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2

호주의 식품산업동향
Food Industry Situation in Australia

오승용 | 안전유통연구단

Seung Yong Oh | Safety, Distribution and Marketing Research Group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4, No.4, pp. 632-639

서 론

호주는 우리나라 면적의 78배인 약 7,687만 ㎢, 

인구가 약 21백만 명인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서 관광산업이 발달한 국가이지만, 호주의 식품산

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24%, 고용의 25%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호주의 

식품산업은 규모가 큰 다국적 식품제조업체와 대

형유통업체 등에 의하여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경

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식품기업

에 의하여 식품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호주의 식품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해보는 것도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 동향

식품제조업 시장규모는 약 733억 달러로 ‘00년 

이후 연평균 3.3%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식

품제조업체 종사자수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5.2%로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아 타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각 

식품제조업의 품목별 세부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육류, 어류 및 가금육

육류, 어류 및 가금육 제품시장은 냉동육제품, 델

리푸드, 냉장육제품, 냉장어류 ․해산물, 어류 ․해산

물(캔), 육제품(캔), 냉동어류 ․해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제품의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약 74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00년 이후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14년에는 약 81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의 분류에 의한 제품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냉

동육제품이 전체 육류, 어류 및 가금육 제품시장의 

27.7%인 약 21억 달러, 조리된 육제품을 포함한 델

리푸드 제품이 23.6%인 약 18억 달러, 냉장육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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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인 약 13억 달러, 냉장어류 ․해조류 제품이 

16.4%인 약 12억 달러로 이들 네 부류의 제품이 전

체시장의 8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Ingham Enterprises가 전체 육류시

장의 9%를 담당하여 시장의 리더로 자리잡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 Bartter Enterprises가 7.9%를 점유

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유통경로를 보면 슈퍼마켓이나 하

이퍼마켓을 통한 유통이 전체 유통의 75.3%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편의점을 통한 유통이 

12.2%로 이들 두 유통주체가 호주의 육류, 어류 및 

가금육제품 유통의 87.5%를 담당하고 있다.

1인당 육류, 어류 및 가금육의 소비량은 2004년 

43.5 kg에서 2010년에는 43.9 kg으로 큰 변동이 없

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공

유가공 제품은 크게 우유, 치즈, 요구르트, 치즈, 

두유제품, 크림 및 프로마주프레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제품의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약 53억 달러

이며 ‘00년 이후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위의 분류에 의한 제품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우

유가 전체 유가공 제품시장의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치즈 26.4%, 

요구르트 14.9%, 스프레드지방 10.5%, 크림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Kirin Holdings Company, 

Limited사가 전체 시장의 18.2%를 차지하여 업계

의 리더이다.

유가공품의 유통은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

한 유통이 전체의 75.6%를 담당하고 있으며 1인당 

소비량은 ‘04년 89.0 kg에서 ‘10년 93.9 kg으로 연

평균 0.9%가 증가세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

유의 경우 신선우유가 7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멸균우유 10.0%, 신선우유(가공유) 9.7%, 분

유 1.7%, 멸균우유(가공유) 1.3%, 농축우유 0.7% 

순이었다.

제조사별로는 Kirin Holdings Company, Limited

사가 전체 우유시장의 27.7%, Parmalat Finanziaria 

S.P.A사가 17.1%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우유소비량은 65.1 kg으로 거의 정체상태

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

망된다.

치즈는 ‘00년 이후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으며 자연치즈가 약 11.3억 달러로 전체 치

즈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2%, 가공치즈

가 2.6억 달러로 18.8%를 차지하고 있다.

치즈 유통은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한 유

통이 79.0%, 편의점을 통한 유통이 10.6%였으며 

1인당 소비량은 6.2 kg이었다.

요구르트는 ‘0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7.3%

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0년 기

준 시장규모는 7.9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스탠

다드 요구르트가 전체 요구르트 시장의 93.9%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사별로 보면 Nestle S.A.가 전

체 시장의 31.5%, Sodial/Pai Partners가 2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스프레드 지방은 ‘0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0년 기준 시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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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약 5.6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마가린 제

품의 비중이 53.5%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이 버

터제품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1인당 소비량은 약 5.6 kg이다.

제과 및 시리얼 제품

제과 및 시리얼 제품시장은 크게 빵류, 아침 시

리얼제품, 쿠키,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크래커 및 

모닝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규모는 약 41억  달

러이며 ‘00~‘10년 동안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빵류가 전체 제과 및 

시리얼 제품시장의 44.3%인 약 18억 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침식사용 시리얼제품 21.4%, 쿠키 

15.9%,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10.3%, 크래커 6.7%, 

모닝재 1.5% 순이며 Campbell Soup Company가 

전체 시장의 13.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제과 및 시리얼제품의 유통은 슈퍼마켓과 하이

퍼마켓을 통한 분배가 전체 유통물량의 60.9%, 전

문소매업자에 의한 유통이 21.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빵류의 경우 공장에서 제조한 빵류 제품이 전체 빵

류 제품 시장의 49.5%, 각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제과

점에서 만든 빵류 제품이 29.5%, 매장 내 제과점에

서 판매하는 제품이 19.0%를 차지하고 있다.

아침식사용 시리얼 제품은 ‘00년 이후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즉석식 시리얼제

품의 비중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

조사별 시장점유율은 Kellogg Company가 전체 

시장의 43.5%, Nestle S.A.로 20.5%를 점유하고 

있다.

쿠키 제품 중에서는 초콜릿 쿠키 제품이 27.0%

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여러 쿠키들을 모아

놓은 쿠키세트 제품이 17.0%, 플레인쿠키 16.1%, 

기타쿠키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자류

과자류 제품시장은 초콜릿, 설탕과자, 시리얼바 

및 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약 27억 달러인데 초콜릿이 전체 과자류 시장의 

54.7%인 15억 달러, 설탕과자가 28.1%인 7.7억 달

러, 시리얼바가 10.2%인 2.8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는 Cadbury plc가 전체 시장의 32.4%

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한 유통 44.3%, 편의

점을 통한 유통이 25.6%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류에 의한 초콜릿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몰드바가 전체 초콜릿 제품시장의 49.3%인 

약 7.4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초콜릿카운트라인 19.2%, 노벨리티 

17.8%, 박스초콜릿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조사별 시장점유율은 Cadbury plc가 48.3%로 가장 

높으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는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한 유통이 44.0%, 편의점이 26.3%

를 기록하였다.

설탕과자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설탕과자 

전체 중에서 검과 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8%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설탕과자 25.0%, 혼

합과자 14.4%, 레귤러민트 13.7%, 하드보일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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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과자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사별

로는 Nestle S.A.가 27.6%로 가장 많이 점유를 하

고 있다.

검 제품은 무가당 추잉 껌이 전체 시장의 75.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레

귤러 추잉 껌 13.5%, 버블 껌 6.6% 등의 순이다. 제

조사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Mars, Inc가 93.4%로 거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한 유통이 44.5%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소스류(소스, 드레싱, 조미료)

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를 포함하는 소스류 제품

시장은 크게 액체요리소스, 조미료, 테이블소스, 드

레싱, 피클제품, 딥스, 고체요리소스 및 양념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제품의 시장규모는 약 15억 달러인데 ‘00년 

이후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액체

요리소스 제품과 조미료 제품이 각각 약 4억 달러, 

테이블소스 제품과 드레싱 제품이 각각 약 2억 달

러, 피클제품이 1.4억 달러이다.

제조사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Mars, Inc사가 전

체 시장의 15.5%, McCormick & Company, Inc사

가 10.0%를 점유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이나 하이퍼

마켓을 통하여 유통되는 비율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분류에 의한 액체요리소스 제품은 파스타

소스가 전체 액체요리소스 시장의 51.1%, 멕시칸 

소스 22.0%, 액체국물 15.2%, 오리엔탈소스 5.8% 

등의 순이었다.

조미료는 후추가 전체 시장의 55.1%로 가장 비

중이 높고, 허브 스파이스 37.1%, 소금 7.8%순이

었으며 테이블소스는 케찹이 전체 시장의 41.7%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바

비큐소스와 토마토베이스소스 각각 14.7%, 겨자 

11.9%, 브라운소스 8.3% 등의 순으로 시장을 점

유하고 있다.

드레싱은 테이블소스 제품과 마찬가지로 전체 

소스류 시장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림 및 

크림스타일의 드레싱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2%로 가장 높고 마요네즈 40.2%, 비네그레트소

스 3.6%순이었다.

피클제품은 피클야채 제품이 전체 시장의 71.5%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스위

트피클 16.9%, 렐리시 11.6%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제품시장은 크게 테이크 홈 아이스

크림, 소규모 지역 아이스크림, 즉석 아이스크림 및 

냉동요구르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제품

의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약 12억 달러이며 테이

크 홈 아이스크림이 전체 시장의 42.9%인 약 5억 

달러,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31.8%인 약 3.8억 달러, 즉석 아이스크림이 23.9%

인 약 2.9억 달러, 냉동요구르트가 1.5%인 약 0.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0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조사별 점유율은 Nestle S.A.가 전체 시장의 

22.3%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유통은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한 유통

이 43.5%, 전문소매업자에 의한 유통이 4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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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유통주체들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기준 1인당 소비량이 15.3 l로 나타났는데 

향후에는 약 1.1%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세이버리 스낵

세이버리 스낵 제품시장은 크게 포테이토칩, 가

공스낵, 견과류, 기타스낵 및 팝콘제품으로 구성되

는데, 이들 제품의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약 9.5억 

달러이며 포테이토칩 제품이 전체 세이버리 스낵

제품시장의 53.3%인 약 5.1억 달러, 가공스낵제품

이 27.8%인 약 2.7억 달러, 견과류 제품이 10.1%인 

약 1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0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조사별 점유율은 PepsiCo, Inc.가 전체 시장의 

51.1%를 점유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한 유통이 55.7%, 

편의점을 통한 유통이 29.4%를 기록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류에 의한 견과류 제품은 땅콩 및 기타견

과류 제품으로 구성되는데 땅콩제품이 전체 견과

류 제품시장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스낵이 35%를 점유하고 있다.

유지류

유지류 제품시장은 크게 오일류 제품시장과 고

체지방 제품시장으로 양분되는데 이들 제품의 시장

규모는 약 3.8억 달러이다. 오일류 제품의 품목별 시

장점유율을 보면 올리브오일이 전체 시장의 56.1%

인 약 2.1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그 다음으로 채종유가 16.5%인 0.6억 달러, 

야채유 11.4%인 0.4억 달러, 쿠킹스프레이가 8.5%

인 0.3억 달러, 해바라기유가 2.8%인 0.1억 달러 등

의 순이다.

제조사별로는 Conga Foods Pty Ltd가 전체 시

장의 16.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Goodman 

Fielder Ltd가 13.0%를 기록하고 있는데 슈퍼마켓

과 하이퍼마켓을 통하여 77.8%가 유통되고 있다.

‘10년 기준 1인당 소비량은 2.8 l이며 품목별로

는 올리브오일 1.3 l, 채종유 0.7 l, 야채유 0.5 l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체지방은 라드제품이 전체 시장의 56%로 가

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쇼트닝 28%, 혼성쿠킹지

방 16% 순이다.

비알콜음료

비알콜음료 시장은 크게 청량음료, 핫드링크, 유

아용 드링크로 구성되며 ‘10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107.3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청량음료 시장이 

88.1%, 핫드링크가 10.5%, 유아용 드링크가 1.4%

를 차지하고 있다.

청량음료는 탄산음료, 주스, 기능성음료, 생수, 

농축음료, RTD 차 ․커피, 스무디로 구분하고 있는

데 ‘00년 이후 연평균 4.1%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 시장점유율은 코카콜라 회사가 전체 시

장의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통한 유통이 48.3%로 거

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핫드링크 제품은 커피, 차 및 기타 드링크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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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며 커피 제품이 핫드링크 시장의 54.6%, 차 

32.1%를 기록하고 있는데 커피 중에서는 인스턴트 

커피가 82.9%, 차 제품 중에서는 스탠다드 블랙차

가 59.1%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 시장점유율은 Nestle S.A.가 전체 시장

의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과 하이퍼마

켓을 통하여 75.6%가 유통되고 있다.

알코올음료

알코올 음료시장은 맥주 ․사이다 ․ FAB, 와인, 스

피리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의 시

장규모는 약 240억 달러이다. 그 중에서 맥주 ․사
이다 ․ FAB 제품이 전체 알코올 음료시장의 61.8%

인 약 148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와인

이 24.9%인 약 60억 달러, 스피리트가 13.2%인 약 

3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00~‘10년 기간 동안 연평

균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조사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Foster's Group Ltd

가 전체 시장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소

매업자에 의한 유통이 전체 물량의 63.9%를 담당

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1인당 음료 소비량은 99.2 l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 맥주가 81.9 l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 동향

외식시장 규모는 ‘10년 기준 약 139억 달러로 추

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음식점 부문이 63.3%인 

88억 달러, 급식부문이 36.7%인 51억 달러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시장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04년 이후 연평

균 2.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점 부문 3.1%, 

급식부문 2.4%로 음식점 부문의 증가율이 조금 높

은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별 시장규모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약 44억 

달러로 전체 음식점 시장의 49.5%를 차지하여 가

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선술집 및 바가 14.6%인 

약 13억 달러, 호텔 및 숙박업소가 12.5%인 약 11억 

달러, 테이크 어웨이가 약 9억 달러, 카페가 8.2%인 

7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중에

서는 풀서비스 음식점의 비율이 전체 일반음식점의 

61.9%, 퀵서비스 음식점의 비율이 38.1%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성장세를 보면 카페가 ‘04년 이후 연평

균 8.7%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퀵서비스 음식점이 5.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주의 급식시장은 전체 외식시장의 36.7%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학교급식이 약 28억 달러

로 급식시장의 54.1%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

고, 다음으로 사업체급식이 19.5%인 약 10억 달러, 

병원급식이 13.5%인 약 7억 달러, 복지 및 서비스 

급식이 13.0%인 7억 달러로 나타났다. 급식시장의 

성장세를 보면 복지 및 서비스 부문이 연평균 3.1%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부문은 2.2~2.5%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 수출입 동향

2010년도 식품의 수출은 149.4억 달러,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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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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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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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 of Food Export & Import (source: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92.5억 달러로써 56.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06년부터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

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식품의 수출액은 ‘00년 84.1억 달러에서 ‘10년 

149.4억 달러로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육가공품이 약 60억 달러로 전체 식품제조

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7%로 가장 높다. 다음

으로 유가공품이 약 19.7억 달러로 13.6%, 과채가

공품이 약 11억 달러로 7.6%, 수산가공품이 약 7억 

달러로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쇠고기, 포도주, 밀크와 치즈 등

으로 축산물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 수입액은 ‘00년 28.1억 달러에서 ‘10년에는 

92.5억 달러로 연평균 12.6%의 높은 증가율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식료품이 전체 

식품제조업 수입의 21.4%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과채가공품이 12.7억 달러로 14.5%, 

수산가공품이 10.9억 달러로 12.5%, 빵 ․떡 ․과자

가 8.3억 달러로 9.5%, 유가공품 6.0억 달러로 

6.9%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 품목은 돼지고

기, 포도주, 위스키, 커피, 다랑어, 정미 등이다.

맺는말

세계 식품시장은 규모가 큰 다국적 식품제조업

체와 대형유통업체 등에 의하여 국제화가 더욱 진

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호주의 식품산업도 대

형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

호주 식품산업의 예에서 보듯이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식품시장의 재편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물

결인데 우리나라의 식품업체들도 이러한 추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생산, 유통, 마케

팅, 연구개발 등 식품산업관련 각 부문에서 글로

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 및 대책수립이 필

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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