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 농산물유통실태 보고서
- (네덜란드, 벨기에) -

2018. 12.

수급관리처 유통정보부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유럽 주요 국가의 농산물 유통정책 및 유통현황 비교·분석
❍ 선진지 농산물 유통정책 및 유통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해외 선진지 도ㆍ소매시장 및 유통업체 거래 실태 방문 조사
❍ 방문국 내 주요 시장과 대형유통업체에서의 품목별 유통/거래동향 조사

2. 조사개요
조사근기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 1077호(2018.03.28.)

조사지역

유럽(네덜란드, 벨기에)

조사대상

산지, 경매시장, 도소매시장, 대형마트, 직거래시장 등

조사품목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등

조사방법

유통단계별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문헌조사, 관찰조사

조사내용

·농산물 재배현황, 거래형태, 유통경로, 유통비용 등
·정부의 농산물 지원정책, 농업 전망 등

조사기간

2018.07.06.(금) ~ 2018.07.13.(금) / 6박8일

출 장 자

박연호 부장, 우승완 차장

3. 조사결과 활용계획
유럽(네덜란드, 벨기에)의 농산물 유통구조 및 유통실태를 집중 조사․분석
하여 향후 농산물 유통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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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일정
일 자

주요 일정

비 고

7.6(금)

인천(출발14:05) → 암스테르담(도착18:55)
* 암스테르담 현지시간 : 서울 대비 -8hr

KE 925
(11h 50m)

7.7(토)

방문지 ① 식품센터 암스테르담 도매시장(FCA)
방문지 ② Albert Heijn 대형마트(암스테르담 지점)

네델란드

7.8(일)

방문지 ③ LIDL 대형마트
방문지 ④ JUMBO 대형마트

네델란드

7.9(월)

방문지 ⑤ Aalsmeer 화훼도매시장
방문지 ⑥ 토마토월드
방문지 ⑦ 식품클러스터(산·관·연) 푸드밸리재단
이 동 (암스테르담 → 와게닝겐)

네델란드

7.10(화)

7.11(수)

방문지
방문지
방문지
이 동
방문지
방문지
방문지

⑧ 네델란드 생산자협회(DPA)
⑨ Inter-Burgo Netherlands 수출입업체
⑩ Hill Fresh
(로테르담 → 브뤼셀)
⑪ Mechelse Veilingen(Belorta) 채소 경매시장
⑫ Delhaize 대형마트(브뤼셀점)
⑬ Carrefour 대형마트(브뤼셀점)

네델란드

벨기에

7.12(목)

방문지 ⑭ Mabru 도매시장(브뤼셀)
브뤼셀 → 파리(21시 출발) → 인천

벨기에

7.13(금)

인천공항 도착(15:00 도착)

KE 910
(11h)

※ 유형별 방문지 분류

정책·
인증
네델란드
(10) 산지
유통
벨기에
(4) 유통

식품클러스터(산·관·연) 푸드밸리재단
네델란드 생산자협회(DPA), 토마토월드
Aal
smeer 화훼도매시장,
암스테르담 도매시장(FCA),
Inter-Burgo,
Hil Fresh, Al식품센터
bert Heijn․LIDL․JUMBO
대형마트
Mechel
e Veilingen 채소
경매시장, Mabru 도매시장
Delhaizse․Carrefour
대형마트(브뤼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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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별 개요 및 농업현황

1. 네덜란드
국가 개요

일반
현황

국명

Koninkrijk der Nederlanden(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위치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며 벨기에, 독일, 영국에 둘러싸여있음

면적

41,526㎢(한반도의 약 20%)

기후
주요도시
인구, 인종

경제
현황

서안해양성 기후: 여름과 겨울 평균 기온이 각각 16.5℃, 2.5℃로
연중 온난한 편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은 편
암스테르담, 노테르담, 헤이그, 위트레흐트
1,721만명 (2018년 기준)

언어

네덜란드어(영어통용)

종교

카톨릭(32%), 신교(25%), 기타(5%), 무교(38%)

화폐단위

유로(2002년 1월부터 변경)

명목 GDP

7,094억 유로

1인당 GDP

4만 1,535유로(2017년)

경제성장률

3.2% (2017년)

외채
교역규모

3조 8,296억 유로(2017년)
수출: 6,114억 1,100만유로 수입: 5,323억 300만유로 (2017년)
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70% 이상을 점유

산업

주요 육성산업 분야: 농업과 식품산업, 크리에이티브 산업, 화
학, 원예, 물류, 수자원 산업 등

*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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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시장 동향
○ 네덜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규모 식품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전 세계 Top 40 식품 회사 중 4개사가 네덜란드 기업
이며, 12개의 회사가 네덜란드에 주요 생산시설이나 R&D 시설을 두고 있음
○ 유럽 내 네덜란드 농산품 수출 가치는 `17년 3분기까지 약 7% 증가
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대영국 수출량은 감소. `17년부터 수출은 높은
가격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최다 수출 품목은 돼지고기 임
○ 네덜란드는 소규모 국가임에도 농산업에 특화하여 네덜란드 경제의
원동력인 동시에 미국에 이어 세계2위 농산품 수출국(매년 800억 유로
이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채소 및 과일 생산국으로 유럽 전체 채소 수출의 1/4을 담당
○ 네덜란드는 농업부문 연구개발비용이 농업GDP의 4% 이상으로 노르
웨이, 아일랜드, 일본, 덴마크, 독일, 보츠와나에 이어 세계7위로 농
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음(FAO)

농업 현황
○ 경지면적은 193ha로 전형적 농업국가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2%(53만명)로 우리나라의 6.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농가의 경제수준은 호당 경지면적이 23ha, 농가소득은 55천 유로이
며, 국가 전체 농산물 수출은 약 700억 달러로, 특히 화훼류는 세계
거래량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상대국도 독일, 영국, 프
랑스 등 EU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이다.
○ 네덜란드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농업기술교육의 인프라 구축
(PTC+/실습위주의 전문 인력양성)과 자연환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리온실과 첨단기술의 실천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물은 작목별
협회나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경영과 공동마케팅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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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된 농산물은 대부분 지역별, 작목별 패킹하우스와 경매시장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유리온실 산업이 전체
시설면적의 12만ha를 차지하고 있다.
○ 네덜란드에는 대형마트의 비중이 적은 반면 슈퍼마켓의 보급률이 높다. 식
료품 판매의 90%를 슈퍼마켓이 점령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발전에도 불
구하고, 편의점과 일부 도매점은 시장 점유율 20%를 유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아직도 인기 있는 옵션이다. 소매 부문에서 국제
브랜드는 네덜란드 브랜드와 공존하며 서로 잘 정립되어 있다.
○ 네덜란드는 양송이버섯의 주요 수출국으로 2014, 2015년 많은 양의 양송이
버섯이 수출되었다. 그 뒤를 폴란드와 독일이 따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네덜란드의 버섯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4/5년 기준 6톤의 양송이
버섯이 폴란드에서 수입되었고, 90톤이 독일에서 수입되었다.

□ 농업지역 분포 현황
○ 네덜란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농지(농업 및 원예)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1980~2012년 사이 농업 경영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농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졌다.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네덜란드 농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지이며

노지원예면적과

곡물 재배면적이 비슷한 비중
을 차지
○ 감자 재배면적 또한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1. 네덜란드 농지 유형별 면적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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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교역현황
< 국가전체 수출입 실적 >
○ 네덜란드와의 교역은 장기적 10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나, 단기적으로
는 경제 여건에 따른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 5월까지는 수
입이 작년 동기보다 5.6% 증가했고 수출은 31.1% 증가했다.
(단위:백만유로, %)

수 출

연 도
2018년 1월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358
5,593
4,091
4,158

*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수 입
증감률
31.1
36.7
-1.6
13.0

금액
437
4,665
4,111
3,528

수 지

증감률
5.6
13.5
16.5
-3.5

-79
928
-21
630

○ 수출입 품목
- 네덜란드 → 한국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의약품, 광학기기, 유장제품
- 한국 → 네덜란드 : 제트유 및 등유, 경유, 윤활유 등 석유류
< 농축산물 수출입 실적 >
○ 수출입 품목
- 한국 → 네덜란드 : 어류, 라면, 버섯, 면류
- 네덜란드 → 한국 : 돼지고기, 버터 조제품, 당류
○ 농축산물은 대 네덜란드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압도적 우위 수준

< 연도별, 부류별 한국 vs 네덜란드 수출입 규모 >

(단위: 천불)

구분

수출

수입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2013
100,734
93,179
1,750
453
5,352
297,502
139,429
144,467
11,578
2,027

2014
81,745
75,659
921
250
4,914
360,940
152,295
198,696
7,318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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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6,492
79,292
368
315
6,519
316,086
135,715
163,330
12,247
4,793

2016
88,688
80,358
728
255
7,348
334,270
142,338
162,836
22,384
6,711

2017
100,217
85,381
353
767
13,717
443,358
159,881
240,455
31,460
11,561

2. 벨기에
국가 개요

일
반

국명

벨기에(Belgium)

위치

북유럽에 위치(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경)

면적

30,528㎢(유럽의 1/330분, 경상도 크기)

기후

해양성 기후(일평균기온: 10.1℃)

현

주요도시

황

인구, 인종
언어
종교

경
제
현
황

브뤼셀, 안트워프, 겐트, 리에쥬, 몽스
11,303만명(2017기준, 경상도 크기)
플란더스 지방: 네덜란드어, 왈로니아 지방: 프랑스어
브뤼셀: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공용, 독일어 공동체: 독일어
로만 가톨릭(75%), 그 외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유태교 등

화폐단위

유로(EURO) (2002년 1월 1일부터)

명목 GDP

4,216억 유로(2016년)

1인당 GDP 37,417 유로(2016년)
경제성장률 1.7% (2017)
외채

1조 1,627억 유로(2017년)

교역규모

수출 419,581 / 수입 416,968 / 무역수지25,377 (단위: 백만달러)

산업

서비스업(77%), 제조업(17%), 건설(5%), 농어업 1% (부가가치창출 기준)

*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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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황
○ 농업인구: 약 7만 명(인구비중 1.3% / EU 평균: 5.2%)
○ 농가 수 : 43천 농가
- EU 전체 농가수의 0.4%. 지속적 감소 중(2000년 이후 농가수의 1/3 감소)
○ 총 경지면적: 136만 ha
-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 : 31.7ha (EU 평균 :14.4ha)
- 직접경작 : 33% / 임차농 : 66%
○ 경영주 연령 :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 19.9% (EU 평균: 30%)
○ 농업분야 생산액 : 78.7억 유로 (2014)
-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 : 0.7%
○ 농식품 수출 : 342억 유로 (전체 수출 : 3,532억)
○ 농식품 수입 : 302억 유로 (전체 수입 : 3,394억)
○ `16년 벨기에의 GDP은 4,216억 유로(한화 약 552조)로, 유럽 총 인구
의 2.2%에 해당하는 적은 인구이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2.8%로 비교적 높아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GDP의 농림어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0.7%로 우리나라
의 농업 GDP 비중(약 2%)
보다 낮다. `07년 대비 `16
년 부문별 GDP 증감률이
농림어업 부문에서 유일하
게 감소(-9%)한 것으로 보
아 벨기에농업도 유리한 상
황에 놓여있지 않음을 짐작
할 수 있음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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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
○ 벨기에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낮은 편에 속함. 농업은 전체 GDP의 0.7% 수준으로 EU 평균(1.7%)보다
도 낮고 농가수 역시 43천여 농가에 불과한 실정(EU전체 농가수의 0.4%)
○ 농가수는 작은 편이나 농업분야 구조조정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
대부분 중농 규모 이상으로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31.7ha에 달하
고 (EU 평균 14.4ha), 경영주의 연령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젊은 편
으로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이 19.9% 수준(EU 평균 30%)
○ 높은 농지 가격은 농업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에게 부담
으로 작용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소득과 더불어 쉽지 않은 농
업의 노동 여건은 신규 농업인들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임.
따라서 벨기에는 농가의 시설투자 지원과 청년농업인의 진입을 장려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벨기에 농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 수의 감소와 농업면적의 규
모화라 할 수 있다. 지난 36년 간(1980~2016) 농가 수는 68% 감소하
였다. 플랜더스 지방과 왈로니아 지역에서 매년 평균 3.2%의 속도로
농가가 사라진 것이다. 그에 비해 농업면적은 농가 수의 감소폭만큼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농가(호당) 평균 면적이 지속적으로 규모화
되었음을 의미 함. 벨기에 농지의 66%가 임차면적이며, 33%만이 농
지소유주에 의해 경작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회원 28개국 중 4
번째로 높은 임차비중 임
○ 2015년 총 농업 면적 중 영구 목초지가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료용 작물(25.6%)과 곡물(25.4%)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났음. 200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영구 목초지가 다소 감
소(△5.7%)하였고 곡물과 사료용 작물의 재배면적이 각각 3%, 4.7%
증가했다. 영구 목초지, 사료용 작물과 곡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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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 또한 벨기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010~2016년 유
기농가의 수는 연평균 9.1% 증가했고, 유기농경지 면적은 6%, 유기농
육우 두수도 38.5% 크게 증가했다. 유기재배의 규모는 왈로니아에서
훨씬 큰 편이지만 2016년에는 플랜더스의 유기 농지면적이 30% 대폭
증가하여 향후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음

농식품 산업 동향
○ 식품산업
- 매출: 33,212백만 유로
- 벨기에 경제 중 두 번째로 큰 산업이며 15.5%를 차지
- 부가가치 : 601만 유로, 총 부가가치 중 13.5%
- 고용 : 9만명, 두 번째로 큰 산업
-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육류, 유제품, 초콜릿, 설탕과 음료 부문이 농식품의 주력 부문

항목별 농식품 산업 비중치 및 가치
(단위: 백만 유로)
항

목

육류
유제품
코코아, 초콜렛 등
빵, 패스트리, 비스킷
동물성 식품
반죽, 녹말 등
채소 및 과일
물, 레모네이드
주류
식물성 기름
설탕
기타
전체

고용율(%)
16.2
8.1
8.3
29.2
3.5
3.5
8.7
4.5
6.5
1.2
1.8
8.5
100.0

매출(%)
16.8
11.1
10.1
8.8
8.5
8.3
7.1
5.8
5.5
5.5
3.5
9.0
100.0

* 출처 : KOTR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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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5,580
5,686
3,354
2,923
2,823
2,674
2,358
1,926
1,827
1,827
1,162
2,989
33,212

한국과의 교역현황
< 국가전체 수출입 실적 >
○ 2017년 한-벨간 총 교역액은 40억불로, 벨기에는 우리의 교역 대상국
중 수출 33위, 수입 40위에 해당
(단위: 백만불,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증감율)

2,255
(11.2)

2,257
(0.1)

2,241
(△0.7)

2,455
(9.5)

2,023
(△17.6)

2,426
(△19.9)

2,798
(15.3)

수입
(증감율)

1,450
(25.6)

1,386
(△4.4)

1,586
(14.4)

1,831
(15.4)

1,431
(△21.8)

1,073
(△25.0)

1,273
(18.6)

무역수지

805

871

655

624

592

1,353

1,525

총 교역액

3.705

6,343

3,827

4,286

3,454

3,499

4,071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농축산물 수출입 실적 >

○ 농축산물은 대벨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우위 수준
(단위: 천불)
구

수출

수입

분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2013
13,070
8,462
277
427
3,904
115,806
75,656
34,926
5,220
4

2014
16,960
14,378
3
931
1,649
129,160
80,831
44,273
4,053
2

2015
13,417
9,558
1
921
2,938
135,714
64,160
46,240
5,258
7

2016
17,756
13,197
6
1,217
2,737
244,291
142,338
57,711
6,326
124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 주 수출입 품목
- 벨기에 → 한국 : 돼지고기, 초콜렛, 버터, 베이커리
- 한국 → 벨기에 : 게살, 곤충류, 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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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7,316
11,634
27
1,574
4,081
280,252
159,881
55,254
5,781
202

Ⅲ

조사 국가별 농산물 유통실태

< 네덜란드 >
1. 도매시장 – Food Center Amsterdam (식품센터 암스테르담)
가. 시장 개황
위치 및 개요
○ 주 소 : Jan van Galenstaat 4 1051 KL Amsterdam
○ 전 화 : +31-20-5806720
○ 팩 스 : +31-20-5806721
○ 인터넷 주소 : http://www.foodcenter.nl
○ 위치 : 식품 센터 암스테르담 (FCA)은 지하철 및 일반 버스로 방문이
가능하며 운하를 통해 입출입도 가능함. 암스테르담의 요식업
및 슈퍼마켓 등 다양한 업종에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공급 중
○ 식품센터 암스테르담(FCA)은 암스테르담 지역의 도매시장으로서 주요
소매유통 업체, 레스토랑 및 공공기관 납품,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운영
○ 주요 취급 부류는 육류, 가금류, 수산물, 감자, 과일, 채소와 국내외 일반
식품류 등이며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신선품 및 수입품 중심으로 공급

도매시장 연혁 및 규모
[ 도매시장 연혁 ]
○ 1934년 1월 ‘중앙시장(The Central Market)’ 개장
○ 1952년 감자, 채소, 과일 중심에서 냉동식품 추가
○ 1968년 최초의 셀프 서비스 도매시장 개념 도입운영
○ 1977년 중앙시장을 ‘중앙도매시장(Central Wholesalers Market)’으로 개명
○ 1984년 수산 및 축산시장 개장
○ 1998년 중앙도매시장의 명칭을 ‘식품센터 암스테르담 (Food Center
Amsterdam)’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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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Center Amsterdam ]

[ 시장 규모 ]
○ 대지면적 : 26 ha(260,000㎡(78,650평)), 가락시장 면적의 약 1/2
○ 배후 상권 : 최근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에 따른 음식문화 다양화에
힘입어 취급 품목은 대폭 증가하여 약 50,000여 품목(농수축산물, 가
공제품, 식자재 등 포함)까지 구색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슈퍼마켓,
유통 센터와 레스토랑 등 음식업 및 식품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함. 또한
운하와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농수축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물류
효율성이 높아 암스테르담 뿐만 아니라 타지역(수출포함)까지 사업영
역이 확대되고 있음
○ 직접 거래를 통한 방문고객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 사전 협의에
의한 배송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축산류는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개별 사업장에 배송하고 있음
○ 도매시장 입주 회사는 전체 32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유통인의 경우
2,200여명이 종사하고 있음

※ 감자, 채소 및 과일(76업체), 일반식품(35), 서비스(157), 수산물(8), 육류 및 가금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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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시설 및 운영 현황
[ 시장 주요시설 현황 ]
○ 총 5개로 단지로 분할하여 운영 중임. (1) 감자, 채소 및 과일 단지,
(2) 일반식품 단지, (3) 서비스사업 단지, (4) 수산물 단지, (5) 육류 및
가금류 단지 등으로 구성

< FCA 도매시장 배치도 >

[ 시장 운용 및 관리 현황 ]
○ 개장시간 : 월요일 ~ 금요일(오전 6:30 ~ 17:00), 토요일(오전 6:30 ~
16:30) 및 일요일 휴무
○ FCA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암스테르담 시청)의 책임하에 있으며,‘암스
테르담 개발 공사’의 ‘취득&관리국’에서 운영 담당. 입주회사는
FCA 협회를 통해 대변되고, 일상적인 감사로 3명의 시장감시자를 지명
○ 개인은 물건을 구입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FCA 관리 사무실에서
액세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시장내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 등록 절차(사업자 등록증 등 제시)를 밟은 후 카드 발급
받음. 단 개인의 경우 엑세스 카드 없이 입장료(2유로)만으로 제한적
으로 입장 가능(토요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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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입주회사 운용 사례
AGF OVERTOOM - 신선농산물
○ FCA의 도매업체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타 경매시장(벨로타 등) 및 대
규모 수입상으로부터 구매하여 Amsterdam의 호텔, 레스토랑, 카페, 스
포츠센터, 양로원 등(농식품 대량 구매처로 통상 Horeca(Hotel,

Res-

taurant, Cafe라 칭함) 대량수요처 고객을 대상(회원)으로 판매
- 네덜란드 현지에서는 Horeca에 호텔, 레스토랑, 카페 이외에 농식품
소비가 많은 스포츠클럽, 양로원 등도 포함
○ 면담업체인 AGF OVERTOOM에서는 채소는 벨기에 채소 도매시장
(Belorta) 경매품, 오이·토마토 등은 로테르담 도매시장, 그 외 수입
농산물은 바렌트렉트의 대규모 수입업체(Hill Fresh)로부터 구매하여 판매
Horeca Vlees Centrum Amsterdam (HVC) - 육류
○ 육류 식품 센터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전역 및 일부 벨기에 지역에
걸쳐 모든 종류의 육류 제품을 공급 중. 매일 공급을 통해 원활한 영업
환경 지속
○ 일반 육류(소, 돼지, 양), 야생육, 닭고기, 치즈, 유제품 등을 도매형태로
취급하며, 주문에 따라 향신료를 이용한 양념 육류 및 소포장 형태로
당일 무료 배송을 원칙으로 운용되기도 함. 따라서 구매자 주문형태
(구매량, 단위)에 따라 가격범위가 정해짐
○ 네덜란드의 경우 초원 부족 및 높은 생산비용 등 사육기반이 열악하여
반입되는 육류의 대부분은 아일랜드와 남미로 부터 조달 중

<판매 시스템>
○ 이메일, 팩스 또는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주문할 수 있으며
일반 주문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함. 주문후 당일
배송하여 익일 전달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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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내 처리를 위해 주문 접수 후 절단, 포장 등 제품 배송 준비를
완료하고 구매자에게 배달 시간 통지
<품질 및 시설 관리>
○ 전문 정육점 자격증 소지자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육가공
도구, 장비 및 포장 재료 등을 사용 중임. (특히, 포장 단계에서 원산지,
도축일, 부위 등 이력 추정이 가능하도록 바코드 부착)
○ 또한 식품의 안전과 오염방지를 위해 HACCP의 원칙에 따라 생산시설
면적을 확보하고 작업장 및 장비 등에 대한 매일 청소 등 위생관리에
중점을 둠. 국제 표준 규격에 따라 측정 장비 유지
○ 육류 센터 캐터링은 유럽에서 최고 품질 인증 EEC(승인 번호 1069)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육류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빠른
리콜도 가능함.
○ 냉장육의 경우 1~3일, 냉동육의 경우 15일 내에 판매 완료함. 처리물
량은 주당 5~8만톤 수준이며 800여개소에 납품함. 주요 납품처는 케밥
상점, 그릴 룸, 아르헨티나, 중국, 그리스 레스토랑, 케터링회사 등이며
한국 및 중국 등으로 수출 중임
De Kweker Food Wholesale – 대형 슈퍼마켓
○ 암스테르담 도매시장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전문 식품도매업체
○ 1968년 설립되었으며 Vroegop Ruhe & Co bv의 자회사
○ 농수축산식품 대량 구매회사인 호레카(Horeca)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
○ 판매제품은 신선 농수축산물 및 식음료 가공식품, 호텔·레스토랑·카페
에서 필요한 컵, 세제, 넵킨, 주방용품 등 다양한 공산품
○ 판매방법은 암스테르담 도매시장내 매장을 통한 직접판매 및 웹사이
트를 통한 온라인 판매 병행
○ 배송비용 및 시간 : 롤컨테이너당 10유로(부가가치세 제외)
- (구매) 08:00이전, 11:00, 14:00 → (배송) 11:00이전, 14: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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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레카 대상 전문도매업체
- Sligro : 호레카에 필요한 모든 제품(식품 및 각종 공산품)
- Hanos, Makro : 식품위주 판매
- Hanamong, 동방행 : 중국계 업체 대상

○ 대량수요처(대규모 슈퍼체인 등)에서는 생산자와 직접거래 또는 채소도매
시장(Belorta)에서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구매함에 따라 FCA의 매출규
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음
- 도매시장내 도매업체는 업체수가 줄어들고 대형화 되고 있음
다. Food Center Amsterdam 자료사진

FCA 입구 1

FCA 전경 2

AGF OVERTOOM

도매시장 상인 인터뷰

도매시장 취급 과일

도매시장 취급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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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작업실

식자재 구매

수산물 취급업체

HVC-육류취급업체

감자 작업 설비

감자 판매

도매시장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내 양파업체

De Kweker Food Wholesale 1

De Kweker Food Wholesa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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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마트 [Albert Heijn, LIDL, Jumbo, DELHAIZE 및 CARREFOUR]
가. 네덜란드 유통업계 개요
네덜란드 대형마트 현황
❍ `17년 네덜란드 슈퍼마켓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356억 유로
- 네덜란드의 작은 토지면적, 비싼 노동력에 따라 대량생산품목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이 중시. 신선야채․과일 등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대형 유통업체들은 특화된 소수 수입업자들을 통해서만 외국제품 수입
❍ 상위 2개 업체가 시장의 53.6%를 점유하고 있음
[ 2016년 매출액 상위 10개 네덜란드 대형마트 ]
(단위 : 억유로)
순위

업체명

매출액

점유율

순위

업체명

매출액

점유율

1

Albert Heijn

104

35.2%

6

Dirk

12

3.7%

2
3
4
5

Jumbo
Lidl
Aldi
Plus

60
29
23
20

18.4%
10.3%
7.0%
6.2%

7
8
9
10

Albert Heijn XL
Coop
EMTE
Hoogvliet

11
9.75
9.55
7.17

3.1%
2.6%
2.1%

❍ `17년 식품 소매시장 매출액은 7억 유로 규모
- 식품 소매시장은 슈퍼마켓, 프레시박스(fresh box), 온라인배달 등 구성

※ 프레시박스(Fresh Box) : 요리법과 적절한 재료가 모두 구비된 상품. 바빠진
현대인의 생활 양식과 건강식 수요 증대 및 스스로 요리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로 인해 인기가 상승 중(`16년 기준 시장규모 55백만 유로)
- 네덜란드 약 80% 식품 리테일 업체는 약 500~1,500m2 규모로 주로
거주지에 위치. 이는 집근처 슈퍼마켓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 반영한 것 임
시장 특징 및 트렌드
❍ PL(Private Label) 제품 증가 및 온라인 쇼핑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 네덜란드 PL 시장은 약 29% 수준이며 높은 이윤에 따라 계속 확장 추세.
`16년 기준 Albert Heijn의 PL 제품은 약 6,154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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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대 없는 무인 식료품 매장 등장
- 현재 Albert Heijn 매장내 무인계산대가 존재하지만, 계산대가 없는
Tap-to-go 기술이 적용된 무인 매장을 `18년 여름 최초로 개점 예정

※ Tap-to-go : 스마트폰을 가판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제품 구매하는 기술.
무인계산대 보다 쇼핑시간을 더욱 단축 예상
나. 네덜란드 Albert Heijn(알버트 하인, 암스테르담 지점)

- 주소 : Verdilaan 4, 2671 VX Naaldwijk
- 홈페이지 : www.ah.nl
[ 업체 개황 ]
❍ 1887년 설립(설립자 Albert Heijn,Sr.)
❍ 매장수 : 총 1,058(네덜란드 1,008개, 벨기에 39, 독일 11)
❍ 주요매장 형태 : 슈퍼마켓, 편의점, 소형 하이퍼마켓

※ 매장형태 : Albert Heijn(일반 슈퍼마켓) 950개, AH To Go(편의점) 73개,
Albert Heijn XL(하이퍼마켓) 35개, 그 외 AH.nl(온라인 배달서비스)

❍ 소유주 : Ahold Delhaize (독일 슈퍼마켓 운영자 Ahold 소유, 운영)
❍ 종업원 수 : 80,000명
[ 업체 특징 ]
❍ 네델란드 유통업체(다국적 기업 제외) 중 내수시장 점유율 1위 업체
- 내수시장 점유율 : 35.2%(매출액 104억 유로, `16년 기준)
❍ 네덜란드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Albert Heijn은 self-service store를 처음 도입

※ 셀프계산시스템 : 구매를 원하는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후 구입금액을 확정
하고, 셀프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후에 영수증을
출구의 영수증 확인기계에 태그하면 출구가 열림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 및 일정금액 이상 배달 서비스 제공 중
❍ 80여개 매장에 계산대 없는 무인 식료품 매장인 Tap-to-go 설치 중(`1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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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Heijn 입구

Albert Heijn 매장 1

Albert Heijn 매장 2

소분/전처리 과일

전처리 감자/당근

전처리 야채

[ Albert Heijn 매장 사진 자료 ]
다. 네덜란드 LIDL 및 JUMBO(암스테르담 지점)
[ 업체 개황 ]
○ 1930년 설립(창립자 : Dieter Schwarz)
○ 세계 27개국에 1만여개의 매장 운영 중(Schwarz Group 소속)
○ 독일계 저가형 할인매장으로 네덜란드 내 400여개 매장
보유 중 (시장점유율 : `07년 4% → `17년 10.3%)
○ 소비자들에게‘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고 인식 되어 꾸준히 성장 중
○ 직원수 : 315천여명
○ 홈페이지 : www.lidl.nl
○ 1979년 설립(네덜란드 Veghel 본사, 가족회사)
○ 네덜란드내 약 850개 매장 보유(Van Eerd Group 소속)
○ 최근 10년간 가장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음
(시장점유율 : `07년 4.4% → `17년 18.5%)

○ 직원수 : 36천여명(본사 3, 매장직 27, 유통센터 3)
○ 홈페이지 : www.jum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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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L 및 JUMBO 매장 사진 자료 ]

LIDL 입구

LIDL 전경

LIDL 매장 내부 1

LIDL 매장 내부 2

LIDL 전처리 야채

LIDL 신선야채

LIDL 소포장 과일

JUMBO 입구

JUMBO 매장 내부 1

JUMBO 편이 수산물

JUMBO 편이 축산물

JUMBO 각종 유제품

JUMBO 냉동식품

JUMBO 신선과일

JUMBO 소포장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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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벨기에 DELHAIZE 및 CARREFOUR(브뤼셀 지점)
[ 업체 개황 ]
○ 1867년 설립(창립자 : Jules Delhaize, 본사 : 벨기에 브뤼셀)
○ 유럽, 북미등지에 34백여개의 매장 운영 중(Delhaize Group 소속)
○ 벨기에 유통산업의 선구기업으로, 벨기에 기업 중 가장
먼저 해외(미국)시장 진출. 현재 세계30대 유통그룹
(그룹 수익의 약 2/3가 미국시장에서 발생)

○ PB(Private Brand) 제품이 전체 상품의 55% 차지
○ 매출 211억 유로, 순이익 487백만 유로, 순자산 50억 유로(`17기준)
○ 직원수 : 161천여명
○ 홈페이지 : www.delhaizegroup.com
○ 1958년 설립(프랑스 Boulogne Billancourt 본사)
○ 전세계 30여개국 12,300여개 매장 보유(1,528개 하이퍼마켓)
○ 매출 789억 유로, 순손실 5억 유로, 순자산 125억 유로(`17기준)
(타국 진출 시 상위 3위권 진입이 안될 경우 철수원칙에 따라 한국 등 5개국 철수)

○ EURO STOXX 50 주식시장 상장 업체
○ 직원수 : 384천여명(`16 기준)
○ 홈페이지 : www.carrefour.com

[ 매장 사진 자료 ]

DELHAIZE 매장 입구

DELHAIZE 소포장 야채

DELHAIZE PB제품

Carrefour 매장 입구

Carrefour 신선 간편식

Carrefour 과일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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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ora Holland Aalsmeer 화훼경매장
가. 시장 개황
위치 및 개요
○ 주 소 : Legmerdijk 313 P.O.Box 1000-1430 BA Aalsmeer, Holland
○ 전 화 : +31-(0)297-39-39-39
○ 홈페이지 : www.aalsmeer.com
○ 1912년 중간상인의 횡포 방지를 위해 2~3개 화훼농가가 소규모로 시작
○ 세계 최대 화훼 경매시장으로 네덜란드 화훼매출의 45% 처리(출하물량의 75% 수출)
○ 약 2만여종의 화훼류(flower & plant)가 5,697 공급업자와 2,468 고객
(바이어)간 경매 및 직접 판매를 통해 매일 화훼류 25.3백만 unit(5천만
송이/일, 125억 송이/연) 및 나무류 1.5백만 unit의 거래 성사
연혁 및 주요 경영사항
[ 연 혁 ]
○ 1912년 소수의(28명) 꽃 재배농가가 모여 수지식 경매 시작
○ 1917년 수출을 시작하면서 유럽국가간 작목이 특화(네덜란드는 화훼작물,
독일과 덴마크는 낙농 등)
○ 1968년 절화와 분화를 판매하던 두 경매조합(Bloemenlust, Central Aalsmeer
Auction)의 합병으로 지금의 경매조직(Bloemenveiling Aalsmeer)

출범

○ 1972년 88,000m2 규모의 현재 경매장 사옥으로 이전
○ 1990년 수지식 경매를 전자식 경매로 전환
○ 2008년(1월) 6개 네덜란드 경매장(Aalsmeer + 5개 Flora Holland) 통합으로
Flora Holland Aalsmeer 화훼경매장 출범
[ Flora Holland Aalsmeer 주요 경영사항(2017년 기준) ]
매출액
(백만유로)

4,687

종사자
2,628명

수출액

수입액

경매

(백만유로)

(백만유로)

시계

6,006

80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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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
6

경매장

냉장실

2

2

트럭

면적(m )

면적(m ) dock 수

2,374천

138,667

1,140

나. Aalsmeer 화훼경매장 조직 및 운영 현황

조직 및 매출 현황
[ 조 직 ]
○ Flora Holland Aalsmeer 화훼경매장은 약 5천여 회원이 운영하는 협동
조합이며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총회(1년 2회 개최)가 가장 힘
있는 결정기구임(투표로 경매시장 임원 및 사장 선출 등)
○ 조합원 자격은 네덜란드 농가로 한정되며 생산된 화훼 전체를 경매
장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원의 투표권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회원자본에 따라 차등 지급
○ 회원들이 최소의 판매비용으로 최대의 판매수익을 올리는데 목적. 경
매장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며 운영비는 회원사들의 3% 수수료로 충당
[ 매출 현황 ]
○ 네덜란드식 경매는 경매시계를 이용하여 경매가가 높은 가격에서 시
작하여 낮은 가격으로 이동하면서 경매가 성사되어 경작자들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하향식 경매)
○ 경매시계는 100개 눈금이 있으며, 눈금 당 1센트를 의미. 한바퀴를 도는데
5초 밖에 걸리지 않아 구매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고가 낙찰 유도
○ 시장변화 추세에 따라 원거리 경매시스템(KOA)을 도입하여, 바이어로
등록되면 세계 어디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경매 참여 가능
○ 경매물건의 흐름도
- 전날 PM 5:00 : 경매물건이 농장에서 출발(냉장차량 이용)
- 전날 PM 10:30 : 경매장 도착(냉장보관)
- 당일 AM 04:00 : 품질확인(등급산정 등)
- 당일 AM 06:00 : 경매 준비
- 당일 AM 07:00~11:00 : 경매(목요일은 07:00~09:00)
- 당일 PM 4:00 : 소비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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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현황 ]
○ 수출입동향 : 출하 물량의 약 75%가 수출됨
- 네덜란드산 뿐만 아니라 외국산의 수입, 경매, 재수출 기지로 이용
되며 인근 유럽국, 아프리카 및 중동국 화훼까지도 폭넓게 거래
- 주요수입국 : 케냐, 에디오피아, 이스라엘, 벨기에, 독일, 에콰도르 등
- 주요수출국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벨기에 등
○ 화훼의 생명인 품질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경매를 거친 후 항공, 항만,
육로, 철로 등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운송되고 있음
- 항공운송은 경매장에서 항공용 팔레트에 적재하여 저온차량을 이용,
공항 작업없이 그대로 항공기에 탑재함으로서 신속한 운송과 상온
노출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네덜란드 화훼유통 경로 ]
○ 생산자(생산업체) → 경매장 → 수출업체 → (수출) → 수입업체→ 도매
업체 → 소매업체 <전체물량의 80% 비중>
○ 생산자(생산업체) → 수출업체 → (수출) → 수입업체→ 도매업체 →
소매업체 <전체물량의 15% 비중>
○ 생산자(생산업체) → 소비자 <전체물량의 5% 비중>
[ 네덜란드 화훼산업 발전 여건]
○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효율성 높은 경매시스템을 개발
○ 알스미어 경매장산하 연구소에서 박사급 연구원 1,000여명이 품질향상과
연구개발(R&D)에 주력하고 있음
○ 국가 전략산업인 화훼의 수출촉진을 위해 경매 후에 항공・철도・항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유통, 수출되도록 관련 도로체계 등 인프라를 확충
하여 화훼의 품질과 신선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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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ra Holland Aalsmeer 경로별 판매(매출) 현황
경매장(auctioning)

직판매(direct sale)

매출 총액

2,050 백만 유로(43.7%)

2,637 백만 유로(56.3%)

4,687 백만유로

※ 경매낙찰 즉시 카드결재 이루어져 미수금 발생 없음

○ 주요 판매 품목(절화)
(단위 : 백만유로, 송이)

순위

1

품목

장미

금액

731

물량

3,286

2

3

4

튤립

백합

305

281

1,263

1,894

국화
송이

5

6

거베

Eusto

라

ma

151

140

81

300

1,074

182

7

8

9

10

Paeo

프리

Hydr

nia

지아

agea

64

54

53

51

149

108

305

39

국화

다. Aalsmeer 자료사진

경매장 입구

경매장 전경

창고별 보관

경매 이동·대기

경매실 현장

전자경매 화면

낙찰물건 이동

품질 연구실

수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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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마토 월드
가. 일반 현황
위치 및 개요
○ (시설명) Tomato World
○ (위치) Zwethlaan 2, 2675 LB Honselerdijk(네덜란드 로테르담 근교)
○ (연락처) +31-(0)174-61-2525
○ (규모) 1,500㎡(유리온실), 정보교육센터 500㎡(소형 가스열병합발전기 운용)
○ (재배품목) 토마토 100여 품목 생산
기능 및 역할
○ 네덜란드의 토마토 산업의 교육 및 홍보(학생, 소비자, 일반 방문자)
○ 토마토 산업 종사자(생산농가, 연구원, 전문가, 비즈니스 등)들 간의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 기능 수행
○ 토마토 산업 및 그린하우스 원예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활동, 홍보,
고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 정책가, 언론미디어, 요리 및 요식업체 등과의 교류 촉진
운영 조직
○ 초기 토마토 생산 유리온실 주산지인 Westland 인근의 생산농가들을
중심으로 설립
○ 현재는 유리온실 원예산업계, 협동조합, 유통업체, 기술업체, 종자업체,
물류업체, 연구소 등 다양한 조직들이 스폰서로 형태의 지원 및 참여
○ 유리온실 운영 : 관리자 2명(상주 인력), 4명(파트타임)

나. 시설 및 운영
○ (정보교육센터) 다양한 토마토 품종(100여 가지)을 정보교육 센터에
전시하여 맛, 질감, 색 당도 등 시식과 함께 다양한 품종 홍보
○ (발전) 소형 가스열병합발전기를 통해 온실 내 식물에 성장하는 빛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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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온수), 이산화탄소(CO2)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폐열과 매연은 필터를 통해 CO2 뽑아내 다시 유리 온실에 재활용하고 있음
※ 소형 열병합발전기에서 나오는 잉여 전기는 지역전력회사에 판매

- 성장램프 사용하여 겨울철 일조량 부족 대체
- 온실내 공기 상·하 공기열을 순환하는 공기순환 환풍기 이용
○ (종자) 토마토 씨 1kg가 금 1kg 보다 4~8배 비싼 가격 판매
○ (묘목) 육묘장에서 어린 묘목(30㎝)을 가져와 암면배지 이용 고설재배
방식으로 연중 1월 ~ 11월 생산(2주 3번 수확)하며, 유인줄을 이용하여
일정한 곳에서 수확하는 방식
○ 2004년부터 Recycle system 도입, 수경재배에서 폐액의 재사용과 온
실 1ha당 500㎥의 빗물 수집 의무화하고 물을 여과하여 자외선으로
소독하여 재사용하며 온실에서 받은 빗물로 자급하며, 암면배지는 재
활용하여 벽돌생산 및 비닐은 분리하여 재활용
□ 주요 면담 및 질의응답 내용
○ (견학) 유리온실(1,500㎡) 견학시 방역복 입고 시설 출입
○ (생물학적 재배환경) 온실내 수정벌(범블비)을 이용
- 천적을 이용한 재배방식으로 농약을 계속 사용할 경우 내병성이 발생
하므로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다양한 천적을 사용하며 뱅크플랜트, 조류(새), 끈끈이 트랩으로 다양한
병해충의 특징에 따라 방제. 곤충산업의 천적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뱅크플랜트 : 천적이 살아가기 위한 생태환경으로 먹이 공급을 위한
식물. 뱅크플랜트에서 진딧물 등을 키워 천적이 온실안의 먹이를 모두
소비하더라도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식물

○ (시사점) 시장, 소비자, 환경을 고려한 미래의 이미지, 경쟁력 확보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문화, 생산물의 최적화, 자동화, 노동효율 증대
- 경쟁력 있는 품질․포장 등 특정지역 상품화 전략, 다양한 전략 품종 개발(육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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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단위 협력강화로 동종업들간의 협력, 기계류 공동이용(유리온실
집단화, 소형 열병합발전기 10ha/1개소 설치), 자재의 공동구매, 공동
인력 관리 등 연구에 대한 공동투자 방식 채택
-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 집단화, 첨단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리 온실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투자비가(12~15억/0.5ha, 네덜란드 5년 이내 투자비
회수 가능) 많은 만큼 작목과 지역의 선택, 기술개발 전문성 확보 등
시장 전략 등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
다. 자료사진

외부 전경

유리온실 내부

작물 재배

암면(ROCKWOOL) 배지

수정벌(범블비) 활용

재배기술 설명

소형 가스열병합발전기 시스템

다양한 토마토 품종

열효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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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클러스터 푸드벨리 동부투자진흥청
(East Netherlands Development Agency)
가. 일반 현황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Laan van Malkenschoten 40 P.O. Box 1026 7301 BG
Apeldoorn The Netherlands
○ (연락처) +31-88-667-01-00
○ (홈페이지) www.foodvalley.nl / www.oostnl.com
○ (면담자) Jurgen Sonneborn de Leur(Senior Advisor)
개요
○ 와게닝겐 시를 중심, 주변 반경 30km 지역에 있는 도시에 집약되어 있는
와게닝대학 및 연구센터, 농식품 관련 회사 단지를 푸드벨리로 지칭
- 푸드밸리사무국, 동네델란드 개발청, 와게닝겐대학 연구센터, 신덴스가
프로젝트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165개 회원사)
○ 푸드밸리 사무국은 2004년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이사회(이사 11명 및
자문 2명) 및 9개 실무팀(18명) 등으로 구성
나. 토론 내용
핵심 활동
○ 국내외 농식품 관련 회사 및 연구단체에 관련 정보 및 잠재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
- 네덜란드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 있는 외국방문단에 대한 엄선된 안내
프로그램 제공, 국내외 사업자 연결 및 기술 탐색·발굴
○ 국내외 클러스터 조성사업 : 기업, 연구소, 정부의 공동 사업 추진
- 사례 : Food valley Society, European Food Alliance, Food2market, NetGrow 등
※‘World Food Center’건설 추진 중 : 와게닝겐대학 인근에 스키풀 공항과 철도로
연결하여 소비자체험센터 등 연간 34만명 규모로 `20년 준공 목표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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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기업의 혁신성을 알리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홍보 사업
- 사례 : Food Valley Award, Food Valley Expo, Holland Food Valley Pavilion 등
※ 한국과의 관계 : 하림과 MOU체결하여 한국에 양계관련 교육시설 설치 및 교육 계획

토론 내용 및 자료사진

푸드밸리 위치도

와게닝겐 대학 및 산학단체

회원사 현황

푸드밸리 활동 내용 1

푸드밸리 활동 내용 2

토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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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덜란드 Fresh Produce Center(FPC)
가. 일반 현황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Louis Pasteurlaan 6 2719 EE Zoetermeer The Netherlands
○ (연락처) +31-(0)79-368-1119
○ (홈페이지) www.freshproducecentre.com
○ (면담자) Wilco van den Berg(Market Analysis & Report)
개요
○ 1997년 설립. 네덜란드 신선·야채 12개 생산자 협동조합(DPA, Dutch
Produce Association)과 신선·야채 무역협회(수출·수입 360개 멤버)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Fresh Produce Centre로 통합 운영
- 리테일 마켓의 대형화에 따른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자조직과
마케팅조직의 통합 운영(22명 근무 중)
- 회원 구성
· 네덜란드 신선·야채 12개 생산자 협동조합(DPA, 조합원 2천여명)
· 신선․야채 수입업자, 수출업자, 도매업자, 과일․채소 가공업자 등 360개 업체
○ 기능과 역할
- FPC는 생산자협동조합과 판매·마케팅 업체의 공동의사 결정기구로서 역할수행
- 12개 생산자협동조합은 네덜란드 신선·야채 국내생산량 중 80%를 담당

* 양파생산자협회는 별도 운영
나. 토론 내용

핵심 활동
○ 과일·채소 공급 체인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디지털화 및 표준화 추진
- Fresh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를 설립하고 과일 및 채소부문
자체공급망 데이터 베이스인 Frug I Connector운용
- 30 -

-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와 협력
- 수출확대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을 통해 신규시장 확대
· 수출확대 사례 : 중국(배․후추), 베트남·인도(사과․배), 브라질·멕시코(배)
· 2018년 진행 중 : 콜롬비아(사과․배), 남아프리카(사과)
○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서비스
- 채소·과일 소비시장정보를 자체 조사 또는 세계 유수 정보생산기관
으로부터 data 구매하여 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생산을 지원
※ 정보생산기관 : Gfk, Kantar, IRI, Nielsen, IGD, AMI
※ 정보제공 사례 : 소비자 패널정보 및 소비자 반응 정보 등 신선채소․과일
구매 관련 슈퍼마켓 데이터를 Nielsen 으로부터 구매 활용

- 그 외 소비자패널 등을 통해 조사의뢰하여 부족한 데이터 보완
○ 수출확대를 위한 매력적인 신규 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
- 국가별 수입량, 가정 소비량, 소비형태, 농산물 생산 토양 등 관련 정보 제공
-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2시간 전에 섭취한 음식물 설문조사
(현재, 네덜란드,덴마크, 영국에서 시행 중)
※ 2017년부터 시작하여 누적 다운로드 수 9,000명

- 와게닝대학을 주축으로 신선과일·채소시장 예측 tools 개발
· 다음해 상품 가격 예측,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예측 등
- 12개 협동조합의 경우 생산된 품목을 4개 수출회사와 계약하여 직접 수출수행
·비용 절감을 위해 마케팅 담당 및 distributer를 두고 자체적으로 판매
○ 과일·채소 관련 법률 제·개정 모니터링 및 로비 활동
-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신선 과일
및 채소를 고속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검사 및 통제를 포함한 물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안이 요구됨
- 따라서 FPC는 과일·채소와 관련된 네덜란드 법률 뿐만 아니라 EU에서
결정된 전체법률을 모니터링하고 법률제정에 로비활동(EU에 직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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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영양 섭취와 연계 과일·채소 홍보
- 전국 과일 및 채소행동계획(NAGF)의 후원아래 정부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
- 과일·채소 소비량 확대를 위해 “Choose Color”캠페인
- 네덜란드‘식단 가이드라인 2015’을 통해 과일·채소 하루 권장
섭취량 홍보(채소 250g, 과일 200g)
※ 네덜란드 국민 1인당 일일 소비량 : 채소 139g, 과일 113g

- 390종류 과일·채소의 영양가, 요리법 등을 수록한 온라인 백과사전인
Veggipedia를 제작·홍보
< 신선 과일·채소 소비변화에 대한 FPC의 대응 >
[신선 과일·채소 소비변화]
- 가정소비는 전년대비 3% 감소된 반면, 외식소비는 13% 확대
- 과일 채소 소비는 평균 9%가 감소했는데, 특히 자녀를 둔 가족의 감
소폭은 12~18%로 가장 확대
- 가정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호레카(Hotel & Restaurant & Cafe)와 협력하여
food & vegetable관련 소비자 행동조사연구 추진
· 요리서빙시 고기양을 줄이는 대신 채소를 많이 제공하여 소비자 반응을
test하는 등 채소 소비확대 방안 연구
- 소비자는 대부분 과일·채소 섭취량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가정, 학교 등의 공공장소에 과일·채소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 중

토론 내용 및 자료사진

프레젠테이션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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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ter-Burgo Netherlands(식품 수출입업체)
가. 일반 현황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Vareseweg 1, 3047 AT, Rotterdam, The Netherlands
○ (연락처) +31-(0)10-437-9330
○ (홈페이지) www.interburgo.nl
○ (면담자) 배인수 차장(Sales & Marketing Team Manager)
개요
○ 설립시기(대표) : 1997년(김철민)
○ 주요 사업 : 한국(라면, 김치, 음료 등)․일본(과자, 음료 등) 식품 수입․수출
○ 매출액(2017년 기준) : 9.5백만유로
- 주요 공급처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 중국, 한국 등 아시아계 슈퍼
- 로테르담(항구)으로 수입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에 육로로 배송
※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배(냉장컨테이너)로 수입(한국→로테르담 40일 소요)
※ 김치가 주요 수입품이며 추석시즌 한국산 배 수입 및 판매

나. 토론 내용

핵심 사업 내용
○ 대형유통업체의 자체 입점방문행사(Open Day) 개최
- 납품업체(수입업체 바이어 등) 대상으로 입점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제품
시식 및 테스트 등을 통해 구매 담당자가 직접 새로운 제품을 발굴 입점 추진
○ 수입 바이어 및 식품회사가 벤더를 통해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
※ 한국 식품 등 현지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품은 대부분 벤더를 통해 납품

○ 품질이 보증되고 브랜드가 알려진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서 직접
상품선택 및 납품
○ 대량 품목은 수입업자 및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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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비용 구조 분석 >
○ 도매부문 : 15~20% 이윤 + 20% 유통비용
○ 소매부문 : 80~100% 이윤(신선농산물은 100% 이상) + 20% 유통비용
○ 현지 한국식품 수입시 애로사항
- 라벨링 문제(성분분석 표시방법이 현지와 다름)
- 최근 우유함유제품 및 고기함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EU의 원유
사용제품에 대해서 수입 허용되고 있으나, 규정이 까다롭고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수입을 안 하고 있음
→ EU국 수입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 EU에 수출 가능한 품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산 우유함유제품의 대 EU 수출확대 도모 필요
※ 최근 CJ는 독일에 만두공장 설립(육류함유 제품에 대한 시장성 있음)

자료사진

조직도

회사 전경

직영 소매점

토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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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ill Fresh (과일·채소 수입·수출업체)
가. 일반 현황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Postbus 463 2990 AL Barendrecht, The Netherlands
○ (연락처) +31-(0)180-898-000
○ (홈페이지) www.hillfresh.eu
○ (면담자) Edwin Fillekes(Sales Manager)
나. 방문 내용
조직 및 운영
○ (업태) 과일, 채소 수입 및 수출업체
○ (직원) 약 70명(상근직)
- 세일 및 마케팅(17), 수출입 등 물류(24),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19) 등
○ (수입품목) 30여 품목
※ 과일 : 사과, 배, 멜론, 키위, 포도,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산딸기, 살구 등
※ 채소 : 꽃상추, 셀러리, 상추,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배추, 파프리카, 등
※ 기타 : 파인애플, 아보카도, 석류, 감, 리체, 망고 등

○ (수입국가) 30여 국가(프랑스, 아르헨티나,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인도 등)
○ 수입 과일채소는 네덜란드 국내 유통 및 재수출
- 국내 유통은 도매시장내 도매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에 공급
- 도매업체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구매하여 국내 호레카에 공급

업체 전경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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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 작업

9. Belorta (채소 경매시장)
가. 일반 현황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Mechelsesteenweg 120, B-2860 St-Katelijne-Waver, Belgie
○ (연락처) +32-15-55-11-11
○ (홈페이지) www.belorta.be
○ (면담자) Inge Vermeylen(Customer Manager)
연혁
○ 1950.1.12 : Mechelse시 인근에 위치한 ‘Sint-Katelijne-Waver’에 최초의
경매장(MTV-Mechelse Tuinbouwveiling S.V.) 건립
○ 1952 : Clock Sales(시계경매제)도입
○ 1954 : 유럽내 5위의 경매장으로 성장
○ 1962 :‘Block sales(단위 경매-동일 품질로 규격화된 제품을 경매장에
공급/판매)’을 도입하면서 대단위 거래에 효율성을 제고
○ 1963 : 야채류(원예류) 전용 경매장(CVG-Centre for Vegetables Culti
-vated under Glass)을 설립
○ 1979 : 동시 경매(SIMULTANEOUS AUCTION)의 정착으로 생산자와
판매자간 거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여러 제품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 1994 : 두개의 경매소(MTV & CVG)가 합병되어 VMV(Vennootschap
Mechelse Veilingen- the Auctions of Mechlin Partnership) 설립
○ 1996 : 중재시스템(mediation agreements)을 통해 물량/품질/가격/배송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선물판매(forward sales)’가 도입되
면서 기존의 Clock auction(시계경매)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 2003 : 명칭을‘the Auction of Mechlin’(메클린 경매장)으로 단순화
○ 2003 : 현대식 물류센터 건설(약 43,000㎡)
○ 2010 : 포장센터 건설(약 30,000㎡)과 태양광 설치(약 15% 자체전력)
○ 2012 : Mechlin(Mechelse) 경매장과 Coobra(1905년 설립) 경매장 합병
○ 2014 : Veillig Borgloon(1942년 설립)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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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VA (Logistical and Administrative Auction Association-물류/행정
을 담당하는 경매협회) : 벨기에 소재 10개의 원예품 경매장중 6개
경매장의 마케팅, 시장조사, 품질관리 등을 담당함
나. 운영 현황
조직 현황
○ (조직) 경매장은 이사회와 운영팀으로 구성
- 이사회 :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0명의 생산주/주주 총회에서 선출
· 임기는 6년이며 경매장을 실제 운영하는 운영팀을 총괄
- 운영팀 : 2명의 이사 및 6명의 팀(운영팀, 재무/인사팀, 판매 1팀, 2팀,
품질관리팀, 대외협력팀 등), 5명의 관련 부문(기술/예방분야,
대외 협력분야, 행정 및 GMO 등, 양 경매장 협력관)
○ (규모) Belorta 경매장 현황
- 경매장 규모 : 대지 65만m2 (약 195천평), 건물 25만m2 (약 75천평)
- 경매 : 주 6일(월~토), 야채(120여종) 및 과일류(20~30여종) 경매
- 경매시장 근무직원 : 300여명
- 연간 경매규모(`17) : 4억2천 유로(옥션시계 6개)
- 바이어 규모 : 500여명
- 회원(조합원) 수 : 1,325(출하농가는 약 2,500명)
※ 벨기에 채소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네덜란드 농가
도 가입하여 출하 중(생산자 비중 : 벨기에 80%, 네덜란드 등 EU 20%)

운영 현황
○ 경매진행은 농가 출하품별 경매가 아니라 여러 농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을 품목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경매
- 농가에서 Belorta경매시장 입고시 품위, 규격, 포장상태 등 품질검사
- 경매장에서는 엄격한 품질평가를 통해 합격한 상품을 품목·규격별로
등급화 하여 여러 농가에서 출하하였더라도 동일품목, 동일규격, 동일
등급은 하나로 묶어 경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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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는 Belorta 경매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현장에서 직접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외에 바이어 사무실 또는 벨기에 이외 타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경매에 참가함(Top-Down 하향식 경매방식)
- 경매는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진행되는데 전통적으로 월,수,금에 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경매석 130석 + 온라인 200여명 참여)
※ 대량 구매 및 매일 구매하는 경우 바이어 사무실에서 경매를 참가하는 경우도
많으나, 현장에서 경매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현장경매를 선호

- 경매정보는 생산자 등 회원에게만 공개, EU는 1~2주 후 제공
- 경매시스템은 네덜란드에서 도입(홍콩에 기술이전 중)
○ 경매수수료
- 농가는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연간 1~1.5%의 수수료를 조합(경매시
장)에 납부하며, 매 경매시 판매금액에 대한 경매수수료는 없음
- 규모가 큰 생산자는 경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대형유통업체와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생산자 조합(경매시장)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함
○ 불락품 처리
- 당일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다음날 저렴하게 판매하면 가격하락 문제가
발생되어 무료급식소에 무상제공하거나 돼지농가 등에 사료로 무료 제공
○ 주 거래품목(수출 60% + 내수 40%)
- 채소류 : 토마토, 치커리, 오이, 파프리카, 상추, 아스파라거스, 가지, 콜리플라워 등
- 과일류 : 배, 딸기, 사과, 라스베리, 블루베리, 체리 등
※ Belorta의 최고품질의 상품은 Flandria라는 상표를 붙여 유통

< 포장박스 세척 및 보관창고 >
- 시설규모 : 9ha(9만㎡/ 27천평)
- 사용 후 포장박스의 살균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음
- Box 살균세척 처리 순서는 [찬물세척(빗물 → 음용수) → 뜨거운물 세척
→ 건조]의 순으로 진행하며 라인당 1시간 12천개의 box를 세척할 수
있는 규모의 4개 라인 시설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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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농가는 경매장에서 제공하는 세척박스를 사용하여 농산물 포장
※ EU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포장 box는 규격화되어 있음
※ 박스는 재활용이 기본이며 특히 ISO9000 인증을 받고자 필히 훈증소독 실시

- 농산물 포장박스는 다양한 크기의 PVC 박스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내용물이 담기지 않았을 경우 접을 수 있게 설계(보관 용이)
- 구매자는 BOX 비용을 포함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유럽 어느
시장에서나 박스를 반납하면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음
※ 단, 항공운송품 등 BOX 회수가 어려운 경우 종이박스 활용

자료사진

외부 전경

현장 면담

경매 현장

PVC박스 태그

포장완료 농산물

접이식 PVC박스

PVC박스 세척시설

박스세척용 빗물보관

종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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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BRU (청과물 도매시장)
가. 일반 현황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Quai des Usines 22-23 Werkhuizenkaai Bruxelles 1000 Brussel, Belgie
○ (연락처) +32-02-215-51-69(tel), +32-02-245-24-13(fax)
○ (홈페이지) www.mabru.be/en/

나. 운영 및 거래 현황
운영 현황
○ Mabru 청과물 도매시장은 브뤼셀시, 브뤼셀 광역지자체, 수입업자 3개
단체가 모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매시장 운영 중
○ 시설현황 : 부지 140천㎡, 건물(청과동 40천㎡, 저장 및 냉장보관실 8천㎡)
○ 영업시간 : 월∼토(6일) 01:00∼10:00 / 요일별·품목별로 다소 상이함
※ 화·목·토는 모두 Open, 월·수·금은 일부 Open

○ 거래규모 : 연간 950천톤 수준
○ 도매법인 : 대형 도매상 33개 업체(1개업체가 여러개의 점포 소유)
○ 점포수 : 64개(250㎡/점포)
○ 주 수입원 : 시장 임대료
거래 현황
○ 생산자 일부도 도매시장 지정구역에서 판매 가능
○ 농산물경매장(벨로타 등), 도매시장, 수입상 등으로부터 물량을 공급 받음
○ 주요 고객은 EU도매시장 도매상, 인근 재래시장 도매상, 대형유통업체 등
○ 거래형태는 시장도매인제와 유사하며 도매상이 상품을 위탁받아 수의거래
○ 거래되는 물량 중 75% 는 유럽산(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산), 25%는
EU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수입 농산물
○ 가격정보와 물량정보는 공시하지 않고 있음
- 40 -

자료사진

외부 전경

시장 배치도

시장 전경

판매장 내부

11. 출장 총평
현행 경매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정가수의거래 확대 등 선진 경매방식 도입 필요
○ Aalsmeer 및 Belorta 등 경매장은 실물은 별도 보관하고 경매는 전용
공간에서 상품정보 만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경매방식에 비해 시
공간적 제약이 적고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유도하는‘하향식 경매’방식은
유통마진이 비교적 높은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국내 경매시스템은 유럽에 비해 경매를 위한 공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
되며, 시․공간적 제약으로 경매 참여자가 제한되는 등 비효율성 존재
도매시장 공간은 물류서비스 기능에 최대한 활용하고 거래공간은 최소화
○ 유럽도매시장은 자유로운 거래제도를 바탕으로 거래 방법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거래 공간 감소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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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집하, 저장, 소분재포장, 배송 등 물류서비스 기능은 강화되고 있음
○ 가락시장은 거래제도가 경직되어 있고, 경매장 및 중도매인 점포등
거래공간이 부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류서비스 공간이 부족
도매시장 내 콜드체인이 가능한 구조로 시설현대화 필요
○ 출장 중 방문한 유럽 도매시장은 출하~반출 전 과정에 콜드체인을
도입하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상품선도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국내 도매시장 유통은 콜드체인이 실행되지 않아 상품 선도유지
가 어렵고 유통과정 중 감모율이 높은 편
○ 브랜드 관리, 선별 및 검사, 포장재 디자인 및 재활용, 100% 파렛타
이징 물류시스템 등의 부분도 시설 선진화 필요
※ Belorta는 도매시장 경매장 면적과 유사한 규모의 포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매우 현대화되어 도매시장의 혼잡한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과학이 접목된 첨단 농업에 의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특히, 품종개발,
브랜드 관리,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에 집중해 수익 창출
○ 토마토월드는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리온실에서 약 80여종의
다양한 토마토 품종을 연구․홍보하고 있음
○ EU는 개발된 품종의 품종육성권을 지키기 위해 수출국의 감시시스템
및 법률비용 등에 투자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시장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 집단화, 첨단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선농산물은‘소분·전처리·편이·신뢰’로 진화
○ 대형 유통매장의 신선농산물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소분하고,
섭취하기 편리하게 전처리된 상태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판매 중
※ 감자․당근의 경우 스틱형, 볼형, 납작형 등 용도별 다양한 모양 및 전처리되어
판매 중이며, 야채샐러드는 바로 먹을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믹스되어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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