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IA Japan & HFE Japan

제18회 일본국제 식품소재/첨가물전
(The 18th International Food 
Ingredients & Additives Exhibition 
and Conference)

 
IFIA Japan(국제식품소재/첨가물전)은 동경 빅

사이트 서관 12홀과 회의장(516부스, 4,644 m2)

에서 2013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

하였고, 참여업체는 약 302여개사, 방문객은 총 

32,022명이었다. 후원기관은 農林水産省／厚生労

働省／経済産業省／内閣府食品安全委員会／消

費者庁／東京都/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

構（ジェトロ）／米国連邦農務省／アメリカ大

使館／オーストラリア大使館マーケティング事

務所／中国食品添加物協会／中国保健協会／韓

国食品産業協会사이었다(Fig. 1, 2).

IFIA 전시 품목

산미료, 감미료, 유화제, 다당류 및 증점제, 겔

화제, 조미료, 향료, 착색료, conditioning agent, 

산화방지제, 효소, 유제품, 유화제, 효소, 식이섬

유, 유산균, 강화제, 품질 개량제, 기타 식품제조용 

첨가물, 전분 및 전분 유도체, 단백질계 소재, 지방 

및 유지, 지방대체품, 유제품, 과실류, 야채제품, 

하이드로콜로이드, 프리믹스 조미료, 콩제품, 스타

터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11회 헬스푸드엑스포전
(The 11th Health Food Exposition &
Conference)

제11회 HFE Japan(Health Food Exposition 

and Conference)은 63개 회사가 참여 하였고,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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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processed products in Japan

본 내용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식품첨가물 및 첨가물전 참가 및 쌀 가공 식품 소비 형태가 유사한 일본의 쌀 가공 
제품 시장 조사를 하여 본 연구과제의 최종목표인 쌀소비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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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s(846 m2)로 전시 품목은 건강과 관련된 제

품인 아미노산, 미용식품, health foods, 허브, 주

스, 저칼로리 식품, malt extracts, 미네랄, Neu-

traceutical foods, 천연식품, 유기농식품, 보조제, 

분석 기계 및 장비, 비타민 등이 있었다(Fig. 3).

Fig. 1. IFIA Japan 2013, Toky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Tokyo Big Sight

Fig. 2. Toky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Tokyo Big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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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조사에 의하면 본 전시회 방문 목적은 

44.4% 식품 첨가물 분야의 마켓팅 동향 조사, 

32.2% 연구를 위한 정보 수집, 11.6%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장 방문, 7.9% 비즈니스 파트너 조

사, 2.7% 해외 전시 회사 사업 미팅, 1.2% 차기 

년도 전시 참여를 고려하기 위함으로 분석되었

다. 또 본 전시회에 참여한 방문객의 경우 60%

가 제조업체, 40%가 비제조업체이고, 식품과 관

련된 제조업체 중 제과/제빵업계 약 16%, 건강

식품 17%, 음료 10%, 의약/화장품 10%, 유제품 

8% 정도가 해당되고 비제조업체의 구성은 소재 

무역업자 48.3%, 식품소매/유통종사자 17%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방문객의 38%가 연구/개

발 부서 근무자이며, 품질관리 6%, 제조 10%, 

구매 11%가 근무하고 있고, 관심있는 분야로 방

문자의 약 20%가 기능성 소재와 건강식품/보조

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어 본 전시회

는 국제 식품전시회에 비하여 작은 규모지만 실

제 관련된 업자가 본 전시회를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   쌀 관련 소재로는 팽화미, 플레이크, 焙煎穀物, 

생곡물, 곡물분 등 다양한 소재로 출품되어 있었

는데, 즉 흑미, 현미, 발아 현미, 백미, 적색미 등

의 생곡물과 이를 팽화시킨 팽화 곡물, 플레이크

로 만든 소재와 미분으로 만든 것과 쌀과 밀가루

를 혼합곡물과 밀가루를 혼합하여 분말로 만든 

제품 등 다양한 소재로 제조되어 있었다. 

Fig. 3. Food ingredients and additives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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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ASPERPOWDER라는 상품으로 나오는 

발효 쌀가루는 호화시킨 쌀에 Koji 균을 접종시

켜 발효 시키고, 살균,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제

품으로 빵제조시 밀가루에 약 0.3~0.8% 첨가하

여 사용할 수 있는 발효 쌀가루 소재로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 제빵 제조시 발효쌀가루를 천연 발

효제의 역할을 하여 빵이 부드럽고 빵부피가 대

조구보다 커지고, 핏자에 사용시 바삭함을 주는 

천연 소재로 소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에

도 발효 쌀에 관한 연구가 되고 있으나 상품화되

어 판매되고 있지만 제한적이고, 일본과 달리 국

내는 소량의 쌀 첨가가 아닌 밀가루 대체 100%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Fig. 4)

일본 쌀 가공 식품 산업 현황

●   2008년 기준으로 일본의 가공 쌀밥은 25~30

만톤, 쌀과자 생산량은 연간 20만톤, 포장 모찌

는 약 5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분용 쌀

은 2009년 10~12만톤 수준에서 2011년 25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Fig. 5). 일본도 우리와 마찬

가지로 식생활의 변화로 1인당 쌀밥 수요가 계속 

감소되어 쌀 가공 식품 개발과 쌀을 이용한 식품

소재에 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쌀가루 

빵, 쌀가루 스넥, 케이크, 쌀가루 함유 인스턴트 

라면 등의 쌀가루 이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학교 급식으로 밥 대신 빵 등의 공급으로 밀가

루 대체 쌀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ig. 4. Fermented rice food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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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쌀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60%를 밥쌀용 쌀 재배에 활용하고 나머지

는 밥쌀용 쌀 이외에 밀, 콩 등 일본 자급률이 낮

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쌀가루 소재용 쌀 재배

와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은 밀, 콩 등의 재배

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2009년 7월 

미곡의 새로운 용도의 이용 촉진에 대한 법, 쌀

가루용 등 용도 한정 미곡에 관한 규칙(2010년 4

월시행)을 제정과 동시에 연간 약 500만톤의 수

입밀 중 약 10%인 50만톤을 쌀가루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빵용 밀가루의 1%, 우동

용 밀가루 70%, 과자용 밀가루 21%, 가정용 밀

가루 수요의 7%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

립하였다(국승용, 2010, 쌀가공식품 산업의 현

황과 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   니가타현 R10 프로젝트: 일본 쌀 생산량의 31.9%, 

쌀과제 제품의 51.5%를 점유하고 있는 니카타

현에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가루 소비량

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자는 R10(rice flour 

10% project)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다(국승용, 

2010. 농촌경제연구원). 

●   일본 쌀의 유통구조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출

하 판매되고 있는 쌀 636만톤은 4단계로 나누어 

유통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협동조합(농

협)으로 390만톤이 출하되고 이중 303만톤은 

전국농협협동조합회,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로 판매 위탁해서 판매업자에게 289만톤, 주식

용 가공업자 등에 14만톤이 출하되고, 390만톤 

중 87만톤이 소매(13만톤), 도매(64만톤), 외식

(2만톤), 일반 소비자(7만톤) 등에 판매가 된다. 

두 번째는 전국주식집하협동조합연합회로 21만

톤이 출하되어 이중 8만톤은 전집연판매위탁과 

14만톤은 전집연계업자판매로 유통되어 소비되

고 있다. 세 번째는 기타 업자가 59만톤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고, 네 번째는 생산

자 직거래로 165만톤을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

하고 있다(藤田 あぉい, 2012, 쌀 농업사업화의 

방향성, Nomura Research Institute).

일본의 쌀 가공 제품은 떡류(모찌류), 과자류, 조

미료류, 가공미류, 국수류 등 국내의 쌀 가공 제품 

분류와 유사하다(Table 1).

Fig. 5. Production trends of rice processed products in Japan
(농림수산성, 2009-2010년 쌀보리 가공 식품 생산 동태 및 일본 쌀시장 규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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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동경 백화점 식품 매장 및 대형 슈퍼마켓 등

에는 밥쌀용 쌀과 쌀과자, 떡류, 죽류 등 국내보다 

더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고시히가리 쌀  5 

kg에 2,480엔, 재배 지역에 따라 3,580엔/kg, 제

품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 5 kg~10 kg이 많은 반면 일본은 500 kg~1 

kg의 포장 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Fig. 6).

●   무균포장 밥의 경우 국내와 같이 여러 회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오곡밥, 적색미로 제조한 무균 

포장밥, 잡곡밥 등 종류가 다양하고, 식품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각 김밥은 120엔에 판매되고 있

다(Fig. 7). 

●   쌀과자의 경우 소형 포장 종류에 따라 약 150 

~300엔으로 쌀과자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백화

Table 1.  Classification of rice processed products (한국쌀가공식품협회, 2007)

분류 내용

모찌류 백옥모찌, 냉동 백옥모찌, 즉석 모찌 등

미과류 아라래, 센베이 등

조미료류 쌀식초, 쌀된장 등

주류 및 음료 청주, 소주, 라이스와인, 현미차 등

쌀밥류 레토르트쌀밥, 쌀밥 통조림, 즉석 쌀밥, 알파화미, 냉동 쌀밥, 전자 레인지용

가공미류 강화미, 비타민 강화미

포장 떡류 포장 모찌(세절형, 판산형, 구형)   

즉석죽류 현미죽, 죽, 이유식 등

빵류 크래커 타입 등

스낵류 센베이 쌀과자류 

국수류 라이스누들, 생면, 건면 등 

기타 생미분, 호화 미분 등 

Fig. 6. Packaged rice in supermarket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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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과자는 다양한 포장을 

하여 선물용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

다(Fig. 8).

●   떡류도 다양하여 한팩에 98엔으로 식품매장에서 저

렴하게 판매되는 것부터 지역 특산품으로 고급화 

시킨 떡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Fig. 9).

Fig. 7. Rice processed products in supermarket of Tokyo

Fig. 8. Rice snack in department store 

166

해외 학술활동



●   이외에 쌀 가공 식품으로 즉석 스프와 함께 레토

르트 스프와 죽류 등이 매장에 무균밥보다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과 건강 식품

코너에는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는 즉석 동결죽이 

개별 포장되어 1팩에 165~189엔, 4개 포장으로 

980엔/4팩에 판매되고 있었다(Fig. 10, 11).

현재 일본은 쌀 생산량의 약 14~15% 정도를 쌀 

가공 식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밥쌀

용 쌀 수요 감소로 쌀을 이용한 쌀 가공 식품의 개

발과 소재 개발로 밀가루 대체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쌀 소비촉진 방안

2012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4,006천 ton, 재

배 면적은 849천 ha로 국내 농업소득의 4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쌀 소비량의 경우 1980년에 

132.4 kg에서 2012년에는 69.8 kg으로 약 50% 

감소하였다. 지속적인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 감소

와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함께 밀가루 가공

식품 원료로 밀가루 대신 쌀이 주목받고 있다. 정

부에서는 쌀 가공 식품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 식

품 연구에 투자를 하여 쌀 가공 제품의 원료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으나, 밀가루는 톤당 340달

러 대비 쌀은 800~990불/톤으로 약 2배 이상 높

아, 밀가루 대체 원료로 쌀 원료를 사용하는데 어

려움이 있어 가공용 쌀 원료의 단가를 낮추는 체

계적인 노력이나 밀가루와는 차별화된 고부가가

치 쌀 원료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현재 국

내산 쌀의 가공 이용률은 2008년 6%에서 2012년 

10% 내외로 증가하였다(Ministry for Food and 

Agriculture 2012, Statistics Korea 2012). 

한편 쌀 관련 소비자 조사 결과(국승용, 2010, 

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의 87.6%가 쌀가공품의 

원산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76%는 구입시 국

내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과 품

질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쌀

을 이용한 가공 제품 개발과 소재화 사업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쌀 가공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위

해서는 가공용 쌀에 대한 중장기 공급 계획과 국내

산 쌀 생산 단가 인하와 수확 품종 외에 가공 식품

별 품종 개발과 보급도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가공 식품 중장기 발전 안

Fig. 9. Rice cake in super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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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정적인 쌀 가공 원료 공급 방안, 국산 재고

미의 가공 업체 공급 계획, 가공 업체와 농가간의 

계약 재배 유도, 소비자에 대한 쌀 홍보 강화, 쌀 

가공 업체 시설 개선 지원 등이 시도되고 있다(식

품저널 2008).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가 좋아하는 

가공식품 피자, 부침, 면류, 스프, 고추장 등에 밀

가루 원료 대체로 가공용 쌀가루를 사용한 제품 출

시가 이루어지고, 일부 제품(쌀로 만든 카레, 쌀로 

만든 스프 등)은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으나 쌀 소

비 확산을 위해서는 쌀 가공 식품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

우 쌀 농업 정책을 쌀 수요 감소 해결 방법으로 수

요자 측면을 고려해서 국내에 국한된 지역적인 관

점보다도 용도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비즈니스 발

전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보고 있다. 즉 쌀 경영 과

제해결책으로 가공식품 개발과 타 품목과의 복합 

경영, 생산주체 중심으로 합병회사를 설립하여 수

요자 측이 희망하는 품질을 가지는 안전한 쌀 제

공, Win-win 관계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제

시하는 등 쌀 소비를 위한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

다(藤田 2012 Nomura Research Institute, 쌀 

농업사업화의 방향성). 국내의 경우 한류와 함께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있어, 쌀 

가공 식품의 수출 확대도 가능성이 넓어져 있으므

Fig. 10. Rice soup and rice porridge in supermarket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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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reeze dried rice porridge and spread for bread 

로 각 나라별 소비자의 구매를 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포인트 연구를 하여 그 나라에 적합한 쌀 가

공 제품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 또 국내 소비자 

층도 국제화 시대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엔화 약화로 쌀 가공 식품 산업이 우리보다 발전되

어 있는 일본에서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어 국내 소

비자의 소비, 기호, 동향도 조사되어야 한다.

●   본 출장자가 일본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쌀 가공 

제품의 경우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포장 

기술로 국내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일본 제품의 모방 보다는 우리 전통식품과 

연관시킨 고유의 쌀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일본

산과 차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발효 

쌀 등 쌀 자체의 소재화에 앞서 있는 일본과 차별

화된 원천 기술에 의한 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원료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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