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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쌀을 포함한 곡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쌀 134Kg(1970) → 74Kg(2009)

 채소’70년 66kg →  ’07년 154kg,  과실류 12kg → 68kg으로, 

육류 8.4Kg → 35kg, 우유 3Kg → 63Kg로 크게 증가

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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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인당 쌀 소비량 77Kg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일본, 대만에 비해 높은 수준

 곡류 소비량 - 일본, 미국보다는 낮으나 대만, 프랑스 보다는 높음

 채소류 - 다른 어떤 나라보다 소비량이 크나, 과실류는 가장 낮은 수준

 육류 - 일본보다는 크나 대만 및 서구 국가들 보다 작음

 우유 - 일본 및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kg

주요 국가별 국민 1인당 연간 식품소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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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가공 및 조리식품, 소포장 단위의 식품 구매 증가

 가공식품의 비중은 1970년 18% → 2008년 23%로 소폭 증가

 외식 비중은 1970년 2% → 2008년 45.7%로 대폭 증가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 확대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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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식 대체식품(HMR, Home Meal Replacement)의 소비 확대

- 짧은 조리시간에 간편하게 바로 먹는 음식(Ready-to-eat, RTE), 

간단 조리 후 먹는 음식(Ready to end-cook, RTEC) 등

 최소 가공된 신선편이농산물(fresh cut)의 소비 확대

- 산지에서 각종 채소를 세척, 절단, 가공하여 소비자들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

편의식품의 소비 증가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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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용 소포장(consumer package)의 소비 증가

- 과일의 경우 3, 5, 7.5, 10 Kg 등으로 다양화

 축산물의 소포장 단위는 100g부터 600g사이

- 용도에 알맞게 썰어 포장되며,  형태도 다양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 고조

- 이력추적제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친환경농산물 소비 증가

- 사회적 관심 증대와 환경 질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소포장품 소비 확대

안전식품 소비 확대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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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건강 및 안전 지향

실버마켓 대응

건강기능성 식품의
소비확대

소비 트렌드

식생활의 외부화 및
간편화 지향

식품폐기물에 대한
관심 고조

경기 침체에 대응한
가치 소비 확산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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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 및 안전 지향

- 소비자의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HACCP, ISO와 같은 품질관리 시스템 주목

- ‘로하스(LOHAS)’라는 단어 사용 증가

② 식생홗의 외부화 및 간편화 지향

- 여성의 사회진출, 단신 세대의 증가

- 중식시장의 급속한 성장

- 배달식품 수요 증가

일본의 주요 식품 소비 트렌드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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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지출 비중은 1975년 27.8% → 1990년 37.7%로 증가

그러나 1995년 이후 경기침체로 둔화

 중식비중은 1990년 3% → 2005년 7.9%로 증가

일본의 주요 식품 소비 트렌드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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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기능성 식품의 소비 확대

- 생활관습병에 대응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 맞춤형 상품 소비 증가

④ 실버마켓 대응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개호(介護)식품 수요 증가

⑤ 경기 침체에 대응한 가치 소비 확산

- 가격대비 높은 품질의 고가치 상품 소비 확대

⑥ 식품폐기물에 대한 관심 고조

- 품질관리 고도화, 소비 기한 엄격해짐에 따라 식품폐기물 발생

- 식품리사이클법 시행

일본의 주요 식품 소비 트렌드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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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식 지출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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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비 비중(엥겔계수) 저하 현상

 고령화로 외식 지출 비중 42% 수준에서 유지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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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편의성

매운 맛 식품 소비 증가

식품 안전성

외국민속음식 시장의 성장

소비 트렌드 맞춤형 식품의 증가

미국의 주요 식품 소비 트렌드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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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의성

- 주중 식사의 44%가량이 30분 이내에 준비가능

- 저녁 식사에서 일회용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 →12%로 증가

- 독신엄마의 수 1970년 300만 → 2000년 1,000만명으로 증가

- 독신아빠의 수 39만 3천 →           200만명으로 증가

② 건강

- 소비자의 3/4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선호

- 기능성식품의 수 2000년 63개 → 2001년 250개로 증가

- 나이가 들수록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미국의 주요 식품 소비 트렌드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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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 안전성

- 유기농산물 구입 소비자의 61%는 식품의 안전성을 이유로 구입

- 진전된 라벨링 기술 도입(시간 온도 감지 라벨 개발)

④ 맞춤형 식품의 증가

-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의 소비자 맞춤 시리얼 개발(여성용. 골퍼용)

- 개성 강조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제품 개발 전망

미국의 주요 식품 소비 트렌드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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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운 맛 식품 소비 증가

- 미국인의 57%가 매운 맛 선호

- 외식에 익숙해진 결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식품에 익숙해짐.

⑥ 외국민속음식(ethnic food) 시장의 성장

- 해외여행의 증가로 외국음식 시식 경험 증가

- 언론매체의 잦은 외국음식 보도

- 조리하기 쉬운 해외민속음식 증가

미국의 주요 식품 소비 트렌드

I.주요국의 식품 소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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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구조

 식품산업 =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산업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37.3조로 농림수산업 24.7조보다 큼
• 식품산업의 구성비: 식품가공 34.3%, 식품유통 30.5%, 외식 35.2%

 식품산업의 GDP상 비중 5.5%(1986) → 3.6%(2008) 감소했으나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10.7%(1986) → 2.4%(2008)로 대폭 감소

• 식품가공업 2.2%(1986) → 1.2%(2008) 

• 식품유통업 2.1%(1986) → 1.0%(2008)

• 외식산업 1.2%(1985) → 1.4%(2008) 

 매출액으로는 식품가공업 55.2조,  외식산업 64.7, 식품유통업 114.7조

 식품가공업 중 규모가 큰 부문: 기타식료품, 곡물젂문사료, 육가공, 유가공

 성장률이 높은 부문 : 육가공, 과채가공, 유가공, 곡물젂분사료

 식품산업은 규모가 영세함
• 식품가공업: 22.2명, 57.6억원

• 식품유통업: 2.4명, 3억 3천만원

• 외식업: 2.7명 8첨7백만원

II.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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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푸드시스템의 부가가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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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시스템의 부가가치 구성비의 변화

1986 2008

II.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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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구조

 식품산업의 기술 수준 선짂국 대비 30~60% 수준

 식품산업의 R&D 투자액 2,300억원(국가 젂체 R&D예산의 1% 수준)
• 매출액 대비 0.82%(일본 0.97%, 호주 1.31%)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젂반적인 위생 수준 낙후

 국가의 식품 R&D 분산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짂흥청,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짂흥원), 식품의약품안젂청, 교

육과학기술부(과학재단, 학술짂흥재단),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현장 애로 기술 위주로 원천기술에 대핚 연구 취약

II.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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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 미흡

 가공에 이용되는 농산물 비중 13.5%(1990) → 18.0%(2003)

 가공식품의 원료로서 해외 농산물 사용 확대
• 국내산 비중 84.3%(1990) → 67.6%(2003)

• 수입산 비중 15.7%(1990) → 32.4%(2003)

• 최근에는 식품가공업의 원료로서 수입가공식품의 비중이 커짐

 식품가공산업과 농업간의 이해관계 충돌
• 식품가공산업은 원산지표시제도 완화, 원료농산물의 직수입 확대 요구

 식품가공산업의 원료조달 체계 변화
• 현물시장 위주에서 계약(Contract), 통합(Integration) 확대

II.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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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정책 체계

 식품안젂관리의 다원화

구 분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 통
(보관/운반등)

소 비
(식당, 백화점등
최종판매단계)

재배/
사육등

수입
국내
가공

수입

농수산식품
농식품

부
식약청

* 기준설정 : 식약청

축산식품 농식품부 식약청

*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청이 농림부와 협의후 설정

기 타 - 먹는샘물은 홖경부, 주류는 국세청, 첚일염은 산자부 등 부처별 특성에 따라 관리

II.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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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정책 체계

 식품짂흥정책의 분산적 추짂

부처명 주 요 사 항

농림수산
식품부

○ 농식품소비촉짂 홍보 사업
○ 핚식 세계화사업
○ 식품업체 경영홗성화 자금지원
○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사업
○ 식품표준화 촉짂사업
○ 우수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
○ 우수향토음식발굴지원 사업

○ 전통식품 명인제도
○ 지리적 표시제도
○ 전통주사업 홗성화 대책 추짂
○ 김치산업 육성지원
○ 농민주 주류면허제도 추첚
○ 국제식품전시회 개최
○ 해외시장개척홗동 지원

보건복지
가족부

○ 연구개발 지원
○ HACCP 지원
○ 국민영양조사

○ 해외박람회
○ 건강기능식품육성․지원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시행 ○ 프랜차이즈산업 B2B구축
○ 염산업경쟁력 강화

II.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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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구조의 변화

 과거 대리점 위주의 유통체계가 대형유통업체, 젂자상거래 등으로 다양화
•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유통업체의 파워 증대

 2008년 업태별 매출액
• 백화점 19.5조(농식품 비중 10%)

• 슈퍼마켓 21.5조(농식품 비중 75%)

• 대형마트 29.9조(농식품비중 50%)

• 젂자상거래 18.0조원(농식품비중 7%)

 식품소매업체의 독과점화 짂젂
• 대형마트 시장에서 4대 업체 점유율 25.0%(1998) → 80%(2008)

 대형유통업체의 PB 상품 확대
• 저가납품 강요, 판촉비 등 비용 젂가, 중소식품 업체의 브랜드 와해

• 식품업체들은 수동적으로 PB 상품 공급

II.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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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료공급의 연쇄체계를 이룸

• 식용농수산물 국내시장 : 국내생산 12.1조엔, 신선제품의 수입 3.2조엔

• 가공, 외식산업을 거친 식료품의 최종시장 : 80.3조원(2000년)

- 신선제품 15.1조엔(18.8%), 가공품 41.5조엔(51.7%), 외식 23.7조엔
(29.5%)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일본 식품산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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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의 특징

- 식품산업의 매출액은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그 후 감소 추이

1) 매출액이 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그 후 감소하다 최근 정체하는 품목 : 축산식품, 빵, 
과자, 주류, 제다, 코피 등

2) 매출액이 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그 후 감소 계속 감소하는 품목 : 수산식품, 농산보존
식품

3) 매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 : 조미료, 기타 식료품, 청량음료

4) 매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정체하는 품목 : 당류, 정곡, 제분

5) 매출이 거의 변하지 않는 품목: 동물유지

 유망한 품목

- 조미료: 풍미조미료, 액체조미료(간편화 지향)

- 빵, 과자 분야: 빵 (식생활의 서구화 진전)

- 기타 식료품 분야: 면류, 간편식(스시, 도시락, 조리빵, 샌드위치, 샐러드, 냉동조리식품, 레
토르식품, 즉석면류 등)

- 청량음료 분야: 차음료, 메네럴워터

- 차분야: 차류(건강지향)

식품가공산업 트렌드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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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 소비자의 건강지향 관심 고조, 일반식품 메이커의 신규 참여 등 시장 확대

• 2005년에 1조 2850억엔 도달, 2006년에 처음으로 실적 미달

• 잔류농약 Positive list 제도의 도입, 최대섭취량의 설정, 건강프로그램의 규제 등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건강식품 시장의 추이(건강산업신문)

식품가공산업 트렌드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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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보건용 식품(건강기능성 식품)

• 명확한 효과나 효능 입증(후생노동부 허가)

•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증가

• 메타볼릭증후군 예방을 겨낭한 제품 개발 → 시장 확대

특정 보건용 식품의 시장 규모(일본건강영양협회 조사) 

식품가공산업 트렌드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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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시장의 고부가가치화

- 연구개발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

- 소비자의 건강지향, 안전지향에 대응한 상품 개발

* 사례: 산토리사의 黑鳥龍茶, 가코메사의 식품성유산균요플레, 메이지식품의 쵸쿄렛효과 등

2) 해외시장에서의 사업 전개

- 해외 브랜드 매수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

- 진출대상국은 주로 중국, 아시아, 북미 지역

- 최근 가격 저감화 노력으로 해외 진출 추진

• Ajinomoto(냉동식품회사)-22국에 생산기지 보유

• Nippon Ham(육류 가공회사)-타일랜드, 호주, 맥시코, 미국과 합작투자

3) 제휴 강화

-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동업자와의 합병, 매수

- 사업다각화를 위한 매수

- 실적이 악화된 기업 매수

- 후계자 확보난에 대응한 기업 매수

- 보유 기술과 시너지를 내는 기업 매수

환경변화에 대응한 식품가공업계 대응 전략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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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외식산업 시장규모 24조 3척억웬으로 ’97년 대비 4조 8천억엔 감소했으나, 
’06년 시장규모는 자동차 시장이나 백화점 매출규모의 1.5배에 해당

• 전체 외식산업 시장 규모 중 영업급식이 15조, 이 중 일반음식점 12조

• 레스토랑: 8조 7천억엔

• 소바 및 우동점: 1조 6백억엔

• 스시점: 1조 3천억엔

• 기타음식점: 1조 2천억엔

75년80 85 90 95 00 01 02 03 04 0506년

86

146

193

267
279270

259254246245243243

매출액
(단위: 천억엔)

<외식산업 연도별 매출액 >

외식산업 시장 규모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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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

• 동경시내 아르바이트 시급 최저가 1천엔

•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 교외형 이자까야 점포의 매출 하락

• 술 중심이 아닌 음식 중심의 고단가 메뉴전략 예상

• 외식인구감소

• 고령화로 외식업의 주요 소비 고객층(30代) 감소할 것

• 원산지표시제 실시

• ’05년 외식업에 원산지표시제 도입(42.5%가 실시)

• 고객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높아질 것

외식업계의 경영 환경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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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대용식과 배달시장 성장

• 중식(中食)시장의 꾸준한 성장: 5조 8천억엔(’99)  6조 9백억엔(’02)

• 배달시장 다양화: 고급코스요리 배달(호텔 오쿠라동경) 등

• 고객 다변화로 다양한 컨셉 가능

• 핵가족: 3~4천 엔으로 4~5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

• 노년층: 2천 엔으로 술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

• 채식주의자: 야채요리 전문점 등

• 일본 음식의 국제적 입지 향상

• 도쿄, 세계 최고의 미식도시로 선정(’08년 미슐랭가이드 평가)

• 새로운 방식, 다베호우다이 유행

• 일정한 금액을 내고, 몇 가지 메뉴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방식

• 규가큐: 한식 야끼니꾸 전문점으로 다베호우다이 시범운영 결과, 고객 수와 주류/음료 판

매량 증가로 매출 20% 증가

외식업계의 잠재 성장 요인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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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절감 노력

• 인건비 절감: 시간제 아르바이트 활용

• 식재료비 절감: 식자재 가공상품화(조리인력채용↓, 대량조리가능 등)

• 多브랜드, 多점포 전략

•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多브랜드化 하는 외식업체 증가

: 레인즈 인터내셔널, 스카이락, 로얄, 후로와이도㈜ 등

• 새로운 외식 사업의 기회 모색

• 가정식 요리 선호

• 자연식 전문점

• 오랜 불황으로 실속, 단순, 소박함 추구 경향

• 지방특색 요리 추구

외식업계의 경영전략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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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인하 전략 구사
• 원재료 가격 상승, 고유가 등 외식업계 수익 악화

• 교외형 대형 외식업체↓, 주택가 인근 편의점과 도시락점 ↑

• 고유가로 외출기피 현상 발생,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편의점의 도시락이나 식료품 구입

• 다양한 방법의 가격인하 정책 전개

•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 ‘데니스’: 버려지는 야채의 양을 줄여서 5% 가격인하

• 일식 패밀리 레스토랑 ‘오토야’: 정식에 나오는 야채 메뉴 줄이고, 고기종류 일부 변경해
서 100엔 가격 하락, 손님 10% 증가

 일본 외식업계 M&A급증
• 2006년의 M&A는 93건으로 1997년에 비해 10배 증가, 금액으로는 100배 수준

•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 오너가 운영하는 외식기업의 경우 경영 후계자 찾지 못했기 떄문

•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은 사업의 업태를 다양화하고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으나, 최근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주 목적

외식업계의 최신 동향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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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외식 마케팅 추진
•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동마케팅

• 도쿄 레스토랑 겨울 페스티벌: ’07년 2월 시나가와역 인근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등 45개
점포 참여

• 지방 식당가 거리정비: 식당가의 거리를 정비하고, 지방 식재 사용으로 만든 메뉴 공유, 
판촉물 공동제작 배포 등

• 외식전문빌딩: 비슷한 컨셉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건물에 입점해 건물
전체를 외식빌딩화

• 공동마케팅과 식자재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등

• 동경, ‘SWALLOWW”S NEST SHIBAURA’: 외식 점포를 다수 운영하는 스튜디오 나가레
가 뜻맞는 소규모 사업자를 모아 구성한 프로젝트

• 제휴마케팅: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외식 점포에 대량의 샘플 제공으로 소비자가 시식하

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주류전문브랜드 ‘산토리’: 식사 중에 마시면 지방흡수 억제하는 기능성 음료 개발, 일본
전역 300여 개 라면전문점에 샘플 제공

• 동경 신바시의 ‘아키텍트카페’: 쇼룸을 만들어 카페를 찾는 고객에게 제품 홍보, 여행을
테마로 음식 이외에 여행제품과 인테리어 가구, 건강기기 등을 전시함 (제품 제공 회사에
서 10~30만엔/월 보조받아, 한달 카페 총수입은 1000만엔)

외식업계의 최근 동향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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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형태의 외식사업
• 점포를 시간대별로 대여해주는 카페

• 동경 시부야 거리 ‘코라보카페’: 주방기기와 조리기구, 식기, 음향기기 등 기본시설 제공

• 인테리어도 간단하면서도 세련되게 꾸며 양식, 일식 등 어느 업태에도 어울리도록 구성

• 배달서비스 성장

• 기업형 외식브랜드, 본격적으로 배달시장 참여

• 야끼도리 전문 이자까야: 음주운전금지 강화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외부에서 술을 마
시기 어려운 애주가를 위해 안주용 메뉴를 가정까지 배달

• 카레하우스 GOGO: 독신과 학생, 직장인들의 점심을 타깃으로 카레배달 시작, 회사 전체
매출액의 10%를 배달매출이 차지

• 고급레스토랑의 출장요리서비스

• 동경의 voco: 점포에서 인기많은 피자를 가정에서 직접 구워주는 출장요리서비스

• 노부: 초호화 파티를 위한 출장요리 서비스 제공

외식업계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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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요리 전문점
• 특정 식재나 요리 한가지만 제공하는 전문점

• 카라아게 다이키치 : 오이타현 나카츠시의 명물인 닭튀김전문점

• 파쿠치하우스 동경 : 동경 교외 주택가의 향야채요리 전문점

• 낫토공방센다이야: 동경시부야근처 낫토전문점, 일본 최초로 낫토자판기 개발, 20여종의
낫토 판매

• 야채크레크 전문점 베지크레프 : 야채가 메인인 레스토랑

• It’s A GOHAN world: 쌀을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 농가와 계약을 맺고 현미부터 백미까
지 도정단계에 따라 15가지 쌀을 구비 테이블 위에서 밥을 직접 지어먹는 형태, 테이블마
다 타이머 설치해 가장 맛있는 밥이 되도록 하며, 쌀의 원산지와 특징, 영양성분을 자세
히 기록해 고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배려

• 건강요리 전문점

• 치바현, ‘hb Café’: 여성의 피부와 건강을 테마로 한 카페, 콩/민트 등 건강과 미용에 좋
은 재료를 사용

• 비가열 요리 ‘리빙푸드’ 전문점, 시부야 ‘Veggi Paradise’ : 식품이 가진 산소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요리, 피부와 다이어트, 노화방지에 효과

외식업계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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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함, 소박함에 대한 니즈 증가에 대응하는 가정요리 전문점

• 식품위생사고 후, 소비자의 외식 선택 기준은 ‘단순함, 소박함, 기본에 충실한 것’

• 화려한 인테리어 등 겉치장보다는 음식자체에 정성을 들인 외식브랜드나 점포가 주목

• 음식에서도 어떤 식재를 사용했는지 표시

• 가정요리전문점 인기: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지만 가정에서 주부가 만든 소박하고 익숙한
맛을 원하는 경향 증가

• 구마모토 시의 ‘쉼터카페’: 소박한 음식이 주 메뉴, 농산물 중 품질이상 없으나 규격 맞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식자재 사용해 질높고 저렴한 상품 제공, 원산지가 확실해 안전
성 면에서 고객에게 믿음 제공

• 후쿠오카 현, ‘로지우라 식당’: 안전, 안심, 건강을 테마로 내세우는 가정요리전문점, 집
에서 식사하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가정주부들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외식업게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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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림

• 농장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야채를 활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 예식장, 숙박시설, 레스토랑을 함께 갖춘 멀티샵 형태

• 음식 재료의 80%를 레스토랑과 함께 운영하는 농장과 인근지역 농가에서 친환경농법으

로 직접 재배한

청정 야채를 활용

•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이 타깃

• 체험 농장 운영 및 어린이 대상 먹거리 교육 실시

 자연요리 가나기의 나무

• 건강에 좋은 시설을 레스토랑 내에 갖춘 실천형 레스토랑

• 레스토랑 내에서 자연식과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건강을 중시하는 여성 고객에게

인기

트렌디 레스토랑 사례

III.일본 식품 산업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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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복지시설에 특화한 헬스케어 푸드 서비스
• 매출액: 1,853억엔

• 설립연도: 1972년 9월

• 총 정규직 직원수: 6,805명(’07년 3월)

• 거점수: 본사 15개 지점, 15개 영업소

 사업 구조
• 급식 사업, 식자재 공급

와타큐 세이모아㈜

닛신 의료식품㈜

후지
푸드서비스
주식회사

아이비스
주식회사

일본 의료
종합 연구소

주식회사
고남

메디칼

일본
식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리모리

 ’86년 설립
 급식용 식자재

공급

 ’00년 설립
 병원 청소
 급식 수탁

 ’04년 설립
 급식 수탁업
(병원, 복지시설,
일반식당, 학교)

 식당 운영

 ’68년 설립
 토탈 급식 서비스
(학교, 기업, 공장
의료기관, 노인복지
시설 등)
 시설관리 서비스

 ’01년 설립
 식자재 공급

※ 닛신 의료식품㈜의 모회사

• ’62년 설립

• 의료 ·복지관련 면구 침구류 제조

 ’06년 설립
 급식 수탁업
 특정 보건지도 사업
 출판물 판매
 기능성 식품

연구, 개발, 판매

※ ’05년 닛신 의료식품㈜로
흡수합병

업체 사례: 니신 의료식품㈜ Nisshin Healthcar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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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매출 구성

 주요 전략
• 의료 복지 시설 전용 식사 제공 서비스에 특화

• 헬스케어 푸드 서비스 센터(이와츠키, 나고야, 요나고) 개설

• 전국 약 4,000여건 의료 복지 시설에 식사 제공
 고품질, 저렴한 가격의 식자재 조달 가능

• 중앙매입 방식, 로컬 바잉

• 와타큐 세이모아 그룹 파워에 의해 음식 뿐만 아니라
의료 · 복지 관련 토탈 서비스 제안

• 전국적인 영업 & 물류 네트워크
(Gohan Tancs, 로지스틱 시스템)

• 풍부한 인재, 연구 개발력

급식 서비스

1,526억엔

총 매출
1,566억엔

식자재
40억엔

병원

53.8
%

노인

헬스케
어

15.3%

노인복지

15.3%

일반

복지

11.1
%

기타급식
11.1%

크리닉

3.7%

※  총 사업장 수: 3,958개

업체 사례: 니신 의료식품㈜ Nisshin Healthcar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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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지역농협 계

농협고려인삼 농협목우촌 NH식품

매출액 372 3,517 381 3,334 7,604

사업붂야 건강기능성
식품

축산물
가공

판매 전통가공식품

농협 식품사업 현황

 중앙회 3개소와 조합 100개소에서 총 7첚6백억원의 매출 실적 거양

 국내 식품가공업체중 13위 수준

IV.농협식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단위:억원)



• 회원조합 농산물 가공공장은 100개소 운영 중

회원농협의 종류별 가공공장 현황

구붂 2005 2006 2007 2008

건강식품 8 7 7 6

고춧가루 13 13 13 13

곡붂 13 11 9 9

김치 12 11 11 11

다류 10 9 9 9

식용유지 5 4 4 4

음료 7 7 8 8

장류 7 7 7 7

절임 5 4 3 2

조미식품 10 9 9 9

기타 20 22 19 22

합계 110 104 99 100

(단위:개소)

IV.농협식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회원조합의 가공제품 판매실적은 3,334억원
• 품목류별로는 김치(22.7%), 음료(21.3%), 고춧가루(16.7%) 순임

회원농협 농산물 가공제품의 판매실적
(단위:백만원)

구붂
2006 2007 2008

매출액 점유비 매출액 점유비 매출액 점유비

건강식품 12530 3.7 12831 4.1 13163 3.9

고춧가루 47971 14.7 52141 16.7 55751 16.7

곡붂 8847 2.7 6423 2.1 5361 1.6

김치 79216 24.3 72710 23.3 75914 22.7

다류 14047 4.3 14507 4.6 11981 3.6

식용유지 13963 4.3 13128 4.2 14534 4.4

음료 61278 18.8 63028 20.2 71094 21.3

장류 13663 4.2 13419 4.3 14889 4.4

절임 3841 1.2 1270 0.4 1279 0.4

조미식품 9847 3.0 9217 3.0 9288 2.8

기타 60645 18.6 53483 17.1 60184 18.0

합계 325,848 100.0 312,157 100.0 333,438 100.0

IV.농협식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축산물 가공공장은 중앙회 11, 회원조합 79개소 운영
• 형태별로는 포장육가공 및 유가공이 다수를 점함

축산물 가공공장 현황

참고: ( )내서는 자회사 개소임

구붂

2005 2006 2007 2008

중앙회
회원

농협
중앙회

회원

농협
중앙회

회원

농협
중앙회

회원

농협

포장육가공 1 26 1 37 1 39 1 39

돈육가공 1(1) 1(1) - 1(1) - 1(1) -

계육가공 1(1) 1(1) - 1(1) - 1(1) -

유가공 9 10 10 10

계란가공 1 1 1 1

벌꿀가공 17 17 16 15

배합사료

가공
8(8) 13 8(8) 13 8(8) 13 8(8) 14

합계 11(10) 66 11(10) 78 3(2) 79 11(10) 79

(단위: 개소)

IV.농협식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축산물 부문 외식사업
- 월빙마을, 바비큐 마을, 또래오래

농협목우촌 외식사업 현황

(단위:억원)

구붂 가맹점수 매출액 비고

웰빙마을 110 180
식육

바베큐마을 10 20

또래오래 1014(25) 410 계육

IV.농협식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농협 인삼가공사업은 12개 인삼농협에서 707억원의 매출

농협 인삼농협 가공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브랜드명 매출액 생산형태

김포파주인삼농협 통일삼 3,611

자가생산, OEM

개성인삼농협 핚송정 15,676

경기동부인삼농협 임금님표이첚홍삼 271

강원인삼농협 강원 4,010

충북인삼농협 정삼인 10,120

백제인삼농협 첚삼장 2,230

금산인삼농협 삼지원 10,890

풍기인삼농협 황풍정 14,704

강화인삼농협 첚수삼 3,909

전북인삼농협 짂심에서 우러난 2,363

자가생산서산인삼농협 첚해원 621

안성인삼농협 안성마춤 2,302

합 계 70,707

IV.농협식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농협의 단체급식은 중앙회 1,131억원, 회원농협 3,557억원 수준
• 굮납은 원료농산물, 가공농산물, 축산물 합쳐 3723억원의 실적 거양

농협 굮납사업 추짂 실적
(단위:톤, 백만원)

구붂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원료

농산물

채소류 92,552 74,150 99,491 76,092 85,767 79,012

과일류 6,228 9,011 6,281 11,080 6,224 12,209

잡곡․기타 3,117 5,637 1,329 3,978 786 2,945

소계 101,898 88,797 107,101 91,150 92,777 94,116

가공

농산물

김치류 6,802 7,336 6,058 5,406 5,738 5,038

고춧가루 1,980 21,773 2,099 23,837 2,205 25,588

소계 8,782 29,109 8,157 29,243 7,943 30,626

축산물

육류 28,281 150,660 31,923 178,279 30,050 179,892

계란 7,503 16,556 7,426 17,715 7,088 17,198

우유 45,025 51,798 42,867 49,395 41,999 50,491

소계 80,809 219,014 82,216 245,389 79,137 247,581

합계 191,489 336,920 197,474 365,782 179,857 372,379

IV.농협식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중앙회사업과 회원조합 사업의 경합: 아름찬 김치 vs 조합 김치

- 축산, 인삼 등 별도 자회사로 비효율 발생

- 통합마케팅 미흡으로 회원조합간 경합

- 높은 인건비에 의핚 비효율

- 낮은 시장점유율: 김치 10% 내외

- 낮은 기술 개발 능력: 식품붂야 R&D 능력 취약

- 부가가치 높은 외식사업 참여 미흡

- 판로 확대 및 마케팅 능력 미흡

-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가공품 취약

48

IV.농협식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문제점



 하류(down stream) 단계를 전방통합(forward integration)하는 것은 Pull 
전략으로서 의의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확대

 부가가치 증대로 조합원 소득 증대

 국내산 농산물과 가공산업간 연계성 강화

 민간 식품업체의 시장지배력 견제

49

V.농협식품사업 발전 방안

농협식품사업의 의의



• 2015년 국내 3위 이내의 종합식품회사로
성장
• 가공, 전처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업인 소득 증대

• 소비자에게 안전 식품 공급

• 기졲 가공 자회사와 중앙회 식품유통부를
통합하여 종합식품자회사 설립
• 첨단 가공공장 건립하여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다양핚 인수, 합병을 통해 종합식품회사로
성장

비전 및 역할 가공사업 추진 방향

식자재 유통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식재료 시장은 약 20조원으로 추정

- 사업장별로 운영 주체 상이(통합, 조정 미흡)

- 영업망 등 마케팅 능력의 확보가 필요

 추진 방향

- 식재료 유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식품 자회사 내에 급식사업단 싞설

- 식자재 물류센터 건립

- 영업망을 가짂 기졲 단체급식 업체 인수

농협 식품사업 추진 전략

V.농협식품사업 발전 방안



- 주요 식품 붂야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제품 개발

- 종합식품연구소 설치를 통핚 제품개발력 확대

- 전통식품의 판매홗성화

-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핚 경영효율성 제고

- 외식 및 단체급식사업 확대

- 농가, 회원조합, 중앙회간 공급체인(계열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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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식품사업 발전 방안

V.농협식품사업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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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체계(공급사슬) 체계 구축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란 유통경로상 다른 기업간에
협력시스템 구축하여 효율화시키는 기법

 농협 식품사업에 SCM 도입되면 조합원, 회원조합, 중앙회간 네트워크 구
축으로 결품 및 과다 재고 문제 해결하고 소비자 지향적 가공제품 생산
가능

V.농협식품사업 발전 방안

농민조합원
(원료생산)

회원조합
(제품생산)

중앙회
(판매, 
마케팅,

제품기획)
*회원조합과

경합되지 않는
부문에서 직접

생산 참여

계약생산
원료납품

제품납품

자금지원
생산지도

자금지원, 지도
소비정보제공

계약생산,원료납품

자금지원,생산지도



 채소와 더불어 과일 붂야에서도 싞선편이농산물 생산 확대 필요성

- 세계 최대 청과 회사 돌(Dole) 코리아는 사과 슬라이스, 방울토마토, 포도, 청포도

가 포장된 생과일 4종의 소포장 파우치팩 제품 출시

- 별도의 세척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

- 웰빙 트렌드에 발맞춰 바쁜 현대인들이 부족한 과일 섭취량을 더욱 간편하고 신선

하게 보충

 인삼 이외의 다양핚 건강기능성 상품 생산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핚 실버 푸드 시장 참여

 쌀가공, 축산물 가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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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가공사업 추진

V.농협식품사업 발전 방안



 생산은 회원조합, 판매는 중앙회로 역핛 붂담

 회원조합 전통가공식품의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안성 허브물류센터에서 소비지 유통업체로 통합 물류 추짂

 김치사업 발전 방안

- 품질표준화

- 제조공정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표준화

- 원료의 계약재배 확대

- 회원조합 생산시설 현대화

- 아름찬 공동브랜드 홗성화: 점차 개별 조합브랜드를 아름찬으로 통합

- 수출용 대규모 김치 공장 건립(회원조합과 공동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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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공식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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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식품안전연구원을 확대 개편하여 종합 식품연구소 설립

- 식품안전성 검사는 물론 싞제품 개발의 중추적인 기능 수행

- 발효식품, 기능성 식품, 핚식 등에 대핚 종합적 연구, 개발 추짂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상업화

- 국내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 기술 개발

- 고부가 식품산업 관렦 기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핛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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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식품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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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식품 사업에의 참여

V.농협식품사업 발전 방안



 직접 외식사업 참여: 부족핚 노하우, 높은 리스크, 중소유통과의 갈등

 외식 프랜차이즈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프랜차이즈 산업 총매출액 61조원, 104만명 고용

 농협이 주도하는 핚식 프랜차이즈 개발

* 또래오래 사례

- 농협목우촌붂사에서 운영하는 닭고기 프랜차이즈

- 치킨업체 4위(1014점, 410억 매출)

- 국내산 닭고기의 수요 기반 확충

 웰빙 풍조에 부응하는 싞개념 레스토랑 사업 전개

- 친홖경농산물 카페, 건강관리와 식당의 결합

 의료식(당뇨식 등) 시장 짂출

- 일본 니싞 식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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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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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교급식은 회원조합위주로 추짂되어 조합간 과당 경쟁 발생

- 중앙회가 지도를 통해 회원조합간 판매 조정

- 필요핚 경우 중앙회가 직접 교섭 홗동 수행

- 안성허브물류센터를 학교급식 납품 기지로 홗용

 학교급식과 더불어 식재료 유통에도 참여

- 식재료 시장: 외식용 14조, 급식용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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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및 식재료 유통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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