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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식품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한 기  수단이자 즐거움을 추구하기 

한 수단이기도 하다. 오늘날 농수산물은 그 자체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가공

되거나 각종 서비스가 추가된 외식 형태의 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식품 소비의 변화와 더불어 식품산업은 GDP 비 이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보

다 높고, 후방 산업과의 연 효과가 큰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생활이 간편화･외부화되고 있으며 식품소비는 서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양 공 의 불균형이 우려되며 비만 등 식생활 련 질병이 증가

하고 있다. 한, 식품소비의 외부화가 빠르게 진 됨에 따라 식품안 에 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식품안 사고가 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안

에 한 심도 증 되고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여 식품정책을 주도 으로 수

행하게 되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 산업의 진흥을 주요 정책목표로 

채택함을 의미하고, 아울러 국민 양 공 의 균형을 한 식생활 개선과 안

한 식품의 생산･유통을 한 리를 정책목표에 포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식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이를 실 하기 한 분야별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보고서는 식품정책을 식품산업정책, 식품 

양  식생활 정책, 식품 안 리정책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한 기  자료를 담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식품정책 담당자와 계자

들에게 리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08. 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iii

요   약

  이 연구는 식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 하기 한 과제를 도

출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식품정책을 식품산업정책, 식품 양  식생활 

정책, 식품 안 리정책 등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식품산업은 먹을거리를 생산･제공하는 기  산업이며 타 산업에 한 연

효과, 특히 농어업에 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지

속 으로 확 되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 식품 시장은 매우 빠르게 확 되고 있

다.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세성, R&D 

투자의 부족과 비효율성, 인 라 부족, 규제 주의 정책 등에 기인한다. 선진

국들은 식품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략 으로 육성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웰빙 소비사회를 선도하는 동아시아의 식품 허 를 비 으로 삼

을 필요가 있다. 식품정책은 식품산업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식품을 

생산･공 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 농어업과의 원활한 연계를 추구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세성을 극복하기 해서는 식

품클러스터 등 기업  련 주체간 집 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

와 외부경제효과를 극 화하는 략이 효과 이다.

  식생활이 간편화･외부화되고 있으며 식품소비는 서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양 공 의 불균형이 우려되며 비만 등 식생활 련 질병이 증가

하고 있다. 양  식생활 정책은 국민이 식품에 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습 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통 식문화 가치를 극 홍보하여 해외 수요를 확 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식생활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민운동차원

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식품소비의 외부화가 빠르게 진 됨에 따라 식품안 에 한 불확실성이 증

가하고 식품안 사고가 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안 에 한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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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되고 있다. 식품안 리정책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 된 안 리, 정책

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과제로는 

안 리제도의 조기 정착, 소비자 신뢰구축을 한 기반 마련, 해물질의 사

 감시기능 강화, 식품안 정책의 효율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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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od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Agro-Food Industry and 
Safety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suggesting a desirable food policy direction and 
finding necessary tasks to be performed to head in the direction. To this end, 
policies regarding food industry, nutrition and eating habits, and food safety 
management were mainly reviewed. Also, researchers have formulated a 
research council and held policy workshops together with KREI researchers, 
external experts and policymakers to exchange opinions.  

Food industry is a primary industry of producing and supplying foods. 
It is closely related with other industries, and most of all has a big impact on 
agriculture and fishery in terms of production inducement. The world food 
industry has been expanding continuously and the growth of the functional 
foods market has been especially rapid. The Korean food industry has shown 
stagnant growth mainly due to its small scale, lacking and inefficient R&D 
investment,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regulation-ridden policies. On the 
other hand, advanced countries have fostered their food industry as a strategic 
growth engine of their national economy.

In Korea, the food industry needs to set a clear vision of becoming an 
Asian food industry hub which leads the way for healthy food consumption. 
Food policies should nurture the industry to make it capable of producing and 
supplying foods preferred by consumers at home and abroad, and make it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while seeking close cooperation with 
agriculture and fishery in general. To overcome the weaknesses coming from 
the small size of the local food industry, the strategy of pooling food 
companies and related entities together in the form of a food cluster or 
creating a network among them will be very much effective in achieving an 
economy of scale and maximizing external economic effects. 

Rec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tend to eat out and 
consume convenient foods. Their westernized food consumption pattern 
increases the dependence on imports for their food supply. The concern over 
the imbalance in nutritional intake is growing and eating habit-related diseases 
such as diabetes are prevailing. The objective of the government’s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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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ating habit policy should be to provide the public with information 
necessary to form a right view on foods; to help them develop a habit of 
eating nutritionally-balanced foods; and to actively promote the values of 
traditional dietary culture, thereby contributing to expanding foreign demand 
for traditional Korean foods and improving the national imag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the goal of establishing proper dietary habits and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them. 

The trend of eating more imported foods increases the uncertainty 
about food safety and has the potential to cause a large-scale food safety 
disaster. Against this backdrop, the interest in food safety among consumers is 
intensifying as well. Any food safety management policy should be 
consistently applied from food production to consumption, secure transparency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enhance consumer trust. To make it possible, 
the essential tasks to be performed include early settlement of the food safety 
management policy, preparation of a foundation to build consumer trust, 
strengthening of the hazardous materials monitoring system,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food safety policy.

Researchers: Lee, Yong-Sun et al.
E-mail address: ys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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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오늘날 식품 소비는 단순한 농수산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가공되고 각종 

서비스가 추가된 외식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식품 소비의 변화는 

국내 식품산업에 상응하는 응을 필요로 함. 한 식품 산업의 변화는 최

의 원료 공 처인 농어업의 응을 요구하거나 해외로부터의 원료 수입

에 의존하게 됨. 

○ 소비자의 식품 소비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산업은 이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세구조가 지속되어 생산성도 정체됨. 한편 불규

칙 이고 양균형이 맞지 않는 식생활습 이 늘어나 시장이 식품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왜곡하며, 식품안 리가 미흡하고 효율 이지 못해 소

비자의 소비행동을 제약하고 있음. 

 

○ 그간 정부의 식품정책은 생에 한 규제 주에 머물 던 반면, 식품산업

을 육성하거나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기 한 역할이 미약하 음. 양 부

족 시기에 식품의 기능이 단순히 열량을 제공하는 데에 있었다면 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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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건강, 문화 등을 제공하는 쪽으로 바 고 있으므로, 식품 련 산업과 정

책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발 방향을 모색해야 함.

○ 농림부가 식품과 수산을 포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출범함에 따라 식품

정책을 주도 으로 수행하게 됨. 신정부 출범으로 식품정책에 종합 으로 

근하여 바람직한 정책 범 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 에 있음.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분야

와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는 분야를 단하여야 하

며, 정책 추진상의 우선 순 도 단할 필요가 있음.  

 

○ 바람직한 식품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해서는 식품산업 등 식품정책 련 

황에 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련 황이 아직 충분히 악되지 

않았음. 그간 식품정책 련 연구가 사안에 따라 개별 으로 수행되었기 때

문에 정책 방향에 한 체계 인 검토가 미흡하 음.

○ 이 연구는 식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 하기 한 분야

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함. 특히 식품정책을 식품산업정책, 식

품 양  식생활 정책, 식품 안 리정책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설정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이 보고서는 5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됨. 제 2장에서는 식품정책의 범 와 

기본 방향에 해 논의함. 제 3장에서는 식품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 4

장에서는 식품 양  식생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 5장에서는 식품안

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의 내용에 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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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으로는 식품산업의 동향, 식품가공산업의 구조, 멜라민 사태가 식품산

업에 미치는 향, GM 농산물의 국내외 동향과 안 성 논란에 한 내용이 

포함됨. 

3.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식품정책의 상이 되는 식품산업, 양  식생활, 식품안 성 

등의 내용을 포함함. 다만 이 연구는 단기간에 수행되므로 식품 련 황과 

정책 방향을 포 으로 다루고자 함.

○ 이 연구의 목 이 식품정책의 기본 방향을 종합 으로 제시하는 데 있으므

로, 연구 방법도 선행 연구와 정책 워크 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을 

취함. 정책 워크 은 분야별 원내외 문가 발표와 정책담당자와 연구진이 

함께 토론과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실시됨. 한편 원내 연구진은 주제별 

발표를 통한 연구 의회 활동을 병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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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식품정책의 범 와 기본 방향

1. 식품정책의 범

○ 식품은 식품 생법 2조에 의하면 모든 음식물로 정의되며, 농업･농 ･식품

산업기본법 3조에 의하면 사람이 직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는 농

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됨.

○ 결국 식품이라 함은 원료상태든 형질이 변형된 가공상태든 사람이 섭취하

는 모든 종류의 먹을거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식품정책은 이러한 먹을거리와 련된 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이 생산

자 주의 정책이라면 식품정책은 먹을거리의 수요자인 소비자와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을 주요 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농업

정책과 식품정책은 동 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일반 으로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을 분리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식품정책을 수요자 에서 악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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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의미로서의 식품정책은 식품공   보조, 식품가격, 식품유통, 식품안

, 식품소비  양, 식품산업 등을 포함함. 반면 좁은 의미의 식품정책은 

식품소비  양, 식품안 , 식품산업과 련된 정책을 의미함.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식품공   보조 -

식품가격  유통 -

식품안 식품안

식품소비  양 식품소비  양

식품산업 식품산업

표 2-1.  식품정책의 범

○ 시장개방, 경제발 ,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해물질이 출 함에 따라 식품안 에 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식품안 문제

는 국가의 주요 정책 상으로 부상하게 되었음. 

○ 선진국에서는 식품의 양  공 이 충족되면서 정 양 공 이라는 질

인 측면에서의 양문제가 국민 건강과 련하여 주요 이슈로 등장함. 양

소의 정 섭취문제를 비롯한 양정책은 식품의 공 과 소비와 연 되어 

농업정책과도 한 연 성을 가지고 추진됨. 

○ 식품소비패턴이 고 화･다양화되면서 농산물의 가공 비율이 높아지고 외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농업과 식품

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불가분의 계로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 되고 농업생산이 축되는 상황에서 식품산업 발 의 요성이 강조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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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1. 식품안전정책

□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일 된 농식품 안 리 추진 

○ 농식품의 안 리는 품목과 취 단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음. 

○ 식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해요인이 존재하고,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새로

운 해요인이 추가되므로 단계별로 발생하는 험을 명확히 악하고 확

실한 정보 달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안 을 통합 리하는 것이 세계 인 

추세임. 

○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식품안 에 한 신뢰를 구축하기 해서 생산단

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안 리 행정이 특정 기구에 집 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일원화 사례: 국의 FSA ,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FIA), 독일의 소비자

보호식품청(BVL), 뉴질랜드의 식품안 청(NZFSA), 덴마크

의 DVFA, 스웨덴 NFA 등

□ 식품안 리정책의 투명성 확보

○ 식품안 정책의 투명성제고를 해서는 험 련 정보와 의사결정과정 등

이 소비자와 업계에 공개되고 이해당사자 간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함. 주요

국들은 험평가기 - 험 리기 , 험평가기 -소비자, 험 리기 -소

비자 상호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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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부의 소비자 상 안 교육  계몽 로그램 개발이 요한 이슈

로 등장함. 

○ 선진국들은 제도 으로 련 원회를 운 함으로써 식품안 정책의 투명

성 제고를 해 노력함.

 - EU는 건강･소비총국에 국은 식품기 청(FSA)에 소비자 원회를 각각 

설치

□ 식품 해에 한 과학 인 근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이 공 되고, 산업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

산으로 식품 해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안 성 확보에 

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서 보듯이 식품안 에 한 정부발표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해서는 보다 과학 인 험분석을 통한 정보 공개가 필요함. 이를 

해서 험평가분야에 한 지속 인 R&D 확 와 인력보강이 시 함.

2.2. 식품 영양 및 식생활 정책

□ 국가 주도의 식품 양 로그램 운

○ 21세기 농정당국은 식품의 양 인 공 정책뿐만 아니라 균형 양공 을 

한 질 인 양정책에도 심을 가져야 하며, 미국의 경우와 같이 농식품

부가 식품과 련한 국민의 건강문제를 주도 으로 다루는 종합식품행정부

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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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경우 열량공 이 증 되면서 1970년  이후 비만과 각종 성인병

이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문제가 심각히 두됨에 따라 식생활가이드라인

을 제작보 하고, 이에 한 홍보  교육을 으로 추진함. 

 - 미국 USDA의 식품  양 로그램(FANPs)

  ∙푸드스탬  로그램(FSP)

  ∙부인, 유아  어린이를 한 특별 양 지원 로그램(WIC)  

  ∙학교 식 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호주의 Eat Well Australia(EWA): 과체   비만퇴치 로그램

□ 범부처 형태의 식품 양  식생활 개선정책 추진 

○ 국민의 양개선을 해서는 보건이나 교육당국과 양정책에 한 정보공

유, 의견교환, 공동모니터링 등 범국가 인 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외국의 

경우 농업부처 는 농업-보건부처 공동의 식품 양정책을 개하고 있음.

 - 미국( 양교육, 양분석, 식품소비조사, 식생활지침-보건부 공동)

 - 일본 식생활지침은 보건후생성과 공동제작, ｢食育基本法｣은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

○ 농식품부는 식품생산  소비와 련한 환경요인과 경제･인구･사회  요인

의 변화, 식품섭취상태의 분석 등 식품소비와 양에 한 사항을 종합 으

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함. 식품 양정책의 주도  수행은 소비자 보

호차원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과의 연계차원에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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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품산업정책

□ 근방법

○ 식품산업정책은 푸드체인 체를 고려한 산업정책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

있음. 세한 식품산업의 규모화를 한 직 인 지원은 시장 왜곡과 도덕

 해이(모럴헤 드)를 래할 수 있음.

 

○ 식품정책은 소비자의 요구를 반 하여 농수산물의 가격과 품질을 업그 이

드 시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심으로 지원해야 함. 가격과 품질의 업그

이드 없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식품산업을 무리하게 연계하는 

시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방 하에 농업의 지속 인 성장을 견인하기 해 산지에서는 소비자

의 요구가 반 된 안 하고 렴한 농산물을 식품산업에 공 하고, 국내 농

산물의 소비를 확 하는 방향으로의 략  근이 필요함.

□ 공공성 있는 사업 주의 지원 원칙 확립

○ 식품산업정책의 상과 범 가 매우 포 이어서 정부개입의 범 를 어디

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식품산업정책을 사업성격에 따라 ‘공공성 유지분야’, ‘ 략  육성

분야’, ‘선택  조성분야’로 구분하고, 공공성 유지분야와 략  육성분야 

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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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식품산업정책의 유형구분과 내용

구분 세부사업 추진내용

공공성 유지분야

통계･정보 제공 식품산업 정보･통계 선진화

식품인증 식품인증 제도의 확충･정비

식생활･식문화 교육
국산 농식품의 소비기반 확   합리 인 

식품소비 유도

R&D 식품 R&D 투자액의 확

략  육성분야
통식품 통식품의 세계 명품화

한식세계화 한식의 세계 5  음식진입

선택  육성분야

식품제조업 업체에 한 맞춤형 지원

외식산업 외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문인력 양성 인력 양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컨설 식품업체의 경 개선

□ 고품질 안 식품 수요에 응한 연계정책 추진

○ 시장개방 확 와 소비자의 고품질 안 식품에 한 수요에 응하기 해

서는 산지 규모화, 계열화, 산지의 문 마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함.

○ 고품질 안 식품 생산을 해서 푸드체인 반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이력추 제의 추진, 품질인증(HACCP) 획득지원, 시설개선, 종업원교육 

등을 통한 산업 반의 식품안 성 제고를 우선 추진하도록 함.

□ 우리 식문화의 유지 발 과 연계한 정책 추진

○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유지 발 시키기 해서는 통식품과 통음식을 

계승 발 시키는 략이 필요함. 한식의 세계화는 우리 통식품의 로벌

화를 통해 우리 문화를 리 알리고 국가 이미지와 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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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과 통식품은 지역의 사업 등과 연계하여 소비를 진시켜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소비자의 올바른 먹을거리 선택을 해서는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한식 

표 식단을 개발 보 하는 한편 식생활 개선운동을 개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조성을 한 인 라 구축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높이기 해서는 산지와 업계(가공 는 외식업

체)의 정보네트워킹사업뿐만 아니라 기술개발(R&D)투자, 문인력 육성, 

식품통계 구축 등 정보인 라 구축과 시설투자 등 식품산업 련 인 라의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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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식품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식품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 식품산업은 먹을거리를 생산･제공하는 기  산업

○ 식품산업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을거리를 생산･공 함으로써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기  산업임.

○ 국민 식품소비는 가공식품 42%, 외식 43%, 신선농수산물 15%로 구성됨. 

즉 식품소비의 85%가 가공품 는 외식의 형태로 이루어짐. 농수산물을 가

공하거나 외식 서비스를 통해 공 하는 산업이 식품산업임.

○ 식품산업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성장함. 식품산업의 매출액은 1998년 

61조 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00조 원으로 증가함1. 이  식품제조업이 

49조 원, 외식업이 51조 원으로 두 업종이 비슷한 비 을 차지함. 

   - 식품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산업의 5%에 해당

1 식품산업은 식품가공업과 외식업  식품유통업으로 구성됨. 여기서는 식품가공업과 외식

업에 한정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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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푸드시스템의 구조

구분 1998 2000 2002 2004 2006

식품산업 매출액

 (식품제조업)

 (외식업)

60,906

33,649

27,256

72,672

37,200

35,472

83,140

42,649

40,491

96,136

47,767

48,370

99,838

48,946

50,892

식품산업 종사자

 (식품제조업)

 (외식업)

1,390

170

1,220

1,608

178

1,430

1,769

183

1,586

1,742

186

1,556

1,635

185

1,450

표 3-1.  식품산업 매출액  종사자 수

단 : 십억 원, 천명

  주: 식품제조업(음식료품제조업)은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상(1～4인 업체 제외)

자료: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 식품산업의 고용인력은 164만 명으로  산업의 12%를 차지함.

- 식품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

* 1억원 매출 증가 시 필요고용인력(고용계수): 식품 3.6, 건설 2.4, 산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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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은 농어업에 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

○ 식품산업은 다양한 원료와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산업의 생산 증 에 

상 으로 크게 기여함.

 - 식품산업의 발 은 특히 원자재를 공 하는 농어업 생산에 미치는 후방효

과가 큼. 식품산업의 농어업에 한 생산유발계수는 식품제조업이 0.36, 

외식업이 0.16임(2005년 산업연 표 기 ).

 - 생산유발효과가 큰 부문은 육류  육가공품, 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 

빵･과자･국수류, 조미료, 과실  채소가공품, 기타 식료품, 음료, 외식업 

등임.

2.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 세계 식품시장은 지속 으로 확 되고 있으며 국 등 아시아 

지역 시장이 빠르게 확

○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04년 기  약 4조 달러로 추정되는 매우 큰 시장

임2. 세계 식품시장은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계속 확 되고, 향후 연평

균 3.9% 성장할 것으로 망됨.

 - 2020년 세계 식품시장의 40%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형성될 것으로 

상되며, 이 지역이 세계 식품시장의 심이 될 망

2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에 한 추정치는 리서치기  Euromonitor이 조사한 결과이며, 이는 

세계 자동차시장 1.3조 달러, IT시장 2.8조 달러보다도 훨씬 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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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10 2020

세계식품시장 3,496 4,391 6,353

E  U

아시아-태평양

북 남 미

(33%)

(33%)

(28%)

(31%)

(36%)

(26%)

(30%)

(40%)

(23%)

표 3-2.  권역별 세계 식품시장 규모 망

단 : 십억 달러

자료: International Data Group, 2005

 

○ 상품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국가간 식품 교역도 빠르게 확 되는 추세임.

세계의 가공식품 교역액은 1990년과 2004년 사이 2배 수 인 6,300억 달러

로 증가함(World Bank).

 - 세계 가공식품 수출액은 미국, 네덜란드, 랑스, 독일, 벨기에 등의 순이

며, 이들 상  5개국이 체의 36%를 차지. 

 - 특히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국가 규모에 비해 식품 수출액이 매우 크며, 

이들 국가는 식품산업이 수출 심형 구조임

※ 식품시장의 로벌화 수 은 재 20%에서 2030년 80%로 폭 확 될 것으로 

망되며(Mckinsey), 이는 식품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함.

□ 세계 식품시장에서 로벌 식품기업들의 향력 증

○ 세계 식품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선 을 해 기업간 인수･합병 등에 의

한 수평･수직  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추세임.

 - 세계  식품회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이 차지

○ 분야별로 선두기업들에 의한 집 도가 강화되어 과 화 추세를 나타냄. 특

히 음료, 제분제당, 가공식품 분야에서 상  기업의 시장 유율이 높음. 

○ 로벌 식품기업들은 과감한 R&D 투자, 강력한 유통망, 랜드 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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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신규시장을 공격 으로 개척하고 있음. 네슬 , 로그, 야쿠르트 

등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R&D 투자 증가율이 매출액이나 운 비 증가

율보다 높았음. 

□ 국내외 식품소비는 웰빙화 추세

○ 여성의 취업활동 증가, 소득 증가, 고령화, 세계화 진  등으로 국내외 식품

소비가 과거의 열량 공 에서 간편성, 맛, 건강성, 다양성 등 질을 시하는 

웰빙(well-being)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 

 - 이는 소량 다종류의 고 이면서 소비하기 편리한 식품, 안 한 식품, 건강

식품 등에 한 수요가 증 됨을 의미

○ 특히 건강을 시하는 기능성 식품 시장은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 됨. 국내 

기능성식품의 시장규모는 2004년 2,260억 원에서 2006년 6,640억 원으로 

증가함.

 - 국산 기능성식품의 수출규모는 2004년 200억 원에서 2006년 390억 원으

로 증가  

 - 세계 으로는 1997년 650억 달러에서 2000년 1,380억 달러, 2002년 2,023

억 달러, 2007년은 3,771억 달러(추정) 수 으로 증가함(Nutrition Business 

Journal). 

 - 국은 도시 소득 수 이 한국과 같아질 것으로 상되는 2011년 경에 기

능성 식품시장의 규모가 28조 원 수 이 될 망(AT Kearney)

○ 세계의 식품소비 패턴은 Glocalization 경향, 즉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

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을 나타냄.

 - 세계 으로 식문화가 달･교류되면서 서로 보편화하는 경향과 지역  

식문화에 맞게 지화되는 경향이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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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식품산업 성장세는 크게 둔화

○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식품산업의 부가

가치는 1995년 21.6조원에서 2006년 36.7조원으로 증가하 으나, 2003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 식품산업 부가가치의 국내총생산(GDP) 비 비 은 2000년 5.0%에서 

2006년 4.1%로 감소3

그림 3-2.  식품산업 련 주요 지표 추이(지수, 1995=100)

60.0

80.0

100.0

120.0

14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지수(1995=100)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료: 통계청, 국사업체기 통계조사(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한국은행(부가가치)

□ 국내 식품산업은 기업과 소기업의 양극화 구조

○ 국내 식품제조･외식업체는 부분이 자 업 심의 세업체이며, 기업

과 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하여 향후 지속 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 요인으

로 작용함. 

3 식품산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농림수산업에 비해 상 으로 커짐. 농림수산

업부문의 GDP 비 비 은 1990년  반까지는 식품산업보다 컸지만, 2000년 4.8%, 

2006년에는 3.3%로 낮아져 식품산업보다 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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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850만여 개소  종업원 50인 미만이 91.6%, 매출

액 10억원 미만이 55.8%를 차지

 - 외식업체도 세하여 55만 개소  종업원 5인 미만이 90.4%이며, 매출액 

1억원 미만이 75.0%를 차지함. 외식업체의 포당 매출액은 9,300만 원으

로 일본 3,200만 엔, 미국 54만 달러에 비해 매우 은 수

구    분 사업체 수 평균고용인원 매출액

소 기 업 7,781 (91.6) 95,827 (51.7) 16,641,644 (34.0)

 기 업 673 (7.9) 68,869 (37.1) 24,277,864 (49.6)

 기 업 41 (0.5) 20,723 (11.2) 8,026,597 (16.4)

합    계 8,495 (100.0) 185,419 (100.0) 48,946,105 (100.0)

표 3-3.  식품제조업체 황

단 : 개소, 명, 백만 원, (%)

  주: 소기업(50인 미만), 기업(50～300인 미만), 기업(300인 이상) 구분은 소기업기

본법에 의한 분류 기  용. 

자료: 통계청, 업제조업통계, 2006.

3. 식품산업을 왜 육성해야 하는가?

□ 국내 식품산업 성장이 정체된 것은 산업구조의 세성, R&D 

투자부족, 인 라 부족, 규제 주의 정책 등에 기인

○ 자본투자 부족 등으로 식품산업 구조가 취약함.

 -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보다 많음.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식품분야에 한 직 투자액은 체 직 투자액의 1.7%

에 불과함. 

 - 종사자 20명 미만 식품기업의 사업체 수는 체의 75.9%, 부가가치는 

체의 14.1%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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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R&D 투자가 부족하여 식품 기술수 이 선진국의 40～60%에 불과함

(국가과학기술 원회).

 - 식품 R&D 투자액은 연간 3,400억 원으로 국가 체 R&D 투자액의   

1.3% 수

 - 매출액 비 R&D 투자액 비율은 0.7～0.8% 수 (제조업 2.6～2.7, 로

벌 식품기업 1.4%)

○ 식품산업을 한 인 라가 부족한 실정임.  

 - 식품 통계  정보가 매우 취약

 - 식품인력 양성을 한 교육이나 연수 기회가 미흡

 - 기업  기  간 정보교류가 부족

 - 표시  인증 체계의 일 성 부족

○ 식품행정이 규제 주로 이루어져 산업육성  측면이 취약함. 

 - 과거 식품행정이 생 규제와 리에 치우쳐 식품산업의 발 에 제약 요

인으로 작용.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담하게 되었으며, 동년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

서 식품산업 육성을 한 정책  기반은 조성.

□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필요성

○ 식품정책의 기본 인 목 은 국민에게 안 한 식품을 안정 으로 공 하고 

우수한 식문화를 유지･발 시키는 데에 있음.

○ 식품산업은 농수산업 등 련 산업에 한 생산유발효과가 크므로 식품산

업의 육성은 연  산업에도 효과가 큼.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국산 농

수산물 시장에 한 압력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어업 성장에 매 역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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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의 농어업에 한 생산유발계수는 식품제조업이 0.36, 외식업이 

0.16(2005년 산업연 표 기 ).

○ 기능성 식품 등 세계 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집약  식품 시장을 선

하기 해서는 생물공학  기술(biotechnology)의 식품 응용 등에 한 국가

의 R&D 투자 추진이 필요함. 

 - 국내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어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화

 - 식품산업은 산업 내 업종이 다양하여 ‘제품차별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를 향유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 제품별 특화에 의한 경

쟁력 우 를 실 할 수 있음.  

○ 민간의 R&D 활동, 기술 보 ･확산 활동, 연구소와 기업 간 조･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연결에 의한 경제효과(economy of network)를 기 할 수 있음.

 - 네트워킹 기능 지원을 통해 산업계(기업)와 학계(연구계) 간 정보를 공유함

으로써 지식의 이와 축 을 통한 동태  외부효과(external effect) 향유

○ 식품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지난 10여년간 자국

의 식품산업을 략 으로 육성해왔음.

 -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 캐나다, 미국 등은 세계  식품클러

스터를 육성

※ 네덜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ey), 덴마크-스웨덴의 외 순 식품클러스터(Oresund 

Food Cluster) 등은 해외시장을 해 육성4

4 네덜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ey)는 와게닝헨 학을 심으로, 70여개 로벌 식품기업, 

20여개 식품연구소, 1000여개 연 업체 등이 입주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함. 첨단 식품기술

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연 470억 유로 매출액을 나타냄. 푸드밸리의 성공 

요인은 ① R&D 연구소와 다수 기업간 유기  조 체제, ② 신  R&D 체계, 인 라 

조성, 투자유치 지원 등을 한 정부의 극  지원, ③ 다수의 로벌기업 유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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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일본, 이탈리아 등은 자국 음식을 세계화하기 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 태국의 Kitchen of the World, 일본의 ‘일식인구배가운동’

4. 식품산업의 비

□ 비 : 웰빙 소비사회를 선도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

○ 식품산업의 비 은 ‘웰빙 소비사회를 선도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 ’로 

설정함. 구체 인 발  방향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국내외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식품을 생산･공 함.

 - 둘째, 식품산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함.

 - 셋째, 식품산업을 농어업과의 원활한 연계를 추구하는 산업으로 육성함.

5. 식품산업 육성 략과 과제

5.1.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 식품기업과 연구소, 연구･교육기  등 식품 련 핵심역량이 집 된 

R&D 심형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

○ 식품기업과 연구소, 연구･교육기  등 식품 련 핵심 역량이 집 된 R&D 

심형 국가  단 의 식품클러스터, 즉 다수의 국내외 식품기업과 연구소

를 유치해 식품 문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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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산업의 세성 등 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역량을 집 함으로써 

신 계기를 마련

 - 연구개발에서 마 , 랜딩, 수출 컨설 , 품질･안 성 인증 등 일  지

원 체계를 구축

○ 식품산업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지식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

화하여야 함. 식품산업의 성장은 규제, 기술, 사회경제  요인이 좌우함.

 - 식품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성분분석, 추출, 제형,  

시제품 등 기 ･원천 기술을 응용하기 한 기술이   지식정보 구축

 - 식품산업은 부문(제품)별 수 이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어 소비자의 수요와 시장 변화에 한 정확한 측과 망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식품기업의 세성을 극복하고 견기

업을 육성. 견기업층의 확 는 신형 기업, 내수시장의 유율 확   

수출주도형으로 발 하는 토 가 된다는 에서 식품산업의 구조를 개선

하고 고도화 함.

○ 기업이나 연구기 이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식의 보 ･확산(knowledge 

spillover) 등이 원활하도록 하며5, 이를 통해 개별 으로는 얻기 어려운 네

트워크의 이익(economy of network)을 창출함.

 -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효과  R&D 활동, 우수 인력 양성, 경쟁력 있는 생

산･물류 인 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

 - 특히 산･학･연간 긴 한 연구 조 체계와 원활한 인력 양성  조달 체계, 

그리고 식품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물류와 생활 등의 인 라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 효과가 향상되고, 이는 다시 국내외의 신규 투

자를 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음.

5 여기서 지식이라 함은 문헌 등에서 정형화된 지식뿐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습득한 비정형화

된 노하우(know-how)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지식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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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선순환 구조

○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시장이 빠르게 확 되는 동아시아 수출시장을 겨냥한 

‘개방형’ 클러스터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새만 의 농업단지와 항만 등과 연계하여 식품 수출기지로 활용

 - 식품클러스터 내의 특구 지정 등을 통해 로벌 식품･유통 기업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극 유치하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한 교두보로 활

용하는 방안을 강구6 

 - 지역단  클러스터와 품목･분야 등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 함.

5.2. 한식 세계화 추진

□ 우리 음식･식문화의 우수성을 상품화하여 세계 시장으로 진출

○ 한식이 세계  음식으로 도약하기 해서는 인 라를 구축하고 한식을 상

품화하고 투자를 효율화 할 수 있도록 R&D를 확 하며, 한식 문 인력을 

6 북 무주지역에서는 랑스의 로벌기업인 다농을 유치하여 유가공 공장이 세워지고 이

곳에서 기능성 요거트가 생산될 정임. 이 계획에 따르면 원유 소비량이 2009년 1.5만 톤

이며, 5년 내 10만 톤 수 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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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여야 함. 그리고 한식 문기업에 한 지원과 투자를 유도하고 식문

화에 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식의 세계 5  음식으로 도약하기 해 련 인 라를 구축함.

 - 통 한식 DB화  한식 컨텐츠 개발･보  

 - 국내외 한식당 DB 구축  한식포털사이트 운

○ 한식 상품화, 투자 효율화를 한 R&D를 확 함.

 - 한식 소스, 간편식 메뉴, 식기구  포장･유통 기술 개발

 - 외국의 한식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유형별 마  략 연구

○ 한식 문 인력을 양성함.

 - 한식 문 교육기 을 지정하여 세계 인 교육기 으로 육성

 - 한식 문조리사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자질 향상 도모

○ 한식 문기업 지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함.

 - 해외진출 한식당의 고 화를 지원

 - 국내외 우수 한식당을 정부가 인증하여 민간 투자 유치

○ 한식에 한 식문화 홍보를 강화함.

 - 문화가 가미된 홍보와 마 으로 이미지 고 화  심 유발

 ※ 이를 해 ‘한식’의 범 를 보다 구체 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세계화와 랜차이즈 육성을 통한 로벌 마  강화

○ 해외에서의 세계화(Outbound Globalization) 못지않게 국내에서의 세계화

(Inbound Globalization)도 시하는 책이 필요함.

 - 국내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을 상으로 하는 손쉬운 마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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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랜차이즈 육성으로 랜드 워를 활용한 효과 인 로벌 마 을 

활성화 함.

5.3. 식품 R&D 투자 지원 확대와 효율화

□ 식품 R&D 투자를 확 하여 미래 유망분야 기술개발에 투자

○ 기능성 식품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기

술집약  분야임. 

  

○ 식품산업을 지식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해 식품 

R&D 투자 규모를 선진국 수 으로 단계 으로 확 하여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을 진함.

 - 우리나라 식품 R&D 투자규모는 약 3.4천억 원, 매출액 비 0.34%로 낮

은 수 임.

 - 선진국은 매출액 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

○ 미래 신규시장이 확 될 유망분야와 유통기술 등 신기술 개발에 집  투자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산업화를 진함. 

□ 통･발효 식품을 과학화하여 신규 수요를 극 창출

○ 발효 원리･효능 등을 과학 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극 홍보함.

○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천일염, 젓갈류 등 6  통･발효식품을 심으로 

맛의 규격화를 추진함.

 - 김치에 한 연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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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장･된장･인삼의 CODEX7 채택을 추진

□ 민간과 국가 공동의 식품 R&D 추진체계 구축

○ 국가 연구기 과 산업체 간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R&D 투자의 효율성

을 높임.

 - 여러 부처･기 에서 분산 수행하는 식품 R&D 추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역할 분담･조정

 - 국가 연구기 은 원천기술에 한 연구를, 산업체는 실용화･상품화 연구 

등에 을 두어 수행

5.4. 식재료 공급 등을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식재료 생산･유통 활성화

○ 외식･ 식 시장이 빠르게 확 됨에 따라 처리(신선편이)농산물 등 식재료

에 한 수요도 증 하고 있음. 식재료 산업은 식품산업과 농어업이 긴 하

게 연결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분야임.

 - 수요 증가에 응한 식재료 공 력을 확

 - 효율 이고 안 한 식재료 공 ･유통 체계를 확립

※ 처리(신선편이) 농산물: 탈피, 세척, 단, 살균 등의 단순가공을 거친 농산물

○ 생산자(단체)와 식품업체 간 원료농산물  식재료 계약 거래를 활성화 함.

 - 계약재배･구매 시 인센티 를 제공하고 계약 이행에 따라 차등 으로 지원

 - 거래가 원활히 성립되도록 표 거래약 을 제정하고 권장

7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식품무역의 확보를 목 으로 하는 국제식품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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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가공시설(안 리설비 포함) 설치 지원으로 비용 감과 품질･ 생 

수 을 제고함.

 - 산지유통시설을 가공시설로 변경할 때 경과기간 문제를 해소

 - 우수농산물 리8(GAP) 인증을 한 보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가공시

설에는 해요소 리기 9(HACCP) 인증을 단계 으로 의무화

○ 식재료 유통 개선을 한 직거래 채   품질기 을 마련함.

 - 온･오 라인 정보교류시스템 운 으로 외식･ 식･가공업체와 식재료 공

조직 간 품목, 물량 등의 정보를 활용토록 조성

 - 기업 간 B2B 사이버거래 기반을 조성

 - 식재료 등 규격기 , 원산지표시 등 품질 리체계를 확립

○ 국산 식재료 사용 확 를 한 R&D 지원  인센티 를 제공함.

 -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재료의 개발 연구를 지원  

 -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우수 식품업체에 한 인센티 를 부여

□ 농어민 참여형 농식품 기업 육성

○ 농어업인(조직)과 식품업체가 공동 투자한 농식품기업의 육성을 지원함.

 - 농어업인이 지분 참여하고, 직원으로 참여하거나 계약재배 는 배당소득

을 받을 수 있음10.

 8 소비자에게 안 하고 생 인 농축산물을 공 하기 해 생산  취  과정의 해요소 

차단 규범.

 9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  유통의 과정에서 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 에 방지하기 하여 각 과정을 으로 리하는 기 임.

10 생산자조직과 식품업체가 공동투자한 사례로 국순당고창명주(주)가 있음. 이 회사는 2007

년 2월 북 고창 지역의 농 , 작목회, 농조합 등의 생산자조직 70%, 주류제조업체인 

국순당(주)이 30%를 각각 출자하여 설립됨. 2007년 사업결과, 매출액은 35억원이며 3억

원의 주주배당을 실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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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식품관련 제도 정비

□ 표시･인증 제도를 소비자지향 이며 효율 으로 개선

○ 음식  원산지 표시제도를 ｢농산물품질 리법｣으로 일원화 함.

 - 행 식품 생법과 별도로 리되나 식재료 원산지표시는 식재료에 한 

표시제도로서 생과 직  련 없음. 

○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제를「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일원화 함.

 - 행 유기가공식품은 식품 생법에 의한 표시제와 진흥법에 의한 인증제

로 이원화되어 시행상의 혼란 우려

○ 농수산물과 식품 인증체계를 통합한 ‘농식품 통합규격제도(KAS: Korean 

Agro-food Standard)’의 검토가 필요함. 

 -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주체 통합으로 업무효율을 증  

○ 식품표시제도의 측가능성 제고와 단순화로 업계의 부담을 경감함.

 - 부처별 련 규정 재개정 시행 시기와 주기를 통일하여 운용

□ 규제완화

○ 처리농산물에 한 부가세 면세규정 마련을 검토함.

 - 처리는 세척･탈수･살균･다듬기 등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한 처리

과정으로 사회 인 쓰 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 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리와 련하여 ｢농산물품질 리법｣과 ｢식품

생법｣이 있으나 법 인 정의가 분명치 않아 명확한 리 기 이 설정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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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을 한 인허가 차가 애매하고 시설 기 , 포장  표시 기 , 유통

상 안 성 리 기  등이 미설정

○ 농어가 단  가공시설 기 을 간소화하여 참여를 활성화 함.

 - 농어업인이 소규모로 가공할 경우, 지자체장이 별도로 시설기  설정 가

능(식품 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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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식품 양  식생활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황  문제

□ 식생활의 간편화･외부화

○ 소득수  향상, 여성의 취업  독신가구 증가 등에 따라 외식 소비가 확

되고 조리식품에 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 음. 식품 지출비 에서 외식

비 비 은 1990년 20.3%에서 2007년에 46.4%로 두 배 이상 규모로 확 됨

<그림 4-1>. 2020년에는 약 54%로 가계 식품비 지출액의 반을 넘을 망임.

 - 지방은 음식 에서 조리된 식품에서 섭취하는 비율이 45.5%로 에 지  

단백질의 41% 수 에 비해 상 으로 외식섭취 비 이 높음.

□ 식품소비의 서구화와 수입의존도 확

○ 식품소비의 서구화로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소비와 지방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산 식품에 한 의존도도 증가하고 있음. 단백질 에서 동물성

의 비 이 1980년 28.7%에서 2005년 42.4%로 확 되었으며, 같은 기간 1인

1일당 지방 섭취량이 21.8g에서 46g으로 증가함. 한 수입산에 의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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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소비의 외부화(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지출)                     

38.7%
46.2%55.7%

31.4%

39.4%31.5%
20.3%

46.4%

21.9%
22.3%

24.0%

22.2%

1990 1995 2000 2007

신선 외식 가공

379,440원

429,836원 447,018원

492,160원

공  비 도 1995년에는 30%에 불과하 으나, 2005년에는 55%로 국내산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에 지 구성요소별 국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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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공 의 불균형 우려

○ 서구식 식생활의 증가와 외식 확  등은 식사유형별로 밥 주의 통 식생

활 비 이 고, 빵과 고기 등 육식 주의 식생활을 추구하는 것임. 이에 따

라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로 양의 불균형구조가 우려되고 있음.

 - 양식은 한식에 비해 국산 원료 자 률이 크게 낮으며, 지방섭취 비  높음. 

▪칼로리자 률: 한식 70%, 양식 15% 내외

▪공 칼로리 에서 지방비 : 한식 20%, 양식 50% 내외

○ P(단백질)-F(지방)-C(탄수화물) 비 을 양학 으로 이상 인 기 (정삼각

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PFC는 2000년  들어서 지방이 정선을 과

하고 탄수화물이 과소 공 되기 시작하는 구조로 환됨. 이러한 추세가 지

속될 경우 구미･유럽 국가들과 같이 지방이 과잉 공 되는 양 불균형구

조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큼.

그림 4-3.  1인 1일 공 에 지 양소 구성비

     < 우리나라 >                            < 미국(2003)  >  

75

단백질(13)

탄수화물
(62)

지방(25)
60

12

13

13
27

1980

2006년

탄수화물 지방

47

15

 37

단백질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식품수 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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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득계층과 노인계층에서는 양소 부족 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남. 빈곤층은 에 지, 칼슘, 비타민C 섭취량이 섭취기 에 크게 못 미

치는 수 이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연령층의 양소 섭취 수 은 다른 연

령 에 비해 낮은 수 임.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에 지 섭취는 기 의 

81.5% 수 이었으며, 단백질도 77.4%로 섭취기 에 크게 못 미침. 동물성 

단백질비는 20 가 46.6%, 30~40 가 42.9%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계층은 

28.4%에 불과함. 지방에 의한 에 지 섭취비율도 12.8%로 크게 낮음.  

그림 4-4.  노인계층의 양소 섭취기  비 섭취비율, 2005

자료: 보건복지부. 2005. ｢국민건강 양조사 제3기｣. 

□ 잘못된 식습관 증가

○ 수천 년 역사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한 산업화와 서

구화 과정에서 통 식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불건 한 식습 을 형성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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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

33.4

9.3

34.8

7.5

0

10

20

30

40

50

한국 일본

(%)

남자 여자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2006. ｢국민건강 양조사 제3기(2005) 양부문｣,

        일본 후생노동성. 2008. ｢국민건강･ 양조사보고｣

○ 10~20  연령계층을 심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

는 등 잘못된 식습 이 확 되고 있음. 

 - 청소년, 20  연령층의 아침식사에 의한 에 지 섭취 비 은 각각 16.7%, 

14.6%에 불과

 - 국민 양･건강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남자 

33.4%, 여자 34.8% 수 , 반면 일본의 ･ 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남자 

9.3%, 여자 7.5%로 낮게 유지

○ 한 외모지향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10~20  여성들을 심으로 과도한 

다이어트가 증가하여 다이어트에 의한 양불균형은 철분부족과  건강에 

심각한 향을 끼치고 있음. 10~20  여성의 상당수는 표 체 이면서도 

자신이 비만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여성 헌  부 격자의 비율이 40% 수

으로 10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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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식생활 련 질병 증가

○ 식생활의 서구화는 지방섭취를 증가시켜 양불균형을 가져오고, 생활습  

질병의 발생을 증가시킴. 비만 인구가 빠르게 확 되고 순환기계질환과 암 

등 식생활과 련된 질병이 증가함. 

○ 비만비율이 1998년 26.3%에서 2001년 29.6%, 2005년 31.8%로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당뇨병 발생도 1996년 3.1%에서 2002년 6.0%, 2004년 6.4%로 

증가함. 30~50  남성의 30% 이상이 비만이며, 여성의 경우는 45세 이상에

서 비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연령별･성별 비만도

남자

0 10 20 30 40 50

20~24세

30~34세

40~44세

50~54세

60~64세

70~74세

(%)

저체중 과체중이상

여자

0 20 40 60

20~24세

30~34세

40~44세

50~54세

60~64세

70~74세

(%)

저체중 과체중이상

  주: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MI,kg/m
2
)기

체 <18.5, 과체 >25.0 이상(과체  25.0-29.9, 경도비만 30.0-34.9, 고도비만 35.0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2005 국민건강･ 양조사｣

○ 2030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망되어 지방의 비 이 30%에 

육박하는 수 으로 증가하고 구미･유럽 국가들과 같이 지방이 과잉 공 되

는 양 불균형구조를 띠게 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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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식생활 련 법안  행정조직 미비

○ 행 국민 양과 식생활 련 법조항과 정책이 부족하며, 식문화차원에서

의 근이나 농업과의 연계를 감안한 식생활 정책 추진이 소홀하 음. 한 

련 법률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운 됨에 따라 효율 인 운 에 한계를 나

타내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소  법률로는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

진흥법”이 련되며,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은 “농업･농 기본법”

이 2007년 12월 면 개정된 것으로 제2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통 식생활문화를 계승･발 시키기 하여 필요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식품산업진흥법”의 경

우 제17조에서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

상, 제18조에서 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 , 제19조에서 식품성분  식

품 양학  품질 특성 등에 한 조사･연구 등과 련된 사항들을 규정하

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통식품과 식생활 문화 계승･발 을 한 지원, 식

품성분 조사, 학교 식용 우수농산물 지원, 한식세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 

○ 보건복지부 련 법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식품 생법”, “어린이 식생

활안 리 특별법”, “ 유아보육법” 등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

에 한 바른 지식 보 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 으

로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보건교육, 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의 내용을 

포함함. “식품 생법”에는 양표시와 련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음. “어

린이식생활안 리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 을 갖도록 하

기 하여 안 하고 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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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법으로 2008년 3월에 제정됨. “ 유아보육법”은 유아의 식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식생활  양 련 주요 정책으로는 국민(성인, 노인)식생

활지침 개발, 유아  미취학아동･학령기 아동, 청소년층을 한 식생활

지침 개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바른식생활습 , ｢국

민건강･ 양조사｣(3년마다 발간 통계책자) 등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련 법률은 “유아교육법”, “학교 식법”이 있음. “학교

식법”은 제2장에서 학교 식 시설･설비 기  등에 해서, 제3장에서는 식

재료, 양 리, 생･안 리 등 학교 식 리･운 에 해서 규정하고 

있음. “유아교육법”의 제2장 17조에도 유아의 식 리에 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식이 시행되고 있으

나, 주로 양･안  등에 한 내용으로 식생활 습 , 양질의 식품공 지원

체계 등에 한 내용은 미흡함. 학교 식 식단의 서구화와 식 단가의 

 등으로 수입 농산물이 식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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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양  식생활 련 법률 황

련 기 주요 법 주요 내용 정책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통 식생활문화를 계승･발 시

키기 한 정책의 수립  시

행 규정(제22조)
- 통식품과 식생활 문화 

계승･발  지원

-식품성분 조사

-학교 식용 우수농산물 

지원

-한식세계화 
식품산업진흥법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

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

(제17조), 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 (제18조), 식품성분  

식품 양학  품질 특성 등에 

한 조사･연구  련 사항 

규정(제19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995년 건강에 한 바른 지식 

보 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제정, 

보건교육, 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의 내용 포함

-국민(성인,노인)식생활지

침 개발

- 유아  미취학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을 

한 식생활지침 개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바

른식생활습 , ｢국민건

강･ 양조사｣(3년마다 

발간 통계책자) 발간

식품 생법 양표시 련 사항 규정

어린이 

식생활안 리 

특별법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

을 갖도록 하기 하여 안

하고 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2008년 3월 제정)

유아보육법 유아 식 련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유아의 식 리 내용 포함

학교 식법

학교 식 시설･설비 기 , 식

재료, 양 리, 생･안 리 

등 학교 식 리･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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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방향

2.1. 정책의 범위

○ 일반 으로 국가의 양정책은 국민들이 식품 섭취를 잘하여 양을 얻어

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 인 양정책

(Quantitative Nutrition Policy)과 질 인 양 정책(Qualitative Nutrition 

Policy)으로 나 어짐.

○ 양 인 정책은 체 인구집단이 충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양 부족

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임. 충분한 식품이 생산되더라도 공 이나 분배가 

제 로 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책 인 배

려가 모든 나라에서 필요함. 

○ 질 인 양정책은 식품 공 이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

는 것임. 잘못된 식생활과 련이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의 경우 한번 발병하

면 완치가 어렵고 리에 의료자원의 소모와 노동력의 감소 등 경제 인 여

가 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험집단의 리를 통한 방을 비용 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율 인 방법으로 여기고 있음. 

○ 양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분야는 식품공 , 분배, 소비, 식품섭취, 

양소 이용, 건강상태와 련됨. 즉, 련 정책은 수   산업정책, 사회복지

정책, 정보 련정책, 보건정책, 의료정책, 복지정책 등이 있음. 

○ 식문화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하는 체계와 상차림, 식사  등 식사행

동 체계가 통합된 문화로 정의되므로, 식생활 정책은 통 식문화의 계승･

발 과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을 목표로 함. 우리나라의 식사패턴은 서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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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양가와 기능성이 높고, 세계 인 건강식의 기본이 되므로 식생활

정책은 양정책과 지향 이 같음.

○ 우리나라의 통음식은 양균형이 우수한 열량이며 건강식이라는 평가

가 확산되고 있음. 계 에 따라 식재료와 조리법이 조화되는 우수한 자연음

식이며, 맛이 깊고 식재료가 다양한 특징을 보임.

 - 김치를 세계 5  건강식품으로 선정(미국 헤럴드지), 비만을 방하고 

양학 으로 균형 잡힌 모범음식( 국 이낸셜 타임즈)이라고 함.

2.2. 추진목표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 을 해 식품에 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의 제공, 균형 잡힌 식생활 습 을 정

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통 식문화 가치를 극 으로 홍보하여 해외 수요를 확 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식생활 목표를 설정하고 가정, 학교, 지역, 생산자, 정부가 참여하

는 범국민운동차원의 식생활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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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3.1. 식품 및 영양 업무 종합적 추진 체계 구축 

○ 건 한 식생활 리를 통한 국민의 식습  유지  정 양섭취는 사회경

제  비용 감, 차세  식습  개선, 한국형 식생활 문화의 확보, 농업의 

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됨. 

○ 식품의 공 , 분배와 소비, 식품섭취, 양소 이용, 건강은 상호 하게 

련되기 때문에 식품  양 련 업무는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단계별 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상호 계성을 분석하

여 정책마련의 기  자료 확보

 - 식품, 양, 건강에 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양 련 정보창구를 일

원화함으로써 국가 식품, 양정보시스템 구축 

 - 식품 섭취, 양소 섭취, 질병 리 련 정책  로그램 개발과 모니터링

○ 미국에서는 식품 양보조정책이 농무성 산의 40% 이상을 유하고 있으

며 푸드스탬  로그램과 부인･유아  어린이를 한 특별 양 지원 

로그램(WIC), 학교 식 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건강, 식

문화, 식품공 , 식습 , 양 등을 포 하는 종합 이고 계획 인 식육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 모두 농업부처와 보건부처에서 공동으로 식생

활지침을 제작하여 보 하는 등 식품 양정책을 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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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식품 공급시스템 확충

○ 아동  청소년층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  형성을 해 우수한 농식품이  

학교 식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련 지원을 확 해

야 할 것임. 

○ 학교 식이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내용

과 연계, 통식문화 실천, 우수 식재료 교육, 다양한 체험기회 부여 등과 

연계하여 운 되어야 하며, 반 인 양상태를 개선하기 한 구체 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에서는 취학아동을 상으로 국산 과일･채소 공  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식을 ‘살아있는 교재’로 식육 지도에 활용하고 

있음. 일반 교과 이외에도 식육에 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학교 식육

에 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주요 식육 련 교재로는 ‘식육 지

도 요령’, ‘식생활학습교재’, ‘학교 식 조리장에서의 손씻기 매뉴얼’ 등이 

있음. 

3.3. 저소득층 대상 식품지원정책 활성화 

○ 농정당국의 식품 양정책은 일반국민을 상으로 한 건강식생활에 한 홍

보  교육뿐만 아니라 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노인과 어린이를 상으로 

한 양지원 로그램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식품 양정책으로 더 건강해진 소비자들의 국내농산물에 한 보다 

왕성하고 지속 인 구매로 인해 궁극 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경

제 발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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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통 식품의 과학화･산업화

○ 통식품의 발효원리와 효능 등 우수성을 과학 으로 구명하여 내외에 

극 홍보하며, 맛의 표 화･등 화  국제 규격화(CODEX 채택) 등을 통

해 내외 수요를 개발해야 함. 

○ 한식이 세계 인 음식으로 발 하려면 한식에 한 기본 인 개념 정립을 

기 로 국가별 지화 메뉴･조리법  한식당 운  매뉴얼 등의 한식 컨텐

츠 개발･보 할 필요있음. 국내외 한식당 실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여 

리･지원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 

○ 한식 소스, 간편식 메뉴, 한식 식기구  포장･유통 기술 등의 개발로 상품

성을 증 하고, 한식당 인증 모델  인증기  등을 개발하여 문화가 가미

된 홍보･마 을 통해 이미지 고 화  심을 유발해야 할 것임.

○ 한식 문 교육기 을 육성하여 한식 문 조리사를 양성하고 한식 문조

리사 자격제도에서 조리기술뿐 아니라 경 ･식문화에 한 문지식을 배

양함으로써 자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역사가 반 된 스토리 발굴･홍보와 체험행사 등을 통해 이미지를 제

고하고, 상물･책자･TV･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 으로 보 해야 함.

3.5. 식생활교육 관련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 활성화

○ 불규칙한 식생활을 개선하고 양불균형에 처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 이 

형성되도록 하기 해서는 가정, 학교, 정부, 생산자, 지역이 참여하는 범국

민운동차원에서 식생활 교육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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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 식습  확립을 해서는 식문화  식생활 련 정보제공과 교육,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부지침 작성･보 , 매스컴을 통한 식문화

와 바른 식생활 홍보 등이 필요함. 

○ 학교 식은 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서 올바른 식습 뿐만 아니라 식문

화 체험에 요한 향을 미치므로 학교 식에서 한국형 식생활에 한 선

호도를 유지･확 하기 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국내산 농축산물을 최 한 이용할 수 있도록 련 법규의 정비와 재정지원

을 뒷받침하고, 통식 식메뉴 등을 개발･보 해야 할 것임.

○ 식습  등 가치 과 련된 교육은 일  시작할수록 효과 인  등을 감안

하여 식생활 교육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고 체계 으로 실시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개인과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식생

활 교육 련 표 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국민의 식생활 실태의 

문제 과 개선 필요성에 한 사회  인식을 수렴하여 기본법 제정을 추진

해야 함. 

○ 통 식생활  식문화 정착을 한 교육 인 라를 구축하기 해 통 식

문화 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식생활 교육 로그램  식생활 지침서의 

개발･보 이 필요함. 

 - 통 식문화의 우수성, 음식과 양･건강과의 계 교육, 요리교실 등을 

연령구성별로 높이에 맞도록 로그램 개발･보

 - 한국형 상차림 패턴 개발, 한국형 표 식단 개발, 통 미각교육  식사

 교육 등 한국형 음식문화 모형 개발

 - 국민의 양  요구와 식품공  상황  생애 주기 등을 고려한 식사 지

침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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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식품관련 정보를 객관적･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홍보

○ 먹을거리와 건강에 한 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식품에 

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 제고를 한 노력이 미흡하 음. 소비자로 하여  

식품에 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합리 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식품의 성분과 양  가치, 안 성 리체계, 식생활지침, 통 식단메뉴 

 요리법, 식품과 련된 해외 동향 등에 한 다양한 정보를 객 으로 

교육･홍보할 필요있음.

○ 식품기업･학계･연구기  등이 공동으로 식품에 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유도하고, 소비자 단체를 심으로 ‘식품 바로 알기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3.7. 식품소비 및 영양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전국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료 수 부터 식재료의 가공･유통･외식･소비 등 푸드시스템 반에 한 

황조사 결과  각종 식품 련 통계를 수집하여 체계 으로 제공할 수 있

는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체 식품을 상으로 식품, 양, 건강을 종합하여 식품소비를 모니터링하

고, 식품소비 련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 개발과 기본통계를 확충하는 사업

이 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식품 련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련 정

보의 신뢰도와 활용도 제고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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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의 련 정책11

1. 미국의 식품 양보조정책

○ 미국의 식품 양보조정책은 국민의 양  건강 증진이라는 목  하에 추

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농무성 산(2007)의 43%를 차지할 만큼 매우 요

한 정책 의 하나임.

 - 미국 식품 양보조정책의 3  목표: 양 높은 식품에 한 근성 확보, 

건강한 식습   생활양식 증진, 양보조정책 운   수 자 서비스의 

개선

○ 식품 양보조를 한 세부 로그램은 정책 상에 따라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과 소득층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으로 나뉨.

 - 일반인 상: 양교육  홍보(Nutrition Education & Training)

 - 학교 식: School Lunch

 - 소득층 일반계층: Food Stamp

 - 소득 특정계층: WIC(임산부), CSFP(노인  어린이), Child & Adult 

Care Food Program(노인  어린이)

○ 식품보조  양정책 수단은 로그램마다 상이하여 지 , 식품구입

에 용도를 제한한 쿠폰(voucher) 지 , 필수식품제공 형태로 여가 지 됨. 

 - 거의 모든 양보조 로그램에서 식품에 한 양정보 제공이나 양교

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11 미국과 국은 김성용. “식품소비  양정책의 평가와 과제.”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한 과제｣(2007.12)를, 호주와 일본은 이상선. “식품 양정책의 발 방향.” ｢식품산업 발

을 한 정책 방향과 과제｣(2008.5)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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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미국 식품보조  양정책의 종류와 지원 상

 주요 정책 가구 임산부 아 어린이 노인

Food Stamp Program √ √ √ √ √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WIC √ √ √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 √ √

School Breakfast Program √

Summer Food Service Program √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

Nutrition Program for the Elderly √

Commodity Distribution to Charitable 

Institutions
√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WIC/Elderly
√ √ √ √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

Special Milk Program √

Nutri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

WIC Farmers Market and Nutrition 

Progra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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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미국 식품보조  양정책의 지원방식

주요 정책 
식비

지

식품
구입용
쿠폰
지

식품
구입

지

필수
식품
제공

양
정보
제공  
교육

Food Stamp Program √ √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 √

WIC √ √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 √ √

School Breakfast Program √ √ √

Summer Food Service Program √ √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

Nutrition Program for the Elderly √ √

Commodity Distribution to Charitable 

Institutions
√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CSFP)-WIC/Elderly
√ √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FDPIR)
√ √

Special Milk Program √

Nutri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

WIC Farmers Market and Nutrition Program √ √

○ 식품 양 책 가운데 수 자 수와 수 자 1인당 보조액 측면에서 가장 규

모가 큰 로그램은 푸드스탬 (Food Stamp)임. 

 - 미국인 15명당 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 인 양안 망

(National Nutrition Safety) 역할을 수행

     ㆍ푸드스탬 의 수 자 수 연간 260만명

     ㆍ1인당 월보조액은 약 88천원(93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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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식품 양보조 로그램은 학교 식(school lunch)으

로 그 수 자는 연간 3백만명에 달함.

표 4-4.  미국 식품 양정책별 수 자 수  보조액

   단 : 백만 명, 달러

정책 로그램 2005(실 ) 2006(추정치) 2007(계획치)

Food Stamps 25.7 26.9 25.9

School Lunch 29.6 30.2 30.9

School Breakfast 9.3 9.8 10.3

WIC 8.0 8.2 8.2

CSFP:WIC 0.05 0.05 0.0

CSFP: Elderly 0.47 0.42 0.0

FDPIR 0.10 0.10 0.10

수 자 1인당 월 보조액 2005(실 ) 2006(추정치) 2007(계획치)

Food Stamps 92.70 93.79 96.95

WIC 37.55 38.38 39.30

CSFP: WIC 16.66 22.07 0.0

CSFP: Elderly 12.71 14.26 0.0

FDPIR 40.69 40.28 41.66

○ 미국의 식품보조  양정책은 ① 식품소비의 확  ② 양상태 개선 ③ 

빈곤경감  사회안 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미국 내 많은 연구결과들이 

평가하고 있음.

 - 식품소비확 효과: 식품보조를 한 여액이 용도를 식품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식품에 한 한계소비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ㆍ식품에 한 소득 1달러의 한계소비성향: 5-13센트

  ㆍ식품에 한 보조액 1달러의 한계소비성향: 17-34센트 

 - 양개선효과: 미국의 식품소비조사연구에 따르면 소득층의 식생활이 

1965~1966년, 1977~1978년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 시기는 식품보조  

양공 로그램이 미국 역으로 확 된 시기임. 

  ㆍ미국 식생활지침(Food Guide Pyramid)이 정한 5가지 식품군   3가지 

식품의 권장소비량에 한 섭취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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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경감  사회안 망효과: 소득층에 식품구매력을 제공함으로써 식

품소비를 늘리고 소득층으로 하여  한 양수 을 유지  하는 

양안 망(nutrition safety net) 역할을 수행 

 ※ 특히, 푸드스탬 의 경우, 보조액 수 이 소득가구의 체 구매력의 25%를 

과하는 액이며, 보조액이나 수 자 수가 한 해의 경제수 과 하게 연 되

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침제로 인한 실업자 증가시 다른 공공부조보다 빈곤경감

이나 생계보호의 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소득층에 한 양보조 로그램은 소득층에 한 정식품 확보(Food 

Security)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음.

 - 정식품 확보(Food Security): 건강한 삶을 해 필요한 식품을 언제든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Food insecure는 건강한 삶의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

는 상태로 미국 인구의 11%인 1,260만명이 이에 해당

 - low food security는 다양한 식품의 섭취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미국인구

의 7.1%인 820만명이 이에 해당

 - very low food security: 가족 구성원  어도 한 명 이상이 정상 인 식

품 섭취에 제약을 받는 상태로 미국인구 3.9%에 해당하는 440만명이 이 

부류에 속함. 

○ 미국 농무부는 식품 양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해 수 자에 한 모니

터링을 주기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 자의 양섭취 상태를 자세하게 분

석하기 해 1990년부터 ｢개인별 식품섭취량에 한 국조사｣(Continuing 

Survey for Food Intakes by Individuals)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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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2.1.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

○ 국 환경식품농 부(DEFRA)은 2003년 8월 공공부문 식품조달계획(Public 

Sector Food Procurement Initiative: PSFPI)를 시행하고 있음. PSFPI는 

DEFRA의 지속가능한 농업  식품산업 략(Sustainable Farming and 

Food Strategy:SFFS)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SFFS는 산업, 정부, 소비자가 력하여 지속가능하며 세계  수 의 농업

과 식품산업을 수립하여 더 나은 환경과 번 된 공동체를 만들기 한 

략을 말함.

  ㆍ공공부문의 식품구매  식에 사용되는 지출액은 연간 20억 운드

(3.8조원)에 달하는데, 이 구매력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산

업 략을 해 활용함.

○ PSFPI의 목 은 공공부문의 식품구매자가 농민, 재배업자, 공 업자와 

력하여 지속가능한 식품이 병원, 학교, 감옥  공공기  내 구내식당에서 

더 많이 소비되도록 하는 데 있음. 

 - PSFPI의 5 가지 추진목표:   

  ① 식품의 생산  가공 기  개선

  ② 지역생산자로부터의 농산물 구매 확  

  ③ 건강식이며 양 높은 식품의 소비 증  

  ④ 식품 생산과 공 의 환경  악 향 축소

  ⑤ 지역의 소규모식품공 자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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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SFPI의 기본 개념

 

○ 국 환경식품농 부가 PSFPI로부터 기 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국 농 지역경제 

 - 경쟁력 있는 소규모 식품공 업체

 -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학생과 노동자

 - 병원 입원일 수의 축소

 - 지속가능한 환경

 - 동물복지

 - 소수인종  종교집단의 식품선택권 확

 - 쓰 기 감량에 기여

 - 지속가능한 조달 

○ 식품조달계획에는 균형 잡힌 식생활의 수단으로 건강식이며 양 높은 식

품(good food)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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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식단: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되, 설탕･지방･소 은 게 섭취하고, 과

일과 채소는 가능한 한 많이, 감자  곡류 등도 많이 섭취함을 의미  

○ PSFPI는 국민건강증진을 한 타부처의 실천계획(Action Plan)과 공조체제

하에 추진되고 있음.

 - NHS, 국방부, 감옥, 기타 공공기 에서 공 되는 모든 식품에 한 양 

기  강화

 - 국가보건체계(National Health System)의 식품건강실천계획: Choosing a 

Better Diet

 -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의 학교 식 개선 로그

램: 5 A DAY Program(SFVS)

 - 병원 식개선 로그램(Better Hospital Food Programs)

○ PSFPI는 국민에게 양 높은 식품의 공 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효과

이외에 식품소비확 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

 국가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2.2. 영국의 과일채소 학교급식프로그램

○ 국은 2000년에 도입된 NHS(National Health System) 계획의 일환으로 

4-6세의 취학 어린이에게 국산 과일, 채소 소비량 증 를 목표로 학교 과

일  채소공  로그램(School Fruit and Vegetable Scheme: SFVS)을 시

행하고 있음.

 - 이 로그램은 암이나 고 압 방을 해 일정량 이상의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요구함. 

 - 과일,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기 해서는 어릴 부터 과일과 채소에 한 

섭취 습 을 들이는 것이 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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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일채소 식 로그램은 환경식품농 부의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과 

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매일 200톤, 매년 4만톤의 신선한 과실과 채소가 NHS의 조달청 (Purchasing 

and Supply Agency)에 의해 공 되고 있음.

 - 과실과 채소의 구입은 공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루어지고 있음.

 - 농산물의 공 은 국의 9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인증된 업체에 의해 이루

어지는데 공 되는 농산물은 안 해야 하며 통합작물경 시스템(integrated 

crop management system) 하에 재배된 것이어야 함. 

  ㆍ각 지역마다 매일 20-3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과일과 채소 공

○ 취학아동의 선호  식경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공 되고 

있는데 주종은 사과, 바나나, 당근, 방울토마토, 배, 감귤류, 딸기 등임. 

 - 향후 키 와 오이도 공 할 계획임.

○ 이 로그램에 한 수 자와 이해당사자들의 평가는 매우 정 인 것으

로 나타남.

 - 참여학교의 99%가 과일 공 자를 매우 신뢰하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

 - 참여학교의 93%가 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

 - 학교 아동의 다수가 이 계획을 정 으로 평가

 - 교사의 99%가 이 계획이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켰다고 평가

 - 참여학교의 97%가 이 계획이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습 을 교육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참여학교의 55%가 이 계획으로 수업분 기가 향상되었다고 평가

 - 아동의 25% 이상이 계획에 참여한 후에 방과 후 과일 소비가 이 보다 

늘었다고 평가   

 - 학부모의 96%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식으로 먹었던 과일은 학교 밖에서

도 항상 먹거나 아니면 자주 먹게 되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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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국민건강 양정책

○ 호주의 양행동계획은 국가공 보건 양 략(National Public Health Nutrition 

Strategy)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호주국민의 양상태를 개선시키기 해 

10년을 주기로 정부가 심이 되어 련분야 즉 업계, 비정부단체, 지역공

동체  연구단체와 함께 일하는 모델을 구축하 으며, 두 단계로 나뉘어 

개발되었음. 첫 단계는 1997년에 수행된 바 있으며, 건강분야에 한 내용

만을 포함함. 첫 단계 사업의 주요 결과는 국가 보건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공 보건 양에 한 정보를 담당하는 범부처간 략개발회의(Strategic Inter 

Governmental Nutrition Alliance; SIGNAL)를 발족시킨 일임. 두 번째 단계

는 1999년에 시작되어 2010년에 완성될 계획으로 비정부기 의 역할규정

에 을 두고 있음.

□ Eat Well Australia (EWA): 2000~2010년의 양정책

○ 호주에서는 국가 양정책의 기본으로 EWA를 계획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문제: 과체 (Overweight)과 비만(Obesity)

 - 략 식품군 : 과일과 채소

 - 략(목표) 인구 집단 : 여성, 유아, 어린이, 원주민 등

 - 기반 조성 : 인 라스트럭처 구성, 략 리, 기   자원 배분, 연구 개

발, 인 자원의 개발, 정보교류, 모니터링과 평가

 - 주요 내용

  ㆍ좋은 양상태는 건강생활의 기본임을 명시

  ㆍ식이 련 질환의 효과 인 리를 통해 사회경제  부담을 임.

  ㆍ향후 10년을 한 국가 공 보건 양정책의 기본을 마련함.

  ㆍ정부의 법률  제도에 새로운 내용을 반 하고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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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효과 인 목표달성을 해 련자 그룹에 한 력 체제를 구축함. 

력체계 구축방안으로 SIGNAL을 만들었으며, 그 련조직들은 다음과 

같음.

￭ SIGNAL의 구성

 - 연방 보건부와 고령자 어(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DHAC)

 - 주정부보건부(State/Territory Health Department)

 - 호주보건복지연구소(the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

 - 호주뉴질랜드식품당국(the 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 ANZFA)

 - 국립보건의료연구 의회(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 뉴질랜드보건부(the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그림 4-8.  EWA와 4개 주요 역 간의 계

채소와 과일채소와 과일

과체중과 비만과체중과 비만

모성과 영유아 건강모성과 영유아 건강

취약그룹취약그룹

연구개발 계확안연구개발 계확안

주 요 영 역

전략관리전략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안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안

인적자원개발 계획안인적자원개발 계획안

정보교류 계획안정보교류 계획안

채소와 과일채소와 과일

과체중과 비만과체중과 비만

모성과 영유아 건강모성과 영유아 건강

취약그룹취약그룹

연구개발 계확안연구개발 계확안

주 요 영 역

전략관리전략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안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안

인적자원개발 계획안인적자원개발 계획안

정보교류 계획안정보교류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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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목표 략의 우선순 (key nutrition priority)를 결정하기 해서 3개의 

큰 분류체계로 재분류하여 진행되었음.

① 건강증진(Health gain)

  ◦ 채소와 과일의 섭취 증진

  ◦ 건강체  유지

  ◦ 모성과 어린이 양개선

  ◦ 학령기 아동의 양개선

  ◦ 취약그룹의 양개선

  ◦ 안 한 식량의 확보

② 기반조성(Capacity building)

  ◦ 공 보건 양분야의 연구 지원

  ◦ 재안의 효율성 증

  ◦ 인 자원의 역량 증

  ◦ 국민과의 정보교환

③ 략수행(Strategic management)

  ◦ Eat Well Australia의 개발

  ◦ 양정책  자원의 개발

  ◦ 식품과 양상태에 한 모니터링

4. 일본의 건강  식육(食育)정책

○ 건강정책은 1978년에 시작되어 2000～2011년에는 제 3차 계획인 ‘건강 일

본 21’을 심으로 건강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수  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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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하고 검증함.

 - 생활습  개선책, 험인자 감소방법, 검진 책, 질병 발생 감소 책

○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건 한 심신 배양과 풍부

한 인간성 양성을 목 으로 식육(食育)을 추진하기 해 식육기본법(食育基

本法, 2005.6)을 제정함.

 - 가정, 학교, 보육원, 지역의 건 한 식생활을 한 식육

 -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진, 신뢰 계 구축, 환경과 조화된 농산어  활

성화

 - 통 있고 우수한 식문화 계승

 - 식품 안 성 양 등 식생활에 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  국제교류 

추진

4.1. 건강 일본 21 : 21세기 국민건강 만들기 운동 (2000년~2011년)

○ 일본의 건강정책은 1978년에 시작되어 시설의 정비나 인재의 육성･확보에 

힘을 쏟아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의 건강상태가 얼마만큼 개선되

었는지 평가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 3차 계획인 ‘건강 일본 21’에서는 건강

지표의 수치를 과학  근거를 바탕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치

를 설정함. 따라서 국민의 건강수 의 개선정도를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 ‘건강 일본 21’의 요한 특색이 되었음.

○ ‘건강 일본 21’에서는 2000년부터 11년 계획으로 9개 역별로 개선 목표치

가 설정되어 있음. 국가･시 도 군 읍 동, 보건･의료 계의 문가, 직장･학

교･지역･기업･매스미디어･자원 사단체 등이 참여하여 계획의 추진･달성

을 꾀하는 것으로 그 성과가 기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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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기본방법>

  - 1차 방 시와 생활의 질 향상

  - 국민 보건의료수 의 지표가 되는 구체 인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기 

한 시책을 체계화한 계획

<강조사항>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실 하기 해 

건강 수명의 연장 등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 만들기를 종합 으로 추진

 ￭ 건강일본21은 9개 역으로 범 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체를 총

하면 다음의 3단계로 나 어 생각할 수 있음.

① 생활습 의 개선책

   - 양･식생활의 개선, 운동･신체활동의 증가, 휴양･마음의 건강, 정음주, 

치아의 건강 유지 등이 요함.

② 험인자의 감소방법, 검진 책

   - 정 체 의 유지, 연 책, 순환기병･당뇨병 책 등이 요함. 한, 충

실한 검진이란 순환기병, 암, 당뇨병 등의 생활습 성질환 검진의 충실, 

치과검진･불소도포, 치석제거 등을 들 수 있음.

③ 질병 발생의 감소 책

   - 뇌졸증, 허 성심질환, 암, 당뇨 합병증의 감소와 자살자의 감소, 우치  

치주병의 감소 등이 과제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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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의 식육 추진과정과 식육법의 내용

4.2.1. 일본에서 식육(食育)의 개념

○ 식육(食育)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생애를 통틀어 건 한 식생활의 실 , 

식문화의 계승, 건강의 확보 등을 꾀하기 하여, 스스로 식에 하여 생각

하는 습 , 식에 한 다양한 지식과 식을 선택하는 단력을 재미있게 습

득하기 한 학습 등의 노력을 말함. 

○ 식육의 범 는 크게 ｢식생활지침｣, ｢식의 안 ｣ 등이 포함됨.

4.2.2. 식육기본법(食育基本法) 이 의 식육추진 상황

○ 식육기본법 이 에는 식품안 원회,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이 심이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됨.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에서

도 자발 인 식육 조직을 형성함.

○ 식품안 원회는 식품건강 향평가의 수법과 내용 등에 한 정보의 제

공  의견교환의 진을 통하여, 식품의 안 성에 한 국민의 지식과 이

해를 증진함.

* 리스크평가(식품안 원회): 식품에 포함된 해요인의 평가

* 리스크 리(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식품에 의한 리스크 감을 한

행정조치

* 리스크커뮤니 이션: 리스크분석의 과정에서 계자 간 정보  의견교환

○ 문부과학성은 아동･학생들이 올바른 식사의 섭취방법이나 바람직한 식습

을 익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교사제도를 심으로 

식에 해 지도하는 시책을 추진함.



61

▶ 국 인 식육활동의 개

*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먹으면 좋은가를 쉽게 나타낸 ‘식사밸

런스 가이드’를 결정･공표, 소매 ･외식 등에서 활용토록 진하기 한 매뉴얼

을 작성･활용 진

▶ 학교에서의 식육추진

  - 양교사제도(2005.4), 심포지엄  지도참고 자료의 작성･배포, 연수회의, 

    식생활 학습교재 작성, 학교 식 충실(밥 식,지산지소) 

▶ 가정에서의 식육추진

  - 가정교육수첩 작성･배포

○ 후생노동성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

록 국민건강만들기 운동, 모자보건활동, 식품의 안 성 확보를 추진하고, 국

민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을 향상하는 시책을 추진함.

* ‘건강일본21’, 식생활지침  식생활밸런스가이드 보 , 식생활개선 보  운동 

추진, 홈페이지에 식육정보제공, 식품안 커뮤니게이션 실시 등

* 당뇨병 방 양･운동지도메뉴얼 책정, 검진 후 개별 양지도, 리 양사 등의 

자질향상과 활용, 식생활개선추진원 등 자원 사와 동에 의한 지역 식생활 개

선추진, 문조리사  조리사의 인재육성과 활용 등

* 건강･ 양에 한 과학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진(일본인 식사 섭취

기  책정, 건강식품의 안 성･유효성 정보), 건강21과 건강한 부모21의 간평

가와 개선, 건강  양에 한 조사 실시(국민건강･ 양조사, 乳幼兒 양조사

등), 건강･ 양에 한 조사연구 충실(생활 습 병 방, 임산부를 한 양

리, 식품의 안 에 한 조사연구 등)

○ 농림수산성은 건 한 식생활 실 , 농림어업과 식품산업에 한 올바른 지

식의 보 , 식문화의 계승, 식품의 안 성에 한 기 인 정보의 제공 등

을 꾀하기 해 식육(食育)을 국민운동으로서 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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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을 ‘食을 생각하는 月間’으로 지정하여 ‘일본식육페어’  ‘지역심포지

엄’ 등 국각지에서 이벤트 개최, ‘지역에 뿌리내린 식육콩쿨’ 표창

* ‘식을 생각하는 국민포럼’개최 등 민간의 식육활동단체인 ‘식을 생각하는 국민

회의’, ‘식과 농의 응원단’의 지원

* ‘식육･건강 페어’(식과 건강을 테마로 한 이벤트)를 국에서 개최하고 매스미디

어가 국 으로 방 , 식생활지침 등에 해 포스터, 팜 렛, 인터넷을 통해 정

보제공

* 식품산업에서 모델사업 실시, 식육실천방법에 한 연구 지원

▶ 지역특성을 활용한 활동지원

* 생산자, 생 리 계자, 양 계자, 학교 식 계자 등으로 구성된 ‘식육추진자

원 사’( 국 약 3만 명)를 심으로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과 같은 식육활동 지원

*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학교 식에 의해 식과 농에 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과 

지역 식재료에 한 소비자와 생산자 의견교환의 장 만들기 지원

* 식에 한 여러 가지 체험의 장을 통해 식료의 생산과정과 식의 안 에 한 

이해를 진하는 노력에 한 지원(국수만들기 체험, 선과장 견학 등)

4.2.3. 식육(食育)기본법의 내용

○ 일본은 식육(食育)기본법을 2005년 6월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6월 17일에 공포함. 

○ 식육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식과 련된 문제 ① 식을 소 히 하는 마음 결여, ② 양불균형과 불규

칙 식사 증가, ③ 비만  생활습 병(암, 당뇨병 등) 증가, ④ 과도한 다이

어트 경향, ⑤ 식의 안 상의 문제 발생, ⑥ 식의 해외 의존, ⑦ 통식문

화의 상실 등에 한 발본 책으로 국민운동차원에서 식육을 강력하게 추

진하기 해 법률을 제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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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률은 건 한 심신을 배양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양성하기 해 식육(食

育)에 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데 있음. 기본 인 시책은 가

정･학교･보육원 등에서의 식육(食育) 추진, 지역에서의 식생활 개선을 한 

활동 추진, 식육(食育)추진운동의 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진, 환경

과 조화되는 농림어업의 활성화, 식문화 계승을 한 활동 지원, 식품의 안

성･ 양 그 밖의 식생활에 한 조사･연구･정보제공  국제 교류의 추

진 등임. 

그림 4-9.  식육(食育)의 추진 체계

국가

식육추진회의
회장 내각총리대신
위원 식육담당장관

관계각료
식육에 관한 지식 · 경험을 가진 자

식육추진기본계획
의 책정 · 실시

관계부처

지방공공단체

도도부현 식육추진회의

도도부현 식육추진
계획의 책정 · 실시

도도부현

시정촌 식육추진회의

시정촌 식육추진
계획의 책정 · 실시

시정촌

국민운동
으로서의
추 진

관계자 · 단체 등

어린이들의 보호자

교육 · 보육 · 의료 · 보건관계자 등

농림어업자 등

식품관련사업자 등

각종 단체, 자원봉사 등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육원에서
지역(보건서, 의료기관, 농림수산물의 생산,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의 현장 등) 에서

국가

식육추진회의
회장 내각총리대신
위원 식육담당장관

관계각료
식육에 관한 지식 · 경험을 가진 자

식육추진기본계획
의 책정 · 실시

관계부처

지방공공단체지방공공단체

도도부현 식육추진회의

도도부현 식육추진
계획의 책정 · 실시

도도부현

시정촌 식육추진회의

시정촌 식육추진
계획의 책정 · 실시

시정촌

국민운동
으로서의
추 진

관계자 · 단체 등관계자 · 단체 등

어린이들의 보호자어린이들의 보호자

교육 · 보육 · 의료 · 보건관계자 등

농림어업자 등

식품관련사업자 등

각종 단체, 자원봉사 등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육원에서
지역(보건서, 의료기관, 농림수산물의 생산,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의 현장 등)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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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일본의 식육 추진계획

○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농림어업 계자, 식품산업 계자, 학교교육

계자, 양･보건행정 계자 등이 각각의 분야  분야 간에 연계해 나감

에 따라, 국민  운동력으로서 식육(食育)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 가정에서의 식육추진: 보호자  자녀의 식에 한 심과 이해 증진, 건

한 식습  확립을 도모함.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교실 

 - 건강미 등 한 양 리에 한 지식의 보  는 정보 제공

 - 임산부와 유아를 상으로 양지도 

○ 학교, 보육소 등에서 식육 추진

 - 학교, 보육소 등에서 식육추진 지침작성

 - 식육 지도할 수 있는 직원 배치, 지도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식계발, 지

도체제 정비

 -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교 식의 실시

 - 농장 등에서의 실습과 식품조리 등 다양한 체험활동 등

○ 지역에서 식생활 개선을 한 응 추진

 - 건 한 식생활에 한 지침의 책정  보 계발

 - 식육의 문  지식을 가진 사람 양성  활용

 - 보건소  시정 보건센터 등에서의 식육 보  계발

 - 의료기  등에서 식육의 보 계발 추진

 - 식품 계사업자 등이 식육추진하기 한 활동 지원 등

○ 식육추진운동의 개

 - 식육추진을 한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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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효과  식육 추진에 한 활동을 추진하는 기간 지정

 - 자원 사와의 연계 등

○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진, 환경과 조화된 농림어업의 활성화

 - 농림수산물의 생산, 식품의 제조, 유통 등에서 소비자의 체험활동 진

 - 학교 식 등에서 농림수산물의 지산지소 진

 - 식품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생이용 등

○ 식문화 계승을 한 활동지원

 - 풍부한 식문화의 계승 발

 - 식문화에 한 지식의 보  등

○ 식품의 안 성, 양, 식습 에 한 조사, 연구, 정보제공  국제교류 추진

 - 식품의 안 성, 양, 식습  등의 조사연구

 - 식품의 안 성, 양, 식습  등에 한 정보 수집  제공

 - 해외에서의 식품 안 성, 양, 식습  등의 정보 수집

 - 식육에 한 연구자 등의 국제교류  해외 정보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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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식품 안 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식품 안 리 여건 변화 

□ 식생활 외부화의 진 으로 식품안 에 한 불확실성 증가 

○ 경제발 과 산업화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 소비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식품 수입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임.

 - 가구당 식품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외식비 비 은 1985년 약 8%에서 

2007년 약 47%로 6배 증가

 - 농식품 수입은 1998～2006년간 연평균 13.4%( 액기 )씩 증가하 으며, 

1998년 이후 농림산물 수입은 2배 증가한 데 비해 가공식품의 수입은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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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 비  변화

단 : %

연도 신선 가공 외식

1985 67.4 25.1 7.5 

1990 55.7 24.0 20.3 

1995 46.2 22.3 31.5 

2000 38.7 21.9 39.4 

2001 36.8 22.1 41.1 

2002 35.9 22.2 41.9 

2003 32.5 21.7 45.8 

2004 32.0 22.1 45.9 

2005 32.2 22.0 45.8 

2006 32.1 21.5 46.5 

2007 31.7 21.1 47.2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각 연도. 

표 5-2.  연도별 농식품 수입 황

단 : 천 톤, 천 달러

연도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림산물 총계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1998 1,469 1,093,772 82 233,456 85 243,680 6,589 1,581,384 8,224 3,152,292 

1999 920 1,038,890 116 268,530 124 276,983 8,621 1,989,142 9,780 3,573,545 

2000 2,640 1,786,830 110 301,534 161 404,189 7,439 1,543,944 10,351 4,036,497 

2001 2,851 2,052,392 120 345,483 158 380,114 7,385 1,504,727 10,514 4,282,715 

2002 2,968 2,270,464 130 367,650 187 440,874 7,203 1,542,426 10,488 4,621,414 

2003 3,118 3,070,556 140 387,169 192 435,992 7,668 1,907,664 11,119 5,801,381 

2004 3,432 2,703,101 163 418,247 170 452,042 7,678 2,497,455 11,443 6,070,847 

2005 3,554 3,663,821 167 475,370 178 529,478 7,349 2,336,561 11,248 7,005,231 

2006 3,707 3,459,744 173 469,812 189 603,967 7,148 3,048,728 11,216 7,582,253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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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 사고의 형화 추세

○ 식생활의 외부화로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기회가 증가하는 등 매년 식품

안 문제가 두되고 있음. 한 사고 발생의 여 도 확 되는 추세로 경제

사회 으로 심각한 향을 주고 있음. 

 - 2000년  어들어 김치 기생충 알 검출, 분유에서 사카자키균 검출 등 

식품안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일반 으로 식품안 사고는 불특정 다수에

게 향을 미치게 되어 사고발생의 여 가 매우 큼.

표 5-3.  국내 주요 농식품안 사고 발생 동향

구분 발생연도 주요사건 내용

식품

2002. 1. 5 성장기용 조제식에서 쇳가루 검출

2003. 6.11 칠 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과 검출

2003.12.24 미국  우병 수입검역  단

2004.11. 3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부 육류서 항생제  과 검출

2006. 8.31 시 유통 육류에서 항생제 검출

2006. 9. 7 조제분유 사카자키균 검출

2006.12 미산 쇠고기 다이옥신 검출

2007. 4 로얄젤리제품에서 항생제 ｢클로람페니콜｣ 검출 

2007. 5 흑삼가공제품 벤조피  검출

2007. 6 장균군 과 검출된 냉동갈비탕 발

2007. 7 수입 김치에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 검출

2007. 9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발견  

2008. 3.17 새우깡에서 이물질 발견

2008. 3.19 참치통조림에서 칼날 발견 

2008. 3.23 모짜 라 치즈에서 다이옥신 검출

2008. 3.28 미국산 냉동 야채가공품 이물질 발견  

2008. 9. 국산 분유사용 제품 멜라민 검출

농산물

2004. 2 인삼  가공품  BHC 기 치 이상 검출

2004. 3 구기자 등 한약제 이산화황 기 치 이상 검출

2005. 9 김치 납 검출

2005. 9  납 검출

2005.10 김치 기생충알 검출

2006. 9 폐 속 산 농산물 허용기 치 과 속 검출

2007. 8 녹차에서 ‘ 라티온’이라는 농약 검출

자료: 농식품안 정보서비스((http://www.agros.go.kr); 소비자 해 리시스템(http://ci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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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인 식품안 사고인 식 독 발생 환자 수는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함.

 - 식 독 발생 환자는 2002년 2,980명에서 2006년 10,833명으로 2.4배 증

가, 건당 발생 환자수도 같은 기간 38명에서 4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섭취 장소별 발생 황을 살펴보면 2002년 학교 등 집단 식소 발생율이 

46%에서 2006년 80%로 증가하여 식품안 사고의 형화 추세 반

표 5-4.  섭취장소별 연도별 식 독 발생 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계 78 2,980 135 7,909 165 10,388 109 5,711 259 10,833

가정집 7 117 7 81 7 44 9 111 15 119 

음식 29 586 46 1,441 35 1,052 53 1,021 108 1,971 

집단
식소

소계 16 1,392 67 6,130 72 7,738 30 3,751 93 8,073 

학교 9 806 49 4,621 56 6,673 19 2,304 70 6,992 

기업체 등 7 586 18 1,509 15 1,026 11 1,447 23 1,081 

기타 0 0 0 0 1 39 0 0 0 0 

기타 26 885 15 257 39 1,206 13 729 33 515 

불명 0 0 0 0 12 348 4 99 10 155 

  주: (     )는 건당 식 독발생 환자 수임.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 연도.

□ 소비자의 식품안 에 한 인식 증

○ 소득 증가, 웰빙 추구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안 에 한 심이 크게 증 함.

 - 2008년에 실시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농 에 한 국민의식 조사결

과 농식품 구매 시 소비자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안 성’(28%)으로 조사

됨. 이밖에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매 시 ‘품질(맛)’(27%), ‘생산지(국산/외

국산)’(25%)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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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소비자의 식품구매 시 우선고려순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2008). 농업･농 에 한 국민의식 조사.

2. 식품 안 리정책의 추진 실태

2.1. 식품안전관리 체계 

□ 식품안 리 업무의 분산

○ 재 식품안 업무의 해물질 기  설정은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리는 

품목별  생산･유통 등 단계별로 소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음.

 - 농산물의 생산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수입 포함) 이후는 식약청이 

리, 축산물은 사육(생산)･수입･가공･유통단계 모두 농림수산식품부에

서 담당하고, 소비단계는 식약청에서 리하고 있음. 수산물의 생산단계

(비･단순가공 포함)는 농림수산식품부, 이후는 식약청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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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식품안 행정 체계 

구분 재배 /사육
/양식 등

수입
국내
가공

유통
(보 /
운반 등)

소비
(식당, 백화  등 
최종 매단계)

비･단순
가공

고차
가공

농산
식품

정책 농식품부 복지부/식약청

지도
단속

농식품부
/지자체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수산
식품

정책 농식품부 복지부/식약청

지도
단속 농식품부 농식품부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축산
식품

정책 농식품부 농식품부/식약청( 해물질잔류기 ) 복지부

지도
단속

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부

농식품부

/지자체
식약청/지자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곽노성(2008).

□ 식품안 행청 체계 일원화 논의의 성과 부진

○ 정부는 2003년 식품안  T/F를 구성한 이후 식품안 리 효율화를 해 

식품안 행정체계 개편  식품안 종합 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왔으

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 음.

표 5-5.  식품안 행정체계 논의 경과

추진일시 주요추진사항 주요내용

2003. 8
∙국무조정실 식품안  T/F 구성
 - 국민건강 T/F로 확 개편(2004.9) 

∙식품안 행정개편  식품안 종
합 책 검토

2005. 3 ∙식품안 기본법안 국회 제출
∙식품안 정책 원회 설치

  - 행식품행정체계 유지

2005. 11 ∙식품안 책 의회 신설
∙말라카이트그린 등 형사고

  발생으로 원 에서 논의 결정 

2006. 3 ∙독립기 으로 식품안 처 설립 확정 ∙설립 련 실무 T/F 구성

2006. 10
∙국무회의에서 식품안 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

2006. 11 ∙국회 련소 원회에서 개정안 부결 -

2008. 6
∙식품안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3일 공포)

∙2008년 12월부터 ‘식품안 정책

원회’가 신설되어 식품안 리업

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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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를 소 으로 하는 식품안 기본법이 국회 본회

를 통과함. 이에 따라 ‘식품안 정책 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 리 업무

를 총 하도록 하 으나, 기능과 역할에 한 논란이 정부부처별로 여 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계속되는 식품안 사고 문제에 극 으로 응하고 소비자의 건강

을 보호하기 해 련주체 간 조속한 합의 필요

2.2. 식품안전관리제도

□ 우수농산물 리제도와 이력추 제

○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 된 농식품 안 체계 구축을 해 우수농산물 리

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를 2003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함.

 - 2006년 본 사업 시행 후 2007년에는 상품목 100개, 참여농가 16,796명

으로 크게 증가하 으며, 2008년 3월 재 324개소가 우수농산물 리시

설로 지정됨.

○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매단계까지 안 성 문제 발생 시 이를 역추 하

여 원인 규명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해 GAP 시범농가를 상으로 이

력추 제(Traceability)를 시범 으로 도입하여 재 100개 품목에 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한 쇠고기 이력추 제의 경우 2004년 9개 우수 랜드경 업체에 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2007년 9월 재 1개도(경기도) 체, 22개 랜드, 

25개 시･군, 650천두로 참여규모가 폭 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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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GAP 용 상품목  참여농가 수 황 

연도 상품목(개) 참여농가(호)

2003 5 9

3004 21 357

2005 47 965

2006 96 3,659

2007 100 16,79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홈페이지.

표 5-7.  수확 후 우수농산물 리시설 지정 황(2008년 2월 재)

RPC APC 기타 계

49 46 229 324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홈페이지.

○ GAP제도와 이력추 제도는 지속 인 발 을 해 운 체계  내용의 개

선이 필요한 상황임.

 - GAP 농산물의 생산비 은 농가기  1.3%에 불과하여 소비자가 GAP 농

산물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 공신력 

있는 민간인증기  육성 미흡으로 소비자의 GAP 민간인증에 한 불신

이 높은 상황임. 

 - GAP 농산물에 한 이력추  기록  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쇠고기 이력추 제의 경우, 조기 정착을 해 련기  체계개편  사

육･가공･ 매단계별 세부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HACCP

○ HACCP( 해요소 리기 )는 생산과정에서부터 사 에 해요소를 

악하여 집  리하기 해 1997년에 도입됨.12 

12 HA(Hazard Analysis)는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 ,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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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7월 국 도축장에 의무 으로 용되었으며, 2004년에는 운반･

보 ･집유･ 매단계, 2006년에는 사육단계에 운용할 HACCP의 도입 근

거가 마련됨.

○ 도축단계와 사육단계 HACCP 도입으로 도축과정  생 리가 개선된 것

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HACCP 도입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보다 안

한 돈육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자율 용 상 작업장(도축장 제외)의 HACCP 용업체 비율이 10% 

수 에 불과하여 향후 지속 인 확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임.

 - 식품업체의 세성으로 HACCP 기 을 충족시키기 한 시설 개보수와 

기자재 도입 등이 어려우며, 업종이나 시설에 합한 HACCP 모델 개발

이 미흡한 실정

표 5-8.  HACCP 도입 황(2008년)

분 류 지정건수 지정기 일

식품제조업체 347 2008.2.25

식업체 41 2008.2.25

도축장 144 2008.4.3

축산물가공업 188 2008.4.3

식육포장업 481 2008.4.3

농장 107 2008.4.3

계 1,308 -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물리  해요소 분석을 의미하며, CCP(Critical Control Point)는 해요소를 방, 제거 

는 허용하는 수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리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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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성조사

○ 안 성조사는 주로 생산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곰팡이독소, 

속, 식 독균 등의 유해물질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안 성조사 품목과 건수는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반 인 농식품 

안 성 향상을 해 향후 상 품목을 보다 확 할 필요가 있음.

 - 안 성조사 상품목은 2000년 124품목에서 2003년에는 135품목, 2007년

에는 186품목으로 2000년 비 50%가 증가. 한 안 성조사 건수는 

2000년 42,728건에서 2003년에는 59,570건으로 증가하 으며, 2007년에

는 69,083건으로 2000년 비 6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9.  농산물 안 성조사 실  추이
단 : 건, %

연도별 품 목
조 사 건 수 부 합건수

(B)
부 합비율
(B/A)정 분석 간이분석 계(A)

2000 124 11,672 31,056 42,728 525 1.2

2001 128 15,110 40,234 55,344 636 1.1

2002 134 17,011 38,999 56,010 600 1.1

2003 135 19,328 40,242 59,570 880 1.5

2004 138 20,371 40,196 60,567 770 1.3

2005 155 23,689 40,035 63,724 730 1.1

2006 178 27,652 38,238 65,890 750 1.1

2007 186 41,025 28,058 69,083 1,477 2.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홈페이지.

□ 원산지표시제도

○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생산자 보호를 

해 1991년에 수출입품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500여개 품목의 국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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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가공품에 용되고 있음. 한 2007년부터는 일부 쇠고기를 상

으로 음식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었음.

 - 2006년 국산 농산물 160개, 수입농산물 160개, 가공품 211개 등 총 531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용되고 있으며, 지속 인 단속･홍보 등에 의해 

이행율이 97.1%에 달하고 있음.

 - 음식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 12월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김치 등 총 5개 품목으로 확  용되고 있음.

○ 농산물이 수입에서부터 유통단계, 매단계(음식 )까지 일 되게 리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상품목 확 , 리체계 개편(음식  원산지 표시

제) 등 지속 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3. 식품 안 리정책의 발 방향과 과제

□ GAP, Traceability, HACCP 등 식품안 리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

○ 농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해물질을 종합 으로 리하여 농

식품 안 성을 확보하기 해 식품안 리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 GAP 인증농산물 생산의 지속 인 확 와 제도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

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해 GAP 리시설 지정을 확 하고 문심사원을 양성하여야 하

며, 인증기 에 한 심사  사후 리를 강화하여야 함. 한 GAP 농산

물의 수요 확 를 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이력추 리 용 상 확 와 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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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의무 용 상 확 , 농가의 입력양식 개선으로 정

보입력의 정확성과 편의성 향상, 쇠고기 이력추 제사업의 조기 면 확

 등이 요구됨.

○ HACCP 운용수  개선과 도입 확 가 필요함.

 - 의무 용 상(도축장)의 HACCP 운  실태 개선, 자율 용 상에 한 

HACCP 도입 확 로 축산 생수  향상과 학교 식, 군납 등의 HACCP 

제품 사용 확  장려

□ 소비자 신뢰구축을 한 기반 마련

○ 식품안 사고는 국민건강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농식품과 

농식품 안 리체계에 한 반 인 신뢰를 하시킴.

○ 정부의 정보 교환 기능 강화와 안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증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켜야 함.

 - 국민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 달  신 한 메시지 달, 소비자에게 

유용한 식품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견이 원활히 피드백될 수 있는 

식품안 정보 시스템 구축

 -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 등 앙정부 부처 간,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산

지, 도매시장, 소비지 간 농식품 안 정보 공유로 식품안 사고 사  방지

와 식품안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농식품 안 성 해 사안에 한 제재 수  강화와 농식품 인증･표시제 

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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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질의 사  감시 기능 강화

○ 해물질의 사  감시 기능 강화로 농식품 안 사고를 사 에 방지할 필요

성 있음. 

 - 속과 미생물 등 해물질의 잔류허용기  설정 확 , 수입식품에 

한 사  감시기능 강화로 농식품 안 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농

식품 안 성을 보다 강화시켜야 함.

□ 식품안 정책의 효율화  

○ 식품안 정부조직 재편, 련법제 정비  험평가기구 통합으로 식품안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여야 함.

○ EU, 일본 등 선진국은 식품안 리의 투명성 강화, 해성 분석에 한 신

뢰 구축, 규제 향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일 된 농식품 안 리를 해 

련 법령, 조직, 업무방식 등을 다양하게 개편하고 있음.13 

○ 우리나라는 식품안 정책의 효율화를 해 우선 식품평가기 과 식품안

리기 의 조직과 기능의 분리･독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식품안 리부서의 독립으로 업무 추진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FIA), 네덜란드의 식품  생필품 리청(VWA), 

스웨덴의 국립식품청(NFA) 등의 식품안 리 담기구는 생산부서, 덴

마크의 수의식품청(DVFA)은 가족소비자부에 속해 있으나 별도로 산을 

확보하고, 독립 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 청, 농 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수산과학원 등의 기 으

로 분산되어 있는 험평가기능을 통합, 독립기 에서 수행하여 평가의 

13 곽노성(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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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험평가기능을 강화시킬 필요 있음. EU는 

험평가기능을 담하는 유럽식품안 청(EFSA)을 설립(2002년)하 으

며, 랑스는 식품분야의 독립 인 험평가기 인 식품 생안 청

(AFSSA) 설립하여 운 하고 있음(1999년).

○ 식품안 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 생산단계 안 리 강화에 을 둔 행정체계 개편으로 생산단계에서 소

비단계까지 농식품의 안 성을 일 으로 리하여야 함. 캐나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부분의 선진국은 생산부처로 식품안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임.

표 5-10.  선진국의 식품 험평가기구 유형

독립  평가기구 유형 통합 평가기구 유형

∙EU-유럽식품안 청(EFSA) ∙독일-연방 험평가기 (BfR)

∙ 국-식품기 청(FSA) ∙스웨덴-국립식품청(NFA)

∙ 랑스-식품 생안 청(AFSSA) ∙덴마크-수의식품청(DVFA)

∙일본-식품안 원회 ∙호주･뉴질랜드-식품기 청(FS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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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주요국의 식품 안 리체계

구   분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    통

(보 /운반 등)
소    비

(최종 매단계)재배 /사육 등 수입 국내가공 수입

독    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지방정부에서 실질 으로 리

캐 나 다 농업식품부

*보건부: 식품안 성 평가  안 기  설정(유통･소비단계: 통상 주정부 담당)

스 웨 덴 농업식품소비자부

*주요업체(약 600개소)는 농업부, 기타업체는 지방정부에서 리

덴 마 크 가정소비자부

*가정소비자부 소속 수의식품청(DVFA)이 실질 으로 식품안 리 수행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소속 식품  생필품 리청(VWA)에서 식품안 리 담당 

뉴질랜드 농  림   부

 랑 스 농어업부 고용사회연 부

*식품안 청: 식품안 성 평가; *경제재정산어부: 표시기  등

호    주 지방정부 농수산부 지방정부 농수산부 지방정부

*호주･뉴질랜드청: 식품기 설정, 안 성 평가 등 실시

    국 환경식품농 부 지방정부

*식품기 청(FSA): 식품안 성 평가, 교육･홍보, 도축검사 등 담당

일    본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식품안 원회 : 식품안 성 평가 담당

미    국

농업부 보건부(식약청) : 일반식품

농업부(USDA) : 축산식품 w지방정부

*먹는 물, 주류 등은 환경부, 재무부 등에서 담당(유통･소비단계: 통상 주정부 담당)

한    국

농식품부 복지부(식약청): 일반식품

농식품부 : 축산식품 복지부(식약청)

*먹는 물, 주류 등은 환경부, 국세청 등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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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주요국의 식품 안 리체계의 특성 

자료: 곽노성(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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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식품산업의 황

1. 국내 식품산업의 황

1.1. 식품산업의 위상

□ 식품산업의 국가경제  치

○ 식품가공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는 2006

년 약 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9%를 차지함. 식품산업의 GDP는 

증가하나 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약간 감소하 음. 

 -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식품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4.9% 증가함.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9% 수 을 유지하 으나 2006년에는 4.9%로 감소.

 - 업종별로는 식품가공업의 부가가치가 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감

소하 으나 외식산업의 부가가치 비 은 2.3% 내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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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비

단 : 십억 원,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 연평균

성장률
(’95/’06)액 비 액 비 액 비 액 비

 농림수산업 22,829 6.4 25,030 4.9 24,631 3.4 24,635 3.3 0.7

 식품산업 21,603 6.0 30,056 5.8 35,472 4.9 36,674 4.9 4.9

   식품가공업 10,510 2.9 13,516 2.6 14,630 2.0 14,904 2.0 3.2

   외식산업 8,236 2.3 12,901 2.5 15,983 2.2 16,707 2.2 6.6

   식품유통업 2,858 0.8 3,639 0.7 4,859 0.7 5,062 0.7 5.3

산업합계(GDP) 359,582 100.0 514,054 100.0 721,474 100.0 754,004 100.0 7.0

  주: 비 은 산업합계(GDP)에서 각 부문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임.

제시된 액은 명목 액임. 

자료: 김철민 외. ｢농림수산 련산업의 부가가치  종사자 수 추정｣. KREI. 2008.

○ 농림수산업에 비해 식품산업의 상  성장이 가속화하여 1995년 식품산업 

부가가치가 농림수산업의 94% 수 이었으나 2000년부터 식품산업 부가가

치가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를 과하 음. 식품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

장률(4.9%)도 농림수산업의 0.7%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식품산업에서 외식산업의 요성이 증 하고 있음. 식품산업을 식품가공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의 상  비 을 살펴보면 

식품가공업이 감소하고 외식산업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산업에서 식품가공업의 비 은 1995년 49%에서 2006년 41%로 감소한 

반면, 외식산업의 비 은 같은 기간에 46%로 증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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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  식품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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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과 소득의 원천이 되는 산출액 측면에서는 식품산업이 1995년 78조원

에서 2006년 129조원으로 증가함. 그러나 식품산업의 산출액이  산업 산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같은 기간 9.4%에서 6.5%로 감소함. 

부표 1-2.  식품산업의 산출액  비
  단 : 십억 원,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 연평균

성장률
(’95/’06)액 비 액 비 액 비 액 비

 농림수산업 33,827 4.1 39,178 3.1 43,533 2.3 44,209 2.2 2.5

 식품산업 78,036 9.4 103,156 8.1 126,184 6.8 129,092 6.5 4.7

   식품가공업 47,396 5.7 63,296 5.0 72,147 3.9 72,637 3.7 4.0

   외식산업 25,684 3.1 33,361 2.6 44,487 2.4 46,491 2.4 5.5

   식품유통업 4,956 0.6 6,499 0.5 9,550 0.5 9,964 0.5 6.6

산업합계 834,246 100.0 1,269,952 100.00 1,861,199 100.0 1,972,167 100 8.1

  주: 비 은 산업합계에서 각 부문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김철민 외. ｢농림수산 련산업의 부가가치  종사자 수 추정｣. KRE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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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1995년 51만 개소에서 2003년 65만 개소로 증가하

음. 그러나 그 이후 감소하여 2006년 재 60만 개소 정도임. 식품산업 사업

체 수가 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 은 2003년 21%에서 2006년에  

19%로 감소하 음. 

○ 식품산업에 취업한 종사자 수는 1995년 150만 명에서 2003년 190만 명으로 

증가하 음. 그 이후 감소하여 2006년에는 182만 명 수 이 됨. 식품산업 

종사자 수가 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 은 2003년 13%에서 2006년  

12% 수 으로 감소하 음. 

부표 1-3.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천개 비 천명 비

1995 514 18.5 1,467 10.8 

2000 611 20.3 1,713 12.6 

2001 623 20.5 1,825 12.9 

2002 641 20.5 1,892 13.0 

2003 652 20.5 1,898 12.9 

2004 649 20.3 1,862 12.6 

2005 630 19.6 1,853 12.2 

2006 605 18.8 1,819 11.8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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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가공산업의 품목별 생산규모

○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을 이용하여 품목별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2년 가공식품 생산액은 과자류 3조 5,040억 원, 기구･용기･포장지 

2조 6,290억 원, 음료류 2조 4,510억 원 등의 순서로 높음. 그 외 조 단 의 

생산액을 보인 식품가공산업은 일반가공식품, 면류, 조미식품 등임. 

 - 2002년 축산물 가공품에서 식육가공품의 생산액이 12조 3,890억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유가공품과 알가공품의 생산액은 각각 1조 9,940억 원, 

1,210억 원임.

○ 2006년 생산액은 과자류가 4조 220억 원으로 그 비 이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기구･용기･포장지 3조 3,620억 원, 조미식품 2조 5,190억 원의 순서

로 나타남. 2006년에 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보여  품목은 2002년 품목에 

기타식품류, 다류, 김치･ 임식품이 추가됨. 

 - 2006년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액은 유가공품이 4조 3,8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식육가공품 2조 1,250억 원, 알가공품 1,650억 원임. 

2002년과 비교하여 식육가공품의 생산액은 감소한 반면, 유가공품의 생

산액은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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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식품가공업의 품목별 생산액 추이(경상가격)

단 : 십억 원, %

부문별
2002 2005 2006

액 구성비 액 구성비 액 구성비

식품  식품첨가물 20,884 100.0 23,865 100.0 26,017 100.0 

  과자류 3,504 16.8  3,920 16.4  4,022 15.5  

  음료류 2,451 11.7  2,422 10.2  2,366 9.1  

  기구, 용기, 포장지 2,629 12.6  2,869 12.0  3,362 12.9  

  조미식품 1,392 6.7  1,935 8.1  2,519 9.7  

  일반가공식품 2,022 9.7  2,192 9.2  2,366 9.1  

  면류 1,497 7.2  1,720 7.2  1,704 6.5  

  기타식품류 737 3.5  1,323 5.5  1,525 5.9  

  다류 910 4.4  1,084 4.5  1,163 4.5  

  김치, 임식품 872 4.2  1,088 4.6  1,132 4.4  

  당류 806 3.9  777 3.3  938 3.6  

  식용유지류 710 3.4  824 3.5  850 3.3  

  식품첨가물 636 3.0  751 3.1  966 3.7  

  건강기능식품 - - 503 2.1  493 1.9  

  어육제품 410 2.0  377 1.6  334 1.3  

  도시락(개) 425 2.0  598 2.5  679 2.6  

  두부류 는 묵류 246 1.2  356 1.5  342 1.3  

  특수용도식품 469 2.2  223 0.9  181 0.7  

  빙과류 252 1.2  306 1.3  391 1.5  

  인삼제품류 255 1.2  177 0.7  259 1.0  

  식육제품 67 0.3  157 0.7  199 0.8  

  건포류 248 1.2  210 0.9  183 0.7  

  얼음 36 0.2  35 0.1  34 0.1  

  옹기류 10 0.0  16 0.1  8 0.0  

  식품조사처리업 2 0.0  2 0.0  2 0.0  

  건강보조식품 300 1.4  - - - -

축산물가공품 14,505 100.0 5,759 100.0 6,678 100.0 

   식육가공품 12,389 85.4  1,401 24.3  2,125 31.8  

   유가공품 1,994 13.8  4,244 73.7  4,387 65.7  

   알가공품 121 0.8  114 2.0  165 2.5  

  주: 도시락은 기타식품류에 포함되나 단 가 ‘개’이므로 별도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 각 연도.



88

1.3. 식품의 수출입

○ 식품산업의 수출입 황을 살펴보면 2006년 수출액이 20억 9,400만 달러, 수

입액이 47억 6,300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26억 6,900만 달러의 자를 나타

냄. 무역수지의 자 폭은 2002년 7억 6천만 달러에서 2005년 20억 3천만 

달러 수 으로 증가하 으나 2006년에 19억 8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자폭

이 약간 감소함.

 - 가공식품 수입이 증가하며, 기구･용기･포장의 수출이 증가함.

부표 1-5.  식품산업 수출  수입실  

단 : 백만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가공식품

수출 1,510 1,328 1,429 1,632 1,483

수입 2,270 3,070 2,703 3,664 3,460

무역수지 -760 -1,742 -1,274 -2,032 -1,977

 건강보조식품

수출 - - 20 41 39

수입 - - 433 581 470

무역수지 - - -413 -540 -431

 식품첨가물

수출 164 217 225 219 170

수입 368 387 418 475 604

무역수지 -204 -170 -193 -256 -434

 기구용기 포장

수출 207 242 318 321 402

수입 441 435 452 529 230

무역수지 -234 -193 -134 -208 172

합 계

수출 1,881 1,787 1,992 2,213 2,094

수입 3,079 3,892 4,006 5,250 4,763

무역수지 -1,198 -2,105 -2,014 -3,037 -2,669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 각 연도.

식품의약품안 청,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 연도.



89

2. 식품산업의 구조와 특성

2.1. 식품산업의 영세성

□ 규모별 식품가공업체 황

○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식품가공업체 수는 1만여 개소로 체의 60%를 유

한 반면 매출액 유율은 약 1%에 불과함.

 -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업체는 3개소에 불과.

부표 1-6.  매출액 규모별 식품제조가공업체 황(2006)
단 : 개소, 천 원, %

구 분 업체 수1) 유율 매출액 유율

총 계 17,529 100.00 28,079,568,810 100.00

    1억 원 미만 10,330 58.93 255,665,606 0.91

      1-5 억 원 3,845 21.94 909,225,350 3.24

     5-10 억 원 1,223 6.98 863,450,857 3.08

    10-20 억 원 878 5.01 1,233,302,230 4.39

    20-50 억 원 693 3.95 2,136,783,225 7.61

   50-100 억 원 265 1.51 1,850,829,083 6.59

  100-300 억 원 174 0.99 2,834,502,629 10.09

  300-500 억 원 42 0.24 1,531,136,564 5.45

 500-1000 억 원 38 0.22 2,656,267,485 9.46

1000-2000 억 원 20 0.11 2,987,540,124 10.64

2000-5000 억 원 14 0.08 4,044,395,719 14.40

   5000-1 조 원 4 0.02 2,914,077,970 10.38

  1조 원 이상 3 0.02 3,862,391,969 13.76

  주: 법인업체 수로 집계(축산물 가공품 제외)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 2006.

○ 종사자 수별로 식품가공업체를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1~4명인 업체의 수가 

1만 621개소로 61%를 차지하고 5~10명인 업체가 약 3천개소로 10명 이하

의 업체가 체 종사자 수의 약 80%를 차지함. 한편 종사자 수가 1천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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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업체는 약 55개소로 비 이 0.3%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의 시장 유

율은 44%로 식품산업의 양극화 상이 나타남.

부표 1-7.  종사자 수 규모별 식품제조가공업체 황(2006)
단 : 개소, 천 원

구 분 업체 수
1)

유율 매출액 유율

총 계 17,529 100.00 28,079,568,810 100.00

      1-4 인 10,621 60.59 1,015,534,527 3.62

     5-10 인 3,232 18.44 1,390,787,046 4.95

    11-20 인 1,769 10.09 1,681,476,943 5.99

    21-30 인 692 3.95 1,393,053,485 4.96

    31-50 인 575 3.28 1,840,615,407 6.55

    51-80 인 249 1.42 1,582,388,174 5.64

   81-100 인 96 0.55 796,526,916 2.84

  101-150 인 89 0.51 1,210,813,885 4.31

  151-200 인 44 0.25 622,955,114 2.22

  201-300 인 38 0.22 723,945,683 2.58

  301-500 인 32 0.18 1,211,850,738 4.32

 501-1000 인 37 0.21 2,241,979,655 7.98

 1001 인 이상 55 0.31 12,367,641,237 44.04

  주: 법인업체수로 집계(축산물 가공품 제외)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 2006.

2.2. 원료의 수입의존도 심화

○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원재료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 제분, 제당, 분  당류, 식물성유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 그 다음 국수류 77%, 빵･과자 61%의 순서로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임.

 - 축산가공품은 농산가공품에 비하여 낮은 수입의존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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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의 소  수입의존도 작성방법: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작성>

○ 원료의 수입의존도는 투입된 원료 가운데 수입의 비 임.

○ 원료소  수입의존도는 국산으로 투입된 것 가운데 소 하여 보아 수입된 것이

면 이를 수입품에 더하여 수입의 비율을 높인 것임. 

 * 를 들어 빵의 주원료인 가루는 을 수입하여 국내 제분공장에서 가루로 

만듦. 따라서 가루는 산업연 표상에서 국산으로 분류됨. 이를 소 하여 수입된 

로 만들어진 가루는 수입원료로 취 하는 것임.

부표 1-8.  식품 원료투입의 수입의존도(2003년 기 )
단 : %

분  류 원료의 수입의존도 원료소  수입의존도

도축육 0.01 19.00

가 육 0.07 6.30

육가공품 24.60 43.27

낙농제품 10.74 29.86

수산가공품 20.57 43.12

정곡 0.02 1.25

제분 95.69 98.92

제당 99.54 99.99

분  당류 53.26 91.50

빵과자 18.71 60.84

국수류 26.03 77.14

정제염 0.00 0.14

조미료 31.46 59.27

장류 17.36 48.79

동물성유지 3.09 26.28

식물성유지 82.70 89.63

과실가공품 8.27 25.59

커피  차류 45.40 56.55

인삼식품 0.67 3.72

룩  맥아 6.61 20.99

두부  기타식료품 21.81 48.17

주류 25.21 47.04

음료수  얼음 29.03 61.10

단순 평균 26.99 46.0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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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품산업의 특성

□ 식품산업은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 생산을 한다는 에서 여타 

산업과 다른 특성을 보유 

○ 식품은 원료에서부터 최종재에 이르기까지 재배, 유통, 생산 등의 각 단계

별로 안 성의 확보가 매우 요함.

* 컨 , GAP에 의거하여 원료 재배, GSP에 따라 유통, HACCP 기 의 생산 등이 

안 성 측면에서 필요

○ 이에 따라 통합 인 근을 통해  과정을 총 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소득수  향상과 함께 고품질의 식품에 한 수요가 

지속 으로 늘고 있는 추세  특성을 보유 

○ 세계 으로 LOHAS* 지향성이 심화되면서 ‘고품질’, ‘건강성’ 등이 식품시

장의 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함.

*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한 삶과 지속 인 성장을 추구하는 

라이 스타일을 의미

○ 이에 따라 식품시장에서 신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의 필요성이 속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므로 신체제 구축을 통해 기업에 한 지식 이 을 활성화하는 것

이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매우 요 

 - 즉,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과학기술시스템과 산업생산시스

템 간의 긴 한 연계가 산업발 의 동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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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기업과 세 

소기업의 양극화된 이 구조의 특징을 보유

○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자 업 심의 세업체로서 종업원 

50인 이하가 91.6%이며, 매출액 비 은 55.8% 수 에 불과함.

○ 세기업들은 부분 신의 역량과 심이 미흡하며, 특히 지역 신체제

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이 일반 임.

○ 이와 같은 세업체 심의 구조에서는 시스템 연계 로그램 에서도 기

술지원 등 R&D의 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로그램이 요함.

○ 아울러 세기업들은 보건정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 리 차원의 

규제에 응할 역량이 미흡하여 고품질 심의 식품시장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  차원에서 문제 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

요함.

□ 식품산업은 ‘ 지성(Local)’  ‘지역성(Regional)’이 상 으로 강한 

특성을 보유

○ 식품은 각국별로 고유의 문화성에 주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지

성’이 강하며 이에 따라 국제화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음.

○ 한 국가 내에서도 식품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특정지역 편 도가 상

으로 낮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원료 등에 기인한 ‘지역성’이 비교  큰 

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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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식품산업은 경기 비탄력 인 산업, 높은 랜드 충성도, 

산업 내 제품 특성별로 다양한 경쟁형태의 시장 존재 등의 특성 보유

○ 식품  생필품의 속성을 지닌 제품은 수요의 가격과 소득탄력성이 낮아 경

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주요 식품회사들은 생산능력, 랜드 인지도, 유통망 등을 확보하면서 복  

혹은 과  시장구도를 보이고 있으나,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세분

시장에서는 완 경쟁시장 원칙에 따라 경쟁강도가 상이함.

○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시장변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마 의 요성 한 

높은 편임. 

* 특히 음료  주류시장은 부분 독과 형태의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각 세

부시장에서의 경쟁강도는 높은 편임.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는 정도에 따라 랜드 

인지도 제고와 매망 구축이 회사의 업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

3. 해외 식품산업의 황

○ 식품시장은 과거 산업 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른 발 을 보이고 있

음. 특히, 독신가구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간편한 음식의 수

요와 환경  안 성, 건강에 한 심증 에 따른 친환경, 유기농 음식의 

수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 

○ 식품산업에서는 국경을 월하여 세계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식

품업체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개발, 개도국의 

식품수요 증,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과 다국 기업에 의한 

식품시장 유율 증가 등으로 식품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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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품산업 현황 

○ 해외 식품시장의 규모는 2003년 3조 4천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4조 4천 

억 달러, 2020년에는 6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망되어 식품시장은 

차 확 되는 추세를 보임.

부표 1-9.  해외 식품시장 규모
단 : 억 달러

연도 2003 2010 2020 비고

규모 33,960 43,910 63,530 연평균 3.9% 성장

자료: IGD AT Analysis

○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는 2003년 기  미국이 8,550억 달러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일본, 국, 랑스, 독일 순임. 한국은 280억 달러로 18 를 차지

하고 있으며 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식품시장 규모가 크며 개발도상국, 

소득국가의 식품시장 규모는 상 으로 낮음.

부표 1-10.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2003)
단 : 억 달러

순 국가 식품시장 규모 순 국가 식품시장 규모

1 미국 8,550 11 캐나다 590

2 일본 2,882 12 인도 480

3 국 2,750 13 네덜란드 419

4 랑스 1,732 14 터키 340

5 독일 1,613 15 멕시코 320

6 이탈리아 1,303 16 폴란드 319

7 국 1,203 17 호주 302

8 러시아 1,000 18 한국 280

9 라질 850 19 아르헨티나 240

10 스페인 760 20 태국 110

자료: 이 근, 식품산업발 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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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가공 부분의 총생산액은 19개 OECD국가의 경우 1조 5천억 달러이며 

제조업에서 식품가공산업이 차지하는 비 은 13.5%임. 이  식품가공 부

분의 총생산액이 높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인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낮음.

○ 제조업에서 식품가공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국가는 호주, 랑스, 

국 순서이며 일본이 가장 낮음. 식품가공부분의 총고용은 일본이 가장 높으

며 호주는 가장 낮음.

부표 1-11.  식품가공 부문의 생산  고용 황

단 : 십억 달러, %, 천 명

국가 총생산액 제조업  비 총고용

19개 OECD 국가 1,502 13.5 8,199

미국 384 13.5 1,615

일본 281 9.8 1,772

독일 155 11.3 841

랑스 118 16.7 561

국 93 16.3 559

캐나다 39 14.8 223

호주 26 20.8 188

자료: 신동화, “기능성식품과 망”(’08 식품산업 문가 집 심화 학습과정 발표자료) 

○ 세계 식품 매 황을 알아보면 2002년도를 기 으로 할 때 신선식품은 9

천억 달러, 가공식품은 3조 달러를 차지하여 가공식품이 신선식품보다 약 

3.5배 높음을 알 수 있음. 가공식품 에서는 포장식품의 매 비 이 음료

보다 높으며, 음료 에서는 알코올 음료의 비 이 높음.



97

부표 1-12.  세계 식품 매 황(2002)
단 : 십억 달러

식품 소매 서비스 총액

신선식품 531 382 913

가공식품 1,762 1,420 3,182

  포장식품 1,148 828 1,976

  음료 614 592 1,206

     알코올 음료 316 422 729

     뜨거운 음료 53 12 65

     탄산음료 245 167 412

합계 2,293 1,803 4,096

자료: Euromonitor, 2003.

3.2. 주요국의 부류별 식품소비 비중

○ 주요국의 식품소비패턴을 살펴보면 2007년을 기 으로 고소득 국가의 식품

비 은 6~15%, 상 소득 국가는 15~32%, 하 소득 국가는 24~43%, 

하 소득 국가는 32~36%를 차지함. 즉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지출액에

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 이 낮음.

○ 소득이 높을수록 육류와 생선류, 과실과 채소류의 소비가 높은 경향임. 하

소득 국가에서는 과실과 채소류의 소비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 육류와 생

선류의 비 이 높아 가공  투입요소가 없는 신선식품의 비 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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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3.  주요국의 식품소비 패턴(2007)

단 : %

국가
총소비지출액 
 식품소비 
비

부류별 식품소비지출 비

빵과 
곡류

육류와 
생선류

낙농과 
난류

유지와 
지방

과실과 
채소류

정제
설탕

고소득
국가

랑스 12.7 14.6 37.5 15.0 2.6 18.2 8.2

독일 10.0 23.0 26.8 13.0 2.4 18.3 9.7

일본 13.8 9.7 20.4 5.1 4.9 17.5 9.3

싱가포르 7.8 20.3 35.1 11.8 2.0 24.1 3.2

한국 14.6 17.6 27.3 8.6 6.5 27.3 7.7

국 7.6 16.8 27.4 13.8 2.1 25.4 11.9

미국 6.0 16.5 27.1 11.6 2.3 14.4 7.3

소계 72.4 118.5 201.6 78.8 22.7 145.2 57.3

상
소득국가

칠 22.5 2.2 41.7 15.7 7.7 16.1 7.0

체코 14.6 15.6 28.2 18.3 4.9 21.1 8.3

헝가리 14.5 13.5 38.6 16.6 4.4 15.3 6.6

멕시코 21.1 16.9 26.6 11.7 2.3 14.4 7.4

루마니아 31.8 13.4 28.5 17.1 8.8 24.3 3.9

러시아 27.1 17.8 40.1 16.5 2.1 14.9 6.2

남아 리카 19.0 22.8 31.9 8.7 4.8 18.9 6.8

터키 23.3 19.7 25.4 13.3 5.2 27.1 8.1

소계 173.8 121.8 261.0 117.9 40.0 152.1 54.2

하
소득국가

라질 24.0 4.5 30.4 16.8 5.3 28.5 2.6

불가리아 26.0 22.6 28.3 14.7 4.9 20.8 5.9

국 34.0 2.4 27.6 9.1 3.8 18.2 1.2

콜롬비아 24.9 15.1 33.0 13.5 5.0 23.5 6.8

인도네시아 43.3 25.4 14.7 6.7 4.3 19.2 2.7

모로코 35.5 21.8 22.1 2.0 12.5 26.4 6.4

필리핀 36.2 30.8 34.5 9.4 2.0 13.3 4.8

우크라이나 39.6 16.9 32.8 16.5 6.8 19.0 4.7

소계 263.7 139.4 223.4 88.7 44.6 168.9 35.1

하 소득
국가

인도 31.5 18.0 11.0 21.0 8.2 30.5 5.6

베트남 36.1 9.7 26.2 9.3 3.9 22.3 1.8

소계 67.54 27.77 37.19 30.36 12.07 52.77 7.41

  주: 국가기 은 2007 World Bank 기 에 의함.

자료: Euromonitor, from national statistics, 2008.



99

부록 2

식품가공산업의 구조14

1. 식품가공산업의 여건

○ 가구당 식품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 을 보면, 신선식품의 소비 

비 이 크게 감소하 는데, 가공식품과 외식은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 음.  

○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 소비 트 드 변화를 반 하는 것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른 결과임.

14 본 내용은 Kim, Sounghun. “Market Concentration of the Processed Food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1(5). 2008.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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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소비자 가구당 식품 소비 지출 추이

단 : 원, %

구분
식료품
체 (A)

신선(B) 가공(C) 외식(D)
B/A C/A D/A

1982 101,653 78,085 76.8 17,487 17.2 6,081 6.0

1985 118,901 88,576 74.5 21,454 18.0 8,871 7.5

1990 220,834 144,667 65.5 31,323 14.2 44,844 20.3

1995 367,080 203,404 55.4 47,931 13.1 115,745 31.5

2000 447,019 216,013 48.3 55,016 12.3 175,990 39.4

2005 551,584 218,145 39.5 77,589 14.1 255,850 46.4

2006 558,344 219,973 39.4 80,090 14.3 258,281 46.3

  주:  가구를 상으로 한 가계수지 항목별 자료임.

자료: 통계청 www.kosis.kr 가계조사 (도시, 2인 이상)

○ 한편, 식품의 수입은 반 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임산물에 비해 가공식

품의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향후 1차 농림수산업보다 2차 식품

가공산업의 경쟁 심화가 상됨.

○ 수입물량보다 수입 액의 증가폭이 더 큰데, 이는 단 당 가치가 큰 고  

식품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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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식품의 품목별 수입 추이

단 : 건, 톤, 천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계

건수   133,761   147,742   166,723   185,299   191,152 208,488 231,316

물량 10,350,534 10,514,267 10,487,775 11,118,937 11,442,996 11,248,266 11,216,258

액 4,036,497 4,282,715 4,621,414 5,801,381 6,070,848 7,005,231 7,582,253

가공
식품

건수    70,474    84,080    97,344   110,816   110,967 126,420 141,474

물량 2,640,189 2,851,150 2,968,110 3,118,087 3,432,415 3,554,102 3,706,986

액 1,786,830 2,052,392 2,270,464 3,070,556 2,703,101 3,663,821 3,459,744

식품
첨가물

건수    21,632    22,456    24,758    25,767    27,613 28,227 30,038

물량   109,949   120,139   129,597   140,400   162,956 167,172 172,740

액   301,534   345,483   367,650   387,169   418,247 475,370 469,812

기구･
용기포장

건수    20,249    19,425    21,158    20,056    20,256 20,790 24,161

물량   161,482   158,179   187,441   192,210   169,723 178,299 188,785

액   404,189   380,114   440,874   435,992   452,044 529,478 603,967

농･임산물

건수    21,406    21,781    23,463    28,660    32,316 33,051 35,643

물량 7,438,914 7,384,799 7,202,627 7,668,240 7,677,902 7,348,692 7,147,745

액 1,543,944 1,504,727 1,542,426 1,907,664 2,497,456 2,336,561 3,048,728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약청통계연보 각 연도.

○ 2000∼2006년 사이 수입 증가율이 높은 가공식품은 식육제품, 식용유지류

와 두부･묵류, 김치･ 임식품 등임.

 - 식용유지류는 식용유와 참기름 등의 가정이나 식당 조리용 유지류와 가공

식품 제조의 원료용 유지류로 구성되는데, 식용유지류의 격한 수입 증

가는 튀김이나 무침 등의 식단이 증가하고, 식용 유지를 사용한 가공식

품15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

 - 두부･묵류와 김치･ 임식품의 증가는 최근 격하게 증가한 국산 식품 

수입에 따른 것으로 추정

15 식용 유지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스낵류와 면류 등이 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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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제품류와 음료류는 수입이 감소하여 차이를 보임.

 - 인삼제품의 경우 세계 인 인지도와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음료

류는 부분의 원료를 수입 농축액을 사용하여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으로 단

부표 2-3.  주요 가공 식품의 수입 추이: 2006년 수입액 순

단 : 천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률
(00～06)

어육제품 98,386 109,539 123,179 116,808 109,444 154,822 424,408 331.4

식용유지류 32,115 35,549 48,498 60,969 227,959 398,862 370,499 1,053.7

주 류 208,006 248,354 366,054 1,050,929 284,014 926,439 325,836 56.6

과자류 133,838 169,469 189,818 203,181 208,218 279,637 256,143 91.4

김치ㆍ 임식품 17,855 25,933 29,337 52,947 94,547 133,610 159,103 791.1

조미식품 83,506 84,721 91,266 102,934 111,803 128,532 141,474 69.4

건포류 30,212 41,075 65,566 71,816 77,224 87,060 104,234 245.0

다 류 26,991 28,787 35,352 45,227 257,450 67,254 60,979 125.9

음료류 120,235 16,830 132,631 102,775 88,429 67,870 53,747 -55.3

당류 13,067 14,915 16,863 23,072 31,065 36,937 48,010 267.4

면 류 26,765 27,551 61,943 31,465 37,036 42,116 46,443 73.5

식육제품
1)

214 62 1,618 9,336 17,174 32,633 45,167 21,006.1

두부류ㆍ묵류 206 80 968 978 815 1,135 2,349 1,040.3

아이스크림류 397 867 788 625 373 269 1,023 157.7

인삼제품류 2,535 4,153 3,467 4,856 944 447 211 -91.7

  주: 1) 기타 식육가공품(식육제품은 농림부로 이 )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약청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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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가공산업의 구조

○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세 업체가 체 식품가공업체 수의 60% 내외

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식품가공산업의 규모화가 미미함.

○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식품가공업체는 2000년에 1개 업체(농심(주))가 나타

난 이후, 2006년 재 3개 업체(농심(주), CJ(주), 롯데칠성음료(주))로 나타

나, 규모 업체의 식품가공품 시장 진입이 진행됨.16

부도 2-1.  식품가공산업의 매출액 규모별 황: 업체 수 비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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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40.00

50.00

60.00

70.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비중(%)

1 억원 미만

1-10억원

10-100억원

100-1000억원

1000억원-1조원

1조원 이상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각 연도

○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 업체들의 업체당 매출액은 1998년 3천만 원에서 

2006년 2천5백만 원으로 16% 감소함. 반면, 연간 매출액 1조 원 이상 업체

 16 2000년 농심(주)의 연간 매출액(국내 출하액  수출액 포함)은 약 1조 2백억 원이었고, 

2006년의 매출액 상  3개사의 연간 매출액은 농심(주)이 약 1조 4천 3백억 원, CJ(주)가 

약 1조 3천 8백억 원, 롯데칠성음료(주)가 약 1조 6백억 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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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업체당 매출액은 2000년 약 1조 2백억 원에서, 2006년 약 1조 3천억 

원으로 27% 증가함.

- 세업체들의 시장 여건이 기업체들보다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부표 2-4.  식품가공산업의 매출액 규모별 황: 업체당 매출액

단 : 백만 원

구  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1)

1 억 원 미만 30 26 26 26 26 26 25 25 -16

1～10억 원 342 339 342 340 342 351 346 350 2

10～100억 원 2,880 2,899 2,892 2,932 2,908 2,904 2,826 2,844 -1

100～1000억 원 27,265 27,296 25,167 27,403 25,570 26,279 28,066 27,645 1

1000억 원～1조 원 271,299 246,016 217,588 227,163 252,171 223,331 235,285 261,737 -4

1조 원 이상 - 1,017,392 1,046,510 1,167,954 1,340,836 1,262,415 1,193,283 1,287,464 27

  주: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업체당 매출액 증감률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의 증감률

이고, 나머지는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의 증감률임.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각 연도

○ 매출액 규모별 비교와 유사하게, 5인 이하 업체들이 체 식품가공업체에서 

차지하는 업체 수 비 은 60% 내외이고, 50인 이하 업체들의 비 은 체

의 95% 내외임.

○ 종사자 수 1,000인 이상 업체 수는 1998년 26개 업체에서 2006년 55개 업체

로 두 배 이상 증가하 으나, 체 식품가공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 은 

0.5%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 임.

○ 5인 이하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은 1998년 6천 7백만 원에서 2006년 9천 6

백만 원으로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매출액 증가추세는 

100인 이하 업체들에게서 공통 으로 발생한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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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2.  식품가공산업의 종업원 규모별 황: 업체 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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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각 연도

○ 그러나 100인 이상 식품가공업체들의 경우 업체당 매출액이 199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업체들의 평균 매출

액은 1998년 약 1천억 원에서 2006년 약 6백억 원으로 44%나 감소함.

부표 2-5.  식품가공산업의 종업원 규모별 황: 업체당 매출액

단 : 백만 원

구  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

5인 이하 67 62 67 70 73 72 75 96 42

5인-50인 706 841 794 849 847 895 935 1,006 42

50인-100인 5,828 6,478 6,269 6,130 5,907 6,960 6,561 6,895 18

100인-500인 19,522 32,762 30,693 31,557 31,229 35,271 35,410 18,569 -5

500인-1000인 109,094 170,962 188,752 189,111 173,365 182,761 183,678 60,594 -44

1000인 이상 243,798 350,653 357,149 365,534 420,671 439,340 396,974 224,866 -8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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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1,000명 이상 업체들의 비 이 많은 산업에는 건강기능식품, 면류, 

과자류, 기타식품류 등이 있음.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체 업체 가운

데 27% 업체들이 종업원 1,000명 이상을 보유함. 

 - 500인 이상 종업원 보유 업체 수 비 이 가장 높은 산업은 면류산업으로 

체 업체 수의 60%를 차지함.

부도 2-3.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군별/종업원 규모별 황(2006)

: 500인 이상 업체 보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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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2006

○ 한편, 건강보조식품산업의 경우 모든 업체들이 종업원 수를 약 100인에서 

500인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류, 특수 양식품, 어육제품 

산업에서도 100인에서 500인의 종업원을 보유한 업체들의 비 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됨. 

 - 두부류 산업은 체 업체의 25%가 5인 이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어, 두부업체들의 세성을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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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4.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군별/종업원 규모별 황(2006)

: 500인 이상 업체 미보유 산업

    주: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2006

3. 식품가공산업의 시장집 도

○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의 시장집 도 분석을 해, 매출액 상  4  업체들

의 시장집 도(CR4)와 상  10  기업의 시장집 도(CR10)를 계측함.

3.1. CR4 계측 결과

○ 2006년을 기 으로 CR4가 50% 이상인 주요 산업은 아이스크림제품류

(91.7%), 특수 양식품(86.6%)17, 면류(79.5%), 당류(71.6%), 다류(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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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63.0%), 인삼제품류(55.2%), 식용유지(53.7%) 산업으로 분석됨.

부표 2-6.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별 집 도 추이: CR4

단 :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아이스크림
제품류

78.5 75.2 72.8 85.1 81.3 84.8 81.0 82.2 91.7

특수 양식품 74.8 77.9 71.0 60.3 55.4 62.9 64.3 79.8 86.6

면류 75.6 79.7 78.6 81.1 80.7 82.7 86.0 81.3 79.5

당류 73.2 69.1 67.7 70.7 68.9 70.2 69.6 70.4 71.6

다류 79.1 73.3 72.7 68.6 66.6 64.4 67.4 64.1 68.0

청량음료 65.2 64.9 67.8 69.5 62.9 63.6 64.7 63.6 63.0

인삼제품류 62.9 64.2 47.9 63.3 59.7 63.3 58.4 56.5 55.2

식용유지 59.0 56.2 55.5 53.1 56.3 56.9 58.5 56.1 53.7

조미식품 40.9 38.6 35.3 37.9 39.0 36.1 38.8 37.3 44.7

과자류 40.9 44.1 42.0 44.8 42.5 42.1 43.3 40.0 41.4

어육제품 39.2 38.1 39.6 38.2 42.4 42.1 41.7 41.5 41.0

기타식품류 29.1 27.5 28.0 29.1 32.5 23.4 43.7 38.3 40.3

식품첨가물 40.6 39.9 46.8 38.0 38.8 44.1 42.2 39.6 35.6

식육제품 52.3 46.2 39.6 43.9 36.2 29.9 31.8 21.6 30.9

두부류 20.5 23.0 25.1 29.2 32.2 28.0 33.0 32.3 26.5

일반가공식품 27.4 22.8 18.3 22.5 22.3 21.5 21.9 17.6 21.5

건포류 14.0 15.6 17.8 17.1 22.0 26.3 29.8 23.7 20.8

얼음 20.9 14.7 13.8 13.3 12.6 12.4 14.3 12.6 11.7

김치･ 임식품 11.6 12.3 15.1 20.6 21.9 19.6 20.6 15.3 9.6

건강기능식품 N.A. N.A. N.A. N.A. N.A. N.A. N.A. N.A. N.A.

  주: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각 연도

17 특수 양식품산업의 주요 식품에는 ･유아 조제식(분유 포함), 체 조 용 조제식품, 특

수의료용도 식품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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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김치･ 임식품과 얼음 산업은 CR4가 10% 내외로 시장 집 도가 극

히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었고, 건포류, 일반가공식품18, 두부류 산업의 CR4

가 20% 로 계측됨. CR4가 30～40%인 주요 식품가공산업으로는 식육제

품19, 기타식품류20, 어육제품, 과자류, 조미식품21 등임.

○ 다음으로, CR4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CR4가 증가한 산업으로는 건포류가 

1998년 14.0%에서 2006년 20.8%로 49%의 증가율을 보여 시장 집 도가 

가장 속하게 진행된 산업으로 분석됨. 기타식품류와 두부류 산업 한 같

은 기간 동안 시장 집 도가 각각 38%와 30% 증가세를 보여 시장 집 도

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 부분의 산업들이 지속 인 시장 집 도 증가를 보인 것으로 단되나, 분

유 산업 등을 포함한 특수 양식품 산업은 CR4가 1999년 이후 하락하다가 

2002년부터 다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매출 상  업체들의 치열

한 경쟁의 결과로 추정됨.

 - 실제 특수 양식품 산업체들의 시장 유율은 1998년 4 던 매일유업

(주)이 2005년부터는 1 를 차지하고, 2, 3, 4  업체들이 수시로 변하는 

등 시장의 도가 자주 바 는 모습을 보임.

○ 반면에 CR4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과자류 산업의 경우, 롯데제과(주)가 1998

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매출액 1 를 고수하면서 시장 유율을 30%

로 유지하고, 해태제과(주)와 오리온(주)이 2  자리를 서로 주고받는 형

태로 시장 구조가 비교  고정됨.

18 일반가공식품의 주요 식품에는 곡류 가공품, 과실류  채소류 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당

류가공품, 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등이 해당됨.

19 식품제품 산업의 주요 식품에는 보 , 닭, 족발 등이 해당됨.

20 기타식품류 산업의 주요 식품에는 즉석건조식품, 견과류 가공품, 분, 씨리얼류 등이 해

당됨.

21 조미식품 산업의 주요 식품에는 장류, 소스류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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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5.  주요 식품산업의 CR4 변화 추이: CR4 증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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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각 연도

○ 얼음과 식육제품 산업의 CR4가 1998년부터 2006년 동안 각각 40%의 감소

율을 보여, 시장 집 도가 약화된 표 산업으로 분석됨.

 - 얼음산업의 경우 1998년 홍화제빙의 시장 퇴출 이후 시장을 3~8개 업체

들이 비슷하게 나 어가지는 과 체제로 변화한 결과로 추정

 - 식육제품산업의 경우 기존 시장에 외식 랜차이즈 업체들22이 진입하여 

시장 집 도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

○ 한편, 당류, 청량음료, 식용유지 산업은 CR4 감소율이 10% 이하로 시장 집

률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들 산업은 앞서 논의한 과자류 산

업과 같이 기업들의 시장 장악이 높아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원활하

지 못한 환경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22 표 인 외식 랜차이즈 업체로는 원앤원(주), 장충동왕족발(주)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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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6.  주요 식품산업의 CR4 변화 추이: CR4 감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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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각 연도

3.2. 시장지배적 사업자

○ 주요 식품가공산업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  사업체23가 존재하는 산업

을 살펴보면 아이스크림제품류 산업, 면류 산업, 특수 양식품 산업 등이 

해당함.

○ 이  시장 지배  사업체가 가장 많은 식품가공산업으로는 아이스크림제

품류 산업으로 3  업체가 모두 시장 지배  사업체로 분류됨.  면류 산업의 

경우 매출 1  업체의 시장 유율이 체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나, 매출 2  업체는 유율이 10% 반에 머물고 있어 시장 집 도가 

매우 강한 산업으로 분석됨.

 23 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요건과 유율 요건의 두 가지 기 에 동시에 맞으면 시장지

배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매출액 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 원을 넘는 

업체이며, 유율 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 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  3개사

의 매출액 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임. 단 상  3개사  매출액 유율이 10% 미만

인 업체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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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7.  시장 지배  사업체 보유 산업 황(2006)

단 : 백만 원, %

산    업 주요 업체 매출액 시장 유율

아이스크림제품류 산업

롯데제과(주) 138,531 36.3

롯데삼강(주) 123,442 32.4

해태제과식품(주) 57,944 15.2

빙그 (주)1) 29,763 7.8

효자원(주)
1)

8,380 2.2

면류 산업

농심(주) 1,025,096 52.8

오뚜기(주)
1)

237,765 12.2

삼양식품(주)1) 151,675 7.8

오뚜기라면(주)
1)

129,941 6.7

한국야쿠르트(주)1) 104,800 5.4

특수 양식품 산업

매일유업(주) 83,850 32.4

남양유업(주) 81,573 31.5

정식품(주)
1)

32,676 12.6

스퇴르유업(주)1) 25,779 10.0

일동후디스(주)
1)

15,770 6.1

  주: 1) 시장 지배  사업체의 기   하나 이상 미달 업체임.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2006 (수정)

3.3. CR10 계측 결과

○ 10  업체들의 시장 유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특수 양식품, 당류, 아이

스크림제품류, 면류의 순으로 CR4의 경우와 개별 순 는 다소 차이가 있음.  

특히, 이들 4개 산업들은 2006년을 기 으로 한 CR10이 90% 이상인 산업으

로 10  업체들이 시장의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김치･ 임식품과 얼음산업은 상  10  업체들의 시장 유율이 

체 시장 유율의 30% 미만으로 시장 집 도가 극히 낮은 산업으로 분

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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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10의 증감도 앞서 논의한 CR4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포

류, 기타식품류, 두부류 산업의 CR10 증가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분

석됨. 그러나 두부류 산업의 경우 1998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CR4의 

증가율이 30% 는데, CR10의 증가율은 50%에 달해 조를 보임.  

○ 한편, CR10이 하락한 산업들로는 식육제품, 얼음 산업 등으로 CR4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부표 2-8.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별 집 도 추이: CR10

단 :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

특수 양식품 93.6 91.8 87.7 80.5 77.2 80.1 82.8 98.7 98.4 5.1

당류 98.6 98.0 93.7 98.5 98.2 98.2 97.9 98.0 98.2 -0.4

아이스크림
제품류

90.1 87.4 86.5 95.8 94.5 93.6 94.4 92.5 97.2 7.8

면류 82.3 87.4 86.5 87.5 86.9 87.0 89.6 90.2 90.3 9.8

청량음료 81.4 78.7 83.1 83.0 80.0 80.6 81.0 81.4 81.9 0.6

식용유지 84.5 82.9 80.0 82.2 85.6 82.5 84.1 84.4 80.8 -4.3

다류 88.8 86.0 83.5 79.8 77.9 75.9 75.7 72.3 75.6 -14.8

인삼제품류 77.0 75.6 56.6 71.5 66.8 70.7 66.7 66.1 67.1 -12.8

과자류 66.5 69.6 66.6 66.1 68.2 64.9 67.4 63.8 64.2 -3.5

기타식품류 44.2 40.3 41.5 41.8 53.1 36.2 61.8 55.2 63.3 43.2

어육제품 63.3 60.1 60.5 60.4 63.3 64.1 62.3 59.9 60.0 -5.2

조미식품 62.1 59.9 54.9 53.5 54.7 54.2 53.1 52.4 55.1 -11.3

식육제품 76.9 67.1 61.3 61.4 60.1 48.3 49.6 39.3 50.4 -34.5

식품첨가물 53.0 51.4 58.0 51.6 51.4 56.0 54.4 51.4 49.5 -6.6

두부류 27.8 32.2 36.2 40.5 42.8 41.6 46.5 47.1 41.5 49.4

건포류 28.9 30.1 31.7 30.9 36.5 41.0 44.4 37.8 37.1 28.7

일반가공식품 41.2 34.7 30.8 34.8 33.6 28.7 34.4 28.6 32.2 -21.8

얼음 32.9 28.2 27.0 27.5 25.7 27.0 29.3 27.3 25.6 -22.2

김치･ 임식품 19.8 21.5 21.6 28.2 28.8 27.4 28.3 24.2 17.7 -10.7

건강기능식품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주: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자료: 식약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 실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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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

○ 반 으로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은 세 규모인 경우가 많으나, 일부 산

업은 시장 집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 는 종업원 수 5인 이하 업체의 비

이 60% 정도로 체 식품가공업체의 다수를 차지

 - 그러나 아이스크림제품류, 특수 양식품, 면류, 당류 등의 산업은 높은 시

장 집 도를 보유

○ 시장집 도의 변화는 해당산업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에 외생  충격을 주

어 산업 구조 변화 요인으로 작용함.

 - 수직결합의 가속화, 유통업체의 자사 랜드 (Private brand: PB) 등에 

한 가공업체의 항력 증가 등

○ 정부는 식품가공산업 련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산업 구조와 집 도 변화 

등을 감안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모든 식품가공산업이 세하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는 지원 주의 정책은 

지양하고, 필요 시 독과 의 폐해 등을 견제하는 정책 고려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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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멜라민 사태의 식품산업에 한 향 

1. 국내외 멜라민 사태 경과

□ 2008년 국분유의 멜라민 검출과 유아 사망사례의 발생으로 시

작된 멜라민 사태가 국산 유제품 수입국을 심으로 세계 으

로 

○ 국 내 유아들의 신장결석･요도결석 증세 발생에 따라 국정부가 분유

에 한 품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국산 

분유 수입국에 향을 미침.  

 - 6월: 허베이(河北)성에서 유아들이 신장결석･요도결석으로 입원

 - 9월 8일: 국 품질감독총국에서는 491개 유제품의 표본검사 결과 22개사 

69개 제품에서 멜라민 양성 반응이 나타남.

 - 9월 11일: 국 내 최  사망자 발생

 - 9월 순 이후  세계 으로 수입 지 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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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내용

  국

* 싼루(三鹿)사 등의 69개 유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 신장결석 증세 약 53,000명, 사망 4명

* 23일 싼루사 분유 제품에서 사카자키균 검출

홍  콩

* 10개 유제품 랜드에서 멜라민 검출

* 신장결석 환자 4명 발생(25일 재)

* 멜라민 함유 식품 사용 지 조치

  만
* 국산 22개 유제품에서 멜라민 확인

* 국산 유제품 수입 지

호  주 * 국산 유제품 수 조사･회수

뉴질랜드 * 국산 크 캔디 검사, 회수

일  본 * 국산 유제품 등 5개 품목 자발  회수

동남아
* 베트남: 국산 우유 멜라민 함유 추정, 리콜 실시(18톤)

* 국산 유제품 수입 지(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아 리카 * 국산 유제품 수입 지(가 , 부룬디, 탄자니아, 냐)

유  럽

* 이탈리아: 국 유제품 600톤 회수

* 국 테스코: 국사탕을 매장에서 철수

* 분유 함량 15% 이상 국산 식료품 100% 안 성 검사 시행 정

* 우유 성분을 함유한 국산 유아･어린이용 식료품 면 수입 지

미  국 * 식품의약국(FDA), 보건정보 조언(Health Information Advisory) 발간

부표 3-1.  국별 멜라민 사태 황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간 농업･농  동향, 2008. 10

□ 국내에서는 9월 18일 이후 련부처를 심으로 정 검사  

응책 마련 본격화

○ 9월 18일 국산 유제품에 한 정 검사를 시작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

의약품안 청 등을 심으로 멜라민 사태에 극 응하 음. 

○ 9월 28일에는 기존의 식품안 책을 보완하는 ｢당정합동 식품안 +7｣ 

책을 발표하 음. 

 - 수입식품 면표시제, 수입 OEM식품 검사강화, 국 지 식품검사기  



117

건립, 식품안 기  강화,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호, 검사 과정･결과 투명 

공개시스템 구축, 해식품제조자 무한책임제 도입 등

일시 주요 내용

9월 18일
* 분유나 아이스크림 등의 국산 유제품 수입 상황을 조사

* 년 2월부터 수입된 국산 가공버터(182톤) 검사 

9월 19일

* 정읍 E사에서 생산한 물고기 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 612톤  583톤 어가 유통, 29톤 자체 리콜

  - 재고 7톤, 오징어내장분말 81톤은 북도에서 폐기 조치
* 멜라민 검출 사료를 사용한 물고기의 멜라민 함유 여부 분석

9월 24일

* 124개 제품(160건)을 검사 2개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 해당 제품에 해 압류  회수 조치

* 농식품부, 양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

9월 25일

* 농식품부: 가공버터(32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

* 식약청: 분유 등이 함유된 국산 식품 수입 잠정 지  모든 
  국산 제품에 해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 방침 발표

* 농식품부: ｢유해사료의 범 와 기 ｣ 고시 개정 

  ⇒ 멜라민을 사료 사용 제한물질로 규정 방침

9월 26일
* 식약청: 멜라민 함유 제품 2건 추가 발견

*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유가공품 함유 국산 식품 304종, 

  검사 종료 시까지 유통. 매 지

9월 28일 * ｢당정합동 식품안  +7｣ 책 발표

10월 1일 * 식약청: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에서 멜라민 미량 검출

10월 2일 * 식약청: 이유식 등 추가 수거 제품 29건 멜라민 미검출

10월 4일
* 식약청: 부 합 식품 신고포상 제도 운 확  공지
* 농림수산식품부: 국내 유통 유가공품 740품목 멜라민 미검출. 사료(290

건), 수산물(144건) 멜라민 미검출

10월 5일
* 식약청: 분유(59개 품목), 우유(11개 품목), 국산 채소류 13종 27건에서 

멜라민 미검출

10월 6일

* 식약청: 국산 분유･우유 함유 식품 428개 품목  402개 품목(94%) 검사 

완료 

* 식약청: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함유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수입 채

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의 조사 완료

부표 3-2.  국내 멜라민 사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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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류를 심으로 10여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으나 부

분의 분유를 포함한 유제품과 사료, 수산물, 채소류 등에서는 멜

라민 미검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수입산 조제분유 등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

가공품 740품목, 사료 280건, 수산물 144건에 한 정  검사를 실시하 으

며,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음.

○ 식품의약청안 청은 국산 분유, 우유 등 가공식품 428개 검사 상 식품 

가운데 402개 품목(94%)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 으며, 과자류를 

심으로 10개 품목에서만 멜라민이 검출됨.

 -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수입 채

소･버섯류 등에 한 검사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

부표 3-3.  국내 멜라민 검출식품

제품명(한 제품명) 제조업소명

KIT KAT(킷캣) Nestle Tianjin LTD

Chsudy(슈디) LOTTE QINGDAO FOODS CO LTD

M&M'S MILK (엠 앤드 엠즈 크) MARS FOODS(CHINA) CO.,LTD

SNICKERS FUNSIZE 

(땅콩 스니커즈 펀사이즈) 
MARS FOODS(CHINA) CO.,LTD

미사랑 카스타드 CARNIVAL(TIANJIN)INT'L CO.LTD

미사랑코코넛 CARNIVAL(TIANJIN)INT'L CO.LTD

MILK RUSK ( 크러스크) KAM TAI INVESTMENT & TRADING CO.,LTD

VEGETABLE CREAM POWDER 

F25(식물성크림)
SHANDONG DUQING INC

RICE CRACKER(고소한 과자) DANYANG DAY BRIGHT FOODS CO.,LTD

RITZ SANDWICH CRACKER 

CHEESE (리츠샌드 치크래커치즈) 
NABISCO FOOD(SUZHOU)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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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  경로

□ 국의 유가공업체들이 우유의 품질 등 을 높일 목 으로 멜라민 

사용

○ 멜라민은 질소함량이 풍부하여 라스틱, 착제, 화이트보드, 비료 등에 사

용되는 유기 화학물로 FAO와 WHO에서는 식품 첨가를 원칙 으로 지하

고 있음.

 - 국의 유가공업체(분유회사 포함)들은 일반 으로 질소 성분 함량을 측

정하여 우유의 단백질 함량을 평가하므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

처럼 보이기 해 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멜라민은 소량섭취 시 인체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나 장기간 다

량 섭취 시에는 신장계통 질환 유발 

○ 섭취된 멜라민은 부분 신장을 통해 오 으로 배설되어 은 양을 섭취하

는 경우 인체에 큰 해를 미치지 않으나,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요로결석과 

성신부  등 신장계통 질환을 일으킴.

 - 과자, 커피류,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식품 속에 함유된 멜라민이 인체에 미

치는 향은 크지 않지만 어린아이들(특히 신장기능이 약한 경우)이 매일 

섭취하는 분유는 치명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식품안 청의 일일섭취허용량은 각각 0.63mg/체 kg/일

과 0.5mg/체 kg/일임.

□ 일부 과자에서 검출된 멜라민은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 한 소비자의 

불신을 유발하고 일시 으로 일부 제조･유통업 축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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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분유를 원료로 한 일부 품목에서 검출된 멜라민은 소비자의 과자류 

반  커피 등에 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일시 으로 유통업체의 매출 감

소가 발생하고 련 상품 제조업체의 생산이 축소되었음.

3. 멜라민 사태의 식품산업 향 추정 

□ 국산 유제품 동으로 시작된 멜라민 사태로 과자류, 커피 등 

가공식품 소비가 일시 으로 축

○ 가공식품  과자류와 커피(커피믹스)에 한 소비 감소가 일시 으로 나타

났음.

 - 형소매업체*의 가공식품 매출 감소율: 과자류 8～33%, 커피 11～16%

* 이마트, 홈 러스, 롯데마트, GS마트, G마트(인터넷쇼핑몰) 등

○ 분유를 포함한 유제품과 아이스크림류 등 기타 가공식품에 한 소비 감소

는 반 으로 미미한 수 이었음.

 - 분유는 같은 기간 국 수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멜라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공식품 생산액 감소는 월 414 ～ 

1,1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측되었으나 사태의 신속한 처리에 따라 

피해 규모가 감소하 음. 

○ 멜라민 사태 장기화를 가정한 경우 과자류 생산액은 월평균 351∼1,05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 2008년 연간 과자류 생산액은 당  4조 2,103억 원(월평균 3,509억 원)으

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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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류 생산액 감소는 월평균 351억 원(10% 감소 시), 702억 원(20% 감

소 시), 1,053억 원(30% 감소 시)으로 추정됨.

※ 2008년 조류인 루엔자 발생 후 2달간 소매업체의 가 육 매출감소율은 평균 20∼

40%이었음. 

○ 커피(커피믹스 기 )는 월평균 63억∼125억 원의 생산액 손실이 발생할 것

으로 추정된 바 있음.

 - 2008년 연간 커피믹스 생산액은 당  7,527억 원(월평균 627억 원)으로 

추정.

 - 커피믹스 생산액은 월평균 63억 원(10% 감소 시), 94억 원(15% 감소 시), 

125억 원(20% 감소 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멜라민 사태는 해결되었지만 정부와 식품기업의 효과 인 식품안

리 책 마련 필요

○ 멜라민을 포함한 식품 해 물질 등에 의한 식품 안  사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심리 인 향이 큼. 따라서 식품 안 성 강화를 해 정부와 식품

기업의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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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GM 농산물의 국내･외 동향과 안 성 논란

1. GM 농산물 재배동향

1.1. 국가별 재배현황

○ GM(Genetically Modified, GM) 농산물의 세계 재배면 은 1996년 170만 

헥타르에서 2007년 1억 1,430만 ha로 약 67배 증가함.

○ 2007년 기  식품이나 사료용으로 GM 농산물 재배를 허용한 국가는 52개

국(23개국 상업용 재배, 29개국은 식용･사료용･환경방출용으로 수입승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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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  세계 GM 작물 재배면 (1996-2007)
단 : 백만 ha

연도 재배면

1996 1.7

1997 11.0

1998 27.8

1999 39.9

2000 44.2

2001 52.6

2002 58.7

2003 67.7

2004 81.0

2005 90.0

2006 102.0

2007 114.3

총면 690.9

자료: Clive James(2007)

○ GM 농산물 재배 국가는 1996년 6개국에서 2007년 23개국으로 증가하 으

며, 이 가운데 11개국은 선진국이며 개발도상국은 12개국임.

부표 4-2.  1996∼2007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GM 재배면  추이

단 : 백만 ha, %

연도 선진국 개발도상국 합계 선진국 비 개발국 비

1996 0.97 0.73 1.7 57.1  42.9  

1997 9.5 1.5 11 86.4  13.6  

1998 23.4 4.4 27.8 84.2  15.8  

1999 32.8 7.1 39.9 82.2  17.8  

2000 33.5 10.7 44.2 75.8  24.2  

2001 39.1 13.5 52.6 74.3  25.7  

2002 42.7 16 58.7 72.7  27.3  

2003 47.3 20.4 67.7 69.9  30.1  

2004 53.4 27.6 81 65.9  34.1  

2005 56.1 33.9 90 62.3  37.7  

2006 61.1 40.9 102 59.9  40.1  

2007 64.9 49.4 114.3 56.8  43.2  

자료: Clive Jame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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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GM 작물 재배면  연평

균 증가율은 46.5%, 46.7%를 보임.

○ 2007년 GM 작물 재배면 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5,770만 헥타르로 50.5%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가 16.7%(1,670만 헥타

르), 라질 13.1%(1,500만 헥타르), 캐나다 6.1%(700만 헥타르), 인도 

5.4%(620만 헥타르), 국 3.3%(330만 헥타르) 순으로 나타남.

부표 4-3.  국가별 2006∼2007년 GM 작물 재배면

단 : 백만 ha, %

국가 2006 비 2007 비 상업화된 작물

미국 54.6 53.5 57.7 50.5 옥수수, 콩, 면화, 카놀라, 야 등 8종

아르헨티나* 18.0 17.6 19.1 16.7 콩, 면화, 옥수수

라질* 11.5 11.3 15.0 13.1 콩, 면화

캐나다 6.1 6.0 7.0 6.1 카놀라, 옥수수, 콩

인디아* 3.8 3.7 6.2 5.4 면화

국* 3.5 3.4 3.8 3.3 면화, 야, 토마토 등 6종

라과이* 2.0 2.0 2.6 2.3 콩

남아 리카* 1.4 1.4 1.8 1.6 면화, 옥수수, 콩

우루과이* 0.4  0.4 0.5 0.4 콩, 옥수수

필리핀* 0.2  0.2 0.3 0.3 옥수수

호주 0.2  0.2 0.1 0.1 면화, 카놀라, 카네이션

스페인 0.1  0.1 0.1 0.1 옥수수

멕시코* 0.1  0.1 0.1 0.1 면화, 콩

콜롬비아* ＜ 0.1 ＜ 0.1 ＜ 0.1 ＜0.1 면화, 옥수수, 카네이션

칠 * - - ＜ 0.1 ＜0.1 면화, 카놀라, 콩

랑스 ＜ 0.1 ＜ 0.1 ＜ 0.1 ＜0.1 옥수수

온두라스* ＜ 0.1 ＜ 0.1 ＜ 0.1 ＜0.1 옥수수

체코 ＜ 0.1 ＜ 0.1 ＜ 0.1 ＜0.1 옥수수

포르투갈 ＜ 0.1 ＜ 0.1 ＜ 0.1 ＜0.1 옥수수

독일 ＜ 0.1 ＜ 0.1 ＜ 0.1 ＜0.1 옥수수

슬로바키아 ＜ 0.1 ＜ 0.1 ＜ 0.1 ＜0.1 옥수수

루마니아 ＜ 0.1 ＜ 0.1 ＜ 0.1 ＜0.1 옥수수

폴란드 -  - ＜ 0.1 ＜0.1 옥수수

합계 102.0 114.3

  주: *은 개발도상국가임. 

자료: Clive Jame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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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면 이 5만ha 이상인 국가는 스페인, 멕시코 등을 포함해 13개국에 달

하며, 5만ha 미만인 국가는 랑스, 콜롬비아, 폴란드 등을 포함해 10개국

임.

부도 4-1.  주요국가의 1996∼2007년 GM 작물 재배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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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연도)

  자료: Clive James(2007)

○ EU의 GM 옥수수 재배면 은 지난 3년간(2005~2007)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특히 슬로바키아와 랑스는 

2006년에 비해 2007년 재배면 이 각각 29배, 3배 증가하 음. 

○ 스페인의 GM 옥수수 재배면 은 75,148ha로 EU 체 재배면 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랑스가 19.2%를 보이고 있음. 이 두 국가

의 유율은 체 면 의 87.5%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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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4.  EU 8개국의 GM 옥수수 2005∼2007년 재배 황

단 : ha, %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07/’06)

스페인 53,225 53,667 75,148 40.0

랑스 492 5,000 21,174 323.5

체코 150 1,290 5,000 287.6

포르투칼 750 1,250 4,500 260.0

독일 400 950 2,685 182.6

슬로바키아 - 30 900 2,900.0

루마니아* 110,000 90,000 350 -

폴란드 - 100 320 220.0

합계 55,017 62,287 110,077 76.7

  주: * 루마니아는 2007년에 EU에 가입하 으며 2005년과 2006년 수치는 GM콩 재배면

임. 

자료: EuropaBio 2007.

1.2. GM 작물별 재배동향

○ 2007년 체 GM 농산물 재배면  1억 1,430만ha의 51.3%에 해당하는 

5,860만ha에 콩( 두)이 재배되었으며, 3,520만ha(30.8%)에는 옥수수, 면화

는 1,500만ha(13.1%), 유채(카놀라)는 550만ha(4.8%)에 재배됨.

○ 1996∼2007년 동안 주요 4개 GM 농산물 재배면 은 작물마다 다소 증가율 

차이가 있지만 반 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GM 콩의 2006년과  2007면 은 동일하지만 2000년 이후 GM 옥수수, GM

면화, GM 카놀라의 재배면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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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업화된 GM 농산물 현황 

○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 칼진(Calgene)사가 쉽게 무르지 않는 유 자변형

(GM) 토마토 ‘ 이  세이 (Flavr Savr)’를 시장에 출 시킨 것이 GM 

농산물 상업화의 시작임.

부표 4-5.  상업화된 GM 농산물(2008년 4월 기 )

작물명 유 자변형 특성(승인된 ‘종’ 수)

콩 제 항성(6), 올 인산 강화(1)

옥수수
해충 항성(5), 제조제 항성(5), 해충/제 제 항성(25), 

웅성불임/제조체 항성(3)

면화 해충 항성(3), 제 제 항성(5), 해충/제 제 항성(10)

아르헨티나 카놀라 제조제 항성(6), 웅성불임/제 제 항성(1), 지방산개선(1)

폴란드 카놀라 제조체 항성(2)

알팔 제조제 항성(1)

토마토 해충 항성(1), 숙기조 (5), 

사탕무 제조제 항성(1)

멜론 숙기조 (1)

해바라기 제조제 항성(1)

감자 해충 항성(2), 해충/바이러스 항성(2)

스쿼시 바이러스 항성(2)

제조제 항성(1)

크리핑 벤트그라스 제조제 항성(1)

야 바이러스 항성(1)

담배 제조제 항성(1), 니코틴 감소(1)

치커리 웅성불임/제조제 항성(1)

벼 제조제 항성(2)

럼 바이러스 항성(1)

아마(flax) 제조제 항성(1)

카네이션 제조제 항성/화색변경(2), 화색변경(1)

합계 21개 작물 102개 종

자료: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Strategies(Agbios), Canad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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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기 으로 상업화된 GM 농산물은 주요 품목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를 포함해 총21개 작물 102개 품종(events)에 달함. 가장 많은 품종을 

보유한 GM 작물은 옥수수로 38개 품종이며, 그 뒤를 이어 면화가 18품종, 

아르헨티나 카놀라 8품종, 콩 7품종, 토마토 6품종 순임. 

1.4. 국내 GM 농산물 개발 및 승인 현황

○ 국내에서는 실험 수 의 GM 농산물 연구사례는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

지 실용화 단계를 거쳐 상품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음. 

○ 재 18품목 54종(events)의 개발연구가 진행 (16작물 48종/2축종 6종)에 

있으며 일부는 상업화를 한 안 성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부표 4-6.  국내 GM 농산물 개발 황

구분 개발단계 개발특성

작물(16작물48종)

유 자 도입단계 카테킨 생산 상추 등

기능 검정단계 비타민 E강화 들깨, 철분강화 감자 등

안 성 평가단계 제조제 항성 벼･고추･들깨, 바이러스 항성 감자 등

가축(2축종6종)
유 자 도입단계 조 진, 섬유소 분해 돼지 등

기능검정단계 증치료, 알부민(Albumin) 생산  비만조  닭 등

자료: 지식경제부, 2008 바이오안 성백서

○ 2008년 3월 기 으로 GM 농산물 가운데 국내에서 식품용은 60개 품종, 사

료용은 44개 품종이 승인되었으며 재배용은 아직 승인된 품목이 없음. 

○ 식품용 60개 품종 가운데 상업 으로 수입 가능한 품종은 재 43개 품종

임. 식품용으로 승인된 GM 농산물 가운데 옥수수와 면화가 약 7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사료용으로 승인된 품목도 옥수수와 면화가 3/4의 비 을 하

고 있음. 



옥수수 콩 면화 감자 알팔파 카놀라 사탕무

28(47%)

1(2%) 13(22%)
8(13%)

3(5%)
6(10%)

1(2%)

25(57%)

1(2%)

11(25%)

0(0%)
1(2%)

6(14%)

0(0%)

사료용

식용

농식품 안전 논란 사2.1.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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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푸스타이(Pusztai) 박사는 1998년에 쥐를 이용하여 GM 감자와 일반

감자를 비교하는 실험을 함.

 - GM 감자를 먹은 쥐가 성장과 면역기능이 하되고 소화  여러 부 가 

다양한 향을 받아 성장과 발달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연구

의 실험설계와 분석에 치명 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남. 

○ 2001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

 - 스타링크 옥수수는 알 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환경부에서는 

1998년 동물사료용으로만 사용을 승인하 고 식용으로는 사용을 보류함. 

하지만 타코벨이라는 외식업체 상품인 타코쉘에서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

은 스타링크 옥수수가 검출되어 개발회사인 아벤티스사는 자발 으로 사

용을 철회하여 매가 단됨.

○ 2005년 Bt10 옥수수 사건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만 

등에서 상업화된 해충 항성 옥수수 Bt11이, 종자가 같지만 안 성 평가

를 받지 않은 Bt10 종자와 섞여 매된 사건.

○ 2007년 7월 인도 와랭 (Warangal) 안드라 라데시 주에서 BT 면화를 섭취

한 양과 염소가 죽었다고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발표함.

 - 인도의 규제기 인 유 공학승인 원회(GEAC, Genetic Engineering 

Approval Committee)는 “어떠한 연구 보고서나 분석으로도 인도 안드라 

라데시 주의 양･염소 죽음의 원인이 BT 면화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라

고 밝힘. 

 - BT 면화를 재배하는 미국, 아르헨티나, 라질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이 없다는 은 이 사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져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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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

○ 소비자들은  과학수 으로 GM 농식품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명 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의 가능성을 크

게 염려하고 있음.

○ 재 국내 GM 농식품 표시제 하에서는 식용유, 간장, 가공식품 등에 GM 

제품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음. 소비자들은 이러한 에 우려를 표시하

며 최종제품의 GM 유 자 검출여부에 상 없이 GM 원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차원에서 비의도  혼입허용치를 3%보

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재 표시 상 품목 수에 불만스러워하고 있으며 그 수를 더 확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2.3. 향후 과제

○ GM 농식품에 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표시제도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GM 농식품 표시정

책에 한 사회  합의 도출이 필요함.

○ GM 농식품 표시제 확 를 해서는 곡물 수 상황, 과학수 , 사후 리정

도, 사회  여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함.

○ 국내 사회･경제  여건, 사후 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즉각 인 표시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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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득보다 여러 형태의 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GM 농식품에 

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가치정립과 한 사후 리방법을 확보한 후 

진 으로 표시제를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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