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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정간편식(HMR) 산업 현황

조 영 상 * 1)

1. 머리말

  일본은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이하 HMR) 시장이 지속성장하는 국가들과 

유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1인 가구 증가, 식사 준비에 대한 번거로

움, 편리성 추구, 경제적 이익 추구, 바쁜 삶 등의 이유로 일본 소비자들 또한 꾸준히 HMR 

식품 소비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여성의 전통적 가정 내 역할이 있었듯이 일본 가정집의 식사준비는 

여성의 몫이었다. 여성은 청소며 집안 대소사며 집안일을 도맡아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이

며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의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주 책임자이었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간편식에 우호적인 젊은 세대와 다르게 기성세대 소비자들에게 HMR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HMR 식품소비에 대한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

적으로 여성이 전적으로 집안에서 구성원을 위하여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식사준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치관 

형성을 부채질하였다.

  비록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HMR 식품구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HMR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세대들에게 있어 HMR 식품이 영양학적으로

나 품질과 맛에서 우수하다고 믿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졌지만 일본시장에 처음으로 간편식

이 등장하였을 때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품질과 맛을 신뢰하기보다 무언가 신뢰하기 어렵다

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심지어 간편식 등장 초기단계에서 여성이 간편식을 구매하는 자체

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죄의식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부교수 (choyskr1@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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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HMR 식품 공급업체나 유통업체의 노력으로 많이 불식되어졌고 

간편식 시장이 형성된 이래 간혹 상품카테고리별 매출액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는 경험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HMR 시장규모는 확대되었다.

  2018년 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에 의하면 세계 HMR 시장은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래 들어 간편식 시장의 주도권이 미국을 포함

한 유럽 선진국가들에서 중국, 인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주도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의 HMR 시장규모는 2005년 세계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간편식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18년에는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 연간 시장이 약 18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1)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1945년에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에 약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2015년에 인구감소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HMR 시장은 소비자 1인당 간편식 구매규모나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HMR 시장 변화를 살펴본다면 한국의 HMR 시장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표 1>  2018년 주요국가의 HMR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가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

매출액 62,846 21,636 20,279 18,014 11,980

자료: Statista(2018) 

2. HMR 산업 현황

  일본 소비자들 또한 한국 소비자만큼 과거에 집밥에 연연하는 경우가 전통적 식생활 

문화이었다. 남성은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집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손수지어 내놓는 게 아내의 

중요한 도리 중의 하나였으며 엄마로서의 정성이라고 믿어져왔다. 이러한 전통적 믿음은 

HMR 시장성장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러다 보니 일본 소비자들은

1) Statist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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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즉 가정 밖에서의 식사냐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식사냐로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식문화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정 밖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정 내에서 조리하여 먹는 것을 ‘내식(內食)’이라 

지칭하였다. 두 번째는 식재료 구매행위뿐만 아니라 조리 행위 없이 아예 가정 밖에서 끼니

를 해결하는 것을 ‘외식(外食)’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HMR이라는 용어는 

생소했다. 사실상 HMR이라는 일본식 용어인 ‘중식(中食)’이란 단어의 출현은 오래되지 않았

다. 그만큼 일본에서의 HMR 시장은 단기간에 급성장하였지만 산업자체의 역사는 길지 않다

는 것이다. 이러한 HMR 이란 용어보다 일본어로서의 중식이란 용어가 일본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5월 일본의 한 경제신문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로 추정된다. 

나아가 일본에서 간편식 시장을 주도하는 유통업태 중의 하나인 편의점 업태가 1980년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1980년 이후 일본의 

식문화가 내식(內食)과 외식(外食)에 중식(中食)이 더해져 세 가지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식과 기존의 두 개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식(中食)은 한자 

그대로 기존의 내식(內食)과 외식(外食)의 중간지대의 개념으로 소비자는 가정 밖에서 조리

가 완벽하게 마쳐진 또는 일부 가정 내에서 간단한 조리행위를 필요로 하는 음식을 구매해서 

집에서 먹는 것을 일컫는다. 중식 개념 도입으로 가정 밖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 손수 가정

집에서 손질하여 조리행위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식품시장 관련 통계는 크게 내식(內食외), 외식(外食), 중식(中食)으로 구분하여 

집계되고 있다. 사실상 HMR 식품 통계와 관련하여 시장이 형성되기 전인 1980년대까지의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1981년부터 일본 정부는 중식(中食)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일본 중식협회가 설립되고 나서 부족하지만 HMR 시장관련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설사 1980년대부터 중식(中食)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중식협회와 협력하여 통계조사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장 동향을 파

악하고 시장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00년 초반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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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산업 종합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중식(中食)시장은 4조 3,000억 엔 규모

를 형성했다. 이후 중식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7조 9,500억 엔에서 2017년 10조 500억 

엔 규모로 약 26.5% 성장하였다.2) 2018년 중식협회가 발간한 중식(中食)백서자료에 따르면 

2007년 식품시장의 전체규모가 약 62조 7,000억 엔에서 2016년 약 71조 4,000억으로 약 

13.9% 성장한 가운데 내식(內食) 시장이 동기간에 19.9% 성장률을 보였고 외식(外食) 시장

이 3.3% 성장한 반면에 중식시장은 23.8%나 성장하였다.  

  일본의 전체 식품시장 규모에서 HMR 식품시장의 점유율은 2007년 약 12.7%에서 2016년 

약 13.8%로 1.1% 신장하였다. 2016년 간편식 시장 점유율은 외식(外食)산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이고 내식(內食)시장의 3분의 1수준이다.3) 다시 말해 2016년 전체 일본식품시

장 약 71조엔 규모에서 내식(內食)이 압도적으로 시장점유율 50.6%인 36조 엔을 달성했고 

다음으로 외식(外食)이 시장 점유율 35.6%인 25조 엔을 기록했다. 반면에 중식(中食)은 

시장 점유율 13.8%로 9조 8,000억 엔을 나타냈다.4) 하지만 일본의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일본의 중식(中食) 시장 규모는 2015년에 10조 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5)

<표 2>  식품시장 추이
단위: 억 엔

구분 내식(內食) 중식(中食) 외식(外食) 합계

2007
매출액 301,521 79,491 245,908 626,920

점유율(%) 48.1 12.7 39.2 100.0

2016
매출액 361,660 98,399 254,169 714,228

점유율(%) 50.6 13.8 35.6 100.0

성장률(%) 19.9 23.8 3.3 13.9

자료: 중식협회(2018) 

  일본 식품시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외식산업이 1997년을 피크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산업의 식품 시장점유율은 2007년 대비 2016년에 4%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반대로 중식시장 규모는 2003년에 외식산업 시장의 25%였는데 2016년에는 외식산업 시장

의 38.7%까지 급성장하였다. 다시 말해 외식산업 시장이 줄어들면서 HMR 시장이 확대되고 

2) 중식협회(2018)

3) 중식협회(2018)

4) 중식협회(2018)

5) (https://sellwell.jp/sellwelly/cvs-food-market/) (검색일: 2018.12.05.)



일본의 가정간편식(HMR) 산업 현황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5

있다는 것이 다소 의외의 현상이다. 또한 식품시장의 점유율 성장률을 놓고 볼 때 중식시장

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내식(內食이) 시장의 점유률도 

2.5%성장하였다. 이러한 내식(內食)시장의 점유율 상승은 아직까지도 집에서 손수 식재료를 

구매하여 밥을 짓는 것이 일본의 주요 식문화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식문화가 HMR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     

  사실 1980년대까지 HMR 시장형성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외식(外食) 또는 중식(中

食)보다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내식(內食)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여성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손수 식재료를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성은 가족 

구성원이 가정 밖에서 만들어지며 식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식품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아직도 이러한 인식이 하나의 중요한 식문화로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일본 소비자의 내식(內食) 고집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기 전에 여성에게 집에서 요리를 강요하던 시절

에 일본 소비자들은 가정 밖 음식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식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사회에

서 발생하는 각 종 다양한 식품 안전사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밥이 아니면 건강을 위협받

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더하여 건강지향형 인식이 강화되면서 음식

에 사용되는 원재료나 조미료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그렇다보니 HMR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오늘날 일본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는 영국의 간편식 시장성장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 가정집의 전자레인지의 보급률은 높게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HMR 식품을 섭취하고 있지만 1980년 이전에는 가정 밖에서 생산되고 조리되는 

식품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식문화 변화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집 밖에서 조리되는 식품에 대한 불신이 유통업체는 물론 

식품 제조업체의 노력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각종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자세가 바뀌고 소비자들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경영문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 밖의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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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서 소비자가 간편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매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간편식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유통업체의 노력과 HMR 식품 제조업체

의 협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늘날 소비자 자신이 손수 집에서 하는 요리보다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다고 믿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정 밖에서 조달되는 음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일본의 HMR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198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기존 식문화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정 내 요리하는 시간을 빼앗게 되고 당연히 여성은 요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식문화 변화에 동참하게 되었다. 가정 내 요리시간 부족으로 여성들은 요리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식품 카테고리부터 가정 밖에서 구매하여 조달하기 시작한다. 완제품 

요리의 간편식보다 쌀이 주식이다 보니 쌀로 밥은 직접 집에서 짓고 밥과 같이 섭취하는 

많은 요리시간을 필요로 하는 반찬류 카테고리를 반찬가게 전문점에서 구매하여 집으로 

가져와 식사준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식생활 문화 변화가 오늘날에는 완제품 

HMR 식품시장까지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일본의 젊은 소비자들은 이제는 집에서 

직접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밥 짖는 일 또한 번거롭게 여기며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 판매되는 간편식 식품의 종류를 보면 식재료로 

쌀이 사용된 종류가 2015년도에 51%를 차지하고 있다.6) 특히 쌀을 사용한 도시락시장 규모

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7)

<표 3>  2015년 간편식 종류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엔

구 분 쌀류 빵류 면류 반찬류 합계

매출액 4,881,626 479,726 517,204 3,702,833 9,581,389

점유율(%) 51.0 5.0 5.4 38.6 100.0

자료: 중식협회(2015)

  2015년 중식협회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쌀을 사용한 도시락 시장의 성장은 아직도 일본의 

주식이 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찬류를 보아도 상당한 소비자들이 집에서 밥을 지어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중식협회(2015)

7) (https://food-doctor.jp) (검색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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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간편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개선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HMR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 믿음,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증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노력 등으

로 HMR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3. HMR 산업 성장 배경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다른 나라들과 일본의 HMR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부분도 많다.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변화가 

무엇보다도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촉매 역할을 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간편식 시장의 

성장배경을 분석하는데 있어 그러한 변화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HMR 시장이 급성장 이유로 학자들은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나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 세대구조의 변화이다. 3대가 같이 살던 대가족문

화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도심으로의 이동과 이에 따른 핵가족화 또는 1인 가구 수 

증가로 간편식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일례로 1960년부터 2015년까지 50년 사이에 세대구성원이 4.14명에서 2.3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구성원 감소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 

요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나아가 대가족 식사

문화에서 세대 구성원 감소로 여성이 한 번 요리를 해도 준비한 양에 비하여 음식 소비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음식이 남겨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여성의 식사준비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세대구조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식사준비에 따르는 음식 

조리시간에 대하여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요리에 대하여 번거롭고 

귀찮게 느끼는 세대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가정 내 요리에 대한 전통적 인식

에서 서서히 벗어나 편리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행위를 시작했다.  

  즉, 이러한 세대구성원 변화가 집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를 자극하였고 

결과적으로 식품시장에서 외식산업 성장을 부채질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위기는 외식

산업에 집중되었던 수요들을 가격에 민감하게 만들었고 결국 가격지향형 소비패턴을 보이

는 소비자는 간편식 구매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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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기피하는 미혼 인구와 고령자 수 증가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 또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 세대의 증가는 가정 내 식사준비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하였다. 1989년에 

일본의 총 세대 39,417천 가구 중에서 두 그룹의 점유율은 36%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 

49,945천 가구 중에서 이 수치는 14.6%가 성장한 50.6%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점유율

은 20%에서 26.6%로 부부 세대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식사준비

에 대한 번거로움을 더 느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두 그룹의 점유율 증가가 간편식 시장성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대구조

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대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된다면 일본의 

HMR 시장은 성장 속도의 문제이지 쇠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또 다른 HMR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동되고 있다. 중식

(中食)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1990~2015년 기간 동안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에서 25%로 두 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일본 전체 세대 수에서 고령화 세대 

수의 점유율이 1989년 7.8%에서 2016년 26.6%로 급증하였다. 고령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이나 상점가를 방문하여 직접 식재료를 고르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행위가 번거로

운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집에서 혼자 먹어야 하는 음식을 직접 조리해야 한다

는 것은 또 다른 번거로움의 하나가 되어 고령의 소비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쇼핑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걷기도 불편하고 운전도 어려운 쇼핑약자들은 더욱더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편의점, 도시락 전문점, 또는 반찬 전문점에서 간편식을 쉽게 

구매하고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본의 HMR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경제적 

요소 중의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이다.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HMR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여성이 가사를 도맡아 하던 문화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즉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여성의 가정 내 근본적 역할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여성의 전통적 역할은 

가사일에 대한 시간부족으로 편리성 추구를 자극하였다. 매일 정성을 들여 식사를 준비하던 

기혼여성들은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요리를 할 수 있는 시간부족을 호소하며 집안에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식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본의 HMR 시장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8년 일본의 

HMR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설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간편식을 구매하는 이유 중 집에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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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면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25.9%를 차지하였다.8)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

는 것은 반대로 여성이 집안에서 요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식

(中食)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구학적 요소의 변화와 더불어 간편식 제공업체들은 새로운 냉장 냉동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식품을 간편식으로 개발 판매하며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유통업체들의 혁신

적인 물류 배송체계 시스템 구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HMR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근래 들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중식(中食)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소비자

들이 예전에는 요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음식을 회피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HMR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대로 요즘 들어 건강지향형 간편식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과거 요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던 음식은 중식(中食)메뉴로 개발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이러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려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더불어 HMR 공급업체들의 노력으로 미개척 식품분야는 간편식

으로 개발․판매되기 시작했다. 바쁜 일상에서 간편식은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간단하게 끼니

를 때우는 수준의 식사 대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는 변화하여 한 끼라도 

제대로 건강을 생각한 식사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록 중식(中食)이더라도 

구매 할 때 일본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메뉴에 어떤 종류의 식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섭취열량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시작했다. 이런 쇼핑패턴 변화

는 새로운 HMR 시장의 성장을 예고했다.9)   

  전통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은 외식(外食)과 관련하여 식당에 식사를 하는 것은 가성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은 가격대비 식재료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HMR 시장은 

성장하고 외식산업은 쇠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8) 중식협회(2018)

9)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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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MR 유통경로

  일본의 중식(中食)시장이 어떻게 성장 발달해 왔는지 보려면 HMR 식품의 유통경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일본의 간편식 시장은 1980년대 대형유통업체의 편의

점업태 성장과 괘를 같이한다. 다시 말해 편의점 업태의 성장이 곧 일본의 HMR 식품성장의 

원동력이다. 

  2010년 야노경제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HMR 식품의 유통경로는 반찬전문점이 32.7%

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편의점이 27.1%, 양판점10) 또는 슈퍼마켓이 15.6%를 점유하고 있다. 

야노경제연구소가 일본 중식협회보다 중식(中食)관련하여 통계에 있어 소극적이라고 하더

라도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었다. 2010년에 비하여 2016년 중식시장에서 반찬전

문점 채널이 0.4% 상승하여 33.1%, 편의점이 1.7% 성장한 28.8%, 양판점이 0.1% 성장한 

15.7%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 중식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HMR 식품의 유통채녈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일본 전체 중식(中食)시장의 규모를 야노경제연구소

는 8만 5,758억 엔으로 집계한 반면에 중식협회는 9만 8,399억 엔으로 나타났다. 

<표 4>  업태별 시장점유 현황

          단위: 억 엔

업태
2016 2017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신장률(%)

반찬 전문점 외 29,024 29.5 29,203 29.0 0.6

백화점 3,674 3.7 3,643 3.6 -0.8

양판점 9,148 9.3 9,212 9.2 0.7

슈퍼마켓 25,417 25.8 26,205 26.1 3.1

편의점 31,133 31.6 32,289 32.1 3.7

합계 98,399 100.0 100,555 100.0 2.2

자료: 중식협회(2018)

중식협회자료는 단연히 편의점 업태가 1위 유통채널로 조사되었으며 시장점유율 또한 2016

년 31.6%에서 2017년 0.5%p 성장한 32.1%를 기록하고 있다. 편의점 업태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0.5%p 성장한 반면에 반찬전문점의 시장 점유율은 29.5%에서 29%로 하락하였다.

10) 대형마트 또는 할인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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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노경제연구소와 주식협회의 자료를 취합해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업태

가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간편식 시장공략이 HMR 시장규모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Top 3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7-Eleven), 패밀리 마트

(Family Mart), 로손(Lawson)의 적극적인 HMR 시장참여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

다. 과거에 이들 업체들은 젊은 세대를 표적고객으로 설정하고 집중하였지만 최근 고령층을 

상대로 표적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편의점업체들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이들을 충족시키

기 위한 간편식 상품개발에 전념하고 있다.11)

  일본 소비자들에게 있어 편의점은 다른 업태보다도 점포 수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세븐일레븐이 1974년 처음으로 요코하마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1983년 일본 전체 편의점 

수는 6,308개를 기록하였다. 그 후 신규 점포가 서서히 증가하다 마침내 2012년 처음으로 

5만 점을 돌파해 2017년 12월 5만 7,956개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 기준 상위 Top 6개(세

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미니스톱, 데이리야먀자키, 뉴데이즈, 세이코 마트)업체가 

57,121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12) 이중 상위 3사가 점포수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편의점 업태에서 HMR 시장은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세븐 일레븐은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고객관련 정보를 제조업체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공유로 세븐일

레븐은 간편식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고객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욕구

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HMR 식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세븐일레븐의 

고객정보 공유와 1일 3회 배송이라는 물류시스템 구축은 편의점 업태가 HMR 시장을 주도하

는 기반이 되었다. POS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의 수요 예측과 구매성향 파악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각종 식품포장 기술이나 생산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일례로 세븐일

레븐과 거래관계에 있는 간편식 납품업체인 와라베야니치요는 2018년 2월 기준 20,260개 

세븐일레븐 점포 중에 약 81%인 1만 6,500개에 각종 간편식을 납품하고 있다. 와라베야니치

요는 세븐일레븐의 유통업체 브랜드(Retailer Brand) 제조업체로 각종 도시락류, 빵류, 반찬

류, 과자류, 면류 등을 공급하고 있다.13)

11)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12) (http://www.garbagenews.net/archives/2392411.html) (검색일: 2019.01.02.)

13) (http://www.warabeya.co.jp/ja/business/product.html) (검색일: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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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들어 일본의 간편식 시장 확대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 가정집 배달이다. 편의점 

대표주자인 세븐일레븐은 2011년부터 쇼핑 약자를 위한 안심배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간편식 온라인예약 판매제도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편의점 업태의 

시장 점유율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HMR 식품 유통경로에서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반찬가게 전문점은 

상점가 또는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양호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반찬 

가게 전문점은 편의점처럼 도시락류도 같이 진열 판매하고 있지만 상품 구색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밥을 짓고 필요로 하는 반찬세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편의점 업태는 반찬류 보다 완제품 간편식 즉, 도시락류가 주요 상품구색인 것에 반하여 

슈퍼마켓이나 양판점은 식재료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간편식 시장에서 반찬류를 주로 담당

하고 있다. 한편 완제품 간편식 중에 이들 업태는 프리미엄 도시락을 취급하며 편의점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시장 내에도 HMR 식품 제조회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서 유통되는 간편식은 흥미롭게도 대부분 유통업체 브랜드(Retailer Brand)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븐일레븐 사례처럼 일본의 간편식 시장은 NB(National Brand) 보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기획하고 생산하는 RB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HMR 식품 제조업체인 

NB 상위 5개 업체의 2017년 시장점유율은 6.8%로 아주 미미하다. 1위 업체인 Kewpie 

Corp가 1.8%를 점유하고 2위 업체인 Nisshin Seifun가 1.7%, 3위 업체인 House Food Corp

가 1.4%, 아지노모토가 1.0%, 메이지 홀딩스가 0.9%를 차지하고 있다.14) 심지어 세계 간편식 

시장에서 7.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최상위 브랜드인 네슬레조차 일본시장에서 

Top 5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HMR 식품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일본 전체 RB 매출액이 2.84조 엔으로 시장점유율 9%를 보이는데 이온(쟈스코)과 

세븐아이(세븐일레븐) 두 유통업체가 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5)

14) (https://www.foodnavigator-asia.com/) (검색일: 2018.12.26.)

15) Sigetomi Takako(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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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MR 식품 소비 현황                

  일본 소비자들의 냉동식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즉 신선도와 맛에 있어 열악하다고 

믿고 있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HMR 제조업체들이 정교화된 식품개

발 기술을 바탕으로 냉동 HMR 식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일본의 

HMR 시장을 논할 때 대부분 냉동 간편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것이다. 2005년에 일본 전체 간편식 시장에서 냉장식품이 압도적으로 

84%의 점유율을 보였다.16) 그렇다 보니 편의점 업태가 간편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냉장 HMR 식품에 국한되어 있다.         

  2018년 일본 중식협회에 따르면 간편식 시장에서 판매되는 HMR 식품 카테고리 중에 

압도적인 것은 여전히 쌀류 간편식으로 나타났다. 2015년 쌀류 간편식이 51%를 점유하였는

데 2018년에는 미미하게 하락해 49.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쌀이 주식이라

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쌀류에 이어 여전히 반찬류가 40.7%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밥을 짓고 반찬은 밖에서 사서 집에 가져와 먹는 소비행

태를 의미한다. 

  2018년에 가장 많이 구매하는 간편식은 역시 쌀류가 주 원재료인 도시락이 1위를 차지하

고 삼각 김밥이 2위를 차지했다.17) 다음에 3위로 샌드위치, 4위가 고로케, 5위는 야채샐러드

가 차지했다. 신선한 야채샐러드는 웰빙을 지향하는 고객 증가와 건강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일본 간편식 시장에서 급성장 하는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18) 그 증거로 야채샐러드는 2015년 일본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간편식 중의 

7위였는데 2018년 5위로 급상승 하였다.19) 또한 이러한 수요층 증가로 HMR 공급업체들은 

건강 지향형 간편식 개발차원에서 유기농 원재료를 사용한 신개념의 HMR 식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16) (https://www.just-food.com ) (검색일: 2018.12.26.)

17) 중식협회(2018)

18) Euromonitor International(2018)

19) 중식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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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간편식 시장은 만두를 생산하는 아지노모토(미원)가 주도하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들

의 부정적 이미지로 시장 확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만두처럼 일부 카테고리는 수요층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냉동식품 시장 확대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특히 해외시

장에서 냉동식품 중의 대표적 간편식인 피자 카테고리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나아가 일본에서 피자시장은 주로 테이크아웃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들이 저녁에 혼자 식사하는 혼밥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20) 2018년에 출판된 구루메 외식총연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혼밥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40대 남성이다. 또한 2014년에 비하여 40대 여성의 저녁 

혼밥이 1.34배 증가했고 30대 남성의 혼밥이 1.32배 증가했다. 뒤를 이어 20대 여성의 저녁 

혼밥이 1.31배 확대 되었다. 4년 전에 비하여 저녁을 혼자 먹는 인구의 증가가 확연해 졌다. 

이러한 소비 행태가 외식산업이나 중식(中食)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 소비자의 간편식 구매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1) 주별 간편식 구매 회 수를 조사한 일본 정책금융공고에 의하면 2018년에 

주별 2회 정도 구매한 소비자가 설문조사자자의 37.5%에 달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5년 전 2003년 조사와 비교하면 주 2회 정도 구매하는 남성이 10.4%p 

증가하여 40.6%를 기록한  반면에 전혀 간편식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에

서 6.7%p 하락한 22.1%를 기록했다.22) 2018년 구루메 외식총연이 설문 조사한 응답자들을 

보면 40대 남성이 HMR 식품 구매빈도와 HMR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여성의 경우 2003년에 비하여 주 2회 정도 구매한 비율이 13.2%p 증가하여 34.4%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구매빈도가 더 확장 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전혀 간편식을 구매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소폭으로 0.8%p 상승하여 2018년에 22.3%를 나타냈

다.23) 2018년 구루메 외식총연 조사결과에서 특이한 것은 설문대상자 중에 20대, 40대 

여성의 HMR 시장규모가 11%나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조리하는 것을 번거롭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20대 여성의 간편식 구매빈도 

확대는 일본의 전통적 식문화에 차지하는 여성의 가정 내 역할 변화를 의미한다.    

20) (https://www.recruit-lifestyle.co.jp) (검색일: 2018.01.02)

21) (https://www.recruit-lifestyle.co.jp) (검색일: 2018.01.02)

22)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23)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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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HMR 이용빈도

단위: %

구분 주2회 이상 주1회 월1, 2회 미 구매

전체 2018년 37.5 20.0 20.4 22.2

남성
2003년 30.2 17.3 23.6 28.8

2018년 40.6 18.1 19.2 22.1

여성
2003년 21.2 22.2 35.1 21.5

2018년 34.4 21.8 21.5 22.3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반면에 간편식 구매에 있어 고객 당 지출액은 20대 남성이 2017년 742엔 이었는데 2018년 

816엔으로 전년대비 10%나 성장하였다. 간편식 구매 객단가에 있어 구매고객 반 이상이 

2,000엔 미만으로 조사되었다.24)

  설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HMR 식품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간편식이 집에서 조리하여 먹는 것보다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고객층이 감소하고 있다.25) 오히려 간편식이 집에서 요리하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느끼는 2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

이 간편식을 구매할 때 선택기준으로 맛과 가격을 중시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2018년 

일본 정책금융공고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설문 대상자 중 여성 응답자 52.4%에 비하여 남성 응답자는 7%가 높은 

59.4%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보다 여성 소비자들이 HMR 식품을 구매 할 때 가격보

다 맛에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맛이 있어 구매한다

는 비율이 남성은 9.5%였는데 여성은 14.5%를 기록했다.27) 반면에 소비자들이 간편식의 

영양가부문 평가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맛과 가격 대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28)

24) 중식협회(2018)

25) (https://www.recruit-lifestyle.co.jp) (검색일: 2018.01.02)

26) 중식협회(2018)

27)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28) 중식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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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식을 구매하는 이유로 성별에 상관없이 집에서 요리하고 치우는 것이 번거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어렵고 손이 

많이 간다고 남성의 31.5%와 여성의 29.4%가 응답했다.29) 한편으로 설문 대상자 중에 간편

식 구매빈도가 감소한 이유로 남성의 55.1%와 여성의 56.4%는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응답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일본 소비자의 식품 소비에 대한 인식변화가 향후 간편식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은 분명하다.  

6. 일본의 식품정책

  일본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려 1947년에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 1950년에는 

‘농림자원의 본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나아가 2000년에는 

식품가공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을 발표한다. 또한 HMR 식품 제조와 관련하여 일본 중식협회는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2011년 발표한다.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중식협회는 간편식 제공업체들이 패키징에 원재

료 명, 원재료 생산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등을 표시하도록 자체적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30)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7년도만 

해도 공식적으로 식품사고 사례로 780건이 보고되었다.31) 이 수치는 2017년 월 평균 65건으

로 적지 않은 수치인데 최근의 2018년 12월에도 64건의 식품사고가 발생하였다.32)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던 시기에 비하여 식품사고 수는 많이 감소하였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직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라는 개념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양판점,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간편식에 대한 신뢰도는 하루아

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내 식품사고는 수를 헤아릴 

29) 일본정책금융공고(2018)

30) 중식협회(2011)

31) (http://www.shokusan-kokuchi.jp/index/) (검색일: 2019.01.02.)

32) (http://www.shokusan-kokuchi.jp/index/) (검색일: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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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만큼 많았다. 수많은 식품사고를 바탕으로 동일한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률을 보완하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은 고객 신뢰를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 

  유통업체들의 식품 안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 예로 과거에 일본 유제품 업계에서 명성을 얻었던 유키지루시의 식품 사고이다. 이 회사

는 1955년에 유제품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 일본 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두 번째 식중독사고까지 승승장구 했다. 이전까지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체

도 식품 안전성에 대하여 무감각했고 관심도가 낮았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제품업계에서 

2000년도까지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연간 매출액이 130억 달러에 육박했다. 하지만 2000년

도 6월 약 1만 4,780명의 희생자를 낸 우유 식중독 사건 이후에 회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여 2017년 연간 매출액은 1999년 매출액의 

반도 못되는 60억 달러에 머물러 있다. 유기지루시 대표이사의 식품사고 해결을 위한 비윤리

적 처사는 결국 식중독 사태를 더욱 키웠고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기지

루시와 거래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유통업체의 

결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통업체에 대한 신뢰를 쌓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법률적 제재보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HMR 제조업체의 노력과 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간편식에 대하여 우호적 이미지를 갖

도록 연출하고 있다. 소비자가 유통업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유통업체가 간편식 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의 유통업체에 대한 두터운 신뢰는 유통업체들

이 새로운 간편식 개발에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HMR 시장에서 하나의 식품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통

업체는 고객의 알권리 차원에서 패키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솔선수범하고 있다. 

나아가 유통업체들은 식품 제조업체의 비윤리적 경영을 감시하고 적발 시 거래종료라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이 일본의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유통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일본 정부의 식품정책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본의 HMR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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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일본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고 집안에서 조리를 해야 한다는 고정적 관념이 점차 붕괴되고 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간편식 구매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가정 밖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가정 내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증가는 일본의 내식(內食) 선호도를 약화 시키는 주요소로 

작동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가 계속해서 HMR 식품산업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아직도 소비자들은 냉동식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선한 냉장 HMR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냉동 간편식 시장의 성장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구조 변화에서 1인가구의 증가, 아이 없는 부부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은 식사준비의 번거로움과 더불어 식사준비 시간 부족으로 직결되어 편리

성 추구차원에서 간편식 구매를 촉진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구감소와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외식산업의 성장은 정체되거나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들의 

주별 간편식 구매회수 증가가 지속적인 HMR 시장규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유럽의 HMR 시장이 성장한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과는 다르게 일본의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들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과거에는 유통업체들의 식품 안전

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열악하였지만 수많은 식품 사고를 거치면서 유통 노하우를 축적한 

결과 기업들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정부의 식품안전성 확보 노력보다도 유통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유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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