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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기 석*

건강, 새로운 식품, 그리고 식품체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및
인식 변화에 따라 식품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식품 관련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식품분야 및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

1

건강과 식습관

1.1. 식생활 습관의 변화
EU와 북미의 식량 공급능력과 부담능력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남미의 식량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생활의 주안점이 열량 소비 측면에서 벗어나 식품의 품질과 성분에
맞춰짐.
다양한 식품 표시 기준 규정들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확대됨.
- EU와 미국은 식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해당 식품의 1일 권장섭취량 비율을, 영국과 프랑스는 특정
성분이 과다 함유된 식품의 경우 적색 라벨로 이를 공지하도록 함.

1.2. ‘건강’ 식품의 정의 및 인식 변화
‘건강’ 식품 정의는 다양하며 시대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짐.
- 미국의 경우,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등이 1일 권장섭취량 중 최소 10%를 충족하면 건강식품
표시가 가능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총 에너지 섭취량 중 포화지방을
10% 미만, 트랜스 지방을 1%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함.
- 오렌지주스의 경우, 과거 높은 비타민C 함유량으로 질병 회복에 좋은 식품으로 추천되었으나
최근 들어 높은 당 함유량의 문제점에 더욱더 초점이 맞추어짐.
*

Virginia Tech University 농업경제학 박사과정(kshin@vt.edu). 이 글은 2019년 IEG Policy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행된
“Next Generation Food: How health, climate change and politics are changing the way we eat” 보고서를 번역‧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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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만과의 전쟁
세계 비만 인구 비율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
- 2016년 기준, 18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 중 19억 인구가 과체중이며 이들 중 6억 5,000만 명이
비만으로 조사됨. 현재 세계 비만 인구 비율은 1975년과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
- EU의 경우, 의료 예산의 대략 7%가 비만과 이와 관련된 질병 문제 해결에 쓰임.
각 국 정부와 식품업계는 법적인 규제와 분야 간 협력 계획을 통해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
- 2016년 기준, 과체중 혹은 비만인 5세 이하 아동은 4,100만 명으로 각 국 정부는 아동에게 건강
하지 않은 식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식품업계도 이에 동참하고 있음.

1.4. 식품업계 및 정부 기관의 대응
비만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 식품의 ‘저열량’ 유형 시장이 성장하고 특정 식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
-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고 고단백질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앳킨스 식이요법이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미국 내에서 파스타(8.2%)와 쌀(4.6%)의 소비 하락을 견인함.
- 2017년 EU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내 평균 설탕 함유량이 2015년 대비 11.9% 줄어듦.

정부 차원에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전략 중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2018년, 기준 세계 35개의 국가, 주 혹은 도시들이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20곳은 2015년 이후에 설탕세를 도입함.
설탕세와 같은 죄악세(sin tax)의 개념과는 반대로 건강식품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건강식품 정의의
어려움, 특정 식품업계 혜택에 관한 공정성, 그리고 예산 확보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1) 세계보건기구(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obesity-and-overweight)(검색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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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시장의 변화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 및 육류 섭취에 따른 건강 염려로 육류 원산지나 가축의 재배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선진국에서는 육류 소비를 제한 혹은 금지하는 채식주의와 비거니즘(veganism)2)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특정 식품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하는 프리프롬 식품의 세계 매출 규모는 2024년에 3,37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3)

2.1. 채식주의 현황 및 추세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 및 비건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미국 내 남성의 4%, 여성의 7%인 대략 1,500만 명의 인구가 채식주의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9년 통계 수치(전체 인구의 3.4%)와 비교해 볼 때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4)
- 영국 내 비건의 숫자는 2014년과 2018년 사이 4배 증가했으며 미국의 경우 2014년 전체 인구의
2%가 비건인 것으로 조사됨.5)

육류와 유제품을 배제하며 렌틸이나 병아리콩 등을 사용한 다양한 대체단백질 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육류 소비를 절제 혹은 금하는 식생활이 일부 행동주의자들에서 대중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2) 채식주의(vegatarian)는 경우에 따라 육류나 생선을 섭취하는 플레시테리언(flexitarian)부터 동물에게서 나온 제품을 섭취 혹은 사용하지
않는 비건(vegan) 등을 포함하는 용어임.
3) 모도 인텔리젼스(Mordor Intelligence)
4) 2014년 채식주의자 비율은 FoE/Heinrich Boll 재단 보고서에 나온 수치이며 2009년 자료는 US 베지테리언리소스그룹(Vegetarian
Resource Group) 설문조사 수치로 통계적 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 점을 감안하고서도 채식주의자의 증가세는 가파른 것으로 보임.
5) 비건소사이어티(Vegan Society); FoE/Heinrich Bol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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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리프롬 식품
과거 대비 밀의 높은 글루텐 함량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문제, 낮은 유년기 감염율, 비타민 D 부족
등과 같은 유전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알러지와 식품과민성 반응을 보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EU는 대표적인 알러지 유발 성분인 14가지(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우유 등)에 대해, 미국은
8가지(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알러지나 과민성 반응의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 혹은 윤리적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선호의 이유로
프리프롬 식품이 소비됨.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성분을 제외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식품업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글루텐프리 제품과 데어리프리 제품의 성장이 두드러짐.6)
- 미국과 캐나다의 4,400만 인구가 글루텐프리 제품을 소비하며 이 중 55%의 소비자가 식료품
지출의 30% 이상을 글루텐프리 제품에 쓰고 있음.
- 고대종(메밀, 스펠트)을 이용한 밀 생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메밀 시장이 연평균 약 4%씩 성장해
2027년에는 1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 두유 혹은 아몬드유가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을 가진 소비자와 젊은층 사이에서 건강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소비가 증가함.

※ 육류프리 제품의 명칭 논쟁
식품 판매량에 있어 용어의 중요성 때문에 기존 식품업계와 대체단백질 혹은 배양육업체 간 ‘버거’,
‘소세지’, ‘고기’와 같은 용어 사용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상황임.
-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길러진 가축으로부터 나온 제품이 아닌 경우 ‘고기’
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건 및 배양육 업체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 EU농업위원회는 2019년 4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식 및 비건 식품에 전통적인 고기 관련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6) 퍼시스턴트 마켓 리서치(Persistent Mark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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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퍼푸드(super food) 및 노블푸드(novel food)
과거 소비자들이 맛이나 영양을 중점으로 식품을 선택했다면 최근 들어 식품의 특정 기능 및 안전성을
고려한 식품군이 떠오름.
수퍼푸드는 특정한 영양적 이점으로 건강 효능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가 쉽지
않았던 식품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퀴노아, 고지베리 등이 있음.
식품 가공기술의 발전과 식품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성장 중인 노블푸드는 기존 식용 이력이 없으며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식품 혹은 식품성분을 의미함.
- EU는 「영양 및 건강정보 표시법(Nutrition and Health Claims Regulation)」에 따라 유럽식품
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미국은 「영양표시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에 의거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관리 감독함.

※ 칸나비디올(cannabidiol)
소위 대마로 불리는 삼(Cannabis sativa L.)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디올은 정신활성물질인 테트라
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과 달리 비정신활성물질임. 특히, 카나비스오일은 테트라
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매우 낮아 소비하기에 안전함.
칸나비디올은 수면, 면역반응, 고통완화 등의 기능을 관장하는 체내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의
원활한 작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불면증 개선 및 진통 완화에 효과적임. 또한 소비자들이
천연 물질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소비가 증가함.
미국의 경우, 현행법 상 칸나비디올은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이 나서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식품의약국의 칸나비디올 관련 지식(하루 적정섭취량, 다른 의약품과의 연관성
등)이 부족한 실정임.
-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칸나비디올 함유 제품의 효능을 최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정
근거 마련 및 불법 마약류 생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삼 재배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현재 미국의 40개가 넘는 주가 개별적으로 대마 생산 법규를 시행중인데 미국 농무부는 2020년부터
칸나비디올 관련 법규 시행과 허가제를 통한 생산 통제 계획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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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의 새로운 과제

유엔 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식품시스템
(food system)이 지구 생물다양성 손실의 60%, 온실가스 배출의 24%, 토양 황폐화의 33%, 그리고
상업용 어류 고갈의 61% 수준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농식품업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단기적)와 소비자
단체행동(장기적)이 필요함.
- 식품 원산지 및 생산 정보 그리고 식품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됨.
- ‘가치기반’ 식품소비주의에서 중요한 식품표기와 추적가능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증 제도를 집행
하는 기관의 신뢰성 향상이 중요함.
1994년 영국 학계에서 처음으로 쓰이게 된 푸드마일(food mile)이란 개념은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자원 지속성 측면에서, 푸드마일이 낮은 즉, 근접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요구됨.
- 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환경적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지중해에서 생산되어 북유럽 국가로 수출되는 토마토의 탄소배출량이 북유럽지역에서
인공적인 열과 빛을 통해 생산되는 토마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음.
유통과정에서 음료업계를 포함한 식품업계의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유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판매된 플라스틱 병의 절반 이하가 재활용으로 수거되었으나 이중
7%만이 실제로 재활용되며, 미국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양의 6배나 많은 플라스틱이 소각되고 있음.
- EU는 2021년 7월 3일부터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자들이 소비의식 개선을 통해 현명한 소비를 하고 올바른 식품 관련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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