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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작센은 유럽의 주요 농업 지역에 속

합니다. 농업 및 식품 산업은 주요 경제 

부문입니다. 몇 백 년 간 이어진 맛있는 

식품 생산은 니더작센의 지역과 사람들

을 형성했습니다. 북해에서 잡은 물고

기, “알테스 란트”에서 수확한 사과, 니

엔부르크의 아스파라거스, 암머란트의 

소시지, 뤼네부르크 하이데의 감자, 하

젤뤼네 “곡창 지대”에서 만든 스피리터

스나 아인벡의 맥주 등 다양한 풍경만

큼이나 다양한 제품이 생산됩니다.

니더작센은 음식과 음료를 즐깁니다. 

물론 세계와 함께 나누면서요. 니더작

센 식품 생산량의 약 22%가 수출되며, 

해외 판매는 110억 유로에 달합니다. 수

출의 82%가 유럽 내에서 거래되지만, 

중국, 대한민국 및 미국 역시 무역 상

대국입니다. 350억 유로 이상(2018년도 

기준)의 규모를 지닌 식품 산업은 기계 

공학, 화학 및 전기 산업보다 앞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주요 가공 분야입니다. 

탁월한 자연적 위치 요인뿐만 아니라, 

노하우,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이 경쟁력

을 더욱 강화합니다.

과학 기관, 컨설팅 기관 및 해외 대표 

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지식 이전, 

마케팅 문제 및 국제화 분야에서 기

업을 지원합니다. LI Food, 즉 국가 이

니셔티브 식품 산업, DIL – 독일 식료

품 기술 기관, 니더작센 주 농업 및 식

니더작센의 자연의 맛! 

표 1: 한 눈에 살펴보는 니더작센

연방 통계청: 2018년 기준

품 산업 마케팅 협회, Food – Made in 

Germany, 유럽 기업 네트워크를 포함

한 수 많은 조직이 서비스 제공업체 및 

네트워크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니더작

센의 식품 산업은 소규모 소유주가 관

리하는 수작업 제조업체부터 세계적으

로 유명한 대형 브랜드까지 포함합니

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수작업 

제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의 식품 제조업체는 전국 10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일

부는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브랜드로는 

베렌첸(Berentzen), 발젠(Bahlsen), 예거

마이스터(Jägermeister), 뤼겐발더 뮐

레(Rügenwalder Mühle) 및 비젠호프

(Wiesenhof) 등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 단위 독일 니더작센
독일과 비교하여  

니더작센 비율

면적 km2 357,582 47,710 13.34 %

인구  백만 82,792 7,963 9.52 %

인구 밀도  E/km2 232 167 x

운영 농장  1,000 단위 275.4 37.8 13.73 %

식료품 생산 농장 절대값 24,426 685 2.08 %

농업 면적  ha, 1,000 단위 16,658.90 2,598.20 15.60 %

ha/농장 ha 60.5 68.7 x

농업 종사자  1,000 단위 940.1 130.3 13.86 %

식료품 생산 종사자 절대값 823,085 74,668 9.70 %

소  백만 12.093 2.572 21.27 %

돼지  백만 26.898 8.5 31.60 %

산란계  백만 51.936 19.502 37.55 %

육계  백만 93.791 61.352 65.41 %

우유 생산량  백만 t 32.598 7.05 21.63 %

곡류  백만 t 34.604 4.769 13.78 %

사탕무  백만 t 26.191 7.203 27.50 %

감자  백만 t 8.921 4.162 46.65 %

니더작센 농업 및 식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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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기업 

육류 가공업자

가금류 제품 제조업체
계란 포함

생선 가공업자

유제품 가공업자

곡류 제품 가공업자

그림 1: 한 눈에 살펴보는 식품 산업의 중점:

감자 가공업자

음료

제분소
연간 제분량 100,000 t 이상

지방 및 오일 가공업자

특수 식품 산업 
(예: 향신료, 고급 식료품)

동물성 재료 정제
중심 영역

친환경 농업
중심 영역

감자 재배
중심 영역

밀 재배
중심 영역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요:

니더작센 식품 산업의 중점.

연간 거래액 1억 € 이상인 기업

출처: Marketinggesellschaft der niedersächsischen

Land- und Ernährungswirtschaft e. V., 2010

니더작센의 자연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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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작센은 성공적인 농업 및 식품 산

업에 있어 유리한 지리적 요인을 다양

하게 결합합니다. 기후 요인 및 토양 특

성과 같은 자연 조건뿐만 아니라, 공간

적 위치, 사람들의 동기 부여 및 자격 능

력 및 정치 및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

반 요건 역시 이에 일조합니다.

지리적 위치 – 유럽 시장과의 
근접성

니더작센은 유럽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효율적인 운송 경로와 물류 역량이 결

합된 지리적 위치로, 니더작센은 대륙 

전체의 주요 교통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산업에 역시 큰 도움이 됩니

다. 생산지와 주요 판매 지역이 매우 가

깝습니다. 니더작센의 기업은 동부 지

역의 판매 시장과 베네룩스 국가와의 

집중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다양한 소비자 가까이에 위치합니

다. 하노버, 브라운슈바이크, 괴팅엔, 볼

프스부르크 등 대도시 지역이 주의 남

동부에 위치하며, 함부르크와 브레멘이 

니더작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합니

다. 또한 유럽의 가장 큰 인구 밀집 지역

이자 높은 수요를 창출하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접근이 용이합니다. 트

럭으로 “5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시

장 잠재력”을 지닌 소비자가 약 1억에 

달하며, 이는 유럽 연합 인구의 1/4 이

상입니다. 니더작센은 유럽 시장에 서

비스를 제공하기에 탁월한 출발점입니

다.

식품 클러스터 – 최고의 네트
워크

초기 단계에서 업계의 트렌드와 주요 

동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니더작센은 

최전방에서 함께합니다. 니더작센의 다

양한 지역에서 모든 제조 및 시장 단계

를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해, 긴밀

한 식품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이는 

남부 베저 엠스 지역의 육류 가공 및 

하노버/브라운슈바이크 지역의 제분 산

업에도 적용됩니다. 환경 및 인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역시 이곳에

서 다뤄집니다. 이는 집중적인 사업 관

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됩니다. 

또한, 수 많은 조직, 협회, 연구소 및 대

학이 최신 지식과 실습 위주의 연구 프

로젝트로 식품 사업을 지원합니다.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대상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대상 국가 행정 처리

를 위한 연락책 또는 적합한 사업 파트

너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니더작센의 해외 대표 사무소는 중국, 

미국 및 러시아에 존재하며, 쿠바, 스칸

디나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터키 

등에는 파트너 사무실이 존재합니다.

그림 2: 총 제조물 수출량에서 식품 산업의 점유율

 식품 및 사료 생산, 음료 생산, 
담배 가공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기타 차량 제조

 기계 제조

 기타

47.50 %

14.00 %

27.10 %

11.40 %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 위치

연방 통계청: 2018년 기준

니더작센 농업 및 식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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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국제적인 선두

니더작센의 농업은 다양한 농업 무역 

기업 및 700개 이상의 식품 가공 기업

을 포함합니다. 하청 업체 부문 중, 특히 

농기계 및 축사 건축 시스템에서 전 세

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담메

에 위치한 농기계 생산업체인 Grimme 

Landmaschinenfabrik GmbH & Co. 

KG와 슈펠레에 위치한 Bernard Krone 

Holding SE & Co. KG 등이 이에 속합

니다. 베흐타에 위치한 Big Dutchman 

International GmbH는 축사 건축에 있

어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국제 농업 박람회인 Agritechnica와 

EuroTier가 하노버에서 주기적으로 개

최되며, 생명 공학 국제 박람회인 Bio-

technica역시 개최됩니다. 이 박람회는 

니더작센의 농업 및 식품 산업의 탁월

한 지리적 위치를 증명하며, 니더작센

에 기반을 둔 기업이 국제 무역 분야에

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품질 및 안전 – 타협이란 없다

독일의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명

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투명

성 및 신뢰성은 업계의 생산 공정에 있

어 최고의 운선 순위를 차지합니다. 니

더작센의 식음료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일련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거칩니

다. 회사 간 표준에는 유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유제품 QM) 및 육류, 감자, 과일 

및 채소에 대한 QS 마크 및 국제 농업 

 우유

 기타 채소 제품

 곡류

 원예 제품

 감자

 사탕무

 송아지를 포함한 소고기

 가금류 및 계란

 돼지

 기타 동물성 제품

바덴 뷔르템베르크 동계청: 2019년 기준

그림 3: 니더작센의 농업 생산 가치

생산 인증 표준인 GLOBALG.A.P 및 세

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 식

품 표준”(IFS)이 있습니다. “할랄” 또는 “

유기농”과 같은 추가 인증으로 거래자

와 생산자 간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런 다양한 보장 시스템의 다수는 거

래자와 생산자 간의 식품 품질 및 안전 

보장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로써, 

완벽한 제품만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친환경 식품 사업 – 전통과 미
래

니더작센은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 식품 

산업에 있어 긴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

다. 1932년에 이미 윌첸 지역의 클라인 

쥐슈테트에 위치한 “Bauckhof” 농장에

서 유기농 원칙에 기반한 농업을 시작

했습니다. 니더작센의 유기농 농업 지역 

및 유기농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식품 

제조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

다. 현재 약 2,000 곳의 유기농 농장 및 

1,300 곳의 유기농 가공 업체가 있습니

다. 이중 약 1/3은 농장이자 가공 업체

로, 농장에서 키운 작물을 가공하여, 농

장 제과점, 농장 치즈 판매점 또는 농장 

정육점 등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제

과점과 정육점 등 소규모의 수작업 가

공 업체뿐만 아니라, Bauck GmbH & 

Co. KG, 과일 주스 생산업체인 Voelkel 

GmbH, Bohlsener Mühle GmbH & Co. 

KG, Ulrich Walter GmbH(Lebensbaum) 

또는 Allos GmbH사와 같이 중소기업 

규모의 식품 가공업체 역시 다수 존재

합니다.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 위치

20.30 %

14.30 %

8.00 %

6.10 %
1.80 %

7.10 %

13.30 %

18.60 %

5.10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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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작센의 농부들은 중앙유럽에서 자

라는 거의 모든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

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식품 가공 산업 

및 수제 식품 산업을 위한 기초를 형성

합니다.

식물 육종 – 혁신을 위한 원동
력

니더작센의 종자 육종 기업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목표는 각 지역의 지리

적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식물 품종을 

개발하여, 최고의 수확을 가능하게 하

면서도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니

더작센은 이와 같은 역량에서 역시 오

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초의 단

배종 사탕무는 니더작센에서 교배되었

습니다.

비록 중간 규모이지만, 곡물 분야에서

는 Saaten-Union GmbH 및 KWS LO-

CHOW GmbH, 사탕무, 옥수수 및 유채

에서는 KWS SAAT SE & Co. KGaA 또는 

감자에서는 Europlant Pflanzenzucht 

GmbH 가 오랫동안 국제 시장에서 높

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 –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
한 다양한 수확물

니더작센은 독일 내에서 감자 및 사탕

무를 월등하게 가장 큰 규모로 재배합

니다. 감자 재배는 독일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품종과 가장 큰 수확량을 자랑

합니다. 

니더작센에서 독일 내 밀, 호밀 및 보리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배됩니다. 북쪽에

는 우유 생산을 위한 광활한 목초지가 

있으며, 하노버의 남쪽과 북동쪽으로는 

감자 및 사탕무 재배와 곡물 재배가 이

루어집니다. 동물 사육 및 바이오 에너

지 자원의 기초가 되는 옥수수는 니더

작센에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니더작센은 독일의 다른 연

방 주와 비교하여, 경작 작물 가공에서 

역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니

더작센은 독일 내의 제분 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제분량을 처리합니다. 감자

는 소비자에게 직접 요리용 감자로 제

공되거나, 식품 가공업체에서 감자 튀

김, 감자 칩 및 건조 및 냉동 식품 형태

로 가공하거나 전분 및 전분 파생 제품

으로 가공됩니다.

니더작센 보리 수확량의 약 1/4은 맥주 

양조용 보리입니다. 니더작센에서 재배

된 보리 맥아는 특히 고품질 맥주 양조

에 적합하여, 잘츠기터의 Cargill GmbH 

및 파이네의 Heine Malz GmbH가 이

를 사용하여 맥주를 생산합니다. 니더

작센에서 맥주 양조는 오랜 전통을 지

니고 있으며, 이미 14세기에 이와 관련

된 기록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맥주 양

조장으로는 전통으로 유명한 Einbecker 

Brauhaus AG, Friesisches Brauhaus zu 

Jever KG 및 Privatbrauerei Wittingen 

GmbH 등이 있습니다.

설탕 – 사탕무에서 얻은 필수 
원재료

특히, 남부 니더작센의 비옥한 토양과 

집중적인 관개 농업을 실시하는 동부 

뤼네부르크 하이데의 경질 토양 모두

에서 사탕무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설

탕이라는 원재로가 없다면, 식품 산업

의 많은 제품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

니다. 

니더작센의 사탕무 재배, 사탕무 가공 

및 설탕 생산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

습니다. 니더작센의 사탕무 생산의 대

부분은, 현데 유럽의 주요 설탕 제조업

체 중 하나인 Nordzucker AG가 관여하

고 있으며, 정제 설탕을 포함하여, 식품 

산업의 다양한 원료로 가공됩니다.

토양 관리 및 농작물

니더작센 농업 및 식품 산업



7

생산량의 단지 20%만이 소매용 설탕으

로 유통됩니다. 생산량의 4/5는 과자 및 

음료 등 식품 산업에 사용됩니다.

스마트한 판매 – 어린 채소와 
오래된 땅

유리한 지리적 요건과 스마트한 마케팅

으로, 니더작센은 아스파라거스 재배뿐

만 아니라, 블루베리 재배 역시, 독일에

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함을 증명했

습니다. 독일에서 수확한 블루베리의 

2/3은 니더작센에서 재배됩니다. 함부

르크 근처의 엘베 지역에 위치한 알테

스 란트는 유럽 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

의 과일 재배 지역입니다. 매년 평균 약 

300,000톤의 사과를 수확합니다. 과일

로 만든 주스, 건조 및 냉동 식품을 생

산하는 수 많은 가공업체 역시 이 곳에 

위치합니다. 

니더작센의 채소 재배 농부들은, 정기

적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높은 총 생

산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독일 어디에

서도 여기보다 더 많은 오이나 양배추

를 수확하지는 못합니다. 대규모 생산 

업체가 식품 소매 및 식품 산업에 직

접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많은 중소 기

업은 연합하여 구성원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담당하는 효율

적인 생산자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EU 

법률에 의거하여 공인된 7개의 생산자 

조직은 서로 다른 영역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조

직은 파펜부르크의 Gartenbauzentrale 

eG와 알테스 란트의 ELO Langförden 

및 Elbe Obst입니다. 이 조직은 화분에 

심은 허브와 과일, 채소 및 베리류에서 

양파와 버섯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을 생산합니다. 

니더작센의 원예 제품의 중요 분야는, 

과일 및 채소 재배와 함께 관상용 식물 

재배 및 조경용 수목 생산입니다.

음료 – 유명한 리쾨르, 슈납스 
및 오스트프리젠 티

전 세계적의 클럽과 바에서 가장 사랑

을 받는 니더작센의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예거마이스터입니다. 1878년 이

래로 Mast Jägermeister AG는 볼펜뷔

텔에서 이 수출 히트 상품을 생산해왔

습니다. 독일의 그 어떤 스피리터스도, 

이 허브 리쾨르보다 많이 수출되지 않

았습니다.

하젤뤼네의 스피리터스 생산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

는 최대 26개의 증류주 회사가 위치하

여, 한때 이 한자 도시는 니더작센의 곡

류 중심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늘날 

잘 알려진 스피리터스 생산업체인 Ber-

entzen는 여전히 밀을 원료로 하는 전

통적인 증류주를 생산합니다.

Jos. Rosche GmbH & Co. KG 증류주 제

조업체 및 H. Heydt GmbH & Co. KG 

개인 증류주 제조업체 역시 증류주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 두 곳입니다. 

하지만 니더작센에서는 무알콜 음료 역

시 생산됩니다. 오스트프리즐란트 지역

은 3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특별한 

차 문화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 판매

되는 오스트프리젠 티를 포함한 다양한 

차를 생산하는 J. Bünting Beteiligungs 

AG, Laurens Spethmann GmbH & Co. 

KG의 자회사, Thiele & Freese GmbH & 

Co. KG 등 다수의 기업이 이곳에 위치

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니더작센에는 깨끗한 수원과 착즙 

업체가 있어, 과일 및 미네랄 워터를 재

료로 한 다양한 음료를 생산합니다. 유

명한 브랜드로는 VILSA 생수, beckers 

bester 및 Voelkel 과일 주스 등이 있

습니다.

사탕무는 니더작센에서 특히 잘 자랍니다. 매년 평균 약 300,000톤의 사과가 알테스 란트
에서 생산됩니다.

니더작센에는 몇 백 년간 이어져온 고급 스피
리터스 전통이 있습니다.

토양 관리 및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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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및 육류 및 소시지 가공품, 우유 가

공품 및 유제품과 계란 생산 및 그 가공

품 생산은 니더작센의 농업 및 식품 산

업에서 높은 우선 순위를 지니고 있으

며 많은 거래량을 차지합니다. 농부들

의 수입의 약 60 %는 축산업이 차지하

며, 이는 독일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축산 – 유전학을 통해 수출 히
트 상품으로

전 세계의 축산업자는 니더작센의 축

산업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합니다. 

독일 홀스타인 품종은 니더작센에서 가

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입니다. 대규모 

축산 협회인 Masterrind GmbH, Verein 

Ostfriesischer Stammviehzüchter eG 

및 Osnabrücker Herdbuch eG는 최신 

번식 기술을 적용하여, 니더작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축산업자에게 최고의 

유전자를 지닌 품종을 공급합니다.

니더작센의 BHZP GmbH(연방 품종 개

량 프로그램)은 뤼네부르크 근교, 엘링

엔에 위치하였으며, 독일의 돼지 축산

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입

니다. 국제적인 기업인 PIC 역시 하노버

에 독일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니더작센의 가금류 사육 및 번식 관련 

기업은 Aviagen Group, Lohmann Tier-

zucht GmbH, Geflügelzuchtbetrieben 

Gudendorf GmbH & Co. KG, PHW-

Gruppe Lohmann & Co. AG, Moorgut 

Kartzfehn von Kameke GmbH & Co. 

KG 및 Heidemark Mästerkreis GmbH 

& Co. KG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니더작

센 주 정부는 멸종 위기를 마주한 품종

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

며, 소위 번식 품종 로열티를 지닌 축산

업체를 지원합니다. 동시에 독일의 축

산 동물의 유전자 은행에 보관된 대부

분이 니더작센 출신의 품종입니다. 

니더작센의 주요 동물 관련 사업은 스

포츠 및 레저용 말 사육 및 관리입니

다. 하노버와 올덴부르크 품종은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성

공적인 스포츠 마종으로 매우 인기 있

습니다.

소 사육 – 고기보다 더 많은 우
유 생산량

니더작센에서는 육류용 및 우유 생산

용 소를 모두 키우고 있습니다. 2016

년, 니더작센에서 약 172,000톤의 쇠고

기 및 송아지 고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축산 및 가축 사육

쇠고기 및 송아
지 고기

돼지 고기 가금류 낙농업체에 우
유 공급

버터 탈지 분유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 있
는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제품량 1,000 t 단위 1,000 t 단위 1,000 t 단위 1,000 t 단위 1,000 t 단위 1,000 t 단위 100만개 단위

니더작센 172.8 1,788.30 856.8 6,373 130.4 151.6 4,706

독일 1,129.00 5,498.20 1,514.20 31,255 547.60 430.7 12,087

독일과 비교하여 니더
작센 비율

15.31 % 32.53 % 56.58 % 20.39 % 23.81 % 35.20 % 38.93 %

표 2: 동물성 제품

연방 통계청: 2018년 기준

니더작센 농업 및 식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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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우

유 생산입니다. 약 9,500개의 농장에서 

약 850,000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

습니다. 니더작센의 우유 생산량은 70

억 5천만 킬로그램으로, 독일 전체의 약 

1/5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

유는 협동 낙농장에서 가공됩니다. 

니더작센의 DMK 그룹은 다수의 연방 

주에 약 7,000명의 우유 생산자와 협동 

조합원 및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유럽

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동 낙농장 중 하

나입니다. 우유는 주로 서쪽의 오스트

프리즐란트에서 동쪽의 쿡스하펜, 남쪽

으로는 로텐부르크에 이르는 해안의 목

초지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니더작센

의 남부에도 매우 생산량이 많은 낙농

장이 있습니다.

돼지 사육 – 최고급 육류 및 소
시지를 위한 기반

돼지고기 생산 역시 니더작센의 주요 

농업 중 하나입니다. 8백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니더작센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전체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의 약 2/3이 양돈

가이며, 1/3은 새끼돼지 생산에 특화되

어 있습니다. 지역 육류 가공 회사는 원

재료를 지역 내, 유럽 및 전 세계 시장

에 유통하기 위해 다양한 육류 및 소시

지로 가공합니다. 육류 제품뿐만 아니

라, 육종 또는 번식을 위해 살아있는 동

물 역시 외국으로 수출됩니다.

가금류 사육 – 닭고기의 1/2은 
니더작센에서 생산

닭, 칠면조 및 요리 등 가금류 사육은 

니더작센 육류 제품의 중요한 요소입니

다. 2017년에는 약 900,000톤의 가금류

가 생산되었습니다. 독일 육계의 1/2은 

니더작센에서 사육된 것입니다. 독일 

생산량의 40 % 에 육박하는 47 억개의 

계란 역시 니더작센에서 생산됩니다. 

계란 뿐만 아니라 돼지 및 가금류 생

산은 엠스란트, 클로펜부르크, 베흐타

의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도축장 및 육류 가공 산업 등 

효율적인 가공업체가 발달하여, 국내외 

시장 모두에 제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하

고 있습니다. 니더작센 전역에서 중소

기업, 전문 제조업체 및 경쟁력 있는 전

통적인 정육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

다.

어업 – 북해 게 판매

750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선이 있

는 니더작센은 어업 역시 발달하였습니

다. 디춤과 쿡스하펜 사이의 북해 연안

과 레이부흐트의 엠덴 암 돌라르트, 노

르트다이히 및 그레트질의 해안과 야데

부젠과 베저 사이의 부트야딩엔은 오랜 

어업 역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역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랑을 받는 미식 재료인 북해 게입니

다.

어업은 주로 작은 동력선 및 연안 낚시

로 이루어지며, 일부 소규모 심해 낚시 

역시 실시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륙 양

식장에서 잉어, 송어 및 기타 민물고기 

역시 양식합니다. 베저와 엘베 강 등, 큰 

강변에는 전문적인 직업 어부가 여전히 

소수 남아있습니다.

대규모 낙농장: 특히 북해 연안의 초원 지역 가금류 사육은 니더작센의 주요 사업 분야입
니다.

게는 니더작센 연안 낚시의 가장 큰 수입원입
니다.

축산 및 가축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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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하여, 니더작센 식품 산업 매출

화학 및 제약 제품 생산

식품 및 사료, 음료 산업 및 담배 가공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기타 차
량 제조

기계 제조

그 중 농업 및 임업용 기계

35,420

14,997.30 

94,017.40 

1,956.80 

12,425.60 

0 20,000 40,000

판매액, 백만 유로 단위

현재 운영중

현재 운영중

60,000 80,000 100,000

표 4: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하여, 식품 산업 기업 수

화학 및 제약 제품 생산

식품 및 사료, 음료 산업 및 담배 가공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기타 차
량 제조

기계 제조

그 중 농업 및 임업용 기계

719

461

178

41

188

0 200 400 600 800 1000

표 5: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하여, 식품 산업 종사자 수

화학 및 제약 제품 생산

식품 및 사료, 음료 산업 및 담배 가공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기타 차
량 제조

기계 제조

그 중 농업 및 임업용 기계

79,814

64,768

153,937

8,544

29,995

0 25,000 50,000 75,000 150,000125,000100,000 200,000175,000

연방 통계청: 2018년 기준

니더작센 농업 및 식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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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니더작센의 농업 및 식품 생산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높이는 연쇄적

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농촌지역

을 형성하고 성숙한 경제 지역 형성과 

후손을 위한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

해 함께 노력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양

한 당면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

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기후 변화, 자

원 보호, 생물 다양성 보호 등, 니더작센

의 농경지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과제

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니더작센의 기업은 사회 변화와 새로운 

식품 양식, 그리고 점점 더 차별화된 제

품 품질에 대한 요구에 훌륭하게 대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전 세계 최

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니더작센의 식

품은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놀라움을 선

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곳, 니더작센, 독일, 그리고 전 세계 어

디에서나 말입니다.

국제적인 방향성을 지닌 니더작센 농업 및 식품 산업 기관

힐데스하임, 니엔부르크, 베스터슈테데 독일 농업 공학부(DEULA) www.deula.de

DIL – 독일 식품 기술 연구소 / German Institute of Food Technologies www.dil-ev.de

아이네 벨트 인 니더작센(Eine Welt in Niedersachsen) www.niedersachsen-einewelt.de

유럽 기업 네트워크 EEN www.een-niedersachsen.de

Food – Made in Germany e. V. www.fmig-online.de/startseite.html

IHK-N www.ihk-n.de/themen/International_IHKN/3602996

니더작센 투자청(Invest in Niedersachsen) www.invest-in-niedersachsen.com/en

JKI 브라운슈바이크(JKI Braunschweig) www.julius-kuehn.de/en/crop-and-soil-science/

니더작센 유기농 농업 경쟁력 센터(KÖN) www.oeko-komp.de

니더작센 주, 니더작센 수상청 대표 www.stk.niedersachsen.de

니더작센 주 식품 산업 이니셔티브 www.li-food.de/en/

니더작센 주 식품 산업 이니셔티브, 기업 데이터뱅크 www.li-food.de/en/the-industry/ 
unternehmensdatenbank

니더작센 주 상공 회의소 / Chamber of Agriculture in Lower Saxony www.lwk-niedersachsen.de

LUFA www.lufa-nord-west.com

니더작센 농업 및 식품 산업 마케팅 조직 www.mg-niedersachsen.de

NBank  www.nbank.de

니더작센 소비자 보호 및 식품 안전국(LAVES) www.state-office-for-consumer-protection-and- 
food-safety.niedersachsen.de

니더작센 식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부 www.ml.niedersachsen.de

니더작센 경제, 노동, 교통 및 디지털화 담당부 www.mw.niedersachsen.de

니더작센 발전 정책 연합(VEN) www.ven-nds.de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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