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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공식품의 국산 농산물 원재료 사용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원유 계란 배추 등 23개 품목은 국산 이용률이 90% 이상인 반면

코코아 가공품류 설탕 등 34개 품목은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

지 식품제조업체 3500개소를 대상으로 2013년 1년간 사용한 쌀 밀 콩 옥수

수 백설탕 등 114개 품목의 식품제조 원료 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

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제조업 분야의 2013년도 농축수산물 원료 사용량은 1508만t이었으며

이 중 312%인 470만t이 국산 원료였다 국산 원료 사용량은 2012년(297%)

대비 22만3000t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전체 원료 사용금액 16조4698억원 중

국산은 7조9256억원(481%)으로 전년(424%) 대비 5854억원 증가했다

식품 원료 중 국산 원료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원유 계란 배추 인삼

홍삼 김 등 23개 품목이다 23개 품목의 국산 원료 사용량은 329만t으로 114

개 품목의 국산 사용량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국산 비중이 90%를 넘는 품목은 절임식품(942%) 김치류(92

7%) 유제품류(903%)으로 집계됐다 6090%를 사용하는 품목은 잼류

(67%) 당시럽류(695%) 식육 또는 알가공품(718%) 특수용도식품(72

2%)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국산 원재료 사용비중 10% 이하 품목은 원당 타피오카 백설

탕 팜유 대두유 등 3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수입원료 사용량은 828만

톤으로 전체 수입원료 사용물량(1038만t)의 798%를 기록했다

식품제조에서 국산 사용이 증가한 원료는 감자고구마마늘생강쇠고

기로 조사됐다 특히 감자는 전체 사용량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

년 859%에서 2013년 937%로 높아졌다 같은기간 마늘은 575%에서 75

9% 고구마는 773%에서 881% 쇠고기는 107%에서 272%로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두는 175%에서 14%로 고춧가루

는 424%에서 281%로 국산사용 비중이 감소했다 특이한 점은 과일류유

제품의 경우 신선 농산물의 국산 사용비율은 90% 이상인 반면 이들 품목들

을 원료로 한 반가공소재 즉 농축과채즙 건조야채 야채분말 버터 등의 국

산 비율은 30% 이하로 매우 낮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겨울철 국민 대표 생선으로 불렸던 명

태가 사라지자 해수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명태 살리기 복원 작업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국

산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명태 종묘 생산기

술과 양식기술을 개발해 2020년부터 국산

명태를 식탁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도한 남획으로 사라지다시피한 국산 명

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통수산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국산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2010년 이

후로는 아예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정

도로 명태의 씨가 말랐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며 어군이

북쪽으로 이동한데다 어린 명태인 노가리

의 무분별한 남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

졌다

지난해 강원도는 동해의 살아있는 명태

를찾는다며 국산 명태를 잡아오면 명태의

보존상태에 따라 5만50만원을 지급하겠

다며현상금을걸기까지 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명태의 90% 안

팎은 러시아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캐나다

산과 일본산도 일부 공급되고 있으나 일본

산 명태 수입은 2011년 원전 사태 이후 크

게줄었다

문제는 명태 자급이 되지 않으면서 최대

수입국인러시아의 수출물량 배정 등의 정

책에 따라 국내 명태값이크게영향을받는

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명태 수입 추이를보면 2010

년 26만7355t(4억1622만3000달러)로 수입

량과 수입액이 최대를 기록한 이후 명태 수

입량은 계속감소했다

2011년 26만686t(3억9792만6000달러)

2012년 25만1990t(3억6787만9000달러)

2013년 23만3534t(3억5898만3000달러)

2014년 21만5784t(3억8873만달러) 등이었

다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수입량이 76% 감

소했지만 수입액은 61% 증가했다 그만

큼 수입 단가가 높아졌다는 말이다 실제

전체 수입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러시아

산은 2012년 22만9101t(2억9866만2000달

러) 2013년 20만8602t(2억9007만6000달

러) 2014년 18만8998t(3억657만3000달러)

등으로 물량은 감소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명태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동태(중품) 한마리

의 평균 소매가격은 2163원으로 1개월전

2123원에 비해 19% 상승했다

최고가격은 3000원으로 한달전 2500원

에 비해 20%나 올랐고 최저가격도 이 기간

1600원에서 1950원으로 219% 뛰었다 그

나마 한달전에 비해평균가격이크게오르

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16일부터

설성수기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

축분인 4000t의 명태를 시중 가격보나 싸

게공급했기때문으로보인다

생태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농수

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조회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산 명태를찾습니다

27일 겨울철을맞아명태값이크게오른가운데한대형마트에서시민이냉동명태를구

입하고있다 연합뉴스

온난화무분별남획에씨말라

외국산도물량줄어값 껑충

해수부 명태살리기복원 나서

가공식품원료국산비중 30% 넘었다

농식품부aT 2013년 114개 품목소비실태조사

원유배추 90% 이상 옥수수 등 34종 10% 미만

1인당 하루 쌀소비량이 30년 이상 계

속 줄어들면서 지난해에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잡곡을 포함한 기

타 양곡소비량은 2년연속증가했다

통계청은 최근 발표한 201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서 가구부문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782g으로 전년보다

58g(32%) 감소해 또다시 사상 최저치

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63

년 통계 작성 이후 1인당 하루 쌀 소비

량이 가장많았던 1970년 3737g의 47

7%에 불과하며 밥 한 공기를 쌀 100g

으로 가정하면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먹지 않는다는 의미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980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쌀을 이용한 하루 식사량이 계속 줄어

들고 있다면서 2010년부터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200g을 계속 밑돌고 있다

고 설명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으로

전년보다 21(31%) 줄었다 1인당

연간 기타 양곡소비량은 87으로 전

년보다 06(74%) 늘어나 2년 연속

증가했다

기타 양곡 중 잡곡(250%) 두류(19

0%) 고구마와 감자 등 서류(37%) 등

이 증가세를보였다 잡곡을 중심으로

한 기타 양곡의 소비량 증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때문으로보인다

쌀과 기타 양곡을포함한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738으로 전년보

다 15(20%) 감소했다 양곡중 쌀의

비중은줄었지만 기타 양곡의 비중은 11

8%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1

인당연간 양곡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

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소비량이

가장많았던 1967년 1968대비 375%

수준에 불과하다 농가의 1인당연간 양

곡소비량은 1213이다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의 쌀 소비량

은 53만4999t으로 전년보다 17% 늘었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는 26일설명절을앞두

고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

시와식품안전관리점검에나섰다 2015년은식품안전무사고해로정한농협은오는2

월17일까지명절성수용품의유통기한경과여부 식품등의보관방법 위생관리기준준

수여부 원산지표시등을집중적으로점검하기로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제공

한국인하루쌀밥두공기도안먹는다

1인당하루쌀소비량 178g

웰빙영향잡곡소비는늘어

설앞두고원산지표시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