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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식품 산업 현황과 구조*

김  규  호
(서울대학교 농업정책 및 농업통상 연구실 박사과정)

1. 세계 농식품 산업의 현황  1)

1.1. 세계 시장규모와 교역 현황

  세계 농식품 시장은 식품, 음료, 담배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 부문은 농산

물 식품시장과 포장식품시장으로 나뉘는데, 농산물은 곡물, 덩이 기류, 설탕, 감미료, 

유지종자, 과일, 채소, 식물성기름, 견과류, 콩류, 두류, 향신료, 커피, 차, 코코아 등을 

포함하며, 포장식품은 육류, 생선, 제과  제빵, 유제품  다른 카테고리를 포함한 

건조, 냉장, 냉동  기타 포장 식품 등을 포 한다. 

  음료부문은 탄산음료, 에 지 음료, 맥주, 사과주, 향이 가미된 알코올음료, 주정, 와

인 등이 매되는 부문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 농식품 산업에 포함될 때도 있고 그

지 않을 때도 있는 담배산업은 씹는 담배, 시가, 잎담배를 포함한 담배  기타 담배

제품을 포 한다. 

  세계 농식품시장의 규모는 리서치 기 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

의 리서치기 인 데이터모니터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재 약 5조 2천억 달러 

수 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농식품 산업이 연평균 약 3.6%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 본 내용은 세계의 농식품 산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towind95@snu.ac.kr, 02-88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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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륙별 농식품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2009 2010 2011 2013(p) 2015(p)
세계 농식품시장 4,888.3 5,057.2 5,237.0 5,636.8 6,077.3

(100.0) (100.0) (100.0) (100.0) (100.0)

- 유럽 2,001.8 2,045.3 2,090.8 2,192.6 2,305.0

(41.0) (40.4) (39.9) (38.9) (37.9)

- 아시아-태평양 1,404.8 1,483.0 1,567.8 1,759.5 1,972.6

(28.7) (29.3) (29.9) (31.2) (32.5)

- 북미 874.1 895.5 918.6 969.2 1,024.3

(17.9) (17.7) (17.5) (17.2) (16.9)

- 중남미 478.3 497.9 518.2 561.1 607.4

(9.8) (9.8) (9.9) (10.0) (10.0)

- 중동 ․ 아프리카 129.3 135.4 141.6 154.4 167.9

(2.6) (2.7) (2.7) (2.7) (2.8)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지역이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Datamonitor, 2012, Food, Beverages, Tobacco를 합하여 재구성.

따른 것으로 2015년에는 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망된다. 한 음료 시장이 앞으로

의 농식품 산업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표 1  세계 농식품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3(p) 2015(p)
세계 농식품시장 4,888.3 5,057.2 5,237.0 5,636.8 6,077.3

(100.0) (100.0) (100.0) (100.0) (100.0)

(담배산업 제외 시) 4,195.3 4,336.4 4,486.3 4,819.0 5,188.0

(85.8) (85.7) (85.7) (85.6) (91.1)

  - 식품시장 2,537.5 2,631.7 2,730.9 2,943.3 3,172.3

(51.9) (52.0) (52.1) (52.2) (52.2)

  - 음료시장 1,657.8 1,704.6 1,755.4 1,875.8 2,015.7

(33.9) (33.7) (33.5) (33.4) (38.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부문이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Datamonitor, 2012, Food, Beverages, Tobacco를 합하여 재구성.

  이를 륙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5.7%로 높게 

나타나 주목을 요한다. 물론 유럽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크지만, 유럽은 북미와 더불어 

재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남미와 동‧아 리카 지역은 큰 변화

가 없거나 미세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유로모니터(Euromonitor) 자료에 따르면, 세계 농식품 산업 교역은 2010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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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총산출 대비 농식품 산업 생산액 비중
단위: %

　구    분  농식품 산업 생산액 비중
총산출 대비 각 국 제조업 생산액 대비

벨기에 4.6 14.6

덴마크 5.1 22.6

프랑스 4.0 14.4

일  본 3.2 10.1

한  국 3.2 6.4

스위스 3.1 10.8

미  국 2.7 12.0

평  균 3.7 13.0

  주: 2000~2009년 평균 비중임.  
자료: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DB에서 재가공.

약 2조 2천억 달러 수 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40%를 상회하는 8천 7백억 달러 정

도가 서유럽에서의 교역액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천 3백억 달러 수 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3  대륙별 농식품 교역액 규모, 2010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농식품 교역액 세계 농식품 교역액 대비 비중
서 유 럽 874,403 40.1

동 유 럽 173,621 8.0

북    미 271,051 12.4

중 남 미 219,979 10.1

아시아-태평양 428,787 19.7

오세아니아 57,152 2.6

중동 ․ 아프리카 153,324 7.0

세    계 2,178,317 100.0

자료: Euromonitor, 2012, International Marketing Data and Statistics.

Euromonitor, 2012, European Marketing Data and Statistics.

1.2. 주요국의 식품산업 현황 

  주요국의 최근 연도 평균 총산출 비 농식품 산업 생산액 비 을 살펴보면, 덴마크

와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농식품 산업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체로 유럽권 

국가들의 비 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가 총산출 비 농식품 산업 생산

액이 3.2% 수 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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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출 비중
단위: %

　구    분 농식품 수출 비중
총 상품수출액 대비 농식품 산업 GDP 대비 

벨 기 에  7.6 64.7

캐 나 다  5.9 23.2

덴 마 크 19.9 63.8

프 랑 스  9.2 25.0

독    일  4.0 20.5

네덜란드 12.2 58.1

스 위 스  2.5 14.9

미    국  4.6  6.0

영    국  5.3 14.4

(한   국)  1.0  4.4

  주: 2000~2009년 평균 비중임.  
자료: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DB에서 재가공.

  농식품 수출은 미국, 독일, 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활발히 이 지는 것으로 

악되며, 북미와 유럽이 아닌 지역 에서는 라질의 수출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

난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 역시 미국과 독일, 랑스, 네덜란드, 국 등 구미 

각 국에서 상 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국가별 농식품 교역액 규모, 2010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농식품 수출액 농식품 수입액 농식품 교역액
미    국 98,767 105,135 203,902

독    일 71,861 79,881 151,742

프 랑 스 63,912 54,341 118,253

네덜란드 63,320 40,978 104,298

영    국 27,708 61,549 89,257

이탈리아 36,552 49,150 85,702

중    국 45,364 34,821 80,185

벨 기 에 40,223 35,657 75,880

캐 나 다 36,033 31,116 67,149

브 라 질 54,391 9,489 63,880

(한   국) 5,347 20,097 25,444

자료: Euromonitor, 2012, International Marketing Data and Statistics.

Euromonitor, 2012, European Marketing Data and Statistics.

  특히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농식품 총 생산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과 랑스처럼 내수 시장이 큰 국가들도 이보다 수출 비 이 작기는 하

지만 그래도 체 농식품 총생산의 2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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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기업의 R&D 투자는 각 국가 내 총 기업 R&D 투자액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

드, 스페인, 벨기에, 일본 등의 국가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

라와 농식품 산업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까운 농식품기

업 R&D 투자 비 을 보이고 있다. 

표 7  국가별 농식품기업 R&D 지출 비중

단위: %

　구    분 농식품기업 R&D 지출 비중
총 기업 R&D 투자액 대비 총 제조업체 R&D 투자액 대비

벨 기 에 2.3 3.3

캐 나 다 0.8 1.4

프 랑 스 1.9 2.3

독    일 0.6 0.7

네덜란드 5.1 6.7

일    본 2.3 2.6

미    국 1.2 1.8

스 페 인 3.2 4.9

(한   국) 1.2 3.2

  주: 2000~2009년 평균 비중임.  

자료: OECD Structural Analysis(STAN) DB에서 재가공.

2. 세계 농식품 산업 시장구조의 특징

2.1. 다섯 가지 요인(Five Forces) 모델로 살펴본 농식품 산업의 시장 구조1)

  시장구조를 분석하는 여러 방법론이 있지만, 그 에서도 하버드 경 학원의 마

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가 창안한 ‘다섯 가지 요인 모델’은 어느 한 산업의 구

조나 수익성에 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들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틀을 제

공하는 모델이다. 포터 교수에 의하면, 장기 으로 특정 산업의 수익성  매력도는 

산업의 구조  특성에 의하여 향을 받는데, 이러한 특성은 ‘다섯 가지 요인’, 즉 구

매자의 힘(buyer power), 공 자의 힘(supplier power), 체재(substitutes)의 , 신규진입

자(New entrants)의 , 그리고 내부경쟁(internal rivalry)의 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1) 본 소절은 주로 Datamonitor(2011)의 세계 농식품 산업 시장 분석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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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의 강도를 분석하기 해 각 요인별로 세부 결정요소들을 

검토한 후 총체 인 단에 이르게 하는 산업분석 모델이 바로 ‘다섯 가지 요인 모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질 인 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의 구조와 환경, 트 드 등을 

단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표 8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산업구조 영향 요인

　다섯 가지 요인 각 요인별 세부 결정 요소
구매자의 힘

후방통합, 구매자독립성, 구매자의 규모, 재정적 능력, 전환비용, 과점 위협, 가격민감성,
제품 중요도, 전환경향, 비차별화된 제품 등

공급자의 힘
차별화된 재화, 전방통합, 품질/비용의 중요성, 대체 생산요소 미비, 과점 위협, 기업 중요도, 
기업독립성, 공급자의 규모, 전환비용 등

대체재의 위협 유용한 대안, 저렴한 대안, 낮은 전환비용 등

신규진입자의 위협
유통망 접근성, 기존기업의 묵인, 지적재산권 관련성, 규제, 고정비용, 전환비용, 시장성장성, 
규모의 중요성, 공급자 접근성, 비차별화 된 제품, 브랜드 등

내부경쟁 강도
경쟁자의 규모, 확대 용이성, 퇴출장벽, 다양성, 전환비용, 고정비용, 기업의 숫자, 기업의 유
사성, 저장비용, 비차별화 된 제품, 제로섬 게임 등

자료: D. Besanko et al., 2002, Economics of Strategy.

  세계 농식품 산업의 시장구조도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의 에서 분석할 수 있

다. 우선 다섯 가지 요인  ‘구매자의 힘’은 가격 인하  품질 제고 압력 등을 통하

여 농식품 산업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농식품 산업에서 이러한  ‘구매자

의 힘’에 가장 향을 미치는 세부 결정 요소들은 4 을 받은 구매자독립성, 재정  

능력, 가격민감성, 환경향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차별화된 제품, 후방통합, 과  

, 제품 요도 등은 2 을 받아 상 으로 향이 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농식품 산업의  구매자들이 막 한 자 력으로 농식품 산업체들과 규모의 장

기계약을 맺는 상이 반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구매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비교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구매선을 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

매자의 힘은 농식품 산업체의 수익에 큰 향을 미친다. 다만 소매 체인 들이 그들 

자신의 랜드로 포장한 식품을 매함으로써 시장에 향을 미치는 후방통합의 경

우,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세계 체 인 농식품 산업 구조를 놓고 볼 때 그 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공 자의 힘’의 경우, 공 자들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 하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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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농식품 산업체에게 가함으로써 수익성을 잠식할 수도 있다. 분석 결과, ‘공 자

의 힘’에 가장 향을 크게 미치는 세부 결정 요소들은 4 을 받은 품질/비용의 요

성과 기업독립성이었고, 차별화된 재화, 방통합, 체 생산요소 미비 등의 요소는 2

으로 비교  향을 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식품 산업의 핵심 원료가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유제품, 곡류 등으로 이러한 원재료가 기후조건의 변화, 계

 요인의 변화, 생산량의 변화, 수출입 여건의 변화 등의 이유로 가격  품질 변동의 

향을 받게 될 때 농식품 기업체들의 이윤에도 크게 향을 미치게 되는 탓이다. 반

면 체로 원료의 공 자들은 농식품 기업체들보다 분산되어 있고 규모가 작아 교섭

력이 크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 자보다 자 력에서 우 에 있는 농식품 기업체들에 

의한 계약 불이행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더라도 신선하고 

높은 품질을 지닌 원료의 지속  공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공 자의 교섭력은 

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세계 농식품 산업 구조의 각 영향 요인에 대한 세부 결정 요소 (1), 2010

<구매자의 힘> <공 자의 힘>

후방통합

구매자 독립성

구매자의
규모

재정적
역량

전환비용가격 민감성

제품 
중요도

전환경향

비차별환된
제품

과점의 위협

차별화된 재화

전방통합

품질/비용의
중요성

대체 생산요소
미비

과점의 위협기업 중요도

기업 독립성

공급자의
규모

전환 비용

자료: Datamonitor, 2011, Industry Profile - Global Food, Beverage & Tobacco.

  다음으로 ‘ 체재’는 농식품 기업이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  함으로

써 기존 기업의 잠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러한 ‘ 체재’의 에 향을 미

치는 요소들로는 유용한 안과 렴한 안, 그리고 낮은 환비용 등 세 가지 요소

가 고르게 3 으로 나타나 간 정도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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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농식품 산업 구조의 각 영향 요인에 대한 세부 결정 요소 (2), 2010

< 체재> <신규진입자>

유용한 대안

저렴한 
대안

낮은 
전환비용

유통망 접근성

기존기업의 묵인

지적재산권
관련성

규제

브랜드

고정비용

전환비용

비차별화된 
제품

공급자 
접근성

규모의 중요성

시장성장성

자료: Datamonitor, 2011, Industry Profile - Global Food, Beverage & Tobacco.

들어 탄산음료나 알코올음료의 체재는 차와 커피, 우유 등으로 소매업자나 최종소

비자의 환비용이 높지 않으며 재고를 쌓아두어도 부담스럽지 않다. 게다가 네슬  

같은 기업은 다각화된 생산을 통해 탄산음료와 커피류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체

재의 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육류, 생선, 과일, 채소 등의 포장제품

의 체재는 포장되지 않은 신선식품인데, 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부분 포장된 제

품으로 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매업자들은 포장을 하지 않고 매함으로

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물론 최근 건강과 생태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제품에 한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포장하지 않은 유

기농 식품에 한 수요가 틈새시장을 조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 제품의 

특성 상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가되므로 체재로서의 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기존의 시장 유율과 원료 획득 시 향을  수 있는 ‘신규진입자’의 에

는 기존 기업의 묵인, 지 재산권 련성, 규제, 낮은 환비용, 시장성장성, 공 자 

근성 등이 3 으로 고르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는 2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진입 방법으로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기존 기업 운 의 

다각화, 기존 기업의 인수 등이 있으며, 최근 틈새시장을 장악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네슬  같은 거 기업들과 경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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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경쟁>

경쟁자의 규모

확대 용이성

퇴출장벽

다양성

전환비용

기업의 숫자 고정비용

제로섬게임

비차별화된 제품

저장비용

기업의 유사성

자료: Datamonitor, 2011, Industry Profile - Global Food, Beverage & Tobacco.

그림 3  세계 농식품 산업 구조의 각 영향 요인에 대한 세부 결정 요소 (3), 2010

기 해서는 거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는 신규 진입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더

욱이 이러한 거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로 인해 소규모 기업의 틈새시장 진입도 차 

여의치 않을 망이다.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공 자와 거래해 온 오랜 역사와 노하우

를 감안할 때 신규진입자가 공 자 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를 한 유통망 근

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건강에 한 심 증

로 인한 유기농 제품 수요 증가와 외국 음식이나 요리법 등에 한 수요가 증가함

에 따른 신규진입 가능성은 여 히 있는 편이다. 이들 신규진입자들로서는 보호주의 

무역에 한 수출‧입 정책이나 정부의 엄격한 식품안  규제, 소매업자와의 가격 상 

등이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지속 으로 극복해가야 할 요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산업 내 ‘내부경쟁’의 강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5

을 받은 기업의 숫자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시장에 더 많은 기업이 있을 경우 가격

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측된다. 많은 수의 경쟁자들이 있을 경우에 어도 그  한 

경쟁자가 재 상태에 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장 치를 개선하기 해 가격

을 낮추려 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낮은 시장 유율을 가진 기업은 자신이 가

격을 내리더라도 경쟁 기업들이 굳이 그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단할 수도 있다. 세

계 농식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유율을 보이는 기업은 코카콜라, 펩시콜라, 네슬

, 국 국 담배회사 등인데 이러한 주요 기업들이 세계 체 식품  기호식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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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차지하는 유율이라야 모두 합쳐 12.1% 가량으로, 나머지 87.9%가 다른 회사

들이다. 담배를 제외한 식음료시장만 보면 이러한 시장 유율은 8.4%로 떨어지며, 음

료를 제외한 식품시장만 도 상  5개 회사의 유율이 5%뿐인 것으로 나타나 농식

품 산업 부문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장비용, 고정비용 

 퇴출장벽 등이 4 으로 높게 나왔으며, 3  미만의 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고정비용과 퇴출장벽이 강하다는 것은 농식품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신 

살아남기 해 노력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가격경쟁이 더 긴 기간 나타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내부경쟁’에서도 구매자들 입장에서 낮은 환비

용의 향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로 인해 농식품 기업은 경쟁기

업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시장 유율을 증가시키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계 농식품 산업의 경우, 산업 내의 ‘내부경쟁’이 산업 

체 인 수익성과 구조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진입자’

의 은 상 으로 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구매자의 힘’, ‘공

자의 힘’, ‘ 체재’의  등이 간 정도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내부경쟁’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내부경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세계 농식품 산업의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0

자료: Datamonitor, 2011, Industry Profile - Global Food, Beverage &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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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기업 현황

  세계 인 경제지 Forbes가 선정한 2011년 세계 100  기업  농식품 기업은 4개가 

포함되어 있다. 스 스의 네슬 (Nestle)가 40 , 미국의 코카콜라(Coca-Cola)와 펩시코

(PepsiCo)가 각각 87 와 88 , 그리고 ‘버드와이 ’ 제조사인 벨기에의 앤하이 -부쉬 

인베 (Anheuser-Busch InBev)가 93 를 차지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  네슬 와 코카

콜라, 펩시코의 매출과 순수익 등 주요 황  사업 다각화 경향을 살펴본다. 

2.2.1. 네슬레

  네슬 는 2011년 892억 달러의 매출, 101억 달러의 순수익으로 세계 농식품 기업  

부동의 1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 역시 2009년 재 27만 8천 여 

명으로 나타나 세계 인 다국  기업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업이익률도 꾸 히 

10%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네슬 의 사업 부문은 크게 음료, 유제품  아이스크림, 조리식품  쿠킹 에이드, 

과자류, 애완용품, 제약품 등 6개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각 부문에서 세계 인 랜드

를 다수 보유한 강 이 있다. 를 들어 커피나 코 음료 등을 포함한 음료 부문에서

는 네스카페, 네스 소, 테이스터스 이스, 네스퀵 등의 유명 랜드가 매출 신장을 

이끌고 있으며, 유제품  아이스크림 부문에서는 커피메이트와 하겐다즈가, 과자류에

서는 크런치가, 애완용품 부문에서는 퓨리나와 리스키가, 화장품을 포함한 제약 부

문에서는 로 알 등의 랜드가 련 시장의 선도 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표 9  네슬레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십억 달러,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103.1 105.3 103.2 112.0 89.2

순수익 10.2 18.3 11.3 36.7 10.1

영업이익률 9.9 17.4 10.9 32.7 11.3

고용인원 276,000 283,000 278,000 - -

자료: Datamonitor, 2011, Industry Profile - Global Food, Beverage & Tobacco.
Forbes, 2012, Global 2000 Leading Companies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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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2011년 465억 달러의 매출, 86억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업

이익률은 매년 차이는 있으나 체로 20% 내외로 높게 나타난다. 

  코카콜라의 사업 부문은 잘 알려진 로 콜라와 환타, 스 라이트 등을 비롯한 탄산

음료에 집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비타민워터, 허  음료, 과일 주스 등의 사업 다각

화에도 힘을 쏟고 있어 매출이 속도로 신장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과일 주스의 경

우 세계  랜드인 미닛메이드를 기반으로 오 지 주스 등 의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상 으로 노하우가 부족한 다양한 음료 역에서 네슬 , 네스티, 

스티 등 여러 기업체와 매나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표 10  코카콜라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28.9 31.9 31.0 35.1 46.5

순수익 6.0 5.8 6.8 11.8 8.6

영업이익률 20.7 18.2 22.0 33.6 18.9

자료: Datamonitor, 2011, Industry Profile - Global Food, Beverage & Tobacco.
Forbes, 2012, Global 2000 Leading Companies 자료를 재구성.

2.2.3. 펩시코

  펩시코는 2011년 665억 달러의 매출, 64억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간의 업이익률도 꾸 히 10%를 상회하는 수 으로 나타난다. 

  펩시 역시 웰빙 트 드에 따라 음료 부문에서 탄산음료의 비 을 이고 주스와 스

포츠 음료 등으로 제품군을 과감히 재조정한 것이 세계 시장의  변화 양상에 들어맞

은 것으로 분석된다. 잘 알려진 로 매출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KFC, 피자헛, 타코

벨 등의 스토랑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신 주스 업체인 트로피카나와 게토 이 

랜드를 소유한 퀘이커오츠를 인수하여 집 이고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 

표 인 사례다. 한 리토 이, 치토스 등 스넥 부문에서도 매출이 신장하고 있

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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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펩시코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39.5 43.3 43.2 57.8 66.5

순수익 5.7 5.1 5.9 6.3 6.4

영업이익률 14.3 11.9 13.8 10.9 9.6

자료: Datamonitor, 2011, Industry Profile - Global Food, Beverage & Tobacco.

Forbes, 2012, Global 2000 Leading Companies 자료를 재구성.

3. 미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동향

3.1. 주요 현황

  1990년  반 이래 미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생산 규모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6년 약 5천 4백억 정도의 생산 규모인 것으로 악된다. 그러나 

농식품 가공산업 종사자 수는 해마다 평균 5%씩 어드는 추세로 1995년에 156만 

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나, 2008년에는 148만 명 남짓한 수 으로 확연히 감소한 것으

로 드러난다.

그림 5  미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생산액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미 상무부, 2011, Industry Outlook - Food Manufacturing NAICS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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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생산 비 , 2006> <품목별 소비 비 , 2007>

① 28%

② 14%
③ 14%

④ 11%

⑤ 10%

⑥ 10%

⑦ 
6%

⑧ 
5%

⑨ 
2%

①육류

②기타 식료품

③유제품

④과일&채소&특수

⑤곡물과 종유

⑥빵과 또띠야

⑦동물성 식품

⑧설탕&과자

⑨해산물

①시리얼&빵-13%

②육류,가금류,

  어류,란-22%

③유제품-11%

④과일,채소-17%

⑤기타   

  가정소비-36%

①＄460.00

② ＄777.00

③ 
＄376.00

④ ＄600.00

⑤ ＄1,241.00

  주: 품목별 소비 비중에서의 금액은 가구당 연간 소비액을 뜻함.

자료: 미 상무부, 2011, Industry Outlook - Food Manufacturing NAICS 311.

                                                                                      단위: 명

자료: 미 상무부, 2011, Industry Outlook - Food Manufacturing NAICS 311.

그림 6  미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종사자 수 변화 추이

  세부 품목별로 생산액을 분류해보면, 육류와 기타 식료품, 유제품, 그리고 과일과 채

소 등의 순으로 비 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소비 황을 

살펴보면, 생산 황과 비교  비슷하면서도 육류 다음으로 과일과 채소의 소비 비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그림 7  미국의 농식품 품목별 생산 및 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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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이슈와 전망 2)

  미국에서의 농식품 가공산업은 최근 몇 년 간 큰 도 에 직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하리라는 낙 인 망이 지배 이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

게 변하고 사람들 역시 이 보다 자주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으므로 신 인 기업들

은 이러한 변화에 응하여 성장의 기회를 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농식품기업 경 자들의 83%가 향후 수익 성장을 기 하고 있었으며, 52%는 고용규모

가 늘어날 것이라고 망하 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제기하듯 기업들이 재정 인 성

장에 비해 고용을 상 으로 덜 늘리고 있으며, 향후 망도 그러하다는 사실은 주요

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비용과 가격 부문에서는 원료  완제품 가격의 상승이 미국 농식품 가공 시장에서

의 향후 주요한 이슈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원유와 바이오 에 지 등의 에 지 비

용 상승 역시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기업들은 생산품의 크기를 여 원료비

용과 포장비용을 감하는 방안, 원료를 체하는 방안, 가격 인상으로 비용 증가를 

상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이다.

  투자가 집 되는 분야도 주목을 요한다. 건강식품에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새로운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으며, 녹색문명,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에 지 효율 인 장비에 한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농

식품기업들의 새로운 략 설정과 궤를 같이 하는데, 유기농  건강식품, 윤리  소

비자들의 수요 충족, 기업의 지속가능성 개선 등의 략이 최근의 상품 개발  매

에 활발히 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와 신기술의 도입이 미국의 농식품기업들에게 요해지고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아직은 농식품기업 경 자들  26%만이 소셜 미디어와 

신기술 도입을 고려 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차 기업들은 페이스북이나 트

터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근하는 일의 요성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일반 인 고보다 친구나 타인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

는 경향이 있어 마  효과가 크다는 것이 문가들의 론이다. 

  이처럼 미국의 농식품기업들은 새로운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기존의 고객들을 잃지 

않기 해 변화하는 선호와 트 드에 발맞추어 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2) 본 소절은 Grant Thorntonr(2011)의 미국 농식품가공산업 시장 분석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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