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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반려인구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Euromonitor, 2012),이러한 경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뚜렷이 

보이고 있다. KB경영연구소(2021)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 반려인은 1,448만명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팻팸족(Petfam, Pet + Family의 합성어’)이라는 

신종어까지 등장하였다. 최근 국내 팻팸족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출금액도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및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펫코노미(Petconomy, Pet + 

Economy의 합성어) 산업이다. 2020년 세계 반려동물 산업 시장은 약 2,079억 달러 규모이며(Fortune, 2020a), 약 

6.1%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2027년에는 대략 3,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a, 2022). 2020년 글로

벌 반려동물 식품산업은 939억 달러 규모로 조사되었다(Fortune, 2020a). Fortune(2020b)에서는 반려동물 식품 시

장은 앞으로도 매년 약 4.96%의 성장률로 2028년에는 약 1,36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Fortune, 2020b). 

국내 반려동물식품 시장규모도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말 기준 약 1조 2650억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Euromonitor, 2020). 

반려인들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식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웰빙과 양질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이런 반려인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점점 고

급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어나면서(Banfield, 2013; Cozzi et al., 2017), 반려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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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고려한 예방차원의 보충제 및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한 관심 및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Grand View Research, 

2021).

반려동물 산업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도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가장 비중있는 분야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꾸준한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

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 특히 식품(사료와 간식)과 보충제 등에 대한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을 예상되어진다. 

둘째, 다른 분야와는 달리 식품은 매월 지속적인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그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식품산업은 국내 식품 연구자나 식품기업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에 최근의 국내외 반려동물 산업 시장, 특히나 건강기능성식품(사료와 간식) 및 보충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동향 

1.1. 반려동물 사육 실태

현재 국내 반려인구 1,000만 시대이며, 이는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농수산식

품부 2015; 농협경제연구소, 2016).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갈수록 늘어

나고 있으며, 소득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이다

(농협경제연구소, 2016).  

국가의 소득 수준은 반려동물 문화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농림부(2007)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민 1인당 GDP 수준이 1만 달러에 도달하였을 때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되고, 2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며, 3만 달러를 넘어서면 동물이 가족의 일부가 되는 인격화가 진행

된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반려동물을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고 있으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시작되고 있다. 2017년 IMF의 보고에 따르

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9,730으로,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과 반려동물의 인격화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국내 반려인의 소득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 400~500만원의 소득수준에서 반려인구의 2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육비율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통계청, 2016).

한국갤럽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를 주로 구성하는 2-30대에서 반려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010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의 반려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27%로 추정

되어 다른 연령대에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23.9%, 2012년에는 25.3%, 2015년에는 27.1%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 2012

년 77.9%, 2015년 94.1%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이와 함께 반려인구 수 또한 2010

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앞서 나온 1인 가구 비중과 노령화지수의 상승곡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2016). 반려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로 30대가 23.7%로 가장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반려인의 1인 가구의 비율 또한 30대에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60대가 26.7%로 나타났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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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2016).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과 2015년의 연령별 반려인의 비율의 차이를 보면 19~29세의 연령에서 

16%에서 28%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한국갤럽, 2016). 이러한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가 반려동물 문화의 발달과 산

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반려동물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1인 가구 및 고령가구 수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그림 1). 이러한 추세를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우리나

라의 반려동물 시장은 앞으로 6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

1.2. 반려동물 식품 산업 규모 및 산업 동향

장기 경기 침체가 주된 화두인 요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성장이 도드라진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반려동물관련 

시장을 ‘펫코노미’로 부르며 유통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주목하고 있다. 펫코노미 산업은 세계미래학회에서 ‘미래 10대 

전망’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는 선진국형 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조 3,3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1조 5

천억원에서부터 연평균 14.5%의 성장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7년에는 약 6조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2012년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3%는 반려동물사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 2016).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서, 다른 항목들과 다르게 반려동물 식품 부분의 

경우에는 매월 지속적인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그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중은 2015년 기준 21.8%, 시장규모는 5.8조원으로 2010년 17.8%, 0.9조원 대비 보유가구는 4% 증가하였으나, 시

장규모는 6.4배가 증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여러 부분에서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발전되고 고급화 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양질의 먹거리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고급사료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고급제품을 위주로 지

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반려인들은 보다 양질의 먹거리를 위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프리

그림 1.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가족형태 변화 및 반려동물 수의 변화

김재필 외, 201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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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엄 제품 등을 선호하는데, 질적인 부분과 안전성 등의 이유로 국내제품보다는 해외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렸하

다(관세청, 2021). 전세계 반려동물 사료 시장을 점유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현재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해 사

실상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관세청, 2021). 농업경제연구소가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반려동물의 사료 및 간식 중 42%만이 국산제품이고 수입제품이 58%를 차지

하고 있다. 국산제품들의 경우에도 해외 반려동물 사료 회사들과 합작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반

려동물 사료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은 마스(Mars), 네슬레(Nestle) 등으로, 이들을 포함한 상위 5개 다

국적 기업은 세계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수익성이 높은 고급사료 시장에 진출해 있다

(Pet Food Industry, 2013).  

2014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의 전체 20% 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16%로 추산된 반면, 반려묘의 경우는 3.4%로 나타났는데(농수산식품부, 2015), 이는 고양이에 대한 기

성세대의 부정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화·서구화와 함께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진 젊은 층의 증가로 

고양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줄어들면서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묘의 경우, 반려견과 

달리 반려인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루기 쉽다는 인식도 있어 반려묘 인구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도 분석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반려동물 시장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 반려동물 시장 초기에는 

반려견이 주류를 이룬 반면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반려묘 관련 시장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해외 반려동물 산업 시장 동향

2.1. 미국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인구의 68%가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APPA, 2017). 이는 APPA에서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88년의 56%에서부터 

매년 점차적인 증가를 보인 수치이다(APPA, 2017). 미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크게 두개로 나눌 수 있는데, 50%의 반려

동물 관련 시장은 그 대상이 개와 고양이이며, 다른 50%는 말이 그 대상이다. 동물의 숫자로는 개와 고양이가 훨씬 많

지만, 말의 경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양적으로 크게 차지한다. 

미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905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에는 971억 달러, 2020년에는 약 1,036억 달러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약 7%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규모는 대략 2020년에는 420억 달러였으며, 2021년에는 약 441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된다(Statista, 

2022; APPA 2022). 그리고 각 분야별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사료 및 간식 41% > 애완동물 용품 21% > 수의사 

진료 및 관련 용품 30% > 그 외의 그루밍 등의 서비스 8%로 나타났다(Statista, 2022; APPA 2022). 설문조사에 의

하면 미국 반려인들의 경우, 평균 일년에 약 500달러의 비용을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

하면 사료구입 연지출액은 200-300달러 수준으로 수준으로 사료된다(Statista, 2022). 이는 미국 반려동물산업협

회 (APPA, 2022)의 설문조사에서도 뒷받침되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반려동물에서 지출된 금액의 항목들 중에서 

사료 및 간식 등의 소비지출 규모는 강아지의 경우 $368, 고양이의 경우 $326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 

항목에 일반적인 지출 외에 비타민이라는 항목이 있으며, 그 규모로는 강아지는 $81, 고양이는 $47의 지출이 조사

되었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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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달아 발생한 반려동물 식품 안

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사태로 인하여 반

려동물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져 사료제

조회사들은 품질 좋은 고급사료를 생산하

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10월에

는 미국의 다른 반려동물 사료들에서는 납

이 높은 함량으로 검출되어 리콜되었다. 또

한 2017년 초에는 몇가지 반려동물용 캔식

품에서 안락사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이 검출

되었고 그 중에는 미국 농무성(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안

정성이 더욱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기농 인증을 받은 캔식품의 경우에

는 소비자가 직접 실험실에 의뢰하여 결과

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반려동물 식품 안

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

를 알 수 있다.

2.2. 일본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가구수가 약 27%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독신과 저출산 및 고령화 세대가 늘면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러한 일본은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반려동물 시장을 가

지고 있는 국가로 2019년 약 1.57조 엔 규모였으며, 2022년에는 약 1.7조 엔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Statista, 2021).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형견이 주를 이루는 일본의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고급과 저렴한 제품으로 양분

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식품 제조업체들은 연령별, 반려동물의 종별, 기능성별 등의 세분화된 상품개발로 다양한 소비

자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제식과 간식이 발달되어 있어 사람 것과 유사한 모양과 텍스쳐의 강아지케이

크와 도시락까지도 출시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에서 수제식을 만들어 먹이는 경우도 많은데 일본의 

Disdrive에서 조사한 결과, 강아지의 경우 14%, 고양이의 경우 5%의 반려인이 집에서 만든 수제식을 만드는 것으로 응

답했다(Dimscrive, 2010). 이처럼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위해 수제식을 만들어 먹이는 경향이 있어 일본에서는 

관련 서적을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2. 미국의 반려동물시장 규묘 및 각 항목별 규모

Statista, 2022에서 인용; 2018년부터는 APPA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규모를 산정함;  

(E)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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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중국의 경우,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고령화로 65세 인구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평균 44%인데에 반해 중

국의 경우는 61%로, 203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미국 인구보다 많은 3억 5,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UN은 전

망하고 있다. 중국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2,740만 마리로 미국(6,993만 마리), 브라질(3,580만 마리)에 이어 세계 3위

며, 고양이 수는 5,810만 마리로 미국(8,060만 마리)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거대한 시장이다(GfK, 2015).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칙상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해야 하

지만,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반려동물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1년 중국 대도시 중심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은 약 2,490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400억 위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a, 2022b). 그 중에서도 반려견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430억 위안인 반

면, 반려묘 시장의 규모는 약 1,06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소형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료를 급여하고 간식의 구매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fK, 2015). 중국 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시장을 살펴보면 천연제품은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매우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고양이의 경우 천연제품의 비중이 전체의 6%로 199.8%의 성장률을 보였다(GfK, 2015). 

강아지의 경우 천연제품의 비중이 전체의 19%를 차지하였고, 이는 74.4%의 성장률을 나타냈다(GfK, 2015). 강아지 식

품의 천연제품이 아닌 경우는 오히려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GfK, 2015). 곡류무첨가나 프리미엄 사료의 경우

에도 매해 약 379%의 높은 성장률이 보였으나, 아직 전체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GfK, 2015). 그러나 반려인들

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프리미엄 사료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3. 반려동물 식품 관련 전세계적 동향

반려동물 사료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건사료와 캔사료 밖에 없었다면, 최근에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

화하고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사료들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식품은 크게 간식, 생식·냉장·냉동·동결

건조 사료, 반습식(semi-moist) 사료, 습식 사료, 건조 사료와 같이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지고 있다(그림 3)

(Pet Industry, 2015). 해외에서는 곡류무첨가, 생식, 동결건조 반려동물 사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GfK, 2015), 

국내에서도 이들 수입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람의 식품 경향과 반려동물 식품 (사료 및 간식) 경향과의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반려동물 식품업계에 알려져 왔

다. 최근의 반려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가능한 최상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특유의 건강기능성이 

두드러진 이른바 슈퍼푸드 성분이 반려동물 식품에 들어가길 원한다. 대표적인 슈퍼푸드는 항산화 식품들로 단백질, 섬

유소,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특징이 있다. 항산화 식품들은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의 비만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 다양한 반려동물 식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 더불어서 반려동물 식품의 트렌드 중의 하나인 곡류무첨가(grain-free)의 경우, 고구마, 병아리콩, 렌틸콩과 같은 

식품원료를 곡류 대신에 첨가하고 있다. 

-   식물성 소재: 알팔파, 보리, 귀리 등의 식물성 소재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등의 기능성이 

있다. 밀이나 옥수수 등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식물성 소재들로는 수수, 아마란스, 퀴노아, 병아리콩, 치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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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메밀 등이 있다. 또한 스피룰리나와 클로렐라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여 반려동물 식품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   과일 및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및 케일은 면역효과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과일에서는 블루베리, 크렌베리, 

블랙베리, 엘더베리 등이 항산화 효과가 풍부하여 많이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식품 자체의 방부제로서 도

움을 주기도 한다. 

-   기능성 원료: 피모나 면역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최근 반려동물 기능성 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형견들의 경우, 유전적으로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관절과 관련된 보충제도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녹색 입 홍합 분말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녹색 입 홍합 분말은 항염증제 효과 및 관절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맛이 까다로운 반려동물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바이오

틱스도 최근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장내 환경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녹차 등의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식물의 추출물들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강황의 경우 관절과 뼈의 건강뿐만 아니라 항염

증효과가 뛰어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Petfood Industry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려인들이 구매한 기능성 식품(사료와 간식)을 조사해 본 결과를 살펴보

면(그림 4)(Pet Industry, 2015), 강아지의 경우 오메가-3 지방산과 항비만 효과 소재가 첨가된 제품을 많이 구매했으며 

질환과 관련된 기능성에서는 관절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였다. 고양이의 경우, 항비만 효과 소재가 첨

가된 제품이 많이 구매되었으며, 심장과 뇌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많이 구매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곤

충단백질인데, 유럽과 미국의 일부 반려동물 식품에 현재 일부 첨가되어 판매 중이다(그림 5). 그러나 관련 규제, 생산, 

그리고 소비자들의 곤충단백질의 사용에 대한 수용부분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아직까지는 사용이 제한적이

그림 3. 전세계적으로 102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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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Buhler사는 곤충 공급업체인 Protix와 함께 Buhler insect technology를 2017년 설립하여 반려동물과 가

축동물의 사료에 들어가는 곤충단백질을 생산하겠다고 공표했다. 유럽에서는 2016년 곤충단백질을 물고기사료의 원

료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사람식품에서도 곤충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원의 대체물로 여겨지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관련 규제들이 생긴다면 반려동물 식품산업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4.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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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려동물 보충제 관련 주요 시장 동향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반려인들의 니즈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들이 보다 고급화되고 양

질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생애주기에 따른 질병들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보충제 등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 사람

의 수명이 증가하는 것처럼, 반려동물들도 수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양질의 사료 및 음식의 제공으로 반려동

물의 수명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anfield Pet Hospital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강아지의 평균수명

은 약 11년이고,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12.1년으로, 이는 2002년에 비해 강아지의 수명은 약 4%(약 6개월) 가량 늘어났

으며, 고양이의 수명은 약 10%(약 1년)정도 늘어났다(Banfield, 2014). 이렇게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다

양한 질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만 및 대사성 질환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부터 암이나 치매(인지불능증, 

dementia or geriatric)와 같은 질환의 발생빈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로, 2000~2010년 사이에 반려동물 보충제 관련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

을 보였다. TechNavio(2016)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관련 시장이 매년 5.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었다. 반

려동물 대상의 글로벌 기능성식품 시장은 2020년 약 14.7억 달러 규모였으며, 2021년부터 2028년 사이 반려동물 보

충제 산업 시장은 매년 5.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Grand View Research, 2021). 

반려동물 보충제 산업시장 또한 식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시장의 발자취를 따라 오는 추세이

다. 지난 10여년 동안에는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보

다 구체적이고 검증된 기능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반려인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

물의 연령 및 비만 등 관련 건강 요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으로 사료된다. 

그림 5.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곤충단백질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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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의 경우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많은 반려인들의 천연 또는 유기능 제품을 찾음에 따라 관련시장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천연 제품의 생산 및 수요는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과민 반응 및 민감성을 가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영양적·기능성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주요 요인이다. 

Ⅲ. 결론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이며 반려동물의 수명 또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가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대

상으로 하는 식품(사료와 간식)과 보총제 관련 시장은 규모면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의 식품을 가축에게 주는 먹이를 의미하는 ‘사료(feed, 飼料)’라고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된 선국국에서는 사료는 가축에게 주는 먹이를 의미하고, 반려동물에게 주는 것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

물을 의미하는 ‘식품(food, 食品)’이라고 지칭한다. 우리의 반려문화가 점차 발전됨에 따라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의 식품과 같은 수준에서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반려동물 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식품을 연구 

및 생산하는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더불어 현재 국내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국내 

관련 업체는 열세이지만, 세분화되고 있는 시장인만큼 새로이 생성되는 블루오션을 찾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제 분야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선도업체가 부재한 실정

이다. 따라서 해외에 뒤처지지 않는 높은 제조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

악하고 대처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면 해외시장 진출에 큰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의 국내 및 해외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들은 관련 자료를 찾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 및 안전성 관련 연구결과도 요구함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요구된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있는 중국과 인도같은 반려

동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겨냥한다면 국내 식품관련 기업들에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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