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UGA 2019 식품 트렌드
◦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품목군, 특히 유럽에서 고성장세 지속
1

유기농
(Organic)

◦ 2018년 유럽에서 출시된 신제품의 약 58%가 유기농 식품
◦ 단순한 건강식품을 뛰어넘어 친환경적 패키징, 식품 안전성을 선호
하는 윤리적 소비의식과 친환경적 라이프스타일 결합
◦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증가하며 특히 글루텐프리 제품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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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첨가
(Free-from)

◦ 2018년 무첨가 신규제품 출시는 미국, 영국, 브라질 순
◦ 유럽은 유당 무첨가(lactose-free) 제품 출시를 주도하고 있으며,
베이커리, 유제품, 소스와 조미료, 스낵 등이 출시 중임
◦ 품목과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며 시리얼과 에너지바, 식물성/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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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Vegan)

육류 등 신제품 개발 지속 진행 중
◦ 비건식 선호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 채식주의자와 비건 소비자에만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아닌 대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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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테리언
(Vegetarian)

있는 제품군으로 자리 잡음
◦ 유제품과 육류를 적당하게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또는
건강상의 이유(유당분해효소결핍) 등으로 채식에 대한 수요 증가 중
◦ 바쁘고 빨라진 생활리듬에 맞추어 건강(각종 영양소 섭취)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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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용 간편식
(Convenient Food)

쉽고 간편한 식사 대용 간편식 수요 증가세
◦ 무첨가, 고단백질, 고섬유질, 유기농 등 건강하지만 맛있고 여러
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은 on-the-go 웰빙식품 성장세
◦ 금년도 ANUGA는 특별전 중 하나로 Ha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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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Halal)

Market을 운영(Hall 2-4 통로에 설치)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도
수요가 증가 중

◦ Non-GMO, 원산지 보호(지리적 표시) 제품* 비롯하여 공정무역제품
7

기타
(Non-GMO 등)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생산의 모든 단계가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생산의 최소 한 단계가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2019 아누가 식품 박람회 해외국가관 별 주요 트렌드
1) 2019 년도 행사개요


행사명: Anuga / 제 100 회



행사기간: 2019.10.5(토)~10.9(수) / 5 일간
일자
10.5 (토) ~ 10.9(수)

운영시간
10:00~18:00



행사장소: Koelnmesse GmbH 전시장 1~11 홀 (284.000 m2)



행사주최: Koelnmesse, Federal Association of the German Food Trade, Federal Association of
the German Food Industry, German Hotel and Restaurant Association



행사성격


제 1 회 아누가는 1919 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 했으나 1924 년 쾰른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된다. 제 1 차 그리고 2 차 세계대전 후 1951 년 부터 쾰른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1951 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전문 행사



한국관은 2017 년 66 개 참가 이후 금년도 최대규모 참가



참가품목: 식음료, 육류, 수산물, 냉동식품, 유제품, 빵 등 식품전반



참가규모: 106 개국 7.590 개 전시출품자 (90% 해외출품자), 201 개국 170.000 명 (약 75%
이상 해외관람객)



한국관 운영규모


부스번호:



참가규모: 578.5 m2 / 76 부스 / 68 개사



출전품목: 차류, 임산가공품, 인삼제품, 음료, 김치 등


2) Anuga 2019 주요 트렌드 (종합)


무첨가 (Free-from: e.g. gluten-free, lactose-free) 건강식품 품목의 트렌드 주도. 소비자들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반영된다. 그중 Gluten-free
제품들이 큰 인기를 모았다. 작년 통계자료 에 따르면 미국이 무첨부 제품 런칭 1 위, 그 뒤엔 영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이 따르고 있다. 유럽은 Lactose-free 제품 런칭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비건제품이 큰 인기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은 베이커리제품, 유제품, 소스 및 조미료
그리고 스낵이다.



건강식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할랄푸드 또한 매년 성장 추세. 아시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서양 국가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Anuga 박람회에선 아홉가지 특별 전시회
에서 Anuga Halal Market 포맷 안에서 여러가지 품목들을 선보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은 베이커리제품, 소스 와 조미료, 스낵과 유제품 순위로 정해진다. 특히 청량음료 그리고
시리얼 같은 경우는 2017 년에서 2018 년 사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보편적인 식사시간을 떠나 현대 사회의 특징인 빠른 생활리듬과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맞춰
건강하지만 쉽고 간편하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대용 식품들의
(convenient food)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끼니 사이에 먹는 간식이나 스낵의 개념을 점점 떠나
무첨가, 비타민, 고단백질, 고섬유, 유기농등의 건강하지만 좋은 맛 또한 여러가지 flavor 를
선택할 수 있는 on-the-go 웰빙식품들의 성장 추세다.



건강식품의 성장 추세의 힘입어 슈퍼푸드의 인기 또한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그중
특히 견과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건푸드의 품목과 종류가 다양해지며 시리얼 & 에너지바, 식물성/대체 고기 등 식물성 유제품
등 신제품 개발은 계속 진행 중이다. 비건푸드의 높은 수요와 인기는 현재 소비자들의 변화한
소비패턴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비건니즘은 새로운 친환경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식습관
개선 차원을 넘어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이다.



베지테리언 푸드는 더 이상 채식주의자와 비건 소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품목이 아니며
당당하게 대중성 있는 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들, 유제품 및 고기를
적당하게 섭취하고 싶어하는 플렉시테리언과 같은 소비자들 (Flexitarian) 또한 건강상 이유로
(lactose-intolerant) 채식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있다. 밀레니얼세대 같은 경우는 육류를
적게 섭취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긴다. 비건푸드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성장과 신제품 출시로
고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유기농 제품은 아직도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품목이다. 특히 유럽에서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 년 유럽에서 출시된 약 58%의 신제품이 유기농 제품이었다. 소비자들 사이 유기농
제품이란 단순한 건강식품을 뛰어 넘어 친환경적인 패키징, 식품 안전성 등을 선호하는 윤리적
소비의식 그리고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 이라고 볼 수있다.



이와 더불어 꾸준한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 GMO 인증’, 원산지 보호 제품 (PDO 보호된
원산지 지정, PGI 보호된 지리적 표시) 비롯하여 공정무역제품들 등이 변화된 소비자 패턴 및
산업동향을 엿보이게 하였다.

주요 국가관 트렌드 총 10 개국
1. 중국


참가규모: 526 개사, 5 177m2 (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채소 통조림, 생선 통조림 (canned food), 꿀, 튀김가루 , 차, 유기농 견과류, 김 및
원재료, 냉동생선 및 식품 등



Taste of China 란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제품 및 재료를 소개. 총 600 개사 참가, 국가관은
Anuga Fine Food, Anuga Frozen Food, Anuga Chilled & Fresh Food 에 가장 대규모로 참가.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이슈상품 보단 중국은 Fine Food 에서 선보인 해외 바이어들이
찾는 소스, 간장 그리고 조미료, 원재료 등 중국의 특색을 지니기 보다 유럽 소비자들의 Needs
의 맞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특히 스시관련 제품) 가장 큰 장점이였다. Zhejiang
같은 경우는 따로 참가하여 Good Food Zhejiang Made 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중국 국가관 오프닝 세레머니엔 쾰른메세의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데니스 스테커 (Denis Steker) 도 참석했다고 한다.



부스 활용 중국은 홀 가장자리를 활용하기보다는 틈새를 파고들어

2. 벨기에


참가규모 : 202 개사, 5 192m2(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유제품, 육류, 초콜렛, 꿀, 잼, 시리얼, 식초, 자연주의, 유기농 식품 등



State of the art, We care for our heritage 슬로건 아래 농업제품 그리고 비스킷과 초콜렛
등을 선보였다. 벨기에 고유의 전통적인 농업 제품을 현재 산업 트렌드에 맞춰 패키징도 최대한
친환경적 디자인을 내놓았다.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유럽연합 주요 농업 국가 답게 자연주의 와 유기농 제품 등의
산업 트렌드가 엿보였으며, 꿀, 비스킷, 초콜렛, 시리얼등이 주요 상품이였다.

3. 코스타리카


참가규모: 16 개사, 209m2(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커피, 건과류, 견과류, 기름, 과자, 스낵, 소스, 맥주, 쥬스 등



Essential Costa Rica 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올해 파트너 국가 파라과이와
비해 밝은 그린색 부스 디자인 및 위치가 눈에 띄었다.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코스타리카 역시 자연주의 트렌드에 맞춰 유기농 시리얼,
유기농 슈퍼푸드 시리얼, 시리얼 바 등 을 선보였다.

4. 파라과이


참가규모 : 27 개사, 362m2(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건과류, 견과류, 기름, 과자, 쥬스, 쌀, 육류 등



첫 남미 국가 파트너로 나섰지만 다른 남미 참가자들에 비해 작은 국가관의 규모. Anuga Fine
Food, Anuga Chilled & Fresh Food 그리고 Anuga Meat 홀에 참가.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코스타리카와 마찬가지로 유기농 시리얼, 시리얼 바, 견과류,
건과류 와 글루텐 프리 등 다양한 웰빙푸드가 품목을 이루었고 특히 육류도 집중적으로
프로모션을 하였다. 2018 년도 미국 농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세계 9 순위 소고기
수출국 이다. 총 36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5. 스위스


참가규모 : 54 개소, 2 093m2(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유제품, 시리얼 바, 커피, 시리얼, 초콜렛, 육류, 등



3 홀에선 바로 파라과이 국가관에 위치, 다른 국가관들과 는 다르게 브랜딩 슬로건을 따로
내놓고 있지 않았다. Switzerland. 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무첨가 (free-from) 제품, 기능제품, 비건 및 베지테리언 제품,
유기농 시리얼 바, 유기농 시리얼, 비 GMO 인증, 원산지 보호 제품, 공정무역 제품 등. 더불어
스위스 회사 essento 의 곤충 단백질 상품은 Anuga Taste Innovation Show 에 선보여 Top
10 innovative products 에 선정됬다.

6. 오스트리아


참가규모 : 110 개사, 4 054m2(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유제품, 베이커리, 야채 및 과일 통조림, 음료, 과자, 육류, Ready-to-eat 제품 등



Suprisingly ingenious Refreshingly Natural Austria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특히 친환경적인 CartoCan 으로 패키징된 유기농 유제품 커피 및 에너지 음료 상품들이
눈에 띄었다. 오스트리아 유제품 회사인 Ennstal Milch 같은 경우는 3 년전 부터 스웨덴 OATLY
브랜드의 귀리우유 에너지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건강하면서 우유를 대체 할수 있는 상품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관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Egger Getränke 에서 개발한 Unkraut (Wild Herb)
음료가 Anuga Taste Innovation Show 에서 주목을 이끌었다. 빨간 클로버, 민들레 그리고
쐐기풀로 만든 차 음료로, 들판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잡초로 만들어 칼로리가 낮은
건강음료라는 상품 이미지를 내세웠다.

7. 그리스


참가규모: 286 개사, 6 349m2(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올리브 오일, 올리브, 유제품, 와인, 냉동식품, 꿀, 베이커리, 육류 등



Truly Greece 라는 브랜드로 다양하지만 올리브, 와인, 올리브 오일 등 전통적인 그리스 농업
식품을 선보임. 특히 그리스 상품의 활발한 홍보를 위하여 Tasting 과 미팅을 함께 할수있는
홍보관을 따로 마련 하였다.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Anuga Taste Innovation Show 에선 바삭한 고단백질 글루텡
프리 Feta cheese 를 선보여 주목을 이끌었다.

8. 싱가폴


참가규모 : 41 개사, 909m2(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스낵, 면, 통조림, 소스, 조미료, 음료, 베이커리, 냉동식품 등



Tasty Singapore 란 브랜드로 국가관의 컨셉을 Marketplace 와 같이 디자인 하여 품목을
선보임. Heart of Good Food 란 슬로건 아래 싱가포르의 식품 innovation, 안전 그리고 높은
퀄리티를 보장함. 이를 위해 업체 뿐만 아니라 Singapore’s Food Manufacture’s
Association, Enterprise Singapore, 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n 도 참가.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중국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국가 특색을 지니기 보단 바이어들
니즈에 알맞은 consumer-oriented 상품들이였다. 즉, 유럽이나 서양국가에 인기가 많은 일식,
중식 등에 들어가는 재료 및 소스, 면 등이 품목의 큰 일부를 차지하였다. 싱가폴 food
innovation product award 받은 상품들도 소개 하였다.

9. 독일


참가규모: 738rotk, 26 984m2(개별 참가기업 및 면적 포함)



참가품목: 과자, 음료, 육류, 냉동식품, 유제품, 베이커리 등



주최국인 만큼 다양한 참가품목, 물류회사, 식품협회 등 산업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key
플레이어들이 참가.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Anuga Taste Innovation Show 에 총 21 개사 참가. 선보인
제품들은 친환경적 패키징, 유기농, 베지테리언 그리고 plant-based 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현재
식단을 대체 할 수있는 alternative 푸드와 스낵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5 개 상품이 올해 Top 10
innovative products 에 선정이 되었다.

10. 스페인


참가규모: 283 개사 국가관 참가; 총 500 개사 박람회 참가, 9 729m2



참가품목: 육류, 냉동식품, 유제품, 통조림, 와인, 식초, 오일, 쌀, 스낵, 견과류 등



앞서 스위스와 같이 특별한 브랜딩 없이 스페인 이란 culinary image 를 내세움. 11 홀 에 가장
많은 업체가 참가, Fine Food 카테고리에서 최대 품목을 선보임.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총 6 개사의 상품들을 Anuga Halal Market, Anuga Start-up
Area 및 Anuga Organic Market 에서 선보임.

11. 이태리


참가규모: 총 925 개사 참가, 약 200 개사 국가관 참가 , 22 108m2



참가품목: 파스타, 올리브 오일, 과자, 식초, 육류, 통조림, 유제품 등



Tradizione Italiana 라는 슬로건 아래 참가한 국가관 중 가장 최대 품목을 선보였다. 이태리
전통 농업 상품인 올리브 오일, 치즈, 소세지, 식초 등 원산지 보호 제품들이 큰 부분을 차지
하였다.



국가관 주요 트렌드 및 이슈상품: Anuga Taste Innovation Show 에서 선보인 Aceita
Giuseppe Cremonini s.r.l. 사의 맥주 식초가 Top 10 innovative products 에 선정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