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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감자는 세계적으로 식사와 간식용 식재료로 널리 이용되며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작물에 속한다. 영양이 풍부하여 ‘땅 속의 사과’로 불리며 재배가 용이하고 생산량이 

많아 식량이 부족한 경우 구황작물1)로도 애용되어 왔다. 약 7천 년 전 남미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감자는 16세기 스페인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다. 뛰어난 생산성과 탄수화물 등 

영양학적 이점으로 18~19세기 유럽의 인구증가에 따른 기근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감자는 1824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흉년에는 영양공급원으로, 평소에는 간식과 반찬 등으로 이용되며 현재까지도 우리 식탁에 

1년 내내 오르는 식재료가 되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재배가 용이하며 단위당 생산량이 많아 개발도상국의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세계 최대 감자 생산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농업전문가들은 감자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이들 국가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농지 및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렴하

고 영양분이 풍부한 식재료로 감자가 손꼽히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측면에

서도 식량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 (sunny35345@naver.com) 

1) 구황작물(救荒作物): 불순한 기상조건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들 때 큰 도움이 되는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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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감자산업 현황

2.1. 생산

  감자는 세계적으로 2017년 기준 1,930만 ha에서 약 3억 9,000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재배면적은 2000년 대비 3%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같은 기간 20.3% 증가하였

다. 품종개발과 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꾸준히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세계 감자 생산현황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는 가장 큰 감자 생산지역으로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 31.4%, 아메리카 11.4%, 아프리카 6.4%의 생산 비중을 나타내고 

오세아니아의 생산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륙별 감자 생산량은 지난 

2000년과 비교하여 유럽이 대륙 가운데 유일하게 15.6% 감소하였고 아시아와 아메리카는 

각각 61.1%, 4.7% 증가하였다. 생산량이 적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각각 89.7%,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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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륙별 감자 생산량 비교

                (2017년 대륙별 생산량 비중)                                               (대륙별 생산량 변화)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그림 3>  세계 감자 재배지역 지도

자료: Wikipedia(https://www.wikipedia.org, 검색일: 2019.7.3.).

  국가별로는 중국이 세계 최대 감자 생산국이다. 중국은 2017년 약 580만 ha에서 세계 

총생산량의 25.5%인 약 1억 톤의 감자를 생산하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22.1%, 생산량은 49.6% 증가하여 연평균으로는 각각 1.3%, 2.9%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세계 총생산량에 대한 중국의 비중은 20.5%에서 25.5%로 5%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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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2위 감자 생산국은 인도이며 2017년에 약 220만 ha의 면적에서 약 4,900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62.5%, 생산량은 94.4% 증가하여 연평균

으로는 각각 3.7%, 5.6%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세계 총생산량에 대한 인도의 비중은 

7.7%에서 12.5%로 4.8%p 증가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감자 생산량은 인구 증가와 함께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세 번째로 감자 생산량이 많은 러시아의 2017년 감자 재배면적은 2000년에 비해 

32.9% 감소하였으나 단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은 2000년과 비슷한 3,000만 톤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간 재배면적이 18.9%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11.9% 증가한 

2,200만 톤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과 독일의 재배면적은 각각 23.9%, 17.7%, 생산량

은 각각 14.1%,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10대 감자 생산국 가운데 

가장 큰 생산량 증가폭을 보였는데 2000년 대비 2017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105.5%, 

2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세계 10대 감자 생산국에는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가 있으며 한국은 2017년 생산량이 61만 톤으로 세계 53위 생산국이다. 

<표 1>  세계 주요 국가별 감자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천 ha

구분
2000년 2010년 2017년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세계 322,775 19,896 332,594 18,691 388,191(100.0%) 19,303(100.0%)

중국 66,275 4,723 81,534 5,205 99,147(25.5%) 5,765(29.9%)

인도 25,000 1,341 36,577 1,835 48,605(12.5%) 2,179(11.3%)

러시아 29,465 2,814 21,141 2,109 29,590(7.6%) 1,889(9.8%)

우크라이나 19,838 1,631 18,705 1,412 22,208(5.7%) 1,323(6.9%)

미국 23,294 545 18,350 408 20,017(5.2%) 415(2.2%)

독일 13,193 304 10,143 254 11,720(3.0%) 251(1.3%)

방글라데시 2,933 243 7,930 435 10,216(2.6%) 500(2.6%)

폴란드 24,232 1,251 8,448 401 9,172(2.4%) 329(1.7%)

네덜란드 8,227 180 6,844 157 7,392(1.9%) 161(0.8%)

프랑스 6,440 163 6,622 157 7,342(1.9%) 173(0.9%)

한국 705 29 617 25 614(0.2%) 25(0.1%)

주: 2017년 기준 생산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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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위면적 당 생산성, 즉 단수로 산출되는데 다음 <그림 4>와 같이 

국가별 단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수가 높은 상위 그룹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수가 낮은, 즉 생산성이 낮은 그룹에는 세계 최대 생산

국인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재배면적이 

9,500ha로 협소한 뉴질랜드의 단수는 세계 평균(20톤/ha)의 약 2.5배인 49톤/ha으로 세계 

최고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인 40톤/ha 

내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성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17톤/ha이며 

한국은 25톤/ha으로 세계 평균 대비 22.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가별 감자 생산성(2013~2017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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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bobank(https://far.rabobank.com, 검색일: 2019.7.5.).

2.2. 소비

  세계 1인당 감자 소비량은 2017년 51.4kg으로 2000년 대비 2.1%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세계 생산량이 20.3%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폭이 22.9%로 생산량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해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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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계 감자 1인당 소비량 추이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감자의 가공 형태는 주로 냉동 상품인데 냉동감자의 소비 형태는 가정용보다 외식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유럽은 가정용으로 냉동감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40% 이상으

로 가장 높고 중남미와 중동 및 아프리카는 25% 내외이며 오세아니아와 북미지역은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는 냉동감자의 가정용 비율이 5% 미만으로 주로 외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대륙별 냉동감자 소비형태(2018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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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bobank(https://far.rabobank.com, 검색일: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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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역

  감자(신선 및 냉동)의 세계 무역량은 전체 생산량의 5%(2016년 기준) 수준으로 매우 적은 

양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부피가 크고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운송과 보관비용이 높아지므로 

신선감자의 무역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신선감자 수입량은 2000년 약 800만 

톤에서 2016년 1,260만 톤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 신선감자 수입액은 같은 기간 약 

15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큰 폭(275% 이상) 늘어났다. 냉동감자의 수입량도 2000년 300만 

톤에서 2016년 700만 톤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아시아와 중동 및 중남미의 

소득 및 패스트푸드 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감자 수입액은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7>  세계 감자 수출입량 및 수출입액 추이

(신선감자)                                                                     (냉동감자)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국가별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신선감자 수입량이 많고 마찬

가지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신선감자 수출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유럽 내에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냉동감자의 수출입 역시 유럽 내에서 상당 부분 이뤄지며 이외 미국, 일본, 캐나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냉동감자 수출은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의 수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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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80%를 차지하여 이 네 국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벨기에는 

지난 2000년 냉동감자 수출 점유율이 17.3%에서 2016년 28.4%로 1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가별 감자 수출입현황(2016년)

단위: 천 톤

신선감자 냉동감자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국가 수입량 국가 수출량 국가 수입량 국가 수출량

세계 12,598 세계 11,941 세계 7,045 세계 7,352

벨기에 2,001 프랑스 1,847 미국 873 벨기에 2,091

네덜란드 1,476 독일 1,841 프랑스 612 네덜란드 1,794

스페인 729 네덜란드 1,626 영국 567 미국 1,028

이탈리아 638 벨기에 974 일본 350 캐나다 989

독일 603 캐나다 542 네덜란드 350 독일 336

미국 496 미국 489 브라질 346 프랑스 326

포르투갈 442 중국 410 이탈리아 289 아르헨티나 189

프랑스 438 이집트 408 스페인 278 폴란드 169

러시아 285 파키스탄 397 독일 266 뉴질랜드 65

아랍에미리트 261 벨라루스 297 사우디아라비아 244 오스트리아 50

기타 5,230 기타 3,109 기타 2,870 기타 315

주: 2016년 기준 수출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감자재배에는 종자가 매우 중요한데 네덜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생산 및 저장 기반이 부족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종자용 감자를 수출하

고 있다. 네덜란드는 독보적인 종자용 감자 수출국인데 2017년 수출량이 약 100만 톤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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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가별 종자용 감자 수출량 추이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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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bobank(https://far.rabobank.com, 검색일: 2019.7.5.).

3. 주요국 감자산업 현황

3.1. 중국

3.1.1. 생산

  세계 최대 감자 생산국인 중국의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470만 ha에서 2017년 약 580만 

ha로 22.1% 증가하였다. 동기간 생산량은 6,630만 톤에서 49.6% 증가한 약 1억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생산량의 1/4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Potato-as-Staple 

Food Strategy’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감자 생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농업에서 감자는 쌀과 밀, 옥수수 다음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며  중요한 작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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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 감자 생산현황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중국 내 감자 주산지는 쓰촨, 간쑤, 구이저우, 윈난, 내몽골 등이며 이 지역에서 중국 

총생산량의 60%가 생산되고 있다. 중국의 감자 재배지역을 작형에 따라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부 일모작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파종하고 9~10월에 수확하며 주산지인 내몽골과 간쑤가 이곳에 속한다. 북부 일모작 

지역은 면적이 가장 넓고 중국 총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남서부 혼합 

지역은 중국 총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9~11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2~4월 수확하며 

쓰촨, 구이저우, 윈난 등 주산지가 이 지역에 속한다. 세 번째로 중앙 이모작 지역은 2~3월까

지 파종하여 5~6월에 수확하고 다시 7~8월 심어 10~11월에 수확하여 1년에 이모작을 하는 

지역이다. 이모작을 하지만 절대적 면적이 크지 않아 중국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네 번째는 기후가 온화한 월동 지역으로 10~11월 파종하여 이듬해 2~3월 수확한다. 

  중국의 감자 주산지는 농지가 넓고 기계화율 1% 이하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기계화와 발전된 생산기술이 도입될 경우 생산성은 현재 수준보다 크게 향상될 잠재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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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국 감자 재배지역

자료: USDA/ERS.

<그림 11>  중국 감자 재배 작형

자료: USDA/ERS.

3.1.2. 가공

  중국의 감자 가공은 총생산량의 15~20%를 차지하며 전분, 건조, 칩, 냉동 형태로 분류된

다. 감자 가공업체는 중국의 감자 수확이 주로 이루어지는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된

다. 그 외 기간은 원료인 신선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연중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감자칩과 튀김용 냉동감자는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감자 

전분 소비량 증가에 따라 전분 함량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는 등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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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소비

  중국은 국민소득과 인구 증가에 따라 감자 소비가 늘고 있다. 2017년 기준, 중국 전체 

감자 소비량의 62%는 가정에서 신선감자 상태로 소비되었고 사료용으로 19%, 가공용 9%, 

종자용 4%, 수출용 1%이며 나머지 5%는 손실분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가공용 

감자 소비 비율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  중국 감자 소비형태(2017년)

자료: USDA/ERS.

3.1.4. 무역

  중국은 식품안전상의 이유로 신선감자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튀김용 냉동감자 수입량

은 증가추세인데 지난 2016/17년(9월~이듬해 8월)에는 중국 국내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5% 감소하였다. 냉동감자의 65%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며 나머지는 캐나다와 벨기에 등으

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냉동감자 수입은 연중 지속되지만 중국의 감자 생산 비수기에 해당하

는 4~7월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신선감자 수출은 연간 30~50만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연 생산량이 1억 톤임을 

고려할 때 1% 미만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냉동감자 수출량은 2016/17년에 약 1만 톤이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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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국 냉동감자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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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ERS.

3.2. 유럽

3.2.1. 생산

  유럽의 감자 생산량은 중국 등 아시아와 다르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유럽 

전체 재배면적은 537만 ha로 2000년 대비 38.3% 감소하였다. 2017년 생산량은 2000년보다 

15.6% 감소한 1억 2천만 톤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 감소폭은 재배면적 

감소폭보다 적었다. 이 기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프랑스와 

벨기에는 예외적으로 증가하였다. 

  유럽에서 감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주로 재배되며 

유럽 전체 생산량의 70%를 이들 나라가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약 

3,000만 톤, 2,200만 톤을 생산하여 이 두 국가 생산량이 유럽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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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럽 감자 생산현황

<표 3>  유럽 주요 국가별 감자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천 ha

구분
2000년 2010년 2017년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세계 322,775 19,896 332,594 18,691 388,191 19,303

유럽전체 144,204 8,697 107,308 6,013 121,762(100.0%) 5,365(100.0%)

러시아 29,465 2,814 21,141 2,109 29,590(24.3%) 1,889(35.2%)

우크라이나 19,838 1,631 18,705 1,412 22,208(18.2%) 1,323(24.7%)

독일 13,193 1,251 10,143 401 11,720(9.6%) 329(6.1%)

폴란드 24,232 661 8,448 367 9,172(7.5%) 276(5.1%)

네덜란드 8,227 304 6,844 254 7,392(6.1%) 251(4.7%)

프랑스 6,440 163 6,622 157 7,342(6.0%) 173(3.2%)

벨라루스 8,718 281 7,831 247 6,415(5.3%) 171(3.2%)

영국 6,636 180 6,056 157 6,218(5.1%) 161(3.0%)

벨기에 2,922 166 3,456 138 4,417(3.6%) 146(2.7%)

루마니아 3,470 66 3,284 82 3,117(2.6%) 93(1.7%)

기타 21,063 1,180 14,779 690 14,171(11.6%) 552(10.3%)

주: 2017년 기준 유럽 내 생산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19.7.5.).

  EU의 경지규모별 감자 재배면적과 농업경영체 수를 비교해보면 1ha 미만의 면적을 경작

하는 농가의 비중이 89%로 매우 높은데 20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5%의 비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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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면적을 이용하고 있다. 소규모로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의 수는 많지만 상당부분은 

규모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EU 경지규모별 감자 재배면적 및 농업경영체 비중

면적(ha)    농업경영체

자료: Eurostat. 

3.2.2. 가공

  유럽에서 감자 가공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벨기에의 가공 감자 생산량은 

1994년 80만 톤에서 2015년 400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네덜란드는 연간 185만 톤의 

전분과 약 500만 톤의 종자용 감자를 생산하는데 세계 최대 감자 종자 수출국이기도 하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가공용 원료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근 국가로부터 신선감자를 수입

해 가공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감자 생산량의 1/4로 약 100만 톤의 가공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인근 벨기에, 네덜란드 등 국가보다 감자 가공 산업을 늦게 시작했으며 현재 성장하는 

중이다. EU 최대 감자 생산국인 독일은 전분과 종자용 감자 수출국이기도 하다. 

3.2.3. 무역

  유럽 내에서 EU는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공동체로서 감자의 지역 내 무역이 전체 무역량의 

85% 이상이며 EU 외의 수출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다. EU 지역 내 감자 수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약 700만 톤이며 수출액은 17억 유로였다. 프랑스와 독일 수출량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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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EU 지역 외 수출량은 2018년 기준 약 110만 톤이며 수출액은 

4억 900만 유로였다. EU 지역 외로 감자를 수출하는 국가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며 전체 

수출량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EU 국가별 감자 수출현황(2018년)

단위: 천 톤, 천 유로

EU 지역 내 EU 지역 외

구분 수출량 수출액 구분 수출량 수출액

EU-28 7,045 1,702,439 EU-28 1,114 494,546 

프랑스 2,168 476,992 네덜란드 610 289,452 

독일 1,763 285,932 독일 129 37,383 

벨기에 941 159,272 프랑스 154 67,705 

네덜란드 1,206 396,975 덴마크 67 29,259 

스페인 272 123,838 벨기에 25 9,471 

영국 183 74,672 폴란드 10 1,765 

덴마크 111 30,627 루마니아 7 753 

포르투갈 33 12,546 스페인 11 6,265 

이탈리아 74 35,156 영국 69 41,983 

폴란드 26 7,001 슬로베니아 5 898 

기타 269  99,428  기타 27  9,613  

주: 2018년 기준 EU 내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Eurostat. 

4. 요약 및 결론

  감자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연간 약 4억 톤이 생산되고 있다. 채소인 서류에 

속하지만 쌀, 밀, 옥수수 등과 함께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자리 잡은 식재료이기도 하다. 

유럽의 재배면적 감소로 세계 감자 면적은 다소 감소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감자 생산량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약 2억 

톤으로 2000년에 비해 6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이 낮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로 생산을 장려하며 생산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재배기술과 기계화가 미흡해 생산성이 낮지만 향후 기술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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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 감자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감자산업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가공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아시아의 가공감자 소비량은 유럽 등에 비해 매우 적은데 소득 증가와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가공 감자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감자 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며 20ha 이상을 경작하는 1.5%의 농가에서 전체 감자 

면적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어 상당부분 규모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감자 가공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소비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지역 내 가공 

감자 무역이 활발하며 EU 지역 밖으로의 가공 감자 수출은 많지 않다. 

  세계 인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식량부족을 겪는 나라와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자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한 식품이다. 그리고 

농업에서 수자원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자는 다른 작물에 비해 척박한 땅에서

도 잘 자라며 물소비량이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늘어날 세계 인구의 

식량 자원으로 감자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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