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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경제·사회·인구여건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시장 개방의 영향 등으로 소비

자의 식품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식품정책의 목표가 양적인 공급에

서 고품질·안전 식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으로 전환되고, 적정 영양 섭취를 통

한 건강 식생활 보장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식품소비 통계조사 관

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나, 식품소비 관련 정부승인통계는 지출액 조사 

이외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식품소비행태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되지 못하

고 있다. 대상 식품의 분류와 조사항목도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식품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크게 불충분하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식

품소비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동태적 분석을 통해 생산 및 정책 개발 시 

유용한 분석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식품소비조사 표본을 구

축하여 주기적으로 식품소비행태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3년도부터 시행될 식품소비행태조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

하고, 조사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다. 식품소비행태 조사항목과 조사

방법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식품소비행태조사의 기본 추진계

획이 제시되었다. 식품소비행태조사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식품 관

련 정책 수립과 기업의 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외부 전문가 여러분과 설문에 응해주신 식품분야 연구자 

및 관련 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대행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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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2000년대 후반에 식품소비 

통계조사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나, 식품소비 관련 정부승인통계는 지

출액 조사 이외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식품소비행태 전반을 대상으로 추

진되지 못하고 있다.

식품소비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생산 및 정책 개발 시 유용한 분석기

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식품소비조사 표본을 구축하여 주기적

으로 식품소비행태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에서 2013년도부터 시행될 식품소비행태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조사추진계획 수립을 목적으

로 한다.

연구방법

식품소비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국내외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검토하였다. 식품소비의 조사방법, 분석모형, 조사문항 등과 관련

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9회 개최하였다.

식품소비 조사문항 선정 시 다양한 학문의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경영학 마케팅 분야, 소비자경제학 분야, 표본설계 전문가에게 관련 원고를 위

탁하였다. 식품소비 조사문항과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식품분야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조사는 설문 초안의 조사 내용과 설문지 시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진행과정을 점검하여 최적의 설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예

비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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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식품 구매행태, 식품 선호 변화,

식품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식품공급자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수요자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의 범위는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통계조사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니즈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분석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시의 적절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함으

로써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소비자 조사는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 소득 양극화, SNS 확대 등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사회·인구 특성에 따른 식품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

비자 특성 및 식품구입행태 관련 조사문항이 설계되었다. 식품소비 조사대상 

분야는 식생활(식품, 영양, 건강 관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식품구입 및 소비실

태, 소비자 특성평가, 외식소비행태, 식생활만족도 평가, 식생활 교육 및 홍보 

현황, 주요 정책이슈 등이다. 조사는 가구와 가구원 조사로 구성된다. 가구 조

사는 가구 단위 식품소비 현황이나 가구특성을 조사하며, 가구원 조사는 13세 

이상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별 외식 및 식생활 인식에 대해 조사한다.

식품소비행태 표본조사방법은 특정시점의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반복조사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본 추출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

용하여 주요 권역을 표본층으로 다단확률추출방식을 적용하였으며, 3천 가구

의 표본에 대해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문항 간 논리적 오류 검증, 이상치 검증, 유사 조사와의 결과치 

비교 등을 통해 통계적 자료 검증 절차를 거쳐 통계보고서와 기초분석 보고서

로 작성된다. 조사 결과에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과 소비모형을 적용하여 3∼5

년 주기로 심층분석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다. 또한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신뢰도 

제고와 홍보를 목적으로 2차 연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품소비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방법이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

요가 있다. 식품소비 트렌드 논의를 위한 조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20명 내

외의 ‘트렌드 모니터’ 그룹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트렌드 자문단’ 그룹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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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식품소비행태조사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식품 관련 정책 수립과 

기업의 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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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ase study on developing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Background of Research 
To read a fast changing food consumption behavior trend, laws on statistical 
food consumption researches were enacted in the late 2000s, but in practice, 
the government approved statistical researches on food consumption have been 
mainly conducted around food expense survey, while other statistical 
researches to figure out the overall food consumption behaviors remain 
insufficient. 

General understanding of food consumption behaviors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knowledge to food production and policy making are 
conditional on regular research using representative samples.

Method of Research
Food consumption survey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 and domestic, international relevant institutions collected data 
were examined. To examine the food consumption survey methods, analysis 
of the model, research questions, such as expert meetings were held on 9th. 
Want to access the food consum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various 
disciplines to the field of Marketing, consumer economics, sample design 
experts, the manuscript was commissioned. An food expert survey was 
conducted with respect to survey questionnaire and survey methods. Consumer 
survey conducted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configure the optimal 
surve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objective of the survey on food consumption behavior is providing the 
data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s a food 
supplying industry and make more consumers satisfied with their food 
consumption. The scope of the research represents the up-to-dat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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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trend, the research adopts various investigation and analytical 
methods to identify consumer needs and uses the reliable statistical survey 
system. Survey results is also the applicable to as many occasions as possible.

The survey questions were designed to figure out latest food 
consumption trend and mainly deal with consumer perception toward daily 
diet, food purchase and consumption practices, consumer attributes, eating-out 
behaviors, satisfaction level for current diet, dietary education, and key policy 
issues. The survey is divided into a household section and an individual 
section. 

As sampling method, the repeated survey method is concluded as the 
most appropriate. For sampling, the 2010 census data will be referenced to 
select key regions as sample areas and be applied with the multi-stage 
sampling method. Annual survey of 3,000 households and their members by 
Face-to-face survey.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validated statistical data before writing a 
basic analytical report and applied with various statistics analytical methods 
and consumption models to produce in-depth reports every three to five years. 
An academic convention will be hel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and promoting food consumption behavior research.

To be complemented by quantitative researches, it was suggested to 
organize the 'Trend Monitor' Group and the 'Trend Advisory' Group.

The research on food consumption behavior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food policy making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nalysis.

Researcher(s): Kyei-Im Lee, Yun-Jae Hwang, Dong-Weon Kim, Hyun-Jung 
Ban, In-Ho Park 

Research Period: 2012. 8. ∼ 2013. 3.
E-mail address: lkilki@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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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소득수준 향상·인구 고령화·여성 사회진출 확대 등 경제·사회·인구여건 변

화, 과학기술의 발달, 시장 개방의 영향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식품정책의 목표가 양적인 공급에서 고품질·안전 식

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으로 전환되고, 적정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식생활 

보장까지 확대됨.

○ 2000년대 후반부터 식품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식품의 원활한 수급

과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식품소비 관련 통계조사 

관련 규정이 포함됨.

-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2008년에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다수의 

식품산업 관련 법률이 제정됨.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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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4. 식품의 소비·유

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한편 식품소비 관련 정부승인통계는 지출액 조사 이외에는 매우 미흡한 수

준으로 식품소비행태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되지 못함. 대상 식품의 분류와 

조사항목도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식품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크게 불충분한 상황임.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과 관련해서는 품목별 한 달 기준 지출액을 기장 

조사함.

-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원료조

달 현황조사를 주 목적으로 하며, 2011년 조사까지 식품소비 분야가 포

함되었으나 2012년부터 제외됨. 이 조사는 제조·유통·소비를 포함하여 

설계되었으나, 유통과 소비 부문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반영함으

로써 제조분야 조사에 집중하여 추진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양곡소비량조사(통계청)': 가구 및 사업체 대상 곡류 소비량을 조사함.

-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현황(농림수산식품부)': 우유 및 유제품의 공급

량을 산출함.

- ‘사회조사(통계청)':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성 관련 인식에 대한 조사내용을 일부 포함함.

-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 및 영양 섭취량 조

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 밖에 소비자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촌진흥청에서 식품소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기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자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는 소비행태 전반을 대

상으로 하여 식품소비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포함하지 않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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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구매행태에 한정하여 조사를 수행했으

나, 2012년도부터 잠정 중단됨.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구입행태조사는 통계

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계부 기장방식을 통한 지출액 조사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식품소비 관련 통계로서 ‘식품수급표’를 작성하

고 있으나 이는 국가차원의 식품수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소비행태 관련 조사는 개별 연구에서 별도로 다수 수행해 왔으나 표본 

추출에 대표성이 없으며 조사문항에 일관성이 없어 지속적인 관찰이 어려

운 상황임. 소비자 조사를 목적으로 연구원의 관측센터에서 소비자패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측정보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소비행태 

파악을 위한 패널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관측센터의 소비자패널은 49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부터 매월 소비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① 조사지역이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고 고

학력 소비자가 절반 이상에 달하는 등 전국을 대표하기 어렵고, ② 1인

가구와 고령가구 등이 표본에서 배제되어 있어 최근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 특징을 반영할 수 없으며, ③ 탈퇴 패널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추

가 모집하는 방법은 표본 구성에 편기를 가중할 가능성이 크며, ④ 이메

일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성실한 응답 가능성이 높고, ⑤

조사항목이 농축산물 품목별 구입실적과 구입의향을 조사하는 데 그침.

○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소비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동태

적 분석을 통해 생산 및 정책 개발 시 유용한 분석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식품소비행태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2013년도부터 공신력 있

는 식품소비행태조사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이 사업은 공

신력 있는 식품소비행태조사 구축과 행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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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식품공급자인 농업의 경쟁력 제

고와 식품수요자인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이용하여 전국민과 지역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에 대한 조

사·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식품소비행태조사의 구축이 중장기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조

사방법이 예산 확보 여부와 승인통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

므로 기초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 연구는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

토하고,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특별연구 형태로 추진됨.

2. 선행연구 검토

○ 기존 식품소비 관련 통계나 조사는 제2장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되므로, 이 

절에서는 식품소비조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함.

○ 식품소비 관련 표본설계에 대한 연구는 이용선 외(1999), 김경필 외(2004),

박진우 외(2007)가 있음. 이용선 외(1999)는 가정 내 식품소비물량 파악을 

목표로 소비통계조사의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방안을 제시함. 표본 수는 2천 

개 내외로 설정하고,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서 집락추

출하는 방법으로 설계함. 김경필 외(2004)는 도시가계의 농축수산물 소비행

태조사를 위해 소비자패널을 구축, 표본을 설계하고자 추진됨. 표본 수는 수

도권과 광역시 소비자 대상 1천 명 수준으로 설정함. 박진우 외(2007)는 농

축산물의 기술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소비자패널 표본설계 및 효과적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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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관리 지침 등을 연구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읍면별 자료를 이용

하여 층화다단집락추출법에 의해 수도권 2,000가구로 설계함.

○ 진현정 외(2010, 2011)는 현재 식품 관련 정보·통계의 현황, 수요 및 개선사

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진현정 외(2010)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식품분야 

통계현황을 검토하여 통계의 보완 및 통계작성체계 등을 분석하고, 통계생

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관기관의 협력체계를 제시함. 진현정 외

(2011)는 전문가, 현업종사자, 정책입안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정보 및 

통계에 대한 개선사항과 수요를 조사함.

○ 통계청은 정기적으로 현행 통계에 대해 통계품질진단 연구를 실시하고 있

는데 조지형 외(2009)는 식품분야, 이계오 외(2010)는 농업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함. 조지형 외(2009)는 식품통계 관련 통합시스템 미흡, 수요자 친화적

인 통계 미흡,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과 교육 미흡, 긴 작성주기, 이용자 접

근성 부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함. 개선방안으로 유사 중복통계 폐지,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안전 관련 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을 제안함. 이계오 

외(2010)는 농업조사 통계의 품질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로 조사 담당 직원

의 전문성 향상, 현장 조사항목 개선 및 용어 보완, 장기 과제로 농업조사 

통계 항목 신설 또는 개선 검토, 농업조사 공표범위 세분화, 표본설계의 개

선유무에 대한 전문가 추가 자문 등을 제안함.

3. 연구 방법

○ 식품소비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자료

를 수집함. 또한 다른 나라의 식품소비조사의 형태를 참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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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비의 조사방법, 분석모형, 조사문항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

기 위해 9회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식품소비 조사문항 선정 시 다양한 학문의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자 경영학 마케팅 분야 및 소비자경제학 분야 전문가에게 문항 검토 관련 

원고를 위탁함. 마케팅 분야 관련 연구 및 조사문항 검토는 삼성경제연구소

의 이동훈 박사가 담당하였으며, 소비자경제학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대학

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전미영 박사가 담당함. 식품소비행태조사의 표본

설계 및 조사방법 검토는 부경대 통계학과의 박인호 교수가 담당함.

○ 식품분야 전문가(농업 및 식품 관련 연구자, 정부기관, 교수 등) 85명을 대

상으로 식품소비 조사문항과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함. 조사내용은 현행 식품소비조사 이용 현황과 평가, 식품소비조사에 필요

한 항목에 대한 평가, 식품소비조사에 적절한 분류 및 대상품목, 식품소비

조사의 적절한 주기와 방법 및 표본설계 방법, 활용방안 등임.

○ 소비자 조사는 설문 초안의 조사내용과 응답 난이도 및 논리적 오류 등 설

문지 시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진행과정을 점검하여 최

적의 설문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함.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도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로 총 5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구입자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성인 39명, 청소년 6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추진됨. 조사는 대면 면접 방식(Face-to-Face Interview)으

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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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통계

식품소비 관련
조사 및 연구 현황

주기적
조사

연구
현황

일본

외국의 식품소비 관련
조사현황과 시사점

미국 영국

v 목표, 추진방향 및 체계,      
추진일정, 활용계획

v 식품소비 트렌드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식품소비행태 추진계획

v 표본설계 방법 검토

v 표본설계 구상 제시

식품소비행태 조사방법

v 소비자 조사항목 구상절차
v 전문가 수요조사
v 식품소비 조사항목 구성,     

예비조사 반영

소비자 조사항목

그림 1-1. 식품소비행태조사 조사체계도

4.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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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식품소비 관련 조사 및 연구 현황

1. 식품소비 관련 승인통계 현황

1.1. 식품 관련 승인통계

○ 국내에서 식품과 관련된 승인통계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청, 산림청에서 작성하고 있음. 식품 관련 승

인통계는 생산 부문 통계가 대부분이며, 유통과 소비 부문에는 관련 통계가 

일부 있음.

○ 식품과 관련된 승인통계 가운데 식품소비 관련 승인통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에서 작성하는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현황’과 ‘식품산업별 원료소비실태

조사’임.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

사’, ‘가계동향조사’, ‘사회조사’가 관련됨.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발간되던 통계이나, 2000년 이후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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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소비 관련 승인통계

○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현황’은 우유 및 유제품별 생산, 소비, 재고 등을 

파악하여 우유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전망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

을 목적으로 1975년 이후 매월 조사되고 있음. 조사내용은 시도별 우유생산

량, 유제품별 생산 및 소비 실적(백색시유, 가공시유, 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연유, 버터, 치즈, 발효유)임.

○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는 식품 제조업 및 유통, 외식업 및 최

종소비자에 이르는 식품산업 주체 간의 농축수산물 원재료 소비량을 측정

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

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008년부터 매년 자계식 및 면접조사를 병

행하여 식품산업부문의 농축수산 품목별 수요 규모 및 구매 특성(원료소비

실태, 원료매입형태, 사용원료의 수입의존도, 구매채널별 이용비중)을 조사함.

- 2011년(2010년 실적) 조사까지 식품소비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2012년

(2011년 실적)부터 제외됨. 이 조사는 제조·유통·소비를 포함하여 설계

되었으나, 유통과 소비 부문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제

조분야 조사에 집중하여 추진되는 방식으로 변경됨.

- 2011년(2010년 실적)까지 진행된 조사의 식품소비 관련 주요 내용은 농

수산물의 구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회 구매량, 김치구입경로, 구매 시 

고려요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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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산림청

생

산

∙과실류가공현황조사

보고

∙농림업 생산지수

∙누에사육 및

양잠규모현황

∙도축검사보고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버섯생산통계

∙수산물가공업통계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

∙우유 및 유제품 생산

소비상황

∙채소류 가공현황

조사보고(2010.12

중단)

∙화훼류 재배현황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가축동향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 생산조사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도소매업조사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전자상거래동향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임산물

생산조사

유

통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

∙수입식품현황

∙식품수거검사실적

소

비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상황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이후 중단)

∙사회조사

∙양곡소비량조사

표 2-1. 식품 관련 승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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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계청, 한국은행, 보건복지부의 식품소비 관련 승인통계

○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양곡소비량조사’는 양곡수급계획, 식생활개선, 식량

생산목표설정, 식량문제연구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962년 이후 매년 조사되고 있음. 가구를 대상으로 

곡류별(쌀, 보리쌀, 밀가루, 잡곡, 두류, 서류)/용도별(주식, 장류, 떡/과자, 기

타) 양곡소비량을 조사하고, 사업체 대상으로 업종별 쌀 소비량을 조사함.

○ 통계청은 1963년 이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 측정 및 분

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품목별 한 달 기준 지출액

을 기장 조사하고 있으며 분기 및 연간 공표하고 있음.

- 2011년 가계동향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

조사구 내 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층간 독립적 

추정이 가능한 7대 도시(특·광역시)와 9개 도의 동부 및 읍·면·부로 전국

을 25개로 층화하여 확률비례추출 방법에 의해 표본조사구를 추출함.

- 표본규모는 999개 조사구에서 약 8,700가구로 연동표본을 위해 9배수 

규모와 지역별 최소조사구 50개를 유지하면서 기존 추정값의 상대표준

오차(CV)를 고려하여 결정함.

○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사회조사’는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 파악을 목

적으로 하며, 식품과 관련해서는 수입식품,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 학교 주

변 판매 식품, 전반적인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불안 정도와 그 이유를 포함함.

1977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는 2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음.

○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군지역의 비농가와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가구의 소

득·소비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1991년, 1996년, 2000

년에 조사되었고 이후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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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경제현상 진단 및 전망에 활용하고자 1995년부터 ‘소비자동향

조사’를 실시함. 소비자를 대상으로 6개월 전·후 경제인식·전망, 소비자 지

출계획, 자산가치전망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소비자동향지수를 산출하고,

경제지표와의 상관성 및 선행성이 우수한 6개 주요구성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를 합성하여 소비자 심리지수를 산출함. 식품소비와 관련된 조사문항은 소

비지출조사 중에서 외식비 지출 문항임. 2008년 7월 이후 월별조사로 조사

주기를 변경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우편조사(자계기입방식)를 기본으로 하

고 조사표 미회수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병행함.

- 통계청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소비자 전망조사’를 통해 6개월 후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 기대지수를 산출하고  

6개월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 평가지수를 산출하였으나, 2008년 8월 이

후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로 통합됨.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1998년부터 약 3년 주기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를 시행하다가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음. 이 조사는 식품 및 영양 섭

취량 조사를 주 목적으로 하며,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식품빈도조사, 식생활

지침 관련 조사, 식품안전성 조사, 영양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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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칭 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농림

수산

식품부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상황

1975∼

(매월조사)

시도별 우유생산량, 유제품별

생산 및 소비 실적

사업체→낙농진

흥회→농식품부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1)
2008∼

(매년조사)

식품산업 원료조달 현황 업체조사

농축수산 품목의 구매 특성 설문조사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1962∼

(매년조사)

가구와 사업체 대상으로

양곡 소비량 조사

자계식조사 원칙,

면접조사 병행

가계동향조사

1963∼

(매월조사,

분기 공표)

가구의 품목별 수입과 지출,

가구주·가구구성 등

면접조사, 가계부

자기기입식

사회조사
1977∼

(매년조사)

가족, 소득과 소비, 교육,

보건, 환경, 복지, 안전,

사회참여 등

면접/인터넷조사,

필요 시

자기기입식 병행

가구소비실태조사

1991, 1996,

2000

(이후 중단)

연간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채, 가계자산에 관한

심층조사

면접조사,

자계식조사 병행

소비자전망조사 1998∼2008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평

가지수 등
설문조사

한국

은행
소비자동향조사

1995∼

(매월조사)

소비자동향지수(CSI),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등
패널조사

보건복

지부·

질병관

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07년

이후

매년조사)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영양섭취실태 등

면접조사

주 1)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에서 명칭 변경, 2010.8

표 2-2. 식품소비 관련 승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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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소비 관련 주기적 조사 현황

2.1. 식품소비행태 관련 조사

○ 식품소비행태 관련 주기적 소비자 조사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구입행태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과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월간식당의 ‘소비자 외식성향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음.

식품소비행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전반적인 소비행태 파악

을 위해 식품과 관련하여 일부 문항을 포함한 조사로는 한국소비자원의 ‘국

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삼성경제연구원의 ‘소비자태도조사’ 등이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기술을 개발해 마케팅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9년 10월부터 ‘농식품 구입행태조사’를 실시함. 선정된 소비자 

패널은 농식품 구매행태를 가계부에 매일 기장(상품 영수증 첨부 및 기장)

하고, 월 1회 수거된 가계부를 통해 소비자의 농식품 상품(4만건)별 소비자 

구매행태를 조사함. 주요 조사항목은 품목·상품별 구매 건수, 구입액, 구입

량, 구입처 등의 구매패턴과 재배유형(관행·친환경), 원산지(국내산·중국산 

등), 브랜드 등임.

- 본 조사 모집단은 수도권(섬 지역 제외)으로 표본은 서울, 경기, 인천 

200개 읍면동에서 1,000가구를 추출하여 소비자 패널을 선정·운영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08년부터 매년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2년 이후 조사가 중단됨.

- 2011년 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1개 도시이며 도시

별 모집단수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배분함. 조사대상은 만 25세 이상의 

기혼여성이며 2011년 기준 유효표본은 1,25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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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식품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

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를 실시함. 주

요 조사내용은 식품소비 관련 소비자 태도 및 인식, 가공식품 관련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파악, 가공식품 시장 소비자 세분화 및 세분화 분류 기준임.

- 2011년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에 가공식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20

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함.

○ 월간식당에서는 1990년 이후 매년 소비자 외식성향을 파악하고자 ‘소비자 

외식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외식횟수, 1인당 평균 외식비용, 월평

균 외식 지출비, 외식 시 주로 찾는 음식점, 선호 메뉴, 음식점 선택 기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를 1987년부터 비주기적으

로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1999년, 2007년, 2011년에 실시됨. 식품과 관련된 

설문문항으로는 식품(채소, 육류, 곡류, 과일, 가공식품) 구입 시 선택기준,

농·수·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 친환경상품 구입 및 사용경험, 구매 시 

선호하는 소비자 정보, 일상용품 구입 시 주된 점포 유형 등이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는 1991년 4/4분기 이래 분기별로 ‘소비자태도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식품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미래소비 중 식료품비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음.

- 전국 주택전화 가입자 중 지역, 경제력, 인구분포 등을 감안해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1,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전화인터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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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식품소비 관련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하는 ‘식품수급표’에서는 국민 1인 1일당 식

품공급량과 국민 1인 1일당 에너지·단백질·지방질·무기질 및 비타민 등 영

양공급량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음. 2000년 이후 매년 조사(당해 연도 1.1

∼12.31, 양곡은 미곡 연도 기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책

임있는 기관이 작성한 공식자료를 수집해 가공하여 작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는 음식점의 농축산물 소비 현황 및 

의향을 파악하고자 2010년부터 분기별로 서울지역 음식점 경영주 300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음식점 기본 현황,

음식업계 경기 현황 관련 조사, 주요품목의 분기별 월평균 구매실적과 예상

구매량, 원산지 구매비중,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및 구입 이유 등의 소비

실태조사임.

○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총 피해구제 사례를 정리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연

보 및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 합의권고 및 조정결정 

관련 통계자료, 품목별·거래별·방법별·처리결과별 추이, 소비자 주의사항을 

수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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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 명칭 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식품

소비

관련

행태

조사

농촌

진흥청

농식품

구입행태조사

2009.10∼

(매월조사)

농식품 구입량, 금액의 기

장조사
패널조사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2001∼2011

(연간조사)

24개 품목의 주요 농축수산

물 구입 및 소비행태 조사
설문조사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2011∼

(연간조사)

식품소비 태도 및 인식, 가

공식품 관련 소비 라이프스

타일 파악 등

설문조사

(면접조사)

월간식당

소비자

외식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1990∼

(매년조사)

외식행태 및 외식 관련 소

비자 선호
설문조사

식품

포함

소비

관련

조사

한국

소비자원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1987∼

(약 3년

주기조사)

소비생활 전반 실태 및 소

비자의 상품 및 구매행태,

소비생활가치 및 인식 등

설문조사

삼성경제

연구소
소비자태도조사

1991∼

(분기조사)

소비자태도지수, 생활불안

도 지수, 물가예상지수 등
전화 인터뷰

기타

식품

소비

관련

조사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식품수급표
2000∼

(매년조사)

식용하는 모든 식품을 조사

대상으로 국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을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작성한

공식자료수집

음식점

소비실태조사

2010∼

(분기조사)

분기별 음식점 기본 현황과

농산물 구입 관련 실태
설문조사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987∼

(매년조사)

합의권고 및 조정결정 관련

통계자료와 품목별·거래별·

방법별·처리결과별 추이와

소비자 주의사항 수록

한국소비자

원에 접수된

총 피해구제

사례 정리

표 2-3. 식품소비 관련 정부 및 민간 기관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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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소비 관련 연구현황

3.1. 식품소비구조

○ 식품소비구조 분석은 주로 식품소비의 지출패턴 변화 추이, 결정요인, 다양

성, 불균등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됨.

○ 권오상(2008), 김성용(2008), 김영숙 외(2011), 김정현 외(2002), 여윤경 외

(2001), 김민아 외(2011)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원

자료를 이용하여 식품소비지출의 패턴, 변화,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등 식품소비구조를 분석함.

- 권오상(2008)은 소득을 포함하는 가구별 특성이 식료품비 지출액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베이지안 추정법으로 스플라인 모형을 추정함.

- 김영숙 외(2011)는 소득 충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고, 김성용(2008)은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한 식품소비구

조의 변화요인을 규명하고자 LAIDS 모형을 이용함.

- 김정현 외(2002)는 대분류 내 지출비목의 소득탄력성과 각 세부비목들

의 소득탄력성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식료품 전체는 필수재이지만 

외식은 선택재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함.

- 여윤경 외(2001)는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가구유형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규모, 구성비, 소득탄력성 차이를 분석함.

- 김민아 외(2011)는 가구의 식품류별 소비 지출액을 분석하여 가구 특성

에 따른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와 그 결정요인을 살펴봄.

○ 유소이(2005), 김성용(2009)은 베리지수와 엔트로피 지수(EI)의 측정을 통

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다양성을 측정함. 김성용(2009)은 엔트로

피 지수를 분해하여 식품군 내, 식품군 간 엔트로피 지수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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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전성복(2007), 조창완(2008) 등은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식

품 구입 요인 등을 분석함.

3.2. 품목별 소비행태

3.2.1. 농산물

○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구입행태 및 소비자 성향분석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김경필 외(2004, 2006), 조순덕 외

(2008), 장민선 외(2009) 등은 과실류에 대해서 분석함.

- 김경필 외(2004)는 과실 구입처, 구입 횟수, 구입 시 고려사항 등을 조사

하였으며, 김경필(2006)은 외국산 과실을 주요 국가별, 품목별로 구체화

시켜 국내 소비자들의 현재 구입의향 및 구입의사 가격 등을 분석함.

- 조순덕 외(2008), 장민선 외(2009)는 사과 및 포도의 이용실태, 소비자 

기호도 및 인지도를 조사함.

○ 그 외에 김태균 외(2000), 이순석 외(2004), 조순덕 외(2009), 전소윤 외

(2012)는 곶감, 쌀, 수삼, 새싹 및 쌈채소에 대한 소비행태를 조사함.

- 김태균 외(2000)는 곶감에 대한 선형로짓모형과 로그로짓모형을 추정하

여 선호분석과 가상가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순석 외(2004)는 식품의 

안전성이 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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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자료 분석대상 분석모형 및 연구방법

김태균 외

(2000)

면접조사,

전화조사

대구: 면접조사, 서울

및 광역시: 전화조사

곶감에 대한 소비자 선호파악을 위해 설

문조사 결과를 빈도분석, 선형로짓모형과

로그로짓모형을 추정하여 선호분석과 가

상가치평가

김경필 외

(2004)

온라인,

전화조사

수도권/5대 광역시

20∼59세 주부 800명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과실 구매행

태 파악, 1998년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변

화 도출

이순석

(2004)
설문조사

서울 거주 주부

1,000명

식품 안전성이 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빈도분석, 요

인분석, T-검정

김경필

(2006)
설문조사

수도권 거주 500가구

주부(2006.6월)

외국산 과실을 주요 국가별, 품목별로 구

체화시켜 현재 구입의향 및 구입의사 가

격 설문조사, 빈도분석, 교차분석, χ2 검정

조순덕 외

(2008)
설문조사

서울 거주 20∼50대

성인남녀 500명

사과의 이용실태 및 소비자 기호도 및 인

지도를 설문조사하여 빈도분석하고, 카이

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 검증

장민선 외

(2009)
설문조사

서울 거주 남녀

600명(525부 이용)

포도의 이용실태 및 선호도에 대해 설문

조사, 빈도분석, χ2 검정(유의성 검증)

조순덕

(2009)
설문조사

서울 20대 이상 남녀

1,100명(1,024부 이용)

수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빈도분석, χ2 검정(유의성 검증)

표 2-4. 농산물 구입행태 및 소비자 성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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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축산물

○ 축산물 소비행태 연구는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황명철(2000)과 황은경 

외(2010)는 쇠고기, 김계웅 외(2009)는 돼지고기, 오승용 외(2001)는 닭고기,

백승우 외(2012)는 계란에 대한 소비행태를 조사함.

- 황명철(2000)은 소비자의 쇠고기 구입과 이용실태, 한우와 수입쇠고기 

이용실태 및 인식 차이, 외식과 쇠고기 요리 등 소비자의 쇠고기 구매행

태를 자세하게 조사함.

- 황은경 외(2010)는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생산이력추적시스템 

제도의 전면실시 이후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구매특성과 소비자 만족 

및 신뢰도를 파악함.

- 김계웅 외(2009)는 돼지고기 부위별 선호도, 구입처 등을 조사하였으며,

오승용 외(2001)는 닭고기 소비 횟수, 종류, 소비 장소 및 이유 등에 대

해 분석함.

- 백승우 외(2012)는 계란 소비의 주요 속성을 조사하여 계란에 대한 소비

자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가상 제품에 대한 효용값을 산출하고, 로짓모

형을 이용하여 각 상품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함.

- 그 밖에 차동욱(2011)은 축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

요 축산물과 인구통계적 사항 및 마케팅 관련 변수 간의 인과성을 다항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함. 신해식 외(2012)는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자들

의 국내산 축산물의 구매패턴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역이 소비자들

의 국내산 축산물 구매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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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자료 분석대상 분석모형 및 연구방법

황명철

(2000)

설문조사

(2000.11.27∼

12.15)

서울 가정주부

600명(401세대

이용)

소비자의 한우, 수입 쇠고기 구입과

이용실태 및 인식차이, 판매점 이용실

태, 외식과 쇠고기 요리 설문조사

김계웅 외

(2009)
설문조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돼지고기

소비자(504부 이용)

돼지고기 선호도, 구입처 조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χ2-test,

t-test, 분산분석, Duncan's test

황은경 외

(2010)

설문조사

(2009.9.1∼

10.30)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한우 구매자

400명(363부 이용)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생산이력추적시

스템 제도의 전면실시 이후 한우에

대한 구매특성과 소비자 신뢰도 파악

위해 설문조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s 검증

차동욱

(2011)

설문조사

(2010.7.1∼31)

전북에 거주하는

여성 730명

(721부 이용)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요 축산물과 인

구통계적 사항 및 마케팅 관련 변수

간의 인과성을 다항로짓모형 분석

백승우 외

(2012)

설문조사

(2011.7.20∼26)

전북, 충남지역

소비자 150명

(146부 이용)

계란구매행태 설문조사 및 빈도분석,

컨조인트 분석, 군집분석, 가상 제품

에 대한 효용값 산출, 로짓모형을 이

용하여 상품별 시장점유율 추정

신해식 외

(2012)

설문조사

(2012.6.27∼28)

춘천 하나로마트

소비자(368부 이용)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국내산

축산물의 구매패턴 변화 및 구제역이

축산물 구매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다중회귀분석

표 2-5. 축산물 구입행태 및 소비자 성향분석

3.2.3. 수산물

○ 수산물 소비행태 연구는 주로 어류를 중심으로 추진됨. 주요 연구로는 장영

수 외(2000), 이계임 외(2003), 박성쾌 외(2008), 김성귀 외(2003), 황기형 외

(2008) 등이 있음.

- 장영수 외(2000)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1970∼1997년)」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 수요함수(부분조정모형)를 추정하여 국내 수산물(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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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외

(2000)

도시가계연보

(1970∼97)
소비지출액

국내 수산물(어패류) 소비 특성 파악 위해

동태적 수요함수(부분조정모형) 추정

김성귀 외

(2003)

설문조사(2002.

08.23∼9.2)

만15세이상

남녀 530명

(524부 이용)

양식어류 소비패턴을 조사 위해 설문조사,

빈도분석, ANOVA 분석, 수산물 소비수

요 요인 파악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이계임 외

(2003)

도시가계조사

(1991, 2001)
수산물지출액

수산물의 수요 횡단면, 시계열 자료 이용,

수산물 소비의 특징과 소비결정요인을 검

토, 토빗모형, 유사비상관회귀분석방법

박성쾌 외

(2008)

식품수급표

(1975∼2006)

1인당 수산물

연간 공급량

어류, 패류, 해조류, 육류, 쌀 수요함수의

회귀분석모형, Paris-Winston 방법으로

변환, 능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

황기형 외

(2008)

설문조사

(소비자:

2008.6, 9월/

외식업체:

2008.9∼10월)

전국성인남녀

1,700명

외식업체: 50개

업소 점주

활어식품에 대한 설문조사, 빈도분석,

생선회 및 생선초밥의 소비결정 요인 분석

위해 순위형 프로빗모형 및 한계효과 분석

표 2-6. 수산물 구입행태 및 소비자 성향분석

류) 소비 특성을 분석함.

- 이계임 외(2003)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1991년, 2001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수산물 소비의 특징과 소비결정요인을 검토하고자 토빗모형,

유사비상관회귀분석을 실시함.

- 박성쾌 외(2008)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1975∼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어류, 패류, 해조류, 육류, 쌀 수요함수를 추정함.

- 김성귀 외(2003)는 양식어류 소비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

였으며, 수산물 선호집단과 직업과의 ANOVA 분석, 수산물 소비수요 요

인 파악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 황기형 외(2008)는 식품소비 트렌드가 양식어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활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소비행태, 활어의 안전성 및 

건강기능에 관한 의식 등을 조사하였으며 생선회 및 생선초밥의 소비결

정 요인 분석을 위한 순위형 프로빗모형을 추정하고 한계효과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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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가공식품

○ 가공식품 소비행태 연구는 축산가공품, 과실가공품, 장류, 김치, 수산가공식

품 등과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됨.

- 김종원 외(2001), 윤명헌 외(2001)는 각각 닭고기 가공제품, 육가공품을 

대상으로 구매행태, 소비자 인식 등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함.

- 김성용 외(2006), 김인숙 외(2008)는 매실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으며 김성용 외(2006)는 매실가공식품의 소비 및 구매행태 분석, 매실가

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 등 설문조사 후 빈도분석, 컨조인트분석, 부

분가치모형을 추정함.

- 선종근 외(2008)는 된장, 김주현 외(2012)는 김치, 김정선 외(2008)는 마,

장민선 외(2008)는 버섯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함. 박은영 

외(2007)는 전통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 

하고, 조사자의 특성에 따른 전통 음청류의 음용 형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test)을 실시하였으며, 전통 음청류와 일반음료 선택 

시 중요도 등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t-test와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 실시 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Duncan's test를 실

시함.

- 김종성 외(2010)는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수산물 가공식품의 선택

속성에 관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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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외

(2001)

설문조사

(2000.5∼6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주부

894명

닭고기 가공제품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도,

소비자 성향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χ2,

t-test, 분산분석, Duncan's test

윤명헌 외

(2001)

설문조사

(1999.4.1∼20)

국내 성인 남녀

100명

육가공품 소비자 인식도, 관심도, 소비실태

및 구매행동 등을 설문조사, 빈도분석

김성용 외

(2006)

FGI, 설문조사

(2005.6월)

서울, 수도권

거주 400가구

매실가공식품의 소비 및 구매행태, 소비자

평가 등 설문조사 후 빈도분석, 컨조인트분

석, 부분가치모형 추정

박은영 외

(2007)

설문조사

(2006.6.10∼23)

서울, 경기 성인

남녀

(295부 이용)

전통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 후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분산분석, Duncan's

test

김인숙 외

(2008)

설문조사

(2007.9.15∼30)

대구, 경북

소비자 500명

(486부 이용)

매실 및 매실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기

호도, 이용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 빈도분

석 등

김정선 외

(2008)

설문조사

(2008.6.21∼

7.13)

대구, 안동의

성인 소비자

500명

(469부 이용)

마와 마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선호도, 이

용 실태 등 설문조사, 빈도분석, t-test와

One-way ANOVA, 교차분석

선종근 외

(2008)

설문조사

(2007.10월)

서울, 경기, 5대

광역시 거주

기혼여성 600명

된장 소비현황(사용하는 된장, 주용도, 입

수 방법, 구입장소, 선택기준) 및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 후 빈도조사

장민선 외

(2008)

설문조사

(2008.4∼6월)

서울, 경기

20∼60대 이상

남녀 1214명

(1,173부 이용)

버섯의 소비실태, 선호하는 버섯가공식품

형태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설문조사, 각

변수에 따른 유의성 검증 위해 t-test,

χ2-test, ANOVA 분석

김종성 외

(2010)
설문조사

10개월 이내

수산물가공식품

구매자 562부

수산물가공식품의 선택속성과 추구혜택의

관련성 상관관계 분석, 외생요인이 만족도

와 구매의도에 주는 영향력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김주현 외

(2012)

설문조사

(2009.9.23∼

10.14)

전국 15개

시/도 성인남녀

1,000명

가정에서 소비되는 김치와 시판되는 김치

에 대한 인식과 소비 현황 설문조사, 빈도

분석, χ2-test, ANOVA, Duncan's test

표 2-7. 가공식품 구입행태 및 소비자 성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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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의 외

(2004)

설문조사

(2003.4.30∼5.30)

생협을 이용하는

도시 소비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 및 의식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빈도분석, 특성

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t-test, χ2-test,

ANOVA 분석

고정숙 외

(2005)

전화 면접조사

(2004.10.20∼30)

도시 동지역

만 20세 이상

가구주 1,000명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식, 구매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빈도분석

김창길 외

(2005)

설문조사:

온라인(700가구

조사), 오프라인

(350가구 조사)

수도권 거주

20대 이상

기혼주부

991가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

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빈도

분석, 친환경농산물 소비결정 요인 분석

을 위해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 추정,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속성별

기여도 평가를 위해 퍼지 방법론 적용

김상오 외

(2008)

설문조사

(2007.9∼11월)
광주시민 562명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설

문조사, 빈도분석, χ2 검정, 교차분석

김태영 외

(2011)

설문조사

(2010.4.8∼18)

대구광역시

가정주부 340명

(332부 활용)

친환경농산물 구매 및 소비행태, 인식

에 관해 설문조사, 빈도분석, 교차분석,

향후 구매확대 의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정학균 외

(2011)

온라인 설문조사

(2011.1.13∼20)

수도권 20대

이상 기혼여성

503명

유기가공식품 소비실태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및 빈도분석, 향후 유기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의향 요인 분석을 위

해 로짓 및 순위형 로짓 회귀모형 이용

표 2-8. 친환경농산물 구입행태 및 소비자 성향분석

3.2.5. 친환경농산물

○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하나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행태 연구가 다

수 진행됨. 주요 연구로는 배성의 외(2004), 고정숙 외(2005), 김창길 외

(2005), 김상오 외(2008), 김태영 외(2011), 정학균 외(2011)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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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기타

○ 그 밖에 브랜드 소비행태, 고령소비자 소비행태, 온라인 구매행태, 편이식품 

및 즉석식품 소비행태,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식품 표시 및 인증, 식품 

안전성,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 정책, 외식 행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연구가 있음.

○ 김석은 외(2009)는 브랜드 축산물, 이순석 외(2003), 이원진(2004)은 브랜드 

쌀, 이병서 외(2004)는 과일 브랜드, 장영수 외(2011)는 수산물 브랜드 등 

브랜드와 관련된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대해 연구함.

○ 서봉철 외(2005), 장윤정(2010)은 고령소비자의 구매행동,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에 근거한 시장세분화 및 특성을 규명함. 최수일 외(2007), 이영희

(2008), 권용순 외(2010), 김선효(2010, 2011)는 노인 소비자의 건강기능식

품 구매행태 및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함.

○ 김성희 외(2007), 김은정(2008), 김진수 외(2008), 백승우(2009), 서영옥

(2009)은 온라인을 이용한 식품 구매행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 김건희(2005)는 신선편이식품, 채미진 외(2008)는 즉석섭취식품 소비자의 

구매선호도와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연구함.

○ 이경애(2002)는 식품 표시에 관한 소비자 교육의 효과, 최재섭(2005)은 정

보의 불균형이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이경옥 외(2007)는 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서보원(2008)은 건강, 음식 관련 TV 프

로그램과 소비자의 식생활 관계에 대해 연구함. 그 밖에 박명희 외(2011)는 

식품 정보제공 사이트, 손상희 외(2011)는 소비자단체의 식품 안전 소비자

교육에 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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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화(2000)는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이경애 외(2001)는 유통기

한 및 원재료명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선호도를, 김성숙(2008)은 소

비자의 농식품 관련 품질인증표시 이용에 대해 연구함. 그 밖에 안호기 외

(2009), 최미희 외(2010), 유경혜 외(2012) 등이 있음.

○ 박광희 외(2011)는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대응 방안을, 최세

현 외(2011)는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황윤재 외

(2011)는 식품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함.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의도가 주로 조사됨.

김혜선 외(2004), 김경자 외(2010), 김혜영 외(2011), 최재홍 외(2012) 등이 

있음.

○ 허경옥(2009)과 김성숙(2010)은 소비자정책의 흐름과 과제를 검토하였고,

이계임 외(2012)는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전반을 평가함.

○ 외식 소비행태에 대한 연구는 전상민 외(2009), 김예지 외(2010), 박진우

(2012)가 있음. 전상민 외(2009)는 외식업체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용

현황 및 욕구를 분석함. 김예지 외(2010)는 여대생들의 외식소비 행동 및 만

족도를 분석함. 박진우(2012)는 레스토랑 고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외식소

비행동 특성에 따른 서비스단계별 실패, 불만족, 고객불평 행동의도 외의 

차이검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

○ 문영선 외(2012)는 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녹차 소비행태 연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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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품소비 트렌드

○ 식품소비 트렌드를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가치에 대한 열망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소비자의 집합적 성향, 취향,

가치'를 제안하는 동시에, 가치의 ‘변화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함. 3

∼5년 정도 지속되는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되,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주

목되는 메가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세밀한 트렌드의 변화를 제안해야 함.

○ 소비 트렌드에 관한 연구 사례로는 이민훈(2008), 김경자(2010), 남승규

(2006) 등이 있음. 분석방법은 대체로 설문조사와 FGI가 주로 이용되었으

며, 일부는 실험연구를 실시함.

- 이민훈(2008)은 2000∼2007년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대

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히트상품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오감소비, 리

얼타임소비, 개중(個衆)소비, 스마트소비, 릴랙스소비 등 5대 트렌드를 

정리함.

- 김경자(2010)는 2001∼2010년 3월호까지 소비자학 연구에 게재된 관련

논문 40편을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로는 소비자의 시장 및 사회에서의 역

할 확대, 소비가치, 소비욕구를 제시함.

- 남승규(2006)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소비자 트렌드의 핵심적인 심리차원을 돈과 시간차원, 소비욕구와 소비

향유 차원, 양과 질 차원, 소비성향과 상품속성 차원, 소비특성들에 관한 

차원으로 구분함.

○ 식품 소비를 포함한 트렌드 연구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히트상품 보고서, LG

경제연구소의 소비자 Lifestyle 보고서, 김난도 외(2011, 2012), 김민주 외

(2011), 김진강 외(2011) 등이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는 매년 10대 히트상품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식품과 관

련된 상품은 주로 건강기능성음료 및 주류가 많음. 2010년 이후 식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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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에너지음료(2012), 고급형 인스턴트 커피(2012), 블루베리(2010),

꼬꼬면(2011), 통큰·반값PB 상품(2011)이 선정됨.

- LG 경제연구소(박정현 외, 2011)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식품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로는 아침을 챙겨먹고 원산지와 첨가물을 

확인하는 건강중시 식생활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친환경/유기농 식

품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부들을 중심으로 파급되어 가고 있는 것으

로 파악함.

- 김난도 외(2011, 2012)는 매년 10대 트렌드를 전망하는데 식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2012년에는 천연성분, 2013년에는 맛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김민주 외(2011)는 2012년 트렌드를 전망하기에 용이한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는데 식품분야에서는 스탠딩 커피, 애그플레이션, 도시농부, 푸드

마일, 에스닉 푸드, 푸드트럭, 바이오매스, 슈퍼 농작물, 시험관 고기, 식

물공장 등을 선정함.

- 김진강 외(2011)는 캐나다 대학생의 한국음식 소비유형을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용적 트렌드형, 전통문화 추구형, 초심자형으로 구분함.

3.4. 식품소비 관련 지표 개발

○ 대표적인 소비자 평가지표는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식품안전체감지수', ‘정책

만족도지수', ‘국가고객만족도지수',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등이 있음.

○ ‘소비자안전체감지수(CCSI: Consumer Safety Sentiment Index)’는 한국소비

자원에서 소비자안전을 5대 부문(식품, 건강·위생, 주생활, 교통, 여가)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한 것임. 식품부문의 경우 품목별 

및 위해요인별로 불안감과 경험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함. 식생활 안전체감

지수는 식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식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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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50대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 식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14개 품목군에 대해 체감 안전정도를 측

정하고 품목군별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여 산출함.

- 식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8개 위해요인별 체감 안전정도를 측

정하고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여 산출함.

○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식품·식품군 및 식품사고별 안전체감도를 산출하고,

두 체감도를 합쳐서 ‘식품안전체감지수(FSSI: Food Safety Sentiment

Index)’를 산출함. 국가식품안전지수를 식품안전체감지수, 식품사고비용지

수, 식품위해분석지수로 구성하고, 식품사고비용지수와 식품위해분석지수

는 향후 과제로 제시함.

○ 행정연구원에서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4

개 기관 72개 주요 정책과제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

를 분석함. 일반국민(정책인지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만족도지수

(PSI: Policy Satisfaction Index)’를 산출함. 주요 정책과제별 PSI는 각 항목

의 만족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 각각 산출, 기관별 PSI

는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을 60%: 30%: 10% 가중을 두어 합산함.

○ 생산성본부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여 ‘국가고객만족

도지수(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개발, 운영하고 있

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정종성(2013)은 식품 안전 민감도를 ‘식품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위해

와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서

적 태도의 주관적인 반응’으로 정의함. 식품 안전 민감도를 관심도와 체감

도의 선형 관계에서 도출하는 산출방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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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지표명 발표주기 평가대상 주요항목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체감

지수

2005년

이후 5회

소비자의

체감안전수준

∙5대 부문(식품, 건강·위생, 주생

활, 교통, 여가) 위해불안감, 중

요도 인식, 실제 위해경험·정도

보건

사회
연구원

식품안전

체감지수
1회

식품·식품군 및

식품사고별

안전체감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지도, 인체

위해체감도, 섭취 빈도 사고인

지 여부, 사고 전후 섭취 빈도

행정

연구원

정책만족도

지수

매년

(2006년

이후

비공개)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일반국민 대상: 의견 수렴도,

적절성, 투명성, 효과성

∙전문가와 내부고객 대상: 의견

수렴도, 적절성, 투명성, 효과성,

일관성, 환류성

생산성
본부

국가고객

만족도지수
매년

제품 및

서비스

고객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구입 전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 대비 만족도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매년

제품 및

서비스

고객만족도

∙요소 인지품질

∙요소가치

∙전반적 인지품질

∙고객충성도

정종성
논문

식품안전

민감도
1회

소비자의 안전

관심도, 체감도

∙식품 안전 관심도, 체감도, 태도

∙식품 섭취 변화

표 2-9. 국내 소비자 평가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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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조사의 차별성

○ 본 조사는 기존의 식품소비 관련 승인통계, 주기적 조사, 선행연구와 비교 

시 조사내용, 표본설계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음.

○ 기존에 식품소비와 관련된 승인통계는 지출액 중심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식품소비와 관련하여 연구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승인통계

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로 식품 품목별 지출액을 작성하고 있음. 다

양한 품목으로 지출액을 정리하고 있으나, 지출액에 한정되어 있어 식품

소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도 많이 활

용되는 편이나, 식품 섭취량, 식품 섭취 빈도, 영양소 섭취량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식생활 조사항목에서 2일간 식사 여부 조사항

목과 외식건수를 조사하고 있으나 간단한 내용으로 식품소비행태에 대

한 다양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기존에 식품소비와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주기적 조사

가 일부 있으나 식품소비행태 전반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농식품구입행태조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마찬

가지로 농식품 구입량 및 지출액에 한정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은 주요 농축수

산물의 구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음.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는 소비자 태도 및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공식품에 한정된 조사라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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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비와 관련 있는 연구들은 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식품 지출

액 자료를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

음. 식품 지출액 자료를 이용한 경우 분석 내용이 제한적이며, 개별 연구에

서는 대상 연구 주제에 국한되어 있음.

○ 본 조사는 식품 구입 행태, 외식 및 배달·테이크아웃 행태, 식생활 및 라이

프스타일, 선호식품, 식품 안전성, 식품 표시사항 및 정보, 식품 관련 교육·

홍보·정보, 식품 관련 피해·구제,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식품소비행태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

○ 기존의 조사 및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항상 대표성에 대한 한계점을 가졌으

나 본 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통계로 지정받아 전국 가구를 대표할 수 

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명부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계획임.

○ 기존의 식품 관련 승인통계, 주기적 조사, 연구에서는 식품소비행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

하고자 식품소비 트렌드 모니터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임. 이를 통

해 식품소비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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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외국의 식품소비 관련 조사현황과 시사점

1. 일본의 조사 사례

○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매년 식품소비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

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내각부는 일본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일본 국민의 식(食)에 

관한 의식과 현황을 조사하여 식육백서(食育白書) 발표함. 이밖에 가

계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총무성 통계국은 ‘가계조사’, ‘가계소비상황조

사’, ‘전국소비실태조사’ 등을 조사함.

1.1 농림수산성 사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 농촌, 농식품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 

의식·의향 조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소

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사 사례에는 ‘식료품 소비 모니터 정기 조사’가 

있음.

- 농림수산성은 2008년까지 ‘식료품 소비 모니터 정기 조사’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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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규격, 품질, 표시 및 가격 동향, 식생활, 식품에 관한 소비자 의향 

등 다양한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해 전국의 식품소비 모니터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주로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예컨대 젊은 연령층의 수산물 소비 감소 추세 속에서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7년에 ‘수산물소비동향’에 관한 

조사가 실시됨.

- 조사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식품소비 모니터 1,021명

이었으며, 우편조사 형태로 실시됨.

- 같은 해에 실시된 ‘과일·과일음료 소비동향’에 관한 조사도 과일 수입 

증가로 국산 과일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국산 과일·과일음료 소비 확대

를 위해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됨. 이 조사도 ‘수산물소

비동향’ 조사와 동일하게 전국의 식품소비 모니터 1,021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함.

○ 농림수산성은 ‘식료품 소비 모니터 정기 조사’ 이외에도 ‘미곡 유통·소비 등 

동태조사’, ‘식품 및 농업·농촌에 관한 의식·의향조사’ 등 다양한 식품소비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미곡 유통·소비 등 동태조사’는 생산 및 소비자 가구의 미곡 소비 상황

을 파악하여 식량행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실시됨.

- 조사는 생산자 1,690가구, 소비자 6,6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가정에서의 미곡 소비 인원수, 구입량, 월초와 월말의 미곡 보유량, 가정 

이외에서의 쌀밥 섭취 횟수 등을 조사함.

- 조사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여, 매월 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함.

- 조사는 종합식료국 식량부계획과가 주관하고, 지방농정사무소(지방농정

국 포함)에서 실시함. 지방농정사무소 직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표를 

배부·회수하며, 우편으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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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도 조사회차 조사년월 조사주제

2007년

제1회 2007. 8∼9 ∙수산물 소비 동향

제2회 2007. 11∼12 ∙과일·과일음료 소비 동향

제3회 2008. 1∼2
∙채소의 맛

∙식품에 관한 안심·불안감

제4회 2008. 2∼3
∙쌀의 소비 및 구입 동향

∙식품 이력추적제

2006년

제1회 2006. 8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

∙식품 안전·GAP

∙미곡 표시

제2회 2006. 12 ∙김의 소비 동향

제3회 2007. 2 ∙식품 이력추적제

제4회 2007. 3 ∙쌀의 소비 및 구입 동향 등

2005년

제1회 2005. 8
∙식물성 유지의 소비 실태

∙식품폐기물의 발생 억제, 분별 등에 관한 의식

제2회 2005. 11
∙녹차 등 소비 실태

∙식생활 문화 계승

제3회 2006. 3
∙쌀의 소비 및 구입 동향 등

∙식품에 관한 안심·불안감

2004년

제1회 2004. 10

∙유기식품 등의 표시 및 생산정보 공표에

관한 소비자 의식

∙새로운 식품의 이용 현황

제2회 2004. 12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의 표시

제3회 2005. 2 ∙쌀의 소비 및 구입 동향 등

제4회 2005. 3
∙식품 안전성

∙식품 이력추적시스템

표 3-1. 연도별 식품소비모니터 이용 조사 내용

○ ‘식품 및 농업·농촌에 관한 의식·의향조사’는 2009년 12월에 농림수산정보

교류 네트워크 사업의 소비자 모니터 1,500명과 농업인 모니터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 발표됨.

- 이 조사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더불어 식품과 관련하여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평가,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식품의 생산·제조·유통·수입 과정 등에 대한 인식과 우려 

수준 등을 조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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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도 조사회차 조사년월 조사주제

2003년

제1회 2003. 8
∙식품의 안전성

∙식품 이력추적제도

제2회 2003. 12

∙소비자와 생산자·식품사업자 등과의 관계

구축 방안

∙외식·중식 동향

제3회 2004. 1 ∙식료품 구매행동

제4회 2004. 3 ∙쌀의 소비 및 구입 동향

2002년

제1회 2002. 8 ∙채소 소비 동향 ∙과일 소비 동향

제2회 2002. 9 ∙육류에 관한 소비자 의식

제3회 2002. 11 ∙설탕 소비

제4회 2002. 12
∙농업·농촌체험(그린 투어리즘)에 관한 소비자

의식

2001년

제1회 2001. 7 ∙디플레이션 하에서 식료품 구매

제2회 2001. 9
∙식품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 의식

∙버섯류 소비 동향

제3회 2001. 11
∙특별재배농산물 표시에 관한 의식

∙식료품 안전성

제4회 2002. 1
∙식생활·결식·간식·편식

∙채소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2000년

제1회 2000. 7
∙새로운 식품 이용 현황

∙가정에서 꽃의 소비

제2회 2000. 9
∙외식·중식 동향

∙식생활 지침

제3회 2000. 11 ∙수산물 소비 동향

제4회 2000. 11
∙신선식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 구매

의식

1999년

제1회 1998. 12
∙식물성 유지류 소비실태

∙채소 가격에 관한 의식

제2회 1999. 8
∙대두 가공품 소비

∙식료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 제공

제3회 1999. 10 ∙식료품 구매 행동

1998년

제1회 1998. 7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료품 전문점

제2회 1998. 9 ∙음용유 소비

제3회 2008. 12 ∙식에 관한 소비자 의식

표 3-1. 연도별 식품소비모니터 이용 조사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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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각부 사례

○ 내각부는 매년 식육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식육백서 를 발간하고 있음. 식

육백서 에는 식생활 관련 인식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

는 내각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식육에 관한 의식조사’와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음.1

○ ‘식육에 관한 의식조사’는 식육에 대한 국민 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식육추

진 시책의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조사항목에는 식육에 대한 관심, 현재의 식생활·생활습관, 식생활 의식

이나 지역 상황, 식품선택, 가족과의 식사 여부 등이 포함됨.

- 조사표본으로는 층화 2단계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

인 3,000명을 선정하였으며,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함.2

- 가장 최근인 2012년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25

일까지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로, 유효회수 수는 1,867명(62.2%)임.3

1 일본은 2005년 이후 “식육기본법”을 바탕으로 내각부에 설치된 ‘식육추진회의’를 중

심으로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성과의 협력하에 식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내각부는 이러한 식육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식육백서 를 발간하고 

있으며, 백서에서는 매년 식(食)을 둘러싼 국민 인식과 실천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음.

2 매년 전국적으로 성인 3,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009년에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5,000명을 설문조사함.

3 전체 표본 중에서 조사불능 수(비율)는 1,133명(37.8%)이었으며, 주요 이유는 이사 

130명, 장기 부재 94명, 일시 부재 404명, 주소불명 42명, 조사거부 389명, 질병 등 

기타 요인이 7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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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본 수

회수수
(회수율)

구분
표본 수

회수수
(회수율)성별 연령 성별 연령

남성

20대 168 65(38.7)

여성

20대 181 82(45.3)

30대 255 119(46.7) 30대 258 163(63.2)

40대 275 160(58.2) 40대 270 197(73.0)

50대 228 147(64.5) 50대 253 176(69.6)

60대 299 202(67.6) 60대 302 220(72.8)

70대 이상 211 140(66.4) 70대 이상 300 196(65.3)

계 1,436 833(58.0) 계 1,564 1,034(66.1)

표 3-2. ‘식육에 관한 의식조사’ 회수 결과(2011년)

단위: 개, %

○ 이밖에 내각부는 현재의 생활이나 향후의 생활에 대한 의식, 가족·가정에 

대한 의식 등 국민의 생활에 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

- 식(食)에 관한 설문문항으로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 자신 및 가족 건강에 

대한 고민·불안, 향후 식생활에 대한 관심 유무, 일본 대지진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됨.

- 이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 수는 

10,000명으로 층화 2단계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함.

-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 청취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가장 최근 조사는 2012년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유효

회수 수(비율)는 6,351명(63.5%)임.4

4 전체 표본 중에서 조사불능수(비율)는 3,649명(36.5%)이었으며, 주요 이유는 이사 397명,

장기 부재 220명, 일시 부재 1,369명, 주소불명 98명, 조사거부 1,385명, 질병 등 기

타 요인이 230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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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본 수

회수수
(회수율)

구분
표본 수

회수수
(회수율)성별 연령 성별 연령

남성

20대 588 258(43.9)

여성

20대 648 311(48.0)

30대 809 421(52.0) 30대 804 529(65.8)

40대 868 474(54.6) 40대 825 568(68.8)

50대 834 519(62.2) 50대 820 597(72.8)

60대 1,023 716(70.0) 60대 922 680(73.8)

70대 이상 849 613(72.2) 70대 이상 1,010 665(65.8)

계 4,791 3,001(60.4) 계 5,029 3,350(66.6)

표 3-3.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 회수 결과(2012년)

단위: 개, %

1.3. 총무성 사례

○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국가 주요 통계조사의 기획·입안 및 실시를 담당하고 

있음. 가계소비 및 지출 관련 조사로는 ‘가계조사’, ‘가계소비상황조사’, ‘전

국소비실태조사’ 등이 있음.

1.3.1. 가계조사5

○ ‘가계조사’는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5 ‘가계조사’는 1946년에 시작된 ‘소비자가격조사’로부터 발전함. 이 조사에서는 도시

거주 단신세대를 제외한 비농림업세대의 소비실태를 조사함. 1950년부터는 소비와 

수입을 모두 조사하고, 명칭도 1951년부터 ‘소비실태조사’로 변경되었으며, 1953년에 

다시 ‘가계조사’로 변경됨. 1962년부터는 28개 도시, 약 4,200세대로 한정되어 있던 

조사대상을 전국 약 8,000세대로 확대함. 1981년에는 수지항목 분류를 5대 비목에서 

10대 비목으로 전환함. 1999년부터는 농림업세대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조사대상을 단신세대를 포함한 약 9,000세대로 확대함. 2인 이상 세대

에서는 식료품 중량 조사를 조사 개시부터 1개월 사이만 실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

는 것과 동시에 저축·부채의 보유 상황 및 주택 등의 토지 건물의 구입 계획에 관한 

조사를 개시함. 단신세대 수지 및 저축동향 조사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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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가계조사’는 시설 등

에 거주하는 세대 및 학생 단신세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세대를 조사대상

으로 하고 있음.6 현재 전국 약 9,000세대를 대상으로 가계의 수입·지출, 저

축·부채 등을 매월 조사함.

○ ‘가계조사’는 표본조사이며 층화 3단 추출법에 의해 세대를 선정하고 있음.

근로자 세대 및 근로자 이외의 세대 중 무직 세대에 대해서는 가계수입 및 

지출이, 개인영업 세대 등의 근로자 이외의 세대(무직 세대 제외)에 대해서

는 지출만이 가계부를 이용하여 조사됨.

- 세대 및 세대원의 속성, 주거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모든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표’를 이용하여 조사함. 모든 조사 세대에 대해서 기입 개

시월을 포함한 과거 1년간의 수입이 ‘연간 수입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

사됨. 또한 2인 이상 세대에 대해서 저축·부채의 보유 상황 및 주택 등의 

토지 건물 구입 계획에 대해 ‘저축 등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함. ‘가계

부’, ‘연간 수입 조사표’ 및 ‘저축 등 조사표’는 조사세대가 기입하는 자

체 신고에 의해, ‘세대표’는 조사원의 면접조사로 작성됨.

- 선정된 조사단위구는 1년간 계속하여 조사하며, 매월 조사단위구의 1/12

이 새롭게 선정된 단위구와 교체됨.

- 조사세대는 2인 이상 세대는 6개월, 단신세대는 3개월 동안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새롭게 선정된 세대로 교체하는 구조로 운영됨.

○ 2인 이상 세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주로 지역·세대·수입별로 세대당 1개월 

사이의 수지금액(품목별 구입수량 포함)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월 

말에 ‘2인 이상의 세대(속보)’를 공표하며, 약 1개월 후에 가계조사보고(월

6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가구 중에서 동일 거처 내에서 영업활동과 주거생

활이 이루어지는 가구, 가사사용인이나 영업상 사용인(비혈연가구원)이 4인 이상 동

거하는 가구, 장기출타(3개월 이상) 가구,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가구나 외국인 1인가

구 등은 제외함(김광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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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연평균 결과를 정리한 가계조사연보 가 다음 해 6월경에 발간됨.

이밖에 단신세대 및 총 세대의 가계수지 결과 및 2인 이상 세대의 저축·

부채에 관한 결과를 4분기마다 공표함.

1.3.2. 가계소비상황조사

○ ‘가계소비상황조사’는 소비자 세대를 대상으로, 구입 빈도가 적은 고액 상

품·서비스의 소비나 정보통신기술 관련 소비 실태를 매월 조사함.

- 이 조사는 개인소비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통신기술 관련 

소비나 구입 빈도가 적은 고액 상품·서비스 등의 소비 실태를 안정적으

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세대로 하여, 층화 2단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선정

함. 전국적으로 약 30,000세대를 선정하고 있으며, 10세대 중 1세대는 단신

세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내용은 세대 상황과 매월의 특정 소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이

중에서 소비와 관련하여 특정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1개월간의 지출 금액,

세대 지출 총액, 소비 관련 인터넷 이용상황 등을 조사함.

○ 조사는 매월 실시하며, 민간조사기관에 위탁함. 1개월, 6개월 및 10개월차 

조사표는 조사원에 의한 회수, 그 이외 달의 조사표는 우송에 의한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조사세대는 1년간 조사한 후 다른 세대로 교체하는데, 조사세대를 12그룹

(약 2,500세대)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1개월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함.

주거의 이전 등으로 조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세대는 조사 예정 기간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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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대체세대를 선정하여 나머지 달의 조

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함.

1.3.3. 전국소비실태조사

○ ‘전국소비실태조사’는 국민생활 실태에 대해서 가계 수지 및 저축·부채, 내

구소비재, 주택·택지 등의 가계자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전국 및 지역별

로 세대 소비·소득·자산과 관련되는 수준, 구조, 분포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조사는 1959년에 시작된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전국 모든 세

대를 조사대상으로 하는데, 9,000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되는 ‘가계조사’

와 비교하여, 보다 상세한 결과를 얻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표본 수를 약 

57,000세대(단신세대 약 4,400세대)로 하여 세대속성별 또는 지역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계 실태를 분석한다는 특징이 있음.7

○ 2009년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4,367 조사단위구에서 2인 이상 세대 

52,404세대, 단신세대 4,402세대를 선정하여 조사함.

- 이 조사에서는 2인 이상 세대와 단신세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조사내용은 가계 수입·지출, 주요 내구소비재의 보유량, 저축액 및 

차입금 잔고 등임.

7 세대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다음과 같은 세대는 조사

에서 제외함. 2인 이상의 세대에서는 ① 음식점 또는 여관을 경영하는 병용주택 세

대, ② 하숙업 또는 동일 거처 내에서 영업활동과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가구, ③ 4

명 이상의 고용자가 동거하는 세대, ④ 외국인 세대 등임. 단신 세대에서는 ① 15세 

미만인 자, ② 두 명 이상의 세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①, ② 및 ④ 해당), ③ 고용

자를 동거시키고 있는 자, ④ 학생, ⑤ 사회시설 및 교정시설의 입소자, ⑥ 병원 및 

요양소의 입원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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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가계

수입·

지출

∙수입: 수입 종류와 금액 및 수입에 수반하는 공제(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종류와 금액도 동시 조사, 현물수입은 품목별 입수방법, 품명 및 견적금액

조사

∙지출: 계좌자동이체 지불, 신용카드, 외상 매입, 월부,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로

구분하고, 품명, 용도, 지출 금액 조사

물건

구입

지역

∙구입한 모든 물건(통신판매 등 제외)에 대해서 구입지역(현주거와 같은 시읍면,

다른 시읍면(현내), 다른 시읍면(현외))조사(구입 지역은 11월에만 조사)

물건

구입처

∙구입한 모든 물건(서비스료 등 제외)에 대해 구입처의 판매

형태별(일반소매점, 슈퍼, 편의점, 백화점, 생협, 할인점, 양판전문점,

통신판매(인터넷), 통신판매(기타), 기타 조사(구입처는 11월에만 조사)

주요

내구

소비재

∙내구소비재는 가구류, 냉난방 용기도구, 일반 가사 용품, 교양 오락 용품,

자동차 등 약 40품목에 대해 보유량을, 약 20품목에 대해서는 취득시기

(과거 1년 이내, 과거 1년 5년 이내, 과거 5년을 넘는 시기)에 대해 조사

연간

수입

및

저축·

차입금

잔고

∙연간수입: 세대주, 배우자, 그 외 세대원(65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해서

과거 1년의 수입을 종류별로 조사

∙저축: 예·저금(은행, 사내예금 등), 생명보험 부금 등의 불입 총액, 신탁,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대해서 종류별로 현재액을 조사하고, 개인

영업세대 등의 저축은 가계용뿐만 아니라 영업용 부분도 포함하여 조사

∙차입금 잔고: 월부·연부의 미불 잔고, 주택의 구입·건축·증개축, 토지의

구입을 위한 차입금 잔고 및 그 이외의 차입금 잔고에 대해서 조사

세대

및

세대원

∙세대원에 대해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취업·비취업 여부, 산업

및 직업군, 재학생의 경우는 취학상태 등 조사

∙기타 세대원 이외의 가족의 부재 이유, 요양 간호 인정자의 유무, 세대주의

아이가 살고 있는 장소, 단신 세대에 대해서는, 단신부임 등 세대 형태에

대해 조사

현주거,

현주거

이외의

주택·택지

∙현 주거에 대해서 주거 구조, 연면적, 건축방법, 소유관계, 설비, 지가유무,

부지면적, 건축시기 및 입주시기 조사

∙현 주거 이외의 주택·택지에 대해서 용도, 주거 건축시기, 연면적, 구조,

소재지, 부지면적 조사

표 3-4. ‘전국소비실태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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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조사 사례

○ 미국의 식품소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사에는 농무부(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와 보건부(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협력하에 미국 국민의 식품섭취 실태를 조사하는 ‘What

We Eat in America(WWEIA)’가 있음.

- 노동부(U. S. Department of Labor)는 매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작성·발표하고 있음.

- 이밖에 국제식품정보위원회(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 IFICF)는 매년 식품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해 ‘Food & Health Survey’를 실시하고 있음.

- 기타 다양한 소비관련 조사 결과와 지수가 정부 및 민간기관 등에 의해 

작성·발표되고 있음.

2.1. What We Eat in America

○ ‘What We Eat in America(WWEIA)’는 식품섭취 실태를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함.

- 이 조사는 기존의 USDA의 ‘Continuing Survey of Food Intakes by

Individuals(CSFII)’와 DHHS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를 통합한 전국 단위 조사임. 이들 조사

는 2002년부터 통합되어 USDA와 DHHS의 협력하에 실시되고 있음.8

8 USDA는 1955년 이후 가구 식품소비조사인 ‘Nationwide Food Consumption Survey(NFCS)’

를 실시함. 1985년 이후 NFCS는 개인소비 중심의 ‘Continuing Survey of Food Intakes by

Individuals(CSFII)’로 대체됨. 1980년대 말 이후 CSFII는 식품섭취에 대한 지식·태도를 조

사하는 ‘Diet Health Knowledge Survey(DHKS)’와 결합됨. 이후 CSFII와 NHANES를 통합



47

구분 주요 내용

조

사

변

수

섭취

식품

및 음료

(물 포함)

∙USDA 식품코드 및 설명에 의해 확인된 명칭

∙섭취량(g)

∙식품 열량과 각 식품에 의해 제공되는 64개 영양소와 식품성분

∙결합되어 섭취된 식품 확인(예, 우유와 시리얼)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의 개별 원료

∙섭취일

∙섭취장소(시간과 끼니 유형(아침, 점심 등))

∙식품 획득처

∙섭취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기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사

참여자

∙일간 총 식품열량과 64개 영양소 및 식품성분

∙섭취량이 일반적인 수준 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거나 적은

수준인지의 여부

∙식품조리 또는 식탁에서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

∙특정한 식이조절 실시 여부 및 식이조절 유형

∙1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지난 30일간의 어패류 소비 빈도

표본/

자료수집

∙전국의 모든 연령

∙60세 이상,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저소득계층은

과다표집

∙1일째 회상조사는 전연령대의 9,754명의 조사결과를 포함하며,

2일째 회상조사는 모든 전연령대의 8,406명의 조사결과를 포함

∙비연속 2일간의 식품섭취 실태를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

∙이중언어 가능 면접진행자 참여

표 3-5. WWEIA 2009∼2010년 주요 조사 내용 및 방법

하여 현재는 WWEIA 조사를 실시함.



48

○ 조사 과정에서 DHHS는 샘플 디자인과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USDA는 설

문조사의 식품섭취 자료 수집 방법, 자료를 입력하고 가공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유지, 자료 검토와 가공을 책임짐.

- USDA는 비연속적으로 총 2일 동안 진행되는 WWEIA 조사에서, 2일째 

식품섭취 자료의 수집과 가공도 담당함.

○ WWEIA는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2일간의 식품섭취 자료를 수집함.

- 1일째 조사는 이동검사센터(Mobile Examination Center, MEC)에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면접조사 이후에 2일째 면접을 

위한 일정을 잡음.

- 2일째 면접조사는 1일째 조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10일 이후에 전

화조사로 실시되며, 1일째 조사가 이루어진 날과 동일한 요일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WWEIA 자료는 2001년 이후 매 2년 간격으로 발표되고 있음.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09∼2010년 자료는 식품 열량과 64개 영양소 및 식품성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2. Consumer Expenditure Survey

○ ‘Consumer Expenditure Survey’는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에 의해 조사되고 있음.

- 소비자가계의 지출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888∼1891년에 처음으로 

실시됨. 이후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다가, 1980년부터 비로소 매년 정기적

으로 실시하게 됨.9 1984년 이전에는 도시가계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나 

9 김광희 외(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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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후 도시와 농촌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킴.

- ‘Consumer Expenditure Survey’는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목적으로 이용

되며,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선정, 품목별 중요도 및 가중치 

결정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됨.

○ ‘Consumer Expenditure Survey’는 가계의 구매행태, 소득, 가구특성 등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함.

- 이 조사는 면접조사와 일계부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사에서 

조사표본은 7,500개의 소비자단위를 대상으로 함.10

- 매월 실시되는 가계부조사에서는 연속된 2주에 걸쳐서 1주간 지출내역

을 조사하며, 식료품 등 규모가 작고 자주 구입하는 항목이 포함됨.

○ 면접조사는 분기별로 1회씩의 면접조사가 연속적으로 총 5회 실시됨.

- 면접조사는 설문대상자가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기억할 수 있

는 지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계됨. 예컨대 부동산, 자동차, 주요 

내구재 및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등이 포함됨.

- 최초의 면접조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및 가계특성, 소비자가계의 주요 

보유 내구재에 대한 정보가 수집됨.

- 지출에 관한 정보는 2번째부터 5번째 면접조사에서 수집되고, 소득, 고

용에 관한 정보는 2번째와 5번째 설문조사에서 수집됨. 5번째 면접조사

에서는 지난 1년간의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부가적인 설

문이 실시됨.

10 소비자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김광희 외, 2009). 첫째, 혈연, 결혼, 입양, 그 밖

의 법적계약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모든 구성원들, 둘째, 혼자 사는 사람, 다른 사람

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는 사람, 개인집이나 하숙집에서 방만 빌려 사는 사람, 여관·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사람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단위, 셋째, 2인 이상이 수

입을 모아서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소비지출을 하며 사는 사람들, 대학이 지원하는 

집에서 사는 학생들을 개별적 단위로 샘플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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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계부조사(diary sruvey)에서 설문응답자들은 연속적인 2주일간의 모든 구

매행동을 기록하도록 요청됨.

- 일계부조사는 음식료품, 가정용품, 담배, 의약품 및 개인용품, 서비스재 

등의 보다 작은 규모의 빈번한 지출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고안됨.

- 설문 참가자는 각 주별로 일계부가 주어지며, 2주간 일계부에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 현황을 기록함.

- 조사는 18세 이상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조사(Web-based survey)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2년 조사에서는 18

세부터 80세까지의 미국인 1,057명을 대상으로 건강, 식품섭취, 식품소비 

결정과 관련된 미국 소비자의 인식과 지식 수준 등에 대해 조사함.

- 2012년의 경우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3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임.

구분 내용

면접

조사

∙주택(대출, 임대료, 공공요금 등 포함)

∙건축 및 수리

∙가전제품

∙가구

∙의복

∙자동차 구매, 임대, 수리

∙보험

∙의료비

∙교육

∙여행

∙여흥

∙기타

일계부

조사

∙외식소비: 집을 벗어난 상태에서 먹기 위해 구매한 식음료

∙가정 내 음식소비: 가정에서 먹거나 조리하게 위해 구매한 음식료품

∙의복, 신발, 보석류 등 장신구: 가구 내 구성원이 구입한 해당 항목

∙기타 모든 재화 및 비용: 조사기간 동안 가계 내 구성원이 지출한 기타

모든 품목

표 3-6.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주요 조사 내용



51

2.3. Food & Health Survey

○ 국제식품정보위원회(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

IFICF)는 매년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을 조사하여 ‘Food & Health Survey’를 발표하고 있음.

- 이 조사는 2006년의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구분 조사 내용

건강 및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

체중 조절

신체적 활동

정보원과 영향

식품섭취 기준

식품 가공

식품 표시 및 기타 식품 선택 영향 요소

식품구성요소

식품성분

단백질

식이지방

염분

탄수화물과 당분

저열량 감미료

기타(카페인, 식품첨가물 등)

식품 안전성 -

지속가능성 -

표 3-7. ‘Food & Health Survey’ 주요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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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구분 특성

연령

18∼34세(3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2%)

35∼49세(27%) 고등학교 졸업(41%)

50∼64세(26%) 대학 수료(19%)

65∼80세(15%) 2년제 대학/기술(전문)학교(9%)

거주

지역

북동부(18%) 대학 졸업(18%)

중서부(22%) 대학원 이상(10%)

남부(37%)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0∼2세 아동(7%)

서부(23%) 3∼6세 아동(8%)

인종적

특성

백인(비히스패닉)(72%) 7∼12세 아동(11%)

히스패닉/라틴계/스페인계(14%) 13∼17세 아동(14%)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12%) 18세 이하 아동 없음(70%)

아시아 또는 태평양군도 계(5%) 무응답(1%)

인디언/알라스카 원주민(1%)
성별

남성(49%)

하와이 원주민(0.5% 이하) 여성(51%)

결혼

유무

결혼(53%)

질병

유무

고혈압(26%)

독신(31%)
고콜레스테롤(19%)

이혼(11%)
심장질환(4%)

사별(3%)

당뇨(8%)기타(2%)

과체중/비만(7%)응답거부(1%)

연간

가구

소득

35,000달러 이하(21%) 스트레스/불안/우울(11%)

35,000∼50,000달러(19%)
골다공증(3%)

50,000∼75,000달러(22%)
암(2%)

75,000∼100,000달러(1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1%)100,000달러 이상(13%)

모르겠음(2%) 뇌졸중(0.5% 미만)

응답거부(10%) 해당 사항 없음(54%)

표 3-8. 2012년 ‘Food & Health Survey’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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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소비·소비자 관련 조사 및 지수 

2.4.1. 소비·소비자 관련 조사

○ 미국에서 발표되는 기타 소비·소비자 관련 조사에는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Consumer Credit’, ‘Retail

Trade Report’ 등이 있음.

○ ‘Personal income and outlays’는 상무부(U. S. Department of Commerce) 경

제분석국(Bureau of Eoconomic Analysis, BEA)에 의해 매달 발표됨. 이 조

사는 미국 경제에서 소비부문의 견고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소비자의 개

인소득과 월별 지출 상황을 추적함.

- ‘Personal income and outlays’ 발표 자료는 관련 정부 및 민간 기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생성됨. 이 자료에서 개인 소득은 ① 임금 및 봉급, ② 특

별급여, ③ 임대소득, ④ 배당금, 이자, 이전지출 등의 모든 소득원을 포

함함. 지출은 대개 내구재 및 비내구재와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개인소

비지출이며, 개인이자지불과 정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전지

불 등도 포함함.

○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는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의 협력 하에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로, 일반적으로 3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횡단면조사

(cross-sectional survey)임.11

- 이 조사는 미국 소비자가계의 상세한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며,

소비자가계의 대차대조표, 연금, 소득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내

11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패널자료가 수집됨. 예컨대 1983년의 설문응답자

들에 대해서1986년과 1989에 다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설문응답자들

에 대해서도 2009년에 다시 설문조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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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포함됨.

- 설문참여자는 임의로 선택되나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경제적 계층을 고려하여 선정됨. 가장 최근 조사에서 6,500여 가구

가 참여함.

○ ‘Consumer Credit’은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에 의해 

매월 발표되며, 회전 및 비회전신용계정을 포함한 소비자의 신용상황에 대

한 사항을 포함함.

- ‘Consumer Credit’은 또한 차구입대부, 개인대부 및 신용카드플랜 등에 

대한 사항도 발표함. 이 지표는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조사·발표되는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측됨.

○ ‘Retail Trade Report’는 상무부(U. S. Department of Commerce)의 미국통계

국(U. S. Census Bureau)에서 발표하며, ‘Advance Monthly and Monthly

Retail Trade Surveys(MARTS and MRTS)’, ‘Annual Retail Trade Survey

(ARTS)’, ‘Quarterly E-Commerce Report’로 구분하여 미국의 소매경제행태

에 대하여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생성함.

- 이들 조사 중에서  MARTS는 소매 및 식품산업체의 판매실태에 대한 선

행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며, 약 12,000단위를 표본으로 하는 

MRTS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5,000단위 표본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하

여 기업들의 판매액, 소매업체수 등을 조사함.

- MRTS는 소매 및 식품산업체들 판매실태와 소매업체의 재고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관련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1개 이상의 업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MRTS는 유

급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 12,000개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조

사를 실시함. 매 5년마다 새로운 표본이 선정됨.

- ARTS에서는 소매업체들의 연간 총 판매, e-commerce 판매, 연말재고,

재고비율, 구매 및 총 운영비용, 국외보유 재고, 총마진, 연말계정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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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숙박 및 외식업체의 연간 판매, 총 운영비용, e-commerce 판매 

등에 대한 추정치 자료를 제공함.

- 이밖에 ‘Quarterly E-Commerce Report’에서 발표하는 e-commerce 판매

는 MRTS와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됨.

2.4.2. 소비·소비자 관련 지수

○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소비자 관련 지수에는 ‘Consumer Price Index(CPI,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CCI, 소비자신뢰지수)',

‘Consumer Sentiment Index(CSI, 소비자태도지수)', ‘Consumer Comfort

Index(소비자안정지수)' 등이 있음.

○ ‘Consumer Price Index(이하 CPI)’는 노동부(U. S. Department of Labor)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 의해 매달 발표되는 지표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도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평균적인 변화를 측

정함.

- CPI 측정을 위한 대상품목(market basket) 선정은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바탕으로 하며, 최근의 CPI는 2007년과 2008년의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기초로 하고 있음.

- CPI는 이들 조사를 바탕으로 8개의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되는 200여 개

의 지출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8개 항목은 식품 및 음료, 주택, 의복, 교

통, 의료, 오락, 교육 및 통신, 기타 재화 및 서비스 등임.

- 이밖에 CPI는 다양한 공공요금과 판매세·물품세 등 특정 재화와 서비스

의 구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금을 포함함.

- CPI의 측정을 위해 BLS는 매달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을 방문하거나 전

화를 통해 가격 관련 정보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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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작성기관
발표
주기

자료 유형

Consumer

Price

Index

소매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측정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월간

∙매월 미국 전역 소매점,

서비스업태, rental unit,

병원 등을 방문(전화),

수천 항목의 가격에

대한 정보 설문

Consumer

Confidence

Index

고용, 경제,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기대

Conference

Board
월간

∙우편조사(임의확률표본,

우편주소 이용)

Consumer

Sentiment

Index

경제상황, 개인의

재정상황, 그리고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

심리와 태도

University

of

Michigan

월간

∙약 50여개 문항 설문

∙매달 임의로 미국

전역에서 선택된

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

Consumer

Comfort

Index

소비자 태도에

관한 조사

(경제상황, 개인

재정상황, 필요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시기의

적정성)

블룸버그 매주

∙250명의 소비자 전화

면접조사

∙4주 이동평균 1,000개

응답에 기초

표 3-9. 주요 소비 관련 지수 현황

○ ‘Consumer Confidence Index(CCI)’는 소비자의 저축 및 지출 행위 등을 통

해 나타나는 경제상황에 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지표임. 미국

에서 CCI는 비영리상업그룹인 ‘Conference Board’에 의해 매월 발표됨.

CCI는 5,000여 가구에 대한 우편조사를 기초로 하며, 평균적인 소비자의 재

정건전성, 구매력, 신뢰수준 등을 파악하도록 고안됨.

○ CCI와 유사하게 소비자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미국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려는 지표로 ‘Consumer Sentiment Index(CSI)', ‘Consumer

Comfort Index'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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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Consumer Sentiment Index(CSI)'는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매

월 발표되는 지표로서, 매달 미국 전역에서 임의로 선택된 500명의 소비

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함.12

- 설문조사 내용은 소비자의 재정상황과 경제상황, 구매력 등에 대한 평가

와 관련한 50여 개 핵심문항으로 구성됨.

○ ‘Consumer Comfort Index'는 미디어그룹인 Bloomberg에 의해 매주 발표되

는 지수로(Bloomberg CCI), 국가경제, 개인재정상황과 재화 및 서비스 구매 

결정 적기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임.13

- 이 지수는 임의로 선정된 18세 이상의 미국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매

주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1,000명의 4주간 이동평균 결과를 산출하여 작

성함.

-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

는 설병, 연령, 임금수준, 인종, 거주지, 정치성향, 결혼유무 및 고용상황 

등에 따라 분류됨.

3. 영국의 조사 사례

○ 영국은 매년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에서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여 ‘Public Attitudes Tracker Survey’를 발표하고 있음.

설문조사는 2001년부터 주로 식품 안전 및 위생을 중심으로 한 FSA의 주요 

12 CSI는 ‘University of Michigan Consumer Sentiment Index’라고도 하여 MCSI라고 

칭하기도 함.

13 ‘Consumer Comfort Index'는 1985년 이후 ‘ABC News'의 지원을 받아 발표되었으

나, 2011년부터 Bloomberg에 의해 발표됨. 이 지수의 작성은 ‘Langer Research

Associates’가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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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옴니버스 조사 방식에 의

해 실시되고 있음.14

- FSA는 연간 2회에 걸쳐 면접조사를 하며, 총 10개 문항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조사함. 조사가 시작된 초기에는 6개 문항을 분기별로 조사하였

으나, 2010년 이후에 설문문항이 보완되었고, 별도로 3개 문항이 추가되

어 연간 2회 총 10문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 이 조사의 일환으로 2012년에는 영국 성인 2,141명을 면접조사 함. 설문

은 특정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한 우려 및 식품 안전성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 외식업체 위생기준에 대한 인지도, FSA와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

한 인식과 FSA에 대한 신뢰도, 식품위생 관련 대책 및 계획의 인지도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 영국 내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정도

○ 식품구매 시 위생기준에 대한 자각 수준

○ 식품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

○ FSA의 역할에 대한 인식

○ FSA에 대한 신뢰도

○ 식품위생 관련 대책 및 계획에 대한 인지도

표 3-10. ‘Public Attitudes Tracker Survey’ 주요 조사 내용

14 옴니버스 조사는 정량적 마케팅 연구 방법의 일종으로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

를 인터뷰 중에 수집하는 기법임. 일반적으로 다수의 조사 의뢰인들이 각 응답자로

부터 수집된 공통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공유하면서, 설문조사를 위한 독점적 내

용을 제공함. 옴니버스 조사를 통해 조사 의뢰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점은 다수의 의

뢰인들에 의한 샘플링과 스크리닝 비용의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규모가 큰 일괄

샘플(omnibus sample)을 이용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조사의 시기적절한 시행 등

임. 옴니버스 조사는 일반적으로 계층화된 샘플을 이용하며, 우편, 전화, 또는 인터

넷 등을 통해 모두 실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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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식품소비 관련 조사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 주요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양한 식품소비와 관련한 조

사를 실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림수산성은 식품소비, 내각

부는 식생활, 총무성 통계국은 가계소비·지출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함. 미

국은 가계소비·지출 관련 통계는 노동부 소관이지만, 식품소비 관련 부처인 

농무부와 보건부는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식품섭취 실태를 조사·발표

함. 영국은 매년 식품기준청(FSA)에서 식품 안전 및 위생을 중심으로 식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을 조사함.

- 미국 농무부와 보건부는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식품섭취 실태조사인 

‘What We Eat in America(WWEIA)’를 실시함. 보건부는 샘플 디자인과 

자료 수집, 농무부는 식품섭취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입력·가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자료 검토와 가공 등을 담당함.

○ 둘째, 일본 농림수산성의 소비자 조사는 소비자 모니터를 선정하여 활용하

는 경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함. 대표적으로 2008년까지 ‘식료품 소비 모니

터 정기 조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해 조사하면서 약 1

천 명의 식품소비 모니터를 선정하여 활용함. 2009년의 ‘식품 및 농업·농촌

에 관한 의식·의향 조사’도 농림수산정보교류 네트워크 사업의 소비자 모니

터 1,500명을 활용한 조사임.

○ 셋째, 미국은 노동부, 농무부, 보건부 이외에도 상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중

앙행정기관별로 식품 및 소비 관련 이슈에 대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기관·단체에서도 식품소비 관련 설문조사를 지



60

속적으로 실시함. 예컨대 상무부는 미국 소비자의 개인소득과 월별 지출 상

황을 추적하여 발표함(‘Personal income and outlays’). 재무부는 소비자가계

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실시함. 또

한 민간단체인 국제식품정보위원회(IFICF)는 매년 식품 관련 사항에 대해

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Food & Health Survey’를 실시함.

○ 넷째, 미국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다양한 소비 관련 지

수를 발표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노동부에서는 ‘소비·소비

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음. 민간기관·단체 등에서도 소비자 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이용되는 소비·소비자 관련 지수를 작성·발표

하고 있음. ‘소비자신뢰지수(CCI)’는 비영리상업그룹이 Conference Board,

‘소비자태도지수(CSI)’는 미시간 대학, ‘소비자안정지수(Bloomberg CCI)’는 

미디어그룹인 Bloomberg에 의해 발표됨.

○ 다섯째, 해외 주요국의 소비자 설문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 일본 농림수산성의 경우 식품소비 모니터를 통한 조사를 포함하여 대부

분의 소비자 설문조사가 우편을 통해 이루어짐.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지

는 소비자 설문조사에는 일본 내각부의 ‘식육에 관한 의식조사’와 ‘국민생

활에 관한 여론조사’, 미국의 식품섭취실태 조사인 WWEIA, 영국 FSA의 

‘Public Attitudes Tracker Survey’가 대표적임. 이밖에 일본 총무성의 가계소

비·지출관련 조사와 미국 노동부의 소비지출 조사인 ‘Consumer

Expenditure Survey’ 등은 기장조사 또는 기장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가계소비·지출 실태를 파악함. 인터넷조사 방식에는 미국 IFICF의 소비자 

인식 조사(‘Food & Health Survey’), 전화조사 방식에는 미국 미시간 대학과 

Bloomberg의 소비지표 작성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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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소비자 조사항목 구성

1. 소비자 조사항목 구상 절차

○ 식품소비행태 조사항목은 ① 국내외 관련 문헌 검토, ② 전문가 자문회의,

③ 전문가 대상 통계수요조사를 거쳐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④ 소비자 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밟음.

○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 소득 양극화, SNS 확대 등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사회·인구 특성에 따른 식품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 특성 

및 식품구입행태 관련 조사문항이 설계됨.

○ 식품소비조사 대상 분야는 식생활(식품, 영양, 건강 관련)에 대한 소비자 인

식, 식품구입 및 소비실태, 소비자 특성평가, 외식소비행태, 식생활만족도 

평가, 식생활 교육 및 홍보 현황, 주요 정책이슈 등임.

○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로 구성됨. 가구 조사표는 가구 내 

식품의 주구입자를 대상으로 가정식 식품소비 현황이나 가구특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가구원 조사표는 조사대상 가구의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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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외 식품소비현황과 개별 식생

활 인식 관련 설문 등으로 구성됨. 청소년층의 경우 식품소비 경험이 제한

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용 설문과 별도로 작성함.

그림 4-1. 소비자 조사항목 확정 절차

국내외

관련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대상

통계수요

조사

소비자

조사

모의실험

소비자

조사항목

확정

2. 조사항목에 대한 전문가 수요조사

2.1. 현행 식품소비조사의 이용 현황과 평가

2.1.1. 현행 식품소비조사 이용 현황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식품소비 관련 조사에 대해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4-1). 기존 식품소비 

관련 조사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자료가 있는지 잘 몰랐기 때

문이거나 발표자료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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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홈페이지

간행물 책자
구입

공공도서관/
자료실 열람

언론
보도자료

작성부서에
직접 요청

응답자수
(무응답)

비중 82.9 6.1 4.9 9.8 7.3 82(3)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표 4-2. 현행 식품 관련 통계 주된 이용 경로

단위: 비중(%), 명

○ 현행 식품 관련 통계 자료의 주된 이용 경로로는 작성기관 홈페이지가 

82.9%로 가장 높았으며, 언론보도자료가 9.8%, 작성부서에 직접 요청 

7.3%, 간행물 책자 6.1% 순으로 조사됨.

명칭
5년 내
없음

연 1회
이하

반기
1회

분기
1회

월
1회

주
1회

기타
응답자수
(무응답)

가계동향조사 17.9 47.6 10.7 14.3 8.3 1.2 0.0 84(1)

국민건강

영양조사
35.7 27.4 13.1 7.1 10.7 4.8 1.2 84(1)

주요농축수산물

소비패턴
23.5 36.5 20.0 12.9 3.5 3.5 0.0 85

농식품 구입

행태조사
37.6 31.8 17.6 8.2 1.2 2.4 1.2 85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조사
40.0 45.9 3.5 7.1 1.2 2.4 0.0 85

소비자동향조사 42.2 30.1 12.0 9.6 4.8 1.2 0.0 83(2)

소비자태도조사 56.0 23.8 7.1 8.3 3.6 1.2 0.0 84(1)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표 4-1. 현행 식품소비 관련 조사 이용 현황

단위: 비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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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현행 식품소비조사에 대한 평가

○ 현행 식품소비조사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통계청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통계품질 진단 부문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으로 구분됨.

- 관련성이란 통계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반영하는 정도 

- 시의성이란 작성시점과 발표시점 간의 근접성, 조사 주기의 적절성 

- 비교성은 시계열, 국가간 비교의 편리성

- 일관성은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들과 유사한 정도 

- 접근성/명확성은 이용자의 접근성, 관련 정보 제공 정도

○ 현행 식품소비조사 전반에 대한 품질평가는 대개 7점 만점에 4점 전후로 보

통수준으로 평가되며 대체로 충분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 4.9점

(7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2. 현행 식품소비 전반에 대한 평가

0.0

1.0

2.0

3.0

4.0

5.0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전반적인

만족도

4.9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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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식품소비조사 분야별로 통계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 결과 식품지출액 

조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충분하다고 평가된 반면, 식품의 피해/구제 관련 

조사와 식품정책 평가 조사는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식품 관련 피해/구제’는 74.1%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부

족하다/부족한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 관련 정책 평가’ 68.8%,

‘식품 관련 교육/홍보’ 67.1%,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64.2%, ‘식품 안전 

소비자태도 및 소비자의식’ 56.8%, ‘식품 표시 사항 및 정보 활용도’

55.6%, ‘식품 구매행태’는 50.0%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 ‘식생활 현황’, ‘식품소비 통계(소비량, 지출액)’, ‘식품소비 동향 및 전망

(소비지출 증감 정도 등)’은 각각 41.5%, 35.8%, 33.8%가 보통인 것으로 

응답함.

매우
부족

부족
부족한
편

보통
충분한
편

충분
매우
충분

응답자수
(무응답)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8.6 18.5 37.0 28.4 6.2 1.2 0.0 81(4)

식품 구매행태 3.7 12.2 34.1 28.0 17.1 4.9 0.0 82(3)

식품소비 통계 0.0 13.6 22.2 35.8 18.5 9.9 0.0 81(4)

식품소비 동향 및 전망 2.5 15.0 22.5 33.8 22.5 3.8 0.0 80(5)

식품 안전 소비자태도, 소비자의식 2.5 18.5 35.8 23.5 18.5 1.2 0.0 81(4)

식품 표시사항 및 정보활용도 2.5 17.3 35.8 33.3 8.6 2.5 0.0 81(4)

식생활 현황 6.1 11.0 28.0 41.5 11.0 2.4 0.0 82(3)

식품 관련 교육/홍보 7.3 26.8 32.9 23.2 9.8 0.0 0.0 82(3)

식품 관련 피해/구제 11.1 24.7 38.3 22.2 2.5 1.2 0.0 81(4)

식품 관련 정책 평가 16.3 22.5 30.0 22.5 6.3 2.5 0.0 80(5)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표 4-3. 현행 식품소비조사의 분야별 충분성 평가

단위: 비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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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비조사 분야별로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분야가 높

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식품지출액 등 식품소비통계와 식품 안전에 대한 소

비자 태도와 인식이 높게 평가됨.

-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조사된 것은 ‘식품 안전 소비자태도, 소비자의식’

으로 96.4%가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고, ‘식품소비 동향 및 전망’ 92.9%, ‘식품소비 통계’ 90.5%가 필요

하다고 응답함.

- 그 외에 ‘식품 구매행태’ 86.7%, ‘식품 표시 사항 및 정보 활용도’

84.5%,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82.1%, ‘식품 관련 정책 평가’ 81.0%, ‘식

품 관련 피해/구제’ 75.0%, ‘식생활 현황’ 69.0%, ‘식품 관련 교육/홍보’

6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조사대상 분야로 추가할 영역으로는 수입산 구매행태(5명), 외식 관련 세부 

조사(5명), 온라인 구매(3명) 등이 조사됨.

매우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

보통
필요
한 편

필요
매우
필요

응답자수
(무응답)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0.0 0.0 1.2 16.7 38.1 25.0 19.0 84(1)

식품 구매행태 0.0 1.2 1.2 10.8 16.9 33.7 36.1 83(2)

식품소비 통계 0.0 0.0 0.0 9.5 19.0 31.0 40.5 84(1)

식품소비 동향 및 전망 0.0 0.0 0.0 7.1 27.4 34.5 31.0 84(1)

식품안전소비자태도, 소비자의식 0.0 0.0 0.0 4.8 25.3 43.4 27.7 83(2)

식품 표시사항, 정보활용도 0.0 0.0 1.2 14.3 26.2 35.7 22.6 84(1)

식생활 현황 0.0 0.0 6.0 27.4 21.4 25.0 22.6 84(1)

식품 관련 교육/홍보 0.0 0.0 7.1 26.2 29.8 21.4 15.5 84(1)

식품 관련 피해/구제 0.0 1.2 2.4 21.4 27.4 32.1 15.5 84(1)

식품 관련 정책 평가 0.0 0.0 1.2 17.9 25.0 34.5 21.4 84(1)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표 4-4. 현행 식품소비조사의 분야별 필요성 평가

단위: 비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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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소비조사 조사항목의 중요성

2.2.1. 식품 구매행태

○ 식품 구매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식품 선택 기준(92.9%)’과 

‘식품 구입 특성(92.8%)’이 가장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고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식품 구입장소’를 중요하다고 평가함.

○ 부위, 신선편이, 냉장/동, 포장 등의 ‘식품 구입 형태(78.6%)’, ‘브랜드 식품 

구매행태(75.9%)’, ‘식품 구입 주기(72.6%)’, ‘식품 구입 단위(72.3%)’, ‘식

품 관련 정보 획득처(71.4%)’, ‘1회 평균 구입금액(69.9%)’에 대해서도 대체

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그림 4-3. 식품 구매행태 관련 조사항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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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중요+중요한 편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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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구매행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수입식품, 식품구매 목적, 품목별 행

태조사, 구매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고령층과 1인가구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2.2.2. 식품소비 동향

○ 식품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최근 식품 관련 소비

지출 증감(90.5%)’이 가장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한 편이

다)고 평가되었으며, ‘향후 식품 관련 소비지출 전망’(88.1%), ‘식품 유형별 

선호도’(85.7%)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평가됨.

- ‘사용 중이거나 선호하는 식품 조사(예를 들어 식용유 중 포도씨유, 올리

브유 등 선호하는 종류)(72.6%)’와 ‘전통식품(김치, 장류 등) 조달방법과 

이유(65.5%)’에 대해서도 상당 수의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평가함.

○ 식품소비 동향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외식, 수입식품, 인증품, 가공식품 등에 

관한 문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 밖에 즉석조리식품, 식품 품목별 선

호도, 고급화 동향, 푸드마일리지, 청소년 간식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됨.

그림 4-4. 식품소비 동향 관련 조사항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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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중요+중요한 편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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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식품 안전

○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모든 분야가 높

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안전성 신뢰수준, 안전성 만족도 평가가 높게 나타남.

- 가장 중요성이 높게 조사된 것은 ‘안전성 신뢰수준’으로 95.2%가 중요

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안전성 만

족도 평가’ 94.0%, ‘안전관리 수준 평가(단계별/주체별)’는 86.7%가 중요

하다고 응답함.

- 그 외에 ‘안전식품 가격 지불의향’과 ‘식품 안전 체감도’는 84.3%, ‘식품 

안전 관련 정보 획득처’는 74.4%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 대상 식품을 어

떠한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식품 전반(94.1%)’과 

‘국내산 및 수입식품 구분(94.1%)’이 중요하다고 평가됨.

그림 4-5. 식품 안전 관련 조사항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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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중요+중요한 편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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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식품 표시

○ 식품 표시 사항 및 정보 활용도와 관련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 

‘표시 확인 여부(95.2%)’, ‘식품 표시 신뢰도(92.9%)’가 가장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고 평가됨. ‘인증품 구입여부·구입의향

(89.3%)’, ‘식품 표시 확인정도 추세(86.9%)’, ‘식품 표시 신뢰정도 추세

(84.5%)’, ‘식품 표시 관련 정보 획득처(81.0%)’의 중요도도 높게 평가됨.

그림 4-6. 식품 표시 관련 조사항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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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중요+중요한 편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2.2.5. 식생활

○ 식생활 관련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식생활 기여 평가(85.7%)’가 

가장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고 평가되었으며, ‘식

생활 만족도(83.3%)’및 ‘밥(쌀, 잡곡, 죽 등 밥류)먹는 횟수 변화(83.3%)’,

‘아침/점심/저녁 식사 결식률(83.1%)’, ‘식품 안전 관련 정보 획득처

(74.4%)’, ‘아침 식사 주된 메뉴 (73.5%)’, ‘간식 유형(72.6%)’, ‘간식 섭취 

빈도(71.4%)’, ‘음식조절(다이어트) 여부와 유형(70.2%)’, ‘아침/점심/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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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가족동반 식사율(67.9%)’, ‘건강보조제 섭취여부(66.7%)’도 중요하다

고 평가됨.

○ 식생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결식사유, 채소/과일 섭취량 변화, 육식 선호 

이유, 선호하는 식품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림 4-7. 식생활 관련 조사항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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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중요+중요한 편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2.2.6. 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 식품 관련 교육·홍보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

으로 ‘식품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방법(79.5%)’과 ‘소비자 대상 

식품 관련 정부 홍보 경험과 평가(71.1%)’가 가장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고 평가됨.

- ‘소비자 대상 식품 관련 교육 참가 경험과 평가’는 67.5%, ‘소비자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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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하는 활동 참여 경험과 평가’는 60.2%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그 밖에 추가적으로 미디어의 영향, 식품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 제공기관

의 신뢰도, 로컬푸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림 4-8. 식품 교육·홍보 관련 조사항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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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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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2.2.7. 식품 관련 피해/구제

○ 식품 관련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

으로 ‘식품 관련 피해 경험(92.9%)’이 가장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고 평가되었으며,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 

사항(91.7%)’, 식품 피해 발생 시 처리방법 (89.2%)’도 중요하다고 평가됨.

- ‘식품 피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처’와 ‘식품 피해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85.7%, ‘식품 관련 피해 구제 위한 담당주체별 중요도’는 

82.1%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식품 관련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신고에 대한 보상, 식품 관련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적정성, 피해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한 이해 및 교육

에 관한 문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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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식품 피해/구제 관련 조사항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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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획득처

식품 피해 발생 시 처리방법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사항

식품 피해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중요+중요한 편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2.2.8. 식품 정책만족도

○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 관련 정책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84.3%)’, ‘식품 관련 제도별 만족도 평가(84.3%)’

가 가장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고 평가됨.

-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의 조정·집행에 있어 각 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서도 응답자의 77.1%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식품 관련 제도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과 ‘식품 

표시 부문에 대한 제도별 조사의 필요성’이 가장 적합하다(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적합한 편이다)고 평가됨. ‘식품피해구제'와 ‘교육·홍보·정보부문',

‘식품거래'와 ‘식품 영양·식생활 부문'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됨.

- ‘식품 거래’ 부문에서는 ‘가격 안정(77.5%)’, ‘제품 표준화(75.0%)’, ‘공

정거래(71.3%)’ 관련 제도 순으로 평가됨.

- ‘식품 안전’ 부문에서는 ‘이력 추적’이 95.1%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위해정보관리’ 93.8%, ‘HACCP’ 91.4%, ‘리콜' 90.1%, ‘GAP' 8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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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됨.

- ‘식품 표시·인증’ 부문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97.6%로 가장 높게 평가

되었고, ‘GMO’ 93.9%, ‘친환경농식품 인증’ 91.5%, ‘표시기준' 90.1%,

‘지리적 표시제도' 86.6% 등으로 평가됨.

- ‘식품 영양·식생활’ 부문에서는 ‘급식’이 81.3%로 가장 적합하다(매우 

적합하다/적합하다/적합한 편이다)고 평가됨. 그 밖에 ‘식품성분검사’

78.8%, ‘식교육’ 80.5%, ‘식문화' 70.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한식세계

화'에 대해서는 51.3%로 다소 낮게 평가됨.

- ‘소비자 교육·홍보·정보’ 부문에서는 ‘정보서비스’가 83.5%로 가장 적합

하다(매우 적합하다/적합하다/적합한 편이다)고 평가되었고, ‘소비자 교

육 및 홍보’는 78.8%가 적합하다고 평가됨.

- ‘식품 피해 구제’ 부문에서는 ‘피해구제’ 86.3%로 가장 적합하다(매우 

적합하다/적합하다/적합한 편이다)고 평가되었고, ‘상담’은 83.8%가 적합

하다고 평가됨.

그림 4-10. 식품 정책만족도 관련 조사항목의 중요성

18.1 

25.3 

24.1 

22.9 

31.3 

31.3 

36.1 

27.7 

28.9 

18.1 

9.6 

10.8 

0% 20% 40% 60% 80% 100%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조정/집행에서

각 기관의 중요성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식품 관련 제도별 만족도 평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중요+중요한 편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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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관련 제도별 만족도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지역산 농식품 

관련 제도(로컬푸드, 푸드 마일리지, 탄소 발자국 등),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됨.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은 편

보통
적합
한 편

적합
매우
적합

응답자수
(무응답)

식품거래

공정거래 0.0 2.5 8.8 17.5 23.8 28.8 18.8 80(5)

가격안정 0.0 2.5 2.5 17.5 27.5 38.8 11.3 80(5)

제품표준화 0.0 2.5 6.3 16.3 30.0 35.0 10.0 80(5)

식품 안전

GAP 0.0 0.0 1.3 12.5 37.5 35.0 13.8 80(5)

이력추적 0.0 0.0 0.0 4.9 30.9 39.5 24.7 81(4)

HACCP 0.0 0.0 1.2 7.4 23.5 40.7 27.2 81(4)

리콜 0.0 0.0 1.2 8.6 29.6 32.1 28.4 81(4)

위해정보관리 0.0 0.0 0.0 6.2 30.9 35.8 27.2 81(4)

식품

표시·인증

원산지표시 1.2 0.0 0.0 1.2 17.1 42.7 37.8 82(3)

GMO 0.0 0.0 3.7 2.4 24.4 32.9 36.6 82(3)

지리적 표시제도 1.2 0.0 0.0 12.2 28.0 43.9 14.6 82(3)

친환경농식품인증 1.2 0.0 0.0 7.3 20.7 45.1 25.6 82(3)

표시기준 0.0 1.2 0.0 8.6 35.8 28.4 25.9 81(4)

식품 영양·

식생활

식문화 0.0 1.3 3.8 24.1 27.8 34.2 8.9 79(6)

식품성분검사 0.0 2.5 2.5 16.3 26.3 32.5 20.0 80(5)

급식 1.3 0.0 5.0 12.5 17.5 41.3 22.5 80(5)

한식세계화 1.3 2.5 12.5 32.5 32.5 16.3 2.5 80(5)

식교육 0.0 0.0 5.2 14.3 28.6 29.9 22.1 77(8)

소비자교육·

홍보·정보

소비자교육, 홍보 0.0 0.0 2.5 18.8 27.5 35.0 16.3 80(5)

정보서비스 0.0 0.0 2.5 13.9 29.1 35.4 19.0 79(6)

식품 피해·

구제

상담 0.0 0.0 1.3 15.0 26.3 41.3 16.3 80(5)

피해구제 0.0 0.0 1.3 12.5 23.8 36.3 26.3 80(5)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표 4-5. 식품 관련 제도별 만족도 평가대상의 적합성

단위: 비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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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소비자의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 

○ 응답자의 경제·사회·인구 통계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시한 모든 항목에 

서 조사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됨.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은
편

보통
필요한
편

필요
매우
필요

응답자수
(무응답)

조사자 성별 0.0 0.0 0.0 6.0 14.5 33.7 45.8 83(2)

조사자 연령 0.0 0.0 0.0 4.8 10.8 38.6 45.8 83(2)

조사자 학력 0.0 0.0 4.8 13.3 21.7 31.3 28.9 83(2)

조사자 직업 0.0 1.2 2.4 14.5 31.3 22.9 27.7 83(2)

조사자 업종 0.0 1.2 6.1 22.0 30.5 20.7 19.5 82(3)

가구주 직업/업종 0.0 1.2 4.8 19.3 31.3 25.3 18.1 83(2)

가구주 연령 0.0 1.2 4.8 8.4 24.1 37.3 24.1 83(2)

가구 소득 0.0 0.0 0.0 3.6 10.8 41.0 44.6 83(2)

식료품비 지출액 0.0 0.0 1.2 1.2 9.8 36.6 51.2 82(3)

결혼 여부 0.0 0.0 3.6 4.8 20.5 36.1 34.9 83(2)

맞벌이 여부 0.0 0.0 1.2 6.0 19.3 38.6 34.9 83(2)

가족 구성원의 수 0.0 0.0 1.2 2.4 23.2 40.2 32.9 82(3)

자녀의 연령 0.0 0.0 1.2 7.4 19.8 45.7 25.9 81(4)

세대구성 0.0 0.0 2.4 8.5 24.4 37.8 26.8 82(3)

주거 형태 0.0 1.2 8.5 22.0 34.1 22.0 12.2 82(3)

주택 소유여부 0.0 2.4 14.6 22.0 29.3 22.0 9.8 82(3)

가족중 암/당뇨환자 여부 0.0 2.4 6.0 8.4 30.1 26.5 26.5 83(2)

가족중 아토피/고혈압환자 여부 0.0 2.4 4.9 7.3 24.4 35.4 25.6 82(3)

건강에 대한 관심도 0.0 0.0 0.0 6.0 22.9 43.4 27.7 83(2)

일주일 동안 운동 횟수 0.0 1.2 6.0 14.5 27.7 30.1 20.5 83(2)

건강관련 TV프로그램 시청수준 2.4 1.2 12.0 27.7 33.7 14.5 8.4 83(2)

정기적인 건강 검진 유무 1.2 1.2 3.6 21.7 30.1 25.3 16.9 83(2)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표 4-6. 식품소비행태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 정보의 필요성

단위: 비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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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별로 ‘식료품비 지출액(97.6%)’, ‘가구소득(96.4%)’, ‘가족 구성

원수(96.3%)’, ‘조사자 연령(95.2%)’, ‘조사자 성별(94.0%)’, ‘건강 관심도 

(94.0%)’, ‘맞벌이 여부(92.8%)’, ‘결혼 여부(91.6%)’, ‘자녀 연령(91.4%)’

순으로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평가됨.

○ 식품 관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자 할 때 주목해야 할 키워드

는 건강 관련(40명), 친환경 관련(17명), 웰빙과 힐링(12명), 정보 관련(8명),

안전성 관련(7명), 기능성(7명), 편리성 관련(6명), 합리적인 소비(5명), 다양

성(5명), 맛(4명) 등으로 조사됨.

2.3. 식품소비조사 대상 품목 및 분류

○ 기존 식품소비 관련 통계 및 조사에서 대상 품목은 <표 4-7>과 같음. 통계

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지출액 변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내 지출되는 상당수의 품목이 대상에 포함됨. 2012년 조사에서는 19개 식품

류 141개(기타 제외 시 122개) 품목, 외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식품산

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는 3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구매여부 

및 행태를 조사하였으나 2012년 조사부터 소비자 조사는 제외됨.

○ 식품소비 통계 작성 시 식품분류의 적합한 형태는 ‘식품군별 조사 + 주요품

목 10개 내외 조사’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38.2%로 가장 많음(표 4-8). ‘식품

군별 조사’와 ‘주요품목 30개 내외 조사’도 각각 23.7%와 22.4%로 응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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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반

식품군별
조사

식품군별 조사+주요품목
10개 내외 조사

주요품목 30개
내외 조사

기타
응답자수
(무응답)

비중 7.9 23.7 38.2 22.4 7.9 76(9)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전문가
조사

승인통계 미승인통계

가계동향
조사

국민건강
영양조사

농식품
구입행태조사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곡물류

쌀 ◦ ◦ ◦ ◦ ◦

콩 ◦ ◦ ◦ ◦ -

잡곡 ◦ - ◦ ◦ -

채소류
배추 ◦ ◦ ◦ ◦ ◦

무 ◦ ◦ ◦ ◦ ◦

과일류

사과 ◦ ◦ ◦ ◦ ◦

배 ◦ ◦ ◦ ◦ ◦

귤 ◦ ◦ ◦ ◦ -

축산물

쇠고기 ◦ ◦ ◦ ◦ ◦

돼지고기 ◦ ◦ ◦ ◦ ◦

닭고기 ◦ ◦ ◦ ◦ ◦

계란 ◦ ◦ ◦ ◦ ◦

우유 ◦ ◦ ◦ ◦ ◦

가공

식품

김치 ◦ ◦ ◦ ◦ ◦

장류1) ◦ ◦ ◦ ◦ ◦

음료 ◦ ◦ ◦ ◦ -

주류 ◦ ◦ ◦ ◦ -

즉석조리식품 ◦ ◦ - ◦ -

외식 배달음식 ◦ ◦ - ◦ -

주 1) 가계동향조사,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은 고추장만 조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농식품 구입행태조사(농촌진흥청),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표 4-7. 식품소비행태조사 대상 품목 조사

표 4-8. 식품소비 통계 작성 시 식품분류의 적합한 형태

단위: 비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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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품목으로 ‘곡물류’에서는 ‘쌀(93.8%)’이 가장 적절하다(매우 적절

하다/적절하다/적절한 편이다)고 응답되었으며, ‘콩’과 ‘잡곡’에 대한 조사

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 밖에 쌀의 경우 친환경 쌀 등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

보통
적절한
편

적절
매우
적절

응답자수
(무응답)

곡물류

쌀 0.0 0.0 0.0 6.3 12.5 28.8 52.5 80(5)

콩 1.3 0.0 0.0 15.0 23.8 32.5 27.5 80(5)

잡곡 1.3 0.0 2.5 13.8 26.3 35.0 21.3 80(5)

채소류
배추 1.3 0.0 0.0 5.1 15.2 35.4 43.0 79(6)

무 1.3 0.0 0.0 8.9 19.0 31.6 39.2 79(6)

과일류

사과 1.3 0.0 1.3 5.1 20.3 34.2 38.0 79(6)

배 1.3 1.3 0.0 7.6 22.8 32.9 34.2 79(6)

귤 1.3 0.0 0.0 11.5 26.9 28.2 32.1 78(7)

축산물

쇠고기 0.0 0.0 0.0 5.1 14.1 29.5 51.3 78(7)

돼지고기 0.0 0.0 0.0 3.8 12.8 30.8 52.6 78(7)

닭고기 0.0 0.0 0.0 3.8 12.8 32.1 51.3 78(7)

계란 0.0 0.0 0.0 5.1 15.4 37.2 42.3 78(7)

우유 0.0 0.0 0.0 6.5 20.8 33.8 39.0 77(8)

가공

식품

김치 0.0 0.0 0.0 2.6 15.8 31.6 50.0 76(9)

장류 0.0 0.0 0.0 3.9 20.8 32.5 42.9 77(8)

음료 0.0 0.0 0.0 11.5 26.9 33.3 28.2 78(7)

주류 0.0 0.0 1.3 16.7 26.9 25.6 29.5 78(7)

즉석조리식품 0.0 0.0 0.0 10.3 21.8 35.9 32.1 78(7)

외식 배달음식 0.0 0.0 1.4 11.4 18.6 41.4 27.1 70(15)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표 4-9. 식품소비행태조사 대상 품목으로서의 적절성

단위: 비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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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류’는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93.7%)’가 조사대상으로 가장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적절하다/적절한 편이다)고 응답됨.

- 청과물과 관련해서는 양채류와 신품종이나 외래품종 과일 등에 대한 소

비의향에 관심이 있었으며, 인증품과 신선편이식품도 대상에 포함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축산물’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계란이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데 90% 이상이 적절하다(매우 적절하다/적절

하다/적절한 편이다)고 응답함.

- 유제품에서는 치즈, 요구르트에 대해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육가공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됨.

○ ‘수산물’의 경우 대상품목으로 어류(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꽁치 등)와 연

체류(오징어 등)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해조류(김 등), 건어물(멸치 

등), 갑각류(꽃게 등)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 ‘가공식품’에서는 적정 대상 식품으로 ‘김치(97.4%)’와 ‘장류(96.1%)’가 가

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즉석조리식품(89.7%)’, ‘음료(88.5%)’, ‘주류(82.1%)’

순으로 조사됨.

○ 외식의 경우 ‘배달음식’을 별도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7.1%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외식 유형별로는 한식, 일식, 중식, 패

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뷔페식당, 길거리음식, 학교급식 등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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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식품소비조사의 필요성과 방법

○ 식품소비조사 시 조사주기는 ‘1년에 한 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한 번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이슈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32.9%로 높게 나타남.

- 반면 ‘1년에 2번(20.7%)’ 또는 ‘1년에 4번(11.0%)’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

답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4-11. 식품소비 통계 작성 시 적당한 조사주기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식품소비 통계 작성 시 적절한 표본설계 방법으로는 ‘3년 주기 표본설계를 

통한 설문조사’가 66.3%로 가장 높았으며, ‘매년 표본설계를 통한 설문조

사’가 적당하다는 전문가도 32.5%로 조사됨.

매년 표본설계 3년 주기 표본설계 응답자수(무응답)

비중 32.5 66.3 80(5)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표 4-10. 식품소비 통계 작성 시 적절한 표본설계 방법

단위: 비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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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방법으로 ‘면접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8%로 절반 이상이

었으며, ‘인터넷조사’와 ‘전화조사’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2.5%, 13.8%로 나타남.

그림 4-12. 식품소비 통계 작성 시 적절한 설문조사 방법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식품소비조사 후 조사결과 활용방안(복수응답)은 ‘조사 보고서 발간’이 

70.9%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 원자료 제공’과 ‘홈페이지 별도 운영’에 대

해서도 각각 67.1%, 53.2%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심포지엄 개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여 응답자의 26.6%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그림 4-13. 식품소비조사 후 적절한 조사결과 활용방안

0

10

20

30

40

50

60

70

80

보고서 발간 원자료 제공 홈페이지 운영 심포지엄 개최 기타

(%)

자료: 전문가 수요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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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소비조사 조사항목 구성과 예비조사 반영 내역

3.1. 예비조사 추진 경과 

3.1.1. 예비조사 개요

○ 소비자들의 식품소비행태 및 식품 선호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될 ‘2013

식품소비행태조사’의 본 조사 진행에 앞서 예비조사에서는 설문 초안의 조

사 내용과 응답 난이도 및 논리적 오류 등 설문지 시안의 적절성을 검토하

고, 조사현장에서의 진행과정을 점검함. 조사결과를 근거로 설문 내용을 수

정·보강하여 조사 참여자들이 응답하기 용이한 최적의 설문 구성을 목적으

로 진행함.

- 조사대상: 서울 및 경기도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이상 가구 구성원

- 표본 크기: 50가구(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 50명, 가구 구성원(성인) 39명,

가구 구성원(청소년) 6명)

- 조사방법: 대면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조사기간: 5일(2013년 1월 7일∼1월 11일)

- 면접원수: 15명

-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시간

‣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구입자: 평균 45분(50대 이상: 평균 60∼70분)

‣ 가구 구성원(성인): 평균 30분(50대 이상: 평균 40분)

○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 조사는 면접원이 조사를 위해 정해진 가구에 방문하

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참여자에게 질문하고, 조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함.

○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에게 대면 면접조사 진행 후, 조사에 참여한 식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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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에게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자기기입 설문을 전달하여 가구 구성원

들이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함. 작성된 가구 구성원별 설

문은 설문 유치 2∼3일 후에 면접원이 가구를 재방문하여 응답 내용을 확

인하고 회수함.

3.1.2. 설문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향

○ 예비조사 진행 시 발견된 설문 개선 필요사항은 개선방향성을 점검하여 설

문내용 축소, 기간 명시, 용어 설명, 보기 추가 및 변경, 워딩 수정 등 보다 

논리적이고 조사 참여자들이 응답하기 용이한 최적의 설문으로 구성함.

○ 예비조사 이후에 면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 질문내용: 응답자가 오인지 할 만한 조사항목이 있는가? 조사항목들의 

배열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가? 응답저항이 큰 문항은 없

는가? 추가할 질문은 없는가?

- 응답내용: 조사항목에서 제시하는 보기의 범위를 벗어난 응답을 하는 경

우가 없는가? 응답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는 없는가?

- 조사진행 점검: 조사지점을 찾아가기 쉬운가? 조사지점에서 응답자를 만

나기까지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반발이나 부

정적 반응은 없는가?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기타 사항: 조사 소요 시간은 얼마인가? 조사 진행상 특이사항은 없는

가? 실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3.2. 설문조사문항 확정 내역

3.2.1.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구입자용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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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반적인 식품 구입과 소비행태

○ 소비자들의 식료품 구입 주기, 구입장소, 구입장소 선택 이유를 조사함. 소

비자의 대부분이 주 1회 이상 식료품을 구입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

하여 주 1회 이상을 매일, 주 2∼3회, 주 1회로 세분하였으며, 구매주기가 

긴 경우는 2주일에 1회, 1달 1회, 그보다 드물게로 구분함.

○ 식료품 구입장소는 슈퍼마켓,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친환경전문

점, 통신판매 등으로 구분함. 예비조사결과에서 슈퍼마켓과 대형할인점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해당사례와 규모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슈퍼마켓을 세분화함.

- 슈퍼마켓은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으로 세분화함.

- 대형할인점은 대형 규모 매장으로 하나로클럽,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마트 등이 해당됨.

○ 식료품 구입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품질, 가격, 교통, 배달 여부, 원

스톱쇼핑 여부, 다양성, 서비스 등이 선택문항으로 제시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식료품

구입주기

(1)매일, (2)주 2∼3회, (3)주 1회, (4)2주일에 1회, (5)1달에 1회,

(6)그보다 드물게

식료품

구입장소

(1)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3)대형 할인점, (4)재래시장, (5)백화점 내의 식품코너, (6)친환경식품

전문점, (7)통신판매(인터넷, 전화주문 등), (8)편의점, (9)기타

장소 선택 이유

(1)품질 좋아서, (2)가격 저렴, (3)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4)배달해 주므로, (5)식료품 외 다른 상품도 구입할 수 있어서,

(6)상품 다양, (7)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8)기타

표 4-11. 전반적인 식품구입과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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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 구입행태

○ 최근 식품 동향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쇼핑, 친환경식품,

기능성식품의 구입행태에 대한 조사문항을 구성함.

○ 구입빈도, 구입장소, 구입이유, 전년 대비 증감추세, 가격 및 품질에 대한 만

족도 평가에 대한 질문 구성은 동일하며, 각 구입행태의 특성에 맞게 선택

문항을 조정함.

- 인터넷 식품의 경우 구입 사이트를 온라인 쇼핑몰, 대형할인점 온라인 

매장, 친환경 전문점 온라인 매장, 특산물 온라인 매장, 카페·블로그 등

의 공동구매, 특정식품 온라인 매장 등으로 세분함.

○ 기능성식품의 경우는 섭취하지 않는 가구가 있을 수 있고, 가구원별로 섭취

하는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성 식품을 섭취

하는 가구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중복을 허용하여 섭취하는 기능성 식품의 

종류, 이유를 대답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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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온라인 쇼핑, 친환경/

기능성식품 전년 대비

증감추세

(1)매우 감소, (2)약간 감소, (3)변화 없음,

(4)약간 증가, (5)매우 증가
-

온라인 쇼핑, 친환경

식품 구입 빈도

(1)매일, (2)주 2∼3회, (3)주 1회, (4)2주일에

1회, (5)1달에 1회, (6)그보다 드물게
-

온라인 쇼핑, 친환경

식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하는 편,

(3)보통, (4)만족하는 편, (5)매우 만족
-

온라인 쇼핑 구입장소

(1)온라인쇼핑몰, (2)대형할인점 온라인매장,

(3)친환경전문점 온라인매장, (4)특산물

온라인매장, (5)카페, 블로그 등의 공동구매,

(6) 특정식품 온라인매장, (7)기타

-

온라인 쇼핑 구입

장소 선택 이유

(1)품질이 좋아서, (2) 가격 저렴, (3)소량

자주 구입, (4)배달, (5)식료품 외의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 (6)상품 다양,

(7)장보는 시간 절약, (8)좋은 상품을 고르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9)기타

-

친환경식품 구입장소

(1)소형슈퍼마켓, (2)중형슈퍼마켓, (3)대형

슈퍼마켓, (4)재래시장, (5)백화점 내 식품

코너, (6)친환경식품 전문점, (7)통신판매

(인터넷, 전화주문 등), (8)기타

-

기능성식품 섭취여부 (1)예, (2)아니오

가구의 기능성

식품 섭취 여부

먼저 조사

섭취하는기능성식품종류

(1)홍삼, 인삼, (2)건강즙, 엑기스, (3)비타민,

오메가3 등 특정성분식이보충제, (4)다이어트

식품, (5)생식, 선식, 효소, (6)건강환, 분말,

(7)기타

중복을

허용하는 질문

방식으로 변경

기능성식품 섭취 이유
(1)성장, 발달, (2)질병치료, (3)학습능력

개선, (4)질병예방, (5)미용, (6)기타

표 4-12. 특정 구입행태 - 주구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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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소비 동향과 전망

○ 향후 식품소비 추세를 전망하기 위해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비 지출액 규모

의 1년 전 대비 동향과 1년 후 전망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식품류와 주요 

품목별로 1년 후 지출수준을 전망하게 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식품소비 지출액 평가(쌀/잡곡/육류/계란/우유/액상·떠먹는

요구르트/채소류/과일류/수산물/유지류/빵 및 과자류/차·음료/

주류/조리식품/배달음식이나 테이크아웃/외식/기능성식품)

(1)매우 감소, (2)약간

감소, (3)변화 없음,

(4)약간 증가, (5)매우 증가

식품소비 지출액 전망(쌀/잡곡/육류/계란/우유/액상·떠먹는

요구르트/채소류/과일류/수산물/유지류/빵 및 과자류/차·음료/

주류/조리식품/배달음식이나 테이크아웃/외식/기능성식품)

(1)매우 감소, (2)약간

감소, (3)변화없음,

(4)약간 증가, (5)매우 증가

표 4-13. 식품소비 동향과 전망 - 주구입자용

라. 곡물 구입과 소비행태

○ 쌀(현미 포함)을 중심으로 소비행태를 조사하였으며, 밥 유형으로 잡곡 밥 

문항이 일부 포함됨. 쌀의 조달주기, 조달방법, 구입 시 고려기준, 구입 단

위, 구입가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고부가가치 쌀과 수입쌀에 대한 

구입여부와 구입의향을 포함함. 고부가가치 쌀로는 씻어나온 쌀, 친환경인

증 쌀, GAP 인증쌀, 햇반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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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쌀

조달주기

(1)1개월에 1∼2회 이상, (2)2∼3개월에 1회, (3)1년에

2∼3회, (4)그보다 드물게, (5)먹지 않음

쌀은 백미와 현미

를의미함을설명

쌀

조달방법

(1)전부 직접 구입, (2)일부는 직접 구입하고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3)전부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4)기타

-

쌀 구입 시

고려 기준

(1)가격, (2)맛, (3)안전성, (4)품질, (5)영양(건강),

(6)구입의 편리성, (7)조리의 편리성, (8)기타
-

쌀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1)가격, (2)생산지역, (3)원산지, (4)쌀의 품종, (5)브랜드,

(6)쌀의 외관, (7)판촉상품, (8)친환경인증, (9)기능성 첨가,

(10)도정(가공) 날짜, (11)포장상태, (12)기타인증품,

(13)기타

-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잡

곡 종류

(1)현미찹쌀, (2)흑미, (3)차조, (4)수수, (5)찹쌀, (6)율무,

(7)적두, (8)밀, (9)서리태, (10)찰보리, (11)깐녹두, (12)기장,

(13)혼합 잡곡, (14)잡곡을 먹지 않음

백미/현미/

잡곡구입단위
( )kg

잡곡은 주구입

잡곡을응답받은후,

응답한 잡곡을

기준으로 질문

백미/현미/

잡곡 가격

(1)25,000원 미만, (2)25,000∼30,000원 미만,

(3)30,000∼35,000원 미만, (4)35,000∼40,000원 미만,

(5)40,000∼45,000원 미만, (6)45,000∼50,000원 미만,

(7)50,000∼55,000원 미만, (8)55,000∼60,000원 미만,

(9)60,000∼70000원 미만, (10)70,000∼80000원 미만,

(11)80,000원 이상, (12)모름/기억나지 않음

고부가가치쌀

구입의향

(1)씻어나온 쌀, (2)수입 쌀, (3)친환경인증 쌀, (4)GAP

인증 쌀, (5)햇반

친환경인증 쌀,

GAP인증 쌀로

표기 수정

수입쌀

섭취 의향

(1)절대 먹지 않을 것, (2)아마 먹지 않을 것,

(3)잘 모르겠다, (4)아마 먹어볼 것, (5)반드시 먹을 것
-

주로 먹는

밥 종류

(1)흰 밥, (2)흰밥 + 현미밥, (3)현미밥, (4)잡곡밥,

(5)기타

1, 2순위 질문

으로 변경

표 4-14. 곡물 구입과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

마. 채소·과일·임산물 구입과 소비행태

○ 채소류, 과일류, 임산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달주기, 조달방법, 구입 형태

(포장여부 및 포장형태), 구입 시 고려기준에 대한 문항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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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세척·절단제품, 양채류, 신품종 및 외래품종과일,

친환경인증품, GAP 인증품에 대한 구입주기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일의 경우 다양성 평가를 위해 소비하는 종류의 개수를 조사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채소, 과일,

임산물

조달주기

(1)매일, (2)주 2∼3회, (3)주 1회, (4)1개월에

1∼2회, (5)2∼3개월에 1회, (6)1년에 2∼3

회, (7)그보다 드물게, (8)먹지 않음

구입에서 조달(구입 또는

얻음)로 수정

채소, 과일,

임산물

조달방법

(1)전부 직접 구입, (2)일부는 직접 구입하고

일부는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3)전부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준다, (4)기타

-

채소, 과일,

임산물

구입 형태

(1)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거나

개당 구입, (2)비닐봉투 등 소포장형태 구입,

(3)박스형태 구입, (4)기타

-

채소, 과일,

임산물

구입기준

(1)가격, (2)맛, (3)안전, (4)품질 , (5)영양,

(6)구입의 편리성, (7)조리의 편리성, (8)기타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로 나누어 질문

채소, 과일,

임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1)가격, (2)생산지역명, (3)원산지, (4)신선도,

(5)브랜드, (6)선별상태, (7)판촉상품,

(8)친환경인증, (9)품종, (10)포장상태,

(11)기타 인증품, (12)기능성 첨가, (13)기타

* 과일의 경우 당도 추가

선별(외관)과 포장상태를

분리하여 제시

지난 1주일

동안 섭취

과일 개수

( )가지 -

채소, 과일,

임산물

고부가가치

제품 구입

주기

(1)한 번도 구입해 본 적 없다, (2)구입한

적이 있으나, 최근 1년 동안은 구입한 적이

없다, (3)주로 다른 종류를 구입하고,

(보기)는 가끔 구입한다, (4)다른 종류는

구입하지 않고, (보기)만 구입한다

-

표 4-15. 채소·과일·임산물 구입과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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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축산물(쇠고기/돼지

고기/닭고기/우유/요

구르트/치즈/계란/육

가공제품) 조달주기

(1)매일, (2)주 2∼3회, (3)주 1회, (4)1개월에

1∼2회, (5)2∼3개월에 1회, (6)1년에 2∼3회,

(7)그보다 드물게, (8)먹지 않음

구입에서 조달

(구입 또는 얻

음)로 수정

축산물구입시

고려기준

(1)가격, (2)맛, (3)안전성, (4)품질, (5)영양

(건강), (6)구입의 편리성, (7)조리의 편리성,

(8)기타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는 기준과 구

입할 때 우선적

으로 확인하는

정보로 나누어

1/2순위 질문

축산물구입시

우선확인정보

(1)가격, (2)생산지역명, (3)원산지, (4)신선도,

(5)브랜드, (6)외관, (7)판촉상품, (8)등급,

(9)친환경인증, (10)품종, (11)포장상태,

(12)기타 인증품, (13)기능성 첨가 여부,

(14)기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구입형태

(1)냉동육, (2)냉장육, (3)기타 -

(1)포장하지 않은 고기, (2)포장육, (3)양념육,

(4)기타
-

쇠고기/돼지고기구입단위
(1)100g, (2)300g, (3)600g, (4)900g,

(5)1,200g, (6)기타
-

계란구입단위
(1)10개 미만, (2)10개, (3)15개, (4)20개,

(5)30개, (6)기타
-

표 4-16. 축산물 구입과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

바. 축산물 구입과 소비행태

○ 축산물 조사대상에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우유, 요구르

트, 치즈), 계란, 육가공품을 포함함.

○ 공통적으로 조달주기, 구입 형태, 구입 시 고려기준, 선호브랜드, 구입 단위

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며, 육류의 경우 부위와 원산지에 관한 공통 문항으

로 구성됨. 육류의 경우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먹는 종류와 그 이유, 수입산 

구입 의향에 대한 문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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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우유구입단위

(1)200∼500ml미만, (2)500∼900ml미만,

(3)900∼1,000ml미만, (4)1∼1.8리터 미만,

(5)1.8리터 이상

-

쇠고기

주구입부위

(1)안심, (2)등심, (3)갈비, (4)양지, (5)사태,

(6)사골, (7)전지, (8)기타
-

돼지고기

주구입부위

(1)삼겹살, (2)목살, (3)등심, (4)안심, (5)갈비,

(6)전지, (7)기타
-

닭고기주구입부위
(1)생닭, (2)다리, (3)날개 , (4)가슴,

(5)안심, (6)봉, (7)기타
-

쇠고기원산지 (1)국내산, (2)호주산, (3)미국산, (4)기타 -

돼지고기/닭고기원산지 (1)국내산, (2)유럽산, (3)미국산, (4)기타 -

국내산쇠고기

구입등급

(1)1++등급, (2)1+등급, (3)1등급, (4)2등급,

(5)3등급, (6)잘 모르겠음, (7)기타

국내산으로 제한,

구이용/국거리

용으로 질문

수입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

닭고기 섭취 의향

(1)절대 먹지 않을 것, (2)아마 먹지 않을 것,

(3)잘 모르겠다, (4)아마 먹어볼 것, (5)반드시

먹을 것

-

가장많이먹는육류와

이유

(1)쇠고기, (2)돼지고기, (3)닭고기, (4)오리

고기, (5)기타
-

(1)건강에 좋아서, (2)가격이 저렴해서, (3)

맛이 있어서, (4)조리하기 쉬워서, (5)기타
-

표 4-16. 축산물 구입과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계속)

사. 수산물 구입과 소비행태

○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형별 조달주기와 구입 형태에 대한 조사문항을 포함

하며, 가정 내에서의 수산물과 육류의 상대적 섭취 빈도에 대해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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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수산물(생선류/ 해

조류/조개류/연체

류/갑각류/건어물)

조달주기

(1)매일, (2)주 2∼3회, (3)주1회, (4)1개월에

1∼2회, (5)2∼3개월에 1회, (6)1년에 2∼3회,

(7)그보다 드물게, (8)먹지 않음

구입에서 조달(구입

또는 얻음)로 수정

수산물 구입 형태

(1)그대로 사서 집에서 다듬는다, (2)손질한

형태로 구입, (3)손질하여 포장한 형태로 구입,

(4)반조리된 형태로 구입, (5)조리된 형태로

구입, (6) 기타

-

수산물 구입 시

고려 기준

(1)가격, (2)맛, (3)안전성, (4)품질, (5)영양

(건강), (6)구입의 편리성, (7)조리의 편리성,

(8)기타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확인하는

정보로 나누어

1/2순위 질문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1)가격, (2)생산지역명, (3)원산지, (4)신선도,

(5)브랜드, (6)외관, (7)판촉상품, (8)품종,

(9)포장상태, (10)기타 인증품, (11)기능성

첨가 여부, (12)기타

수산물과 육류의

상대적 섭취 빈도

(1)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다, (2)수산물을 조금

더 많이 먹는 편, (3)비슷, (4)육류를 조금

더 많이 먹는 편, (5)육류를 더 많이 먹는다

-

표 4-17. 수산물 구입과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

아.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행태

○ 가공식품으로는 김치와 장류(고추장, 된장, 국간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

달방법 및 주기, 구입 단위, 구입 이유 등을 조사함.

○ 그 밖에 음료, 식용유, 설탕류, 소금, 물, 조리식품에 대해서 가정 내 소비유

형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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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김치, 장류

마련방법

(1)전혀 먹지 않는다, (2)거의 매번 직접 만든다,

(3)주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얻는다, (4)주로 산다
-

김치, 장류

마련주기

(1)1개월에 1∼2회, (2)2∼3개월에 1회, (3)1년에 2∼

3회, (4)그보다 드물게

마련형태 부연

설명

김치, 장류

구입 단위

김치 (　　 )kg, 고추장 (　　 )kg, 된장 (　　 )kg,

국간장(　　)ml

국간장은 ml로

수정

김치, 장류

구입 이유

(1)담그는 것이 번거로워서, (2)담글 시간이 없어서,

(3)사 먹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4)사 먹는 것이 맛이

좋아서, (5)담글 줄 모르기 때문에, (6)장기 보관이

어려워서, (7)포장상태여서 운반 편리, (8)기타

-

구 입 하 는

음료 종류

(1)100% 과일주스, (2)저과즙음료, (3)흰우유, (4)가공

우유, (5)요구르트, (6)두유, (7)탄산음료, (8)이온음료,

(9)커피, (10)녹차, (11)곡물차, (12)기능성음료, (13)기타

보기마다 대표

브랜드 설명

추가

사용 중인

식용유 종류

(1)콩기름, (2)옥수수기름, (3)포도씨유, (4)올리브유,

(5)면실유, (6)채종유(카놀라유), (7)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음, (8)기타

-

사용 중인

설탕 종류

(1)백설탕, (2)갈색설탕, (3)흑설탕, (4)꿀, (5)물엿,

(6)올리고당, (7)인공감미료, (8)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음, (9)기타

-

사용 중인

소금 종류

(1)천일염, (2)꽃소금, (3)구운소금, 죽염, (4)맛소금,

(5)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음, (6)기타
-

조리 시 사용

/식음용 물
(1)수돗물, (2)정수기물, (3)끓인 물, (4)생수, (5)기타 -

조 리 식 품

구입 빈도

(1)매일, (2)주 2∼3회, (3)주 1회, (4)2주일에 1회,

(5)1달에 1회, (6)그보다 드물게, (7)먹지 않음
-

조 리 식 품

구입 이유

(1)조리할 줄 몰라서, (2)시간이 없어서, (3)맛이 좋아서,

(4)편리해서, (5)저렴해서, (6)기타
-

표 4-18. 가공식품 구입과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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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비용

( )원

함께 동거하

는 가구구성

원 기준으로

수정

식사 인원 ( )명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횟수

(1)매일, (2)주 4∼5회, (3)주 2∼3회, (4)주 1회, (5)2주일에

1회, (6)1달에 2∼3회, (7)1달에 1회, (8)2∼3달에 1회,

(9)그보다 드물게

외식하는이유
(1)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2)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3)식사준비가 귀찮아서, (4)특별한 날이어서, (5)기타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하지

않는 이유

(1)값비싼 가격, (2)오랜 대기시간, (3)맛이 없음, (4)화학

조미료 사용, (5)영양상 불균형, (6)음식량이 많음,

(7)음식량이 적음, (8)서비스 나쁨, (9)위생문제, (10)원료

품질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11)기타

* 배달/테이크아웃은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추가

주로 가는

외식 식당

유형

(1)한식당, (2)고깃집, (3)닭고기 전문점, (4)생선/해물요리

전문점, (5)패밀리 레스토랑, (6)패스트푸드점일식당,

(7)분식점, (8)횟집, (9)일식요리 전문점, (10)중식당,

(11)뷔페, (12)이탈리안 레스토랑, (13)유기농전문음식점,

(14)이색외국요리전문점피자집, (15)요리주점, (16)피자집,

(17)죽 전문점, (18)기타

주로 가시는

외식 식당으

로 질문 변경

표 4-19. 외식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

자. 외식 소비행태

○ 외식은 가족단위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형태와 배달 및 테이크아웃 

형태로 구분함. 주요 내용으로 가족단위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 

1회 평균 비용과 인원수, 빈도수, 주된 식당유형과 메뉴 항목을 포함함. 또

한 가족단위 외식의 이유와 외식 선택 기준을 조사하며, 유형별로 1년 전 

대비 올해의 이용 빈도 추이를 살펴봄.

- 외식유형은 패스트푸드, 뷔페식당, 패밀리레스토랑, 외국음식(인도, 베트

남, 태국 등), 한식, 중화요리, 일식, 유기농 전문식당 등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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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배달/테이크아웃 메뉴

(1)보쌈, 족발, (2)치킨/강정/찜닭, (3)탕류,

(4)피자, (5)회/초밥, (6)중화요리, (7)이색

외국요리, (8)채소요리, (9)한식, (10)면류,

(11)햄버거/샌드위치/빵류, (12)기타

주로 드시는

외식 메뉴로

질문 변경

외식 선택 기준

(1)음식점의 청결도, (2)가격수준, (3)서비스

정도, (4)분위기, (5)요리종류, (6)음식의 맛,

(7)음식의 양, (8)메뉴의 다양성, (9)교통이

편리한 곳, (10)예약의 용이함, (11)부대시설

(놀이시설, 쇼핑 등), (12)주차의 편리함,

(13)기타

주차의 편리

함 추가

배달/테이크아웃 선택 기준

(1)가격수준, (2)배달의 신속성, (3)업체신뢰도,

(4)메뉴 종류, (5)음식의 맛, (6)음식의 양, (7)

메뉴의 다양성, (8)포장상태, (9)기타

-

외식(패스트푸드/뷔페식당/

패밀리 레스토랑/외국 음식

/한식/중화요리/일식/유기농

전문식당) 이용 빈도 추이

(1)크게 감소, (2)약간 감소, (3)변함 없다,

(4)약간 증가, (5)매우 증가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 추이

(1)크게 감소, (2)약간 감소, (3)변함 없다,

(4)약간 증가, (5)매우 증가
-

표 4-19. 외식 소비행태 - 주구입자용(계속)

차. 식생활 및 라이프스타일

○ 식생활은 가족 모두 모여 식사하는 횟수, 식생활의 만족도, 학교급식이 식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품질수준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함.

○ 소비자의 식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 구분을 위해 간편화, 고급화, 건강지향,

합리적 경향, 다양화 등 여러 가지 경향을 평가할 수 있는 17개 문항을 구성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5단계로 척도를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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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밥 먹는 횟수 평가 (1)매우 감소, (2)약간 감소, (3)변함 없다, (4)

약간 증가, (4)매우 증가
-

밥 먹는 횟수 전망

가족 식사 횟수
(1)아침: 7일 중 ( )일, (2)점심: 7일 중 ( )일,

(3)저녁: 7일 중 ( )일
1인 가구 제외

식생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하는 편, (3)보통, (4)

만족하는 편, (4)매우 만족
-

학교 급식 만족도

라이프스타일

(17개 문항)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3)보

통, (4)그런 편, (5)매우 그렇다
-

표 4-20. 식생활 및 라이프스타일 - 주구입자용

카. 배경질문

○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배

경질문 항목을 포함함. 가구구성원(동거인 기준)의 성별, 출생연도, 학력, 직

업, 질병 여부 등을 조사함.

○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식료품비 지출 

수준, 주거형태와 주택 점유형태, 사회적 지원 수혜 여부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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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조사지역 서울, 광역시 및 지역권 -

가구구성원 성별 (1)남성, (2)여성 -

가구구성원출생연도 ( )년 -

가구구성원 학력 (1)학생, (2)중졸 이하, (3)고졸, (4)대졸, (5)대학원졸, (6)모름 -

가구구성원 직업

(1)자영업, (2)영업직/판매직, (3)서비스직, (4)기능/작업직,

(5)일반 사무직, (6)경영/관리직, (7)전문직, (8)공무원, (9)

교사, (10)중학생, (11)고등학생, (12)대학생, (13)대학원생,

(14)농업/임업/축산업/어업, (15)전업주부, (16)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직, (17)무직, (18)기타

-

가구구성원질병여부 (1)아토피, (2)고혈압, (3)당뇨, (4)암, (5)없음, (6)모름 -

가구 구성 형태
(1)1인 가구, (2)부부 가구, (3)부모+자녀 가구, (4)조부모+

부부+자녀, (5)기타
-

주요의사결정권자 ( ) -

식품.식자재 직접
구입여부

(1) 집에서 먹는 식품, 식자재의 대부분을 내가 직접 구입

한다, (2)집에서 먹는 식품, 식자재를 대부분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동거인>이 구입한다, (3)나는 집에서 먹는

식품, 식자재를 전혀 구입하지 않는다

-

음식 조리

(1)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2)대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사 먹거나 가족/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어온 음식을 간단한

조리만 해서 먹는다, (3)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다

질문추가

맞벌이 여부 (1)맞벌이함, (2)맞벌이하지 않음 -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 원 이하, (2)100∼199만 원, (3)200∼299만 원,

(4)300∼399만 원, (5)400∼499만 원, (6)500∼599만 원,

(7)600∼699만 원, (8)700∼799만 원, (9)800∼899만 원,

(10)900∼999만 원, (11)1,000만 원 이상

-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

(1)20만 원 미만, (2)20∼39만 원, (3)40∼59만 원,

(4)60∼79만 원, (5)80∼99만 원, (6)100∼149만 원,

(7)150∼199만 원, (8)200∼249만 원, (9)250∼299만 원,

(10)300∼399만 원, (11)400∼499만 원, (12)500∼599만 원,

(13)600만 원 이상

-

주거 형태 (1)아파트, (2)연립/다가구주택, (3)단독주택, (4)기타 -

주택 점유 형태
(1)자기집, (2)무상주택, (3)사택, (4)영구임대, (5)전세,

(6)(보증부)월세, (7)기타
-

건강 관심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3)보통, (4)그런 편,

(5)매우 그렇다
-

사회 지원 (1)예, (2)아니오 -

표 4-21. 배경질문 - 주구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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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가구원 대상 설문

○ 가구원 설문은 만 13세 이상(중학생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구성원

별로 설문지가 작성됨. 청소년층(만 13∼18세, 중·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식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험이 많지 않고, 혼자 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문항을 생략하여 성인 대상 설문지와 차별적으로 구성함.

○ 가구원 대상 설문은 가정식과 외식을 포함한 식사현황, 개인적인 외식소비

행태, 선호식품군 등에 대한 문항과 식품정책의 분야별 및 전체 평가를 위

한 세부 항목을 포함함. 식품정책 대상 분야는 식품 안전, 식품 표시, 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식품 관련 피해/구제로 구분함.

가. 식생활 행태

○ 가족 구성원의 일주일간 끼니별 식사횟수와 거른횟수, 식사행태(가정식, 음

식점 외식, 배달·테이크아웃), 식사 시간의 규칙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

함. 가구원별로 밥 먹는 횟수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평가하고, 아침밥의 

종류와 아침밥을 거르는 이유 등을 포함함.

○ 가구원의 식생활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 식생활을 위해 중요한 사

항을 조사하고, 식생활 만족도,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등을 평가하도록 함. 식품류별로 

국산, 지역산, 유기농 여부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식품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입산 대비 지불의향 수준을 조사함.

- 국산 농식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국내산 원재료를 이용한 가

공식품 및 식사형태임.

- 지역 농식품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 또는 지역산 원

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식사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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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식품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

물 또는 유기농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및 식사형태임.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식사 현황
아침/점심/저녁 식사횟수(집/도시락,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거른횟수

도시락 추가,

브런치, 아침 겸

점심은 점심에

포함

밥 먹는 횟수 평가 (1)매우 감소, (2)약간 감소, (3)변함 없다,

(4)약간 증가, (4)매우 증가
-

밥 먹는 횟수 전망

아침밥 주메뉴

(1)밥, (2)빵/샌드위치, (3)죽/누룽지, (4)선식/

미숫가루, (5)씨리얼, (6)우유, (7)떡류,

(8)도시락, (9)안 먹는다, (10)기타

-

식사를

거르는 이유

(1)시간이 없어서, (2)먹고 싶지 않아서, (3)건강

상의 이유로, (4)식사 준비가 안되어서, (5)식재료

/음식을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6)기타

-

식사 시간 규칙성 (1)규칙적, (2)불규칙적 -

식사 시간 불규칙

한 이유

(1)먹고 싶지 않아서, (2)식사 준비가 안되어서,

(3)시간이 없어서, (4)식사 모임이 있어서, (5)기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1)채소중심의 식생활, (2)규칙적인 식생활,

(3)다양하게 먹는 것, (4)즐겁게 먹는 것,

(5)칼로리를 조절하는 것, (6)단 것을 줄이는 것,

(7)염분을 줄이는 것, (8)기타

-

식생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하는 편, (3)보통,

(4)만족하는 편, (4)매우 만족
-

국산/지역농산물/

친환경 식재료

관심도

(1)전혀 관심없다, (2)관심없는 편, (3)보통,

(4)관심있는 편, (4)매우 관심있다
-

수입산 대비 국산/

지역/유기농식품의

지불의향수준

( )원 -

표 4-22. 식생활 -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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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호식품군

○ 가구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식품의 종류에 대한 조사로, 대상 식품

은 밥, 과일, 육류, 음료, 술 등임.

○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요 품목 및 식품군별로 소비자 인식수

준을 조사함. 대상 식품은 곡류(쌀, 잡곡), 과일, 채소, 육류(쇠고기, 돼지고

기, 닭고기), 육가공품, 계란, 우유, 수산물, 가공식품, 술이며, 기능성식품과 

친환경식품을 별도로 평가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선호하는 밥 종류
(1)흰밥, (2)흰밥 + 현미밥, (3)현미밥,
(4)잡곡밥, (5)기타

1/2순위로
질문

선호하는 과일

(1)사과, (2)배, (3)귤, (4)포도, (5)참외,
(6)수박, (7)토마토, (8)복숭아, (9)바나나,

(10)키위, (11)오렌지, (12)자몽, (13)체리,
(14)블루베리, (15)망고, (16)파인애플, (17)기타

-

선호하는 과일 맛

(1)달콤한 것, (2)새콤한 것, (3)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좋은 것, (4)향기가 좋은 것,
(5)식감이 좋은 것, (6)신선한 것, (7)제철과일,
(8)먹기 쉬운 것, (9)건강에 좋은 것, (10)기타

-

선호하는 육류
(1)쇠고기, (2)돼지고기, (3)닭고기,

(4)오리고기, (5)육가공품, (6)기타
-

선호하는 음료

(1)100% 과일주스, (2)저과즙음료, (3)흰우유,
(4)가공우유, (5)요구르트, (6)두유, (7)탄산

음료, (8)이온음료, (9)커피, (10)녹차,
(11)곡물차, (12)기능성음료, (13)기타

-

음주 빈도

(1)매일, (2)주 4∼5회, (3)주 2∼3회, (4)주
1회, (5)2주일에 1회, (6)1달에 2∼3회,

(7)1달에 1회, (8)2∼3달에 1회, (9)그보다
드물게, (10)술을 마시지 않음, (11)기타

‘술을
마시지

않음’
보기 추가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쌀/잡곡/과일/채소/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육가공품/계란/우유/수산물/
가공식품/술/기능성식품/친환경식품)

(1)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2)나쁜

영향을 미치는 편, (3)보통, (4)좋은 영향을
미치는 편, (5)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

-

표 4-23. 선호식품군 -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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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
과

수정내용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횟수

(1)매일, (2)주 4∼5회, (3)주 2∼3회, (4)주 1회, (5)2주일에

1회, (6)1달에 2∼3회, (7)1달에 1회, (8)2∼3달에 1회,

(9)그보다 드물게

-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하지 않는

이유

(1)값비싼 가격, (2)오랜 대기시간, (3)맛이 없음, (4)화학

조미료 사용, (5)영양상 불균형, (6)음식량이 많음, (7)음식량이

적음, (8)서비스 나쁨, (9)위생문제, (10)원료품질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11)기타

* 배달/테이크아웃은 포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추가

-

1회 평균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비용

(1)5천 원 미만, (2)5천 원∼1만 원 미만, (3)1만 원∼2만 원

미만, (4)2만 원∼5만 원 미만, (5)5만 원 이상, (6)기타
-

주로 가는

외식 식당

유형

(1)한식당, (2)고깃집, (3)닭고기 전문점, (4)생선/해물요리

전문점, (5)패밀리 레스토랑, (6)패스트푸드점일식당, (7)분

식점, (8)횟집, (9)일식요리 전문점, (10)중식당, (11)뷔페,

(12)이탈리안 레스토랑, (13)유기농전문음식점, (14)이색외

국요리전문점피자집, (15)요리주점, (16)피자집, (17)죽 전

문점, (18)기타

주로 가시

는 외식

식당으 로

질문 변경

표 4-24. 외식행태 - 가구원용

다. 외식행태

○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동료·지인들과 같이 또는 혼자 음식점에 

가거나, 배달·테이크아웃하는 행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이용 횟수, 자

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1인 기준 1회 외식비용, 주 메뉴, 장소, 선

택기준을 조사함.

○ 외식유형별로 1년 전 대비 이용빈도의 증감정도를 평가함. 외식유형은 가족

단위 외식조사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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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
과

수정내용

주로 가는 식당 유형

선택 이유

(1)맛있어서, (2)가까워서, (3)시간이 없어서,

(4)값이 싸서, (5)양이 많아서, (6)음식이 다양

해서, (7)건강에 좋아서, (8)기타

-

외식 선택기준

(1)음식점의 청결도, (2)가격수준, (3)서비스정

도, (4)분위기, (5)요리종류, (6)음식의 맛, (7)

음식의양, (8)메뉴의 다양성, (9)교통이 편리

한곳, (10)예약의 용이함, (11)부대시설(놀이

시설, 쇼핑 등), (12)주차의 편리함, (13)기타

주차의 편

리함 추가

배달/테이크아웃하는 이유

(1)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2)가정 내 식

사가 어려워서, (3)식사준비가 귀찮아서, (4)

특별한 날이어서, (5)기타

-

배달/테이크아웃선택기준

(1)가격수준, (2)배달의 신속성, (3)업체신뢰

도, (4)메뉴종류, (5)음식의 맛, (6)음식의 양 ,

(7)메뉴의 다양성, (8)포장상태, (9)기타

-

외식 지출, 빈도 증감

(쌀/잡곡/과일/채소/쇠

고기/돼지고기/닭고기/

육가공품/계란/우유/수

산물/가공식품/술/기능

성식품/친환경식품)

(1)크게 감소, (2)약간 감소, (3)변함 없다,

(4)약간 증가, (5)매우 증가

배달/테이크아웃 지출,

빈도 증감

(1)크게 감소, (2)약간 감소, (3)변함 없다,

(4)약간 증가, (5)매우 증가
-

표 4-24. 외식행태 - 가구원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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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 안전성

○ 식품 안전성은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해서는 척도 평가

와 체감점수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식품 종류·조리 및 식사장소·위해요인별 

평가를 구분하여 추진함.

○ 식품 종류별 안전성 평가는 식품류별로 국내산 및 수입산에 대한 안전성 척

도 평가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육류와 수산물의 경우는 수입 국가별로 소비

자의 평가에 크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별로 세분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국내산 안전성 평가(곡류/채소류/과일
류/육류/수산물/가공식품)

(1)전혀 안전하지 않다,

(2)안전하지 않은 편, (3)보통,

(4)안전한 편, (5)매우 안전

수입산 안전성 평가(곡류/채소류/과일
류/육류(미국산, 호주산, 뉴질랜드산,

유럽산, 남미산)/수산물(일본산, 중국
산, 유럽산)/가공식품)

수입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표

지역별로 질문

전반적 식품 안전성 체감 평가 ( )점
0∼100점 사이

점수 기록

조리 및 식사장소별 안전성 척도 평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급식/음식점에서 먹는
음식/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즉석 조리코너
판매 형태/배달음식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1)전혀 안전하지 않다, (2)

안전하지 않은 편, (3)보통,

(4)안전한 편, (5)매우 안전

-

식품의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이물질/
채소, 과일의 잔류농약문제/축산, 활어의
항생제 문제/자연독성(버섯, 복어 등)/

식품첨가물/중금속, 환경호르몬 등/식중독균/
가축질병/GMO식품/방사선 조사식품/식품
용기및포장의위해성/알레르기유발물질)

(1)전혀 안전하지 않다, (2)

안전하지 않은 편, (3)보통,

(4)안전한 편, (5)매우 안전

-

식품의 안전관리 주체의 중요성 평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생산자/유통 및판매
업체/소비자 자신/학교/소비자단체/언론)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

하지않은편, (3)보통, (4)중요한

편이다, (5)매우 중요하다

-

안전식품 추가 지불 용의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3)보통,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

표 4-25. 식품 안전성 -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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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및 식사장소별 안전성 척도 평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급식, 음식점에

서 먹는 음식, 가정 조리 음식, 즉석조리코너 판매 음식, 배달·테이크아웃 

음식으로 구분함.

○ 식품의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에서 대상 위해요인은 이물질, 농약, 항생제,

자연독성, 첨가물, 중금속·환경호르몬, 식중독, 가축질병, GMO, 방사선조사

식품, 용기·포장의 위해성,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세분하여 위해요인별로 우

려정도를 평가함.

○ 식품의 안전관리 주체를 소비자, 생산자, 유통 및 판매업체,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학교, 소비자단체, 언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중요성을 평가함.

또한 안전한 식품을 위해 추가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사함.

마. 식품 표시사항

○ 식품 구입 시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청과물·

육류와 같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구분하여 구입 시 실제 확인하는 사항

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함.

○ 전반적인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1년 전에 비해 식품 표시의 확

인 정도와 신뢰도가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평가하도록 함. 또한 식품 표시제

도별 인지도와 구입여부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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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
결과

수정내용

포장지 내용 확인

(1)전혀 안 본다, (2)거의 안 보는 편, (3)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 (4)보는 편,

(5)거의 매번 본다

-

청과물, 육류구입시확인사항

(1)생산년도(일자), (2)원산지표시, (3)생산지역,

(4)당도표시, (5)GMO식품 표시, (6)중량, (7)생산자

이름, (8)브랜드, (9)GAP 표시, (10)지자체 등

기타 인증 표시, (11)HACCP 표시, (12)가격,

(13)이력번호, (14)등급, (15)품종, (16)기타

-

가공식품 구입 시 확인 사항

(1)유통기한, (2)원산지표시, (3)첨가물, (4)원재료명,

(5)GM식품표시, (6)보존방법, (7)내용량, (8)제조업자명

(판매업자명), (9)브랜드, (10)전통식품인증표시, (11)KS

표시, (12)지자체등기타인증표시, (13)HACCP 표시,

(14)가격, (15)영양표시, (16)등급, (17)기타

-

식품 표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하는 편, (3)보통,

(4)만족하는 편, (5)매우 만족
-

식품 표시 신뢰도
(1)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2)신뢰하지 않는

편, (3)보통, (4)신뢰하는 편, (5)매우 신뢰
-

식품 표시 신뢰하지않는 이유

(1)표시절차나 검사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함, (2)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상품이나 사

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3)표시가 너무 많아서 믿음이 가지 않음,

(4)표시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5)기타

-

전년 대비 식품 표시 확인

평가(1년 전에 비해 식료품의
표면이나 포장에 표시된 내
용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3)보통, (4)그런 편, (5)매우 그렇다

전년 대비 식품 표시 신뢰도
평가(더 신뢰하게 되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3)보통, (4)그런 편, (5)매우 그렇다

변화없으면

( 3 )으로

응답

식품 표시제도 인지도(전통식
품인증제/가공식품 KS 표시

/HACCP/원산지 표시/유기농
인증/지리적 표시/GAP/GMO)

(1)잘 알고 있다, (2)들어본 적 있다, (3)모

른다
-

식품 표시제 상품구입여부(전통
식품인증제/가공식품 KS 표시

/HACCP/원산지 표시/유기농인
증/지리적 표시/GAP/GMO)

(1)구입한 적 없다, (2)전에 구입했으나 현

재 구입 안 한다, (3)가끔 구입한다, (4)자

주 구입한다

-

표 4-26. 식품 표시사항 -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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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품 관련 교육·홍보·정보

○ 소비자 대상 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행사에 참가한 경험과 참가한 경우 식

생활에 도움되는 정도 등을 조사함.

○ 식료품의 품질이나 식생활 관련 정보 습득 시 주된 정보원에 대해서 세부적

으로 응답하도록 함.

- 정보원은 판매자, 주위사람, 포장지 표시, 방송, 광고문구, SNS, 정부기

관 홈페이지, 소비자단체, 학교, 의사 등, 종교단체, 건강 관련 단체 등이 

제시됨. 방송에서 식품 관련 정보를 얻은 경우는 요리 관련 방송, 뉴스,

토크쇼, 캠페인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소비자대상 교육, 홍보 행사 참

가 경험(식품 관련 소비자교육/

정부 주최 식품 관련 홍보행사

/소비자단체의식품관련 행사)

(1)참가한 경험이 있다, (2)참가해 본 적 없다

소비자대상 행사 도움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3)보통, (4)

그런 편, (5)매우 그렇다

음식 기초지식 습득에 바람

직한 시기

(1)유아기, (2)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4)중학생, (5)고교생, (6)대학생, (7)

필요 없음

식료품 품질, 식생활 관련

정보 획득처

(1)판매자, (2)주위사람, (3)포장지 표시나 문구, (4)방송,

(5)광고문구, (6)인터넷 블로그 또는 SNS, (7)정부기관

홈페이지, (8)소비자단체 홈페이지나 행사참가, (9)학교,

(10)의학전문가, (11)교회 등 종교단체, (12)건강 관련

단체, (13)기타

표 4-27. 식품 관련 교육·홍보·정보 -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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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식품 관련 피해·구제

○ 최근 1년 이내 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과 경험

한 경우 피해상황 및 대처방식 등으로 구성됨.

- 식품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 종류(이물질, 품질불량, 과대광고,

허위표시, 건강상, 바가지요금 등), 피해 식품류와 구입장소를 조사함.

○ 식품 관련 피해 발생 시 처리방식은 생산업체, 구입처, 소비자단체, 공공기

관, 인터넷, 언론으로 구분하고, 피해 발생 시 그냥 지나쳤다는 항목과 그 

이유에 대한 항목을 포함함. 또한 식품피해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만족

도를 조사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예비조사결과
수정내용

식품 피해

경험 여부
(1)예, (2)아니오 -

경험한 피해

종류

(1)이물질혼입, (2)품질불량, (3)과대광고, (4)허위표시,

(5)건강상의 문제 발생, (6)바가지요금 , (7)기타
-

피해 식품류
(1)농산물, (2)축산물, (3)수산물, (4)가공식품, (5)조리

식품, (6)외식, (7)배달음식, (8)급식, (9)기타
-

피해식품 구입

장소

(1)슈퍼, (2)재래시장, (3)백화점, (4)대형할인매장,

(5)통신판매, (6)친환경전문점, (7)음식점, (8)급식 식당,

(9)기타

보기에 음식점,

급식식당추가

피해 발생시

대처방식

(1)생산자(업체)에 불만제기, (2)구입처에 불만제기,

(3)소비자단체 상담센터에 의뢰, (4)공공기관에 제보

및 신고, (5)인터넷에 사례를 공유하거나 언론에 제보,

(6)그냥 지나쳤다, (7)기타

-

신고/상담하지

않은 이유

(1)귀찮아서, (2)시간이 걸려서, (3)비용이 들어서,

(4)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5)어디에

상담해야 좋을지 몰라서, (6)기타

-

식품피해 처리

결과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하는 편, (3)보통, (4)만족

하는 편, (5)매우 만족
-

표 4-28. 식품 관련 피해·구제 -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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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차원

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소비자정책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소비자의 식품 관련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만족도를 살펴보고, 국민 건강 보

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할 분야에 대해서 조사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중요한 식품 소비자

정책

(1)식품 안전 보장, (2)식품 관련 거래 적정화, (3)식품 관련 피해구

제, (4)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5)식품 표시정보의 제공, (6)기타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소비자정책 분야

(1)부당 사업자 처벌 단속, (2)소비자 상담 및 분쟁 조정, (3)

조사연구, (4)정보수집 및 제공, (5)교육 및 홍보, (6)국제소비

자문제 대응, (7)정책개발 및 추진, (8)기타

정부 추진 식품 관련

소비자정책 만족도
( )점

국민 건강 보장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할 분야

(1)식품 안전 관리로 질병 예방, (2)식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3)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체계 구축, (4)균형있

는 식품, 영양공급으로 소비자건강 향상, (5)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홍보

표 4-29.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 가구원용

자. 배경질문

○ 가구단위의 경제·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은 가구 내 식품 구입자 

질문에 포함되므로, 개별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됨.

○ 구성원의 비만도, 체중조절 관심도, 운동여부, 월평균 소득, 개별적인 외식 

비용 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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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구성원의 비만도
(1)아주 비만, (2)약간 비만인 편, (3)정상적인 편, (4)약간 마른 편,

(5)아주 마른 편

체중조절 관심도 (1)전혀 없다, (2)없는 편, (3)보통, (4)많은 편, (5)매우 많다

식사량 조절 여부 (1)예, (2)아니오

규칙적 운동 여부 (1)예, (2)아니오

월평균 소득

(1)99만 원이하, (2)100∼149만원, (3)150∼199만 원, (4)200∼249만원,

(5)250∼299만 원, (6)300∼349만 원, (7)350∼399만 원, (8)400∼449만

원, (9)450∼499만원, (10)500만원이상, (11)주부또는미취업, (12)기타

월평균 외식 지출액 ( )원

표 4-30. 배경 질문 - 가구원용

차. 청소년 설문

○ 식생활 행태에서 간식 소비행태에 관한 질문이 추가됨. 장소별 간식 횟수와 

주로 먹는 간식 종류를 조사함.

○ 식재료의 원산지, 지역, 친환경 여부 등에 대한 관심정도에 대해서는 평가

척도를 조사하지만, 지불의향 가격수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선호 식품

군에서는 술이 제외됨.

○ 식품 안전성에 관해서는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 정도 평가 부분을 생략함.

○ 식품 구입 시 확인하는 표시사항에 있어서는 가공식품에 한정하여 조사하

며, 식품 관련 교육·홍보 행사 참가에 관한 항목을 제외함.

질문문항 선택항목구성

하루간식횟수및간식종류(학교/길거리및음식점/집)
(1)전혀 먹지 않는다, (2)1회,

(3)2회, (4)3회, (5)수시로 먹는다

가장 자주 먹는 간식 종류(학교/길거리 및 음식점/집) ( )

표 4-31. 추가설문 - 청소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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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식품소비행태 조사방법 구상

1. 표본설계 방법 검토

1.1 표본조사의 기본조건

○ 본 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반 및 경제·사회·인구특성별 식품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일정기간 동안의 식품

소비 관련 구성 및 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조사는 

전국 및 계층별 대표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시점 간 비교 및 추세 

분석이 가능하도록 모집단의 주요특성을 가급적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해 연차적으로 조사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특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표본조사는 단순한 형태인 반복조사

(repeated survey)와 복잡한 형태의 패널조사(panel survey)로 분류할 수 있

음. 어떠한 형태의 조사를 채택하든지 조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세

부적인 수정을 가할 때는 궁극적으로 트렌드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조사방법을 변경 시 트렌드추정과 관련하여 고려

하여야 할 사항들은 설문지의 문구나 항목, 자료수집 방식, 면접원 훈련,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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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원 선택, 표본 추출틀, 코딩절차, 결측항목 대체(imputation) 방식이나 가

중치산출(weighting) 등이 있음.15

1.2 반복조사

○ 반복조사란 여러 시점에 걸친 모집단에 대한 횡단면조사를 반복적으로 수

행하는 일련의 조사로서 기간 내 순변동이나 트렌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줌.

- 순변동이란 시점 간에 발생한 총계수준의 모집단 특성변동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2년간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증감, 1인 가구 비율의 변

동 등임.

○ 반복조사는 매 조사 시점마다 표본대상을 모집단으로부터 새롭게 추출하는 

방식임. 반복조사는 조사시점의 목표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확률표본을 사

용할 수 있어 시점별 모집단의 횡단면적 특성과 특정기간 내 평균적인 모집

단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표본조사 대상은 시점별로 중복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하거나 중복

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도 있음. 중복이 포함되더라도 시점별로 동일 가구나 

개인들을 추적하여 추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는 없음. 하지만 중복정도는 연

속되는 시점별 추정량   함수의 정도수준(precision level)에 영향을 줌. 두 

시점의 개인 특성값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중복비율을 높게 하면 독

립표본과 비교하여 순변동 추정량   
  

   의 분산을 줄일 수 있게 됨.

- 순변동 추정량의 분산식:          
  

○ 표본평균간 순변동          을 고려한다면 단순확률추출 하에서 다음 

15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Kalton(2009)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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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분산식을 가짐.16 여기서 
는 시점과 관계없는 동일한 조사변수의 

모분산을 가정하며, 은 두 시점의 동일한 표본크기를 나타내고, 와 

는 두 시점 간 중복된 표본개체수와 조사변수의 상관계수를 각각 나타냄.

(1)  
      








○ 식 (1)에서 두 시점 간 조사변수는 양의 상관관계( )를 갖기 때문에 평

균의 순변동을 추정한다면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중복되지 않는 독립표

본( )을 사용할 때보다는 중복표본( )을 사용할 때 그 효율성이 훨

씬 높아짐. 하지만 두 시점의 평균적인 모집단 특성을 추정할 때에는 중복

비율을 높지 않게 할 때 추정량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음. 이는 평균특성 

추정량       
  의 표본분산식이 다음 (2)와 같기 때문임.

(2)     
            

   

○ 만약 순변동과 평균특성 모두를 추정한다면, 추정량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

라 적절한 중복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이 매월 혹은 매분기 정도의 짧은 주기를 갖는 

반복조사인 경우, 매 시점별 추정량은 표본중복여부를 고려한 다음과 같

은 절충추정량(composite estimator)  
을 사용하여 모수 추정량의 정

도 수준을 높일 수 있음. 여기서 와 는 적절히 선택된 상수값이고  

와  는 각각 시점의 중복표본과 비중복표본만을 이용한 추정량을 나

타냄.17

(3)  
        

        
  

16 Gambino and Silva(2009) 참고할 수 있음.

17 미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즉 U.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에서는 

와 를 사용함.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Cantwell and Ernst(1992)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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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영양조사’나 ‘가계금융조사’ 등과 같이 주요 관심모수의 기간

별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일년 혹은 그 이상으로 

정하게 됨. 이러한 조사에서는 순환표본설계를 채택하여야 할 만큼 절충

추정량 방식의 효율은 그리 높지 않음.

○ 따라서 절충추정량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교체표본설계

(rotation sample design)를 고려할 수 있게 됨. 관심 모수가 개별시점과 시점 

간 모평균    들의 함수라면 두 시점의 표본중복 수준을 50∼80%로 하

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이 알려져 있음.18

○ 두 연속시점 간 모평균    의 순변동은 모집단 구성()과 구성별 특성

( )의 차이들의 요소들로 다음과 같이 분해하여 해석할 수 있음. 여기서 

 와  는 각 시점에서의 구성영역 의 상대크기와 특성평균을 

나타내고     와 
   

   는 각각 두 시점 간 

영역 의 크기와 특성의 차이를 나타냄.

(4)   
    

  




 

  




  

  





- 식 (4)의 세 개의 요소는 각각 ① 구성변동이 없을 때 구성 내 특성의 

시점 간 차이, ② 주어진 영역특성 수준에서 시점 간 구성변동, ③ 구성

변동과 구성 내 특성변동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 해석될 수 있음.19

18 교체표본설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Steel and McLaren(2000)을 참고, 반복조사의 

표본중복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Holt and Skinner(1989), Gambino and Silva(2009),

Cochran(1977)을 참고할 수 있음.

19 위의 분해에 상세한 논의는 물론 좀 더 다양한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Holt and

Skinner(1989)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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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개체를 반복하여 조사하게 되면 두 번째 조사 이후부터는 첫 조사와 비

교하여 조사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아져 매우 경제적일 수 있음.

- 첫 조사를 통해 구축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 간에 형성된 친밀도를 바탕

으로 이후 반복된 조사에서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조사 수행이 가능

할 수 있게 됨.

- 반면 반복된 조사는 조사대상자들에게 피로감을 증가시켜 조사거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추정량의 효율성과 조사운영의 측면(예,

조사비용과 응답률)을 모두 고려하여 표본중복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

1.3 패널조사

○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개체에 대해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하여 시간흐름

에 따른 변동을 조사하는 것을 일컬음. 조사대상인 패널의 구성방식은 연구

나 조사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전체 기간에 걸쳐 동일개

체만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고정패널조사(fixed panel survey), 차수(wave)별

로 조사개체 중 일부만을 교체하는 교체패널조사(rotation panel survey), 패

널조사와 반복조사를 혼용하는 분리패널조사(split panel survey) 등 다양한 

종류의 패널 운영방식이 있음.

○ 패널조사는 반복조사와는 달리 차수별로 개별단위를 추적하여 조사하기 때

문에 모집단 전체수준은 물론 개인수준의 특성 변동도 파악할 수 있게 됨으

로 반복조사에 비해 자료분석의 다양성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음.

- 패널조사는 식 (4)와 같은 모집단 수준의 변동인 순변동 추정은 물론이

고 개인수준의 변화인 총변동(gross changes)의 추정이 가능하게 됨.

- 예를 들면, 두 시점 간 소비자 가구의 청소년 포함여부의 변화를 분할표

의 형태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음. 이는 앞선 반복조사에서는 불가능한 

분석형태임.



116

- 따라서 식 (4)의 분석보다 더욱 다양한 영역 간 개인의 이동은 물론 특성

변화의 분석도 가능해짐. 예를 들면, 시간차원()에 따른 개인 의 특성

변화를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에 적합하여 분석할 수도 있게 됨. 여기서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보조변수, 는 성별과 같은 시간에 따라 변하

지 않는 보조변수, 는 개인의 시점별 확률오차를 나타냄.

(5)    

- 식 (5)와 같은 개체수준의 변동을 추정에 반영하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

문에 패널조사를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라고도 함.20

○ 패널조사는 일반적으로 매 조사시점마다 별도의 표본을 추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복조사에 비해 조사의 유지와 

관리가 어렵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됨. 특히 패널의 개별 조사 

단위들을 가구분리, 이주 등의 사유에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하며, 반복

되는 조사에 따른 응답부담으로 인해 조사거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표본

마모에 대한 대책, 조사차수별 무응답구조로 인해 매우 복잡한 무응답조정 

모형을 고려해야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함. 더불어 종단면 분석은 횡단면 

분석에 비해 이론적으로 다루기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음.21

20 종단면분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Duncan and Kalton(1987), Kalton and

Citro(1993)를 참고할 수 있음.

21 패널조사의 쟁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Kalton(2009)과 박진우·정형철(2007)을 참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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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복조사와 패널조사의 장단점 비교

○ 반복조사는 모집단의 횡단면 측면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

는 반면, 패널조사는 시간흐름에 따른 개체수준의 변동을 추적하여 조사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춤.

○ 두 형태의 조사는 시간에 따른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갖지

만 관심 있는 변동측정의 대상이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 

수준인가의 차이를 보임.

(중복)반복조사 (고정)패널조사

장점

∙특정시점의 모집단을 잘 반영

∙순변동(net change) 분석 가능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트렌드 분석에 유리

∙누적표본 사용을 통한 희귀

특성의 파악 가능

∙개인수준의 변동 추적가능

∙총변동(gross change) 분석 가능

∙다양한 분석모형의 적용 가능

∙이전 조사내용을 통한 조사개체의

응답값 검증 가능

단점

∙개인수준의 변동 추적 불가

∙총변동 파악 불가

∙개인수준의 변동을 반영하는

트렌드 분석모형의 사용불가

∙시간흐름에 따른 시점별 모집단의

횡단면 파악에 어려움

∙횡단면 분석을 위해서는 벤치마킹

같은 보조적 수단 필요

∙누적표본 사용을 통한 희귀 특성

파악이 불가능

∙차수별로 누적되는 무응답에 따른

무응답 편향(nonresponse bias) 증가

∙조사관리 및 패널유지에 많은 비용

소요

표 5-1. 반복조사와 패널조사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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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조사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본 절에서는 두 조사방법이 갖는 장단점을 <표 5-1>을 통해 간략히 

비교하고자 함. 단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반복조사는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

를 패널조사는 고정패널의 경우로 국한함.

1.5 기존 가구조사 사례

1.5.1. 반복조사 사례

○ 반복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살펴봄.

○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들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반복조사임.

- ‘가계동향조사'는 기본적 사회·경제적 가계실태만을 조사원이 면접하여 

조사하는 면접타계식 방식으로 진행하되, 매월별 수입과 지출의 상세내

역은 가구주가 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종이가계부나 전자가계부에 기입

하여 작성하는 자계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조사대상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모든 일반가구

이며, 표본 추출 틀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 신

축 아파트조사구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음.

- 표본설계는 소득·소비구조의 차이를 감안하여 전국을 특·광역시도 및 

읍·면·동 구분에 따른 25개의 표본층으로 나눈 뒤, 각 층별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에 의해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 내 총 10가구

를 계통추출하는 2단추출 방식에 따라 약 8,700개의 적격가구를 조사대

상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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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재설계는 약 5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5년부터는 응답

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시계열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표본의 

일부(매년 전체 표본규모의 1/3)를 교체해 가는 연동표본조사(rotation

sample survey)을 실시하고 있음. 가구추정치는 월별자료를 분기별로 가

중 평균하여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는 가구주로 대표되는 소비자들의 경기나 생

활형편 등에 대해 주관적 판단과 전망, 미래 소비지출 계획 등을 우편·전화

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지수화한 것으로 가계의 소비동향 및 전망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소비자동향조사'의 표본설계는 매 4∼5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시행되

는데 2007년 개편에는 기존 한국통신 전화번호부에서 통계청의 인구주

택총조사 조사구 명부로 표본 추출틀을 교체함.

- 표본설계의 기본적 구조는 총 16개의 특·광역시도를 층으로 나누고 층내

에서 동·읍·면, 조사구, 가구를 차례로 추출하는 3단계추출을 채택함.

- 기존 분기조사에서 월별조사로 변경하면서 응답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전체 표본가구의 1/3로 나누어 매월 2개씩을 번갈아 교체 투입하여 약 

2,500여 응답가구를 얻는 방식을 채택함. 지수추정량은 기본적으로 월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함.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며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주관적·객관적 건강상태, 건강에 관한 의식 및 행태와 식품 섭취현황 등 건

강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반복적 가구

조사임.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여러 개의 분야별 세부조사로 이루어지는데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관공서, 마을회관 혹은 이동검진차량 등의 이동

검진센터에서 실시하며 영양조사는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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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3년을 주기로 조사가 운영되는데 2007년 이후부

터는 주기 내 매년조사를 실시하되 매년 표본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전국을 대표하는 독립표본을 구축한 후 이들을 차례로 순환시켜 조사하

는 순환표본조사(rolling sample survey) 방식을 채택함. 이는 매년 표본

이 각각 국가단위 통계 생산을 가능하게 하되 작은 단위인 시도별 추정

을 위해서 3년간 표본을 함께 사용하여 통계를 추계하기 위함.

- 제4기(2007∼2009년)의 표본설계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명부를 표본틀로 사용하여 특·광역시도 및 읍·면·동 구분을 감안

한 표본층을 구성한 뒤 각 표층별로 읍·면·동, 조사구, 가구의 3단계추출

을 실시하여 연도별 4,000여 가구를 추출함.

- 2010년부터 진행하는 제5기 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노후된 기존 표본 

추출틀의 모집단 포함률을 높이고자 행안부의 2009년 6월 기준의 주민

등록조사 통/반/리 별 자료와 KB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조사용 목록 자

료를 사용하여 각각 일반가구와 아파트가구 표본 추출을 위한 표본틀로 

사용함. 매년통계는 일반적인 표본추정량을 사용하되 3년 통합추정량은 

각 연도별 추정량의 단순평균을 사용함.

1.5.2. 패널조사 사례

○ 패널조사로 대표적인 사례들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패널조사', 보건사

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 통계청의 ‘가계금융패널조사' 등이 있음.

○ ‘노동패널조사'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

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활동 등에 관하여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개발되어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함.

- 1998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시 지역 단위의 5,000가구, 13,221명의 가

구원(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 패널구축을 위해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명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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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추출틀로하여 전국을 특·광역시 구분에 따른 15개 층으로 결정하고 

층별로 조사구, 가구를 뽑는 이단추출방식으로 패널가구를 추출함.

- ‘노동패널조사'는 크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 부문과 가구 내의 

15세 이상의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개인조사 부문으로 구분함.

- 가구조사 설문은 반드시 직접 면적을 통해 이루어지나 개인조사는 각 연

도별 조사대상 가구에 소속된 개인을 대상으로 함. 개인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면접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함.

- 11차 조사 당시의 유효표본가구수는 3,709가구로 약 74.2%의 원표본 유

지율을 보이고 있음. 차수별로 표본마모(sample attrition)로 인한 무응답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패널가중치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주로 패널조사

에 따른 무응답성향률을 고려하여 응답성향점수의 역수를 직전차수 표

본가중치에 곱하여 패널응답개체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함. 추가로 통계

청의 가구추계자료를 참고하여 횡단면 모집단의 규모변동을 반영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함.

○ 복지패널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가 함께 2006년부터 

수행하는 가구패널로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를 표본틀로 사용하였고 전국을 16

개 특·광역시도 및 조사구 형태에 따라 총 32개의 층으로 구분함.

- 층별로 조사구, 가구를 차례로 뽑는 이단계추출을 실시하되 저소득가구

들에 대한 과대추출을 허용하여 총 7,000가구로 이루어진 가구패널을 구

성함.

-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

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

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특정한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유치·전

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함. 2012년 7차 조사에서 원

표본가구 유지율은 74.5%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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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금융조사'는 2010년에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세 기관이 공동

으로 조사를 시작함. 주요한 조사 목적은 가구의 실물 및 금융자산, 부채 등

의 구성과 분포를 조사하여 각종 경제·사회·금융정책이나 학문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며, 가계부문의 미시적 재무건정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동산 정책, 통화 및 금리 정책, 가계신용관리 등을 위

한 기본정보로 활용하기 위함임.

-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가구 및 가구원들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하여 가구주 또는 가구의 재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타계식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표본틀로 삼아 전국을 시도, 동·

읍·면 및 주택유형(아파트, 비아파트)의 구분에 따른 50개의 표본층으로 

구분하고 층별로 조사구, 표본가구를 순차적으로 뽑는 이단추출방식으

로 약 10,000가구를 패널가구로 구축함. 2011년 2차 조사에서는 자산가

치 급변동을 보인 특별조사구를 구분하여 추가표본을 배정함.

○ 식품소비행태조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조사설계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의 기존 연구로는 김경필 외(2004)가 있는데, 이는 소비자패널 구축에 대

하여 다루고 있음.

- 소비자패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4년에 처음 구축된 이후 

2005년부터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음. 소비자패널

의 목표 모집단은 전국대상이 아닌 특·광역시 및 경기도 분당구과 일산

시의 가구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소 제한적임.

- 더불어 패널규모도 다소 작은 규모인 약 1,300가구로 구성되어 있음. 소

비자 패널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조사 진행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응답률분석, 표본가중치 계산 그리고 분산추정방법에 대한 제시가 부족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3년부터 수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사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

존 설계방향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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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표본선택 및 분석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6. 표본조사방법 선택에 관한 논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식품소비행

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기존 소비

자 패널조사와 달리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가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목표 모집단

을 적절한 포함할 수 있는 표본 추출틀을 채택해야 할 것임.

- 앞서 살펴본 표본조사들과 같이 통계청의 조사구 명부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표본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표본설계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소비행태에 관한 현황은 물론 트렌트분석이 

가능한 반복적 조사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조사방법은 조사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패널조사의 형태보다

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수행이 가능한 반복조사 형태의 표본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패널조사는 연간 조사비용으로 6∼13억 원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조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명절 등에는 작은 선물 등을 보내는 등 비용 및 

조사관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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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소비조사 표본설계 구상 제시

2.1. 표본설계 개요

○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전국 3,000여 가구와 가구 내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

원 방문에 의한 대면 종이설문조사(PAPI)의 형태로 일년주기의 반복조사를 

고려하고자 함. 트렌드 분석의 효율성과 더불어 조사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

해 조사시점 간 표본 일부를 중복시키되 시점별 횡단면 분석이 충실히 이루

어 질수 있도록 매 조사마다 새로운 확률표본을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료분석 측면에서는 권역별, 소비계층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규모별로 안

정적인 추정이 가능할 수 있는 표본설계를 고려하고자 함. 적절한 모수추정 

및 추정량 정도수준의 평가가 가능한 표본가중치와 분산추정방법도 제시하

고자 함.

○ 표본설계 절차는 먼저 모집단과 추출단위 및 추출틀을 결정하고 분석영역

별 안정적 추정이 가능한 합리적인 층 결정 및 층별 표본할당 방안을 모색

함. 다음으로 표본 추출단계별 추출단위의 선택방법과 이에 따른 표본 추출

확률에 대해 살펴보고, 표본조사에 따른 자료수집 및 표본가중치 산출, 그

리고 분산추정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함. 마지막으로 이후 조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표본중복과 관련된 논의와 조사품질향상의 관점에서 조사수행 상 

유의점 등을 차례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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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본 추출틀

○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와 가구 내 주부, 직장인, 청소년 등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명부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러한 명부로 통계청이 2010년 인

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구목록을 사용할 수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17,574,067가구이고 평균 가구원수는 2.69명으로 총 인구는 48,580,293명임.

<표 5-2>는 이들 중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및 섬 지역을 제외한 총 

17,282,464개의 일반가구들의 분포를 특·광역시, 도지역 및 동·읍·면 구분에 

따라 보여주고 있음.

　 　 　 　

행정지역 동부 읍면부 전체

서울 3,504,841 3,504,841

부산 1,209,168 33,780 1,242,948

대구 812,394 56,002 868,396

인천 891,114 19,326 910,440

대전 515,903 515,903

광주 532,758 532,758

울산 309,409 64,291 373,700

경기 3,179,769 652,333 3,832,102

강원 346,359 211,465 557,824

충북 338,318 220,660 558,978

충남 287,643 460,467 748,110

전북 450,105 208,684 658,789

전남 285,204 353,341 638,545

경북 515,620 490,051 1,005,671

경남 714,974 432,797 1,147,771

제주 137,310 48,378 185,688

전국 14,030,889 3,251,575 17,282,464

표 5-2. 특·광역시도 및 동·읍·면 구분에 따른 가구분포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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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은 이들 전국의 모든 가구들을 조사구22 단위로 묶어 인구주택총조사

를 실시하는데 이 중 10% 조사구를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 방식으

로 뽑고 나머지 90% 조사구와는 구별하여 기본적 항목과 함께 상세한 항목

을 추가하여 조사함.

- 이들 10% 조사구에 대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청

의 다양한 가구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타 기관들의 표본조사 이용에 제

한을 두고 있음. 따라서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구명부란 

이들 90% 전수조사구와 조사구 내 가구들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실질

적으로 90% 조사구 모두에 대한 가구명단은 확보할 수는 없고, 단지 통

계청의 승인 후 표본설계에 따라 추출된 조사구들에 대해 가구명단을 요

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조사의 현실적 요건을 감안하여 섬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

설조사구,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 내

의 가구들만을 조사 모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음. 제외된 10% 조사구에 

대해서는 이후 언급될 표본가중치의 조정을 통해 보정될 수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인구, 가구 및 주택에 대한 항목이 기본적으로 조사

에 포함됨. 만약 해당 항목특성이 조사구별로 추계되어 표본틀과 함께 제공

된다면 이를 표본설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된 항목은 <표 5-3>과 같음.

22 조사구(enumeration district)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

을 기준으로 지도상에 일정한 가구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 구역’을 일컬

음. 그 종류로는 일반조사구, 섬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

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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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구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국적, 입국연월

가구

∙가구구분

∙사용방 수

∙주거시설형태

∙점유형태

∙건물 및 거주 층

∙주인가구 및 타지 주택 소유여부

주택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건축연도

∙총 방 수

∙주거시설

표 5-3.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초 조사항목 목록

2.3 조사단위 및 표본 추출단계

○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위한 가구표본은 총 3단계에 걸쳐 추출할 수 있음.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는 동·읍·면이고, 2차 추출단위는 조

사구, 3차 추출단위는 가구임. 가구 내 가구원은 모두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나 조사여건상 필요하다면 식품소비 주체별 구분

에 따라 그 일부를 추출할 수 있음.

단계 단위

1단계 동·읍·면

2단계 조사구(묶음)1)

3단계 가구

4단계 가구원

주 1) 동지역은 인접한 두 개의 조사구를 하나의 단위로 사용

표 5-4. 단계별 표본 추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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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설계는 가급적 집락추출(cluster sampling)을 피하고 단순한 형태를 택

할 때 추정량의 정도수준을 높일 수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집락은 동질적

인 개체들로 구성되어 추정치의 효율성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임.23

- 하지만 가구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틀의 구성 및 이용여건상 조사구의 추

출은 불가피함. 더불어 동·읍·면 지역을 추출단위로 사용하게 되면 조사

원의 방문지역을 축소시켜 조사비용과 시간이 많이 절감되므로 주어진 

예산으로 좀 더 완성도 높은 조사수행이 가능해 짐.

○ 표본조사구는 실사 전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

사구 내 실질가구수를 다시 파악하여 표본틀 정보의 정확도 여부를 검토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구는 일부 지역에서 인접한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하나의 지역

단위, 즉 집락을 구성할 수 있음. 이는 응답률이 낮거나 많지 않은 가구

들로 이루어진 조사구의 경우, 충분한 응답가구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

- 동 지역은 두 개의 조사구를 묶어 한 개의 단위로 고려하는 반면 읍·면 

지역은 개별 조사구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조사

구 묶음을 구성할 때에 통계청 자료의 제공정도에 따라 조사구 간 거리

와 조사구 내 가구 수 등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통계청 조사구 관리번호

를 단순히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표본가구 내 가구원은 식품소비주체로서의 성격분류에 따라 주부, 직장인,

청소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존재할 

경우 그 중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음.

23 Park and Lee(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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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층화, 목표응답가구 및 표본할당

○ 표본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흔히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즉 모집

단을 서로 다른 몇 개의 층 혹은 부모집단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독립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됨.

- 층화추출은 층별로 균형 잡힌 표본을 뽑을 수 있어 단순확률추출에 비하

여 더욱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음. 예로, 전국수준의 통계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의 통계도 필요한 경우에는 층화추출을 통해 전국과 지

역별 통계의 정도수준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됨.

○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주요 분석영역은 권역, 소비계층(주부, 직장인, 청소

년), 가구주 연령(신세대, 고령가구) 및 소득계층, 가구형태(독신가구 여부,

가구주 성별) 등인데 이 중 층화변수로 직접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가구의 

권역구분뿐이고 나머지는 조사구별 특성을 표본틀과 함께 제공할 수 있을 

때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현실적인 방안으로 행정구분에 따른 층화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

라 가구조사의 대부분에서 채택되는 방법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위해 매년 조사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총 3,000가구로 이를 행정구역별로 나누는데, 만약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 불안정한 층별 추정량의 정도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 크기임을 감안하여 전국을 총 6개의 층으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표 5-5>는 6개 층의 구분 및 특성을 나열하고 

있음. 특·광역시와 도지역 및 동·읍·면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여 권

역은 물론 지역특성 차이에 따른 생활패턴에 의한 식품소비행태의 차이

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0

지역종류 (개수) 층구분

특·광역시 (2)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지역-동부 (2) 경기도, 기타 도지역

도지역-읍면지역 (2) 경기도, 기타 도지역

표 5-5. 층 목록

○ 모집단의 층화와 더불어 표본가구 3,000개를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층화추출에 의한 효율성이 결정됨. 이를 위해 먼저 단계별 추출단위들

로 배정하는 원칙으로 동·읍·면 별로 조사부담을 총 조사가구수 기준으로 

균등하도록 하위추출단위들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각 동·읍·면에서 5개 조사구 (혹은 묶음)을 추출하고, 조사구별로 

10가구를 추출함. 응답률을 50%로 가정하면 조사구당 평균 목표응답가

구는 5가구 정도가 예상됨. 앞서 논의한대로 총 6개 표본층을 구성하므

로 3,000가구는 총 120개의 동·읍·면에서 추출할 수 있음(표 5-6).

단위 개수 부분합계

동·읍·면 × 120 개 = 120 동·읍·면

조사구 × 5 개 = 600 조사구

가구 × 10 가구 = 6,000 가구

응답률 × 50 % = 3,000 목표응답가구

표 5-6. 표본크기, 목표응답가구, 단계별 추출단위수

○ 균등한 조사부담을 고려한 하위단위 배정 하에서 전체수준과 층수준의 추

정량의 효율을 얼마나 잘 절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 수 있음. 전체수준에

서의 추정량 정도수준은 층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비례할

당을 적용할 때 높아짐.

- 물론 특정변수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면 네이만할당(Neyman allocation)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식품소비행태조사는 많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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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 조사하는 다목적 조사이므로 많은 변수들에 대해 함께 효율적일 

수 있는 비례할당을 고려할 수 있음.

- 반면 층별 추정량의 정도수준은 규모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할당하는 균

등할당을 사용했을 때 높아질 수 있음. 따라서 전체수준과 층별수준의 

추정량 모두의 정도수준을 높이려면 비례할당과 균등할당을 절충한 제

곱근할당(square-root allocation)방식, 즉 층 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할당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본층별로 총 120개 동·읍·면을 균등할당과 제곱근할당을 한 결과를 비

교하면 전체수준과 층별수준의 추정량 정도수준을 절충한 제곱근할당의 

경우 균등할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기도와 기타 도의 읍면

부 층(5, 6층)에서 좀 더 많은 표본 동·읍·면을 부여하게 됨(표 5-7). 표본

층별 표본단위수, 예상 응답가구 및 1인 가구 분포를 볼 때 대부분의 추

정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층별 추정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표 5-8).

층 층구성 가구수 가구비율 균등배분(동·읍·면) 제곱근배분(동·읍·면)

층1 서울특별시 3,504,841 20.3% 24 23

층2 광역시 4,444,145 25.7% 31 26

층3 경기-동부 3,179,769 18.4% 22 22

층4 경기-읍면부 652,333 3.8% 5 10

층5 기타-동부 3,075,533 17.8% 21 21

층6 기타-읍면부 2,425,843 14.0% 17 19

전국 　 17,282,464 100.0% 120 120

표 5-7. 표본층별 동·읍·면 할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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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표본단위(개수) 응답가구 1인가구

동읍면 조사구 표본가구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층1 23 115 1,150 575 19.2% 112 24.4%

층2 25 125 1,250 625 20.8% 30 6.0%

층3 22 110 1,100 550 18.3% 86 19.6%

층4 10 50 500 250 8.3% 46 23.0%

층5 21 105 1,050 525 17.5% 110 26.1%

층6 19 95 950 475 15.8% 117 30.7%

전국 　120 600 6,000 3,000 100.0% 501 20.9%

표 5-8. 층별 표본단위수, 예상 응답가구 및 1인 가구 분포

2.5. 표본 추출

○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위한 일차추출단위로 동·읍·면을 층별로 독립적으로 

추출함. 우선 동·읍·면의 가구수 를 해당 크기측도(measure of size,

MOS)로 정의하며, 는 표본층을 는 동·읍·면을 나타냄.

- 표본 추출에 앞서 동·읍·면을 세부 행정구역 구분(예를 들면, 시·군·구)과 

가구수에 따라 나열한 뒤 크기비례확률(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pps)로 앞서 결정된 수()만큼의 동·읍·면을 계통추출(systematic sam-

pling)함. 층내 모든 동·읍·면의 크기측도 총합을 이라고 정의하면, 1

단계 포함확률(first-stage inclusion probability)은 다음과 같이 표기됨.

(6)  



○ 2차추출단위인 조사구의 추출은 상위단위인 동·읍·면의 추출과 유사함. 추

출에 앞서 조사구를 조사구 내 가구수 을 크기측도로 정의하고 조사구

의 종류, 즉 아파트 조사구 여부와 가구수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 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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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확률을 사용하여 계통추출로 ≡개의 조사구(쌍)을 추출함. 조사구

의 2단계 포함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7)  



○ 통계청 및 타 기관들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가구조사는 조사구의 특성을 아

파트조사구와 일반조사구로 구분하여 이를 표본층의 결정에 사용하기도 함.

-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는 아파트조사구 여부는 단지 동·읍·면 내 조사구 

나열기준으로만 사용하는 간접적 층화 효과, 즉 내재적 층화로만 활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더불어 조사구별로 <표 5-3>에 제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별 통

계량이 주어진다면 조사구의 추가적인 정렬순서로 해당 주요특성(예로,

1인 가구 비율, 고령가구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3차추출 단위인 가구추출은 조사구에서 ≡개의 표본가구들을 계통추

출법으로 추출함. 3차추출은 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므로 계통

추출을 이용한 가구추출에 정확한 지침이 주어져야 할 것임. 가구추출에 대

한 3단계 포함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8)  



○ 총 3차에 걸친 추출을 통해 선정된 표본가구의 최종포함확률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9)     








○ 여기서 
 는 설계가중치임. 위의 식에서 보듯이 층내 가구포함확률은 모두 

동일한 값을 갖게 되므로 동일확률추출법(equal probability selection method,

epsem)이라 부르며 또한 설계가중치의 측면에서는 자체가중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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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가구 내 가구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표본 추출이 고려된다면 이를 반영

한 추출확률이 추가로 계산될 수 있음. 하지만 모든 가구 구성원이 조사에 

포함된다면 가구원의 설계가중치는 가구의 설계가중치와 동일함.

2.6. 조사과정에 관한 기록

○ 표본설계에 따라 모든 조사과정과 추출단위별 조사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조사과정에 대한 품질평가

는 물론 보다 정확한 표본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임.

- 예로, 추출된 조사구에 대해 실사 전에 조사원이 사전방문하여 표본틀에 

제시된 조사구 정보(가구수 등)가 정확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조사구 내 표본가구에 대해 접촉시도 과정에서 몇 번 그리고 언제 방문

하였는지를 기록하며 최종적인 접촉불가로 결정된다면 해당가구에 대하

여 이웃이나 통반장 등에 대한 간단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해당 가구의 

대략적 정보(가구주 성별과 연령대, 가구원수, 가구소득 등의 특성 등)를 

수집한다면 가구무응답 발생 시 이에 대한 가중치조정에 활용할 수 있음.

2.7. 표본가중치

○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층화다단추출방식을 따르는 복합표

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임. 따라서 조사자료를 분석할 때 개별 응답

가구의 특성값 는 표본가중치 와 곱해져 합산됨. 이렇게 얻어지는 

표본가중합은 모총합(population total)인  ∈ 의 표본추정량이 됨.

(10)  ∈ 

- 여기서 는 표본층, 동·읍·면, 조사구, 가구에 대한 식별번호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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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는 표본가구들을 나타냄. 따라서 표본가중치는 표본개체가 대표

하는 모집단 내 개체수의 추정량이어야 하므로 표본가중치의 계산은 다

음의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① 표본설계에 따른 개체별 불균등한 포함확률(unequal inclusion proba-

bility)

② (단위)무응답에 대한 보정(nonresponse adjustment)

③ 보조정보를 이용한 표본추정치와 모집단 총합의 일치(calibration)

④ 극단가중치의 절삭에 의한 조정(trimming adjustment)

○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 비가중추정량(unweighted estimator)은 일반적

으로 편향을 갖게 됨. 총합 의 비가중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11)   

 ∈   ,

○ 추정량의 편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으로 추정됨.

따라서 추정량의 정도수준은 평균제곱오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음.

(12)        

○ 따라서 비가중추정량은 분산이 작더라도 편향이 크다면 평균제곱오차가 상

당히 커질 수 있게 됨. 반면 표본가중치를 이용한 가중추정량 는 불편추정

량이므로 분산은 평균제곱오차와 같게 됨. 즉,   임.

○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응답가구의 (최종)표본가중치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들의 곱 형태로 다음과 같이 계산됨.

(13)   
 ×

 ×
 ×



○ 여기서 
 는 표본가구 설계가중치, 

는 무응답 가구에 대한 조정계수,



136


는 모집단 분포에 대한 외부정보를 이용한 칼리브레이션 조정계수,


는 극단가중치에 대한 절삭조절계수, , , 는 각각 무응답, 칼리브레

이션, 절삭조정을 위한 조정층들의 식별번호를 나타냄.

○ 설계가중치는 다단계추출을 반영하는 표본가구의 최종포함가구의 역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14) 
 



○ 표본조사에서는 항상 (단위)무응답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측되지 않은 이들

의 조사특성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응답자만의 특성치로 모수를 추정

한다면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러한 무응답편향(nonresponse 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무응답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응답개체들

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무응답조정을 하게 됨.

- 식품소비행태조사의 경우 표본층 규모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무응답조

정은 층별로 수행할 수 있으며 표본틀과 조사구 내 가구들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본 조사 때 얻는 무응답 가구들에 대한 보조정보를 활용하여 의

사결정나무 등을 이용하여 무응답 조정층 를 결정함.

- 다음으로 조정층 내에서 무응답가구들(
)의 설계가중치 손실분을 응

답가구들(
)의 가중치에 반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조정계수를 계산함.

- 만약 빈집, 비주거용 거처 등의 조사부적격 가구일 경우는 위의 조정에

서 제외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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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변수 의 모총합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외부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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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해당 특성치의 표본가중합과 모총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표본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칼리브레이션 조정이라고 함.

- 칼리브레이션 조정은 표본오차와 무응답에 따른 편향을 줄여주며, 표본

틀 결함에 따른 포함오차에 대한 보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가장 간단한 칼리브레이션 조정으로는 하나의 특성변수에 대해서만 모

총합을 알고 있는 경우로 이는 사후층화조정(post-stratification adjust-

ment)의 단순한 형태로, 다음의 조정계수로 표기할 수 있음.

(16) 
 



○ 여기서   ∈∩

 는 무응답조정가중치 

 
 

를 

이용한 보조변수 의 총합추정치임.

○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칼리브레이션 조정은 무응답조정과 마찬가지로 표본

층별로 고려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보조정보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에 따른 가구주 성별, 연령별, 세대별 가구총계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과 

같은 통계청의 가구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이들 보조정보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래이킹 비 조정(raking ratio

adjustment), 일반화회귀추정(generalized regression estimation) 등과 같

은 더욱 정교한 칼리브레이션 조정을 고려하고자 함.

○ 만약 예상치 않게 높은 특정 계층의 무응답성향이라든지 칼리브레이션 조

정의 결과로 표본가중치가 과도하게 큰 값으로 계산된다면 이들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 절삭(weight trimming)을 고려하고자 함.

가중치 절삭은 모수추정량에 다소의 편향을 초래하지만 분산을 줄일 수 있

어 전체적으로 평균제곱오차가 작아질 수 있게 됨.

○ 마지막으로 가구 내 구성원을 표본 추출한다면, 가구원 추출확률과 필요한 



138

경우 무응답조정을 응답가구의 표본가중치에 추가로 적용하여 가구원 표본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음. 가구 내 구성원 추출을 하지 않는다면, 가구원의 

표본가중치는 가구 표본가중치와 동일한 값을 갖게 됨.

2.8. 분산추정

○ 복합표본조사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추정량의 분산추정은 표본설계의 

특성 및 조사과정에 따른 가중치 조정절차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널

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복제법(replication method)이나 선형화근사법

(linearization method)이 있음.24

- 선형화근사법은 추정량을 테일러전개(Taylor series approximation)를 통

해 다수의 총합추정량의 선형함수로 근사시켜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임.

이 방법은 응답개체별로 한 가지의 가중치만을 사용할 수 있어 자료처리 

및 분산계산상의 편리함이 있지만 모든 추정량에 대해서 선형근사식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분산추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변동을 모두 반영

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적 단점을 갖고 있음.

- 반면에 복제법은 원표본(full sample)으로부터 다수의 복제표본(replicate

sample)을 부표본의 형태로 추출하여 관련된 표본가중치를 계산한 후, 각 

반복표본들의 추정치의 변동량을 이용하여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임. 이러

한 방법에는 잭나이프방법(jackknife method), 붓스트랩방법(bootstrap

method), 균형반복복제법(balanced repeated replication method) 등이 있음.

- 복제법을 이용하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추정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분산추정이 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함. 하지만 자료분석자에게 조사

24 그 외에 추정량의 분산을 해당 상대표준오차(CV) 등의 함수형태를 이용한 근사적 

관계를 가정하여 풀어내는 일반화 분산추정함수법(genarlization variance function

method, GVF)이 있으나 이는 다소 임의적인 접근법임. 복잡표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분석의 다양한 분산분석법에 대해 논의는 Wolter(2007)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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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함께 원표본의 가중치는 물론 다수 반복표본의 가중치들도 함께 

제공하여야 함.25

○ 식품소비행태조사의 분산추정은 잭나이프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잭나이프

방법은 표본설계상의 표본층과 일차추출단위를 분산층과 분산추정단위로 

사용함. 관련 분산추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1단계: 원표본에서 총  개의 복제표본을 생성하되 각 복제표

본은 일차추출단위인 동·읍·면을 차례대로 제거하여 구성하고 복제표본의 

설계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함.

(17) 
 










    

 




   ≠


 ≠

○ 2단계: 복제표본 각각에 대해 원표본 가중치의 산출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하

여 복제표본가중치 를 계산함.

○ 3단계: 각 복제표본에 대하여 표본추정량 을 구한 것과 같이 복제표본추정

량    을 계산함. 이때    는 복제표본가중

치를 이용한 총합추정치이고 는 모수의 총합함수임.

○ 4단계: 원표본추정량 와 개의 반복표본추정량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함.

(18) 
 





 

  




○ 잭나이프법은 WESVAR, SUDAAN, R 등의 표본조사자료 분석을 위한 전

문프로그램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SAS에서 이를 구현한 프로시

25 복합표본조사자료의 분산추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Wolter(2007)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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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예: proc surveymeans, proc surveylogistics 등)를 개발하여 이용자가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2.9. 반복조사설계

○ 반복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모집단 특성의 시점별 추정은 물론 트렌드추정 

모두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연속한 두 시점의 표본조사에 약 60∼80%의 표

본중복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앞서 반복조사의 표본중복 논의 중 평균추

정량의 효율성 논의에서 제시된 범위 내의 값임.

○ 중복대상의 표본단위는 조사구를 고려할 수 있음. 이는 다단계 추출 하에서 

조사구 내 가구보다는 동·읍·면 내 조사구를 새롭게 추출하는 것이 조사운

영 상 효율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조사구 수준에서의 60∼80% 정도의 표본중복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동·

읍·면내에서 3∼4개의 기존 조사구를 반복해 조사하고 1∼2개의 조사구

만을 새롭게 추출하여 조사하여야 함. 따라서 이러한 중복정도는 조사원

의 업무부담을 적절한 조절할 수 있음.

○ 위의 중복수준은 일반론에 근거하지만 적절한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는 유사한 표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첫 해 조

사에서 조사대상의 일부에 대해서 두 시점, 즉 기준시점   은 물론 비

교시점  에서의 주요변수에 대해 회상방식으로 물음으로써 간접

적인 분석을 통해 중복수준을 판단할 수도 있음.

○ 반복조사를 위한 조사구 선택은 조건부확률에 의한 추출로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필요하다면 영구난수(permanent random number, PRN)기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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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정도를 반영할 수도 있음.

- 영구난수를 활용한 표본 추출법은 표본 추출틀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개체별로 부여된 표본 추출을 위한 난수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여 여러 조

사간의  표본중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임.26

○ 반복조사에서 표본중복을 허용하더라도 동일개체를 추적하여 추정에 반영

해야 할 필요는 없음. 또한 기존 조사구 내의 조사대상 가구는 동일위치에 

새로운 시점에 거주하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음. 하지만 향후 패널조사로의 

변경을 검토하거나 분석가능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동일개체에 대

한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

○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표본틀의 노후화도 진행되어 조사구의 일부가 철거 

및 재건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적격한 대상이 아닌 소멸 조사구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소멸 조사구는 표본으로 선택된 조사구들로만 확인될 수 있게 

됨.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가급적 표본가중치를 통해 모집단 규모의 추정에 

반영하고 대체에 의한 조정을 지양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표본틀에 없던 새로운 조사구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규 

조사구는 신규아파트 목록과 같은 부가적인 행정 정보를 통해 파악됨. 이러

한 정보는 행정안정부나 통계청의 자료협조 여부에 따라 신표본의 반영여

부가 결정될 수 있음.

26 영구난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Ohlsson(1995)이나 Holt and Skinner(1989)를 참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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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대안적 조사방법론에 대한 추가논의

○ 가구조사에서는 대부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명부를 표본 추출틀로 사용

함. 이는 전국 가구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한 표본설

계가 용이하고 조사결과를 통계청의 인구 및 가구추계 자료와 비교할 수 있

기 때문임.

-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을 주기로 조사되고 조사결과도 대략 2

년 후에 이용이 가능하므로 조사 주기에 인접하여 표본설계를 하는 경우 

표본틀로서 다소 노후된 상태에 이르게 됨.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10년부터 수행되는 제5기 표본설계에서 인

구주택총조사 자료의 노후화를 우려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와 

KB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용 목록을 대안적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였음.

- 식품소비행태조사에 있어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지 않고 또한 앞선 두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통계

청의 조사구 명부를 사용할 수 있음.

○ 표본 추출은 그 단계를 가급적 단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구주택총조

사의 조사구 명부를 이용할 경우 조사구라는 집락을 추출단위로 고려하여

야만 함.

- 더불어 동·읍·면 단위를 일차추출단위로 정하는 이유도 조사비용의 절

감, 조사구를 중복시키는 중복표본 허용, 분산추정을 더욱 간편화하기 

위해 고려함.

- 만약 동·읍·면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구들을 직접 추출한다면 조사지역

의 확대, 이에 따른 비용증가, 표본교체에 따른 조사업무량 증가, 분산추

정방식의 복잡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반면에 조사방법은 현재 조사원 방문에 의한 대면 종이설문조사(PAPI)를 

고려하고 있는데 향후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설문조사는 물론 전화, 우편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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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안적 조사방법을 허용하여 보다 높은 응답률을 제

고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다양한 조사방법의 사용

에 따른 응답편차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어야 함.

2.11. 조사품질 제고

○ 표본조사를 통해 얻는 자료 혹은 추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총오차의 관점

에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구분하여 평가됨. 표본오차는 조사가 모집

단 전체가 아닌 표본을 기초로 실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로 확률표본

을 기초로 조사를 수행하였다면 통계학의 관점에서 분산, 상대표준오차, 오

차한계 등의 측도로 평가될 수 있음.

- 반면 비표본오차는 편향, 즉 체계적으로 모수값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나

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불안

전하거나 노후된 표본틀, 잘못된 층화, 표본단위의 부적절한 선택, 응답

거절, 자료 수집 및 편집 혹은 입력 과정에서의 실수 등이 있음.

○ 신뢰성은 표본조사를 통해 모수를 추정할 때 발생하는 모든 오차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오차측정식인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평균제곱오차

로 평가될 수 있음.

(19) 

○ 식 (19)에서 평균제곱오차의 첫 번째 요소인 표본오차에 의한 분산 은 

효율적인 표본설계를 통해 그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음. 두 번째 요소인 비

표본오차에 의한 편향 이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표본조사의 전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하여 그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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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사통계의 품질관련 보고와 관련하여 고

려해야 할 최소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음.27

① 자료원, 정의, 분류 등과 관련된 기본정보 

② 조사 모집단 정의, 표본틀의 적정성 등의 조사자료의 포괄범위  

③ 표본선택 및 추정방법의 기술  

④ 응답률(정의포함)

⑤ 표본오차의 추정방법 및 관련측도들의 해석방법  

⑥ 발생 가능한 주요오차의 크기 및 방향은 물론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 및 

통계량에 미치는 영향 언급

⑦ 통계량의 시계열적 비교에 영향을 미칠 조사절차의 주요변화 및 요인 언급

⑧ 동일 주제에 대한 타 통계량과의 비교언급

⑨ 자세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에 대한 보고서 등 참고자료에 대한 언급

○ 표본대체는 조사통계 품질과 관련하여 (가급적) 지양해야 함. 표본대체란 

응답거부나 부적격 등의 이유로 표본설계에 의해 추출된 원래의 표본개체

를 임의개체로 대체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표본대체를 허용하게 

되면 조사원들의 표본개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노력 동기를 경감시켜 협

조적인(혹은 조사하기 쉬운) 다른 개체들로 대체하게 되어 선택오차를 유발

하게 됨.28

○ 따라서 표본대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용되었다

면 대체규칙, 대체 개수 및 특성, 대체개체들을 반영한 최종응답, 응답자 선

택절차의 명확한 정의 및 실행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29

27 상기의 요건들은 유럽통계위원회, 유럽경제위원회, U.N. 경제·사회 위원회 등을 위

시한 주요국가통계기관 및 통계관련 국제기구들이 참석한 1982년 유럽통계 컨퍼런

스(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에서 합의된 내용임. 통계품질과 관련된 내

용은 Sἄrndal 외(1992, 17장)를 참조할 수 있음.

28 United Nation(2005)을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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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 동·읍·면만을 일차추출단위로 선택하여 조사에 포함시킨다면 그렇

지 않은 표본설계에 비해 조사원의 면접방문에 필요한 시간 및 경비를 줄여

줄 수 있음. 따라서 많은 조사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표본대체를 지

양하고 방문지역 축소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절감부분을 원표본가구들에 

대해 더 많이 투여하여 충실한 가구접촉 및 조사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임.

- 또한 표본설계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 환경 하에 조사원의 자의적 선택권

을 줄여줌으로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도 보다 더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29 AAPOR(2008)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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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식품소비행태조사 추진계획

1. 식품소비행태조사의 목표와 추진방향

1.1. 조사의 목표

○ 이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식품 구매행태, 식품 선호 변화, 식품 정책

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식품공급자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수

요자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2. 조사 추진방향

1.2.1. 식품소비 조사 범위는 식품소비 트렌드 반영해야

○ 식품소비조사는 가정에서의 식품소비뿐만 아니라,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등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소비유형을 포함하는 등 식품소비 전반을 조사대

상으로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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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비행태는 관행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

라인 쇼핑, 즉석식품, 웰빙 등의 소비유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 식품소

비 트렌드를 반영해야 함.

1.2.2. 공신력 있는 통계조사체계를 갖추어야

○ 국가 승인통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합리적인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고, 통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통계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통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식품소비 분야에서 대표적인 

통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일 주제에 대한 국가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2.3. 소비자의 니즈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분석방법을 

활용해야

○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환경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과 함께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다양성과 의외성을 고려하기 위한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병행함.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성분석 및 2차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식

품소비행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 정성분석을 위한 수단으로 

식품소비 트렌드 모니터 그룹을 운영하고, 식품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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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조사결과 공개

를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시킴.

2.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추진체계

2.1. 조사의 역할 분담

○ ‘식품소비행태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부’에서 담당하며,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향분석실’과 협동사업으로 추진함. 통계

품질 향상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표본론 전공 통계학과 교수가 표본설

계에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하며, 실제 표본조사는 공개입찰과정을 거쳐 선

정된 조사전문기관에서 담당함.

그림 6-1. 식품소비행태조사 업무분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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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조사의 범위

2.2.1. 조사 대상자

○ 조사대상은 전국을 대표하는 600개의 조사구 중 3,000개의 표본가구에 거

주하는 주부(식품 주구입자) 및 모든 가구원임.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가구수는 17,339,422가구임.

- 섬 지역 가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함(단, 제주도의 조사구는 포함).

○ 1인 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의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와 가구원을 대상으

로 면접조사를 추진함.

-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 가정식 식품 구입, 식품 구입 동향 관련 등

- 가구원: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야별 소비태도, 정보이용, 식품 

관련 피해/구제 등

2.2.2. 조사방법

○ 표본조사는 연속된 두 시점의 표본 중복을 고려하여 반복조사 형태로 수행

함. 중복수준은 조사구 수준에서 60∼80% 정도를 고려할 수 있으나, 첫해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예정임.

○ 대면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 조사의 경

우 필요하다면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병행함.

2.2.3. 대상 분야

○ 식품소비행태조사 대상 분야는 ① 식품 구매행태, ② 식품소비 동향, ③ 식

생활에 대한 소비자 인식, ④ 식품 안전 관련 소비태도, ⑤ 식품 표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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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식품소비조사 추진 일정

⑥ 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⑦ 식품 관련 피해구제, ⑧ 식품 관련 소비자 

만족도, ⑨ 식품 관련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등임.

○ 조사대상 식품은 식품군별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주요 품목을 포함함. 또한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되고 있는 인터넷 구입, 친환경식품, 기능성식품

에 대해 구입행태를 구분하여 조사함.

3. 식품소비조사 추진 일정

○ 식품소비행태 조사는 크게 조사 준비, 조사 단계, 자료 분석, 조사결과 활용

의 네 단계로 진행됨.

- 조사 준비는 조사의 기획 및 기본 설계 단계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분

명히 하고, 조사내용과 방법을 확정하는 단계임.

- 조사 단계는 표본설계·추출과 면접조사과정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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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분석은 조사 결과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단계임.

- 조사 활용은 조사결과의 공표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급사업임.

3.1. 표본 추출

○ 아래의 <그림 6-3>과 같은 절차를 통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한 뒤 승인 통지를 받음.

○ 표본 추출은 전국 및 권역별 소비자들의 식품소비행태 및 트렌드 분석이 가

능한 표본 추출틀과 표본설계에 기초하여 수행하고자 함. 표본 추출틀로 통

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조사구·가구명단을 채택하고자 함.

< 통계작성지정기관 신청 > ＜ 통계작성 승인 신청 >

통계청 승인
신청 기관

통계청 통계협력과

통계작성 승인 신청

보완 요구의 이행

통계작성 승인 통지

접수

요건 검토

결재

승인 여부 결정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신청 법인

통계청 통계협력과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

보완 요구의 이행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통지

접수

요건 검토

결재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그림 6-3. 통계청 승인 절차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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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식품소비행태에 대한 전국수준 및 권역별 분석이 모두 가능한 절충

할당에 의한 층화집락추출을 고려하고자 함. 또한 연속된 조사 간에 일부 

표본을 중복시켜 매년 식품소비의 행태는 물론 시간에 따른 행태변동의 파

악이 가능하도록 고려함.

○ 표본설계 및 조사결과를 반영한 표본가중치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

절한 모수 추정의 산출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3.2. 통계조사

3.2.1. 통계조사 진행 개요

○ 통계조사는 조사 준비, 실사 진행, 자료 검증, 자료 처리 및 결과 분석의 절

차로 수행됨.

○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조사에 대한 설계 및 표집틀과 표집단위를 확정하고,

조사구를 추출, 설문문항을 확정함. 실사 진행을 위해 수퍼바이저를 교육하

고 면접원을 선발, 교육함.

○ 실사 진행 단계에서는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식품 주구입자(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하고, 가구 구성원의 설문지 유치 후 2∼3일 뒤에 면접원

이 재방문하여 완성된 설문을 회수함.

- 표본가구를 방문하였으나 응답자 부재 시에는 면접원이 재방문하는데,

지속적으로 방문하여도 응답자가 부재하거나 조사를 거절할 시에는 해

당 조사구 내에 다른 가구로 대체함.

- 해당 조사구 내에 응답자 부재율 및 응답 거절율이 높을 경우에는 조사

구를 대체, 보완 조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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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통계조사 개요

○ 자료 검증 단계에서는 설문 내용을 확인하여 주요 항목에서 오류 발견 시,

재방문하여 조사하고, 경미한 오류 발견 시에는 전화 조사로 보완함.

○ 자료 처리 및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코딩, 펀칭,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하고,

통계처리한 후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154

3.2.2. 조사 준비

○ 조사 설계 확정

1) 조사 방법: 대면 면접조사

- 면접원이 조사를 위해 사전 할당된 가구로 방문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

하는 방식의 조사임.

- 본 조사의 경우,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구입자(주부)에게 질문 후, 가구 

구성원의 자기 기입 설문을 식품/식자재 주구입자(주부)에게 전달하여 

조사에 참여한 식품/식자재 주구입자(주부)가 나머지 가구 구성원들의 

조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설문 유치 2∼3일 후, 면접원이 조사 참여 

가구에 재방문하여 응답된 설문 내용 확인 및 회수함. 단,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장기 출타 등)에는 가구에 설문지를 유치한 후,

수거 시 면접원이 응답 내용을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2) 조사대상: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주부 및 13세 이상 가구원(가구

원이란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 동거하고 있는 직계가족과 모든 

친/인척을 지칭함)을 대상으로 함.

3) 표집틀 및 표집 단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로 작성된 250,000개

의 표본 조사 중에서, 600개의 조사구를 추출, 추출된 조사구 내에 포함되

어 있는 5가구를 조사 가구로 선정한 후,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을 조사대상

으로 함.

4) 표집 단위 조사구 명부 작성: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조사구 중에

서 시설단위와 섬 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 조사구를 표집 단위로 하여,

각 조사구별로 거처의 종류 및 크기 행정구역 순으로 기초 자료를 집계하

고 명부를 작성함.

5) 표본 조사구 보완 검토 

- 표본 조사구 보완 검토 시기: 실사 진행 시기에 신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 

등으로 조사구 내에 거주 가구가 없을 경우와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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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표본 조사구 보완을 검토함.

- 표본 조사구 보완 방법: 조사구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실사 진행이 불가

능하거나, 응답 거절 가구가 많아 목표 표본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 표본 조사구로 대체함.

○ 구조화된 설문지 확정

1)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문문항과 체계로 구성함.

2) 예비조사를 통한 설문 구성 적합성 검증: 본 조사 진행에 앞서, 설문 초안

의 조사 내용 및 응답 난이도를 사전 확인하고, 확인 내용들을 근거로 설문 

내용을 수정/보강하여 응답자들이 응답하기 용이한 최적의 설문 구성을 목

적으로 하는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함.

3.2.3. 실사 진행

○ 실사는 수퍼바이저 선발 및 교육, 면접원 선발·교육 및 관리, 실사 진행, 실

사 진행 중간 점검의 과정으로 진행됨.

○ 수퍼바이저 선발 및 교육

- 면접원의 실사 진행을 돕고, 실사 진행 과정을 관리할 역량을 갖춘 수퍼

바이저를 선발하고, 선발된 수퍼바이저가 조사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

- 1단계: 조사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2단계: 면접원 선발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3단계: 식품 산업 교육 참가를 통한 업무 이해도 향상

○ 면접원 선발, 교육 및 관리

1) 면접원 선발: 본 조사에 투입되는 면접원은 면접원 선발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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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원 선발 기준: 조사전문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면접원 가운데 식품소

비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 최근 1년 이내 가구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

원, 최소 경력 2년 이상의 여성 면접원을 우선 선발함.

2) 면접원 교육: 조사의 필요성, 목적 등을 설명하고 각 조사항목에 대한 구체

적인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교육함.

3) 면접원 관리: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조

사에 투입되는 면접원들을 관리함.

4) 면접원 관리 방법

- 1일 통제 시스템: 조사 참여 면접원들은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매일 조사 

활동을 보고하고 통제 받음.

- 주간 통제 시스템: Web-IF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면접원별 주간 진행 

상황을 통제함.

- 면접원 간담회 개최: 월 1회 이상 조사 담당 연구원 및 수퍼바이저와 면

접원이 직접 만나 조사 진행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개선하여 조사에 대한 관여도를 높임.

○ 실사 진행

1) 요도 상의 가구 찾아가기 

- 면접원은 조사 요도를 활용하여 해당 가구를 찾아감.

-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요도가 불분명할 경우는 주소를 활용함.

2) 적격 응답자 확인 및 조사 협조 구하기

- 가구 내에서 조사대상인 식품/식자재 주구입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에 대해 설명함.

- 적격 대상자가 집에 있을 경우에는 조사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진행함.

만일, 적격 대상자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 조사 시행에 대한 메모를 남겨

두고 추후에 다시 방문함.

- 3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계속 부재 중인 가구는 동일 조사구 내 다른 가

구로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함. 또한, 해당 조사구 내에서 조사 가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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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응답 거절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 연구원과 협의하여 대

체 조사구에서 조사를 진행함.

3) 조사 시행 

-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설명함.

- 조사 매뉴얼에 기초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4) 완성

- 완성 설문지에 대한 면접원이 자가 검증을 실시함.

-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거나 상식적으로 어긋난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질문하여 설문의 완성도를 높임.

5) 조사 시행

-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구입자의 설문조사를 종료한 후, 가구 구성원용 

설문과 설문 응답 매뉴얼을 전달함. 2∼3일 후 재방문하여 완성된 가구 

구성원 설문을 자가 검증한 후 회수함.

6) 사례품 증정 

- 조사에 협조해 준 응답자와 가구 구성원에게 사례품을 증정함.

7) 감사의 인사 및 다음 목적지로 이동

-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향후 확인이 필요한 응답 

내용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고 알림.

- 다음 목적지로 이동함.

○ 실사 진행 상황 입력 및 확인(Web-IFS: Interviewer Fieldwork Management

System)

1) 면접원 Web-IFS 프로그램 접속

- 면접원은 매주 2회 이상 Web-IFS 프로그램에 접속함.

2) 면접원별 진행 부수 확인 및 입력

- 면접원은 자신이 조사 완료한 설문 부수를 확인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함.

- 입력 시에는 조사구 번호, 원가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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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연구원 및 실사 팀장의 진행 상황 확인 및 수정

- 담당 연구원 및 지역별 실사 팀장은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함.

- 진행 상황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입력이 잘못된 지역은 면접원에게 게시

판 혹은 직접 연락하여 재입력을 요청함.

4)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 진행 상황 입력이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일별/지역별/면접원별 진행 상황

을 확인하고 보고함.

그림 6-5. 실사 진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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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진행 중간 점검

- 실사 진행 상황 점검과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점을 파악/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조사전문기관의 

연구진이 직접 실사 과정 및 설문지 점검 과정을 실시함.

- 실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진행이 부진한 지역의 구체적인 이유를 파

악한 후 해결함.

- 사무실에서 설문지를 직접 리뷰한 후, 반복되어 나타나는 오류를 정리하

여 면접원들에게 전달함.

- 실사 팀장, 수퍼바이저들의 업무상 애로 사항을 파악한 후 해결함.

- 면접원과 함께 실사를 진행한 후, 조사 사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하여 추후 진행될 조사에 반영함.

3.2.4. 자료 검증

○ 조사된 자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에 걸쳐 검증을 실

시함. 각 검증 단계마다 주요 검증 내용을 설정하고, 단계별 검증 담당자가 

해당 조사 내용을 검증함.

그림 6-6. 자료 검증 단계

면접원의
자기 검증

설문 조사 후,    
면접원이 설문지
보고 자기 스스로
응답 내용 검증함.

독립전화
검증팀 검증

전체 조사 대상 중
30%를 임의로
선정하여 전화
검증을 실시함.
검증내용은 응답
자 본인이 실제로
조사에 응했는지
여부 및 주요 문항
에 대한 응답 내용
일치 여부 확인임.

수퍼바이저
검증

수퍼바이저가
면접원이 완성한
설문지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면접원을 통해
재검증하거나,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함.

논리적
에러 검증

자료 입력 시스템
으로 논리적 에러
를 검증함. 이상이
있다고 판별되는
설문지는 설문
내용 확인 후,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함.

비교자료를
통한 검증

최종 검증 과정을
거친 자료들에
대해 비교 자료
(통계청 자료 등)
활용하여 정확도
를 검증함.

담당
수퍼바이저

면접원 전화검증팀 연구부서
Data

Processing 
Team

자료 검증
단계

자료 검증
내용

자료 검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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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처리 및 분석 

○ 자료는 면접원 설문지 제출, 수퍼바이저 검증, 전화 검증, 코딩, 자료 입력,

자료 처리의 과정으로 처리됨.

- 먼저 면접원이 설문지를 제출하면 수퍼바이저가 완료 설문지에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지 1차 검증하여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필

요 시에는 면접원이 재조사 후 다시 제출함.

- 면접원이 완료부수의 30%를 전화로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설문

지를 재조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오류 설문지를 폐기함.

그림 6-7. 자료 입력/처리 프로세스

면접원
설문지제출

면접원 주1회 이상 완료 설문지 제출

수퍼바이저 완료 설문지100%
누락 및 내용 검증

수퍼바이저 재조사 여부 결정

면접원 재조사 후 제출수퍼바이저
검증

면접원
재조사

전화
검증

코딩

자료
입력

자료
처리

재조사

면접원별 완료부수 50% 전화검증

검증결과 문제 설문지 재조사

에러설문지 폐기

내용 이상 설문지 재조사

에러설문지 폐기

검증 및 코딩 완료 설문지 입력

입력 중 논리적 에러 발생 설문지 재조사

에러설문지 폐기

빈도 표 산출 후 이상 값 유무확인

이상 값 설문지 확인 및 재조사

에러설문지 및 입력 값 삭제

재조사

재조사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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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을 진행하며 이상이 있는 설문지는 재조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오

류 설문지를 폐기함.

- 검증, 코딩이 완료된 설문지를 입력하고, 입력 중 논리적 오류 발생 시 

재조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오류 설문지를 폐기함.

- 입력된 자료는 빈도표 산출 후 이상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값이 

있는 설문지가 있다면 재조사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오류 설문지 및 입

력 값을 삭제함.

○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시함.

3.4.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조사 완료 후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뢰도 보고서와 실

사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실사 보고서를 작성함. 실사 보고서는  

실사 수행 조직, 실사 수행 과정, 실사 수행 결과, 비성공 사유 및 평균 방문 

횟수, 성공률 제고 노력 등을 기록하고, 당해 연도 조사 개선사항 및 향후 

조사 반영사항 등을 제시함.

○ 조사 결과는 문항 간 논리적 오류 검증, 이상치 검증, 유사 조사와의 결과치 

비교 등을 통해 통계적 자료 검증 절차를 거쳐 기초분석 보고서로 작성됨.

보고서 작성 시 모수 추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응답 처리와 가중치 

적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함.

○ 보고서는 통계보고서와 기초분석 보고서로 발간되며, 기초분석 보고서는 

개요편, 요약편, 분석편, 통계편으로 구성됨. 정량적 분석결과는 식품소비 

트렌드모니터에 의한 정성적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식품소비 트렌드 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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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것임.

- 기초분석 보고서 작성 시 조사항목에 대한 기본 통계값뿐만 아니라 조사

항목 간 상관관계 파악을 위한 교차분석, 요인분석, 좌표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계획임.

○ 조사 결과에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과 소비모형을 적용하여 3∼5년 주기로 

심층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 심층분석 보고서는 식품소비행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식품소비 관련 2차 통계를 활

용하여 식품소비행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임.

3.5. 사후 관리

○ 통계청은 조사 신뢰성 보장, 발전방향 제시로 통계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

해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품질 진단 대

상은 통계작성 기획 및 관리, 모집단 및 표본설계, 조사표 설계, 현장 조사 

관리, 자료 처리, 자료 이용에 대한 항목임.

○ 통계청 품질진단에 대응하고 고품질 통계생산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통

계 품질진단은 외부 통계전문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품질진단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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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진단항목

1. 통계

작성

기획 및

관리

∙통계작성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통계작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 적용하고 있는가?

∙예산, 인력, 일정 등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주된 이용자의 요구를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통계작성 개편 작업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작성을 할 경우, 외부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가?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2. 모집단

및 표본

설계

∙작성하고자 하는 대상 모집단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표본추출 후 적절한 표본관리를 통하여 표본수준이 유지되고 있는가?

∙조사목적,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비추어볼 때 표본규모는 적절한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표본오차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가?

∙표본추출과정을 공개하고 있는가?

3. 조사표

설계

∙조사항목의 변경이 있을 때, 사전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는가?

∙조사표는 기입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에 친근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가?

∙조사지침서가 작성되어 조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는가?

4. 현장

조사

관리

∙조사기획자는 조사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조사직원의 조사 관련 전문지식 숙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가?

∙조사기획자는 조사직원의 조사방법을 파악 및 분석하고 있는가?

∙조사기획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는가?

∙현장조사 실시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의문사항은 시기적절하게 처리되며, 모든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5. 자료

처리

∙무응답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는가?

∙현장조사부터 집계분석 단계까지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추정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료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또는 유사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6. 자료

이용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간행물에 통계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국가 승인을 취득한 모든 항목의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가?

∙모든 이용자가 조사결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있는가?

∙조사 결과 자료의 공표일이 사전에 예고되고 있는가?

∙사전에 예고한 공표일을 준수하고 있는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조사결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시계열 자료는 일관성이 있으며, 변동내역을 공개하고 있는가?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표 6-1. 통계청 통계품질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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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소비 트렌드 모니터 및 자문단 구성 및 운영 

4.1. 트렌드 헌터와 트렌드 리더

○ 트렌드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트렌드 헌터나 트렌드 리더 그룹을 가장 활발

하게 활용하는 사례는 변화에 민감한 디자인과 패션업계, 통신회사, 제과회

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트렌드 연구분야에서도 자문단을 활용하

는 사례가 있음.

○ 트렌드 헌터(Trend Hunter)는 식품기업이나 제과, 통신업체 등에서 주로 활

용하는 트렌드 모니터로, 기존의 단순한 모니터링과는 달리 소비자의 트렌

드를 먼저 발견하고 트렌드의 흐름을 추적하는 역할을 함. 즉, 기존의 상품 

또는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 정보를 다양한 각도와 방식으로 수집해 예측

할 수 있게 전달하고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를 일

컬음.

○ 트렌드 리더(Trend Leader)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소비자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찰하고 기록하는 영역으로, 소비자

와 관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트렌드 헌터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접근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활용됨.30

○ 트렌드 헌터는 일반 기업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소비트렌

드분석센터와 같은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트렌드 헌터를 운영하

는 기관은 트렌드 헌터에게 연구기관의 양식에 맞춘 트렌드보고서/동영상

제보/사진제보 등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30 서정희(2005) p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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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트렌드 보고서 작성 양식 예시

○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매년 정치, 경제와 대중문화 등 각종 사회 현상

10가지 영역에 관련한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트렌드 코리아 를 발표함.

○ 소비트렌드분석센터만의 트렌드헌터 그룹인 ‘트렌더스날’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트렌더스날’은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서적의 마지막 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내고, 해당 메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 받은 후 선정 절차를 거침. 선정된 요원은

월 2회 트렌다이어리를 제출하고, 관련 워크숍에 외부 전문가가 같이 참여함.

○ ‘트렌더스날’에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각종 정보 제공, 세미나·워크숍 무료 참여, 트

렌드 코리아 에 트렌드헌터로 이름 등재,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발표회에 우선

초청, 경력/활동 증명서 발급 등이 있음.

표 6-2.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운영사례

○ 해외의 대표적인 운영사례로는 페이스 팝콘, 잰들그룹, 유스 인텔리전스 등

이 있음. 거시트렌드 분석에 전문인 페이스 팝콘은 뉴욕에 기반을 둔 기업 

브레인리저브(BrainReserve)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집된 5천 명 이상의 글

로벌 트렌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인 탤런트뱅크(TalentBank)를 운영함.31

잰들그룹은 트렌드 제보자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으며,

31 http://www.talent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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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동안 18∼24세 사이의 젊은이 3천 명을 모집하여 트렌드를 분석

함.32 유스 인텔리전스(Youth Intelligence) 역시 뉴욕에 기반을 둔 트렌드 조

사회사로 주요 도시 중 4～5곳에서 3년을 주기로 300명 정도의 트렌드 세

터(trendsetter)를 엄선함. 트렌드 세터는 연령대에 따라 14～18세, 19～24세,

25～30세의 세 집단으로 나뉘며 트렌드 제보를 담당하는데, 최근 cassandra

live trend school로 이름이 변경됨.33

4.2. 식품소비 트렌드 모니터 및 자문단 운영 방안

4.2.1. 기본 운영 방안

○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소비 트렌드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식품소비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

양한 논의체를 운영하는 정성적 방법이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식

품소비 트렌드에 대한 논의는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행태 

및 선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식품소비 트렌드 논의를 위한 조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트렌드 모니

터’ 그룹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트렌드 자문단’ 그룹 등 2개 그룹을 동시

에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트렌드 모니터는 징후 포착과 자료 수집 기능을 수행하는 요원으로, 식품소

비와 관련있는 변화와 소비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하도록 하여 소비자 관점

에서 트렌드를 파악하도록 함.

32 http://www.zandlgroup.com

33 http://www.cassand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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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자문단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경제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조언하는 요원으로서,

식품소비와 관련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 분류하고 체계화하

는 데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함.

구 성 운 영

식품

소비

트렌드

모니터

○ 식품소비와 관련한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

여 운영하되 식품 관련 파워블로거 등 오피니언

리더를 우선하여 선정

○ 식품소비와 관련한 식생활 패턴과 사회현상의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여 트렌드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 주기적인

모니터와

워크숍 참여

식품

소비

트렌드

자문단

○ 식품산업과 관련한 업계, 학계, 소비층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트렌드 분석이 전문성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활용

○ 트렌드 모니터가 수집한 정보를 비롯해 트렌드 분

석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해석하고 평가하

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자문 요원으로 활용

○ 트렌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모니터

결과 분석에

참여

표 6-3. 트렌드 모니터 요원 및 자문단 운영 기본 방안(안)

4.2.2. 세부 운영 방안

가. 트렌드 모니터 운영 방안

○ 트렌드 모니터는 직접적인 식품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부와 직장인,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며, 지역적으로는 오프라인 모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수도

권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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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모니터 운영 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해 20명 내외가 적정할 것으로 

보임. 트렌드 헌터 모집 방법은 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분은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임의 선정하는 방안도 병

행하는 것이 적절함.

○ 트렌드 모니터의 활용은 식품소비와 관련한 리포트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

고 시작 단계와 종료 단계에는 오프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트렌드를 분석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 매년 말 종합보고서가 나오기 전

에 연찬회를 개최해 종합적인 트렌드 파악에 참여하도록 함.

구 분 내용 비고

규모, 성격

○ 대상: 수도권 주부, 직장인, 학생

○ 규모: 15명∼20명

○ 성격: 식품소비 모니터 요원

모집 방법

○ 모집 방식: 공개모집+임의 선정

- 공개모집은 1차 선발 후 면접으로 최종 선정

- 공개모집 외에 필요 시 임의 선정(30% 정도)

- 홈페이지 통해 공고, 식품 관련 블로그 및 사이트 활용

○ 제출 서류

- 지원서(양식 제공)

- 식품소비 트렌드 조사에 대한 활동계획 등

식품 관련

파워블로거

임의 선정

활동방법

○ 월 1회 리포트 제출(리포트 양식 제공)

○ 워크숍과 연찬회 개최

- 워크숍을 통해 활동을 점검하고 브레인스토밍으로

식품소비 트렌드를 파악하여 중점 모니터 과제 공유

○ 연말 종합 연찬회(연구진+트렌드 자문단+트렌드 모니터)

교체주기
○ 1년을 주기로 트렌드 모니터 교체

- 단 연속성 고려해 50% 수준은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

인센티브

○ 분기별 사례비 지급(예산 등 고려)

- 매월 리포트 제출, 분기 간담회 참석 조건

- 보고서에 이름 명기, 활동 경력증명서 발급

표 6-4. 트렌드 모니터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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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모니터 교체주기는 1년으로 하되 전체의 50%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

서 운영하여 개개인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연속성을 갖도록 함. 인센티브는 

참여자를 보고서에 명시하고 활동실적을 감안해 사례비를 지급함.

○ 트렌드 모니터 모집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와 주부 관련 사이트 

등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동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

유 인적 데이터 베이스, 식품 관련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서도 모집함.

구분 내용 비고

KREI 보유

인적 DB활용

○ 소비자 패널: 전국 8대도시 주부 778명 운영

→ 수도권 지역 활동가 중 선정

○ 연구원 회원 및 관계자 중 선정

→ 교수, 언론인, 보고서 회원 중

KREI관측센터

동향분석실

농식품부

소비자 기자단
○ 수도권 중심의 파워블로거 12명 -

파워블로그

운영자 활용

○ 요리, 식품 관련 파워블로거 섭외

→ 네이버 파워블로거(요리 분야) 23명

○ 파워블로거 모임 블로넷 등

웹 서치로 파악

표 6-5. 모집 집단 활용 방안

나. 트렌드 자문단 운영 방안

○ 트렌드 자문단은 식품업계 간부, 식품 관련 교수 등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간부 등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하여 전문적인 식견으로 트렌드 분석을 조언

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함. 규모는 각 분야를 안배하여 5∼10명 규모로 

운영함.

○ 트렌드 자문단은 트렌드 모니터의 활동을 전문성을 갖고 보완하는 기능도 

병행하여 간담회와 종합 연찬회에 참여하고, 이와 별도로 필요 시 연구자문

회의에 참여하여 연구에 대한 검토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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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규모,

성격

○ 대상: 식품산업 관련 업계, 학계, 소비층의 전문가

○ 규모: 5～10명

○ 성격: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 자문 요원

-

위촉

방법

○ 연구 자문위원으로 위촉

- 관련 연구 분야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연구관리규정

활동방법

○ 분기 1회 간담회 참석(연구진+트렌드 모니터+트렌드 자문단)

○ 연말 종합 연찬회(연구진+트렌드 모니터+트렌드 자문단)

○ 연구자문 회의 참석

-

교체주기 ○ 1년을 주기로 교체 여부 판단 -

인센티브 ○ 회의 참석수당 지급 원내규정 적용

표 6-6. 트렌드 자문단 운영 방안

5. 식품소비행태조사의 활용계획

5.1. 식품소비행태조사의 활용방안 개발 

○ 통계청 승인통계 추진 

- 통계작성지정기관 신청 및 통계작성 신청 예정

○ ‘식품소비행태조사’ 보고서 발간

- 통계보고서 매년 발간

- 식품소비행태 조사결과 해석을 중심으로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가칭)’ 매년 발간

-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심층분석 보고서)(가칭)’ 3∼5년 주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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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연도부터 매년 분석결과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 현재 식품소비와 관련된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는 경

우가 많으나 지출액 자료라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소비와 관련된 

통계에 대한 전문가의 수요가 높음.

- 소비행태나 소비자의식은 관련 통계가 없어 논문별로 개별적으로 수행

되고 있어 자료의 연속성이 없고,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로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신뢰도 제고와 홍보를 목적으로 함.

- 매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가능한 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함.

- 학술대회 결과를 관련 자료집으로 발간함.

○ 농식품부 등 정부의 식품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재 식품 관련 정책의 필요성은 높으나 관련 정보 및 통계는 미비한 상

황임.

- 식품 안전, 식품 표시사항 및 정보 활용도, 식생활, 식품 관련 피해/구제,

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식품 구매행태, 식품소비 트렌드 자료는 기업의 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

- 현재 식품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 시장에 대

한 분석이 개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소비자의 식품군 및 품목별 구매행태, 식품소비 동향 및 전망 등을 파악

하여 기업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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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식품소비행태조사 활용방안

5.2. 조사결과 보급 계획

○ 조사결과는 발간보고서 및 전자보고서 형태로 발간되어 배포되며, 연구원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식품소비행태 사이트를 개설하고 조사통계를 공개하

는 방안을 추진함.

발간 형태 ▪ 인쇄보고서, 전자보고서, 통계자료집, 보도자료 등

보급 방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게시판

▪ 농림수산식품부 및 주요 기관에 전자보고서 발송

▪ 주요 기관, 관련 연구자에게 인쇄보고서, 통계자료집 우편 발송

▪ 연구원 소식지 수신 대상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연구정보

뉴스레터’를 통해 연구결과 발표를 알림

보급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

▪ 식품, 농업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 식품 관련 업체 및 언론사

▪ 식품, 농업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표 6-7. 통계결과 보급 개요



173

명칭 기관 조사주기 내용 비고

통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월별

(1963∼)
부문별 식품소비 지출액의 기장조사

패널조사

(8,700가구)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연간

(1998∼)

식품 섭취 행태, 가공식품 선택 시 행동 양식

등의 영양조사 및 건강설문조사

설문조사

(3,840가구)

농식품

소비

조사

주요 농축

수산물 소비패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연간

(2001∼)

24개 주요 농축수산물구입형태, 구입량과 금액,

소비량, 소비행태

설문조사

(1,250명)

농식품

구매행태조사
농촌진흥청

월별

(2009.10∼)

농식품 구입량, 구입액, 구입장소 등

구매행태 기장조사

패널조사

(1,000명)

일반

소비

조사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한국

소비자원

약 3년주기

(1987∼)

농산물 및 가공식품 구매 기준 및 구매장소,

농수축산물 안전성, 의식구조

특성 및 트렌드

설문조사

(2,000명)

소비자

동향조사
한국은행

월별

(1995∼)
소비자동향지수(CSI), 기대지수 등

패널조사

(2,200가구)

소비자

태도조사

삼성경제

연구소

분기별

(1991∼)

현재/미래 경기 생활형편 향후 소비지출 등

소비자태도지수, 생활불안도지수, 물가예상지수

전화인터뷰

(1,000가구)

소비자

Lifestyle 조사

LG경제

연구원

연간

(2011∼)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모습 수집, 실물시장 파급도 등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2,000명)

부록 1

전문가 조사표

식품소비행태조사 관련 전문가조사

Ⅰ. 현행 식품소비조사 이용 현황과 평가

다음은 현재 식품소비 및 소비행태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통계 및 소비자 행태 관련 조
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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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조사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명칭 기관

최근 5년내에

이용 경험

없음

연 1회 정도

또는 더

드물게 이용

반기

1회

정도

분기

1회

정도

월 1회

정도

주 1회

이상
기타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농식품 구매행태조사 농촌진흥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한국소비자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비자태도조사 삼성경제연구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비자 Lifestyle조사 LG경제연구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각 조사를 자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칭 기관

통계 및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

발표자료(식품

분류 및 항목)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

자료가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

기타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① ② ③ ④ ⑤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① ② ③ ④ ⑤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① ② ③ ④ ⑤

농식품 구매행태조사 농촌진흥청 ① ② ③ ④ ⑤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한국소비자원 ① ② ③ ④ ⑤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 ① ② ③ ④ ⑤

소비자태도조사 삼성경제연구소 ① ② ③ ④ ⑤

소비자 Lifestyle조사 LG경제연구원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식품소비 자료 전반에 대하여 아래 항목별로 평가해주십시오.

설명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관련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정확성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반영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시의성 작성시점과 발표시점 간의 근접성, 조사

주기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비교성 시계열, 국가간 비교 편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일관성 조사 결과의 일관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접근성

/명확성
이용자의 접근성, 관련 정보 제공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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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이용 가능한 식품소비 관련 조사를 다음의 분야로 구분할 경우 각 분야별로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한

편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건강/미각 추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구매행태(구입장소, 주기, 특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소비 통계(소비량, 지출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소비 동향 및 전망(소비지출 증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안전 소비자태도, 소비자의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표시 사항 및 정보 활용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생활 현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관련 교육/홍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관련 피해/구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관련 정책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식품 관련 통계 및 조사 자료를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활용)하십니까?

① 정책수립 및 평가
② 연구/학술/학습 활동                
③ 사업 및 경영계획 수립
④ 표본조사의 모집단
⑤ 업무 외 개인적 관심                
⑥ 기타( )

6. 식품 관련 통계 자료 이용 시 자료의 주된 이용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작성기관 홈페이지
② 간행물 책자 구입        
③ 공공도서관/자료실 열람
④ 언론보도자료
⑤ 작성부서에 직접 요청
⑥ 기타( )

Ⅱ. 식품소비조사 조사항목의 중요성

1. 2013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는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농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내년부터 식품소비행태 조사사업을 매년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식품소비조사에서는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조사의 필요성을 평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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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건강/미각 추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구매행태(구입장소, 주기, 특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소비 통계(소비량, 지출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소비 동향 및 전망(소비지출 증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안전 소비자태도, 소비자의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표시 사항 및 정보 활용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생활 현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관련 교육/홍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관련 피해/구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관련 정책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조사대상 분야로 추가할 영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

1-2.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순위대로 1∼3순위까지 말씀해주세요(조사분야가 누락되었다
고 생각하시는 경우 1-1의 추가된 영역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 1순위:

◎ 2순위:

◎ 3순위:

2. 식품소비 관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자 할 때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소비자 태도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

3. 식품 구매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 비중 및 이유(온라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 비중 및 이유(오프라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선택 기준(맛, 안전성, 가격, 편리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구입 특성(국내산, 친환경 여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구입 형태(부위, 신선편이, 냉장/동, 포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구입 단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구입 주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회 평균 구입금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관련 정보 획득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브랜드 식품 구매행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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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안전성 만족도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성 신뢰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관리 수준 평가(단계별/주체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식품 가격 지불의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안전 관련 정보 획득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안전 체감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식품 구매행태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데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4. 식품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식품 관련 소비지출 증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향후 식품 관련 소비지출 전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통식품(김치, 장류 등) 조달방법과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용 중이거나 선호하는 식품 조사 (예를 들어

식용유 중 포도씨유, 올리브유 등 선호하는 종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유형별 선호도(신선/가공식품, 외식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식품소비 동향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데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5.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음 항목에 대한 중요도
를 평가해주세요.

5-1.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을 구분하여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지 평가하여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반적인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국내산/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환경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증식품(무엇? )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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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식품 안전 관련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데 누락된 항목이 있
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6. 식품 표시 사항 및 정보 활용도 관련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에 대해
서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표시 확인여부

- 원산지, 생산지(가공식품 제조업체), 식품성분/

첨가물, 영양성분, 유통기한, GMO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표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표시 확인정도 추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표시 신뢰정도 추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인증제도 인지도

- 유기인증, GAP, HACCP, 전통식품인증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증품 구입여부/구입의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표시 관련 정보 획득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1. 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데 누락된 항목이 있
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7. 식생활 관련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밥(쌀, 잡곡, 죽 등 밥류)먹는 횟수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침/점심/저녁 식사 결식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침 식사 주된 메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침/점심/저녁 식사 가족동반 식사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간식 섭취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간식 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교급식 식생활 기여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건강보조제 섭취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식조절(다이어트) 여부와 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안전 관련 정보 획득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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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식생활 관련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데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8. 식품 관련 교육/홍보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중요
도를 평가하여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 대상 식품관련 교육 참가 경험과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비자 대상 식품관련 정부 홍보 경험과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비자단체가 주체하는 활동 참여 경험과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1. 식품 관련 교육/홍보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데 누락
된 항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9. 식품관련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중요도
를 평가하여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식품관련 피해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피해시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피해 발생 시 처리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 피해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개선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관련 피해 구제 위한 담당주체별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1. 식품 관련 피해/구제 대한 소비자 행동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데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10. 식품 관련 정책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식품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관련 제도별 만족도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관련 소비자 정책을 조정/집행에 있어 각 기관

의 중요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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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식품관련 제도별 만족도 평가에서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제도를 체크해주세요. 평가가 필
요하나 누락된 제도명은 괄호에 기입해주세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적합한

편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하다

식품거래

공정거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격안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품표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

식품 안전

GA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력추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HACC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리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위해정보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

식품 표시·인증

원산지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M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리적 표시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환경농식품인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표시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

식품영양·식생활

식문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품성분검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급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한식세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

소비자 교육·홍보·정보

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보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

식품피해구제

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피해구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

10-2. 식품 관련 정책만족도 조사에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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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조사대상 품목

가계동향조사

◦ 기장조사 후 통계는 아래와 같은 부문으로 발표

- 식료품· 비주류음료(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뉴스 및 기타음료)

- 주류·담배(주류, 담배)

- 음식·숙박(식사비: 일반식당, 배달음식, 이동식 음식점, 단체 제공식, 패스트푸드, 주점 및 커피숍)

국민건강 영양조사

◦ 곡류(쌀, 잡곡, 라면, 국수, 빵류, 떡류, 과자류)

◦ 두류 서류(두부, 콩류, 두유, 김치, 고구마)

◦ 육류 난류(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햄/베이컨/소세지, 달걀)

◦ 생선류(고등어, 참치, 조기, 명태, 멸치, 어묵류, 오징어, 조개류, 젓갈류)

◦ 채소류(배추, 무, 무청, 콩나물, 시금치, 오이, 고추, 당근, 호박, 양배추, 토마토, 버섯류)

◦ 해조류(미역, 김)

◦ 과일류(귤, 감/곶감, 배, 수박, 참외, 딸기, 포도, 복숭아, 사과, 바나나, 오렌지)

◦ 우유 유제품(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 주류(맥주, 소주, 막걸리)

◦ 기타(햄버거, 피자, 튀긴음식)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 쌀, 배추, 무, 건고추, 고춧가루, 양파, 깐마늘, 통마늘, 대파, 쪽파, 참기름,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고등어, 멸치, 고추장, 김치, 두부, 콩나물

농식품 구매행태조사 ◦ 기장조사 후 통계자료는 보고서를 통해 쌀, 육류만 발표

11. 식품소비 통계자료 생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 또는 국내 통계에 대해 기술
해 주십시오.

① 외국 경우(국가, 통계명, 특징 등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 )

② 국내 경우(통계명, 작성기관, 특징, 벤치마킹 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 )

Ⅲ. 식품소비조사 대상 품목 및 분류

현재 식품소비 관련 각각의 통계 및 조사는 아래와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 식품소비 통계 작성 시 식품분류의 적합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식품 전반
② 식품군별 조사(곡물/채소/과실/축산/수산/임산/가공식품/음료/주류/외식)

③ 식품군별 조사+주요품목 10개 내외 조사
④ 주요 품목 30개 내외 조사(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 무, 사과 등)

⑤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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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품소비행태 조사 시 대상 품목이 적절한지 평가해 주시고, 추가해야할 품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곡물류

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잡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대상 품목 ( )

채소류

배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대상 품목 ( )

과일류

사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대상 품목 ( )

축산물

쇠고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돼지고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닭고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대상 품목 ( )

수산물 추가 대상 품목 ( )

임산물 추가 대상 품목 ( )

가공식품

김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장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즉석조리식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대상 품목 ( )

외식
배달음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대상 품목 ( )

추가 대상 품목 ( )

1-2. 위에서 제시한 조사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면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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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소비 통계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응답자의 인구 통계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조사자 성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자 연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자 학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자 직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자 업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구주 직업/업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구주 연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구 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식료품비 지출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결혼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맞벌이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 구성원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의 연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대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거 형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택 소유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 구성원 중 암, 당뇨 환자가 있는지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 구성원 중 아토피, 고혈압 환자가 있는지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건강에 대한 관심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주일 동안 운동 횟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건강관련 TV 프로그램 시청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기적인 건강 검진 유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식품소비조사의 필요성과 방법

1. 식품소비조사 시 다음의 조사주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년에 한번 ② 1년에 2번
③ 1년에 4번 ④ 1년에 한번 + 이슈형 조사(2∼3회)

⑤ 기타( )

2. 식품소비조사 시 표본설계 방법은 다음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년 표본설계를 통한 설문조사(매년 표본설계비용 발생)

② 3년 주기 표본설계를 통한 설문조사(3년마다 표본설계비용+2년간 표본유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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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면접조사
② 전화조사
③ 인터넷조사
④ 기타( )

4. 식품소비조사 후 조사결과 활용방안은 다음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조사 보고서 발간
② 조사 원자료 제공
③ 홈페이지 별도 운영
④ 심포지엄 개최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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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비자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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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구입자용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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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 가구 구성원(성인)용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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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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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27



22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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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구성원(청소년)용 설문



23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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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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