕作放棄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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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에는 경작방치지면 이 13만 1,000ha 지만, 2005년에는 38만 

8,000ha까지 증가하고 있다. 경지면 에 차지하는 경작방치지면 의 비율

(耕作面積率)을 보면 1975년에는 2.7% 던 것이 2005년에는 9.7%로 3.5배 

확 되었다. , 재 사용되고 있는 논의 이용 황을 보면 주식용 을 기

르고 있는 농가는 60%, 남은 40%는 주식용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 40%의 논에서 자 률이 낮은 보리/콩/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진시키고 

이것이 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루용 /사료용  등을 본격 으로 

생산하는 등 식량자 률 향상을 해 유효 활용하는 것이 기 되고 있다.

부도 2-5.  일본의 논 황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경작방치지면적

경작방치면적률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ha %
12

10

8

6

4

2

0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 실제조사｣.

  넷째로 식량자 률의 향상이다. 일본의 식료자 률의 추이를 칼로리 기

반으로 살펴보면 1960년에는 79% 지만 이후 꾸 히 감소하여 1989년에

는 49%로 50%를 돌았다. 1998년에는 40%까지 침체되어 자 률향상의 

책을 세웠으나 2009년까지 거의 40% 수 을 유지하고 있다23. 

23 1993年은 냉해나 궂은 날씨 등 기록 인 이상기후의 향으로 작황지수 74

로 극심한 흉작이었으며, 년도 생산량 274만 톤(약 3.8개월분)을 도는 수치

로 식량자 률은 칼로리 기  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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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용 곡물자 률( 량 기 )에서는 1960년에는 89% 지만 앞서 밝혔

듯이  이외에 빵이나 면류 등의 가루 제품을 주식으로 하는 등 식생활

의 다양화로 체 으로 주식용 곡물자 률은 61%(2008년)로 침체되었다. 

반면 오히려 주식용 은 재도 100%자 률을 보이고 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 률( 량 기 )에서는 1960년에는 82% 던 것이 같이 서

서히 감소하여 1978년에는 30% 로, 2008년에는 28%로 곡물의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를 살펴보면 미국 124%, 랑스 111%, 독일 80%, 국 65% 등(모

두 2007년)으로 나타나, 다른 외국과 비교해도 일본의 식료자 률은 최

수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식량

자 률 제고로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이다.

부도 2-6.  일본의 식량자 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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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年度

식량자급률
(칼로리 베이스)

식량자급률
(생산액 베이스)

주식용 곡물자급률
(중량 베이스)

곡물자급률
(중량 베이스)

70%

40%

자료: 농림수산성 ｢식량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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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7.  외국의 식량자 률 추이

2004 2005 2006 2007 年

%

캐나다

미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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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탈리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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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성 ｢식량수 표｣, FAQ “Food Balance Sheet” 등을 근거로 농림수산성에서 

계산. 한국은 한국농 부 ｢2009년도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에 한 연차보고서｣

에 의한 것.

부도 2-8.  식량용 의 용도별 수요량(2007.추계)

빵用: 156만 톤

기타 면용(파스타,
건면, 즉석면): 122만 톤

우동用: 61만 톤

과자用: 76만 톤

기타 밀가루((가정용 등):
122만 톤
된장 ․ 간장用: 16만 톤

국산밀: 약 80만 톤 수입밀: 약 600만 톤

          자료: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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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식료안정공 의 확보이다. 앞서 일본의 식생활이 변화하여  

신에 빵이나 면을 먹게 되었다고 했으나 그 빵이나 면의 원료 부분은 

해외로부터 수입해 온 것이다. 빵용을 보자면 원료 의 99%(155만 톤)는 

수입 이다. 국내에서 자 할 수 있는 양은 겨우 1%(1만 톤)밖에 되지 않

는다. 이 듯 살펴보면 일본은 식량용 의 8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수입량 500만 톤  10%를 가루로 체할 수 있다면 50만 톤의 수

요가 발생하고 약 10만ha의 경작면 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경작방치지

의 해소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 까지 가루가공의 필요성에 해서 다섯 가지 에서 살펴보았

다. 하지만 일본의 식량 수  밸런스로 말하면 은 과잉경향이다. 그 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조정｣이라 하여  이외의 작물을 추천하고 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한 정책을 197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식용 이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논에 생산조정 측면에서 ｢사료용 ｣, ｢ 가루용 ｣, ｢수

출용 ｣, ｢바이오에탄올용 ｣을 생산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을 

｢신규수요 (新規 要米)｣이라 한다. 이처럼 가루용 은 논을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고 신규수요 로써 생산조정 계획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4. 새로운 가루가공산업의 특징

  가루용 의 시장규모의 추이를 확인해보자. 2008년 이 까지 가루

용 의 통계치는 정부가 정확하게 악한 것이 아니라 가루 제조업자가 

사용한 원료 의 양을 듣고 조사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2008년부터는 신규

수요 사업계획인정결과(新規 要米取組計画認定結果)를 기 로 그 합계

치를 더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가루용 의 생산량은 2010년도는 약 2만 

7,000톤(생산면 은 약 4,800ha)이다. 정부가 빵용･면용 등에 가루 이용

을 진시키고 있고 지 까지 지역/ 소기업의 사업에 기업도 동참하기 



부 록 105

시작하여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식료･농업･농 기본계획24에서 

2020년도 목표를 50만 톤으로 잡고 있어 이후도 사업은 확장될 망이다.

부도 2-9.  가루용 의 시장규모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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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15,000

10,000

5,000

0

쌀가루의 제조업자가 사용한
원료쌀의 양(2003-2008)

쌀가루용 쌀의 생산량
(2008-2010)

단위; 톤

1) 2003년~2008년은 지방농정사무소 등의 제분업자로부터 청취.

2) 2008년~2010년은 농수성 조사(신규수요 사업 계획 인정 결과로부터 발췌).

2010년은 속보치.

자료: 농림수산성 ｢ 가루이용의 추진에 하여｣ 2010年10月을 기 으로 작성.

  최근에 기업 식품기업도 극 으로 가루를 사용한 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를 들어 기업 편의 에서는 가루 빵을 국 으로 매하

고 있고, 기업 과자 메이커의 가루 스낵  가루 쿠키의 상품화, 

기업 식품 메이커의 가루가 첨가된 인스턴트 라면 개발, 그리고 기업 

패 리 스토랑은 가루 빵을 매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근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다. 그 밖에 지방의 식품 제조업체도 화과자, 우동, 건면, 

빵, 양과자 등 가루를 사용한 새로운 상품을 매하고 있다. 

24 식료･농업･농 기본계획은 식료･농업･농 기본법에 근거하여 식료･농업･농

에 하여 정부가 장기 으로 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사회의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하여 거의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2010년 3월 

30일에 새로운 식료･농업･농 기본계획이 각의(閣議)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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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식품 련 산업뿐만 아니라 가루 시장은 더욱 범 를 넓히고 있

다. 를 들어, 교통업계에서는 국제선의 기내식 메뉴(퍼스트 클래스  비

즈니스 클래스)에 국산 가루 30%를 배합한 가루 빵을 도입하고 있다. 

 학교 식에서도 가루의 도입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

가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 식은 1950년 에는 주식으로 빵이 나왔다. 

밥 식이 개시된 것은 1976년부터이다. 재도 밥 식의 평균횟수는 주

3회로 되어 있다. 주5회 식  2회는 재도 빵이나 면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008년에는 29%의 학교가 가루 빵을 학교 식에 

도입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부도 2-10.  가루빵의 학교 식 도입 황

쌀가루 빵의 학교급식 도입 현황

0% 20% 40% 60% 80% 10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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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9%

26%

25%

19%

4,067

6,063

7,836

8,067

8,960

27,835

25,599

23,640

23,295

22,180

13%

    자료: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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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가루의 특징

  일본에서 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이 부터 행해져 왔던 것

이다. 최근 가루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우선 의 특징을 살펴보면 

은 외주부가 딱딱하고 가루로 만들면 거칠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 기 

때문에 가루와 같이 미세가루로 만들기 어려웠다. 소량이라면 이 부터 

입자가 작은 가루를 이용하는 일도 있었지만, 에서는 제분기술의 개

발로 어느 정도 량으로 미세가루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커다

란 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가루의 용도가 한층 확 되고 

이하와 같은 특징과 맞물려서 새로운 가루의 매력을 탄생시키고 있다. 

  가루 식품의 특징은 첫째, 하고 쫄깃한 식감이다. 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가루는 가루와 비교하여 수

분을 잘 흡수한다.  가루빵은 가루빵보다 수분함량이 4~5% 많다. 

둘째, 다양한 메뉴에 이용가능하다는 이다. 가루는 이 부터 화과자의 

원재료 지만, 최근의 제분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빵이나 양과자, 면류에도 

이용범 가 확 되었다. 셋째, 흡유(低吸油)로 바삭바삭하고 몸에 좋다는 

이다. 가루의 경우 가루보다도 기름 흡수율이 낮아 튀김을 가루로 

만들면 식더라도 바삭한 식감이 오래 간다. 넷째, 가루는 우수한 아미노

산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아미노산의 밸런스가 

가루는 가루에 비해 1.7배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식

료자 률 향상에 공헌한다는 이다. 가루를 원재료로 만든 식품을 가

루 신에 가루를 사용하면 국산비율을 높인 새로운 상품개발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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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미곡의 신용도로 이용 진하기 한 기본방침

○ 미곡의 신용도로의 이용 진의 의의  기본 인 방향

　　․생산자·제조사업자 등의 연계　　 

    ․경합품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

　　․생산·유통·가공비용의 감 　　　

    ․소비자 수요 등을 감안한 상품 개발

○ 생산제조연계사업  신품종육성사업의 실시에 한 기본  사항

○ 미곡의 신용도로의 이용 진에 한 요사항

　　․생산자와 실제수요자와의 매칭

　　․미곡의 신용도로의 이용 진에 한 이해의 증진

○ 미곡의 신용도로의 이용 진 시 배려해야 할 요사항

6. 일본정부의 가루가공산업 육성정책

6.1. 쌀가루/사료쌀法
  이번 에서는 일본정부의 가루가공산업육성을 한 정책을 정리한다. 

우선 지원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 가루 신규 용도로의 이용 진에 

한 법률｣(통칭 가루/사료 법)이 2009년 7월에 시행되었다. 가루/사료

法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률은, 미곡의 새로운 용도( 가루용/사료용)로

의 이용을 진시키고 일본의 귀 한 식료생산기반인 논을 최 한 활용하

여 식료의 안정공 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법률의 구조는 우선 농림수산 신이 미곡의 새로운 용도로 이용 진에 

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그리고 신용도미곡의 생산자는 신용도미곡가공품

의 제조사업자와 공동으로 신용도미곡의 생산부터 가공품의 제조까지 일

련 과정의 종합  개선 사업에 한 계획(생산제조연계사업계획)을 작성하

여 농림수산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미곡가공품의 원재료에 

합한 벼의 신품종을 기르는 자는 신품종을 기르는 사업에 한 계획(신

품종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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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논의 효과  활용　　　　　 

  ․신용도미곡의 한 유통 확보

  ․신용도미곡 등의 안  확보 

  ․ 가루를 원재료로 하는 가공품에 한 한 표시

  이 게 신용도미곡의 생산자와 신품종을 기르는 자는 농림수산 신의 

인정을 받아 다양한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 으로는 생산제

조연계사업계획(生産製造連携事業計画)의 인정을 받은 경우 농업개량자

조성법(農業改良資金助成法)의 특례(상환기간의 연장 등)로서 10년을 1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품종육성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종묘법 특례

(신품종의 출원료(出願料)･등록료 면제)로서 종묘법의 출원료  등록료 

액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면해 다. 

6.2. 쌀가루 등의 정착확대를 위한 지원

  가루 등의 정착확 를 한 지원으로 우선 생산자에게는 2010년도부

터 새로이 가루･사료용 을 생산하는 매농가를 상으로 주식용  

수 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  지불 방식으로 나 어 주게 되었다. 

직  지불의 가격은 국 단일 10a당 80,000엔으로 되어 있다. 일본 체

의 사업비는 수 이활용자 력향상사업(水田利活用自給力向上事業)으로서 

216,729백만엔의 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 외에 생산자나 가공사업자 등이 정비하는 기계나 시설 등에 한 지

원으로, 설비비에 한 정액의 1/2을 보조하는 시책, 제품시장동향분석  

제품개발연구 등의 비용으로 정액의 1/2를 보조하는 제도 등이 있다25. 

  한 도도부 (都道府県)의 종묘 계단체 등이 실시하는 다수성(多収

25 농산어 활성화 로젝트 지원교부   신규 수요 생산 제조 연계 련 시

설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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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벼종자의 안정공 에 한 지원 외 가루 이용을 가속화하기 해 제

분･ 랜드 기술에 필요한 품종의 선정  가루 품질특성의 해명 등의 

기반기술의 개발 등도 실시하고 있다. 

6.3. 쌀가루 클럽

  생산자나 가공사업자 등에 한 직 인 지원책과 병행하여 소비자 

상으로 한 식료자 율 향상을 한 국민운동｢FOOD ACTION NIPPON｣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되고 있다26. ｢FOOD ACTION NIPPON｣은 국

민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식료자 률 향상을 한 구체 인 행동을 일으

키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성이 2008년 10월 6일에 식료자 률 향상을 

한 국민운동 ｢FOOD ACTION NIPPON｣추진본부를 설치한 것이 시 이

다. FOOD ACTION NIPPON 추진본부사무국은 국내의 고 리  굴지

의 기업인 주식회사 덴쓰(電通) 내에 있다. 

  ｢ 가루 클럽｣이란 ｢FOOD ACTION NIPPON｣의 계획  하나로, 가

루의 소비확 를 통해 식료자 률을 높이는 것이 목 인 활동을 말한다. 

가루 련 다수의 기업이 ｢ 가루 클럽｣으로서 함께 가루의 소비확

를 한 활동을 하고 있어 가루의 인식확   소비량의 증 를 꾀하고 

있다. 

  가루 클럽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 가루 클럽｣ 공통의 

로고 마크를 활용한 매 진･ 고활동,  다른 하나는 FOOD ACTION 

NIPPON 공식 홈페이지의 ｢ 가루 클럽｣을 통한 각 기업･단체의 가루에 

한 활동정보를 모으고 확산하는 것이다27. 

26 자세한 것은 FOOD ACTION NIPPON 공식 홈페이지(http://syokuryo.jp/in-

dex.html)를 참조.
27 자세한 것은 가루 클럽 공식 홈페이지(http://syokuryo.jp/komeko/index.html)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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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11.  가루 클럽의 공동 로고

함께 식량자급률 업!

  가루 클럽에 참가하려면 우선 FOOD ACTION NIPPON추진 트

에 등록한다. 등록이 끝나면 추진 트 로서 활동내용을 FOOD ACTION 

NIPPON 공식 홈페이지 상에 소개할 수 있게 된다.  추진 트  로고 

마크를 고나 명함,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상  앞이나 캠페인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자치단체･단체가 주최하

는 이벤트나 시에 ｢FOOD ACTION NIPPON 추진본부｣의 명의를 후원, 

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무상으로 할 수 있

지만, 다만 추진 트 의 등록은 기업･단체만이 등록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 추진 트 의 등록을 마친 기업･단체는 가루 클럽 회원으로 등

록할 수 있다. 가루 클럽 회원이 되면 추진 트  로고 마크 사용과 더

불어 가루 클럽 회원을 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루 클

럽 회원을 한 물에는 를 들어, 일반 소책자, 가족단  소책자, 배

, 단지, 스티커 등이 있다. 

  2010년 11월 재, 추진 트  수는 약 3,700개사(社), 가루 클럽 회

원 수는 600개사(社) 정도이다. 



부 록112

7. 니가타(新潟)發 ｢R10 로젝트｣

7.1 ｢R10 프로젝트｣란

  ｢R10 로젝트(Rice Flour 10% Project)｣란, 식료자 률 향상을 해 

가루 소비량의 10%를 가루로 환하는 국민 인 로젝트를 니가타 

(県)에서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료자 률이 40% 로 침체되어 

있는 기감과 그 요인  하나인 빵이나 면, 양과자 등 식생활의 서구화 

때문에 ‘밥을 먹읍시다’라고 외치더라도 식생활이 다양해진 지 의 실에

서는 어렵다고 단되어 가루 신 ‘ 가루’를 사용하여 재의 식생활

을 바꾸지 않고 식료자 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책이 유효할 것으로 기

되어 R10 로젝트가 제정되었다. 

7.2. ｢R10 프로젝트｣의 배경

  ｢R10 로젝트｣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니가타 

이 유명한 산지이기 때문이다. 재 니가타 의  생산량은 국의 

31.9%로 국 제일이다.  과자에서는 제품출하액이 국 51.5%로 이

도 역시 국 1 이다. 식품산업은 니가타 의 기간산업이며 가루 추진

의 토 라는 이다. 

  둘째로, 가루제분기술의 개발에 있다. 니이가타  농업종합연구소 식

품연구센터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의 미세제분기술의 개발에 착수하

여 ‘2단계제분기술’을 개발, 1994년에 특허를 취득했다. 이 2단계제분기술

로 제조된 가루는 흡수성이 높고, 확실한 마무리로 기존의 화과자의 고

품질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루 체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후 ‘효소처리제분기술’을 개발하여, 1996년에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술로 

가루 의 입자크기로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가루 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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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다 합한 가루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높은 제분기술의 

개발로 가루에 가루를 섞어 사용하거나, 가루를 주원료로 새로운 식

품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가루의 용도가 확 되어 가루의 보 진

에 커다란 추진력이 되었다. 

7.3. ｢R10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

  니가타  농립수산부 식품･유통과에 의하면 니가타발 ｢R10 로젝트｣

의 추진으로 다음의 3가지 효과가 기 된다고 한다. 첫째로 식료자 률이 

2포인트 향상, 둘째로 수입 가루 운송 시 배출되는 CO2 배출량 약 20.9만 

톤의 경감, 셋째로 약 10만 ha 상당의 경작방치지면 의 해소로 이어진

다28. 

  R10 로젝트에는 실시계획으로서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계획은 ‘모델 

활동의 창출’이다.  산지, R10 로젝트 력기업(제분회사, 식품제조기

업 등), 그리고 소비자에 의한 식료자 추진 고리를 형성하여 가루의 비

즈니스 모델활동을 창출하는 것이다. 를 들어, 편의 이나 식품 메이커

와 산지가 연계하여 상품개발하거나, 양식 메뉴나 간식 등 다양한 음식

과 력하여 메뉴 개발  기본메뉴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계획

은 ‘기술 보 ’이다. 니가타 이 보유하고 있는 미세제분특허기술을 유효

하게 활용하는 것 외에 제분  가공기술의 향상을 한 산학  공동의 연

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가루제품의 제조에 련된 기술강습회 등도 

개최한다. 세 번째 계획은 ‘편익의 창출’이다. 기능성이나 식감 등 가루

만의 특성을 보다 해명하고, 루텐이 없는 가루로 가루 알 르기 

책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가루의 특성을 살린 조리법이나 간단한 조리

법의 개발 등을 해 나아간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획은 ‘정보 발신’이다. 

28 모두 니가타 농림수산부 식품･유통과의 계산에 의한 것. 자세한 것은 주요 참

고문헌 자료 [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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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계획을 홈페이지나 각종 이벤트에 출 함으로 보 계발 해 나

아간다는 생각이다.  2008년에 탄생한 가루 PR캐릭터 ｢ 빵맨(コメパ

ンマン)｣을 활용하여 식품 련단체나 소비자 단체에도 용해 나아갈 생

각이다. 이상의 실시 계획으로 니가타발 ｢R10 로젝트｣는 국 인 처

로 확 가 기 된다. 

8. 향후의 망과 과제

  가공산업에 한 기 는 차 높아지고 있으며, 가공산업의 육성으

로 기 되는 효과가 3가지 있다. 첫째는 일본의 귀 한 식료생산기반인 논

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 둘째는 식료자 률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는 , 셋째는 식료의 안정공 의 확보로 이어진다는 이다. 

  향후 가공산업, 특히 가루를 추진 상의 과제로서는 ｢기술개발｣, ｢비

용｣, ｢수요｣이 3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술개발은 새로운 ｢미세

제분기술｣을 리 보 시킬 필요가 있다. 비용 면에서는 값싼 가루와의 

가격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로 이 보다 가격차이는 

좁 지고 있지만 안정 이고 낮은 가격으로 가루를 공 할 수 있는 체제

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요에 해서는 새로운 가루 시장확 를 해 정

부나 자치 체만이 아니라 식품기업이나 식품 련산업, 그리고 소비자의 

연계가 보다 요구된다. 

  가루를 사용한 상품에 한 신기함보다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여 일

시 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일본의 식생활에서 

가루가 정착될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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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문헌 자료

［1］농림수산성 ｢ 가루 이용의 추진에 해서｣, 2010년 7월

［2］농림수산성 ｢미곡의 신규용도로 이용 진에 한 법률｣ 련자료

［3］농림수산성 ｢ 매｣를 축으로 한  시스템의 방향에 한 검토회자료

［4］ 국미분식품보 추진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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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루 클럽｣ 공식 홈페이지

［7］｢ 가루 백과｣주식회사 그 인･에스･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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