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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섭취가 용이한 컵과일, 샐러드 등 즉석섭취용 신선편이 과일·채소에 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확 되면서 급식/외식에 

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급식/외식업체에서도 

조리인력을 고용하는 신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즉석조리용 신선편이 채

소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수요자

(처)의 특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물의 생산·조달에 

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선편이 시장에 

응하여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하 다. 원물의 조달부터 제품의 판매와 경  전반에 한 기초정보를 정

확하고 심도 있게 생산하기 위해 모든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연

구’를 추진하 다. 한편, 가구 내 주구매자와 일반소비자, 급식업체 양사, 외식

업과 식품제조업체 등 다양한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수요자(처)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여 농업계와 식품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모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변화와 성장이 현재진행형인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에서 농업계와 식품업계가 시의적절한 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도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

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내·외

부 전문가와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신선편이 제조업체 담

당자 분들, 소비자 분들, 그리고 조사업체에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연구진과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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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1인 가구의 확 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트렌

드의 확산과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가정식과 외식/급식 등 광범위

한 식생활 역에서 조리 및 섭취가 쉬운 과일·채소 제품에 한 소비자

(B2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식/급식시장이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조리인력 고용에 부담

을 느끼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리가 간편한 과일·채소에 한 업계(B2B)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신선상태의 농산물을 씻고 자르는 등 최소한으로 

가공한 제품으로서 원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일반적인 가공식품과는 

달리 농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성장은 농식품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증 와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

종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

민의 건강한 식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시장의 빠른 변화와 성장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후방산업인 농업과 전방산

업으로서 식품산업, 더 나아가 산업을 진흥시키고 규제하는 정책 담당자

가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에 한 실태파악 등 기초자

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용선 외(2009) 이후 사회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연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확 에 응하

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산

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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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제를 

식별하고자 하 으며, 문헌 검토와 정책자료 수집,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한 과거부터 현재까

지의 정책변화와 문제점, 시장의 이슈 등을 파악하 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와 분석을 실시하 다. 

○ 그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신선편이 과일·채

소 제조업체 조사이다. 조사의 난이도와 성실성, 응답 부담감 등을 고려하

여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하기보다는 연구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업체 전수조사를 목표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

시하 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처에 한 

조사·분석을 실시하 다. 가정용(B2C) 수요 조사를 위해 소비자 조사를 

추진하 으며, 업무용(B2B) 수요는 급식업체와 외식업체, 식품제조업체

로 구분하 다.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병행하 다.

○ 사용한 분석으로는 ① 신선 농산물과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 차이를 검정하

기 위한 t-검정,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경  실태 파악을 위한 ② 선형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③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수요자(처)의 신선편이 제품 속성별 평가를 파악하기 위

한 ④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과 ⑤ 

Best-Worst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⑥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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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정하기 위한 선택실험법(CE) 및 혼합로짓모형분석(mixed logit) 등

이 있다.    

○ 해외 주요국의 신선편이 시장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탁연구를 

진행하 다. 일본 사례의 경우 일본 홋카이도 학교 신동철 교수가 참여

하 으며, 미국/유럽 사례는 강원 학교 이상현 교수가 함께하 다.

○ 신선편이 생산에 사용되는 가공기술 및 위생/안전성 관리 현황을 파악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김지

강 박사에게 원고를 의뢰하 다. 

주요 연구 결과

<제2장>

○ 제2장에서는 먼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우리

나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소비자, 시장 구조와 규모, 가격 현황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제6장 시장변화에 응한 과제를 도출함에 활용하

고자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 다. 

○ 우리나라 소비자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인지도와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간편화, 건강/안전 지향, 다양화/고급화 등의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샐러

드용 채소나 컵과일 등의 세척 및 절단제품에 한 구매 경험은 4점 만점 

기준으로 2013년 1.73점에서 2016년 2.10점으로 상승하 고, 2019년에는 

2.51점으로 크게 증가하 다. 

○ 한편,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유통경로를 단순화하면 농가 → 신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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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조업체 → (식자재업체) → 수요처(소매업체, 음식점, 단체급식소) → 

소비자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

체 조사 결과, 신선편이 채소의 경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중개인·산지수

집상(36.9%), 농가(23.5%), 농업법인(19.6%)을 중심으로 원재료 채소를 

조달하여, 신선편이 채소로 제조·처리한 뒤, 식품제조업체(27.2%), 단체

급식소(21.0%), 외식업체(19.7%)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신선편이 과일은 해외 직접 수입(36.7%), 중개인·산지수집상

(36.5%)을 중심으로 원재료 과일을 조달하여, 신선편이 과일로 제조·처리

한 이후, 형 할인점(34.2%), 단체급식소(22.6%), 식자재업체(21.2%) 등

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 106개 사업장을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모집단으로 삼아 방

문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 으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되는 매출액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집계한 결과, 2018년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규모는 약 8,089억 4,833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 시판 중인 과일·채소 원물과 신선편이 과일·채소 가격을 B2B와 B2C로 구

분하여 비교분석하 다. B2C 상 분석 결과, 로메인, 비타민, 적겨자, 적

채, 청경채 등 특수채소를 제외한 부분 품목의 평균가격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신선편이 제품들의 가격이 원물에 비해 비싸게 판

매 중인 것을 확인하 다. 적게는 g당 2원에서부터 많게는 16원까지 차이

가 발생하 으며, 평균적으로는 2배가량 신선편이 제품 가격이 원물에 비

해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선편이 채소보다 신선편이 과일에서의 가

격차이가 상 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된 국내 정책으로는 농식품시설현 화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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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등의 지원정책,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

업 등의 수요기반 정책, 마지막으로 규격 설정이나 안전성 관리 정책 등이 

있다.

<제3장>

○ 제3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 상 설

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경  및 사업체 일반 현황, ② 고용 및 종사자 현

황, ③ 생산·유통 현황, ④ 연구개발 현황, ⑤ 경 실태 분석, ⑥ 시장 변화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 다. 

○ 사업체 전수조사를 목표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

울·수도권에 입지한 비중은 전체 50%를 점하며, 충청권도 18.1%에 달한다. 

조직형태로는 농업회사법인과 일반 민간사업체가 각 각 30곳과 28곳으로 

두 형태의 비중이 전체 80%를 상회한다. 조사 상 업체의 전체 업력이 평균 

10.5년인 가운데, 신선편이 제조업을 추진한 평균 업력은 7.7년이었다. 

○ 매출 신장세와 신선편이 비중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2016년 업

체당 평균 신선편이 매출액은 37억 4,7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4.6% 증가하 으며, 2019년 증가율은 42.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었다. 이는 업체들의 전체 생산제품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이다. 조사 상 업체들의 2018년 업체당 평균 업이익률은 6.04% 는

데, 이는 모든 식품제조업의 평균 업이익률이 4.89%를 상회하는 수준이

며, 전체 45개 업종 분류 중 15위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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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항목별 평균 경 비 비중은 원료 농산물 재료비가 56.4%로 과반 이상

을 점하고 있었다. 후순위인 인건비(18.9%), 물류비(7.4%)까지 합하면 

80%를 초과하는 비용구조로 파악되었다. 생산공정의 자동화율은 업체당 

평균 37.3%로 나타나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공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업체당 평균 47명의 고용인이 종사하고 있어 노동집

약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농산물을 손질하는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남

성에 비해 여성 종사자가 많은 구조이며, 외국인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인

력구조는 단순노무 인력이 94%(학사급 2.1명, 석·박사 0.3명, 기사 자격증 

보유자 0.4명 수준)이며, 품질관리자와 시험/검사자 보유 비율은 각각 

51.4%와 36.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의

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선편이 제조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만

큼,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의 응답업체

가 2017년 비 2018년 고용인원이 증가하 다고 답하 으며, 전체 중 

70.8%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 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원인에 해 업체 스스로는 ‘낮은 급여조건(27.5%)’, ‘근무지가 도심지로

부터 멀리 위치(23.5%)’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2018년 한 해 동안 72개 조사 상 신선편이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총 원재

료 사용량은 11만 3,535톤이었다. 가장 사용량이 많은 품목은 양상추로 2

만 6,275톤이 사용되었고, 양파(2만 255톤), 마늘(1만 1,809톤), 양배추(1

만 1,226톤), 파인애플(1만 870톤) 순이다. 조사업체의 원자료 조달처 비중

을 평균하면 원료를 도매시장에서 조달한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고, 

중개인 및 산지수집상(22.5%), 농업법인(16.4%),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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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사용 비중은 신선편이 과일이 65.6%로 

채소(14.2%)에 비해 높은 편이다. 파인애플, 오렌지, 자몽, 망고, 파파야 등

은 전량 수입산을 사용하 으며, 채소 중에서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마

늘(33.9%), 양상추(25.3%) 등이었다. 

○ 전체 응답업체의 61.1%는 계약재배 경험이 없었으며, 38.9%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1년’이 

57.1%로 가장 많아 단발성 계약거래가 많았고, 계약 물량은 전체 사용 물

량의 평균 53.2%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계약재배 의향에 해서도 

응답업체의 25.0%만이 계약재배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한편,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업체 중 향후에도 계약재배 의향이 있는 곳은 45.8%

인 데 반해 향후에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중이 54.2%로 높

아, 기존 계약재배 거래에서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 72개 조사 상 업체가 2018년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총 7만 8,739톤이었다. 채소가 7만 73톤, 과일 8,665톤으로 신선편이 채소

가 90% 가까운 비중을 점하 다. 품목별로는 절단한 양상추가 1만 4,351

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절단 양파(6,654톤), 깐 양파(6,031톤), 깐 

마늘(4,490톤)의 순이었다. 과일은 조각 파인애플이 5,198톤으로 가장 많

이 생산되었으며, 혼합과일(1,708톤), 조각 사과(455톤), 조각 멜론(372

톤), 조각 배(159톤), 조각 수박(150톤) 순으로 조사되었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의 판매(납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 매출액 비중 응답결과에 입하여 매

출처별 납품물량을 환산하고, 이를 다시 비중으로 재계산하 다. 신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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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물량은 식품제조업체(24.5%), 단체급식소(21.2%)로 납품되는 양

이 가장 많고, 외식업체(17.7%), 식자재업체(11.4%), 형할인점(11.2%) 

순이었다. 전체 물량의 78.2%는 업무용(B2B)으로, 21.8%는 가정용(B2C)

으로 납품되고 있었다.

○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업이익률에 한 회귀분석 결과, ① 업체 매출액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매출액이 높은 

형 업체는 업이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조업이 가능하지만 세한 업체가 

시장에서 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업이익률이 보장되어

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② 농조합법인이나 농업

회사법인이 일반 민간사업체에 비해 업이익률이 3.9%p가량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앞선 기초통계분석 결과의 방향과 일치

했다. ③ 전체 고용인력 중 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규직 인건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④ 

전체 매출액 중 신선편이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관리하는 현재 단계에서

의 한계적 비용이 농산물 원물의 생산/유통이나 2차 가공품 생산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⑤ 전체 판매/납품 중 B2B로의 판매 비중

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소폭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B2B로의 마진이 

B2C 마진보다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⑥ 한편, 정부지원사업 수혜 여

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선

편이 제조업체를 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

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한 신선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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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체의 경 효율성 분석 결과, 분석 상 업체 중 51개 업체의 규모효율

성은 순수기술효율성보다 높게 나타나 신선편이 제조업체들의 비효율성

이 주로 운 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들 업체가 

경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재분배를 통

한 순수기술효율성 향상을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규모수익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6개 업체가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으로 분석되어 최적 규모에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

의(89%) 업체는 과소투자 상태를 의미하는 규모수익증가(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에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경 효율

성 분석으로부터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운  효율

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한 후에 규모를 확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하 다.

<제4장>

○ 제4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별 소비행태를 살펴보았는

데, 업체에 의한 소비(B2B)와 소비자에 의한 소비(B2C)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 B2B 소비는 다시 급식업체, 외식업체, 그리고 식품제조업체로 구

분하 으며, B2C 소비는 가구 내에서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주 구매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 다. 

○ 먼저 단체급식소 양사 조사에서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해 설문한 결과 55.6%의 업체에서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 중이며, 44.4%의 

업체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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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조리과정이 간편/편리해서(41.6%)’,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29.8%)’의 비중이 높았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70.4%가 높은 가격 때문

이라고 응답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식수인원이 많고 큰 업장일수

록 조리과정을 쉽고 빠르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선편이 형태의 재료를 

사용할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선편이 과일의 경우에는 

사용 중인 업체 비중이 23.4%로 채소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시설

(46.5%), 수도권(34.1%), 직 사업장(28.1%) 등 규모가 큰 업체에서 사용 

중이라는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신선편이 과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리과정이 간편/편리해서(33.3%)’,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33.3%)’이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채소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싸서

(66.9%)’와 ‘위생안전성 등이 염려되어서(12.7%)’의 순서 다. 급식사업

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품목은 마늘이었으며 전체 응답업체의 56.3%가 

구매경험이 있었다. 양파도 50.8%로 구매경험이 많았고, 감자(47.0%), 연

근(44.8%), 파(43.7%), 당근(42.1%)도 40%가 넘는 업체에서 사용한 경

험이 있었다. 향후 신선편이 제품의 구매의향을 조사한 결과 채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0.0%(3.57점)가 구매할 의향이 있었으며, 구매하지 않겠

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신선편이 과일은 전체 응답자의 

39.4%(3.23점)가 향후 구매의향이 있었으며, 20.6%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에 비해 향후 구매에 한 기 는 낮은 편이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매자 800명을 상으로 조리용 신선편이 채

소의 구매경험에 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경

우, 구매이유로 ‘간편/편리해서(62.1%)’,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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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8.9%)’,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3.6%)’ 순이었다. 구매경험

이 없는 경우 미구매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34.7%)’, ‘위생·안전성 염려

(33.3%)’,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8.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FGI 결과, 편리함이 조리용 간편 채소를 찾게 되는 주요 원인임에

는 이견이 없었으나, 단순히 편리함만을 찾는다기보다 가정간편식(HMR)

과 차별화되는 신선함에 주목하고 있었고, 최근 밀키트 시장의 성장과도 

관련이 깊었다. 소가족화와 가구원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함께 모여 식

사하는 자리가 줄어들면서, 양적인 측면으로도 간편 채소를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량이 

증가하 다는 응답은 36.5%로 나타나 감소했다는 응답(19.6%)보다 높았다. 

조리용 간편 채소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위생·안전성에 한 소비자의 불안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6.1%는 안전성이 우려되

어 다시 한 번 세척하여 조리(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2%는 

안전성 우려 때문에 절단면을 다시 한 번 절단한다고도 응답하 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매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600명을 상으로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매경험에 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0%

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구매이유는 

‘간편/편리해서(69.0%)’,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19.4%)’, ‘건

강(다이어트)을 위해서(7.6%)’ 순이었다. 조리용 채소와 구별되는 즉석섭

취용 채소/샐러드의 특징은 건강(다이어트) 목적으로 섭취하는 소비자들

이 많다는 점이었다. 실제 FGI에서도 건강과 다이어트, 다양한 채소의 맛

을 즐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

매경험자들에 해서도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가 증가하 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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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로 나타나 감소하 다는 응답(18.3%)보다 높아 지속적인 구매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매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600명을 상으로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매경험에 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구매

이유는 ‘간편/편리해서(69.6%)’,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

(21.9%)’, ‘음식물쓰레기 저감(3.1%)’ 순이었다. 구매경험이 없는 경우, 미

구매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45.3%)’, ‘위생·안전성 염려되어서

(22.3%)’,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8.4%)’ 순이었다. 소비자 

FGI에서는 컵/조각과일과 관련하여 ‘과일을 깎을 줄 몰라서’, ‘다양한 과

일을 모두 맛볼 수 있어서’, ‘건강한 간식이라서’, ‘부모의 마음에서 과일이

라도 먹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컵/조각과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온 가족이 식사 후 후식으로서 과일을 나누어 먹던 전통적인 

가구 내 과일소비 행태가 1인 가구의 증가, 소가족화 등 가구의 분화로 점

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견에도 다수가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 Best-Worst 선택실험을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속성별 중요도를 평가

한 결과,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속성(8.66, 더미코드 카운팅 기준)으로 평

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식품위생·안전성(7.31), 가격(3.90) 순으로 나타났

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어 온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속성

이며,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원료농산물의 국내산 여부, 원료의 친환경 재

배 여부, 편리한 정도(간편성) 또한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즉석섭취용 샐러드와 컵과일 각각의 중요 속성에 해 일반소비자 600명

을 상으로 선택실험 및 혼합로짓모형분석(mixed logit)을 실시하여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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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 는데, 안전관리인증(GAP와 유사한 가상적 

인증)에 해 2,619원, 친환경농산물(유기농 인증)에 해 2,157원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인증에 해서

도 613원, 국내산 원물에 해서는 2,415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즉석섭취용 컵과일에 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단, 

국내산에 한 지불의사는 샐러드에 비해 다소 낮은 특징을 보 다.  

○ 국가승인통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 경 실태 조사’ 분석 결과, 마

늘과 양파, 파( 파), 고추 등 조사에 포함된 4  품목에 해 한 품목이라

도 조리용 간편 채소를 사용하는 업체 비중은 2017년 조사에서는 25.2%로 

나타났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27.2%로 나타나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이 51.3%로 가장 많고, 일식 음식점업

(44.7%), 기관구내식당업(43.4%), 한식(37.4%), 중식 음식점업(33.1%) 순

으로 높았다. 출장·이동음식점업은 협소한 조리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조리용 간편 채소를 이용할 만한 유

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리용 간편 채소를 사용하는 업체는 매출

액 상위 25%에 해당하는 4분위 비중이 29.9%로 높고 평균 연매출이 약 2

억 원에 달하는 등 매출 규모가 큰 업체가 많았다. 종업원 수도 평균 3.29

명, 사업장 면적도 평균 29.8평으로 미사용 업체에 비해 상 적으로 많고 

넓어서 업 규모가 큰 업체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외식업체 구매/조리 

담당자 상 FGI 진행 결과, 외식업체에서 식재료로서 신선편이를 사용하

는지 여부는 업장 규모와 업종 그리고 제공하는 요리의 질적인 측면(맛, 풍

미)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었다. 주로 뷔페식당이나 호텔 등 형업장에

서 신선편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형업장에서는 신선편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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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 경험은 있었으나 업장 규모가 작은 업소일수록 가격에 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형 식자재업체를 통해 원재료를 조달하는 업체에

서는 신선편이 원재료를 주문하기 수월하지만, 소형 식당에서는 부분 

소규모 벤더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조달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큰 포장 단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품질 저하 문제에 있

어서는 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 2018년 생산액 기준 식품제조업체 상위 업체를 상으로 원료 농산물 구

매 책임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 사용현황 등을 조사

하 다. 조사 상 20개 업체 중, 음료 및 주류 업체를 제외하고 12개 업체

에 해 조사를 실시하 다. 현재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

하는 원료 농산물 중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총 

12곳 중 7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곳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5곳의 업체는 모두 주 사업 분야가 

제과·제빵제조 으며, 이는 제조물의 특성이 반 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식품제조업체 입장에서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할지, 원료 농산물을 사용

할지는 제조물의 특성 이외에도 충분한 물량의 공급 가능성, 자가 전처리 

시설의 여부와 규모, 관리비 및 인건비 부담과 상 적으로 높은 단가 등 복

잡한 손익계산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5장>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식생활 및 식품소비 트렌드가 유사한 일본, 신선

편이 과일·채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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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7가지 시사점을 

도출하 다. 

○ 첫째, 일본,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도 소비자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건강에 한 관심도가 높아, 이를 배경으로 신선편이 과일·채소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샐러드나 

외식/급식용 조리용 채소에 한 수요가 확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신선편이식품의 위생/안전에 한 우려 및 관련 사고/질병의 발생으

로 인해 미국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이나 아일

랜드에서도 국내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으로 신선편이식품

을 관리하고 있다. 

○ 셋째, 일본에서는 ‘가공·업무용 채소 생산기반 강화사업’을 통해 계약재배

를 장려하고 국산 채소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신선편이식품 제조업체에게 있어서 원물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체 경

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재배 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

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주요국의 신선편이식품 소매점에서는 소포장화 트렌드, 다양한 포

장 단위의 존재, 제품에 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칼로리 및 양소 등), 스

낵보다 넓은 매 를 차지하는 등 신선편이식품의 ‘간식화’(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입구에 위치), 세척 상태의 명확한 표기, 친환경 포장재 사용, 판매

(유통)기한과 소비권고일자를 별도로 표기, 가구 내 조리용 채소의 소포장

화 등의 제품 트렌드가 주목할 만하다.

○ 다섯째,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신선편이식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한국신선편이협회’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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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선농산물협회(UFPA)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장려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과일 및 채소 지원사업 및 소비촉진운동과 연계하여 시장의 규모

를 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일·채소 섭취 증 )을 장려할 뿐 

아니라 신선편이식품 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일곱째, 해외 주요국에서는 냉동채소나 냉동과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품목에 해서는 냉동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향후 냉동제품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6장>

○ 제6장에서는 시장 및 정책 현황 검토 결과, 공급자와 수요자 분석 결과, 해

외 주요국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토 로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채

소 시장을 전망하고 아래 표와 같은 응과제를 도출하 다. 응의 주체

는 농업, 식품산업, 그리고 정책 담당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농업은 신

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에 원물을 공급하는 후방산업이며, 식품산업은 신

선편이 과일·채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거니와 생산된 신

선편이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후방산업이기도 하다. 정책 담당자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과 산업에서 진흥과 규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응의 주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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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 간 품목별 대체관계 실증분석 결과

대응과제
분류

세부 대응과제 대응주체
단기 및 
중장기 
구분

Ⅰ.
상생과 포용의 
산업 안정화

1. 신선편이 중소기업 지원 현실화 정부 중장기

2. 관련 단체(신선편이협회 등) 기능 및 역할 정립과 발전방향 모색 산업계 단기

3. 지역에 기반한 고용창출 지원 정부(지자체) 중장기

4. 원료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농업계 단기

5. 기업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산업계 중장기

6. 공통된 산업적 용어와 정의 마련 정부 단기

Ⅱ. 
소비기반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7.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 강화 산업계(유통) 중장기

8. 시장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산업계/정부 단기

9. 정부 정책을 통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 촉진 정부/산업계 중장기

10. 식품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정부/농업계 단기

Ⅲ.
위생·안전관리 

강화

11. 신선편의식품 규격 및 보존기준 현실화 정부/산업계 단기

12. 신선편이 농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농업계/정부 중장기

13. 매뉴얼 작성·보급 및 취급자 위생관리 교육 정부/산업계 중장기

14. 시험·검사 지원 및 자체 오염평가 기술보급 정부 단기

Ⅳ.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강화 

15. 현장친화적 연구개발 설계 산업계/정부 단기

16. 신선편이 제품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연구개발 추진 산업계/정부 단기

17.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정부/산업계 중장기

18. 환경 변화에 대응한 新연구개발 방향 설정 산업계/정부 중장기

19. 신선편이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의 확대 정부 중장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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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Abbreviations

B2C : Business-to-Consumer

B2B : Business-to-Business

FFV :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FGI : Focus group interviews

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

IPA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CE : choice experiment

WTP : Willingness to pay

KRW : Korean won

OPM : Operating profit margin

HMR : Home meal replacement

Research Background 

The demand for Business-to-Consumer (B2C) on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that are easy to cook and eat has increased in a variety of dietary 

areas such as home meals, eating out, and school meals. This trend has 

resulted from the expans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double-income 

households, food consumption trends that emphasize convenience, and the 

growth of the convenience food market. Besides, the steep rise in the 

minimum wage is a driving factor to boost the Business-to-Business (B2B)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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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for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FFV) among companies, which 

deem a financial burden to hire cooking staff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steady growth in restaurant and school meal businesses.

The FFV are processed products, which have been cleaned, sliced, or 

prepared. Unlike other processed foods that are not identifiable in their 

original shapes, FFV are distinguishable. The growth of the FFV market 

help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tributes to a healthy diet for 

consumers by allowing consumers’ easy access to fruits and vegetables.

Market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on the FFV industry should be 

preceded for policymakers to promote and regulate the food industry, 

considering the agriculture as an upstream industry and the food processing 

sectors as a downstream industry in the face of rapid changes and growth in 

the market. However, social studies have not been performed since Lee 

Yong sun et al. (2009).

The study explores ways to improve consumer satisfaction and to derive 

policy and industrial tasks for stable market growth in response to the 

growth of the FFV market.

Research Methodology 

First of all, we reviewed the previous literature to discover research 

topics, then, collected policy data. Also, we held advisory meetings with 

policymakers and experts to identify policy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market.  

Various surveys and analyses were carried out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in the FFV market. Notably, our priority was on 



xxii

surveying FFV manufacturing companies. Our research team decided to 

interview in person, rather than entrusting an external research company for 

better survey resul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FV demand, we employed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Consumer surveys were 

conducted concerning B2C demand, while regarding B2B demand, survey 

targe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for examination, which include 

catering companies, restaurants, and food manufacturers. 

Analysis models used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test was used for testing the price differences between fresh 

products and FFV product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ere applied for identifying the management 

status of FFV the manufacturer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d Best-Worst Choice Experiment (CE) were used for the evaluation of 

FFV product attributes by consumers. CE and mixed logit analysis were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WTP) for FFV attributes.

Commissioned studies were conducted by several professors for the 

examination of the FFV market status and polici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Dr. Shin Dong-cheol,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okkaido, 

and Dr. Sang-Hyeon Lee, a professor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eviously participated in the case of Japan and the US/Europe, 

respectively.

Dr. Kim Ji-kang, who works in the postharvest research divis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also participated and 

derived implications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processing 

technology and food safety management fo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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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Chapter 2

In chapter 2, we first define FFV, then investigate commodity prices,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the FFV market’s structure and scale. Also, 

we examine policies related to FFV products in order to utilize them in 

deriving challenges in response to market changes.  

The purchase of FFV in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reflecting food 

consumption trends such as pursuing convenience and food safety, 

diversific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2019 Survey of 

Household Food Consumption, experience in FFV purchase such as salad 

and cup fruits was 1.93 points in 2013; however, it rose to 2.10 points in 

2016, and significantly increased to 2.51 points in 2019 (on a scale of one to 

four)

The simplified channel of FFV distribution is as follows: farmers → FFV 

manufacturers (food supply companies) → demand channels (retailers, 

restaurants, and catering companies) → consumers. Our results show that, 

in the case of vegetables, the manufacturing companies obtain raw materials 

from dealers or local distributor (36.9 percent), farms (23.5 percent),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19.6 percent). Then, they process the raw 

materials into fresh-cut vegetables and sell them to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27.2 percent), food services (21.0 percent), and restaurants 

(19.7 percent). For fresh-cut fruits, the raw materials are obtained through 

direct imports (36.7 percent), dealers or local distributors (36.5 percent), 

then sold to grocery markets (34.2 percent), food services (22.6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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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od suppliers (21.2 percent).

A total of 106 workplaces were surveyed face-to-face or via telephone. 

We also referred to sales data from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As a result, we estimated that the FFV market in 

2018 amounted to 808.9 billion KRW approximately.

We divided the prices of FFV products into B2B and B2C. The results of 

B2C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verage price of most items, except 

some vegetables such as romaine lettuce, vitamin, red mustard, red cabbage, 

and bokchoy. Hence, we found that FFV are sold around twice more 

expensive compared to raw materials. The difference in price ranged from 2 

to 16 KRW per gram. This price range was more significant in fruits than 

vegetables.

Domestic policies related to FFV include financial supports for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al food facilities and the purchase of raw 

material for food processing, and the demand-side policy including fruit 

snacks for elementary schools. Also, there are other policies such as 

standard setting and safety management. 

Chapter 3

In Chapter 3, we focus on identifying (1) business and enterprise status 

(2) employment status (3)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tus (4)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us (5) management status, and (6) market changes and 

problem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FFV manufacturers.

50 percent of FFV manufacturers are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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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cheon, and Gyeonggi-do) and 18.1 percent in the Chungcheong. 

There are 30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28 private companies, 

accounting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While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had been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for 10.5 

years on average, the average period of working for FFV manufacturing 

was 7.7 years.  

The sales growth of FFV and its share in the total agricultural market 

were increasing rapidly. For example, the average sales of FFV companies 

was 3.75 billion KRW in 2016. The growth rate increased by 24.6 percent in 

2018 and is expected to reach 42.9 percent in 2019. This rapid increase in 

FFV sales　 shows a higher growth rate compared to those companies’  

overall sales growth. The average operating profit ratio was 6.04 percent in 

2018, which is 4.89 percent above the average for all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is ranked 15th out of 45 categories. 

The average operating expenses contain raw materials (56.4 percent), 

which is more than half, labor costs (18.9 percent), and logistics costs (7.4 

percent). The average automation ratio in the production process is 37.3 

percent, indicating that many processes still depend on manual tasks.

FFV manufacturers have an average of 47 workers, representing 

labor-intensive featur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that 

cleans and prepares agricultural products, it has a higher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than male workers and a lower level of foreign 

employment. The labor force of FFV manufacturers consists of 94 percent 

of manual task workers (2.1 people with a bachelor’s degree, 0.3 people 

with an advanced degree, and 0.4 people with technical licenses). On the 

other hand, among FFV manufacturers, only 51.4 percent have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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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ontrol managers and 36.1 percent have internal inspectors. In many 

cases, external specialists are called for. Since the FFV manufacturing 

industry requires much labor, it is difficult to recruit workers. 5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their number of employees increased in 2018 

compared to 2017, and 70.8 percent of respondents also stated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recruiting. These difficulties can be explained by 

'low pay (27.5 percent)' and 'working places away from downtown areas 

(23.5 percent).'

In 2018, 72 FFV manufacturers used 11,535 tons of raw materials. The 

most used items were lettuce (26,275 tons), onion (20,255 tons), garlic 

(11,809 tons), cabbage (11,226 tons), and pineapple (10,870 tons). 27.5 

percent of manufacturers obtain materials from the wholesalers, 22.5 

percent from brokers and local distributors, 16.4 percent from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16.2 percent from direct purchases from farmers. For 

fresh-cut fruits, 65.6 percent are imported products, while 14.2 percent of 

vegetables are imported. Pineapple, orange, grapefruit, mango, and papaya 

are all imported. Amongst vegetables, garlic and lettuce show the highest 

shares of foreign origin, with 33.9 percent and 25.3 percent of each product 

imported, respectively.

61.1 percent of the respondents of business had no experience in 

establishing contract farming. The most common contract period was ‘one 

year’ (57.1 percent) and the average volume from contract farming was 

tallied at 53.2 percent of the total. However, only 25.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willing to continue contract farming. On the 

other hand, only 45.8 percent of the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contract 

farming are willing to continue in the future, indicating dissatisfa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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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es in contract farming transactions.  

The 72 FFV manufacturers produced 79,739 tons of FFV in 2018. 

Fresh-cut vegetables accounted for nearly 90 percent of the total (70,073 

tons) and fresh fruit for 8,665 tons. By item, cut lettuce was the most widely 

produced (14,351 tons), followed by cut onion (6,654 tons), peeled onion 

(6,031 tons), and peeled garlic (4,490 tons). For fresh-cut fruits, the top 

products included cut pineapple (5,198 tons), mixed fruit (1,708 tons), cut 

apples (455 tons), cut melon (372 tons), cut pears (159 tons), and cut 

watermelons (150 tons).

We identified a sales channel of fruits and vegetables by computing 

weight from survey responses. FFV were delivered to food manufacturers 

(24.5 percent), food services (21.2 percent), restaurants (17.7 percent), food 

supply companies (11.4 percent), and grocery markets (11.2 percent). 78.2 

percent were delivered to businesses, while 21.8 percent were supplied to 

consumers.

Regression analysis of the manufacturer's operating profit margin (OPM) 

demonstrates several findings. First, the higher the company's sales, the 

lower the OPM. The reason is that large firms with high sales can operate 

even if their OPM is relatively low. However, the OPM should be 

guaranteed at least at a minimum level so that smaller companies can run 

their business in the market. Second, the OPM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is 3.9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rivate sector. This 

figure is consistent with the basic statistics. Third,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regular employees in the total workforce, the lower the OPM, because of 

the burden of regular labor costs. Fourth, the higher the portion of FFV 

sales, the lower the OPM, meaning that the marginal cost of produ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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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fruits and vegetables may be higher tha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raw materials or secondary processed products. 

Fifth,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B2B sales, the higher the OPM. 

Therefore, the margin of B2B sales is higher than that of B2C. On the other 

hand, no differenc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observed between 

companies with and without government support,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support projects for the FFV manufacturers need to be 

improved in a productive direction. 

We use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evaluat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FFV manufacturers. Our empirical study shows that scale 

efficiency is higher than pure technical efficiency in 51 compani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manufacturers mainly results 

from the inefficiency of operation. These companies should redistribute 

input and output elements to pure technical efficiency improvement in order 

to improve overall operational efficiency. The estimations of the return to 

scale presents that six firms are operating at the optimal scale, with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Nonetheless, a majority of firms (89 percent) show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which means they are operated 

underinvested. We found that FFV manufacturers should ameliorate 

operational efficiency, then expand the scale. 

Chapter 4

In chapter 4, we review consumption behaviors of FFV by demand, 

separating B2B and B2C to identify each character in terms of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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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B2B consumption is divided into food services, restaurants, 

and food manufacturers, while B2C consumption is categorized into buyers 

who mainly buy food for their family  and general consumers who do not.

44.4 percent of cafeteria nutritionists answered that they choose fresh-cut 

vegetables, while 55.6 percent did not. The reason for choosing fresh-cut 

vegetables is a convenient and straightforward cooking process (41.6 

percent) and a short time for preparation (29.8 percent).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or avoiding FFV is high prices (70.4 percent). Our survey shows 

that large-size cafeterias serving many people choose fresh-cut vegetables 

for quick and easy serving. 

In the case of fresh-cut   fruits, 23.4 percent of cafeterias used them, which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vegetables. Those using fresh-cut fruits were 

large-scale cafeterias for educational facilities (46.5 percent), those in the 

metropolitan areas (34.1 percent),  or those directly managed by their owner 

companies (28.1 percent). The reason for using fresh-cut fruits is a 

convenient and straightforward cooking process  (33.3 percent) and a short 

time for preparation (33.3 percent). The reason for not choosing fresh-cut 

fruits includes high prices (66.9 percent) and concerns for food safety (12.7 

percent). 56.3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the experience of purchasing 

fresh-cut garlic, the most used item at cafeterias, followed by onion (50.8 

percent), potato (47.0 percent), lotus root (44.8 percent), leek (43.7 percent), 

and carrot (42.1 percent). 60.0 percent (3.57 points) of the total respondents 

are willing to buy fresh-cut vegetables in the future, while only 8.1 percent 

of them said they would not buy fresh-cut vegetables. In the case of 

fresh-cut fruits, 39.4 percent (3.23 points) of the total respondents are 

willing to purchase them in the future, while 20.6 percent are not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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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uy them. 

In a household survey of 800 consumers, 72.6 percent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the experience of purchasing fresh-cut vegetabl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y. The consumers with purchasing 

experience cited as reasons a convenient and straightforward cooking 

process (62.1 percent), appropriate or small quantity (28.9 percent), and a 

reduction in food waste (3.6 percent). The reason for avoiding fresh-cut 

vegetables is high prices (34.7 percent), concerns for food safety (33.3 

percent), and low vegetable quality (8.7 percent). 

According to a consumer focus group interview (FGI), convenience is the 

main reason for purchasing ready-to-cook vegetables. However, they pay 

attention to freshness, which distinguishes fresh-cut vegetables from home 

meal replacements (HMR), rather than merely pursuing convenience. This 

trend is also related to the growth of the meal kit market. As the number of 

small families increases, and household members are busier with their daily 

routines, the number of meals sharing with family members decrease. 

Therefore, consumers also prefer fresh-cut vegetables because of the small 

quantity. The consumers responded that their purchasing amount of 

fresh-cut vegetables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36.5 percent). 

On the other hand, for 19.6 percent of consumers, their purchasing volume 

decreased. For the consumers with the experience of purchasing fresh-cut 

vegetables, their concern about hygiene and safety is still considerable. For 

example, 66.1 percent of the respondents with purchasing experience is 

worried about safety, and they wash vegetables before cooking. Also, 32.2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cut and discard the edge of fresh-cut 

vegetables because of safety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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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survey with 600 general consumers, who are not the 

primary purchaser in households, 72.0 percent of them purchased 

ready-to-eat salads. For those with purchasing experience, the reason for 

purchasing is simplicity/convenience (69.0 percent), appropriate or small 

quantity (19.4 percent), and health (7.6 percent). The distinctive feature of 

ready-to-eat salads is that many consumers take them for health (diet) 

purposes. In fact, the results of FGI suggested that consumers can enjoy a 

healthy diet, taking various vegetables through ready-to-eat salads. The 

consumers responded that their purchasing amount of ready-to-eat salads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32.9 percent). On the other hand, 

for 18.3 percent of consumers, their purchasing volume decreased. The 

figures are indicative of continuous purchases.  

Among 600 consumers who are not the primary purchaser in the 

household, 70.2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experience in 

buying cup fruits. For those, the reason for buying is simplicity/convenience 

(69.6 percent), appropriate or small quantity (21.9 percent), and a reduction 

in food waste (3.1 percent). Those who did not buy cited high prices (45.3 

percent), concerns for hygiene and food safety (22.3 percent), and low 

quality (8.4 percent) as reasons. Also,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traditional fruit consumption in households, where the whole 

family shared fruit as a dessert after meals, is gradually disappearing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mall families.

According to the Best-Worst scaling choice experiment, freshness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s (8.66, based on the dummy code 

counting), followed by food hygiene and safety (7.31), and price (3.90). 

These are the attributes of fruits and vegetables that are tra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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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d as essential. Besides, consumers also consider whether raw 

materials are domestic, whether they are grow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how convenient they are (simplicity) as important attributes.

We estimated the willingness to pay (WTP) through selective 

experiments and mixed logit analysis on attributes of ready-to-eat salads 

and cup fruits. As a result, WTP was estimated as following; 2,619 KRW 

for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virtual certification similar to GAP); 

2,157 KRW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rganic products 

certification); 613 KRW for cold chain management certification in 

distribution and sales stage; and 2,415 KRW for domestic products.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for cup fruits. However, the WTP for domestic 

products is lower than that of salads. 

According to a survey on restaurant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5.2 percent of companies purchase 

fresh-cut vegetables for one of the common spices (garlic, onion, leek, and 

red peppers) in 2017. This percentage slightly increase to 27.2 percent in 

2018. By industry type, catering companies account for 51.3 percent, 

followed by Japanese restaurants (44.7 percent), cafeterias (43.4 percent), 

Korean restaurants (37.4 percent), and Chinese restaurants (33.1 percent). 

Since the catering service companies have to provide food to a large number 

of customers in a small cooking area, they are reasons to use fresh-cut 

vegetables. The companies using fresh-cut vegetables are relatively large 

since the first quartile of them takes 29.9 percent in sales, and their annual 

sales, on average, amounts to about 200 million KRW. Besides,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for these companies is 3.29 and the size of the 

workplace is 98.5 square meters (m2), which is relatively bigger than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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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using fresh-cut vegetables. From the results of FGI targeting restaurant 

chefs and workers in charge of purchasing,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and 

the quality of foods (taste and flavor) are the main factors to decide whether 

to buy FFV or not. FFV are mostly used in large businesses such as buffet 

restaurants and hotels. On the other hand, small businesses have experience 

in using FFV but feel burdened about serving FFV. For large restaurants, it 

is easier to acquire FFV through large food suppliers. However, small 

restaurants buy FFV through small vendors, which means that they have 

trouble in securing supply routes. Also,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concerned about the low quality. 

We surveyed top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based on sales in 2018 

by interviewing persons in charge of purchasing raw materials via 

telephone. We interviewed 12 companies out of the 20, excluding beverage 

and liquor companies. Seven respondents said that they use FFV to 

manufacture their products, while five others do not use FFV. However, 

these five companies are in the bakery business,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Additionally, there are other driving factors 

for whether to purchase FFV in consideration for profit and loss, such as 

supply availability, preprocessing equipment and size, and labor and 

maintenance costs. 

 

Chapter 5

In Chapter 5, we examine FFV market trends and polici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with similar food consumption patterns to Korea, 

the United States with the largest FFV market in the world, and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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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From our examination, we derived seven implications.

First, it is a common characteristic to pursue convenience and pay 

attention to health. Thus, the demand for salads and vegetables for 

restaurants and food services is likely to increase, as in the case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Second, there is a trend toward strengthening food safety regulations 

because of hygiene/safety concerns on fresh-cut products and the 

occurrence of related accidents. In the UK and Ireland, fresh-cut products 

are treated under stricter safety regulations than in Korea. 

Third, Japan is making policy efforts to encourage contract farming and 

improve the self-sufficiency rate of domestic vegetables through the 

government policy of  strengthening vegetable production bases. For food 

manufacturers, business success depends on the stable acquirement of raw 

materials. Thus, Korea needs to consider such policy efforts.

Fourth, there are several noteworthy trends in retail stores, such as 

various packaging units using eco-friendly materials, and the labeling of 

nutrition facts, washing conditions and the best by date. FFV become 

refreshments displayed at the entrance of supermarkets or convenience 

stores, and occupy bigger space than the snack section.

Fifth, the various roles of industrial associations to stimulate fresh-cut 

products  are significant, as is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support, encourage, or provide inform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so that 

the Korea Fresh-cut Association can benchmark the roles played by the 

National Fresh Agricultural Products Association (UFPA).

Sixth, the government can encourage a healthy diet (an increase in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as well as promote the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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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resh food industry, by expanding the size of the market in 

conjunction with fruit and vegetable support projects and consumption 

promotion campaigns.

Seventh, the frozen vegetables and frozen fruits market are active in 

major countries. Some frozen products are in the market in Korea and their 

demand is likely to grow down the road. 

Chapter 6

In Chapter 6, we forecast Korea’s FFV market trends and derive policy 

tasks to tak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rom other countries. We divide subjects into three parts, 

including the agriculture industry,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and policy 

officers. Agriculture is a back-end industry, from which FFV products are 

provided, while the food industry manufactures FFV and also uses FFV as 

intermediates. Policymak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and 

regulating the FFV market.

projects Leading institution Period

Ⅰ.
Industrial 

stabilization 
through 

cooperation

1. Fresh-cut processing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Government
Mid- and 
long-term

2. Establishing functions and roles of related 
organizations

processing Industry Short-term

3. Support for local job creation Local government
Mid- and 
long-term

4. Establishment of stable acquirement system 
for raw materials

Agricultural 
industry

Short-term

5. Collaboration among businesses and 
strengthening capability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processing Industry
Mid- and 
long-term

6. Defining industrial terms Government Short-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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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Leading institution Period

Ⅱ.
Expanding 

demand  and 
enhancing 

consumer trust

7. Strengthening the temperature control at the 
distribution and sales stage

Distribution 
industry

Mid- and 
long-term

8. Transaction activation through reinforcement 
of market information

Processing industry 
/ Government

Short-term

9. Promotion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though government policies

Government / 
processing industry

Mid- and 
long-term

10. Expanding the Demand with the Food 
Support System

Government / 
agricultural industry

Short-term

Ⅲ.
Strengthen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11. Establishing standards for fresh-cut 
products and preservation

Government / 
processing industry

Short-term

12. Preparation of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fresh-cut products

agricultural industry 
/ Government

Mid- and 
long-term

13, Creation and distribution handbook and 
hygiene training for managers 

Government / 
processing industry

Mid- and 
long-term

14. Inspection and test support against pollution Government Short-term

Ⅳ.
Reinforce 

demand-based 
research and 
development

15. Research and development design focused 
on field

Processing industry 
/ Government

Short-term

16. Research and development reflecting the 
consumer’s needs of fresh-cut products

Processing industry 
/ Government

Short-term

17. Expans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by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 
Processing industry

Mid- and 
long-term

18. Establishing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

Processing industry 
/ government

Mid- and 
long-term

19. Expanding education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related to fresh-cut products

Government
Mid- and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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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의 확산과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가정식과 외식/급식 등 광범위한 식생활 역에서 

조리 및 섭취가 쉬운 과일·채소 제품에 한 소비자(B2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1) 이뿐만 아니라, 외식/급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2)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

금의 가파른 인상은 조리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리가 간

편한 과일·채소에 한 업계(B2B)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1)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샐러드용 채소나 컵과일 등의 세척 및 절단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은 4점 

만점 기준으로 2013년 1.73점에서 2016년 2.10점으로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2.51점까지 증가하

였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밀키트(Meal Kit) 제품이 새벽배송이나 당일

배송과 결합되면서 밀키트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신선편이 채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2) 외식시장 규모는 2006년 53.7조 원에서 2016년 118.8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빠르게 성

장해 왔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3) 과일·채소를 즉석에서 조리가 가능한 상태로 세척/손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엌 공간이 요구된

다. 외식업체의 경우 홀(hall)이 넓을수록 한 번에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부엌 공간을 줄이고 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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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

입하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신선 상태의 농산물을 씻고 자르는 등 최소한으로 가공한 

제품으로서 원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일반적인 가공식품과는 달리 농업의 생

산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성장은 농식품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증 와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4), 최종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다.5)

우리 정부는 이처럼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농식품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

익한 신선편이 산업에 주목하고 시장 변화에 응하기 위해 지원정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응 방향 마련 및 정책 수단 개발에 필요한 시장정보, 통계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6)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산업 및 시장에 한 실태 파악이 선

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선편이 산업에 해서는 이용선 외(2009) 이후 사회과학

적인 조사/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① 어떤 종류/유형의 업체가, ② 어

떤 종류의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③ 생산을 위한 과일·채소 원물 

조달 채널/방식은 어떠하며(국내산 비중 등), ④ 주요 판매처는 어디인지(B2B, 

면적을 늘릴 유인이 있는데, 이 경우 신선편이 과일·채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가

파른 인상으로 인해 주방인력을 고용하여 과일·채소를 직접 세척/손질하기보다는 이미 세척/손질된 

과일·채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  

4)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농산물 원물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고 최소한의 가공단계를 거쳐 생산되기 때

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신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 과

일·채소 원물을 섭취할 의향이 없거나 혹은 낮았던 소비자가 섭취가 간편한 컵과일이나 샐러드를 구

매하여 섭취하게 되었다면 신수요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나라 국민의 과일·채소 섭취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3

년 기준 OECD 평균 1인당 연간 과일공급량은 147.8kg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66.9kg으로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김상효 외 2019). 

6)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신선편이 농산물을 포함하는 

식재료 산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을 21대 세부과제에 포함하고 있으며, 신선편이 농산

물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 등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제시되

지 못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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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등), ⑤ 주요 수요처의 특성 및 만족도, 요구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⑥ 증

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 측면에서의 어려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바탕

이 될 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농업계, 식품산업, 그리고 정책 담당자가 보다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응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확 에 응

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

업체의 생산활동 및 판매 실태를 조사하 으며, ② 수요처별 특징, 요구사항 및 만

족도를 파악하 다. 또한, ③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과 견인하는 요인 등 문

제점과 이슈를 도출하 으며, 마지막으로 ④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

의 시장 및 정책/연구 현황을 검토하 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확 에 응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

고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과제를 도출할 목표로 수행하 다. 

따라서 신선편이 농산물(과일·채소)7) 시장 실태(생산 및 시장 구조), 소비자 수요, 

품질관리 및 기술,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 다.

7) 선행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선행연구를 검토한 이 절에 한하여 ‘신선편이 농산물

(과일·채소)’ 혹은 ‘신선편이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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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선편이 농산물(과일·채소) 시장 실태

2.1.1. 신선편이 농산물(과일·채소) 생산

이용선 외(2009)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이용 현황과 유통경로, 생산실태 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 신선편이 농산물의 공급측면에서

는, 당시 기준으로 4개소의 농협을 포함하여 농조합법인과 민간업체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자의 45%가 2004년 이후 새로 설립되어 2004~2009

년 시기를 시장진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하 다. 공급업체의 39%는 신선편이 

농산물만 취급하고, 나머지 61%는 원물이나 2차 가공품을 병행 생산하고 있었으

며 농협은 모두 적자상태, 농조합법인은 매출액 규모는 작지만, 흑자 기업 비율

이 높고, 민간업체는 매출액도 평균보다 높고 흑자기업도 높은 상황임을 제시하

다. 신선편이 농산물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첫째, 원료의 안정적 조달, 둘째,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셋째, 제품 및 판로확 를 통한 리스크 축소, 넷째, 생산·물류

비용의 절감을 주장하 다. 

한국신선편이농산물협회(이충관 2012)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생산동향을 파악

하 다. 이에 따르면 2009년 협회 추산 기준, 신선편이 전문업체는 108개이며 이

들 업체의 매출액을 합한 총액은 5,400억 원 수준이었다. 전문업체 이외에도 농산

물을 절단, 세척하는 곳은 개인 포함 약 1천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을 감안하면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

다고 주장하 다 신선편이 전문업체는 연간 약 20만 2,000톤의 원료를 신선편이

로 가공하고 있으며, 채소의 경우 국내 채소량의 약 2% 수준인 19만 6,000톤, 과일

은 연간 1만 톤, 나물류 및 버섯류가 1만 9,000톤 규모인 것으로 제시하 다.

이보다 앞선 2006년 한국신선편이농산물협회(이현송 외 2006)는 연간 약 11만 

톤의 원료가 신선편이로 가공되고 있으며, 국내 채소 생산량의 7% 수준인 8만 톤

이 신선편이 채소로 가공되고 있으며, 과일 1만 7,000톤, 나물류 9,500톤, 버섯류 

400톤이 신선편이로 가공되는 것으로 파악하 다. 한편, 국내 신선편이 농산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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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체는 2006년 기준으로 전국에 102개가 분포되어 있고, 시판 중인 신선편이 

식품을 용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조미용 신선편이 채소가 38.7%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신선편이 농산물(과일·채소) 유통

한국식품연구원(곽창근 외 2008)는 국내외 신선편의식품 시장의 수요업체로

서 형할인점, 백화점, 단체급식,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 로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신선편의식품시장의 미래를 전망하

다. 형할인점과 백화점, 단체급식의 경우에는 품질 및 위생·안전에 높은 관심

을 보인 반면 패스트푸드점은 공급의 안전성을 더욱 중요시함을 파악하 다. 보

통 사용 2일 전에 발주를 받아 사용 1일 전에 생산하여 당일 혹은 납품요구일자에 

배송하는 거래관행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6년 기준 신선편의식품 시장의 규

모를 4,988억 원으로 추정하 으며 업태별로 형할인점 1,140억 원, 단체급식 

1,020억 원, 패스트푸드 202.4억 원, 패밀리레스토랑 130.2억 원, 백화점 57.5억 원 

순이며 일반음식점 수요는 2,438억 원으로 추산하 다. 

이용선 외(2009)의 연구에서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시장 규모를 총 25만 톤, 금

액으로는 5,870억 원~6,89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 으며, 업종별로 외식업에서의 

사용이 14.7만 톤으로 가장 많고, 세척·소독 단계를 거친 1차 단계의 처리 농산물

이 전체 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 다. 신선편이 농산물은 농산물 원물에 

비해 유통단계가 단순하고, 생산자에게서 원물이 조달되어 신선편이 업체가 생산

하고 형구매처로 납품되는 방식이 주된 유통 경로라고 제시하 다.

안진용(2009)은 형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을 살펴보고 농협의 

응방향을 제시하 다. 형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량은 2003년 10억 

원 미만에서 2007년 120억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 으나 엄격한 위생기준 적용 

등으로 시장 성장이 더디고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급식 등 산업용 시장에 집중하는 

형태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주장하 다. 이 연구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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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언으로 생산기술과 품질, 제도 등이 정립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동시에 향후 시장 성장가능성은 높게 평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장 진

입 시기를 결정해줄 것을 당부하 다.

손시혜 외(2010)는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에서 식재료를 담당하는 양사와 관

리자, 조리업무 종사자를 상으로 신선편이 농산물 사용실태와 요구사항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24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신선편이 농산물을 사용

한다는 응답비율이 학교급식 74.6%, 외식업체 79.4%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하

는 주된 이유로 모두 조리시간의 단축을 1순위로 꼽았다. 

김성훈 외(2010)는 우리나라의 식재료 산업을 개괄하면서 식재료 공급업체의 

95%가 신선편이 농산물 처리시설을 도입하지 않고 부분의 공급업체들이 산지

에서 생산된 원물을 그 로 소비처에 공급하고 있어, 일반 산지수집상인과 차별

성이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다. 식재료는 신선편이 처리 등 가공단계 작업

이 더해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 으며,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 등의 장점이 큼을 

주장하 다.

2.2. 신선편이 농산물(과일·채소) 소비자 수요

엄혜진 외(2005)는 서울, 경기, 전라도, 경상도에 거주하는 20~60  성인남녀 

1,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유효표본 879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62%의 응답자가 신선편이 농식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이유로는 ‘조리시간 단축(40.9%)’과 ‘적정량 구매이 가능(36.2%)’이 다수

를 점하 다. 신선편이 농식품의 적정가격 수준으로는 원물의 약 110%~140% 수

준에 응답자의 64.0%가 동의하 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선도와 위생, 비

싸지 않은 가격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신선편이 농

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편의성 중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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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확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도 주목하 는데, 음식물쓰레

기의 53.1%가 채소류인 점을 들어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용선 외(2009)의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 330가구를 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 다. 소비자들이 신선편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로 ‘소량 

구매 가능’과 ‘조리시간 절약’을 꼽았으며, 구매 장소로는 ‘ 형마트(74%)’ 비중

이 가장 높았고,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요소는 신선도와 유통기한, 안전성, 국내산 

원료 여부, 가격 수준 순임을 제시하 다. 1인 가구나,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구,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신선편이 농산물의 구매경험과 구매의향이 모두 높았으

며, 선호품목은 쌈채류와 샐러드 등 즉석섭취용인 것으로 파악하 다. 신선편이 

농산물에 한 수요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외식업체가 고용하는 

노동력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확 될 것이며, 외식산업의 체인화, 가구원 수의 감

소나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로 향후 꾸

준히 수요가 증 될 것으로 전망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소비용 신선편이 제

품의 준거가격을 저품위 제품의 경우 원물보다 20%, 고품위 제품의 경우 약 45% 

수준의 추가 가격(프리미엄)이 적당함을 주장하 다. 

농림축산식품부(2016)는 신선편이 농산물을 포함하는 신선편의식품에 한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600명을 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 다. 응답자의 

44.4%가 신선편의식품이나 신선편이 농산물에 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차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장 높은 비중(29.4%)에서 구

매 또는 취식경험이 있었던 제품은 샐러드/새싹채소/쌈채소 등이었으며, 세척되

었거나 다듬어진 형태의 채소류에 한 구매 또는 취식경험은 27.4%, 세척하고 

껍질을 벗긴 과일류에 한 구매 또는 취식경험은 23.2%로 조사되었다. 구매 이

유로는 ‘재료를 다듬거나 세척하기 번거로워서’라는 응답 비중이 38.1%를 차지

하여 가장 높았으며, 구매 장소는 형할인점(69.5%), 구매 시 고려요인은 외관상

태(29.7%)가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8.5%는 신선편의식품으

로만 구매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채소류는 마늘(34.4%)이 가장 

높았고, 과일류는 파인애플(69.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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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선편이 농산물(과일·채소) 품질관리 및 기술

김지강(2005)의 연구에서는 신선편이 농산물 안전에 한 위해 요소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소로 구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 살균소독 기

술과 오염원 방지 및 위생관리 방법을 소개하 다. 살균소독 방법으로는 염소세

척과 오존세척, 기타 살균소독 방법을 설명·평가하 으며, 오염원 방지 및 위생관

리를 위해 수질관리, 동물 및 병해충 관리, 시설·장비 관리, 작업자의 위생관리 방

안을 제안하 다.

김지강(2014)은 우리나라 신선편이 농산물의 살균소독 현황을 소개하고 올바

른 세척방향을 제시하 다. 2007년 이후 식품공전의 신선편의식품에 한 미생물 

규격이 만들어지고, 오존수 및 치아염소산수 등의 살균소독제 규격이 설정되어 

다양한 살균소독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생산현장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

로 소독을 하거나 제 로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품목마다 특성을 

고려한 살균소독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최정희 외(2015)는 신선편이식품의 선도유지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세척기술 

및 살균제 개발, 갈변을 억제하기 위한 첨가물질 개발, 열처리 이용, 적정 MA포장

기술 등이 개발되었으며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취, CO2 장해 발생, 포장의 진공 

풀림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고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주장한 향후 

필요한 기술은 호흡과 에틸렌 발생을 최 한 억제할 수 있는 제조공정 및 포장 기

술, “연중 균일한 품질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재료의 QACCP 

(Quality+HACCP) 생산시스템 구축”, 정량적 미생물 위험평가 기술과 미생물 증

식 예측모델의 구현 등이다.

신선편이 농산물에 주로 사용하는 MA포장과 용기포장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기술적 과제기 도출된 바 있으며(김지강 2006), 이 밖에도 최선태(2004)는 제조 및 

품질변화방지 기술을, 김병삼(2005)은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을 위한 장치 및 시설

을, 박기재 외(2016)는 살균세척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 내용은 정식 연구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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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기고문 형식을 띠는 탓에 동소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

구들을 살펴볼 때, 농촌진흥청(최선태 2004; 김지강 2005, 2006, 2014)과 한국식

품연구원(김병삼 2005; 최정희 외 2015; 박기재 외 2016)을 중심으로 신선편이 농

산물의 품질관리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가 비교적 꾸준하게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4. 신선편이 농산물(과일·채소) 시장 활성화

이용선 외(2009)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첫째, 

안정적 생산·거래 유지, 둘째, 품질·규격 개선 등을 지적하 으며, 외식업체는 가

격 인하, 공급업체는 소비 촉진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이

와 함께 신선도 제고 및 유통기한 표시, 가격 인하 및 안정화, 안전성 관리체계 확

보 등을 강조하 으며, 신선편이 농산물에 한 수요업체와 소비자 인지도가 낮

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업계의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언급하 다.

장종근 외(2008)는 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선편이식

품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 이를 위해 시장 신규 진입자가 준비할 

것과 정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 다. 시장 신규 진입자는 고품질의 원료

를 연중 공급받을 수 있는 원료확보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거래선 니즈에 맞춘 신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정 시설과 위생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 다. 

정부는 산지유통센터들이 협력하는 광역화된 사업조직을 육성·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에 한 지원과 HACCP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보급 등의 역에서의 지

원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한국신선편이농산물협회(이현송 외 2006)는 국내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소비확 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신선편이 농산물의 규격 설정, 둘째, 표준 매뉴얼 

개발, 셋째, 품질 인증제 도입, 넷째, 표준 품질평가 지침서 작성, 다섯째, 기술개발 연

구지원, 여섯째, 현장 전문인력 교육 지원, 일곱째, 안전성 평가 지원, 여덟째,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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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설정, 아홉째, 저온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손시혜 외(2010)는 학교급식이나 외식 사업장에서 신선편이 농산물 식재료를 확

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식재료의 신선도와 포장의 위생성을 요구된다는 설문조

사 결과를 제시하 다. 또한, 표준화된 식재료 생산을 위해 전처리 농산물의 표준규

격 및 기준을 제정하고 안전한 생산을 위해 공정의 개선과 소독제의 효과개선, 유통

기한 연장,  품질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 다.

2.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그동안 수행된 신선편이 과일·채소 관련 연구는 주로 위생·품질관리 기술, 장

치·설비 등 이학 및 공학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시장 활성화 또는 정책 등을 다룬 

사회과학적 연구는 2008년과 2009년 2개  연도에 집중적으로 수행된 이래 현재까

지 10여 년 동안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구조나 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

고, 생산·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까지 분석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하 다. 또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까지 실

시하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3.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총 6장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서론으로서, 연

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 연구 추진체계 등을 확립하고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에서의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정의하고,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현황 및 특성,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신선편이 과일·채소 생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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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와 식품제조업 및 급식/외식업에서의 수요의 특징과 

니즈를 분석하 다. 제5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 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시장 및 정책 현황 검토 결과, 공급

자와 수요자 분석 결과, 해외 주요국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토 로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을 전망하고 응과제를 도출하 다.

4. 연구 범위

4.1. 대상 품목

이 연구의 상이 되는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정부의 관련

식품의 규격을 참고하여 “신선상태의 농산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 및 그

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조각과일 등의 식품”으로 정의하 다. 단, 농산물의 특

성에 따라 모든 공정이 필수는 아니며, 가열, 건조, 냉동한 제품은 제외하고자 하

다. 구체적으로 신선편이 과일의 경우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처리된 조각과일

과 컵과일을 상으로 삼았으며 냉동과일이나 통조림류는 제외하 다. 신선편이 

채소는 요리와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는 조리용 채소와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

드 등 즉석섭취 채소로 구분하 고, 단순히 흙, 먼지, 이물질만을 제거하거나 포장

하지 않은 채로 유통되는 단순 전처리 농산물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채소 역시 

냉동채소나 데친 것(가열한 것), 절임류, 통조림류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 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2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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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상 영역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원물조달, 생산·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연구의 역으로 설정하 다. 수요·소비 측면에 조

금 더 무게를 두고자 수요처에 한 분석은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하는 가정용 

수요(B2C)와 급식, 외식, 식품제조업체 등 업무용 수요(B2B)로 구분하여 살펴 보

았다. 

한편, 신선편이 과일·채소 관련 정책의 고찰은 식품산업의 진흥부처인 농림축

산식품부의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관련 지원제도를 상으로 하 으며, 타 부처 정책 중에서도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와 관련된 정책은 포함하 다. 산업의 진흥정책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처럼 수요측면에서 관련이 되는 정책과 식품의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제 정책 또한 고찰하 다.

4.3. 해외사례 검토 대상 국가

해외사례는 일본, 미국, 국, 네덜란드 등 우리보다 먼저 신선편이 시장의 성장

을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 다.

4.4. 주요 용어의 사용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신선편이’, ‘신선편의’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혼란스러

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신선편이’라는 용어를 연구의 상

을 설명하는 용어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신선편의’라는 용어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식품규격에서 정의한 ‘신선편의식품’을 의미할 때에 한 해서만 제한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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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용어의 사용 구분

용어 구분 사용 형태
신선편이 이 연구의 대상을 지칭하고자 일관되게 사용
신선편의 식약처의 식품규격 중 ‘신선편의식품’을 지칭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
전처리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와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분석에 한해서만 사용

자료: 직접 작성.

5. 연구 방법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제를 식별

하고자 하 으며, 문헌 검토와 정책자료 수집,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자문회

의를 개최하여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책변화와 문

제점, 시장의 이슈 등을 파악하 다.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둘러싼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 다.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와 분

석을 실시하 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신선편

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이다. 조사의 난이도와 성실성, 응답 부담감 등을 고려

하여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하기보다는 연구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

라는 판단하에, 사업체 전수조사를 목표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업체 방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면접조사와 동시에 인터뷰조사

를 실시하여 시장 환경과 전망,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 고, 상자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의 표자 및 임원급 재직자

로 제한하 다. 다음의 <표 1-2>는 방문면접조사에 한 조사개요를 정리한 것이

며, 조사에 강력하게 거절한 업체를 상으로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신선편

이 매출액만이라도  조사하여 시장규모 산정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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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목적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들의 경영, 생산, 판매 등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적 요구
사항,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과제를 도출

표본 크기 72개 업체(총 106개 업체 中 강력거절의 경우 전화로 부분 조사)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 면접조사

조사 기간 2019년 5월 29일 ~ 9월 19일

자료: 직접 작성.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처에 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 다. 가정용(B2C) 수요 조사를 위해 소비자 조사를 추진하 으며, 

업무용(B2B) 수요는 급식업체와 외식업체, 식품제조업체로 구분하 다. 

소비자 조사와 급식업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 전문기업 ㈜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웹 설문조사(Web-Survey)를 수행하

다. 소비자 조사는 식품류 주구매자와 일반 구매자로 구분하여 신선편이 채소 

중 조리용 채소는 식품류 주구매자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 다.8) 일반 구매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신선편이 과일과 신선편이 채소 중 샐러드 등 즉석섭취

용 채소에 해 응답하도록 하 다<표 1-3>.

8) 식품류 주구매자는 가구 내에서 식사준비와 식료품 구매을 담당하는 가구원으로서 주로 주부가 여기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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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소비자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주구매자 조사 일반 구매자 조사

조사 
대상

만 20세 이상 식품 주구매자 만 20세 이상 식품류 일반소비자

조사 
목적

식품류 주구매자를 대상으로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구매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인식과 평가를 분석
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과제를 도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구매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인식과 평가를 분
석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과제를 도출

표본 
크기

총 800명
총 1,200명(채소/과일 각각 600명씩) 
 ※ 400명은 식품류 주구매자에 표본을 할당

표본 
추출 
방법

성, 연령, 지역에 비례한 유의할당 추출법 성, 연령, 지역에 비례한 유의할당 추출법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반한 온라인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반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19년 9월 26일 ~ 10월 7일 2019년 9월 26일 ~ 10월 7일

자료: 직접 작성.

소비자를 상으로는 포커스그룹인터뷰(FGI)도 수행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병

행하고자 하 으며 다음의 <표 1-4>로 그 내용을 정리하 다.

FGI는 시작하기에 앞서,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오늘의 면담조사가 향

후 어떻게 사용될지에 해 충분히 진술하 으며, 참석자들이 최 한 상호 토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FGI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준

비를 해올 것을 우려하여 당일 현장에서 주제를 설명하고 참고자료를 배포하 다

<표 1-5>.

표 1-4 소비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농소모(농식품 소비자 트렌드 모니터) 요원

조사 목적 실제 소비자들의 신선편이 채소/과일에 대한 소비행태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

표본 크기 총 12인(주부 그룹 6인, 일반 소비자 그룹 6인)

조사 방법 참석자들이 최대한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FGI를 진행

조사 기간 2019년 8월 30일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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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소비자 FGI 대상자 특성 및 참고자료

번호 번호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일반
소비자
그룹

1 남 25 경기 평택 대학생

2 여 34 서울 송파 직장인

3 남 50 대전 중구 자영업

4 여 26 서울 은평 대학생

5 남 45 경기 용인 직장인

6 여 30 서울 광진 직장인

주부
그룹

1 여 50 서울 서초 주부

2 여 60 서울 은평 주부

3 여 49 서울 강남 주부

4 여 48 서울 강서 주부

5 여 48 경기 성남 주부

6 여 45 경기 수원 주부

자료: 직접 작성.

급식업체 조사는 일선 양사 중에서 식재료 발주 및 결정 권한이 있는 점장급 책임

양사들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며, 다양한 업장환경이 반 될 수 있도록 국

내 최 규모의 양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 다<표 1-6>.

표 1-6 단체급식소 영양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단체급식소 책임영양사

조사 목적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구매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인식
과 평가를 분석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과제를 도출

표본 크기 총 320명

조사 방법
영양사 도우미 사이트 게시를 통해 현재 단체급식소에서 활동 중인 영양사들이 직접 온라인 
조사에 참여함

조사 기간 2019년 9월 26일 ~ 10월 7일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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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외식업체에 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 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표 1-7>,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병행하 으며<표

1-8>,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제조업 매출액 상위 20개사 중 음료 및 주류업체를 제

외한 12개 업체를 상으로 신선편이 원재료의 사용 현황과 향후 의향, 전망에 

해 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 다. 

표 1-7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 현황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

조사 목적
전국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량, 구매액, 주요 구매처, 국산 사용 비중, 식재료 거래 등 식재료 
원료 조달 및 이용실태를 업종별·상권별·권역별·서비스유형별·영업형태별로 파악함으로써 
식품수급과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표본 크기 전국 3,000개 음식점 사업체

조사 방법 사업체에 방문하여 대인면접조사로 진행

조사 기간 매년 7월 ~10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외식정보 홈페이지(www.krei.re.kr/foodInfo/index.do, 검색일: 2019. 

11. 19.).

표 1-8 외식업체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19년 9월 현재 외식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거나, 관리자 직급으로 근무 중인 자 

조사 목적 신선편이 채소/과일의 B2B 거래 중, 외식업계의 소비행태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

표본 크기 업종별로 8명을 섭외

조사 방법 참석자들이 최대한 상호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FGI를 진행

조사 기간 2019년 9월 24일

자료: 직접 작성.

원물 농산물과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판매가격 비교를 위해 시판 중인 상품정보

를 조사하여 가정용(B2C)과 업무용(B2C)으로 구분하여 가격 조사·분석을 실시하

으며<표 1-9>, 제조업으로서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을 타 식품산업과 비교해보

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터(KED) 기업정보 DB를 수집하여 활용하 다<표 1-10 >.

모든 설문조사 및 통계DB는 데이터화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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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으며, 일부 주제에 해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 다. 구체적으로는, ① 신선 농산물과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t-검정, ②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경  실태 파악을 위한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③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④ 수요

자(처)의 신선편이 제품 속성별 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과 ⑤ Best-Worst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⑥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선택실험법(CE) 및 혼

합로짓모형분석(mixed logit) 등을 수행하 다.

표 1-9 시판 상품 가격조사 개요

구분
내용

가정용(B2C) 업무용(B2B)

조사 
대상

대형유통업체에서 시판 중인 신선편이 과일·채소
와 원물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가격

대형식자재업체에서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원물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가격

조사 
목적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원물 농산물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품목별 가격차이를 분석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원물 농산물의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품목별 가격 차이를 분석

표본 
크기

원물 204개, 신선편이 채소·과일 366개 품목 원물 853개, 신선편이 채소·과일 411개 품목

조사 
방법

대형유통업체 7곳 방문조사(롯데 청주, 광주, 서
울, 이마트 광주, 서울, 부산, 홈플러스 부산)

대형식자재업체 3곳의 판매 가격표 수집(삼성, 
CJ, 아워홈) 

조사 
기간

2019년 9월 19일 ~ 2019년 9월 27일 2019년 9월 19일 ~ 2019년 9월 27일

자료: 직접 작성.

표 1-10 한국기업데이터(KED) 기업정보 DB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상장/외감/일반법인/개인기업 등 식료품 제조업 전체기업

조사 목적 신선편이 채소/과일 제조업의 경영지표와 기타 제조업체 경영지표 비교

표본 크기 7,022개 식료품 제조업체 기업정보

조사 방법 한국기업데이터(KED) 기업정보 DB 수집

조사 기간 2019년 9월 27일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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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신선편이 시장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탁연구를 진행

하 다. 일본 사례의 경우 일본 훗카이도 학교 신동철 교수가 참여하 으며, 미

국/유럽 사례는 강원 학교 이상현 교수가 함께하 다. 신선편이 생산에 사용되

는 가공기술 및 위생/안전성 관리 등 이학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김지강 박사에게 기초 현황

과 관련한 원고를 의뢰하 고, 연구진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하 다.

6. 연구 추진체계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도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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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현황

제2장에서는 먼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소비자, 시장 구조와 규모, 가격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또한, 제6장 시장변화에 응한 과제를 도출함에 활용하고자 신선편이 과

일·채소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 다.

1.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정의 및 사례

1.1. 정의와 범위

국내에서는 ‘신선편이’, ‘신선편의’, ‘전처리’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법

적인 지위를 갖는 용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서 정의하는 ‘신선편의식

품’이 유일하다. ‘신선편이’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품질규

격으로 ‘신선편이 농산물’ 규격이 존재하며, 강제성은 없다. 

다음의 <표 2-1>은 국내 기관들과 선행연구들에서의 정의와 범위를 정리한 것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선편의식품’은 ‘그 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

싹채소 등’을 의미하고 있어, 조리용 채소는 포함되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선편이 농산물’은 ‘조리용 채소류, 서류, 버섯류’만을 정의하고 있어 즉석섭취

용과 과일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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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정의와 범위

선행연구 정의와 범위

한국식품연구원
(곽창근 외 2008)

소비자나 사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수행된 처리 및 가공을 전제로 하면서 신선상태에 
있는 과실과 채소로 단순 세척한 과일·채소는 물론 전처리 식재료를 포함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

이용선 외(2009)
신선한 상태로 다듬거나 절단되어 세척과정을 거친 과일, 채소, 나물, 버섯류로 본래의 
식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
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되
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

자료: 곽창근 외(2008); 이용선 외(2009);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이 연구에서는 이용선 외(2009)의 연구와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 으며, 신선

편이 과일·채소의 정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이 연구에서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신선상태의 농산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 및 그 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조각과일 등의 식품”을 말한다. 단,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모든 공

정이 필수는 아니며, 가열, 건조, 냉동한 제품은 제외한다.

한편, 미국의 신선농산물협회(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는 ‘신선편이 

농산물(fresh-cut produce)’을 “신선 상태의 농산물에 물리적인 변화를 주되 신선

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양적 우수함을 제공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이용선 외 2009: 13).  일본에서는 신선편이 채소나 과일을 カッ

ト野菜(컷 채소), カット果實(컷 과일) 등으로 칭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절단 등 물리적 변화가 가해진 농산물을 신선편이 농산물이

라고 비교적 폭넓은 의미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9) UC Davis UCCE(University of California Cooperative Extension)(2013) 자료에서는 신선편

이 농산물을 “Fresh-cut produce is defined as any fresh fruit and vegetable that has been 

physically altered from its original form, but remains in a fresh state. It has been trim-

med, peeled, washed and/or cut into 100% usable product that is subsequently pack-

aged to offer consumers high nutrition, convenience and value while still mai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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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공정 및 사례

신선편이 과일·채소에 한 이해를 돕고자 주요 공정을 살펴보고자 하 다. 과

일/채소 원물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의 작업시설에 들어오면, ① 간단한 

손질/다듬기 공정이 진행된 후, ②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절단과정을 거쳐, ③  

살균소독 공정을 수행한다. 살균소득 공정에서는 살균소독제가 투여된 수조에 과

일/채소를 침지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염분이 남아 있을 수 있

으므로, ④ 한 차례 더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다음으로 

탈수 과정을 거쳐 물기를 제거하고, ⑥ (필요한 경우) 박피 및 추가 절단 과정을 수

수행하며, ⑦ 상품을 포장하는 것으로 공정이 완료된다(금속검출 포함)<그림 2-1>.

그림 2-1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주요 가공 공정

→ →

손질/다듬기 절단 살균
↓

← ←

포장 탈수 세척

주: 가공되는 품목과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절단의 유무 및 횟수, 세척 횟수, 혹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직접 촬 (2019. 2. 농식품부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업체 방문).

freshness.”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과일/채소 중에서 신선함을 유지한 채 다듬어지거나/손질되거

나, 껍질이 벗겨지거나, 세척되거나, 절단되어 제품의 100%를 사용할 수 있는 포장된 제품으로, 소

비자에게 고영양, 편리성, 신선함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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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추와 같은 신선편이 채소류는 잎이 겹쳐 있어 세척 및 선별과정이 까다롭

다. 신선편이 품목 중 가장 가공량이 많은 양상추의 경우 엽채류에 쉽게 붙게 되는 

벌레나 이물질 등을 없애기 위해서 여타 품목에 비해 선별 과정이 더해진다. 

토마토, 수박 등과 같은 과채류 신선편이 제품이나 과일류의 경우 표면을 먼저 

씻어낸 다음에 껍질을 벗기거나 절단하는 공정을 실시한다(김지강 2007). 국내산 

과일 중 가장 많이 신선편이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는 사과는 세척 후 살균소독 세

척을 한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심을 제거하면서 슬라이스 절단을 한다. 그리고 바

로 갈변억제제에 침지한 다음 주로 분무방식으로 헹굼/세척을 하고, 물기를 건조

한 다음 선별하여 포장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시판 중인 상품으로 구분한 것이 다음의 

<그림 2-2>와 <그림 2-3>이다.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소비 주체에 따라, 최종소비

자가 직접 이용하는 가정용(B2C)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 

기업 간 거래로 이용되는 업무용(B2B) 신선편이 과일·채소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신선편이 채소는 요리의 식재료로서 사용하는 조리용 채소와 샐러드 등 즉석섭

취용 채소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2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상품 예시

신선편이 과일 신선편이 채소

자료: 직접 촬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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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업무용(B2C) 상품의 예

자료: 직접 촬 (2019. 2., 농식품부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업체 방문).

2.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특성

2.1. 간편 지향의 수요 변화와 소비 현황

이계임 외(2016)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소비와 관련한 트렌드는  다각

화 단계로서, “간편화, 건강/안전지향, 다양화/고급화, 합리화 등의 특성들이 동시

에 발현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 하듯,  신선편이 과일·채소 상

품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과일·채소 세척, 절단제품의 인

지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조사에서 세척, 절단제

품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비중은 49.7% 으나, 2016년 61.0%, 2018년 

64.1%로 상승하 으며, 동시에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5년 14.1%에서 2018년 

1.5%까지 하락하 다.  빠른 인지도의 상승만큼이나 과일·채소 세척, 절단제품의 

구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척, 절단제품의 구매경험률은 2013년 46.6%에서 

2018년 80.6%까지 증가하 으며, 이는 5년 새 34.0%p가 증가한 것이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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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과일·채소 세척, 절단제품의 인지도와 구매경험률 변화 추이

단위: %

주: 구매경험률은 한 번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응답비중을 제외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식품소비행태조사(각 연도). 원시자료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선편이 채소와 과일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최근 1년간 신선편이 채소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78.7%, 과일류는 61.0%로 신선편이 채소류의 구매경험이 과일류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신선편이 채소의 경우, 수도권 지역 가구의 구매경험률이 83.4%로 비수도권 지

역(74.0%)에 비해 높고, 동지역 가구(81.3%)가 읍·면지역 가구(67.1%)보다 높으

며, 동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체로 구매경험률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1인 가구의 신선편이 채소 구매경험률은 75.6%, 2인 가구 74.2%, 3인 가구 

82.4%, 4인 가구는 83.1%이며, 5인 이상 가구는 85.8%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식

수인원이 많을수록 식사 준비의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경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작용한 결과로 짐작된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 가 85.9%로 가장 높고, 20  84.1%, 40  83.2%, 50  

77.7% 순이며, 60 와 70 는 각각 69.6%와 62.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여 편

리성 추구경향이 높은 젊은 층의 수요가 상 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수준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주 학력수준이 높을수

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신선편이 채소의 구매경험률 또한 높아져,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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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채소가 원물 채소에 비해 상 적으로 비싼 가격 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반 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린이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의 구매경험률이 

88.0%로 어린이 이하 가구원이 없는 가구(77.4%)에 비해 높고,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외벌이 가구(75.7%)에 비해서는 맞

벌이 가구(81.9%)의 구매경험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1년 동안의 신선편이 채소 구매량이 직전 1년 동안의 구매량보다 증가했

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그룹은 수도권(5.7%p), 동지역(1.2%p), 3인 가구(0.4%p), 

4인 가구(1.1%p), 가구주 연령 30 (1.1%p), 40 (0.4%), 가구주 학력 졸 이상

(0.7%p),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600만 원 미만(8.4%p), 600만 원 이상(3.4%p), 

어린이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5.4%p) 등이며, 이들 그룹을 중심으로 신선편이 

채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표 2-2 신선편이 채소 구매경험 및 전년 대비 구매 변화

단위: %

구  분
구매경험 

없음
구매경험 

있음

전년 대비 구매 변화

전년 대비
 감소

전년과 
비슷

전년보다
 증가

전  체 21.3 78.7 16.7 47.1 14.8

거주지역
수도권 16.6 83.4 12.2 53.3 17.9

비수도권 26.0 74.0 21.2 41.0 11.8

행정구역
동 18.7 81.3 15.8 48.5 17.0

읍면 32.9 67.1 20.9 40.9 5.3

가구원수

1인  가구 24.4 75.6 16.1 48.6 10.8

2인 가구 25.8 74.2 16.8 42.9 14.5

3인 가구 17.6 82.4 15.7 50.6 16.1

4인 가구 16.9 83.1 17.6 46.9 18.7

5인 가구 이상 14.2 85.8 33.7 42.9 9.2

가구주 
연령대

20대 15.9 84.1 19.5 54.9 9.7

30대 14.1 85.9 16.6 51.7 17.7

40대 16.8 83.2 15.1 52.6 15.5

50대 22.3 77.7 18.6 42.5 16.5

60대 30.4 69.6 15.2 41.4 12.9

70대 이상 37.9 62.1 16.8 37.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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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구매경험 

없음
구매경험 

있음

전년 대비 구매 변화

전년 대비
 감소

전년과 
비슷

전년보다
 증가

가구주 
최종학력

중졸  이하 43.1 56.9 12.3 38.6 5.9

고졸 25.4 74.6 18.5 41.8 14.3

대졸 이상 14.8 85.2 16.0 52.5 16.7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38.7 61.3 15.8 37.5 8.0

200만~300만 원 미만 22.8 77.2 16.7 48.5 12.0

300만~400만 원 미만 19.2 80.8 20.0 46.8 14.1

400만~500만 원 미만 18.8 81.2 17.7 48.4 15.1

500만~600만 원 미만 15.0 85.0 14.4 47.8 22.8

600만 원 이상 13.1 86.9 14.2 55.0 17.6

어린이 이하 
가구원 유무

유 12.0 88.0 15.4 51.8 20.8

무 22.6 77.4 16.9 46.4 14.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21.2 78.8 16.9 46.0 15.9

맞벌이 18.1 81.9 17.2 47.9 16.8

외벌이 24.3 75.7 16.7 44.1 14.9

미혼 21.7 78.3 16.1 51.5 10.7

주: 껍질을 제거하거나 세척, 절단하는 등 전처리가 된 채소(절단채소, 깐마늘, 세척당근, 깐양파 등)로 제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원시자료 분석.

신선편이 과일의 경우에도 수도권(70.3%)과 동지역(64.1%) 가구의 구매경험

률이 각각 비수도권(51.9%)과 읍·면지역(47.2%)에 비해 높고 1인 가구를 제외하

면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높으며, 가구주 연령 30 (74.9%), 20 (70.2%), 40

(68.6%) 순으로 높은 등 신선편이 채소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주 학력수준이 증가할수록 구매경험률이 높고, 체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모습을 보이며, 어린이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높은 특징을 보인다<표 

2-3>.

반면, 최근 1년 동안의 신선편이 과일 구매량이 직전 1년 동안의 구매량보다 증

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그룹은 나타나지 않아, 증가세가 신선편이 채소에 비

해 더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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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신선편이 과일 구매경험 및 전년 대비 구매 변화

단위: %

구  분
구매경험 

없음
구매경험 

있음

전년 대비 구매 변화

전년 대비 
감소

전년과 
비슷

전년보다 
증가

전  체 39.0 61.0 12.8 39.6 8.6

거주지역
수도권 29.7 70.3 10.0 49.3 11.1

비수도권 48.1 51.9 15.6 30.1 6.2

행정구역
동 35.9 64.1 12.4 41.8 10.0

읍면 52.8 47.2 14.8 29.9 2.5

가구원수

1인  가구 39.0 61.0 12.6 38.7 9.8

2인 가구 46.9 53.1 11.7 35.9 5.5

3인 가구 35.5 64.5 12.4 42.9 9.2

4인 가구 34.7 65.3 13.7 41.2 10.3

5인 가구 이상 20.4 79.6 30.7 42.9 6.0

가구주 
연령대

20대 29.8 70.2 19.4 41.4 9.4

30대 25.1 74.9 12.1 51.7 11.0

40대 31.4 68.6 13.6 42.2 12.9

50대 44.8 55.2 12.9 35.1 7.2

60대 53.2 46.8 10.6 33.2 3.0

70대 이상 57.1 42.9 9.6 28.4 4.9

가구주 
최종학력

중졸  이하 72.6 27.4 7.3 18.2 2.0

고졸 46.4 53.6 14.0 33.1 6.4

대졸 이상 28.1 71.9 12.7 47.9 11.3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57.4 42.6 11.6 27.0 4.0

200만~300만 원 미만 41.0 59.0 11.5 39.2 8.3

300만~400만 원 미만 35.8 64.2 15.0 41.5 7.7

400만~500만 원 미만 41.8 58.2 13.3 39.0 5.8

500만~600만 원 미만 32.2 67.8 12.0 41.2 14.6

600만 원 이상 22.9 77.1 13.3 52.1 11.6

어린이 이하 
가구원 유무

유 23.2 76.8 11.9 53.0 11.9

무 41.2 58.8 12.9 37.7 8.1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39.7 60.3 12.6 39.3 8.3

맞벌이 38.8 61.2 13.3 38.3 9.6

외벌이 40.7 59.3 12.0 40.4 7.0

미혼 36.2 63.8 13.6 40.5 9.8

주: 껍질을 제거하거나 세척, 절단하는 등 전처리가 된 과일(컵과일, 컷과일, 과일파우치 등)로 제시한 결과임.
자료: 2018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원시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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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장의 구조와 규모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유통경로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5>

와 같다. 일반적으로 농가 → 신선편이 제조업체 → (식자재업체) → 수요처(소매

업체, 음식점, 단체급식소) → 소비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5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유통구조 

단위: %

자료: 직접 작성.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신선편이 채소의 

경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중개인·산지수집상(36.9%), 농가(23.5%), 농업법인(19.6%)

을 중심으로 원재료 채소를 조달하여, 신선편이 채소로 제조·처리한 뒤, 식품제조업체

(27.2%), 단체급식소(21.0%), 외식업체(19.7%)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2-6>.10)  

신선편이 과일은 해외 직접 수입(36.7%), 중개인·산지수집상(36.5%)을 중심으

로 원재료 과일을 조달하여, 신선편이 과일로 제조·처리한 이후, 형 할인점

(34.2%), 단체급식소(22.6%), 식자재업체(21.2%)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그림 2-7>.

10) 생산·유통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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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신선편이 채소의 조달처 및 납품처 비중(물량기준)

단위: %

주: 채소류 전체값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품목별 조달처 및 납품처 비중 또한 산출 가능.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그림 2-7 신선편이 과일의 조달처 및 납품처 비중(물량기준)

단위: %

주: 과일류 전체 값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품목별 조달처 및 납품처 비중 또한 산출 가능.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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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채소 범위에 한 국내 통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생산실적’이 유일하다. 단, 여기에서는 식약처 규격에 맞추

어 ‘신선편의식품’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실적만이 집계되므로, 조리용 채소나  다

른 유형으로 생산된 상품의 실적은 포함되지 않아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일

부분에 해당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자, 규격이 신설된 2008년 이래로 신선편의식품의 생

산과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2-4>. 2018년 신선편의식품의 국내 판매액

은 1,817억 원 규모로 2008년부터 연평균 22.9%씩 증가하 으며, 10년 새  총 7.9

배가 증가하 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무려 48.3%가 증가하여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선편의식품의 수출 실적은 현재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신선편의식품 생산 및 판매 추이

연도

생산 현황 매출 현황

생산량
(톤)

생산액
(천 원)

국내 판매량
(톤)

국내 판매액
(천 원)

수출량
(톤)

수출액
(US$)

2008  3,737 23,496,960  3,341 23,119,368  182 998,917 

2009 11,145 37,877,120 10,184 36,852,470  -  - 

2010 10,113 44,283,049 10,038 43,216,517  -  - 

2011 11,379 61,051,500 9,984 60,071,282  -  - 

2012 11,692 69,203,850 9,996 65,255,617  -  - 

2013 15,158 83,219,221 13,886 78,339,718  -  - 

2014 17,195 76,296,858 16,653 83,439,453  -  - 

2015 33,235 82,114,575 33,868 95,566,231 12 32,498

2016 27,982 96,262,679 30,232 109,959,415 2 8,887

2017 41,165 137,159,581 45,227 163,041,069 - -

2018 39,672 156,964,944 39,446 181,734,389 - -

샐러드 7,906 31,705,982 7,919 39,915,531 - -

새싹채소 116 665,403 99 938,598 - -

절단과일 18,535 72,085,128 18,657 88,289,575 - -

기타 13,115 52,508,431 12,771 52,590,685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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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의식품의 실적으로는 전체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규모를 표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시장의 규모를 파악해 보고자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 

생산 업체들의 정보를 수집하 다.11) 총 106개 사업장을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

소 제조업체 모집단으로 삼아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 으며, 중소기업현

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매출액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집계한 결과, 

2018년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규모는 약 8,089억 4,833만원으로 추산되고 있

다<그림 2-8>.12)  

 

그림 2-8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규모(2018년 매출액기준)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및 전화인터뷰를 토 로 저자가 추산.

11) 국내에서 생산활동 중인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를 식별하기 위해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 홈페이지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과 2) 온라인상에서 검색되는 연관 업체들 전체를 대

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취급하는 업체를 1차로 발굴하였다. 추가적

으로 3)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및 납품업체들, 4)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에서 실시한 ‘APC 건립사업자 전처리시설 구비 여부 파악 설문조사’ 응답업체 중 신선편이 

취급 업체, 5) 대형식자재업체 상위 8개사, 6) 한국신선편이협회 주관 신선편이 세미나 참석업체, 

7)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신선편이 과일 품질향상기술 워크숍 참석업체, 8)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사업 공급업체 중(확인 요망) 포함되지 않은 업체를 보완적으로 리스트에 포함하였다. 

12) 선행연구에서는 4,988.1억 원(한국식품연구원 2008), 5,870억~6.890억 원(이용선 외 2009), 

약 1조 원(신선편이농산물협회 2012) 수준으로 시장 규모를 추정한 바 있으며, 대형식자재업체 중 

신선편이 매출액이 조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농산물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중

(25.21%)과 농산물 중 신선편이 과일·채소가 차지하는 비중(14.2%)을 곱한 후, 조사대상 업체 중 

대형식자재업체로 납품하고 있다고 응답한 제조업체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매출액의 50%만큼을 

차감하여 대형식자재업체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매출액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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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장 가격 현황분석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신선상태의 농산물 원물을 1차 가공하는 것으로서, 원물 

상태인 농산물에 비해 작업비용, 추가 유통비용, 이윤 등이 더해져 판매가격이 보

다 높게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는 곧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증 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원물 농산물과 신선편이 과일·채소 간 가격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 다.

2.3.1. 가정용(B2C) 가격 분석

가정용(B2C) 원물과 신선편이 과일·채소 가격 분석을 위해,  2019년 9월 19일

부터 27일까지 8일간 전국 4개 시·도(서울, 청주, 광주, 부산) 소재 형마트 3사 7

개 매장을 방문하여 시판 중인 원물 204개와 신선편이 과일·채소 366개 품목13)의 

가격을 조사하 다<표 2-5>.14) 

동일 품목끼리 매칭(matching)하여 평균값 비교를 수행하고 t-검정을 통해 g당 

평균가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하 다. 로메인, 비타민, 적겨자, 

적채, 청경채 등 특수채소를 제외한 부분 품목의 평균가격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신선편이 제품들의 가격이 원물에 비해 비싸게 판매 중인 것을 확

인하 다. 적게는 g당 2원에서부터 많게는 16원까지 차이가 발생하 으며, 평균적

으로는 2배가량 신선편이 제품 가격이 원물에 비해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선

편이 채소보다 신선편이 과일에서의 가격차이가 상 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 조사·분석은 원물로 판매되는 농산물과 신선편이의 원료 농산물이 서로 동질의 것이었던 것이라 

가정해야 하므로 최대한 많은 품목을 조사하여 원물단계에서의 질적인 차이를 상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와 품목 표집에 의한 편향(Bias)으로 평균값의 차이가 존

재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14) 샐러드나 믹스채소의 경우 하나의 제품에 복수의 원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독립된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수행방법은 복수의 원물이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음을 

가정하였고, 원물의 g당 가격을 기초로 원물 간 단가 비율을 산정하여 전체 가격에서 해당 원물의 

가격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총 666개 케이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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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가정용(B2B) 품목별 g당 평균단가 비교

품목
원물
(A)

신선
편이
(B)

차이
(A-B)

t-stat p값 품목
원물
(A)

신선
편이
(B)

차이
(A-B)

t-stat p값

채소

감자 2.0 7.9 -5.9 -11.8 0.00

채소

쪽파 7.8 21.1 -13.3 -5.4 0.00

단호박 2.3 15.5 -13.2 -79.8 0.00 청경채 10.2 13.2 -3.0 -2.1 0.10

당근 4.0 10.5 -6.6 -5.9 0.00 청양고추 10.5 29.1 -18.5 -2.1 0.17

대파 4.8 12.5 -7.7 -6.0 0.00 치커리 16.4 25.3 -8.9 -1.7 0.10

로메인 17.9 22.0 -4.1 -1.0 0.32 케일 20.1 23.7 -3.7 -1.1 0.33

마늘 7.4 20.0 -12.6 -1.8 0.07 파프리카 14.5 30.4 -16.0 -3.9 0.00

무 1.0 3.7 -2.7 -3.7 0.01 채소 평균 9.7 17.5 -7.8 - -

비타민 18.4 23.2 -4.8 -1.3 0.23

과일

멜론 2.9 9.6 -6.8 -10.2 0.00

생강 26.1 39.5 -13.4 -3.1 0.01 방울토마토 7.2 11.8 -4.6 -3.8 0.01

애호박 4.7 16.4 -11.7 -7.3 0.00 배 3.8 13.7 -9.9 -12.9 0.00

양배추 1.3 3.8 -2.4 -4.5 0.00 사과 4.5 11.0 -6.5 -5.0 0.00

양상추 4.9 8.5 -3.6 -5.0 0.00 파인애플 2.9 11.4 -8.5 -6.3 0.00

양파 1.4 5.5 -4.2 -7.0 0.00 포도 9.0 15.8 -6.8 -7.0 0.00

적겨자 22.1 27.5 -5.4 -1.1 0.30 과일 평균 5.1 12.2 -7.2 - -

적근대 14.3 21.9 -7.7 -1.7 0.09 전체 평균 8.7 16.4 -7.7 - -

자료: 형마트 시판 제품 가격조사.

신선편이 제품의 포장단위별, 가공수준별로 단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

해보고자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 다<그림 2-9>. 포장단위는 300g 이하 제품을 

‘소포장’으로, 300g 초과 제품을 ‘중 형 포장’으로 구분하 으며, 가공수준은 세

척, 탈각(탈피) 공정을 거친 제품을 ‘가공수준 낮음’으로, 절단 이상의 공정을 거친 

제품은 ‘가공수준 높음’으로 각각 구분하 다.

 매칭된 모든 품목에서 소포장의 g당 가격이 중 형 포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며, 애호박과 파인애플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가공수준의 경우 

감자, 생강, 양배추는 오히려 가공수준이 낮은 경우 g당 평균가격이 비싸게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체로 가공수준이 높은 경우에 g당 평균가

격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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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가정용(B2C) 신선편이 품목별 포장단위별·가공수준별 g당 평균단가 비교

단위: 백만 원

주: * p<0.10, ** p<0.05, *** p<0.01

자료: 형마트 시판 제품 가격조사.

2.3.2. B2B 가격 분석

업무용(B2B)에서의 원물 농산물과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 차이를 가늠해보기 

위해 국내 형 식자재업체 3곳15)의 식재료 가격표를 입수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원물 853개 제품과 신선편이 411개 제품 전체 1,264개 제품의 가격을 분석하

다<표 2-6>.16) 

마찬가지로 동일 품목끼리 매칭하여 평균값 비교를 수행하고 t-검정을 통해 g당 

평균가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하 다. 체로 신선편이 제품들

의 g당 평균가격이 원물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부분 품목의 평균가격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채소류는 평균적으로 g당 1.8원가량 더 비

싸고, 신선편이 과일류는 g당 5.2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선편이 

평균으로는 g당 약 2.6원가량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무용(B2B) 신선편이 과일·채소 또한 가정용(B2C)과 마찬가지로 포장단위가 

커질수록 g당 평균가격은 하락하고, 가공수준이 높아질수록 g당 평균가격이 상승

15) CJ프레쉬웨이, 아워홈, 삼성웰스토리 3사가 실제 B2B로 납품하는 식재료 가격을 각각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16) 믹스 제품에 대해서는 B2C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품목별로 환산하여 총 1,310개 케이스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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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포장일수록 비싸지고, 공정단계가 늘어날수록 비싸지는, 

다시 말해 비용이 증가할수록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가격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다<그림 2-10>.

B2C 가격분석에서와 같이 농산물 원물보다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이 비싸며,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 가공

에 의해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증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6 업무용(B2B) 품목별 g당 평균단가 비교

품목
원물
(A)

신선
편이
(B)

차이
(A-B)

t-
stat

p값 품목
원물
(A)

신선 
편이
(B)

차이
(A-B)

t-
stat

p값

채소

가지 5.3 4.7 0.7 0.2 0.89

채소

주황파프리카 23.1 24.5 -1.3 -0.5 0.65

감자 2.5 3.5 -1.0 -4.3 0.00 쪽파 7.8 10.7 -2.9 -1.1 0.36

고구마 4.9 7.3 -2.4 -4.9 0.00 청고추 5.5 11.0 -5.5 -5.7 0.11

노랑파프리카 16.5 19.5 -3.0 -0.8 0.43 청양고추 9.9 10.9 -1.0 -0.5 0.65

당근 2.8 2.8 0.0 -0.1 0.93 청피망 12.5 12.1 0.4 0.2 0.86

대파 3.8 4.0 -0.2 -0.5 0.63 홍고추 7.2 10.8 -3.7 -5.5 0.00

더덕 21.0 29.9 -8.9 -1.1 0.31 홍피망 9.7 14.2 -4.5 -2.6 0.03

무 1.2 1.9 -0.7 -3.5 0.00 채소 평균 7.7 9.5 -1.8 - -

배추 2.3 2.8 -0.5 -0.7 0.50

과일

골드키위 10.6 24.1 -13.4 -3.1 0.12

빨강파프리카 18.0 21.2 -3.2 -0.6 0.55 그린키위 5.6 12.4 -6.7 -5.9 0.00

생강 11.9 18.3 -6.4 -1.2 0.31 멜론 4.0 11.2 -7.2 -5.4 0.01

애호박 5.9 5.8 0.1 0.2 0.81 방울토마토 5.1 12.8 -7.7 -8.8 0.00

양배추 1.0 2.0 -1.0 -3.2 0.00 사과 3.5 9.1 -5.6 -8.0 0.00

양상추 5.3 4.2 1.1 0.8 0.44 오렌지 29.1 12.2 17.0 0.3 0.78

양파 1.4 2.5 -1.1 -3.4 0.00 파인애플 3.3 8.9 -5.6 -16.6 0.00

우엉 8.1 4.5 3.7 1.3 0.25 포도 8.5 20.6 -12.1 -8.7 0.00

적채 2.9 3.7 -0.9 -0.4 0.73 과일 평균 8.7 13.9 -5.2 - -

주키니호박 1.9 3.6 -1.6 -6.1 0.00 전체 평균 7.9 10.5 -2.6 - -

자료: 형 식자재업체 3사 제품 가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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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업무용(B2B) 신선편이 품목별 포장단위별·가공수준별 g당 평균단가 비교

단위:  원

주: * p<0.10, ** p<0.05, *** p<0.01

자료: 형 식자재업체 3사 제품 가격조사.

3. 신선편이 과일·채소 관련 정책 현황

3.1. 신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지원정책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한 정책은 농산물 가공산업으로 인정받아 농림축산

식품부의 지원정책 상이 된다. 2011년 7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19

조의 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와 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이 신설되어 현행 법률을 구성하고 있으며,  2008년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

화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행되었다.17) 자금 운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품목별·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던 유사사업들을 통합하여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설하 고, 세부사업으로 ‘농식품시설현 화’,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농공

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자금’ 둥의 융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표 2-7>.18)

17) 제19조의 2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조성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기술의 개발과 보급, 투·융

자 방안 등 장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 2019. 9. 3.).

18)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관리와 자금 집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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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신선편이 과일·채소 관련 정책 현황

지원 사업
예산

(2019년)
기간

업체당
한도

유형
조건

자부담
농업법인 일반법인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1) 100억 원 10년 50억 융자 2.0% 3.0% X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1) 890억 원 1년 50억 융자 2.5% 3.0% X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1) 210억 원 2년, 10년 40억 융자 2.5% 3.0% X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2) 70억 원 1년 15억 보조 국고30%, 지방비30% 40%

산지유통활성화자금3) - 3년 6억 융자 0~2.5%, 국고80% 20%

제조현장 스마트화(시설)4)

8,800억 원
10년 10억 융자 정책자금기준금리

+0.5%p

X

제조현장 스마트화(운전)4) 5년 5억 융자 X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5) 3,125억 원 - 1~3억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50%

농업종합자금(시설)6) - 13년 총사업비 
80% 
이내

융자 2.5% - 20%

농업종합자금(개보수)6) - 10년 융자 2.5% - 20%

농업종합자금(운영)6) - 2년 1회전 융자 2.5% - 20%

자료: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자금지원, 사업자별 지원안내(www.at.or.kr, 검색일: 2019. 8. 8.).

2)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2020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시행지침.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자금지원, 사업자별 지원안내(www.at.or.kr, 검색일: 2019. 8. 8.).

4)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검색일: 2019. 8. 8.).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기관소개 → 지원사업 소개

6) 농림축산식품부, 주요농업정책자금지원절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농업종합

자금’ 등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산지유통활

성화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정책이 시행 중이다.19)

지자체별로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원예산업종합계획’ 등 각종 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부처별, 기관별,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19)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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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농식품부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신선편

이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업계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으

로 볼 수 있다.20)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은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확 와 미래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이 사업은 2017년 예비 시범사업으로 전국 43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신선편의 과일을 공급하 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

다.  학생 1인당 공급량은 1회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로 연간 30회 이상 공급

하도록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과일을 세척, 껍질을 제거하

고(사과의 경우 껍질째 공급 권장),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여 컵과일, 파우치, 벌

크 등 신선편이 형태(친환경포장재 사용 권장)로 공급해야 하며, 안전관리인증

(HACCP) 시설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9)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까지 지원범위를 늘릴 계획이며, 전 학년까지 늘릴 경우 연간 268만 

명, 17,228톤의 신선편이 과일이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2-8>.

표 2-8 과일간식 제공에 따른 국산과일 연간소비량(추정)

구분 초등 돌봄교실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수 24만 명 89만 명 268만 명

소비량 1,542톤 5,721톤 17,228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 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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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규격설정 및 안전성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신선편의식품은 즉

석식품류에 분류하고,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 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7년 안전성관리기준을 

고시하 으며, 일부 개정을 거쳐 다음의 <표 2-9>와 같은 규격(’19. 9월 현재)이 

적용되고 있다. 살모넬라와 장출혈성 장균은 음성이어야 하고, 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등은 허용 기준이 있다. 식약처에서 설정한 2007년 당시의 고시는 선

진국의 사례보다 까다로운 조항으로 예고가 되었으나 일부 식품 특성에 맞게 개정

된 것이다.

표 2-9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선편의식품의 규격

구분 신선편의식품

정의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
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

규격

대장균 n=5, c=1, m=10, M=100

황색포도상구균 1g 당 100 이하 

살모넬라 n=5, c=0, m=0/25 g

장염 비브리오균 1g당 100 이하(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신선편의식품에 한함)

바실러스 세레우스 1,000/g 이하

장출혈성 대장균 n=5, c=0, m=0/25g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g당 100 이하

보존기준 신선편의식품은 5℃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선편이 농산물의 표준규격으로 색깔, 외관, 이물

질, 신선도, 포장상태, 이취에 관한 규격을 마련하 으며, 신선편이 농산물을 “농

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

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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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표준규격은 농산물의 품목별 등급 구분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이 정한 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품’이라는 문

구와 특, 상, 보통 등의 등급을 표시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제도는 아니다.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특, 상, 보통 등 등급표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

선편의식품과는 달리 미생물이나 안전성에 관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상품을 보았을 때 변색이 없고, 피해와 이물질 등이 없는 등 육안으로 본 관능검사

로 이루어진다<표 2-10>. 

표 2-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

구분 내용

채소
류

엽채류 상추, 양상추, 배추, 양배추, 치커리, 시금치 등

엽경채류 파,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부추 등

근채류 무, 양파, 마늘, 당근, 연근, 우엉 등

과채류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 수박 등

서류 감자, 고구마

버섯류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품질
규격

색깔
① 농산물 품목별 고유의 색을 유지하여야 함
② 절단된 농산물을 육안으로 판정하여 변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외관

① 병충해, 상해 등의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② 엽채류 잎에 검은반점 또는 물에 잠긴(수침) 증상이 포장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발견되

지 않아야 함
③ 엽경채류, 근채류, 버섯류 등이 짓물러 있거나 점액물질이 심하게 발견되지 않아야 함
④ 과채류가 지나치게 물러져 주스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함
⑤ 서류는 지나치게 전분질이 나와 표면에 묻어 있지 않아야 함

이물질 포장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원료이외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신선도
① 표면이 건조되어 마른 증상이 없어야 하며, 부패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② 물러지거나 부러짐이 심하지 않아야 함

포장상태 유통 중 포장재에 핀홀(구멍)이 발생하거나 진공포장의 밀봉이 풀리지 않아야 함

이취
포장재 개봉 직후 심한 이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이취가 발생하여도 약간만 느끼어 품목 
고유의 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자료: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44호]. [별표 7]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제

11조의 ②관련)을 토 로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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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의 
생산 현황과 문제점

앞 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과 정책 개황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 상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① 경  및 사업체 일반 현황, ② 고용 및 종사자 현황, ③ 생산·유통 

현황, ④ 연구개발 현황, ⑤ 경 실태 분석, ⑥ 시장 변화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을 파악하 다.     

1.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 현황

1.1. 경영 및 사업체 일반 현황

1.1.1. 사업체 특성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표 3-1>. 서울·수도권에 입지한 비중은 전체 50%에 달하며, 충청권도 18.%를 점

한다. 신선도가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 소비층과 각종 물류체계가 수도권

에 몰려있다 보니,  형 소비지 근처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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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신선편이 과일·채소 사업체 특성

　구분 개소 비중 　구분 개소 비중

시도별
분포

서울 5 6.9 행정
구역

동 25 34.7

경기도 28 38.9 읍면 47 65.3

강원도 1 1.4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22 30.6

경상남도 2 2.8 5년 이상 10년 미만 24 33.3

경상북도 6 8.3 5년 미만 26 36.1

부산 4 5.6
신선
편이
매출액

10억 원 미만 22 30.6

세종 1 1.4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0 27.8

인천 3 4.2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1 29.2

전라남도 2 2.8 100억 원 이상 9 12.5

전라북도 4 5.6

종사자
수

15인 미만 16 22.2

제주도 3 4.2 15인 이상 30인 미만 27 37.5

충청남도 5 6.9 30인 이상 100인 미만 23 31.9

충청북도 8 11.1 100인 이상 6 8.3

조직
형태

농협 7 9.7
대상
품목

신선편의 채소 39 54.2

영농조합법인 7 9.7 신선편의 과일 21 29.2

농업회사법인 30 41.7 신선편의 채소/과일 모두 12 16.7

일반  민간사업체 28 38.9 합계 72 100.0

주: 종사자와 매출액은 2018년 연말 기준.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정구역별로는 동지역(34.7%) 보다는 읍·면지역(65.3%) 비중이 높아 교외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조직형태로는 농업회사법인과 일반 민간사업체가 각각 30곳

과 28곳으로 두 형태의 비중이 전체 80%를 상회한다.  

조사 상 업체의 전체 업력이 평균 10.5년인 가운데, 신선편이 제조업을 추진한 

평균 업력은 7.7년이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업력은 3년으로 72곳 중 12곳, 

16.7%를 차지하 다.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업체가 업력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최근에 와서 신선편이 사업을 추진한 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사업 분야는 72개 업체 중 25개인 34.7%만이 신선편이 제조업으로만 기업을 운

 중에 있었고, 나머지 65.3%의 업체는 다른 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구체

적으로 37곳(51.4%)은 ‘농산물 원물 유통’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농산물 2

차 가공품 등 식품 제조업’을 병행하는 업체도 25.0%에 달하 다. 실제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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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조달처와 판로를 확보한 농산물 원물 유통업체가 신선편이 제조업에 

진입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이 산업에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존

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 농산물 유통업체나 식품제조업체들에게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1.2.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매출 신장세와 신선편이 비중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업체당 평

균 신선편이 매출액은 37억 4,7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4.6% 증가하 으

며, 2019년 증가율은 42.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3-1>.이는 해당 

업체들의 전체 생산제품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조사 상 업

체들의 2018년 업체당 평균 업이익률은 6.04%이다. 이들을 신선편이 과일·채

소업종으로 구분하여 식품산업의 다른 업종과 비교한 것이 다음의 <표 3-2>이

다.21) 식품제조업을 구성하는 각 업체당 평균 업이익률이 4.89%인 가운데 신선

편이 과일·채소 업체는 6.0%로서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세부 업종별로는 45개 

업종 분류 중 15위에 해당한다.

그림 3-1 업체당 평균 매출액, 비중 추이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21) 식품산업의 경영 관련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7,022개의 식품제

조업체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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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식품제조업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식품제조업 분류
영업

이익률
식품제조업 분류

영업
이익률

식품제조업 분류
영업

이익률

인삼식품 제조업 13.3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5.9

수산동물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3.6

커피 가공업 1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5.8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3.6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1.4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5.7 곡물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3.5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9.5 곡물 제분업 5.6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3.5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9.3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5.3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3.3

식물성 유지 제조업 9.0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4.9
육류 기타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 제외)
3.3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8.8 동물성 유지 제조업 4.6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8

장류 제조업 8.6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제조업

4.6 배합사료 제조업 2.8

차류 가공업 7.5 설탕 제조업 4.6 곡물 도정업 2.8

떡류 제조업 7.4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4.4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2.6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7.2
식용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4.3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2.5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6.7 김치류 제조업 4.2
육류포장육 및 

냉동육가공업(가금류 제외)
2.4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6.4 빵류 제조업 4.0 가금류 도축업 1.4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6.1

기타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8 육류도축업(가금류 제외) 1.3

신선편이 채소/과일 
처리·제조업

6.0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3.7 도시락류 제조업 0.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한국기업데이터(KED).

신선편이 제조업체를 세부 특성별로 구분하면, 조직형태별로는 농조합법인의 

업이익률이 7.93%로 상 적으로 높으며, 업력 5~10년 미만, 매출액 규모는 30억 

원 미만인 업체에서 비교적 높은 7.8% 수준을 보 다. 신선편이 과일만 취급하는 

업체의 업이익률이 6.92%로 나타나 채소만 취급하거나 모두 취급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업이익률을 기록하 다<표 3-3>.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업이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 규모화된 제조업체들의 독특한 업상황에 기인한다. 이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막 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나, 모회사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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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되어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또한 일부업

체는 주력상품의 꾸준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신선편이 채소를 생산하여 저가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공장 가동일 수는 연평균 274.1일이었으며, 

조업도는 평균 70.8%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증가할수록 체로 공장 

가동일 수와 조업도도 함께 증가하 다.

표 3-3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단위:  %

　구분
(-)
3.0 
이상

(-)
3 미만

(+)
0~3 
미만

(+)
3~6 
미만

(+)
6~10 
미만

(+)
10~15 
미만

(+)
15~20 
미만

(+)
20 이상

평균

전체 7.1 5.7 14.3 30.0 14.3 18.6 4.3 5.7 6.04

조직
형태

농협 0.0 0.0 28.6 42.9 0.0 14.3 0.0 14.3 6.34

영농조합법인 0.0 14.3 0.0 14.3 14.3 57.1 0.0 0.0 7.93

농업회사법인 3.4 10.3 10.3 31.0 17.2 13.8 10.3 3.4 6.42

일반 민간사업체 14.8 0.0 18.5 29.6 14.8 14.8 0.0 7.4 5.10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9.1 9.1 9.1 27.3 22.7 18.2 4.5 0.0 5.09

5~10년 미만 0.0 4.3 8.7 43.5 13.0 13.0 8.7 8.7 7.24

5년 미만 12.0 4.0 24.0 20.0 8.0 24.0 0.0 8.0 5.72

매출액

10억 원 미만 0.0 4.8 14.3 28.6 9.5 28.6 9.5 4.8 7.89

10억~30억 원 미만 5.3 5.3 10.5 26.3 10.5 21.1 5.3 15.8 7.86

30억~100억 원 미만 9.5 4.8 14.3 38.1 23.8 9.5 0.0 0.0 4.24

100억 원 이상 22.2 11.1 22.2 22.2 11.1 11.1 0.0 0.0 1.90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7.7 7.7 15.4 23.1 15.4 20.5 7.7 2.6 5.95

신선편이 과일 0.0 0.0 10.5 42.1 21.1 15.8 0.0 10.5 6.92

신선편이 모두 16.7 8.3 16.7 33.3 0.0 16.7 0.0 8.3 4.87

종사자 
수

15인 미만 0.0 6.7 13.3 33.3 20.0 13.3 6.7 6.7 7.48

15~30인 미만 7.4 7.4 11.1 22.2 11.1 25.9 7.4 7.4 7.26

30~100인 미만 8.7 0.0 17.4 34.8 17.4 17.4 0.0 4.3 5.70

100인 이상 20.0 20.0 20.0 40.0 0.0 0.0 0.0 0.0 -1.73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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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항목별 경영비 비중

항목별 평균 경 비 비중은 원료 농산물 재료비가 56.4%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업체 특성별로도 모두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원재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후순위인 인건비(18.9%), 물류비(7.4%)까지 합하면 80%를 초과

하는 비용구조이다<표 3-4>.

조직형태별로 농협과 농업회사법인은 물류비 비중이 11.2%와 8.4%로 높고, 

농조합법인은 마케팅 비용 비중이 4.5%로 상 적으로 높다. 매출액이 증가할수

록 시험/검사비 비중이 낮아지는데, 이는 시험/검사 인력을 직접 보유하느냐,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느냐의 문제로 판단된다. 종사자 수 100인 이상 업체의 시험 검

사비는 0.3%로 매우 낮고 마케팅 비용도 0.2%로 낮은 특징이 있다. 

표 3-4 항목별 경영비 비중

단위:  %

　구분
감가상각/
이자비용
/수리비

재료비
(원료 

농산물)
인건비 임차료

공장
가동비
(수도

광열비 등)

마케팅
비용

시험/
검사비

물류
비 기타

전체 4.7 56.4 18.9 1.7 3.3 1.9 1.3 7.4 4.4

조직
형태

농협 5.2 53.9 17.7 0.4 4.0 2.4 2.7 11.2 2.4
영농조합법인 5.2 54.8 22.0 0.0 2.4 4.5 2.2 5.5 3.4
농업회사법인 4.8 57.2 18.8 1.8 3.3 1.7 1.1 8.4 2.9
일반민간사업체 4.3 56.6 18.4 2.4 3.2 1.3 1.1 5.7 6.9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4.1 61.0 18.9 1.3 2.6 1.6 1.2 6.5 2.8
5~10년 미만 4.2 57.1 15.4 2.5 3.6 2.5 0.9 7.6 6.3
5년 미만 5.7 51.8 22.0 1.4 3.5 1.6 1.9 7.9 4.1

매출액

10억 원 미만 4.7 56.8 18.8 2.5 4.3 1.3 1.8 7.9 1.9
10억~30억 원 미만 5.3 52.7 22.4 1.3 2.5 2.8 1.4 9.2 2.5
30억~100억 원 미만 4.5 60.9 16.1 2.0 3.2 1.9 1.0 6.3 4.1
100억 원 이상 3.7 53.4 17.7 0.4 2.5 1.4 0.9 4.4 15.8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4.4 57.8 18.8 2.0 2.6 1.9 1.6 5.9 5.2
신선편이 과일 5.4 55.4 17.7 1.8 4.6 1.7 1.2 10.7 1.4
신선편이 모두 4.5 53.5 21.2 0.9 3.2 2.2 0.9 6.0 7.5

종사자 
수

15인 미만 3.1 61.2 16.1 2.2 4.0 1.2 0.9 7.0 4.4
15~30인 미만 5.0 56.5 20.5 1.9 2.5 1.6 1.7 8.3 1.9
30~100인 미만 5.5 51.2 19.5 1.5 4.0 3.2 1.5 6.8 6.7
100인 이상 4.2 63.0 16.6 0.9 1.8 0.2 0.3 5.9 7.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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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자동화율

생산공정의 자동화율은 업체당 평균 37.3%로 나타나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

는 공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동화율은 매출액 30억 원 이상, 종사자 수 100

인 이상인 경우에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2>.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

체의 자동화율은 53.9%로 가장 높고, 조직형태별로 농조합법인의 자동화율이 

24.3%로 가장 낮았다.

신선편이 과일만 생산하는 업체의 자동화율이 41.7%로 신선편이 채소만 생산

하는 업체(33.5%)에 비해 높아, 과일의 자동화율이 더욱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

으며, 신선편이 과일과 채소 모두 생산하는 업체의 자동화율은 42.1%로 더욱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생산공정의 자동화율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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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 및 종사자 현황

1.2.1. 종사자 현황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업체당 평균 47명의 고용인이 종사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인 특징을 나타냈다<표 3-5>. 농산물을 손질하는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남성에 

비해 여성 종사자가 많은 구조이며, 외국인의 비중은 높지 않다.22) 근로형태별로는 

정규직 비중이 75.6%로 비교적 높았으나 상 적으로 형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고

용 형태가 아닌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내국인 외국인

총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3.7 19.3 4.1 6.5 1.0 1.6 0.3 0.5 47.0

조직
형태

농협 11.4 5.4 10.0 14.1 0.0 0.3 1.4 0.0 42.7
영농조합법인 7.1 6.3 1.7 3.1 0.0 0.6 0.0 1.4 20.3
농업회사법인 10.6 20.1 1.8 2.9 1.9 2.3 0.3 0.7 40.7
일반민간법인 19.2 25.1 5.7 9.2 0.5 1.4 0.1 0.2 61.5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14.8 23.3 2.8 5.2 2.2 3.2 0.7 0.2 52.4
5~10년 미만 10.6 12.6 5.8 7.7 0.6 0.8 0.0 0.6 38.6
5년 미만 15.6 22.1 3.7 6.4 0.4 1.0 0.2 0.7 50.2

매출액

10억 원 미만 9.5 16.7 3.6 4.5 0.3 0.9 0.2 0.4 36.0
10억~30억 원 미만 9.0 10.5 7.8 7.1 0.3 0.8 0.0 0.5 35.8
30억~100억 원 미만 10.8 17.8 1.2 5.1 0.8 0.9 0.3 0.7 37.5
100억 원 이상 41.3 49.0 4.2 12.9 5.1 6.9 1.2 0.3 121.0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15.1 20.3 3.2 4.7 1.2 1.6 0.5 0.8 47.3
신선편이 과일 12.2 18.8 6.8 8.3 0.6 1.8 0.2 0.2 48.9
신선편이 모두 12.0 16.8 2.6 8.9 1.1 1.4 0.0 0.1 42.9

종사자 수

15인 미만 2.2 2.6 1.3 2.1 0.0 0.0 0.0 0.0 8.1
15~30인 미만 5.3 6.6 2.7 3.8 0.2 0.6 0.3 0.7 20.1
30~100인 미만 13.9 19.4 3.8 10.4 1.3 2.1 0.7 0.8 52.4
100인 이상 81.5 120.7 19.3 14.7 6.3 8.5 0.0 0.0 251.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22)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www.kosis.kr)에 따르면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 산업 평균 5.4명, 제조업 평균 

9.5명, 식료품 제조업은 업체당 평균 5.6명이 종사하고 있다. 여성 종사자 비중은 전 산업 평균 43.1%, 

제조업 평균 26.0%, 식료품 제조업 평균 49.0%로 모두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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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전문인력 현황

인력구조는 단순노무 인력이 94%(학사급  2.1명, 석·박사 0.3명, 기사 자격증 보

유자 0.4명 수준)이며, 품질관리자와 시험/검사자 보유 비율은 각각 51.4%와 

36.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

았다<표 3-6>. 시험/검사자 보유 비율은 신선편이 업력이 길거나, 매출액 30억 원 

이상, 종사자 수 30인 이상 등인 업체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규모의 업

체에서는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품질관리자 보유비율은 농조합법인(14.3%), 농업회사법인(43.3%), 매출액 30

억 원 미만(31.8%~35.0%), 종사자 수 30인 미만(25.0%~29.6%)인 업체에서 낮게 

나타나 중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우려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3-6 업체당 평균 전문인력 보유 현황

단위:  명, %

구분
관련학과 전공자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품질관리자 

보유율(%)
시험/검사자 
보유율(%)학사 석/박사 기사 기술사

전체 2.1 0.3 0.4 0.0 51.4 36.1

조직
형태

농협 0.9 0.1 0.1 0.1 85.7 57.1

영농조합법인 0.7 0.0 0.0 0.0 14.3 0.0

농업회사법인 1.8 0.4 0.2 0.1 43.3 40.0

일반  민간사업체 3.0 0.4 0.7 0.0 60.7 35.7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2.0 0.6 0.4 0.0 54.5 50.0

5~10년 미만 1.6 0.1 0.3 0.0 41.7 25.0

5년 미만 2.7 0.2 0.5 0.1 57.7 34.6

매출액

10억 원 미만 2.2 0.2 0.7 0.1 31.8 13.6

10억~30억 원 미만 1.2 0.2 0.1 0.1 35.0 10.0

30억~100억  원 미만 1.8 0.5 0.4 0.0 76.2 71.4

100억 원 이상 4.4 0.6 0.3 0.0 77.8 66.7

대상 
구분

신선편의 채소 1.9 0.4 0.2 0.0 46.2 38.5

신선편의 과일 2.0 0.1 0.7 0.0 52.4 14.3

신선편의 모두 2.6 0.3 0.5 0.1 66.7 66.7

종사자
수

15인 미만 0.4 0.2 0.1 0.1 25.0 6.3

15~30인 미만 1.0 0.2 0.1 0.1 29.6 14.8

30~100인 미만 2.3 0.4 0.4 0.0 87.0 78.3

100인 이상 10.8 0.7 2.7 0.0 83.3 50.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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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인력 충원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신선편이 제조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50%의 응답업체가 2017년 비 2018년 고

용인원이 증가하 다고 답하 으며, 전체 중 70.8%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

고 응답하 다. 체로 업력이 낮은 업체일수록,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종사자 규

모가 증가하 으며, 종사자 수 100인 이상 업체에서는 응답업체 전체가 인력 충원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원인에 해 업체 스스로는 ‘낮은 급여조건(27.5%)’, ‘근무

지가 도심지로부터 멀리 위치(23.5%)’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그림 3-3>. 위치

의 경우 실제 군, 읍·면 지역에 위치한 업체에서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인터뷰 결과

와도 일치하고 있어, 도시 외곽에 업장이 위치한 특성이 반 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3-7 종사자 규모 변화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

단위: %, 점(5점 만점)

　구분
2017년 대비 2018년 종사자 규모변화 인력 충원의 어려움

감소
하였다

변함
없다

증가
하였다

척도
평균

어려움
없다

보통
이다

어려움
있다

척도
평균

전체 13.9 36.1 50.0 3.42 6.9 22.2 70.8 3.79

조직
형태

농협 0.0 28.6 71.4 3.71 14.3 28.6 57.1 3.43
영농조합법인 14.3 42.9 42.9 3.29 0.0 42.9 57.1 3.86
농업회사법인 10.0 26.7 63.3 3.57 3.3 20.0 76.7 3.93
일반민간사업체 21.4 46.4 32.1 3.21 10.7 17.9 71.4 3.71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18.2 31.8 50.0 3.32 3.8 19.2 76.9 4.00
5~10년 미만 12.5 50.0 37.5 3.25 16.7 25.0 58.3 3.54
5년 미만 11.5 26.9 61.5 3.65 0.0 22.7 77.3 3.82

매출액

10억 원 미만 27.3 36.4 36.4 3.09 9.1 13.6 77.3 3.95
10억~30억 원 미만 10.0 40.0 50.0 3.45 5.0 20.0 75.0 3.85
30억~100억 원 미만 9.5 28.6 61.9 3.62 4.8 33.3 61.9 3.71
100억 원 이상 0.0 44.4 55.6 3.67 11.1 22.2 66.7 3.44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12.8 30.8 56.4 3.49 2.6 20.5 76.9 3.97
신선편이 과일 14.3 47.6 38.1 3.29 19.0 23.8 57.1 3.43
신선편이 모두 16.7 33.3 50.0 3.42 0.0 25.0 75.0 3.83

종사자 
수

15인 미만 25.0 56.3 18.8 3.00 6.3 18.8 75.0 3.94
15~30인 미만 7.4 33.3 59.3 3.56 3.7 25.9 70.4 3.89
30~100인 미만 8.7 30.4 60.9 3.57 13.0 26.1 60.9 3.52
100인 이상 33.3 16.7 50.0 3.33 0.0 0.0 100.0 4.0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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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력 충원이 어려운 원인 및 업체 주소지별 어려움

단위: %, 점(5점 만점)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이러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자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자동화 확 ’가 56.9%로 과반 이상을 점하 으며, ‘임

표 3-8 인력확보 어려움 해결을 위해 추진/계획 중인 방안

단위: %

　구분
자동화 
확대

임금 인상 
등 처우/
복지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및 확대

1차 전
처리 등 
아웃소
싱 확대

대학 등 
교육기관
과 긴밀한 

협조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해결
방안 없음

기타

전체 56.9 39.2 27.5 17.6 7.8 7.8 11.8

조직
형태

농협 50.0 25.0 50.0 0.0 0.0 25.0 0.0
영농조합법인 50.0 75.0 50.0 25.0 0.0 0.0 0.0
농업회사법인 60.9 30.4 26.1 17.4 13.0 13.0 17.4
일반민간사업체 55.0 45.0 20.0 20.0 5.0 0.0 10.0

신선
편이업력

10년 이상 58.8 35.3 29.4 29.4 0.0 11.8 5.9
5~10년 미만 50.0 57.1 35.7 7.1 0.0 0.0 0.0
5년 미만 60.0 30.0 20.0 15.0 20.0 10.0 25.0

매출액

10억 원 미만 41.2 35.3 23.5 5.9 5.9 11.8 11.8
10억~30억 원 미만 80.0 40.0 20.0 13.3 13.3 0.0 13.3
30억~100억 원 미만 46.2 38.5 38.5 30.8 7.7 7.7 7.7
100억 원 이상 66.7 50.0 33.3 33.3 0.0 16.7 16.7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53.3 46.7 23.3 26.7 0.0 13.3 13.3
신선편이 과일 66.7 25.0 41.7 0.0 8.3 0.0 0.0
신선편이 모두 55.6 33.3 22.2 11.1 33.3 0.0 22.2

종사자 수

15인 미만 41.7 33.3 8.3 8.3 8.3 8.3 16.7
15~30인 미만 63.2 36.8 31.6 15.8 15.8 10.5 10.5
30~100인 미만 50.0 35.7 50.0 28.6 0.0 7.1 7.1
100인 이상 83.3 66.7 0.0 16.7 0.0 0.0 16.7

주: 중복응답을 허용함.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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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인상 등 처우/복지 개선(39.2%)’, ‘외국인 인력 고용 및 고용 확 (27.5%)’ 등이 

높게 나타났다<표 3-8>. 

‘자동화 확 ’는 매출액 10억~30억 원 미만과 고용규모가 큰 100인 이상 업체

에서 각각 80.0% 이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 10억~30억 원 미만은 앞서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자동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높은 업이익률을 나타내

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의견

으로는 공장 이전을 준비하겠다는 의견도 있어, 인력확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한 업체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1.3. 생산·유통 현황

1.3.1. 원재료 조달 현황

2018년 한 해 동안 72개 조사 상 신선편이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총 원재료 사

용량은 11만 3,535톤이다. 가장 사용량이 많은 품목은 양상추로 2만 6,275톤이 사

용되었고, 양파(20,255톤), 마늘(11,809톤), 양배추(11,226톤), 파인애플(10,870

톤) 순이다<표 3-9>.

전체 업체의 절반 정도(45.8%)가 양파를 원재료로 사용하 다. 당근(43.1%), 

양배추(38.9%), 감자(34.7%), 사과(34.7%), 방울토마토(33.3%), 마늘(31.9%), 

파(31.9%), 멜론(30.6%) 등도 30%가 넘는 업체에서 사용하 다.

조사 상 업체의 원재료 조달처 비중을 평균하면 원료를 도매시장에서 조달한

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고, 중개인 및 산지수집상(22.5%), 농업법인

(16.4%),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16.2%) 순으로 나타났다<표 3-10>. 도매시장으

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한다는 응답은 매출 10억 원 미만, 종사자 수 15인 미만 등  

세업체에서 각각 45.0%와 55.5%로 높았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는 중개

인 및 산지 수집상(31.6%), 농업법인(30.1%)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농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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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신선편이 과일·채소 품목별 원재료 취급여부 및 사용량

단위: %, 톤

구분
취급
여부
(%)

물량
(톤)

비중
(%)

구분
취급
여부
(%)

물량
(톤)

비중
(%)

구분
취급
여부
(%)

물량
(톤)

비중
(%)

양파 45.8 20,255.4 17.8 그린키위 9.7 41.6 0.0 새싹채소 1.4 200.0 0.2 

당근 43.1 3,877.4 3.4 부추 8.3 718.1 0.6 청경채 1.4 180.0 0.2 

양배추 38.9 11,225.5 9.9 라디치오 8.3 175.2 0.2 시금치 1.4 150.0 0.1 

감자 34.7 4,041.8 3.6 애호박 8.3 64.0 0.1 노각 1.4 73.0 0.1 

사과 34.7 1,826.9 1.6 골드키위 8.3 25.4 0.0 오크잎 1.4 63.1 0.1 

방울토마토 33.3 409.7 0.4 감귤 6.9 117.0 0.1 알타리무 1.4 58.0 0.1 

마늘 31.9 11,809.1 10.4 참외 6.9 49.2 0.0 엽채류 1.4 50.0 0.0 

대파 31.9 2,468.7 2.2 적근대 6.9 47.3 0.0 마 1.4 27.0 0.0 

멜론 30.6 764.6 0.7 토마토 5.6 1,829.0 1.6 곤드레 1.4 20.0 0.0 

파인애플 29.2 10,870.3 9.6 망고 4.2 65.5 0.1 콩나물 1.4 20.0 0.0 

포도 29.2 311.0 0.3 딸기 4.2 46.5 0.0 호박 1.4 15.0 0.0 

배 27.8 494.8 0.4 더덕 4.2 31.2 0.0 알배기 1.4 10.0 0.0 

양상추 26.4 26,275.4 23.1 바나나 4.2 23.7 0.0 비트 1.4 5.0 0.0 

단감 23.6 180.4 0.2 적채 4.2 16.0 0.0 쪽파 1.4 3.7 0.0 

단호박 22.2 1,133.0 1.0 기타샐러드용 4.2 432.0 0.4 복숭아 1.4 3.3 0.0 

파프리카 20.8 708.9 0.6 배추 2.8 201.0 0.2 브로콜리 1.4 2.0 0.0 

무 19.4 3,168.8 2.8 비타민 2.8 181.5 0.2 적치커리 1.4 1.4 0.0 

생강 18.1 186.7 0.2 멀티리프 2.8 166.7 0.1 적겨자 1.4 0.9 0.0 

수박 18.1 140.9 0.1 적양배추 2.8 124.0 0.1 적로즈케일 1.4 0.9 0.0 

로메인 15.3 1,230.3 1.1 주키니호박 2.8 39.0 0.0 로즈케일 1.4 0.8 0.0 

고구마 15.3 482.0 0.4 알토란 2.8 27.0 0.0 쌈배추 1.4 0.8 0.0 

키위 15.3  78.7 0.1 어린잎채소 2.8 19.4 0.0 겨자 1.4 0.6 0.0 

오렌지 15.3  32.7 0.0 깻잎 2.8 14.9 0.0 완두순 1.4 0.5 0.0 

고추 13.9 286.6 0.3 루꼴라 2.8 11.0 0.0 용과 1.4 0.5 0.0 

피망 13.9 266.4 0.2 자두 2.8 10.0 0.0 프리세 1.4 0.4 0.0 

도라지 12.5 438.0 0.4 블루베리 2.8 2.0 0.0 베리류 1.4 0.3 0.0 

연근 11.1 1,338.0 1.2 체리 2.8 1.8 0.0 파파야 1.4 0.2 0.0 

오이 11.1 1,013.0 0.9 마늘쫑 2.8 1.2 0.0 자몽 1.4 0.01 0.0 

우엉 11.1 229.2 0.2 콘 1.4 600.0 0.5 미분류 - 869 0.8 

치커리 9.7 286.6 0.3 적양파 1.4 500.0 0.4 
합계 - 113,535 100 

셀러리 9.7 144.1 0.1 기타시트러스류 1.4 223.0 0.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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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업체 평균 기준 신선편이 과일·채소 원재료 조달처별 비중

단위: %

　구분
해외

직접수입

직접생산

농장운영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

중개인, 

산지 

수집상

농협 계통 

(작목반 등)

영농조합

법인 등

농업법인

도매

시장

재래

시장
계

전체 3.6 1.1 16.2 22.5 11.2 16.4 27.5 1.6 100.0

조직
형태

농협 0.0 0.0 8.3 6.3 35.1 39.8 5.4 5.1 100.0

영농조합법인 0.0 0.0 53.8 2.1 3.1 18.0 23.0 0.0 100.0

농업회사법인 0.5 2.2 21.5 18.6 11.9 15.2 27.9 2.2 100.0

일반민간사업체 8.9 0.4 5.3 36.2 4.2 9.9 35.1 0.0 100.0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1.8 2.4 15.8 20.5 8.3 19.8 29.6 2.0 100.0

5~10년 미만 1.7 0.9 19.9 25.6 15.4 7.1 29.5 0.0 100.0

5년 미만 6.7 0.1 13.5 21.6 10.0 21.5 24.1 2.6 100.0

매출
액

10억 원 미만 3.6 0.7 22.7 10.3 7.3 10.4 45.0 0.0 100.0

10억~30억 원 미만 1.6 0.6 10.3 19.9 19.4 11.9 33.2 3.1 100.0

30억~100억 원 미만 4.1 0.9 22.8 26.6 9.0 15.7 19.1 2.0 100.0

100억 원 이상 5.7 2.5 8.9 31.6 5.3 30.1 15.8 0.0 100.0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0.6 1.8 21.9 27.2 4.1 16.8 26.2 1.3 100.0

신선편이 과일 4.6 0.6 3.3 23.0 18.8 7.4 38.9 3.4 100.0

신선편이 모두 8.1 0.1 19.3 12.7 16.5 25.7 17.5 0.0 100.0

종사
자
수

15인 미만 8.6 0.0 12.8 10.6 5.0 7.7 55.5 0.0 100.0

15~30인 미만 0.0 0.5 14.6 21.7 12.0 11.1 37.2 2.9 100.0

30~100인 미만 2.4 0.7 19.9 26.9 13.1 26.0 9.4 1.7 100.0

100인 이상 9.3 4.9 13.8 26.9 11.1 13.2 20.8 0.0 100.0

주: 응답업체마다의 조달처별 비중을 단순 평균한 것이다.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직접 구매한다는 비중은 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3.8%로 절반 이상에 달했으

나, 일반 민간사업체에서는 5.3%로 매우 낮았다.

업체별 원재료 사용물량을 합산하여 총 물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도매시장 비

중은 4.0% 수준이며, 중개인 및 산지수집상(36.9%)과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

(20.6%) 비중이 높았다<표 3-11>. <표 3-10>의 업체 평균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

는 것은 세한 업체에서 도매시장 조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품목별로도 

중개인 및 산지 수집상 비중이 높은 편이며, 감자와 당근은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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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도 많은 편이다. 한편, 조사 상 업체가 2018년 사용한 물량 기준 총 과일·

채소 원재료 중 77.9%는 국내산, 22.1%는 수입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사용 비중은 신선편이 과일이 65.6%로 채소(14.2%)에 비해 높은 편이

다. 파인애플, 오렌지, 자몽, 망고, 파파야 등은 전량 수입산을 사용하 으며, 채소 

중에서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마늘(33.9%), 양상추(25.3%) 등이었다. 

표 3-11 총 물량기준 신선편이 과일·채소 원재료 조달처별 비중 및 국산사용 비중

단위: %

구분
해외

직접수입
직접 생산 
농장운영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

중개인, 산
지 수집상

농협 계통 
(작목반 등)

영농조합
법인 등 
농업법인

도매 
시장

재래 
시장

국산사용 비중

국내산 수입산

총 물량 기준 8.2 1.8 20.6 36.9 10.7 17.7 4.0 0.2 77.9 22.1

신선편이 채소 3.7 2.0 23.5 36.9 10.9 19.6 3.1 0.2 85.8 14.2

신선편이 과일 36.7 0.1 2.3 36.5 9.1 5.4 9.9 0.1 34.4 65.6

주
요

품
목
별

양상추 13.2 1.1 13.3 61.1 8.1 2.0 1.2 0.0 74.7 25.3

양파 0.0 0.0 29.9 20.8 3.9 43.5 1.8 0.2 95.3 4.7

마늘 0.0 0.0 9.9 36.8 37.9 15.2 0.3 0.0 66.1 33.9

양배추 0.0 0.0 29.8 38.9 12.2 17.6 1.6 0.0 100.0 0.0

파인애플 50.9 0.0 0.0 41.2 0.0 0.0 7.9 0.0 0.0 100.0

당근 1.9 0.0 33.3 26.1 3.5 28.1 5.8 1.3 80.9 19.1

감자 0.0 0.0 30.9 24.9 6.3 31.2 6.6 0.0 100.0 0.0

사과 0.0 0.0 12.2 11.5 48.9 24.0 3.4 0.1 100.0 0.0

방울토마
토

0.0 0.0 13.7 39.8 15.6 4.5 26.5 0.0 100.0 0.0

대파 0.0 0.0 15.4 19.8 31.9 29.0 3.9 0.0 100.0 0.0

멜론 19.8 0.0 0.0 26.9 8.2 19.1 25.7 0.3 88.5 11.5

주: 응답업체별 원재료 사용물량을 조달처별 비중에 입하여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것이다.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수입산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서(60.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서’ 사용한다

는 응답도 31.3%를 점했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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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

단위: %

주: 중복응답을 허용함.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1.3.2. 계약재배 현황

전체 응답업체의 61.1%는 계약재배 경험이 없었으며, 38.9%에 해당하는 업체

만이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1년’이 57.1%로 가장 

많아 단발성 계약거래가 많았고, 계약 물량은 전체 사용 물량의 평균 53.2% 수준

으로 집계되었다<표 3-12>.

 향후 계약재배 의향에 해서도 응답업체의 25.0%만이 계약재배를 할 의향이 있

다고 응답하 으며, 목표 비중은 전체 사용 물량의 평균 53.2%로 과거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업체 중 향후에도 계약재배 의향이 있는 곳은 

45.8%인 데 반해 향후에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중이 54.2%로 높아, 기

존 계약재배 거래에서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재배 경험은 농조합법인(85.7%)에서 높고 일반 민간사업체는 10.7%에 

불과하 다. 업력이 오래될수록 높으며, 체로 매출액이 큰 업체에서 경험률이 

낮은 편이었다. 신선편이 과일 제조업체의 90.5%에서 계약재배 경험이 없으며,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체로 계약재배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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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약재배 경험 및 현황, 향후 의향

단위: %

구분

계약
재배 
경험 
없음

계약
재배 
경험 
있음

계약재배 현황
향후 계약재배 의향

계약기간
물량비중 

평균1년 2~3년 미만 3년 이상 없음 있음
목표비중

전체 61.1 38.9 57.1 21.4 21.4 53.2 75.0 25.0 53.2

조직
형태

농협 42.9 57.1 50.0 25.0 25.0 73.9 83.3 16.7 60.0
영농조합법인 14.3 85.7 50.0 0.0 50.0 61.7 50.0 50.0 53.3
농업회사법인 50.0 50.0 60.0 26.7 13.3 44.9 71.4 28.6 60.0
일반민간사업체 89.3 10.7 66.7 33.3 0.0 50.0 82.1 17.9 41.0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45.5 54.5 58.3 8.3 33.3 49.6 68.2 31.8 62.1
5~10년 미만 62.5 37.5 44.4 33.3 22.2 56.1 76.2 23.8 42.0
5년 미만 73.1 26.9 71.4 28.6 0.0 55.7 80.0 20.0 52.0

매출액

10억 원 미만 63.6 36.4 75.0 0.0 25.0 62.5 75.0 25.0 50.0
10억~30억 원 미만 80.0 20.0 50.0 25.0 25.0 57.5 84.2 15.8 46.7
30억~100억 원 미만 47.6 52.4 36.4 36.4 27.3 42.2 65.0 35.0 52.9
100억 원 이상 44.4 55.6 80.0 20.0 0.0 59.1 77.8 22.2 72.5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48.7 51.3 65.0 10.0 25.0 61.0 72.2 27.8 56.5
신선편이 과일 90.5 9.5 50.0 50.0 0.0 55.0 80.0 20.0 42.5
신선편이 모두 50.0 50.0 33.3 50.0 16.7 26.7 75.0 25.0 56.7

종사자 
수

15인 미만 81.3 18.8 33.3 33.3 33.3 65.0 57.1 42.9 41.7
15~30인 미만 63.0 37.0 50.0 20.0 30.0 53.0 84.6 15.4 67.5
30~100인 미만 47.8 52.2 66.7 16.7 16.7 50.8 72.7 27.3 52.5
100인 이상 50.0 50.0 66.7 33.3 0.0 51.7 83.3 16.7 70.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1.3.3. 품목별 생산 현황

72개 조사 상 업체가 2018년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총 7만 

8,739톤이었다. 채소가 7만 73톤, 과일 8,665톤으로 신선편이 채소가 90% 가까운 비

중을 점하 다. 품목별로는 절단한 양상추가 1만 4,351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

며, 절단 양파(6,654톤), 깐 양파(6,031톤), 깐 마늘(4,490톤)의 순이었다<표 3-13>.

과일은 조각 파인애플이 5,198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혼합과일(1,708

톤), 조각 사과(455톤), 조각 멜론(372톤), 조각 배(159톤), 조각 수박(150톤) 순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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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신선편이 과일·채소 품목별 생산량(2018)

단위: 톤

품목
총 생산량

(톤)
품목

총 생
산량
(톤)

품목
총 생산
량(톤)

품목
총 생산
량(톤)

절단 양상추 14,351.5 세척 양상추 230.0 슬라이스 생강 20.1 조긱 파인애플 5,198

절단 양파 6,654.4 절단 도라지 215.8 깐 양배추 18.0 혼합 조각과일 1,708.1

깐 양파 (박피 후 세척O) 6,031.5 절단 연근 202.7 콩나물-세척 18.0 사과-조각 455.4

깐 마늘 (박피 후 세척) 4,490.2 절단 고구마 193.8 알토란-깐 16.4 멜론-조각 372.1

절단 양배추(박피 후 세척O) 4,419.7 세척 새싹 193.7 대파-다진 16.0 배-조각 159.3

절단 채소믹스 3,130.3 절단 우엉 158.9 곤드레-손질 15.9 수박-조각 150.1

깐 마늘 (박피, 꼭지제거) 3,065.2 깐 고구마 151.7 상추-세척 14.9 단감-조각 133.5

절단 양배추 (박피 후 세척x) 2,935.1 토마토-절단/자른 150.0 적근대-세척 13.0 포도-조각 108.1

절단 당근 2,036.0 깐 도라지 141.6 깻잎-세척 12.9 세척 방울 토마토 98.2

절단 감자 1,983.3 절단 고추 138.8 적채-절단/자른 11.0 조각 그린 키위 60.8

다진 마늘 1,947.3 절단 피망 130.6 당근-다진 10.0 감귤-조각 46.4

절단 무 1,737.1 무-다진 106.0 깐 마늘쫑 9.5 조각 방울 토마토 43.6

깐 감자 1,402.3 시금치-손질된 100.0 양배추-다진 9.5 딸기-세척 38.3

샐러드류 채소+@ 1,366.2 깐 생강 93.1 치커리-세척 9.0 오렌지-조각 25.8

깐 양파 (박피 후 세척x) 1,221.9 적양파-절단/자른 91.0 고추-세척 8.3 사과-껍질 제거 24.0

절단 대파 1,174.7 다진 생강 89.5 고사리-절단/자른 8.0 조각 골드 키위 20.3

코울슬로-믹스/혼합 1,168.0 절단 애호박 86.3 세척 부추 6.5 사과-다진 8.3

깐 당근 1,073.2 세척 파프리카 84.8 세척 가지 6.0 포도-껍질 제거 4.5

토마토-조각 930.0 고추-꼭지 제거 77.0 쪽파-깐/껍질 제거 3.4 참외-조각 3.0

절단 오이 775.8 절단 셀러리 72.8 깐 알타리 무 3.0 자두-세척 2.3

깐 대파 762.2 배추-절단/자른 70.5 세척 피망 2.0 복숭아-조각 2.2

양파-다진 712.0 절단 로메인 54.1 냉이-손질 2.0 자몽-조각 0.8

절단 부추 710.5 깐 연근 39.3 브로콜리-절단 2.0 블루베리-세척 0.7

깐 무 579.8 주키니호박-절단 31.5 비트-세척 1.8 체리-세척 0.7

절단 단호박 556.8 깐 우엉 31.0 루꼴라-세척 1.4 망고-조각 0.6

샐러드류 채소만 492.1 다진 고추 29.1 청양고추-꼭지 제거 1.0 딸기-조각 0.1

슬라이스 마늘 324.1 깐 셀러리 26.3 더덕-절단한/자른 0.6 오렌지-박피 0.1

세척 로메인 253.1 더덕-깐 25.6 취나물-절단/자른 0.3 과일 전체 8665.4

깐 단호박 251.0 절단 마 25.0 절단 마늘쫑 0.1
총계 78,739.2

절단 파프리카 237.1 오이-세척한 20.4 채소 전체 70073.9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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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유통·판매 현황

 <표 3-14>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판매(납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

기 위해 업체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 매출액 비중 응답결과에 입하여 매

출처별 납품물량을 환산하고, 이를 다시 비중으로 재계산한 것이다. 신선편이 전

체물량은 식품제조업체(24.5%), 단체급식소(21.2%)로 납품되는 양이 가장 많고, 

외식업체(17.7%), 식자재업체(14.8%), 형할인점(11.2%) 순이었다. 전체 물량

의 78.2%는 업무용(B2B)으로, 21.8%는 가정용(B2C)으로 납품되고 있었다.

표 3-14 신선편이 과일·채소 납품처별 물량비중

단위: %

구분

식자
재 업
체를 
통한 
납품

직접 납품

외식
업체

단체급식소
(학교급식 

포함)

식품 
제조
업체

대형 
할인
점

중소형 
슈퍼마켓 

(일반, SSM
포함)

편의
점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및 
배달서비스 

업체

백화
점

카페 
및 베
이커
리

직접 
판매

기타

업무용(B2B) 가정용(B2C)

전체 14.8 17.7 21.2 24.5 11.2 1.8 1.7 0.7 1.3 4.4 0.2 0.5

신선편이채소 14.0 19.7 21.0 27.2 8.3 1.8 1.5 0.7 0.6 4.5 0.2 0.5

신선편이과일 21.2 1.4 22.6 2.5 34.2 2.1 3.4 0.8 7.2 3.6 0.5 0.5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1.3.5. 살균·소독 및 출고 유형 현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척 후 살균소독을 하는데, 적절한 살균소독 세척방법 설

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주로 염소, 전해수, 오존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각 업체에서 생산하는 개별 생산제품 기준으로 신선편이 채소의 55.4%는 염소수

로 세척·소독하고 있었으며, 전해수를 사용하는 비중도 37.2%로 높아 두 방식이 

거의 부분을 차지하 다. 신선편이 과일은 62.4%가 염소로 세척·소독 하고 있

으며 전해수(19.6%), 오존수(10.6%), 알코올(7.4%) 등 다양한 편이었다.

염소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염소수 세척이 비용이 저렴하고 미생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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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양호하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염소수의 사

용량을 줄이고 전해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품의 출고 시에는 신선편이 채소의 40.5%가 일반 농산물로 포장되어 출고되

었으며, 다음으로 신선편이 농산물(20.3%) 순이다<그림 3-5>. 신선편의식품과 

과일/채소/과채 가공품은 각각 14.5%씩, 기타 가공품으로도 9.8%가 출고되어 다

양한 유형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과일은 98.5%가 식약처의 신선

편의식품 규격으로 출하되어 거의 부분을 차지하 다.

신선편의식품 규격은 미생물 기준, 보존 기준 등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가 별도 규제가 없는 농산물로 출고되고 있는 상황이며, 농산물은 부가

가치세 면세  등 오히려 이점이 많아 납품처의 요청이 없는 한 농산물로 출고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시장상황이다.

그림 3-5 신선편이 과일·채소 세척·소독제 종류 및 출고 시 상품유형

단위: %, 점(5점 만점)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1.4. 연구개발(R&D) 현황

다음의 <그림 3-6>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와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R&D)

에 한 응답업체들의 수행경험률과 수행경험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에 꼭 필요한 

연구개발(R&D) 분야인지에 한 응답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장 수행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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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분야는 ‘신제품 개발 분야’로 응답업체의 72.7%가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갈변방지 기술’이 후 순위를 기록하 으나 48.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다. 가장 수행 경험률이 낮은 분야는 ‘가공적성 품종개발’, ‘이취억제 기술’, ‘신

속·간편한 미생물 검사 기술’이며 모두 18.2%의 업체만이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신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에 꼭 필요한 R&D는 ‘갈변방지 기술(84.7%)’, ‘신속·

간편한 미생물 검사기술(83.3%)’, ‘환경 친화적 살균소독 기술(83.3%)’, ‘가공기

계 개발(81.9%)’ 순이며, ‘선도유지 기술’도 79.2%로 높은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연구개발(R&D)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갈변방지 기술’이며, 

가장 시급한 분야는 ‘신속·간편한 미생물 검사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6 분야별 R&D 수행 경험률 및 꼭 필요한 R&D 인지에 대한 동의율

단위: %

자료: 신선편이 채소/과일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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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의 경영실태 분석

2.1. 신선편이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영향요인 분석

앞 절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업이익률은 업체의 조직형

태, 신선편이 업력,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로 측정되는 업체의 규모, 생산하는 신선

편이 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선편이 제조업체 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래 식과 같은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y i= α+ ∑
10

j=1
b jX ij+μ

i

업체 매출액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매출액

이 높은 형 업체는 업이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조업이 가능하지만 세한 업체

가 시장에서 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업이익률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3-15>.

한편,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일반 민간사업체에 비해 업이익률

이 3.9%p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앞선 기초통계분석 결

과의 방향과 일치했다.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민간사업체에 비

해 농산물 원물 확보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고용인력 중 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비중이 1%p 높아지면 업이익률은 0.056%p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규직 인건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매출액 중 신선편이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관리하는 현재 단계에서의 한계적 비용

이 농산물 원물의 생산/유통이나 2차 가공품 생산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매출액 중 신선편이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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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신선편이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및 변수설정 추정치 표준오차 t-통계량 p값
매출액 백만 원 -0.0001 0.0000 -2.60 0.012

조직형태 더미변수
(base=일반 민간사업체)

= 1, if 조직형태=농협 -0.3551 3.2629 -0.11 0.914
= 1, if 조직형태=영농조
합법인 or 농업회사법인

3.9135 2.2113 1.77 0.082

신선편이 업력 년 수 0.0128 0.1484 0.09 0.932
정규직 비중 % -0.0561 0.0321 -1.74 0.086

생산 품목 더미변수
(base=신선편이 채소/과
일 모두 생산)

= 1, if 신선편이 
채소만 생산

1.8133 2.6056 0.70 0.489

= 1, if 신선편이 
과일만 생산

4.2108 2.9121 1.45 0.154

전체 매출액 중 
신선편이  비중

% -0.0572 0.0288 -1.99 0.051

계약재배 경험 = 1, 경험 있음 -3.3497 2.0463 -1.64 0.107
전체 납품 중 B2B  비중 % 0.0354 0.0197 1.80 0.077
과거 연구개발(R&D) 
경험  여부

= 1, 경험 있음 2.6349 1.8046 1.46 0.150

정부지원사업 
수혜 여부

= 1, 수혜 경험 있음 -0.6269 1.9685 -0.32 0.751

상수항 7.3008 4.0711 1.79 0.078
R-squared 0.3026
표본 수 70

주 1) 종속변수는 %로 측정되는 업이익률

    2) * p < 0.1, ** p < 0.05, *** p < 0.0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타났는데, 이는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관리하는 현재 단계에서의 한계적 비

용이 농산물 원물의 생산/유통이나 2차 가공품 생산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전체 판매/납품 중 B2B로의 판매 비중이 높을수록 업이익률이 소폭 높

은 것으로 분석되어 B2B로의 마진이 B2C 마진보다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편, 정부지원사업 수혜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신선편이 제조업체를 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들이 실

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p값=0.154), 신선편이 과일과 채소를 모두 

생산하는 업체에 비해 과일이나 채소 둘 중 한 개만 (특히 과일만) 생산하는 업체

의 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선편이 과일과 채소 생산 시 생

산 공정을 분리해야 함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 연구개발(R&D) 경험 여부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지만(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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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양(+)의 추정치가 도출되어 연구개발 확 를 통한 업이익률 개선이 가능

함을 확인하 다. 계약재배 경험 또한 p값이 0.107로 0.1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추

정치가 매우 큰 음(-)의 값으로 도출되어 계약의 품질이나 이행상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계약재배 의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

사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2.2. 신선편이 제조업체 경영효율성 분석23)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하는 사업체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

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수행하 다. 자료포락분석은 거리함수를 이용한 

효율성 평가 방법으로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자료를 근거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

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를 도출하고 이와 다른 평가 상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상 적인 기술효율성을 계측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규모수익가변

(Variable Returns to Scale)을 허용한 Banker et al.(1984)의 BCC모형을 사용하 는

데, BCC모형은 ‘전체 기술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모효율성’과 ‘순수한 기술효율

성’을 구분하여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순수한 기술효율성’이란 기술효율

성에서 규모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순수 기술효율성의 값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운 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규모효율성이 1

이 아닌 경우에는 최적 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효율성과 순수한 기술효율성의 크기를 비교하여 비효율이 운 과 규모 중 

어느 부분에 더 기인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데, <표 3-16>의 비효율 주원인을 

살펴보면, 분석 상 업체 중 51개 업체의 규모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보다 높게 

나타나 신선편이 제조업체들의 비효율성이 주로 운 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업체가 경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와 

23) 강원대학교 이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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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요소의 재분배를 통한 순수기술효율성 향상을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규

모수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6개 업체가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으로 분석되어 최적 규모에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89%) 업체는 과소투자 상태를 의미하는 규모수익증가(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에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경 효율성 분석으로부터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운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한 

후에 규모를 확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다.

 

표 3-16 경영효율성 분석 결과(2018년 매출액 기준)

비효율 주원인 규모수익
순수기술효율성 (PTE) 

> 규모효율성 (SE)
순수기술효율성 (PTE) 

< 규모효율성 (SE)
CRS IRS DRS 합계

18업체 51업체 6업체 62업체 2업체 70업체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사업체 조직형태를 구분하여 효율성을 계측한 결과는 <표 3-17>과 같다. 세 조

직형태 모두 규모효율성보다 순수기술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순수기술효율성 향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업체 조직형태별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일반 민간사업체의 기술효율성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간사업체가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조합법인 및 농업

표 3-17 조직형태별 경영효율성 분석 결과(2018년 매출액 기준)

구분 기술효율성 (TE) 순수기술효율성 (PTE) 규모효율성 (SE)

농협
(N=6)

평균 0.005 0.06 0.17
표준편차 0.003 0.04 0.15
최솟값 0.002 0.005 0.0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N=37)

평균 0.01 0.05 0.34
표준편차 0.02 0.05 0.34
최솟값 0.002 0.002 0.01

일반 민간사업체
(N=27)

평균 0.05 0.18 0.29
표준편차 0.19 0.32 0.28
최솟값 0.002 0.005 0.0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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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의 경우 규모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요소 및 산출물 배분 등 

운 과 관련된 순수기술효율성은 세 조직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농협의 경우 규

모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세 조직 중 가장 적정 규모에서 벗어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럼에도 순수기술효율성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운  효율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경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경험이 길고, 정규직 직원의 

수가 많고, 품질관리 전문가를 보유할 경우 순수기술효율성이 향상되었다<표 3-18>. 

이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 경험 및 전문성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투입요소 중에서 재료비는 양(+)의 관계, 인건비와 임차료는 

음(-)의 관계를 보 는데, 이는 생산요소의 재분배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 다. 

규모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규직원 수의 확 를 통

한 규모화가 경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발견하 다.

표 3-18 경영효율성 요인 분석 결과

구분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감가상각비 0.00009 0.0001 -0.00004 0.0002

재료비 0.00001* 7.09e-06 -6.90e-06 0.00001
인건비 -0.0001*** 0.00003  -0.00009 0.00007
임차료 -0.0004* 0.0002 -0.0002 0.0004

공장가동비 0.00004 0.0001 0.00007 0.0002
마케팅비용 0.00005 0.0001 -0.00002 0.0003
시험/검사비 -0.0005 0.0004 -0.0004 0.0007

물류비 0.00002 0.00008 -0.0001 0.0001
기타비용 0.00004 0.00003 -2.29e-06 0.00005

사업경험연도 0.009*** 0.002 -0.001 0.004
생산공정 자동화율 0.0009 0.0008 -0.001 0.001

정규직원 수 0.002*** 0.0003 0.002** 0.0007
품질관리사 여부 0.166*** 0.049 -0.068 0.091

위생검사 직접수행 여부 -0.028 0.053 -0.163* 0.096
계약재배 여부 -0.054  0.039 -0.006 0.072

거래처 수 -0.00005 0.00004 -0.00005 0.00007
기술개발 진행 여부 -0.045 0.045 0.029 0.082
정부지원 경험 여부 -0.049 0.043 0.061 0.079

상수항 -0.043 0.047 0.533*** 0.086
Log likelihood 35.15 8.07

주: *, **, ***은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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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애로사항

3.1.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시장 평가

3.1.1. 시장 전망과 애로사항의 변화

2019년 신선편이 제조업체 상 시장 전망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10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크게 확 되었

다<그림 3-7>.24) 2009년 당시 시장 전망 및 사업계획에 해 가장 많은 응답자인 

34.8%가 ‘3~5년간 점진적인 확 ’,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

으며, 2019년 조사에서는 ‘향후 1~2년 내 급속 확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2%를 

차지하 다. 

전반적인 애로사항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가장 큰 애

로사항이었으나, 2019년에는 ‘판로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과거 생

산의 문제에서 소비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신선

도 제고’가 11.6% 수준이었으나 2019년 21.8%로 확 되었고, ‘새로운 상품의 개

발’이 14.5% 으나 현재는 8.3% 수준으로 그 비중이 낮아진 상황이다. 

제품판매 시 애로사항으로 2009년에는 ‘신선편이에 한 인지도 부족(34.8%)’

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나, 2019년에는 16.7%로 낮아진 상황이다. 2019

년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09년 13.0%에 머물렀던 ‘한정된 판로(36.1%)’가 차지하

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경쟁사와의 가격경쟁은 심화되었고, 구매자와의 거래

조건 협상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재료 조달 시 애로사항은 2009년에 비해 ‘심한 가격등락’이 가장 주요한 애로

사항으로 변화하 으며, ‘높은 가격’과 ‘저품질’ 이슈는 비교적 완화된 모습이다. 

‘품질의 균일성 미비’와 ‘긴급물량의 어려움’은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 다.

24) 이용선 외(2009)의 조사 결과 중 시장의 문제점과 전망 등과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76 |

그림 3-7 신선편이업체의 시장전망과 애로사항의 변화

단위: %

주: 2009년 자료는 이용선 외(2009)에서 신선편이 제조업체 23개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문항별로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분석함.

자료: 이용선 외(2009);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2019).

3.1.2. 시장 이슈 및 애로사항 평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이슈를 선정하고, 신선편

이 제조업체를 상으로 이를 5점 척도로 평가토록 하 다<표 3-19>.25)

이슈 평가 결과, 5점 척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가장 동의정도가 높은 이슈는 

‘인건비로 인한 경 상의 어려움’으로 4.24점(5점 만점)을 기록하 으며, ‘원료 

25)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척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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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신선편이업체의 시장 내 이슈 평가

단위: 점

　구분 5점 평균

인건비(최저임금포함) 상승으로 신선편의식품/농산물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4.24

신선편의식품/농산물생산은 원료 농산물 가격등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4.13

신선편의식품/농산물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4.04

신선편의, 신선편이, 전처리, 최소가공 등 분명하고 공통된 산업적 용어와 정의가 필요하다. 3.99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신선편의식품/농산물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3.56

신선편의식품/농산물 시장에는 대기업의 횡포가 존재한다. 3.51

신선편의식품/농산물은 생산,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부패하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3.17

국내신선편이식품/농산물의 생산/가공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 3.17

사업체(건물/공장)임차료 상승으로 신선편의식품/농산물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3.06

냉동채소/과일도 신선편의식품/농산물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2.94

신선편의식품/농산물생산(공급)업체 간 제품의 품질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2.56

신선편이식품/농산물의 시장 거래가격은 적정 수준이다. 2.38

신선편의식품/농산물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수요 감소). 2.0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농산물 가격등락의 향(4.13점)’, ‘시장 내 경쟁의 심화(4.04점)’도 평균 4점 이상

을 기록하 다. 

‘산업을 지칭하는 분명하고 공통된 용어와 정의 정립(3.99점)’, ‘원료농산물 가

격으로 인한 어려움(3.56점)’, ‘ 기업의 횡포(3.51점)’까지 통상 사회과학적 연구

에서 높은 편으로 평가하는 3.5점 이상을 기록하여 시장에서 공감 가 형성된 이

슈로 평가되었다. 

3.2.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문제점

3.2.1. 당면한 문제점 평가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반 하듯 ‘인력 및 인건비 문

제’를 가장 큰 당면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본/투자 여력 문제(23.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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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조달 문제(17.6%)’ 순이었다<표 3-20>. 조직형태별로 농협과 농조합법인

은 ‘원재료 조달 문제’는 크지 않지만 ‘판매 및 마케팅 문제’와 ‘자본/투자여력 문

제’를 각각 42.9%와 52.4%로 큰 문제로 보고 있으며, 신선편이 과일만 취급하는 

업체는 ‘판매 및 마케팅 문제’도 28.6%로 높은 편이었다.

업력 5~10년 미만 업체와 종사자 수 15~30인 미만 업체에서는 ‘자본/투자 여력 

문제’가 31.9%와 29.6%를 차지해 낮은 수준의 경공업 방식에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출액 100억 원 이

상 업체는 ‘인력 및 인건비  문제’보다 ‘원재료 조달 문제’를 더 큰 문제점으로 꼽

고 있으며, 농조합법인과 농협, 신선편이 과일업체는 ‘기술력 부족 문제’를 꼽

는 비중도 상 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3-20 제조업체가 꼽은 당면한 문제점

단위: %

　구분
원재료 조달 

문제
자본/투자
여력 문제

인력 및 
인건비 문제

판매 및 
마케팅 문제

기술력 부족 
문제

 기타

전체 17.6 23.6 37.0 17.1 2.8 1.9 

조직
형태

농협 4.8 19.0 19.0 42.9 9.5 4.8 
영농조합법인 9.5 52.4 19.0 9.5 9.5 0.0 
농업회사법인 15.6 28.9 43.3 8.9 0.0 3.3 
일반  민간사업체 25.0 11.9 39.3 21.4 2.4 0.0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18.2 22.7 39.4 16.7 0.0 3.0 
5~10년 미만 16.7 31.9 34.7 12.5 4.2 0.0 
5년 미만 17.9 16.7 37.2 21.8 3.8 2.6 

매출
액

10억 원 미만 10.6 24.2 39.4 22.7 3.0 0.0 
10억~30억 원 미만 15.0 21.7 38.3 16.7 6.7 1.7 
30억~100억 원 미만 20.6 23.8 38.1 12.7 0.0 4.8 
100억 원 이상 33.3 25.9 25.9 14.8 0.0 0.0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21.4 22.2 41.9 11.1 0.9 2.6 
신선편이 과일 12.7 20.6 31.7 28.6 6.3 0.0 
신선편이 모두 13.9 33.3 30.6 16.7 2.8 2.8 

종사
자 수

15인 미만 22.9 20.8 37.5 18.8 0.0 0.0 
15~30인 미만 11.1 29.6 37.0 16.0 4.9 1.2 
30~100인 미만 20.3 20.3 34.8 17.4 2.9 4.3 
100인 이상 22.2 16.7 44.4 16.7 0.0 0.0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재계산한 수치임.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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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당면 문제별 세부 문제점 평가

단위: %

인력 및 인건비 문제

22.2

68.1

높은 인건비 부담 작업장 인력 수급 불안

원재료 조달 문제

27.8

51.4

높은 원재료 가격높은 원재료 가격변동성

43.1

45.8

투자가 절실하나
투자여력이 부족

자본/투자 여력 문제

높은 설비가격
(설비, 기계 등)

15.3

59.7

낮은 납품가격 경기침체 및 시장
축소(수요감소)

판매 및 마케팅 문제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3.2.2. 인력 및 인건비 문제  “높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 충원 불안”

분야별로 세부 문제점을 평가한 결과, 인력 및 인건비 문제의 세부 문제점은 ‘높

은 인건비 부담’과 ‘작업장 인력 수급불안’ 등이다<그림 3-8>. 실제 신선편이 제조

업체 표 및 임원급 재직자를 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최저시급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신선편이 제조업체들이 주로 수도권 외곽이나, 읍·면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물

리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

표 3-21 인력 및 인건비 문제에 대한 주요 의견

“젊은 층은 아예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수도권은 낫죠. 지방 소도시는 외국인 인력도 불법체류자 아니면 구하기 힘들어요.”

“일하러 왔다가 반나절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인원을 감축하지는 않지만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는 않아요.”

“농산물 특성상 주 6일을 기본으로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주 6일 인력 모집을 하면 

지원자가 없어요.”

자료: 신선편이 제조업체 표 및 임원급 재직자 인터뷰 조사 결과.



80 |

3.2.3. 원재료 조달 문제 “가격 변동성과 높은 매입가격”

원재료 조달 문제에서는 ‘가격변동성’ 과 ‘높은 원재료 가격’이 큰 문제 으며,  

이는 작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공급의 불안정성이 큰 농산물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

를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의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으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38.9%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계약재배 경험이 있었고, 그마저도 57.1%가 1년

짜리 단발성 계약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계약재배 거래 불이행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국산 농산물을 체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

서는 소비자가 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2>.26)

표 3-22 원재료 조달 문제에 대한 주요 의견

“가격 등락 폭이 너무 심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가격도 문제지만 원재료 품질이 들쭉날쭉해서 수율 차이가 많이 나요.”

“양상추는 여름 고온기에 잎이 얇아져서 신선편이 가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입산

을 사용하는데 가격이 더 비싸죠. 작년에 이상 고온기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계약재배를 안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 등락에 따라 그냥 계약 파기하는 농민들

이 부지기수예요. 파기금을 내고 파기하는 경우도 있고 선급금을 지급하면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고, 폐업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료: 신선편이 제조업체 표 및 임원급 재직자 인터뷰 조사 결과.

3.2.4. 자본/투자 여력 문제 “투자여력 부족과 높은 설비가격”

자본/투자 여력 문제에서는 ‘투자여력 부족’과 ‘높은 설비가격’이 주된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에 해서는 수혜 상이 농업법인에만 한정

26)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여름 고온기에 국내산 양상추의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이 더 비싼 수입산 양

상추를 사용하였는데도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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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융자사업의 금리가 시중 금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등의 어

려움을  토로하 다<표 3-23>.

자동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해서는 식품기계의 낮은 국산화율 때문에 도입 

및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소요되며,  투자비 회수를 위한 고정적인 거래물량이 확

보되지 않으면 선뜻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3-23 자본/투자 여력 문제 대한 주요 의견

“정부 정책이 너무 농업 중심이라, 일반기업은 해당이 안 되거나 받기 어려워요.”

“융자지원을 받아도 사실 금리가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요새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컨설팅을 먼저 받아야 해요. 어찌 보면 컨설팅업체 배

만 불려주는 것 같아요.”

“모 회사는 이태리제 기계를 쓴다고 해요. 한 대에 1억원이 넘는 기계인데 외국계 마트

와 고정물량이 많아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기계 가격보다 기계 유지 보수 비용이 감당

이 안 될 것 같아서 국산 제품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제품이 없어요.”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발주량이 일정치가 않고 기계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수요가 있을지 걱정이 들어요.”

자료: 신선편이 제조업체 표 및 임원급 재직자 인터뷰 조사 결과.

3.2.5. 판매 및 마케팅 문제 “납품가격 인하와 경쟁의 심화”

판매 및 마케팅 문제에서는 낮은 납품가격을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납품가격

인하를 부추기는 원인에는 시장 내 과당경쟁,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빈번한 개·

폐업, 세한 업체들 간 경쟁 심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시장 진출과 투자, 불공

정 거래 관행, 수요처의 납품가격 인하 요구 등 다양한 원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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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판매 및 마케팅 문제 대한 주요 의견

“원재료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 단가는 올라가는데 납품 단가는 제자리예요.”

“경쟁업체들이 많아서 수요처에서 계속 가격경쟁을 부추겨요. 우리가 가격결정력이 

없어요. 그래도 대출을 갚아야 하니까….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형수요처 외에 다른 수요처의 정보가 없어요. 대형 수요처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재는 인맥을 통한 영업밖에 못하고 있어요.”

“수요처의 지나친 요구가 있어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샘플 비용이라든지, 행사 비용 

등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경쟁할 수가 없죠. 외국계 자본도 들

어와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시장을 많이 가져간 상황이에요.”

자료: 신선편이 제조업체 표 및 임원급 재직자 인터뷰 조사 결과.

3.3. 정부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방향에 해 신선편이 제조업체들은 ‘자금지원 확

(28.7%)’, ‘원물가격 안정화(26.4%)’, ‘공급/이용업체 관련 유통정보 확 (15.7%)’ 

순으로 응답하 다. 자금지원 확 는 농협(38.1%),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38.3%), 신선편이 과일 제조업체(36.5%), 종사자 수 15~30인 미만(39.5%) 업체

에서 상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원물가격 안정화는 일반 민간업체

(33.3%), 매출액 100억 원 이상(37.0%), 종사자 수 100인 이상(55.6%)인 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3-25>. 

종사자 수 100인 이상 업체는 공급/이용업체 관련 유통정보를 확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으나 농조합법인(42.9%), 매출액 30억~100억 원 미만(20.6%) 

등 업체에서는 높게 나타나 기업을 제외하면 판로 및 거래선에 한 정보가 부

족함을 알 수 있었다. 신선편이 업력 5년 미만과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는 품

질/규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비중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과일/채소 소비확

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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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방향

단위: %

　구분
원물가격 
안정화

자금지원 
확대

품질/규격 
신설

위생안전 
기준 완화

공급/이용업체 
관련 유통정

보 확대

과일/채소 
소비 확대

기타

전체 26.4 28.7 6.0 3.7 15.7 14.8 4.6

조직
형태

농협 4.8 38.1 9.5 0.0 19.0 28.6 0.0

영농조합법인 23.8 23.8 0.0 4.8 42.9 4.8 0.0

농업회사법인 25.6 32.2 5.6 1.1 13.3 14.4 7.8

일반  민간사업체 33.3 23.8 7.1 7.1 10.7 14.3 3.6

신선
편이  
업력

10년 이상 26.9 30.8 3.8 6.4 16.7 14.1 1.3

5~10년 미만 23.6 31.9 2.8 2.8 13.9 20.8 4.2

5년 미만 28.8 22.7 12.1 1.5 16.7 9.1 9.1

매출
액

10억 원 미만 27.3 25.8 6.1 1.5 18.2 15.2 6.1

10억~30억 원 미만 25.0 38.3 0.0 5.0 10.0 20.0 1.7

30억~100억 원 미만 22.2 27.0 6.3 4.8 20.6 11.1 7.9

100억 원 이상 37.0 18.5 18.5 3.7 11.1 11.1 0.0

대상 
구분

신선편이 채소 28.2 24.8 8.5 3.4 17.1 11.1 6.8

신선편이 과일 25.4 36.5 0.0 0.0 14.3 20.6 3.2

신선편이 모두 22.2 27.8 8.3 11.1 13.9 16.7 0.0

종사
자 수

15인 미만 29.2 22.9 0.0 6.3 16.7 20.8 4.2

15~30인 미만 22.2 39.5 2.5 4.9 16.0 11.1 3.7

30~100인 미만 21.7 26.1 13.0 0.0 18.8 13.0 7.2

100인 이상 55.6 5.6 11.1 5.6 0.0 22.2 0.0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재계산한 수치임.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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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채소 수요처별 
소비행태 분석

제3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신선편이 제조업체

에서의 생산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별 소비행태를 살펴보았는데, 업체에 의한 소비(B2B)와 소비자에 의한 소비

(B2C)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B2B 소비는 다시 급식업체, 외식업체, 그리고 식품

제조업체로 구분하 으며, B2C 소비는 가구 내에서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주구매

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 다. 

1. 급식업체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분석

1.1. 응답 사업체 특성

급식업체에서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단체급식업체 

총 320곳의 점장급 책임 양사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다음의 <표 4-1>은 응답 사업체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며, 무작위로 응답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업

장 구분별로는 일반 회사가 106개소 33.1%로 가장 많고, 교육시설이 99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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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를 차지한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이 13.4%, 경기/인천/강원 지역이 30.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좌석 수는 50개 미만에서부터 300개 이상, 조리실 규모는 15

평 미만에서 100평 이상, 식수인원은 200명 미만에서 800명 이상까지, 비교적 고

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27)

표 4-1 급식업체의 응답 사업체 특성

단위: 개, %

　구분 개소 비중 　구분 개소 비중

사업장  
구분

교육시설 99 30.9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228 71.3

병원 81 25.3 위탁사업장 92 28.8

요양시설(생활시설) 34 10.6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57 17.8

회사 106 33.1 15평~25평 미만 82 25.6

사업장 
소재지

서울 43 13.4 25평~50평 미만 74 23.1

경기/인천/강원 96 30.0 50평~100평 미만 67 20.9

대전/충청권 45 14.1 100평 이상 40 12.5

광주/제주/전라권 59 18.4

식수
인원

200명 미만 85 26.6

대구/경북권 31 9.7 200명~400명 미만 85 26.6

부산/울산/경남권 46 14.4 400명~800명 미만 79 24.7

좌석 수

50개 미만 72 22.5 800명 이상 71 22.2

50개  이상~100개 미만 88 27.5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146 45.6

100개  이상~150개 미만 52 16.3 2천~5천만 원 미만 95 29.7

150개  이상~300개 미만 44 13.8 5천만 원 이상 79 24.7

300개 이상 64 20.0 전체 320 100.0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재료비 비중이 5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인건비 비중도 26.8%로 높은 편이다<그림 4-1>. 원재료 조달처는 형 

식자재 업체 비중이 평균 46.4%로 가장 많고, 급식업체가 기업형 전문업체 증가에 

따라 자체 물류배송을 이용하는 비중도 14.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타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학교 등의 친환경 유통센터 비중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7) 영양사 대상 파일럿 조사에서 영양사들이 식당의 규모를 평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견

되어 식당 내 좌석 수로 식당의 규모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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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급식업체의 비용 구조와 원재료 조달처 비중

단위: %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1.2.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채소·과일 사용 현황

1.2.1. 신선편이 채소 사용 여부 및 사용·미사용 이유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해 설문한 결과 55.6%의 업체에서 신선

편이 채소를 사용 중이며, 44.4%의 업체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표 4-2 급식업체의 신선편이 채소 사용 여부와 이유

단위: %

구분
신선편이 

채소
사용 중

사용하는 이유
신선편이 

채소
사용안함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리과정
이  간편/
편리해서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서

위생,
안전성이

염려
되어서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인력과
시간이

충분해서

전체 55.6 41.6 29.8 44.4 70.4 11.3 5.6 4.9

업장
구분

교육시설 72.7 51.4 27.8 27.3 48.1 22.2 11.1 7.4

병원 53.1 48.8 23.3 46.9 73.7 10.5 5.3 0.0

요양시설(생활시설) 47.1 18.8 37.5 52.9 77.8 11.1 5.6 0.0

회사 44.3 27.7 36.2 55.7 76.3 6.8 3.4 8.5

소재지 
구분

수도권 60.5 46.2 25.6 39.5 64.7 13.7 2.0 2.0

비수도권 52.4 38.0 33.0 47.6 73.6 9.9 7.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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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신선편이 

채소
사용 중

사용하는 이유
신선편이 

채소
사용안함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리과정
이  간편/
편리해서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서

위생,
안전성이

염려
되어서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인력과
시간이

충분해서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57.9 43.2 31.1 42.1 64.6 14.6 6.3 5.2

위탁사업장 50.0 37.0 26.1 50.0 82.6 4.3 4.3 4.3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63.2 27.8 41.7 36.8 76.2 14.3 0.0 4.8

15평~25평  미만 43.9 41.7 33.3 56.1 73.9 8.7 8.7 2.2

25평~50평  미만 54.1 37.5 30.0 45.9 64.7 8.8 5.9 8.8

50평~100평  미만 64.2 60.5 16.3 35.8 75.0 8.3 0.0 4.2

100평 이상 57.5 34.8 30.4 42.5 58.8 23.5 11.8 5.9

좌석 
수

50개 미만 59.7 32.6 32.6 40.3 86.2 6.9 3.4 0.0

50개~100개 미만 40.9 41.7 33.3 59.1 69.2 9.6 5.8 5.8

100개~150개 미만 50.0 46.2 23.1 50.0 69.2 11.5 7.7 3.8

150개~300개 미만 54.5 33.3 41.7 45.5 65.0 10.0 10.0 5.0

300개 이상 76.6 51.0 22.4 23.4 53.3 26.7 0.0 13.3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45.9 30.8 35.9 54.1 73.9 8.7 4.3 4.3

200명~400명 미만 48.2 41.5 29.3 51.8 70.5 13.6 4.5 6.8

400명~800명 미만 62.0 40.8 32.7 38.0 76.7 10.0 6.7 0.0

800명 이상 69.0 51.0 22.4 31.0 54.5 13.6 9.1 9.1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52.7 37.7 32.5 47.3 73.9 10.1 2.9 4.3

2천~5천만 원  미만 55.8 41.5 28.3 44.2 66.7 9.5 9.5 7.1

5천만 원 이상 60.8 47.9 27.1 39.2 67.7 16.1 6.5 3.2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신선편이를 사용 중인 업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72.7%), 수도권(60.5%), 직

사업장(57.9%),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63.2%)과 50~100평 미만(64.2%), 좌석 수 

50개 미만(59.7%)과 300개 이상(76.6%), 일일 식수 인원과 월평균 매출액이 많을

수록,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 중인 업체 비중이 높았다.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리과정이 간편/편리해서(41.6%)’,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29.8%)’의 비중이 높았다.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가 70.4%로 압도적이었으며, 급식업체에서 ‘위생․안전

성’과 ‘신선도’에 한 염려는 크지 않았다. 비싼 가격 때문이라는 의견은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좌석 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업체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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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짐작되며, 더욱이 위탁사업장의 경우에는 82.6%가 비싼 가격 때문에 신선편

이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업체의 이윤구조를 위해 원가를 절감

해야 하는 상황이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 

1.2.2. 신선편이 과일 사용 여부 및 사용·미사용 이유

신선편이 과일의 경우에는 사용 중인 업체 비중이 23.4%로 채소의 절반에 미치

지 못하 다<표 4-3>. 교육시설(46.5%), 수도권(34.1%), 직 사업장(28.1%), 규

모가 큰 업체에서 비교적 사용 중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신선편이 과

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리과정이 간편/편리해서(33.3%)’,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3.3%)’이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채소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싸서

(66.9%)와 위생안전성 등이 염려되어서(12.7%)의 순서 다. 

급식업체에서 신선편이 제품의 사용은 신선편이 채소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학교 등 교육시설, 수도권, 직 사업장, 조리실 규모가 아주 작거나 매우 큰 업체, 

좌석 수가 매우 많은 업체, 일일식수인원이 많은 업체, 매출액이 큰 업체 등에서 높게 

나타나, 비용-이윤구조 및 업체의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3 급식업체의 신선편이 과일 사용 여부와 이유

단위: %

구분
신선편이 

과일
사용 중

사용하는 이유
신선편이 

과일
사용 안 

함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리과정
이  간편/
편리해서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서

위생,
안전성이 

염려
되어서

인력과
시간이

충분해서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전체 23.4 33.3 33.3 76.6 66.9 12.7 6.5 5.3

업장
구분

교육시설 46.5 37.0 30.4 53.5 56.6 28.3 7.5 3.8
병원 16.0 38.5 15.4 84.0 73.5 7.4 8.8 4.4
요양시설(생활시설) 20.6 28.6 42.9 79.4 66.7 14.8 3.7 7.4
회사 8.5 11.1 66.7 91.5 68.0 7.2 5.2 6.2

소재지 
구분

수도권 34.1 36.4 40.9 65.9 70.6 12.9 3.5 2.4
비수도권 16.2 29.0 22.6 83.8 65.0 12.5 8.1 6.9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28.1 34.4 32.8 71.9 61.0 17.7 8.5 4.9
위탁사업장 12.0 27.3 36.4 88.0 79.0 2.5 2.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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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신선편이 

과일
사용 중

사용하는 이유
신선편이 

과일
사용 
안 함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리과정
이  간편/
편리해서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서

위생,
안전성이 

염려
되어서

인력과
시간이

충분해서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22.8 38.5 23.1 77.2 68.2 9.1 6.8 4.5
15평~25평  미만 18.3 20.0 33.3 81.7 71.6 11.9 4.5 6.0
25평~50평  미만 16.2 16.7 33.3 83.8 69.4 8.1 8.1 4.8
50평~100평  미만 31.3 47.6 33.3 68.7 60.9 19.6 6.5 4.3
100평 이상 35.0 35.7 42.9 65.0 57.7 19.2 7.7 7.7

좌석 
수

50개 미만 18.1 23.1 30.8 81.9 76.3 10.2 1.7 3.4
50개~100개 미만 19.3 35.3 41.2 80.7 70.4 7.0 8.5 5.6
100개~150개 미만 13.5 57.1 28.6 86.5 57.8 15.6 6.7 8.9
150개~300개 미만 22.7 20.0 40.0 77.3 70.6 8.8 5.9 8.8
300개 이상 43.8 35.7 28.6 56.3 52.8 27.8 11.1 0.0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23.5 20.0 40.0 76.5 73.8 7.7 3.1 6.2
200명~400명 미만 12.9 18.2 36.4 87.1 68.9 13.5 4.1 5.4
400명~800명 미만 32.9 50.0 23.1 67.1 62.3 13.2 7.5 5.7
800명 이상 25.4 33.3 38.9 74.6 60.4 17.0 13.2 3.8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24.7 25.0 33.3 75.3 71.8 10.0 6.4 2.7
2천~5천만 원  미만 21.1 45.0 25.0 78.9 64.0 13.3 5.3 10.7
5천만 원 이상 24.1 36.8 42.1 75.9 61.7 16.7 8.3 3.3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위탁사업장의 경우에는 원가를 관리하여 이윤을 발생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

문에 직 사업장에 비해 원재료 절감에 한 유인이 존재하며, 반면 직 사업장

은 굳이 이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정해진 급식단가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조리실 규모가 협소한 경우, 전처리를 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부

족할 수 있으며, 식수인원이 많고 업장규모가 큰 경우에는 많은 양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자가 전처리 부담이 수반될 것이다.

1.2.3. 구매경험이 있는 신선편이 품목과 선호하는 처리수준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사용 중인 급식업체를 상으로 최근 3개월간 구매경험

이 있는 신선편이 식재료를 모두 고르도록 하 다<그림 4-2>. 가장 많이 사용한 

품목은 마늘이었으며 전체 응답업체의 56.3%가 구매경험이 있었다. 양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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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로 구매경험이 많았고, 감자(47.0%), 연근(44.8%), 파(43.7%), 당근

(42.1%)도 40%가 넘는 업체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품목은 체로 손질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특징이 있으며, 신선편이 과일의 경우에는 

파인애플이 유일하게 30% 이상의 업체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최근 3개월 동안 구매경험이 있는 신선편이 품목(중복응답)

단위: %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체급식소 양사들이 선호하는 신선편이 처리 수준은 ‘세척해서 껍질만 벗긴 

것’이 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그림 4-3>. 세척만 한 것은 8.7%로 가

장 낮은 비중을 점하 으며, 세척해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절단한 것(깍둑/채썰기)

과 세척해서 껍질을 벗기고 크게 절단한 것이 각각 19.7%와 16.9%를 차지하 다. 

세척해서 껍질만 벗긴 것에 한 선호가 높은 이유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절단된 상품의 경우 가격이 증가한다는 점, 절단 상태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

는다는 점, 현장에서 원하는 상태로 절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 등

의 이유에 기인한다.28)

28) 한편,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44.7%는 채썰기용(슬라이스) 절단기기를, 36.6%는 깍둑썰기용(다이

스) 절단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절단기기를 보유한 업체에서 세척해서 껍질

만 벗긴 것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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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선호하는 신선편이 처리수준

단위: %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1.3. 급식업체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만족도 평가

1.3.1. 전반적인 만족도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사용 중인 급식업체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토록 하 다. 신선편이 채소와 과일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61.3%, 5

점 척도 평균  채소 3.67점과 과일 3.69점으로 나타나, 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하 다<표 4-4>.

전반적인 만족도는 교육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 사업장, 조

리실 규모 50~100평 이상, 좌석 수 300개 이상 등 신선편이 식재료를 사용 중인 비

중이 높은 그룹에서 상 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그룹은 신선

편이 과일·채소를 사용하는 급식업체 중 주 수요 그룹으로 볼 수 있으며 상 적 고

가격인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사용할 여력이 있는 동시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꾸준한 수요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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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신선편이 채소 만족도 신선편이 과일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5점 평균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5점 평균

전체 3.4 35.4 61.3 3.67 4.0 34.7 61.3 3.69

업장
구분

교육시설 5.6 15.3 79.2 3.88 6.5 21.7 71.7 3.83
병원 2.3 51.2 46.5 3.47 0.0 69.2 30.8 3.38
요양시설(생활시설) 6.3 18.8 75.1 3.75 0.0 42.9 57.1 3.57
회사 0.0 57.4 42.5 3.51 0.0 44.4 55.6 3.56

소재지 
구분

수도권 6.4 35.9 57.7 3.59 6.8 31.8 61.3 3.68
비수도권 1.0 35.0 64.0 3.73 0.0 38.7 61.3 3.71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4.6 28.0 67.5 3.73 3.1 32.8 64.1 3.75
위탁사업장 0.0 56.5 43.4 3.48 9.1 45.5 45.5 3.36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2.8 50.0 47.3 3.50 0.0 38.5 61.6 3.77
15평~25평  미만 8.4 41.7 50.0 3.47 0.0 40.0 60.0 3.73
25평~50평  미만 0.0 37.5 62.5 3.70 0.0 58.3 41.7 3.42
50평~100평  미만 2.3 25.6 72.1 3.86 9.5 19.0 71.4 3.76
100평 이상 4.3 17.4 78.3 3.83 7.1 28.6 64.3 3.71

좌석 
수

50개 미만 2.3 53.5 44.2 3.51 0.0 69.2 30.8 3.46
50개~100개 미만 2.8 44.4 52.8 3.50 0.0 35.3 64.7 3.65
100개~150개 미만 0.0 30.8 69.2 3.81 0.0 28.6 71.4 3.71
150개~300개 미만 0.0 29.2 70.8 3.79 10.0 50.0 40.0 3.40
300개 이상 8.1 18.4 73.4 3.80 7.1 14.3 78.5 3.93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0.0 51.3 48.7 3.54 0.0 40.0 60.0 3.65
200명~400명 미만 2.4 34.1 63.4 3.76 0.0 45.5 54.6 3.73
400명~800명 미만 6.1 32.7 61.2 3.61 7.7 38.5 53.8 3.50
800명 이상 4.0 26.5 69.3 3.76 5.6 16.7 77.8 4.00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3.9 42.9 53.3 3.58 2.8 36.1 61.1 3.72
2천~5천만 원  미만 1.9 26.4 71.7 3.79 0.0 40.0 60.0 3.70
5천만 원 이상 4.2 33.3 62.5 3.67 10.5 26.3 63.1 3.63

주: ‘만족하지 않는다’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의 합, ‘만족한다’는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1.3.2. 속성별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신선편이 채소를 구성하는 세부 속성별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리커트 5점 척도

로 평가하여, 결과를 토 로 속성별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시행하 다. ‘편

리한 정도’, ‘제조일자·유통기한 표기’, ‘업장 내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에 위치하여 높게 평가되었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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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사분면에 위치한 ‘식품첨가물 미첨가’, ‘맛·식감·향’, ‘신선도’, ‘가격’, 

‘품목의 다양성’은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향후 급식시장에서의 신선편

이 채소 확 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위생·안전성 

관리’는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만족도는 상 적으로 높지 않았으

며,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개선과제로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4 급식업체의 신선편이 채소 영양사 IPA 분석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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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체급식소 향후 구매 의향

전체 급식업체 양사를 상으로 향후 신선편이 제품의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채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0.0%(3.57점)가 구매할 의향이 있었으며, 구매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표 4-5>. 신선편이 과일은 전체 응답자의 

 

표 4-5 신선편이 과일·채소 향후 구매 의향

단위: %, 점

구분
신선편이 채소 신선편이 과일

구매하지 
않을 것

보통이다
구매할 

것
5점 평균

구매하지 
않을 것

보통이다
구매할 

것
5점 평균

전체 8.1 31.9 60.0 3.57 20.6 40.0 39.4 3.23

업장
구분

교육시설 8.1 21.2 70.7 3.73 17.2 30.3 52.5 3.43
병원 6.2 34.6 59.3 3.56 22.2 42.0 35.8 3.17
요양시설(생활시설) 5.9 32.4 61.7 3.65 11.8 41.2 47.1 3.41
회사 10.4 39.6 50.0 3.42 25.5 47.2 27.4 3.02

소재지 
구분

수도권 8.5 29.5 62.0 3.64 15.5 36.4 48.1 3.40
비수도권 7.9 33.5 58.6 3.53 24.1 42.4 33.5 3.11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6.1 30.3 63.6 3.64 18.9 39.5 41.7 3.28
위탁사업장 13.0 35.9 51.1 3.41 25.0 41.3 33.7 3.10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3.5 26.3 70.2 3.68 15.8 36.8 47.4 3.33
15평~25평  미만 13.4 37.8 48.8 3.39 26.8 43.9 29.2 3.05
25평~50평  미만 8.1 33.8 58.2 3.54 23.0 48.6 28.4 3.07
50평~100평  미만 7.5 26.9 65.6 3.70 20.9 34.3 44.7 3.34
100평 이상 5.0 32.5 62.5 3.63 10.0 30.0 60.0 3.55

좌석 
수

50개 미만 5.6 30.6 63.9 3.63 20.8 40.3 38.9 3.22
50개~100개 미만 11.4 37.5 51.2 3.42 22.7 42.0 35.3 3.15
100개~150개 미만 7.7 32.7 59.6 3.58 23.1 46.2 30.7 3.12
150개~300개 미만 13.6 29.5 56.8 3.48 25.0 40.9 34.1 3.09
300개 이상 3.1 26.6 70.3 3.78 12.5 31.3 56.3 3.53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8.2 41.2 50.6 3.45 21.2 44.7 34.2 3.15
200명~400명 미만 7.1 32.9 60.0 3.54 17.6 43.5 38.8 3.21
400명~800명 미만 12.7 25.3 62.0 3.53 24.1 32.9 43.0 3.22
800명 이상 4.2 26.8 69.0 3.80 19.7 38.0 42.3 3.35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6.8 34.2 58.9 3.57 17.1 41.1 41.8 3.28
2천~5천만 원  미만 9.5 27.4 63.2 3.56 25.3 41.1 33.7 3.08
5천만 원 이상 8.9 32.9 58.2 3.59 21.5 36.7 41.7 3.30

사용
여부

현재 사용하고 있음 0.6 20.2 79.2 3.87 2.7 17.3 80.0 3.89
현재 사용하지 않음 20.5 50.0 29.5 3.11 27.9 46.4 25.7 3.00

주: ‘구매하지 않을 것’은 절 로 구매하지 않을 것과 구매하지 않을 것의 합, ‘구매할 것’은 반드시 구매할 것과 

구매할 것의 합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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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23점)가 향후 구매 의향이 있었으며, 20.6%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

에 비해 구매 의향이 상 적으로 낮았다.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현재 사용 중인 업

체들은 채소는 79.2%가, 과일은 80.0%가 향후에도 구매할 것이라 응답하 으며, 

각각 20.2%와 17.3%는 답변을 유보하 다. 

2. 소비자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구매행태 분석29)

2.1. 가구 내 식품 주구매자의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행태

2.1.1.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 여부 및 사용·미사용 이유

식품류 주구매자 800명을 상으로 조리용 신선편이 채소의 구매경험에 해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4-6>.30) 남성 주구매자, 수도권 거주자,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미혼가구, 졸이상 가구에서 구매경험이 상 적으로 높

고, 체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구매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 다.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구매이유로 ‘간편/편리해서(62.1%)’,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28.9%)’,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3.6%)’ 순이며, ‘간편

/편리해서 구매한다’는 응답은 남성, 수도권, 20 , 미혼, 졸 이상인 가구에서 높

게 나타났다. ‘적당량(소량) 구매’는 여성, 40 , 1인~2인 가구, 미혼, 고졸 이하인 

29)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는 ① 조리용 간편채소, ②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③ 즉석섭취

용 컵/조각과일로 구분하여 조리용 간편채소는 식품류 주구매자 800명을 대상으로, 즉석섭취용 채

소/샐러드와 컵/조각과일은 서로 다른 일반 소비자 6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0) 식품소비행태조사(2018)에서는 과일·채소 세척/절단 제품을 한 번도 구매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을 제외하고 80.6%가 구매경험이 있었으며,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2018)에서는 신선편

이 채소 및 과일에 대해 각각 78.7%, 61.0%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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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서 상 적으로 높았다.

구매경험이 없는 경우 미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34.7%)’, ‘위생·안전성 

염려(33.3%)’,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보여서(8.7%)’ 순이었다. ‘가격이 비싸

서’라는 응답은 남성, 20 , 1인 가구, 미혼,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고졸

이하인 가구에서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위생·안전성 염려’는 여성, 수도권, 

40 , 맞벌이, 졸 이상 가구에서 높은 편이다.

표 4-6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경험 및 구매·미구매 이유

단위: %

　구분
구매
경험
있음

구매 이유(Top 3)

구매해본 
경험 없음

미구매 이유(Top 3)

간편/
편리해서

적당량
(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서

위생,
안전성이 

염려
되어서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전체 72.6 62.1 28.9 3.6 27.4 34.7 33.3 8.7

성별
남성 73.4 74.7 16.5 2.2 26.6 45.5 9.1 9.1

여성 72.5 59.8 31.2 3.9 27.5 32.8 37.6 8.6

거주
지역

수도권 75.5 63.0 29.9 2.9 24.5 35.0 38.0 8.0

비수도권 69.6 61.2 27.8 4.4 30.4 34.5 29.4 9.2

연령

20대 89.6 72.1 23.3 2.3 10.4 40.0 0.0 0.0

30대 83.5 63.3 28.6 1.4 16.5 37.9 41.4 10.3

40대 71.8 59.4 34.2 1.9 28.2 23.0 45.9 8.2

50대 68.2 64.4 26.7 5.9 31.8 39.7 30.2 9.5

60대 이상 62.3 57.4 26.7 6.9 37.7 39.3 23.0 8.2

가구원
수

1인 가구 68.5 60.8 31.1 2.7 31.5 47.1 14.7 8.8

2인 71.0 61.7 30.5 4.5 29.0 31.7 31.7 6.3

3인 이상 74.3 62.6 27.8 3.4 25.7 32.8 39.3 9.8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79.0 61.4 29.8 1.9 21.0 31.6 40.4 7.0

맞벌이 안 함 64.1 58.9 27.1 7.7 35.9 35.3 33.6 10.3

미혼 77.6 67.3 30.2 0.6 22.4 37.0 23.9 6.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1 60.4 30.9 2.9 37.9 40.0 21.2 10.6

300만~500만 원  미만 72.3 62.7 27.5 5.2 27.7 39.2 36.5 2.7

500만~700만 원  미만 82.3 63.2 30.6 2.1 17.7 19.4 54.8 3.2

700만 원 이상 78.4 61.9 26.7 3.8 21.6 24.1 37.9 24.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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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FGI를 통해서는 조리용 간편채소에 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표 4-7>. 편리함이 조리용 간편채소를 찾게 되는 주요 원인임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단순히 편리함만을 찾는다기보다 가정간편식(HMR)과 차별화되는 신

선함에 주목하고 있었고, 최근 밀키트 시장의 성장과도 관련이 깊었다. 소가족화

와 가구원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줄어들면서, 양적

인 측면으로도 간편채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관련 소비자 FGI조사 의견

“확실히 편리하긴 해요. 주부라고 매일 상 차리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거든요.”

“HMR보다는 덜 편리하지만 그래도 직접 요리하는 거니까 신선함이 있어요.”

“식구들이 전부 바쁘다보니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신선 양파는 

한 망 사면 반은 썩어서 버리게 돼요.”

“믹스된 제품들은 개별 품목을 따로 사려고 하면 더 비싸거나, 먹지 않고 버리

게 되는 양이 많아서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안 해도 돼서 좋아요. 그런데 포장재를 너무 많이 써서 

환경에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마라탕 키트를 사본 적이 있어요. 뜯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시리즈

는 계속 살 의향이 있어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FGI조사.

2.1.2.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장소

조리용 간편채소의 구매 장소로는 응답자의 89.2%가 형 할인점에서 구매하

으며, 63.3%가 중소형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여 부분 상기 2곳의 소매업체에

서 조리용 간편채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60  이상과 남성 응답자

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비중이 상 적으로 높고, 30 와 1인 가구는 온라인/전화 

주문을 통해 구매한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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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장소(중복응답)

단위: %

　구분
대형  

할인점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백화점 내의 
식품코너

친환경 
식품 

전문점

온라인/ 전
화 주문

편의점

전체 89.2 63.3 13.6 12.2 10.2 10.0 1.5

성별
남성 89.0 64.8 20.9 13.2 2.2 6.6 3.3
여성 89.2 63.1 12.2 12.0 11.6 10.6 1.2

거주
지역

수도권 87.3 60.7 13.3 14.3 11.4 12.0 1.0
비수도권 91.2 66.3 13.9 9.9 8.8 7.7 2.2

연령

20대 88.4 79.1 7.0 11.6 2.3 4.7 7.0
30대 91.2 62.6 8.2 11.6 6.1 19.0 1.4
40대 88.4 64.5 12.3 11.6 10.3 10.3 2.6
50대 86.7 63.7 17.8 13.3 12.6 5.9 0.0
60대 이상 91.1 55.4 20.8 12.9 15.8 4.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90.5 64.9 8.1 8.1 2.7 21.6 4.1
2인 91.6 61.0 13.0 13.0 8.4 12.3 0.6
3인 이상 87.8 64.0 15.0 12.7 12.5 6.5 1.4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88.1 65.4 13.2 11.9 2.5 15.7 3.1
맞벌이 안함 89.6 62.6 13.7 12.3 13.0 7.8 0.9

미혼 87.4 60.5 15.3 14.4 14.4 7.0 0.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1.8 64.7 12.1 10.1 11.6 8.7 1.0
300만~500만 원  미만 88.1 65.4 13.2 11.9 2.5 15.7 3.1
500만~700만 원  미만 87.8 61.2 16.5 10.1 3.6 16.5 4.3
700만 원 이상 89.6 68.4 12.4 11.9 8.8 7.8 1.0

주: 자주 구매한 순서 로 2곳의 중복응답을 포함한 것이며, 재래시장 내 입점  매장은 재래시장으로 포함하 다.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소비자 FGI 결과 구매장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새벽배송 등 새로운 유통서

비스를 통해서도 구매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주문에 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4-9>. 조리용 간편채소가 밀키트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유통채널이 

다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9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장소 관련 소비자 FGI조사 의견

“몇 번 주문해보니 눈으로 보지 않아도 신뢰가 쌓여서 매번 새벽배송으로 시켜먹

어요.”

“온라인에서 구매해도 거부감이 있지는 않아요.”

“마트에 가면 제육볶음용, 닭도리탕용 채소박스가 있어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FGI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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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구매한 품목 및 선호 형태

구매경험이 있는 조리용 간편채소 품목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71.8%가 마늘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양파(53.2%), 당근(49.7%), 파(42.7%), 감자(36.8%), 도

라지(28.1%), 양배추(26.9%) 순으로 높다. 순서에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단체급식

소 양사 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품목들이 상위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5>.

 

그림 4-5 구매경험이 있는 조리용 간편채소 품목(중복응답)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구매경험이 있는 조리용 간편채소의 상품 형태는 응답자의 62.7%가 단일 채소 품

목이 처리된 형태의 상품을 구매하 고, 13.6%는 여러 가지 채소 품목이 혼합된 형태를, 

23.8%는 단일 품목과 혼합 형태 모두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6>.

  

그림 4-6 구매경험이 있는 조리용 간편채소 형태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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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구매량 변화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량이 증가하 다는 응답은 

36.5%로 나타나 감소했다는 응답(19.6%)보다 높았다<표 4-10>. 구매량의 변화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남성(3.33점)이 여성(3.08점)보다 높고, 수도권

(3.13점), 20 (3.35점), 1인 가구(3.22점), 맞벌이 가구(3.26점), 월평균 가구 소득 

700만 원 이상(3.25점)인 그룹 등 조리용 간편채소의 구매경험이 높았던 그룹에서 

일제히 높게 나타나, 이들 그룹이 조리용 간편채소의 주요 수요층이자, 시장 확 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4-10 1년 전 대비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변화(지출액 기준)

단위: %, 점

　구분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 시 

변화 없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5점 평균

전체 6.7 12.9 43.9 34.8 1.7 3.12

성별
남성 2.2 8.8 46.2 39.6 3.3 3.33

여성 7.6 13.7 43.5 33.9 1.4 3.08

거주
지역

수도권 6.5 12.0 44.8 35.1 1.6 3.13

비수도권 7.0 13.9 42.9 34.4 1.8 3.10

연령

20대 2.3 7.0 46.5 41.9 2.3 3.35

30대 5.4 11.6 44.9 35.4 2.7 3.18

40대 9.7 12.3 43.9 31.6 2.6 3.05

50대 5.9 17.0 43.0 33.3 0.7 3.06

60대 이상 6.9 12.9 42.6 37.6 0.0 3.11

가구원
수

1인 가구 4.1 14.9 39.2 39.2 2.7 3.22

2인 10.4 14.9 44.2 29.9 0.6 2.95

3인 이상 5.7 11.6 44.8 36.0 2.0 3.17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4.7 9.8 42.3 41.4 1.9 3.26

맞벌이 안함 12.1 15.5 41.5 29.5 1.4 2.93

미혼 2.5 13.8 49.1 32.7 1.9 3.1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 16.5 47.5 28.8 1.4 3.04

300만~500만 원  미만 7.8 13.0 45.6 33.7 0.0 3.05

500만~700만 원  미만 8.3 10.4 37.5 41.0 2.8 3.19

700만 원 이상 3.8 11.4 44.8 36.2 3.8 3.25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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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조리용 간편채소 전반적 만족도 평가

다음에 제시된 <그림 4-7>은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상으로 조리용 간

편채소에 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만족한다’는 응답(‘만족하

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은 45.9%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해 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1%가 평가 답변을 유보한 상태이며 5점 척도 평균도 3.39점으로 나타나 만족

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7 조리용 간편채소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2.1.6. 속성별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주구매자를 상으로 조리용 간편채소에 한 속성별 중요도-만족도분석(IPA)

을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중요도 척도는 4점 이상(5점 만점)을 기록한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편리한 정도(간편성)’를 제외하면 3.5점을 넘는 

속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상 사회과학에서 5점 척도 3.5점 수준은 되어야 높다

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 4-8>에서 음  표시된 원 안에 포함된 ‘원료 국내

산 여부’, ‘제조일자·유통기한 표기’, ‘맛·식감·향’, ‘식품위생·안전성 관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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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미첨가’, ‘신선도’, ‘가격’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과제

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전반적 만족도 평가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46.1%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8 조리용 간편채소 소비자 IPA 분석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2.1.7. 위생·안전성 우려

조리용 간편채소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위생·안전성에 한 소비자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6.1%는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한 

번 세척하여 조리(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2%는 안전성 우려 때

문에 절단면을 다시 한 번 절단한다고도 응답하 다<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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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조리용 간편채소의 추가 세척 여부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한편, 신선편이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한 우려는 소비자 상 포커

스그룹인터뷰(FGI)에서도 그 로 드러난 바 있다<표 4-11>. 소비자들은 조리용 

채소의 위생·안전성 측면에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향후 소비가 확 될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위생·안전성 문제에 해 안심하고 소비하길 원하고 있다.

표 4-11 위생·안전성 우려와 관련한 소비자 FGI조사 의견

“조리용 채소는 당연히 직접 손질하는 게 더 신선하고 안전해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려가 되죠.”

“원산지도 못 믿겠고, 온도관리가 중요한데 제대로 했을지 의심이 가요.”

“과연 깨끗한 칼로 잘랐을까요?”

“세척한 것이라도 한 번 더 씻어 먹고, 절단한 것이라도 한 번 더 잘라서 먹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의심을 안 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FGI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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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소비자의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행태 분석

2.2.1.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 여부 및 이유

일반소비자 600명을 상으로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매경험에 해 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여성, 수

표 4-12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경험 및 구매·미구매 이유

단위: %

　구분
구매
경험
있음

구매 이유(Top 3)
구매
해본
경험
없음

미구매 이유(Top 3)

간편/
편리
해서

적당량
(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

건강
(다이어트)
을 위해서

가격이
비싸서

위생,
안전성이 

염려
되어서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다양하지
않아서

전체 72.0 69.0 19.4 7.6 28.0 45.8 14.3 9.5

성별
남성 64.2 65.3 19.7 8.8 35.8 51.2 4.9 11.0
여성 76.8 70.9 19.3 7.0 23.2 40.7 23.3 8.1

거주
지역

수도권 75.6 68.9 20.6 6.7 24.4 49.4 9.1 9.1
비수도권 68.1 69.1 18.0 8.8 31.9 42.9 18.7 9.9

연령

20대 76.7 63.6 19.7 13.6 23.3 50.0 0.0 15.0
30대 80.5 67.3 21.5 8.4 19.5 38.5 7.7 11.5
40대 74.2 76.8 14.3 5.4 25.8 46.2 25.6 10.3
50대 67.8 68.3 22.8 5.0 32.2 58.3 14.6 4.2
60대 이상 56.8 63.0 19.6 8.7 43.2 31.4 14.3 11.4

가구원
수

1인 가구 63.2 62.5 16.7 16.7 36.8 50.0 21.4 7.1
2인 69.6 76.5 16.0 5.0 30.4 44.2 15.4 9.6
3인 이상 73.9 66.4 21.1 8.0 26.1 46.1 12.7 9.8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79.5 71.4 18.4 7.5 20.5 44.7 15.8 10.5
맞벌이 안 함 62.2 70.6 18.6 4.9 37.8 50.0 14.5 6.5

미혼 72.9 66.1 20.8 9.3 27.1 42.6 13.2 11.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7.4 63.9 18.6 11.3 42.6 45.8 15.3 11.1
300만~500만 원  미만 76.5 73.9 19.0 4.6 23.5 61.7 10.6 8.5
500만~700만 원  미만 79.4 75.0 15.0 8.0 20.6 34.6 19.2 11.5
700만 원 이상 78.1 58.5 26.8 8.5 21.9 26.1 13.0 4.3

학력
고졸 이하 61.9 69.8 15.6 10.4 38.1 39.0 16.9 10.2
대졸 이상 75.5 68.8 20.5 6.8 24.5 49.5 12.8 9.2

건강
관심도

보통 61.4 71.3 22.3 2.1 38.6 47.5 13.6 13.6
있음 76.1 69.0 18.5 8.7 23.9 44.8 15.2 7.6

다이
어트

관심도

없음 53.2 64.0 32.0 0.0 46.8 54.5 9.1 4.5
보통 64.0 72.3 17.9 5.4 36.0 42.9 15.9 11.1
있음 78.0 68.1 19.0 9.2 22.0 45.8 14.5 9.6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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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거주자, 20 ~40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졸 이상 가구에서 

구매경험이 상 적으로 높았고, 체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구매경험

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며, 건강에 해 관심이 높은 그룹과 다이어트에 관심

이 있는 그룹에서 구매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구매이유는 ‘간편/편리해서(69.0%)’,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19.4%)’, ‘건강(다이어트)을 위해서(7.6%)’ 순이며, ‘건강(다이

어트)을 위해서 구매한다’는 응답은 남성, 비수도권, 20 , 미혼, 고졸 이하인 가구

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 와 1인 가구는 건강(다이어트) 목적이 각각 13.6%

와 1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리용 채소와 구별되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특징은 건강(다이어트) 목

적으로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FGI에서도 건강과 다이어트, 

다양한 채소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다<표 4-13>.

표 4-13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관련 소비자 FGI조사 의견

“다이어트 할 때는 샐러드를 주식처럼 먹었어요.”

“평소에는 간식이나, 에피타이저처럼 먹어요.”

“샐러드는 토핑과 드레싱에 따라 전혀 새로운 음식이 되기 때문에 골라 먹는 맛이 있

어요.”

“S그룹에서 운영하는 샐러드 전문점을 간 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의 고객이 중

년의 남성들이었어요. 이제는 세대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셈이죠.”

“샐러드는 충분히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해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FGI조사.

한편, 구매경험이 없는 경우 미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34.7%)’, ‘위생·

안전성이 염려되어서(14.3%)’,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다양하지 않아서(9.5%)’ 

순이었다.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다양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남성, 20~40 와 

60  이상, 미혼 가구인 경우 상 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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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장소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매장소는 조리용 간편채소와 마찬가지로 형할

인점과 중소형 슈퍼마켓의 순위가 높지만, 상 적으로 낮은 점유비중을 보이며,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커피전문점) 등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표 4-14>.   

편의점의 비중은 남성(12.9%), 수도권(11.3%), 미혼(18.0%)인 경우에 높게 나

타나며, 응답자 연령이 20 인 경우 33.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이커리, 

카페(커피전문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5.3%), 20 (7.6%), 1인 가구(8.3%) 

등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표 4-14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장소(중복응답)

단위: %

　구분
대형  

할인점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카페

온라인/ 
전화주문

백화점 내의 
식품코너

기타

전체 63.2 13.7 9.3 4.4 3.2 3.0 3.2

성별
남성 63.9 15.0 12.9 2.7 2.0 2.0 1.4
여성 62.8 13.0 7.4 5.3 3.9 3.5 4.2

거주
지역

수도권 62.2 10.5 11.3 5.9 4.2 3.8 2.1
비수도권 64.4 17.5 6.7 2.6 2.1 2.1 4.6

연령

20대 51.5 4.5 33.3 7.6 3.0 0.0 0.0
30대 70.1 10.3 6.5 3.7 4.7 2.8 1.9
40대 58.9 16.1 7.1 3.6 4.5 4.5 5.4
50대 67.3 16.8 3.0 5.9 1.0 3.0 3.0
60대 이상 65.2 21.7 0.0 0.0 2.2 4.3 6.5

가구원
수

1인 가구 54.2 20.8 4.2 8.3 8.3 4.2 0.0
2인 62.2 16.8 4.2 5.9 5.0 3.4 2.5
3인 이상 64.4 11.8 11.8 3.5 2.1 2.8 3.8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67.3 14.3 4.8 2.7 5.4 2.0 3.4
맞벌이 안 함 72.5 16.7 0.0 2.0 1.0 2.0 5.9

미혼 54.6 11.5 18.0 7.1 2.7 4.4 1.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8 18.6 8.2 6.2 2.1 3.1 3.1
300만~500만 원  미만 67.3 13.1 6.5 4.6 1.3 3.3 3.9
500만~700만 원  미만 60.0 13.0 13.0 5.0 5.0 1.0 3.0
700만 원 이상 64.6 9.8 11.0 1.2 6.1 4.9 2.4

주 1) 자주 구매한 순서 로 2곳의 중복응답을 포함한 것이며, 재래시장 내 입점  매장은 재래시장으로 포함하 다.

    2) 음식점(레스토랑) 등 즉석에서 조리하는 샐러드는 제외한 것이다.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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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선호하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형태

선호하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형태는 연령별, 가구원 수별, 맞벌이 여부

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응답자 연령 20 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드레싱

(소스)을 곁들인 채소/샐러드’로 50%를 차지한다<표 4-15>. 반면, ‘드레싱(소스)  

없는 생 채소/샐러드’는 21.2%로 가장 선호도가 낮다. 연령 가 증가할수록 ‘드레

싱(소스)  없는 생 채소/샐러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체로 ‘드레싱(소스)  없는 생 

채소/샐러드’와 ‘드레싱(소스)과 토핑(육류,  치즈, 견과류 등)을 곁들인 채소/샐러

드’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드레싱(소스)을 곁

들인 채소/샐러드’ 비중이 41.7%로 비교적 강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표 4-15 선호하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형태

단위: %

　구분
드레싱(소스)  없는 

생 채소/샐러드
드레싱(소스)을 

곁들인 채소/샐러드

드레싱(소스)과 토핑(육류,  
치즈, 견과류 등)을 곁들인 

채소/샐러드

전체 49.1 34.5 16.4

성별
남성 49.7 34.7 15.6
여성 48.8 34.4 16.8

거주
지역

수도권 48.7 36.1 15.1
비수도권 49.5 32.5 18.0

연령

20대 21.2 50.0 28.8
30대 48.6 33.6 17.8
40대 52.7 33.9 13.4
50대 56.4 31.7 11.9
60대 이상 65.2 21.7 13.0

가구원
수

1인 가구 29.2 41.7 29.2
2인 57.1 28.6 14.3
3인 이상 47.4 36.3 16.3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46.9 36.7 16.3
맞벌이 안 함 72.5 21.6 5.9

미혼 37.7 39.9 22.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4 36.1 16.5
300만~500만 원  미만 53.6 34.6 11.8
500만~700만 원  미만 48.0 32.0 20.0
700만 원 이상 43.9 35.4 20.7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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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구매량 변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매경험자들에 해서도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이 

증가하 다는 응답이 32.9%로 나타나 감소하 다는 응답(18.3%)보다 높아 지속적

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16>.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

로 구매이 증가한 그룹은 남성(3.26점), 40~50 (3.19~3.20점), 맞벌이 가구(3.28

점) 등이다.

표 4-16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자의 1년 전 대비 구매변화(지출액 기준)

단위: %

　구분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변화없다

증가
합계

5점 평균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전체 4.9 13.4 48.8 30.6 2.3 32.9 3.12

성별
남성 2.0 8.8 53.7 32.0 3.4 35.4 3.26
여성 6.3 15.8 46.3 29.8 1.8 31.6 3.05

거주
지역

수도권 3.4 12.6 46.2 35.7 2.1 37.8 3.21
비수도권 6.7 14.4 52.1 24.2 2.6 26.8 3.02

연령

20대 6.1 15.2 48.5 25.8 4.5 30.3 3.08
30대 5.6 13.1 54.2 26.2 0.9 27.1 3.04
40대 6.3 10.7 42.0 40.2 0.9 41.1 3.19
50대 2.0 12.9 51.5 30.7 3.0 33.7 3.20
60대 이상 4.3 19.6 47.8 23.9 4.3 28.3 3.04

가구원
수

1인 가구 4.2 12.5 50.0 33.3 0.0 33.3 3.13
2인 4.2 16.0 50.4 25.2 4.2 29.4 3.09
3인 이상 5.2 12.5 48.1 32.5 1.7 34.3 3.13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4.1 8.2 46.9 37.4 3.4 40.8 3.28
맞벌이 안 함 2.9 15.7 52.0 27.5 2.0 29.4 3.10

미혼 6.6 16.4 48.6 26.8 1.6 28.4 3.0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2 18.6 55.7 19.6 1.0 20.6 2.93
300만~500만 원  미만 5.2 9.2 51.0 30.7 3.9 34.6 3.19
500만~700만 원  미만 2.0 16.0 46.0 35.0 1.0 36.0 3.17
700만 원 이상 7.3 12.2 40.2 37.8 2.4 40.2 3.16

학력
고졸 이하 7.3 15.6 51.0 21.9 4.2 26.0 3.00
대졸 이상 4.2 12.8 48.2 33.0 1.8 34.8 3.15

건강
관심도

보통 6.4 18.1 58.5 17.0 0.0 17.0 2.86
있음 4.2 12.2 46.3 34.6 2.7 37.3 3.19

다이
어트

관심도

없음 8.0 4.0 64.0 24.0 0.0 24.0 3.04
보통 2.7 13.4 67.0 17.0 0.0 17.0 2.98
있음 5.4 14.2 40.7 36.3 3.4 39.7 3.18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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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전반적 만족도 평가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에 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결과, 가장 

많은 47.9%의 응답자들이 ‘보통이다’로 답변을 유보하 다<그림 4-10>. 조리용 

간편채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족한다는 응답(43.3%)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

답(8.8%) 보다는 높지만 5점 척도 평균은 3.34점으로 나타나 충분히 만족하고 있

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4-10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2.2.6. 속성별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에 한 속성별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조리용 채소와 마찬가지로 중요도 척도는 4점 이상(5점 만점)을 기

록한 속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편리한 정도(간편성)’를 제외하면 

3.5점을 넘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그림 4-11>에서 음  표시된 원 안에 포함된 ‘제조일자·유통기한 표기’, 

‘맛·식감·향’, ‘식품위생·안전성 관리’, ‘식품첨가물 미첨가’, ‘신선도’, ‘가격’ 등

은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제4장 신선편이 과일·채소 수요처별 소비행태 분석 | 113

한편,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한 번 세척하여 섭취한다는 응답이 40.5%로 나

타나 안전성에 한 우려는 조리용 채소뿐 아니라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4-11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소비자 IPA 분석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채소/샐러드).

2.3. 일반소비자의 컵/조각 과일 구매행태 분석 

2.3.1.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 여부 및 이유

일반소비자 600명을 상으로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매경험에 해 설

문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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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경험 및 구매·미구매 이유

단위: %

　구분
구매
경험
있음

구매 이유(Top 3)
구매
해본
경험
없음

미구매 이유(Top 3)

간편/
편리
해서

적당량
(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서

위생,
안전성이 

염려
되어서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전체 70.2 69.6 21.9 3.1 29.8 45.3 22.3 8.4

성별
남성 63.8 68.5 21.9 2.1 36.2 45.8 13.3 9.6
여성 74.1 70.2 21.8 3.6 25.9 44.8 30.2 7.3

거주
지역

수도권 72.6 70.4 21.5 4.0 27.4 46.4 25.0 6.0
비수도권 67.6 68.7 22.2 2.0 32.4 44.2 20.0 10.5

연령

20대 77.9 82.1 13.4 0.0 22.1 36.8 15.8 0.0
30대 78.2 70.2 19.2 3.8 21.8 55.2 20.7 6.9
40대 65.6 73.7 17.2 2.0 34.4 50.0 17.3 15.4
50대 68.5 56.9 31.4 6.9 31.5 38.3 27.7 8.5
60대 이상 60.5 69.4 28.6 0.0 39.5 43.8 28.1 3.1

가구원
수

1인 가구 73.2 60.0 33.3 3.3 26.8 72.7 9.1 18.2
2인 66.9 66.0 23.7 5.2 33.1 35.4 33.3 6.3
3인 이상 71.0 71.8 20.1 2.4 29.0 46.7 19.2 8.3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69.2 70.6 24.4 1.7 30.8 49.1 22.6 9.4
맞벌이 안 함 67.4 65.0 25.8 3.3 32.6 43.1 22.4 6.9

미혼 72.8 72.0 17.6 3.8 27.2 44.1 22.1 8.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5.3 68.4 22.4 1.0 34.7 46.2 30.8 5.8
300만~500만 원  미만 67.3 68.2 22.7 3.8 32.7 46.9 20.3 4.7
500만~700만 원  미만 73.9 75.0 20.7 1.7 26.1 36.6 19.5 14.6
700만 원 이상 77.3 65.3 21.3 6.7 22.7 54.5 13.6 13.6

학력
고졸 이하 61.4 70.9 23.3 3.5 38.6 59.3 24.1 1.9
대졸 이상 72.8 69.3 21.5 3.0 27.2 39.2 21.6 11.2

건강
관심도

보통 59.7 71.8 16.9 1.4 40.3 43.8 8.3 16.7
있음 72.9 68.9 23.1 3.5 27.1 45.7 27.9 5.4

다이
어트

관심도

없음 60.0 70.8 16.7 8.3 40.0 68.8 0.0 6.3
보통 68.8 73.4 19.4 1.4 31.2 39.7 19.0 7.9
있음 72.1 67.4 23.6 3.5 27.9 45.0 28.0 9.0

직업
학생 81.3 80.8 15.4 3.1(가성비) 18.8 33.3 33.3 3.1(맛)
학생 이외 69.5 68.9 22.3 2.3 30.5 45.7 22.0 8.7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여성, 수도권 거주자, 20 ~30 , 1인 가구, 미혼, 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구매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건강에 해 관심이 

높은 그룹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그룹에서 구매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구매경험이 81.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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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구매 이유는 ‘간편/편리해서(69.6%)’,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21.9%)’, ‘음식물쓰레기 저감(3.1%)’ 순이며, ‘간편/편리해서’

라는 응답은 20 와 학생층에서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인 가

구는 ‘적당량(소량) 구매’가 33.3%로 비교적 높고, 학생층은 ‘가성비가 높기 때문

에’가 3순위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없는 경우, 미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45.3%)’, ‘위생·안전성

이 염려되어서(22.3%)’,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8.4%)’ 순이며, ‘가

격’ 문제는 30~40 와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위생·안전성 문제’는 2인가

구와 3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다.

소비자 FGI에서는 컵/조각과일과 관련하여 ‘과일을 깎을 줄 몰라서’, ‘다양한 

과일을 모두 맛볼 수 있어서’, ‘건강한 간식이라서’, ‘부모의 마음에서 과일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컵/조각과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

또한 온 가족이 식사 후 후식으로서 과일을 나누어 먹던 전통적인 가구 내 과일

소비 행태가 1인 가구의 증가, 소가족화 등 가구의 분화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는 의견에도 다수가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표 4-18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 관련 소비자 FGI조사 의견

“여자지만 과일을 깎을 줄 몰라요. 냉장고에 원물 과일은 있어도 안 먹어요.”

“컵과일은 건강한 간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모임 다과로 컵과일이 준비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바빠서 과일이라도 꼭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컵과일을 사두곤 했어요.”

“저녁식사 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일을 먹던 기억은 이제 

옛 기억으로만 남아 있어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FGI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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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장소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매 장소로는 형 할인점의 비중이 7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편의점 비중이 35.6%로 후순위를 차지하 다<표 

4-19>. 조리용 간편채소나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와 비교하여 베이커리, 커피전

문점(카페) 비중이 높고, 백화점 내의 식품코너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는 편의점의 비중이 59.7%로 형 할인점에 비해서도 높고, 30 와 맞벌이 

가구는 베이커리, 커피전문점(카페) 비중이 각각 18.2%와 20.2%로 높은 편이다. 

표 4-19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장소(중복응답)

단위: %

　구분
대형  

할인점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

백화점 내의 
식품코너

베이커리, 
커피전문
점, 카페

친환경 식품 
전문점

기타

전체 75.5 35.6 35.4 24.2 13.1 6.7 8.8

성별
남성 76.7 34.2 37.0 28.1 8.2 9.6 6.2
여성 74.9 36.4 34.5 22.2 15.6 5.1 10.2

거주
지역

수도권 69.5 36.8 33.2 24.7 16.6 7.2 11.7
비수도권 82.3 34.3 37.9 23.7 9.1 6.1 5.6

연령

20대 58.2 59.7 31.3 25.4 13.4 0.0 11.9
30대 81.7 43.3 39.4 21.2 7.7 1.9 3.8
40대 75.8 32.3 36.4 17.2 18.2 8.1 12.1
50대 77.5 25.5 34.3 29.4 13.7 11.8 5.9
60대 이상 81.6 14.3 32.7 32.7 12.2 12.2 14.3

가구원
수

1인 가구 83.3 40.0 36.7 16.7 10.0 3.3 6.7
2인 75.3 29.9 35.1 28.9 17.5 5.2 8.2
3인 이상 74.8 37.1 35.4 23.5 11.9 7.5 9.2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78.2 25.2 29.4 24.4 20.2 11.8 10.1
맞벌이 안 함 83.3 21.7 40.0 25.0 9.2 10.0 10.0

미혼 68.7 51.6 36.3 23.6 11.0 1.1 7.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7.6 33.7 43.9 20.4 9.2 3.1 11.2
300만~500만 원  미만 78.0 36.4 33.3 27.3 12.1 6.8 6.1
500만~700만 원  미만 77.6 35.3 30.2 23.3 14.7 7.8 9.5
700만 원 이상 65.3 37.3 36.0 25.3 17.3 9.3 9.3

주 1) 자주 구매한 순서 로 2곳의 중복응답을 포함한 것이며, 재래시장 내 입점  매장은 재래시장으로 포함하 다.

    2) 음식점(레스토랑) 등 즉석에서 조리하는 샐러드는 제외한 것이다.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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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FGI에서도 즉석섭취용 조각/컵과일을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카페)에서  

구매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유명 커피전문점(카페)인 S커피전문점을 중심

으로 커피전문점(카페) 내에서의 컵과일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표 4-20>.

표 4-20 컵/조각 과일 구매 장소와 관련한 소비자 FGI조사 의견

“편의점은 도시락과 함께 과일, 샐러드 코너가 있어요.”

“저는 S커피전문점을 가면 과일 하루한컵 제품을 먹어요. 2,900원이라 비싼 감

이 없지는 않은데도 가심비 때문인 것 같아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FGI조사.

2.3.3. 선호하는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형태

구매경험이 있는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품목은 가장 많은 응답자의 71.5%가 

파인애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2>. 사과(35.9%), 수박

(34.2%), 토마토·방울토마토(34.0%), 포도(30.9%)도 30% 이상의 응답자가 구매

한 경험이 있으며, 복숭아(29.0%), 망고(27.8%), 딸기(26.1%) 등 다양한 과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2 구매경험이 있는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품목(중복응답)

단위: %

주: 혼합품목의 경우 개별품목 단위로 모두 응답하도록 하 다.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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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구매량 변화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매경험자들 중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이 증가하

다는 응답이 28.3%로 나타나 감소하 다는 응답(2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4-21>. 증가하 다고 응답한 그룹은 수도권(33.6%), 40 (35.4%), 가구원 

수 3인 이상(30.9%), 다이어트에 관심도가 높은 그룹(33%)에서 상 적으로 높으나 

5점 척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증가한 그룹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선편이 과일·

채소의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증가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1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자의 1년 전 대비 구매변화(지출액 기준)

단위: %

　구분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변화없다

증가
합계

5점 평균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전체 9.7 10.9 51.1 28.0 0.2 28.3 2.98

성별
남성 6.8 9.6 55.5 27.4 0.7 28.1 3.05
여성 11.3 11.6 48.7 28.4 0.0 28.4 2.94

거주
지역

수도권 8.1 11.2 47.1 33.2 0.4 33.6 3.07
비수도권 11.6 10.6 55.6 22.2 0.0 22.2 2.88

연령

20대 11.9 6.0 56.7 25.4 0.0 25.4 2.96
30대 9.6 10.6 53.8 26.0 0.0 26.0 2.96
40대 5.1 12.1 47.5 35.4 0.0 35.4 3.13
50대 9.8 11.8 49.0 29.4 0.0 29.4 2.98
60대 이상 16.3 14.3 49.0 18.4 2.0 20.4 2.76

가구원
수

1인 가구 13.3 20.0 53.3 13.3 0.0 13.3 2.67
2인 13.4 15.5 46.4 24.7 0.0 24.7 2.82
3인 이상 8.2 8.5 52.4 30.6 0.3 31.0 3.06

가구
특성

기혼
맞벌이 함 6.7 9.2 50.4 33.6 0.0 33.6 3.11
맞벌이 안 함 10.8 9.2 49.2 30.0 0.8 30.8 3.01

미혼 11.0 13.2 52.7 23.1 0.0 23.1 2.8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2 15.3 57.1 18.4 0.0 18.4 2.85
300만~500만 원  미만 8.3 13.6 46.2 31.8 0.0 31.8 3.02
500만~700만 원  미만 13.8 8.6 44.8 31.9 0.9 32.8 2.97
700만 원 이상 6.7 4.0 61.3 28.0 0.0 28.0 3.11

학력
고졸 이하 14.0 10.5 52.3 23.3 0.0 23.3 2.85
대졸 이상 8.7 11.0 50.7 29.3 0.3 29.6 3.01

건강
관심도

보통 5.6 11.3 66.2 16.9 0.0 16.9 2.94
있음 10.7 11.0 47.8 30.3 0.3 30.5 2.99

다이
어트

관심도

없음 12.5 8.3 62.5 16.7 0.0 16.7 2.83
보통 10.8 14.4 53.2 21.6 0.0 21.6 2.86
있음 8.9 9.3 48.8 32.6 0.4 32.9 3.06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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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전반적 만족도 평가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에 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결과, 가장 많은 

49.9%의 응답자들이 ‘보통이다’로 응답하여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다른 유형과 마찬

가지로 상당수가 답변을 유보하 다<그림 4-13>. 만족한다는 응답(41.1%)이 만족하

지 않는다는 응답(9.1%)보다는 높지만 5점 척도 평균은 3.32점으로 나타나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다른 유형처럼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4-13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2.3.6. 속성별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즉석섭취용 컵/조각과일에 한 속성별 IPA분석을 시행하 다<그림 4-14>. 앞

선 다른 유형에서의 IPA와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 평균 3.25

점을 기록하 다. 마찬가지로 3.5점에 참조선을 표시하면, 음  표시된 원 안에 포

함된 ‘제조일자·유통기한 표기’, ‘맛·식감·향’, ‘식품위생·안전성 관리’, ‘식품첨가

물 미첨가’, ‘신선도’, ‘가격’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컵/조각과일은 파인애플, 멜론, 망고 등 외래산 신품종 과일이 많은 탓에 ‘원료 국

내산 여부’는 중요한 속성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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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즉석섭취용 컵/조각과일 소비자 IPA 분석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일반소비자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한편,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은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한 번 세척하여 섭취한다

는 응답이 11.4%로 나타나 안전성에 한 우려는 다른 유형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더 

간편한 상품으로의 처리, 유통기한 등 날짜 정보 추가에 한 요구가 많았다<표 4-22>. 

표 4-22 컵/조각 과일의 개선사항과 관련한 소비자 FGI조사 의견

“수박은 씨가 있으면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포도도 씨가 없어야 해요. 어차피 편의성을 강조한 것인데 불편하면 먹을 이유

가 없다고 봐요.”

“유통기한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커팅했으면 커팅한 날짜, 세척했으면 세척한 날짜를 기재해 주었으면 해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FGI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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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비자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속성 평가

속성별 중요도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속성별 중요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상 적인 평가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중요도 평가

점수는 하향 평준화 경향이 엿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Best-Worst 선택실험을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속성별 중요도를 평가하 다<표 4-23>. 신선도가 가

장 중요한 속성(8.66, 더미코드 카운팅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식품위

생·안전성(7.31), 가격(3.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

되어 온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속성이며,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원료농산물의 국

내산 여부, 원료의 친환경 재배 여부, 편리한 정도(간편성) 또한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포장 단위의 다양성이나 품목의 다양성에 해서는 아직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3 Best-Worst 선택 카운트법을 통해 추정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중요 속성

속성
best

선택빈도
worst

선택빈도

best
-worst

차이

best
worst

더미코드
카운팅

효과코드
카운팅

1 가격 4,550 2,800 1,750 1.27 3.90* 0.88

2 편리한 정도(간편성) 3,245 4,553 -1,308 0.84 2.37* -0.65

3 포장 단위의 다양성(소포장/대포장) 874 8,136 -7,262 0.33 -0.60* -3.63

4 신선도 11,520 248 11,272 6.82 8.66* 5.64

5 포장재의 친환경성 891 6,190 -5,299 0.38 0.38* -2.65

6 원료농산물 국내산 여부 2,895 3,291 -396 0.94 2.83* -0.20

7 원료의 친환경 재배 여부 2,252 3,509 -1,257 0.80 2.40* -0.63

8 식품위생·안전성 관리 8,949 393 8,556 4.77 7.31* 4.28

9 품목의 다양성 824 6,880 -6,056 0.35 0.00(기준 속성) -3.03

주: 더미코드 카운팅 방식 추정치는 개별 설문 응답자에 해 각각 best-worst 빈도 수 차이를 계산한 다음, 기

준 속성(예: 9번 속성)의 best-worst 차이(=A)와 나머지 1-8번 속성의 best-worst 차이(=B)의 차이

(=B-A)를 산출한 후 속성별로 설문 응답자 전체에 걸쳐 평균값을 계산함. 효과코드 카운팅 방식 추정치는 

best-worst 차이의 평균값임.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준 속성과 다름을 의미함.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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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분석

즉석섭취용 샐러드와 컵과일 각각의 중요 속성에 해 일반소비자 600명을 상으로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 및 혼합로짓모형분석(mixed logit)을 실시하여 속성별 지

불의사금액을 추정하 다. 이는 향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

의 속성과 제품에 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와 평가에 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즉석섭취용 샐러드에 해서 선택실험을 적용한 결과, 일반소비자는 안전관리

인증(GAP와 유사한 가상적 인증)에 해 2,619원, 친환경농산물(유기농 인증)에 

해 2,157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24>.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인증에 해서도 613원, 국내산 원물에 해서는 2,415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24 혼합로짓모형분석을 통한 속성별 소비자 지불의사금액 추정(샐러드)

단위: 원

선택실험 Set 1 선택실험 Set 2

속성
지불의사금액

(원)
속성

지불의사금액
(원/100g) 

안전관리인증

2,618.53

유통판매단계온도관리인증

613.32

친환경농산물

2,156.81

국내산

2,415.05

포장단위
(비교 = 작은 
사이즈 100g)

중간 사이즈 
포장(250g)

3,351.40 친환경 포장소재 사용 733.65

큰 사이즈 
포장(400g)

5,273.97 먹고 싶은 채소 구성 
가능성 여부

(비교 = 1개 품목)

2~3개 품목 (선택 불가) 484.41

2~3개 품목 (선택 가능) 751.43

주: 선택실험 Set 1에서 150g 단위 실제 제시된 평균가격은 5,950원, 250g은 9,917원, 400g은 15,867원임. 

선택실험 Set 2에서는 100g당 평균 3,967원의 가격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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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컵과일에 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단, 국내산에 한 

지불의사는 샐러드에 비해 다소 낮은 특징을 보 다<표 4-25>. 

표 4-25 혼합로짓모형분석을 통한 속성별 소비자 지불의사금액 추정(컵과일)

단위: 원

선택실험 Set 1 선택실험 Set 2

속성
지불의사금액

(원)
속성

지불의사금액
(원/100g) 

안전관리인증

1,665.90

유통판매단계온도관리인증

696.88

친환경농산물

1,403.41

국내산

1,207.46

포장단위
(비교 = 작은 
사이즈 100g)

중간 사이즈 
포장(200g)

2,417.79 친환경 포장소재 사용 876.06

큰 사이즈 
포장(400g)

3,460.54 먹고 싶은 과일 구성 
가능성 여부

(비교 = 1개 품목)

2~3개 품목 (선택 불가) 529.01

2~3개 품목 (선택 가능) 752.07

주: 선택실험 Set 1에서 100g 단위 실제 제시된 평균가격은 1,667원, 200g은 3,333원, 400g은 6,667원임. 

선택실험 Set 2에서는 100g당 평균 1,667원의 가격이 제시됨.

3. 외식/가공업체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분석

3.1. 외식업체 특성별 조리용 간편채소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 경 실태 조사’는 ‘식재료 구매현

황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식업체에 의한 신선편이 제품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다. 조미채소류 중 마늘과 양파, 파( 파), 고추에 해서만 

‘전처리(박피, 다듬기, 세절 등)31)’ 제품을 구매·사용하는지 여부에 해 설문하고 

있다. 4  품목에 해 한 품목이라도 조리용 간편채소를 사용하는 업체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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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사에서는 25.2%로 나타났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27.2%로 나타나 소

폭 증가한 모습이다.

매출액 수준별로 연매출 1분위에 해당하는 업장들 중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업

장 비중은 22.4%로 가장 낮고, 2분위 25.7%, 3분위 28.7%, 4분위 32.6%로 연매출 

수준이 증가할수록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업장 비중도 증가한다<그림 4-15>. 이

는 매출액이 낮은 업장일수록 원가절감의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 적으로 더 

저렴한 원물상태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5 사업체 특성별 전처리 원료 사용 비중

단위: %

자료: 2018 외식업 식재료 구매 현황 조사 원시자료 분석.

31)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에서는 ‘전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본 연구의 

흐름에 맞게 ‘조리용 간편채소’로 명명하여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이후 조사부터 표본설계 방식

이 변경되어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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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별로는 종업원 1인이 종사하는 업장에서의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업

장 비중은 20.9%, 2인인 경우와 3인인 경우 27.4%로 증가하며, 4인인 경우 38.2%

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지만 5인 이상 업장에서는 다시 33.0%로 낮아진다. 이는 직

접 식재료를 손질·처리할 종업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주의 연령 별로는 30  이하 사업주가 운 하는 업장의 경우 21.0%의 업

장에서 조리용 간편채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40  25.2%, 50  27.6%, 60  이상 

34.2%로 사업주의 연령 가 증가할수록 조리용 간편채소를 사용하는 업장의 비

중도 함께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사업 연수별로는 5년 미만과 15~20년 미만은 

25.3%로 동일하고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이 24.7%로 동일한 가운데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38.9%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부터 조리용 간편채

소의 취급 여부가 업력과 경험의 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 다. 

3.2. 업종별 조리용 간편채소 이용 현황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이 51.3%로 가장 많고, 일식 음식점업(44.7%), 기

관구내식당업(43.4%), 한식(37.4%), 중식 음식점업(33.1%) 순으로 높았다<표 4-26>. 

출장·이동음식점업은 협소한 조리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해

야 하는 만큼 조리용 간편채소를 이용할 만한 유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6 업종별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업체 비중

단위: %

업종 비중 업종 비중
한식 37.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10.3
중식 음식점업 33.1 치킨전문점 14.3
일식 음식점업 44.7 분식 및 김밥전문점업 25.3
서양식 음식점업 29.1 그 외 기타음식점업 15.3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30.9 일반유흥주점업 9.3
기관 구내식당업 43.4 무도유흥주점업 11.0
출장·이동음식점업 51.3 기타 주점업 24.4
제과 15.0 비알코올음료점업 1.2

자료: 2018 외식업 식재료 구매 현황 조사 원시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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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품목별 이용 현황

품목별로 전체 응답 사업장 중 67.5%는 마늘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중 36.8%의 

사업장에서는 전처리된 마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사업장 기준 

24.8%)<그림 4-16>. 양파는 70.4%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8%에 해당하

는 업장에서 전처리 양파를 사용하 다(전체 사업장 기준 8.3%). 파( 파)는 

64.3%의 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10.1%의 업장에서 전처리된 제품을 사

용하 다(전체 사업장 기준 6.5%). 고추의 경우에는 59.1%의 업장에서 사용 중이

며, 이 가운데 5.6%의 업장에서 전처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사

업장 기준 3.3%).

그림 4-16 품목별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업체 비중

단위: %, 점

주: 응답 사업체(case) 기준이며, 사용 업장 기준은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업체에서의 비중을 뜻함.

자료: 2018 외식업 식재료 구매 현황 조사 원시자료 분석.

3.4.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업체의 프로필 분석

아래의 <그림 4-17>은 외식업 식재료 구매 현황 조사 결과의 사업체 통계적 특

징을 종합하여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 업체와 미사용 업체의 프로필을 정리한 것이

다. 조리용 간편채소를 사용하는 업체는 매출액 상위 25%에 해당하는 4분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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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9.9%로 높고 평균 연매출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매출 규모가 큰 업체가 많

았다. 종업원 수도 평균 3.29명, 사업장 면적도 평균 29.8평으로 미사용 업체에 비

해 상 적으로 많고 넓어서 업 규모가 큰 업체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상권으로는 고밀도 주거지에 주차가 가능한 업체에서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비교적 빠른 회전율과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된 충분히 넓은 업체를 의미한다. 외

식업 사업 연수는 오래될수록 사용업체 비중이 높고, 주로 연령 40 ~50 를 주 

고객 연령으로 하는 업체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7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 유무별 프로필 분석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 업체 조리용 간편채소 미사용 업체

 N = 182,865(가중전: 764), 27.2%

 특징

-매출액: 4분위 29.9%(평균 연매출 1억 9천 971만 원)

-종업원 수: 평균 3.29명 / 사업장 면적: 평균 29.8평

-지역: 서울/경기 50.6%, 대구/경북 19.3%

-업종: 한식 62.5%, 기타 주점업 12.5%

-상권: 고밀도 주거지 16.3% (주차 가능 55.0%)

-대표자 연령: 50대 42.0%, 60대 이상 22.5%

  (평균 52.4세)

-외식업 사업연수: 평균 12.2년 / 현 사업장 운영기간

  : 8.6년

-주 고객 연령: 40대 70.1%, 50대 57.2%, 30대 

   37.5%, 20대 12.6% 

 N = 488,329(가중전: 2,236), 72.8%

 특징

-매출액: 2분위 28.3% (평균 연매출 1억 5천 825만 원)

-종업원 수: 평균 2.73명 / 사업장 면적: 평균 27.7평

-지역: 서울/경기 34.3%, 부산/경남 18.6%

-업종: 한식 39.2%, 기타 주점업 14.5%

-상권: 저밀도 주거지 12.8% (주차 불가능 51.5%)

-대표자 연령: 50대 41.2% 40대 28.1% (평균 50.5세)

-외식업 사업연수: 평균 10.6년 / 현 사업장 운영기간

  : 7.4년

-주 고객 연령: 40대 54.0%, 50대 46.8%, 30대

   41.7% 20대 22.9%

자료: 2018 외식업 식재료 구매 현황 조사 원시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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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식업체 FGI 조사 결과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는 외식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선편이 과일의 경우에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외식업체의 신선

편이 이용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 다.

3.5.1. 외식업체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 현황 및 평가

외식업체에서 식재료로서 신선편이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업장규모와 업종 그

리고 제공하는 요리의 질적인 측면(맛, 풍미)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주로 뷔

페식당이나 호텔 등 형업장에서 신선편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형 업

장에서는 신선편이를 사용해본 경험은 있었으나 업장규모가 작은 업소일수록 가

격에 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표 4-27>. 

표 4-27 외식업체 FGI를 통한 현황 및 평가 의견

“깐감자를 주문했는데 이미 상해서 온 것도 있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품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손님상에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처럼 작은 업체는 신선편이가 비싸서 감당이 안 돼요.”

“'깐양파를 써봤는데 한번에 10kg, 5kg을 주문해야 하는데, 바로 조리하는 것

이 아니니까 좀 놔두면 물러져 버려요.”

“저희는 불특정 다수가 찾는 뷔페라서 신선편이를 많이 사용해요. 특히, 샐러드

는 신선편이로 주문해서 채워 넣기만 해요.”

 “호텔은 조리인력 인건비가 비싸요. 재료 다듬기를 시키기보다는 재료는 신선

편이로 주고 맛을 내는 데에만 힘쓰라고 하지요.”

“과일은 주재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사용하는 양이 많지도 않고요. 잘라두

면 갈변이 시작되니까 즉석에서 잘라서 나가야지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외식업체  FGI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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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자재업체를 통해 원재료를 조달하는 업체에서는 신선편이 원재료를 주문하

기 수월하지만, 소형 식당에서는 부분 소규모 벤더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조달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큰 포장단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품질 저하 문제에 있어서는 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한편, 과일

의 경우에는 참석자 중 누구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업

체의 경우 후식용 과일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신선편이 과일을 이용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3.5.2. 외식업체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개선 의견

외식업체에서 신선편이 채소/과일의 사용을 위한 개선의견으로는 제품자체의 

신선도 등 품질문제 개선과 함께 유통과정상의 관리, 포장의 중요성, 접근성의 확

와 주문형 절단의 제공 등 관련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전반적인 신뢰도 제고에 

해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었다<표 4-28>. 특히, 유통과정에서는 냉장배송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온에 노출되는 문제와 진공포장이 도중에 풀려버리는 문

제가 있으며,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로 형 식자재업체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소

형 업체만을 이용하는 경우 신선편이 원재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표 4-28 외식업체 FGI를 통한 개선 의견

“유통과정에서 냉장 탑차가 냉장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식당 냉장고까

지 온도관리가 필수예요.”

“진공포장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은 통으로 못 쓴다고 봐야지요.”

“저희는 작은 업체라서 소형 벤더나 마트, 시장에서 보이는 것만 사게 돼요. 신

선편이 제품을 판다는 것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직접 나가서 원물을 눈으로 보고 고르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확실해요. 

신선편이 제품이 그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바쁠 때는 검수 없이 포장을 뜯어서 바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만큼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100%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예요.”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외식업체  FGI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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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제조업체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식품제조업체를 상으로 하는 조사는 통계의 표성 및 정확성과 실사 가능성 

측면에서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생산액 기

준 식품제조업체 상위 업체를 상으로 원료 농산물 구매 책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 다<표 4-29>.

조사 상 20개 업체 중, 음료 및 주류 업체를 제외하고 12개 업체에 해 조사를 

실시하 다. 현재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 농산물 중 신

선편이 원재료를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총 12곳 중 7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곳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5곳의 업체는 모두 주 사업 분야가 제과·제빵제조 으며, 제조물의 특성이 반 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4-29 업종별 조리용 간편채소 사용업체 비중

단위: %

연번 업체명
신신편이 사용 

여부
원료 농산물 중
신선편이 비중

신선편이
 사용 품목

1 씨제이제일제당(주) ○ 40% 만두, 김치, 어묵, 밀키트 등 

2 (주)농심 × 0% 없음

3 (주)오뚜기 ○ 100% 모든 제품 

4 (주)오리온 × 0% 없음

5 롯데제과(주) × 0% 없음

6 (주)파리크라상 × 0% 없음

7 대상(주) ○ 16.3% HMR류, 김치류

8 (주)크라운제과 × 0% 없음

9 롯데푸드(주) ○ 20% 가공식품, 즉석섭취식품류

10 해태제과식품(주) ○ 100% 만두류

11 삼양식품(주) ○ 100% 만두류

12 대한항공 기내식 기판 사업본부 ○ 22% 기내식류 전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에 포함된 식품제조업 상위 20개사 중 음료 및 주류업체는 제외하고 조사함. 

32) 이용선 외(2009)의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가공용) 분야를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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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 입장에서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할지, 원료 농산물을 사용할지

는 제조물의 특성 이외에도, 충분한 물량의 공급 가능성, 자가 가공 시설의 여부와 

규모, 관리비 및 인건비 부담과 상 적으로 높은 단가 등 복잡한 손익계산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파악한 동향에 의하면, 

식품제조기업에서도 신선편이 원재료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업의 

경우, 협력사를 통해 신선편이 원재료를 조달받거나 직접 신선편이 원재료를 생

산하는 상황이지만 협력사를 직접 인수하여 계열화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5. 신선편이 제품 수요처별 특징과 시사점

아래 <표 4-30>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별 특징을 요약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가구 내 주구매자는 조리용 간편채소를 구매함에 있어 단순히 편리함

만을 찾는다기보다 가정간편식(HMR)과 차별화되는 신선함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 다. 조리용 채소와 구별되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특징은 건강(다이어

트) 목적으로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단체급식소 양사들은 ‘세척해서 껍질만 벗긴’ 상태를 선호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56.4%), 다음으로 ‘세척해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절단(깍둑/채썰기)’한 상

태가 19.7%로 후순위를 차지하 다. 외식업체의 경우 업장규모, 요리의 질적인 측

면(맛, 풍미) 강조 여부 등에 의해 신선편이 식재료 사용에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

며,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자가 가공 시설 여부, 업체 규모, 관리비 및 인건비 부담,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신선편이 제품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B2B의 경우 단체급식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식에서는 채소를 

중심으로 형 업장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다른 수요처에 비

해 현재 수요는 적으나 즉석섭취식품이나 조미식품 시장 등의 확 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확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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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신선편이 과일·채소 수요처별 특징

수요처 특징

B2C

가구 내
주구매자
(조리용 

간편채소)

 가구 내 주구매자의 72.6%가 신선편이 조리용 채소 구매경험 있음
 연령이 낮거나, 가구원 수가 많거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구매경험 비중 높음
 구매 이유는 간편하거나 소량 구매할 수 있어서,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비싸거나 위생/안전 염려
 신선편이 제품 속성 중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는 것’을 상대적으로 중시
 마늘, 양파, 당근, 대파, 감자 순으로 구매경험이 높음
 단순히 편리함만을 찾는다기보다 가정간편식(HMR)과 차별화되는 신선함에 주목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량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36.5%, 감소했다는 응답(19.6%)보

다 높았으며, 대체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반소비자
(샐러드)

 일반소비자의 72.0%가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경험 있음
 여성, 20~40대, 가구원 수가 많고, 건강/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매경험 비중 높음
 구매 이유는 간편하거나 소량 구매할 수 있어서,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비싸거나 위생/안전 염려
 1년 전에 비해 구매 증가(감소) 비율 32.9%(18.3%)
 조리용 채소와 구별되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특징은 건강(다이어트) 목적으로 섭

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32.9%로 나타나 감소하였다는 응답

(18.3%)보다 높아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일반소비자
(컵과일)

 일반소비자의 70.2%가 즉석섭취용 조각/컵과일 구매경험 있음
 여성, 20~30대, 1인 가구, 건강/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매경험 비중 높음
 구매 이유는 간편하거나 소량 구매할 수 있어서,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비싸거나 위생/안전 염려
 1년 전에 비해 구매 증가(감소) 비율 30.0%(20.7%)
 FGI 결과, ‘과일을 깎을 줄 몰라서’, ‘다양한 과일을 모두 맛볼 수 있어서’, ‘건강한 간식이라서’, 

‘부모의 마음에서 과일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
 1년 전과 비교해서 구매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28.3%로 나타나 감소하였다는 응답(20.7%)

보다 높으며, 특히 수도권(33.6%), 40대(35.4%), 가구원 수 3인 이상(31.0%), 다이어트에 관
심도가 높은 그룹(32.9%)에서 상대적으로 증가 비중 높음

B2B

단체급식

 신선편이 채소는 전체 응답 사업장 중 55.6%가, 과일은 23.4%가 사용 중
 학교 등 교육시설, 직영사업장, 조리실 규모가 작거나, 업장 규모가 클수록 사용경험 높음
 신선편이 제품 사용 이유는 편리성 및 작업시간 단축,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가격 때문
 마늘, 양파, 감자, 연근, 대파, 당근 순으로 구매경험 높음
 ‘세척해서 껍질만 벗긴’ 상태를 선호한다는 비중 가장 높으며(56.4%), 다음으로 ‘세척해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절단(깍둑/채썰기)’한 상태가 19.7%로 후순위를 차지
 급식업체에서의 현재 신선편이 채소(과일) 사용여부는 5점 만점에 1.54점(1.84)인 반면, 

향후 사용의향은 3.57점(3.23), 향후 단체급식에서의 수요는 3.83점(3.43)으로 전망

외식업체

 2017년에 비해 2018년 전처리 채소 사용 업체 비중은 25.2%에서 27.2%로 증가 추세
 출장·이동음식점업(51.3%), 일식 음식점업(44.7%), 기관구내식당업(43.4%), 한식

(37.4%), 중식 음식점업(33.1%) 순으로 사용 업체 비중이 높은 특징
 마늘을 사용하는 67.5% 중 36.8%가 전처리 마늘 사용, 양파를 사용하는 70.4% 중 

11.8%가 전처리 양파 사용, 파(대파)를 사용하는 64.3% 중 10.1%가 전처리 제품 사용  
 업장규모, 요리의 질적인 측면(맛, 풍미) 강조 여부 등이 신선편이 식재료 사용에 영향을 미침

식품
제조업체

 자가 가공 시설 여부, 업체 규모, 관리비 및 인건비 부담,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
하여 신선편이 제품 사용 여부 결정

 즉석섭취식품(당근, 양파), 조미식품(마늘), 김치류(마늘, 양파, 파), 만두류(양파, 파), 드
레싱/소스류(양파)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서의 사용이 증가할 전망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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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동향과 시사점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식생활 및 식품소비 트렌드가 유사한 일본, 신선편

이 과일·채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신

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다. 

1. 일본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현황 및 정책33)

1.1. 시장 현황

일본에서는 식사의 외부화 진전과 편리성 추구 경향의 확 에 따라 신선편이 

과일·채소(カット野菜[컷 채소], カット果實[컷 과일]) 수요가 확 되고 있다(농림

수산성 2019)<그림 5-1>.  2015년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은 약 2,800억 엔(3조 

원)으로, 전체 과일·채소 생산액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업무용 채소, 슈퍼, 

편의점, 백화점 지하 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샐러드/컵과일, 중식에 사용되는 채소, 

냉동채소34)·과일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 되고 있으며, 외식에서의 수요는 감

33) 일본의 사례는 홋카이도대학 신동철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34) 감자, 강낭콩, 시금치 등 원료 채소를 손질하여 냉동한 제품으로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냉동채소 자급률 확대를 위해 계약거래 등을 추진하지만 이농 및 고령화로 인해 이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직접 원료 채소를 생산하는 가공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연간 채소 공급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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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추세이다.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컷 채소에 한 판매금액은 2013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래

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샐러드 채소 판매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일본의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일본은 단독세 의 지속적인 증가와 여성의 경제참여 확 로 식의(확인) 외부화 

및 간편화가 요구되는 사회구조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신선편이 과

일·채소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 등 B2C 

채널을 중심으로 한 샐러드용 채소나 컵과일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그림 5-1 일본 신선편이 채소의 연간 판매금액 추이(실질)

주: 일본의 신선편이 채소는 주로 무, 양배추, 양파, 배추, 당근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9. 3.), 「가공・업무용 야채를 둘러싼 상황」.

입 포함)은 2016년 기준 1,500만 톤이며, 냉동채소 유통량은 2012년 이후 100만 톤을 상회할 정

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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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는 400여 개로 선도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을 갖추고, 안전 관리를 위해 이력추적시스템과 ISO 22000 등을 취득하고 있다. 

또한 업체에서는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위해 다수의 산지·농업생산법인과 계약재

배를 체결하고, 국내 산지 육성에 적극 협력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아

이치현 도요하시,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 등)이나 전농 등은 농가 소득 향상과 지

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업무용 채소 원물 생산을 늘리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1998년 구라가그룹에서 설립한 오카야마현 구라가시 구라가그룹 청과사업부 

구라가청과 수주조합은 백화점, 슈퍼마켓, 식자재 벤더, 외식산업, 드러그스토어, 

급식사업소 등에 다양한 채소를 다양한 규격에 판매하고 있다. 직원 수는 약 300

여 명이며, 연간 판매액은 약 400억 원 수준이다. 가공․업무용 채소 수요의 증가에 

응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공장을 증설하 다. 약 40개의 산지 및 

농업생산법인과 신선편이 원료 농산물의 70%를 계약거래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

며, 사용량이 많은 양배추나 양파를 중심으로 계약거래 조달 비중을 확 해 나갈 

예정이다. 조합은 국산 가공․업무용 채소 사용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와 연계조직

을 설립하고 전량을 고정 가격으로 매취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며, 지역산 식재료

를 안정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하여 판매처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서의 수요량을 늘리기 위한 가격 차원의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

1.2. 신선편이 소비 행태

일본 소비자의 신선편이 채소 주구매 장소는 슈퍼마켓,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협), 편의점 순이며, 생식용 간편채소(72.4%), 양념·조리된 샐러드(54.6%), 조

리용 간편채소(43.9%) 순으로 구매 비중이 높다. 신선편이 채소로 주로 활용되는 

상위 5개 품목은 무, 양배추, 양파, 배추, 당근이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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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원물 채소의 소비를 꾸준히 줄이는 추세에 있으며, 줄어드는 원물 채소

의 소비를 신선편이 채소가 일부 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5-2>는 원물 채

소와 샐러드용(신선편이) 채소에 한 구매금액 추이를 보여주는데, 1990년  초

반 약 25,000엔이었던 원물 채소 구매금액은 2010년  초반 20,000엔 이하로 떨

어졌다가 2015년에는 20,877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1990년  초반 2,500

엔 에 머물던 샐러드용 (신선편이) 채소 구매금액은 2015년 4,082엔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5-2  일본 원물 채소 및 샐러드용 채소 구매금액 추이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9. 3.), 「가공·업무용 야채를 둘러싼 상황」.

1.3. 관련 정책

가공·업무용 채소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산지에서 충분히 응하지 못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 사용이 증가하 다. 이를 배경으로 농림수산성은 2014년부터 

가공·업무용 채소 생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주산지의 생산자를 상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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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적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가공·업무용 채소 생산기반 강화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나 연작 장해 등에 의한 채소의 작황 불안정으로 가공·업무용 

채소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배기술 등의 도입으로 이를 

극복하여 국산 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본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표이다.

지원 상은 최소 10ha에서 최  50ha 이내 규모의 주산지35)에 소재한 농협, 농

사조합법인, 농지소유적격법인36), 기타 농업인이 조직한 단체 등으로 양배추, 양

파, 당근, 파, 시금치, 호박, 양상추, 스위트 콘, 풋콩(에다마메) 중의 한 품목 이상

에 해 품목별 사업계획37)을 제출한 곳을 상으로 한다. 지원 상 단체는 생산·

유통의 구조개혁 조치(① 가공·업무용 포장 설정, ② 실수요자와 일정 기간 사전 

계약 체결, ③ 실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생산 및 출하, ④ 생산비용 절감, ⑤ 유통

비용 절감, ⑥ 이력추적시스템 도입)를 모두 이행하고, 작황 안정을 위한 조치(① 

토층 개량 및 배수 책,  ② 병해충 방제 및 연작 장해 책, ③ 지온 안정, 관수·풍

해 책, ④ 토양 개량 자재 사용)를 연차별로 지정된 개수만큼 이행해야 한다.38)  

지원액은 10a당 15만 엔으로 신청 첫해에만 지급하고39), 상면적은 가공·업무용

으로 계약한 채소 재배면적 중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배기술을 도입한 면적40)에 

한정한다.

35) 규모 조건(10~50ha)을 충족하는 것에 더해 해당 주산지에 사업 참여 농가가 5호 이상(농지소유적격법인 등

의 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5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36)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2016년 4월 이전에는 ‘농업생산법인’으로 호칭하던 것을 2016년 

4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구성원 조건 등이 변경되며, 명칭도 ‘농지소유적격법인’으로 변경

되었다.

37) 사업계획에는 5년 후의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계약수량 증가 목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아래의 ‘단수 증대’와 ‘생산 또는 유통비용 절감’ 중 하나를 추가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단

수 증대’는 현재보다 10% 이상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데, 신규 생산의 경우에는 단수가 전국 또는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10% 이상 향상되어야 한다. ‘생산 또는 유통비용 절감’은 현재 

비용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신규 생산의 경우에는 전국 또는 도도부현(광역

자치단체) 평균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8) 1년차에는 3개 이상, 2년차에는 2개 이상, 3년차에는 1개 이상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단, 가공·업무용 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배기술 사업의 계획기간이 최소 3년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40) 면적이 아닌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한 수량을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나누어 면적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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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현황 및 정책41)  

2.1. 시장 현황

미국의 신선농산물협회(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는 ‘신선편이 농산

물(fresh-cut produce)’을 “신선 상태의 농산물에 물리적인 변화를 주되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양적 우수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이용선 외 2009: 13). 한편, 미국 농무부(USDA)는 ‘신선편이 제품

(fresh-cut products)42)’을 수확된 주(state)에서 가공·처리된 ‘바로 사용가능하도

록 절단된(ready to use, pre-cut products) 과일·채소’로 규정하고 있다(USDA 

2016). 이 절에서는 미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신선편이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미국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 규모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994년 33억 달러에서 2003년 89억 달러, 2014년 약 270억 달러(약 29.7조 원)로 

20년간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 다(Cook 2007; PMA 2014)<그림 

5-3>. 1990년 부터 성장하던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은 2006년 시금치 안전성 문

제(The Spinach E. Coli Incident), 2008년 공황 등을 배경으로 2006~2008년 기

간동안 성장세가 정체되었으나, 이후 서서히 회복하여 최근에는 전체 농산물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Cook 2015). 

41) 미국의 사례는 강원대학교 이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신

선편이 농산물(fresh-cut produce)’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미국

의 신선편이 관련 제품을 ‘신선편이 농산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42) ‘신선편이 제품’은 첫째, 잎이나 뿌리 또는 껍질을 다듬거나 세척해야 하며, 둘째, 손이나 장비를 사

용하여 특정 규격으로 잘라 내거나 코팅 후 포장해야 하며, 셋째, 장기간 보존을 위해 조리/통조림/

냉동/건조되지 않아야 하며, 넷째, 외식/급식, 소매업체, 소비자가 추가 작업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6~21일이며, 선반수명

(shelf-life)은 보관 및 운송 시 온도, 포장 유형 및 제품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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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미국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액 추이

단위: 조 원

주: 환율 1,100원/달러 적용.          

자료: Cook(2007), PMA(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일본과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전체 과일·채소 시장에서 신선편이 농산물이 차지

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비중은 2005년 10% 수준에 불과

하 으나, 2014년에는 16%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6%까지 확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지강 2018).

그림 5-4  미국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품

자료: 직접 촬 (2019. 1., 미국 Whole Foods Market).

2.2. 소비 현황

신선 농산물 소비에 있어서 편리성과 부가가치에 한 소비자의 선호가 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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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포장 샐러드 등과 같은 신선편이 농산물에 한 수요 및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Cook 2015; Himmelheber 2019). 이뿐만 아니라 유기농, 건강, 지

역성에 한 높은 관심도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의 규모의 확 를 이끈 요인인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Cook 2016). 소비자들은 신선편이 농산물 구매 시 청결 및 위

생(91%), 가격(83%), 편리성(60%), 양 정보(55%), 포장(49%)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ok 2015).

2014년 미국 가구의 약 83%가 패키지 샐러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일반적인 신선편이 과일과 채소는 각각 55%, 56%의 가구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Cook 2016).  

2014년 기준 일반 과일/채소의 주간 판매액 및 판매량은 전년 비 각각 3.2%, 

0.5% 증가한 반면, 신선편이 과일의 주간 판매액 및 판매량 증가율은 전년 비 각

각 12.0%, 9.7% 증가하 으며, 신선편이 채소의 주간 판매액 및 판매량은 전년 

비 각각 10.9%,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ook 2015)<그림 5-5>.

한편 최종 소비처별 사용량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신선편이 농산물 160억 

달러 규모가 외식/급식업체에서 사용되었으며, 소매시장에서는 110억 달러(40.7%) 규

모만큼 공급되어 최종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PMA 2014; Cook 2015).

그림 5-5  전년 대비 주당 판매액 및 판매량 증가율

단위: %

주: 2014년도 기준.

자료: Cook(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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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산 현황

포장 샐러드 생산은 5  기업과 유통업체 PB 브랜드 중심의 과점적 형태를 보

이고 있다. 5  상위 기업은 Fresh Express社(28.7%), Dole社(19.7%), Earthbound 

Farm社(6.7%), Ready Pac社(3.5%), Organic Girl社(2.8%) 순이며, 유통업체 PB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29.7%를 차지하고 있다(2014년 기준). 미국 샐러드 시장

에서 상위 5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약 91%에서 2014년 약 61%로 감

소한 반면, 유통업체 PB브랜드의 점유율은 1994년 2%에서 2014년 30%로 크게 

증가하 다<그림 5-6>. 

그림 5-6 미국 포장 샐러드 주요기업 점유율(2014년 기준)

단위: 조 원

자료: Cook(2015).

신선편이 과일 시장에서는 유통업체 PB 브랜드 비중이 34% 수준으로 가장 높

으며, 상위 5  기업이 도합 31%를, 기타업체들이 35%를 점하고 있다.43) 

미국 기업들은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측면에서 첫째, 가공 라

인의 자동화, 둘째, 낮은 온도에서 최소의 인원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셋째, 

43) Del Monte社(9%), Crunch Pak社(9%), Ready Pac社(6%), Chiquita社(5%), Garden 

Highway社(2%)(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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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더욱 낮은 온도 관리, 넷째, 가공단계별 공간 설계 등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가 중시되고 있는데, 1996~2010 기간에 발생한 신선식

품 관련 질병 중 신선편이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8% 수준이었다(FDA 

2018). 2002~2017 기간에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된 질병은 총 39회 발생하

으며, 3,432명이 감염, 643명 입원, 15명이 사망하 다(예: 2006년 발생한 시금치 

E. Coli O157:H7 감염)(FDA 2018). 

2.4. 관련 정책

미 농무부는 식품별로 등급과 기준(U.S. Grade & Standard)을 마련하여 규정하

고 있으나, 신선편이식품의 등급 및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검사지침만 마련

되어 있다.44) 또한, 신선편이식품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업체를 상으로 하는 

안전지침 초안이 2018년 10월 식품의약청(FDA 2018)에 의해 배포된 상태이다

<표 5-1>. 기본적으로는 2015년 9월 제정된 美 연방규정 제21조 제117항45) 중 식

품의 생산처리과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최종안이 

통과된다면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44) 검사지침에 따라 품질과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나, 검사 증명서의 등급란에는 ‘등급 미정’으로 표시한다.

45) 美 연방규정 제21조 제117항(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CGMP],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은 식품 관련 시설에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위해성 및 위험 기반 예방적 통제를 포함하는 식품 안전계

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에서는 직원, 

공장 및 지반, 위생 운영, 위생 시설과 통제, 장비 및 기구, 프로세스와 통제, 저장 및 유통, 동물성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식품의 보관 및 유통, 결함 조치 수준 등에 대해 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PCHF(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규정은 식품안전 계획, 위해요인 분석, 예방적 

통제, 리콜 계획, 모니터링, 시정 조치 및 수정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신선편이식

품 제조업체는 상위법령인 「식품안전현대화법」(FDA 2011)의 적용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1) 

신선농산물 재배자의 생산 안전 규칙 준수 여부 확인, 2) GMP 및 식품안전계획 요구, 3) 의도적 

변질 예방 부문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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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신선편이식품 안전지침 초안에서 다루는 CMGP/PCHF 규정

CMGP 규정 PCHF 규정

Section Description Section Description

117.10 직원 117.126 식품 안전 계획

117.20 공장 및 지반 117.130 위해요인 분석

117.35 위생 운영 117.135 예방통제

117.37 위생 시설과 통제 117.139 리콜 계획

117.40 장비 및 기구 117.140 예방통제 관리 구성요소

117.80 프로세스와 통제 117.145 모니터링

117.93 창고 및 유통 117.150 시정 조치 및 수정

117.95
동물성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식품의 보관 및 유통

117.155 검증

117.110 결함 조치 수준 117.160 확인

117.165 시행 및 효과 검증

117.170 재분석

117.180
예방통제와 관련된 자격 있는 개인 및 
감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사항

117.190 시행기록

117.301 수립 및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에 대한 규정사항

117.405 공급 프로그램

자료: FDA(2018).

미 농무부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채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연방지

원제도(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를 운 하고 있다<그림 5-7>. 

FFVP의 목표는 초등학생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 해 1) 교육, 2) 

소비 및 섭취 증 , 3) 양교육 촉진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 장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 농무부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미리 잘라서 어린 학생들에게 더 쉽고 먹

음직스럽게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과일·채소를 절단·가

공하는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요건46)들을 엄격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

담 및 저장공간 부족 등의 차원에서도 신선편이 과일·채소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46) FFVP를 운영하는 학교는 1) 식품을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직원에게 과일과 채소를 적절하게 씻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또한, 2)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보관하는 계획을 수립해

야 하며, 3) 도마, 칼, 싱크대를 포함하여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장비 및 기구를 세척하고, 헹구고, 

살균 및 공기 건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4)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식품의 부위는 모두 제거해야 

하며, 5) 미취학 아동과 같이 매우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는 생 씨앗 싹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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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미 농무부 신선 과일/채소 지원프로그램

자료: USDA(https://www.fns.usda.gov/fdd/usda-dod-fresh-fruit-and-vegetable-program-basic 

s-schools, 검색일: 2019. 11. 2.).

1987년도에 세워진 국제신선편이농산물협회(International Fresh-cut Produce 

Association: IFPA)와 1904년도에 설립한 연합신선과일채소협회(United Fresh 

Fruit and Vegetable Association: UFFVA)가 2006년을 기점으로 전미신선농산물

협회(UFPA)로 합쳐졌다(이용선 외 2009).  UFPA는 농업인, 신선편이 가공업자, 

도매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급식/외식업체 운 자, 제휴 협회 등 모든 종류의 

신선 농산물 공급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정부 정책의 이행47), 사업 상 

기술적 문제 해결, 자원 및 전문지식 제공, 생산 분야 전문성 향상, 교육·훈련 및 개

발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48)을 수행한다.  

47) UFPA는 정부관계위원회를 운영하며 1년에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를 통해 정책입장에 

대한 토론, 우선순위 설정, 업계 공감대 형성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UFPA는 행정청원, 규제

심사, 의회증언, 의회청원, 정책 관련 성명서 제출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의회 활동 및 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8) 구체적으로 UFPA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선편이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

다. 1) 혁신적 제품 소개, 2) 운영 개선을 위한 장비 및 공급망 솔루션 제공, 3) 영업 관련 교육 프로

그램 제공, 4) 마케팅 이벤트 제공, 5) 리콜 관련 워크숍 및 상담서비스 제공, 6) 소비 확대를 위한 노

력, 7) 영업 및 마케팅 전략 개발, 8) 소매업체 및 급식/외식업체와 협력하여 제품 프로모션 계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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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현황 및 정책49)

3.1. 시장 현황

유럽에서 신선편이식품은 1980년  처음 등장하 지만, 신선편이 시장규모는 

2006년까지 1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확 되었으며 2010년 이후

에도 3%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abobank 2010)<그림 5-8>.

그림 5-8 유럽 신선편이, 가공, 일반 신선 농산물 시장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 추이

자료: Rabobank(2010).

 

유럽의 전체 과일(채소) 시장에서 신선편이 과일(채소)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으로 추정되며, 신선편이식품 중에서는 신선편이 샐러드가 50%, 신선

편이 채소가 40%, 신선편이 과일이 10%를 차지한다(Cindy van Rijsweck 2010)<그

림 5-9>. 

제품 표시사항 검토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49) 유럽의 사례는 강원대학교 이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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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들의 신선편이 채소시장 성장 지수를 살펴보면, 독일, 이탈리아, 스

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2000년 100을 기점으로 2011년 350 근방으로 전망되어 시장

이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국 등의 국가는 앞

선 3개국에 비해 증가율이 낮기는 하지만, 시장 성장세에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국의 경우 이미 2000년이 되기 전에 신선편이 채소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도 하 다

<그림 5-10>.

   

그림 5-9 유럽 신선 채소 시장(좌) 및 신선편이 시장(우)의 구성

자료: Cindy van Rijsweck(2010).

 

그림 5-10 유럽 주요 국가별 신선편이 채소시장 성장 지수

자료: Raboban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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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식품소비는 전통적인 외식보다는 빠른 서비스가 가능한 프랜차이즈점

이나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식사하는 행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신선 농산

물이나 소포장 된 농산물 구매를 점차 선호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이나 품질에 

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가격을 우선시하던 소비행

태는 최근 들어 낭비가 적은 제품,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 소량 포장 제품, 로컬

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선편이 농산물은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거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abobank 2010).

3.2. 생산자 관련 동향

유럽에서 신선편이식품은 신선 농산물이나 가공 농산물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다.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고 건강한 식품에 한 소비자 선호

가 확 되는 등의 소비행태의 변화, 가격 조정 및 프로모션 등 활발한 마케팅 등을 

배경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 각 국가의 일부 선도적인 제조업체들은 

주로 형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에 신선편이식품을 공급하며, 다수의 소규모 지

역 제조업체들은 소규모 업체나 소비자를 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럽 신선편이식품 제조업체의 평균 업이익률은 약 5.1% 수준인 것으로 추

산되며, 평균보다 낮은 업체의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Rabobank 2010; 45개 업

체 조사). 형 신선편이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요구와 식품 서비스 및 식품 소매 

업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를 점점 더 늘릴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반면, 업이익률이 업계 평균 수준 이하인 신선편이 제조업체들은 투자와 

관련하여 형 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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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련 정책

유럽위원회는 신선편이식품에 소비자 식품정보 제공 규정(EU No. 1169/2011)

을 적용하고 있다<표 5-2>. 이 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공급자는 의무

적으로 식품표시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전에 

포장된 식품의 공급자, 둘째, 음식점에 준비용, 가공용, 또는 절단용으로 제공되는 

사전에 포장된 식품의 공급자이다. 유럽 신선편이식품 식품표시규정에는 양성

분, 식품첨가물, 부패방지 포장, 성분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5-2 유럽 신선편이식품의 식품표시규정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일반 - 각 품목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설명, 순 중량 및 사용기한이 한 줄로 명시되어야 함

제품명 - 평범하고 일반적인 제품명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의 본질을 묘사해야 함 

언어 - 식품표시의 텍스트는 EU 회원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최소 글꼴 크기 - 1.2㎜로 표시하되 만약 식품표시가 80㎠보다 작을 경우에는 0.9㎜로 표시

원산지
- 제품 원산지의 전체 원산지명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이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함(스페인 

토마토로 만든 이탈리아 토마토소스)

생산자 식별

-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브랜드 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거래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함

- EU 이외의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경우나 EU에 무역회사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함

수량 - 수량은 순 내용물의 수 또는 순 중량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따라 부피나 중량으로 표시되어야 함

사용기한
- 모든 가공품에는 사용기한이 명시되어야 하며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사용만

료날짜)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제조번호 - 생산자 식별 및 제조번호는 반드시 제품 포장에 명시되어야 함

성분 목록 - 식품표시는 성분·수량 목록을 포함해야 하며, 성분 목록에는 첨가물이 포함되어야 함

알레르기성
성분

- 가공식품에 알레르기성 성분을 사용할 경우 식품표시의 성분 목록에 알레르기성 성분을 명시 또
는 포장의 다른 위치에 알레르기성 성분명과 성분명의 뒤에 “함유됨”을 표시해야 함

영양성분 - 식품에 다른 종류의 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영양성분 표시는 필수임

식품첨가물 - 특정 식품첨가물과 식품효소는 성분 목록에 특정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해야 함

부패방지 포장
- 포장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가스)이 사용된 경우 식품표시에 ‘부패방지 포장’이라는 용어

가 언급되어야 함

제품 관련
정보규정

- 특정 마케팅 표준(specific marketing standards)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등급, 품종, 유
형 및 수확 후 처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품이나 선반에 표시해야 함

자료: GS1(http://gs1az.org/en/Legal-Requirements-for-Labels-on-Fruit-&-Uegetables-p416.html, 

검색일: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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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채소에 적용되고 있는 미생물 관련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가들마다 다른데, 미국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병원성균과 일반세균

의 수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3가지 병원성균

(Listeria, Salmonella, E. Coli O157:H7)에 해서만 불검출 관련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일반세균까지 기준을 두고 있다(김지강 2007).50)  국이

나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병원성균, 일반세균, 장균과 관련하여 신선편이 

과일·채소에 적용하는 미생물적인 지침을 충분 단계(satisfactory), 수용 단계

(acceptable), 불충분 단계(unsatisfactory), 불수용 단계(unacceptable)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김지강 2007).51) 

4. 해외사례 시사점

첫째,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식품소비행태는 우리나라의 식품소비와 크

게 다르지 않다. 부분 국가의 소비자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건강에 

한 관심도가 높아, 이를 배경으로 신선편이 과일·채소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샐러드나 외식/급식용 조리용 채소에 한 

수요가 확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선편이식품의 위생/안전에 한 우려 및 관련 사고/질병의 발생으로 인

해 미국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이나 아일랜드에서도 국

내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으로 신선편이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선편이 식품을 조리하지 않고 그 로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

50) 한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이 영국과 동일한 미생물적 안전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

는 신선편이 생산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규격을 설정하여 따르고 있다.

51)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균의 경우 신선편이 채소 세분 품목별로 양배추 샐러드와 mixed 샐러드가 각기 다

른 미생물적인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대장균이나 병원성균에 대한 기준 또한 설정하였는데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모넬라나 장염비브리오, E. Coli O157:H7은 불검출에 대한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이나 Bacillus Cereus균은 일정 수준의 기준을 두어 관리한다(김지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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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염 최소화 및 예방통제를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식품안전규정을 제정·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표시규정을 통한 다양한 정

보의 제공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일본에서는 ‘가공·업무용 채소 생산기반 강화사업’을 통해 계약재배를 장려하

고 국산 채소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선편이식품 제조

업체에게 있어서 원물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체 경 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재배 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요국의 신선편이식품 소매점에서는 첫째, 소포장화 트렌드, 둘째, 다양

한 포장단위의 존재(동일제품에 해 100g, 200g, 400g, 600g 단위가 동시에 판

매), 셋째, 제품에 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칼로리 및 양소 등), 넷째, 스낵보다 

넓은 매 를 차지하는 등 신선편이식품의 ‘간식화’(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입구에 

위치), 다섯째, 세척 상태의 명확한 표기, 여섯째, 친환경 포장재 사용, 일곱째, 판

매(유통)기한과 소비권고일자를 별도로 표기, 여덟째, 가구 내 조리용 채소의 소

포장화 등의 제품 트렌드가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신선편이식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한국신선편이협회’가 전미신선농산물

협회(UFPA)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서 지원·장려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과일 및 채소 지원사업 및 소비촉진운동과 연계하여 시장의 규모를 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일·채소 섭취 증 )을 장려할 뿐 아니라 신선

편이식품 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이 확 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차질 없이 공

급될 수 있도록 생산여력 및 환경을 점검하고 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해외 주요국에서는 냉동채소나 냉동과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일부 품목에 해서는 냉동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향후 냉동제품

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의 저하 없이 급속냉동할 수 있는 기

술의 개발 및 보급, 관련 기계의 국산화 등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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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전망과 
대응과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현황 및 특성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신선편이 과일·채소 생산의 현황과 문제

점을 짚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소비자와 식품제조업 및 급식/외식업에서의 수

요의 특징과 니즈를 분석하 다. 제5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의 신선편이 과일·

채소 시장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 다. 

이번 제6장에서는 시장 및 정책 현황 검토 결과, 공급자와 수요자 분석 결과, 해

외 주요국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토 로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을 전망하고 응과제를 도출하 다.

응의 주체는 농업, 식품산업, 그리고 정책 담당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농

업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에 원물을 공급하는 후방산업이며, 식품산업은 신

선편이 과일·채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거니와 생산된 신선편이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후방산업이기도 하다. 정책 담당자는 신선편이 과일·

채소 시장과 산업에서 진흥과 규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응의 

주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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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전망

1.1.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여건 분석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조리 및 섭취 편리성 추구 경향이 확 되고 있다.52) 

음식물쓰레기에 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본계획 및 

종합 책을 수립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축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53) 신선

편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섭취 및 조리가 편리할 뿐 아니라,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원물을 직접 손질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신선편이 제품의 특징은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단계에서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6-1>. 

반면, 소비자나 업계에서는 신선편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손질하는 

것이 더 저렴하거나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선편이 제품을 구매

하지 않는 이유에 해 설문한 결과에서도 소비자와 업계 모두 ‘가격’을 가장 주요

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선편이 제품의 수요자나 

공급자에 한 정보도 부족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관련 통계

도 전무하여 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 신선편이 제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제

품의 유통기한이 짧고, 생산활동이 원물의 품질에나 수급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며, 자동화율이 낮은 노동 집약적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 생산활동을 지속함에 장애요인이 많은 편이다.

52) 소비자조사 결과, ‘과일을 깎아먹기 귀찮아서 먹고 싶어도 안 먹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수는 

710명에 달한다(주구매자 33.3%, 일반소비자 37.0%). ‘과일을 깎아먹기 귀찮아서 먹고 싶지만 구매하

지 않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 비중 또한 전체 2,000명 중 561명(주구매자 26.9%, 일반소비자 28.8%)

53)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N=3,337), ‘과일 껍질과 야채 또는 생선 손질 후 발생되는 조리 전 

쓰레기’가 전체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5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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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음식 조리/섭취의 편리성에 대한 강한 니즈 존재
 식품제조업체의 원가 절감에 대한 높은 관심
 급식업체에서의 조리시간 단축의 필요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비싼 가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시장 현황 정보 및 통계 부족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공급의 비탄력성
 원물 품질에 따른 수익성 변화가 심함(원료의 불안정

적 공급) 
 낮은 자동화 및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

기회요인 (Opportunities) 위협요인 (Threats)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편리성 추구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최저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제한에 따른 노동대체 역

할 증가
 온라인 및 오픈 마켓 확대로 인한 소비자와의 거리 감소
 다이어트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원료 품질 및 가공과정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성인들의 과일·채소 섭취량 감소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야기
 중소·영세 업체의 판로 부족 및 과다 경쟁

자료: 직접 작성.

한편, 편리성을 중시하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이어트나 건강

에 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 되고 있는데,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1인 가구와 건강

이나 다이어트에 한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가 구매한 경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분명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4) 또한, 지난 5년간 식품시장에서 가

장 큰 인기를 끌었던 가정간편식(HMR)과 2018년도부터 주목받고 있는 밀키트

(Meal Kit) 시장이 확 됨에 따라, 이들 식품류의 원재료로서의 신선편이 과일·채

소에 한 보완재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신선편이 제품 시장의 기회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및 오픈 마켓의 확 로 소비자가 손쉽게 구

매할 수 있다는 점, 최저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 제한에 따라 업체에서 조리·처리

인력을 줄이기 위해 ‘신선편이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또한 시

장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규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은 큰 위협요인으

54) 일반소비자의 경우 즉석섭취용 샐러드 구매 비중이 건강(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경우 76.1% 

(78.0%)로 나타나, 전체 평균(72.0%)보다 높았다. 컵과일 구매 비중 또한 건강(다이어트)에 관심

이 있는 경우 72.9%(72.1%)로 나타나, 전체 평균(70.2%)보다 높다. 심지어 건강(다이어트) 관심 

그룹은 향후 구매 전망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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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신선편이식품 안전사고가 발생 시 기업

경 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일·채소 섭취량 감소,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중소 세업체들의 원

물확보의 어려움과 판로 부족 및 과다 경쟁 등은 이 시장이 성장해 감에 있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2. 시장 전망

1.2.1. 신선편이 제품 및 산업은 성장 및 도입단계

우리나라 신선편이 제품(혹은 산업)의 현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Levitt(1965)이 

최초로 제안한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PLC) 모델을 적용하 다<그림 

6-1>. PLC 모델은 제품 혹은 산업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인 ‘도입단

계’는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고 잠재 수요가 파악되지 않아 많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단계로, 2단계인 ‘성장단계’는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어 판매량이 증가하는 

단계로, 3단계인 ‘성숙단계’는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일

정수준을 유지하는 단계로, 4단계인 ‘쇠퇴단계’는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여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단계로 규정한다.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55)를 PLC 모델에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신선편이 채소 

제품/산업은 성장단계, 과일 제품/산업은 성장/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선편이 시장이 성장단계를 거쳐 성숙단계로 이행하면서 더욱 확 될 것으

로 전망된다. 

55) 본 PLC 모델 평가에는 신선편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특정 제품

이나 그 산업의 단계는 해당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 담당자에 의해 가장 정확

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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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제품수명주기(PLC) 단계별 평가

단위: %

주 1) ① 도입단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고 잠재 수요가 파악되지 않아 많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단계

        ② 성장단계: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어 판매량이 증가하는 단계

        ③ 성숙단계: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단계

        ④ 쇠퇴단계: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여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단계 

   2) 점선은 판매량, 판매액, 혹은 이익률의 단계별 흐름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1.2.2. 가정용(B2C, 가정간편식 중심) 및 단체급식용 중심으로 시장 성장

신선편이 과일·채소에 한 B2C 및 급식 중심 B2B 수요 증가로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편이 제조업체 98.6%가 시장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그중에서도 B2C와 급식 중심 B2B에 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

다56)<그림 6-2>.

56) 일부 대형 식자재업체나 종합식품기업에서도 신선편이 제조업체를 인수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신선편이 제조업체가 향후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

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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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신선편이 제품 사용처별(또는 용도별) 성장잠재력(2019년 현재 기준)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1.2.3. 마늘/양파/감자/대파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 

가구 내 조리용 채소의 경우 마늘, 양파, 당근, 파, 감자, 도라지, 양배추, 연근, 

깻잎, 양상추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급식업체 등 B2B에서

도 마늘, 양파, 감자, 연근, 파, 당근, 우엉, 양배추, 생강, 파인애플 순으로 구매경

험이 높았다<표 6-2>.

표 6-2 신선편이 과일·채소 품목별 구매경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가구 내
주구매자

마늘 양파 당근 대파 감자 도라지 양배추 연근 깻잎 양상추

71.8 53.2 49.7 42.7 36.8 28.1 26.9 23.6 21.2 20.1

급식
사업장

마늘 양파 감자 연근 대파 당근 우엉 양배추 생강 파인애플

56.3 50.8 47.0 44.8 43.7 42.1 38.8 34.4 32.2 32.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및 급식사업장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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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신선편이 과일·채소 수요기반 관련 정책 확대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한 정책 환경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선

편이 제품을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는 각종 식품지원사업들이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

러미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선편이 과일·채

소가 지원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책도 있지만, 향후 정

부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과도 연계된다면 이 시장은 더욱 확 될 수 있을 것이다.

1.2.5. 2020년 시장 규모는 1조 원 돌파 전망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의 규모는 2019년 9,364억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그림 6-3>. 이 값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설문조사에

서의 전망치를 근거로 산출되었다. 한편, 2016년부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2020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1,369억 원 수준으로 1조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57) 

그림 6-3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 원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57)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로부터 2019년 매출액 전망과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매출

액 비중을 고려하여 2019년 전망치를 산출하였으므로, 2019년 전망치는 상당 부분 2019년 매출 

실적에 근거를 두었다. 한편, 2020년 전망치는 2016년도부터의 매출액 및 신선편이 과일·채소 비

중 변화율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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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요처별 향후 의향 및 전망

1.3.1. 가구용(B2C) 수요

소비자 조사 결과, 조리용 간편채소와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즉석섭취용 컵/조

각 과일 모두 구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6-4>. 조리용 간

편채소는 응답자의 52.5%가 향후 구매 의향이 있으며, 8.9%만이 구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는 58.9%가 향후 구매 의향이 있으며, 5%

의 응답자는 구매 의향이 없다.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은 45.8%가 의향이 있으며, 

11.0%는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 적으로는 구매 의향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5점 척도 평균 점수에서도 3.36~3.56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구매 의향이 충

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4 소비자들의 향후 구매 의향 종합

단위: %, 점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 결과(주구매자-조리용 간편채소).

가구 내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주구매자(주로 주부)들을 상으로 찌개를 포함

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해 시점별 의향을 질문하 다<그림 6-5>.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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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찌개를 포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면 ‘원재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직

접 손질/양념/조리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61.0%), 1~2년 후에는 ‘세척/

절단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양념/조리만 직접 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35.4%). 향후 4~5년 후에도 같은 응답이 28.4%로 감소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점이 미래로 갈수록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직접 손질/양념/조리하겠

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세척, 절단 제품이나 밀키트, 가정간편식(HMR), 배달·테

이크아웃하겠다는 비중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식품류 주구매자들의 식사 준비 부

담과 간편화와 편리성에 한 니즈가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6-5 시점별 저녁식사 상차림 방법 의향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향후 소비전망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FGI에서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표 6-3>. 건강 및 편리성 추구경향의 트렌드 속에서 

소비가 확 될 것이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 으며, 이 밖에도 1인 가구, 음식물

쓰레기 저감, 채식주의자 등의 향으로 향후 소비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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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전망 관련 소비자 FGI 의견

“편리성 추구는 전 세대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이 좀 비싼 게 단점

이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가격도 안정화될 것 같아요.”

“건강이나 다이어트도 중요한 키워드라서 샐러드와 컵과일은 소비가 늘어날 것 같

아요.”

“조리용 간편채소를 더 많이 쓰게될 것 같아요. 편리성뿐 아니라 신선하고 건강

하다는 생각이에요. 편리성만 강조한다면 HMR이 더 편리하지요.”

자료: 소비자 FGI 조사 결과.

1.3.2. 업무용(B2B) 수요

단체급식소 책임 양사들을 상으로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향후에 사용할 의

향이 있는지에 해 질문한 결과 신선편이 채소는 60.0%의 응답자가 사용 의향이 

있었으며, 신선편이 과일은 39.4%가 사용 의향이 있었다<그림 6-6>. 반면 사용의

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8.1%와 20.6%로 사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과

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 다. 척도평균 점수를 포함하여 신선편이 채소 사용 의향

이 과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6 단체급식소 책임영양사들의 향후 사용 의향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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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본인 담당 업장에서의 사용의향과 관계없이 향후 우리나라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선편이 과일·채소 사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해 추가 질문을 실시

하 다<그림 6-7>. 신선편이 채소는 응답자의 71.9%, 신선편이 과일은 응답자의 

45.0%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 다. 더욱이 신선편이 채소에 해서는 응

답자의 13.1%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 다. 반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은 각각 1.9%와 5.9%에 불과하 으며, 척도 평균 점수도 3.83점과 3.43점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신선편이 채소에 한 향후 의향과 전망이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함

에 따라 향후 신선편이 채소를 중심으로 단체급식소에서의 수요 확 가 예상된다.

단체급식소의 책임 양사들이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사용이 확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 조리과정의 간편화, 일손 부족, 작업시간 축소, 음식

물쓰레기 저감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7 단체급식소 책임영양사들의 향후 전망 의견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외식업체 상 FGI에서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향후 전망을 두고  FGI 참석자 모

두가 신선편이 사용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건비, 

수도비 등의 감소분을 두고 나름의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 다<표 6-4>. 인건비 

절감효과에는 모두 공감하 으며,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이 신선편이 사용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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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업장이나 뷔페, 패스트푸드 등 회전율이 매우 빠른 업종과 볶음요리 전

문점, 중식당 등 여러 종류의 채소를 사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신선편이 

사용이 확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 으나, 소규모 개인 업장이

나 한정식 등 고가의 요리를 취급하는 업종 등에서는 신선편이 사용을 두고 가격 

측면과 품질 측면에서 이견을 보 다. 

한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세  간의 차이 등으로 신선편이를 사용할 가능

성에 해서도 높게 평가하 으며, 개인 업장의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 신선편이

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6-4 외식업체에서의 신선편이 과일·채소(조리용 채소) 전망 관련 FGI 의견

“소형 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추세에 따라 결정될 것 같아요,”

“일을 많이 시키면 직원들 얼굴에 표시가 나요. 일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신선편이를 쓰게 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선편이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뷔페나 대량 조리하는 업장에서는 충분히 신선편이 식재료가 메리트가 있어요.”

“볶음밥 나갈 때는 저희도 믹스채소를 사용하거든요. 채소 종류별로 많이 쓰는 

곳이나, 전골요리나 볶음요리 하는 곳, 샐러드를 많이 하는 곳은 믹스된 신선편

이 제품을 쓰는 것이 충분히 이득이 돼요.”

“저희는 대기업이라 살균·세척하는 수조가 있어요. 반드시 침지를 해두었다가 

사용하고 잔류농약 테스트도 하는데, 규모가 작은 곳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채소의 세균이 매장에 와서 교차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신선편이가 안전성 관리

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자료: 외식업체 FGI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에 해서는 12곳의 원료 구매책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선

편이 원재료 사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해 물었다. 12곳의 업체 중 1곳은 매우 성

장할 것이라고 응답하 으며, 1곳은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 고, 나머지 10곳

은 모두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하 다<그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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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5곳의 제과 업체 책임자들은 제과 시장

에 해서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 다. 제과업계는 가공분말 형식으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이미 신선편이 형태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식품제조업체의 원재료 사용은 취급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사용 형태가 

진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선편이 원재료의 사용 확 가 기 된다.

그림 6-8 식품제조업체들의 향후 신선편이 원재료 성장 전망

단위: 답변 업체 수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전화 조사 결과.

1.4. 기대 효과

1.4.1.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직면한 식품 선택

의 폭이 넓어져 효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과일·채소 섭취량이 늘어나 보다 건

강한 식생활을 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된다. 우리나라 국민 중 과일·채소를 

권장량만큼(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30% 초중반 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이다<그림 6-9>. 과일·채소 섭취 등 건강한 식품 선택은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책 이슈인데, 우리나라의 과일·채소 섭취량은 전 연령 에서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58)에 속하므로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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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과일·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비율 추이

단위: %

주: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분율.

자료: 질병관리본부(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1.4.2. 국내 농업 생산 및 식품산업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이 확 될 경우 국내 농업 생산에 긍정적인 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선편이 제품의 사용은 조리 및 섭취의 편리성 제고, 샐러드 

등의 간편 식사 용식 소비 확  등을 통해 농산물(채소 및 과일)의 소비 증가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증 와 소비자의 간편식 선호 

경향에 적극 응하여 신수요 창출 효과를 기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6-10>.

그림 6-10 신선편이 과일·채소 사용 증가로 인한 과일·채소 소비량 증가 전망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 결과.

58) 2013년 기준 OECD 평균 1인당 연간 과일공급량은 147.8kg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66.9kg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김상효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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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음식물쓰레기 감축 가능성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구성비를 살펴보면 채소류가 53.1%로 가장 높으며 과

일류도 전체의 13.6%를 차지하여 과일·채소를 합하면 약 70%에 육박한다(환경

부 1997).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이 활성화되면, 음식물쓰레기량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물쓰레기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소비자 그룹일수록 그

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선편이 제품(세척/절단 제품) 구매빈도가 상 적으로 높

았다. 향후 다양한 신선편이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음

식물쓰레기 감축 의지가 있는 소비자 그룹의 신선편이 제품 구매빈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선편이 제품(세척/절단 제품)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그룹의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약 460g 수준인 반면, 다른 제품도 사용하는 소비자 

그룹의 배출량은 약 493g으로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 신선편이 제품

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손질할 때보다 음식물쓰레기도 감소

할 수 있으며 재활용률도 개선될 수 있다<그림 6-11>.

그림 6-11 음식물쓰레기 관련 인식과 세척/절단제품 구매빈도 지수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변화

 주: 음식물쓰레기 관련 인식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

다” 문항, 세척/절단제품 구매빈도 지수는 다른 종류는 구매하지 않고 세척/절단 제품만 구매하는 경우를 

4점으로 하는 4점 만점 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500g 간격 구간으로 조사함. 가구 내 주구매자가 응

답한 구간의 중간값을 부여하여 음식물쓰레기 평균 배출량을 산출함. 

자료: 식품소비행태조사(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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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과제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자 식생활 개선, 농업과 연계,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 된다. 이는 농업, 식품산업, 그리고 정책 담당

자에 의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농업은 신선편이 과

일·채소 산업에 원물을 공급하는 후방산업이며, 식품산업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거니와 생산된 신선편이 제품을 중간재로 사

용하는 후방산업이기도 하다. 정책 담당자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과 산업에

서 진흥과 규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응의 주체라 하겠다. 

그림 6-12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대응과제와 목표

①소비자친화적표시정보체계구축

②변화하는식품소비트렌드에부합

③표시정보신뢰도제고

④건강한식품선택유도

목 표

기
본
방
향

①상생과포용의산업안정화

②소비기반확대및소비자신뢰제고

③위생∙안전관리 강화

④수요자중심의연구개발및기술보급강화

대
응
과
제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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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에 제시된 것처럼 응과제 마련의 목표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에 농업, 식품산업, 그리고 정책 담당자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응을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및 인터뷰, 급식업체 양사 조사, 소비자 조사 및 심층 면접(FGI), 

외식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조리/구매 담당자 심층 면접(FGI) 및 관련 통계 분석, 

국내외 정책 현황 검토 등을 반 하여 총 4  역 19개 세부 응과제를 마련하

다. 한편, 응과제 특성을 반 하여 응의 주체를, 과제별 시급성이나 예산 책

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 다<표 6-5>. 

 

표 6-5 세부 대응과제별 대응주체 및 우선순위

대응과제 분류 세부 대응과제 대응주체
단기 및 
중장기 
구분

I. 
상생과 포용의 
산업 안정화

1. 신선편이 중소기업 지원 현실화 정부 중장기

2. 관련 단체(신선편이협회 등) 기능 및 역할 정립과 발전방향 모색 산업계 단기

3. 지역에 기반한 고용창출 지원 정부(지자체) 중장기

4. 원료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농업계 단기

5. 기업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산업계 중장기

6. 공통된 산업적 용어와 정의 마련 정부 단기

II. 
소비기반 확대 및 
소비자 신뢰제고  

7.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 강화 산업계(유통) 중장기

8. 시장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산업계/정부 단기

9. 정부 정책을 통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 촉진 정부/산업계 중장기

10. 식품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정부/농업계 단기

III.
위생·안전관리 

강화

11. 신선편의식품 규격 및 보존기준 현실화 정부/산업계 단기

12. 신선편이 농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농업계/정부 중장기

13. 매뉴얼 작성·보급 및 취급자 위생관리 교육 정부/산업계 중장기

14. 시험·검사 지원 및 자체 오염평가 기술보급 정부 단기

IV.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강화  

15. 현장친화적 연구개발 설계 산업계/정부 단기

16. 신선편이 제품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연구개발 추진 산업계/정부 단기

17.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정부/산업계 중장기

18. 환경 변화에 대응한 新연구개발 방향 설정 산업계/정부 중장기

19. 신선편이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의 확대 정부 중장기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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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생과 포용의 산업 안정화

신선편이 제조업은 비교적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시

장 확 를 배경으로 기업 진입이 늘어나면서 시장가격 교란 등이 나타나고 있

다. 신선편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불공정 관행에 한 감

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상생협력 조성 등을 통해 산업 안정화 추진이 필요하다.

2.1.1. 신선편이 중소기업 지원 현실화

72개 조사업체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36.1%인 26개 업체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수혜는 총 47건의 지원이 이루어져, 

72개 업체 중 이들 26개 업체가 업체당 1.8건의 수혜를 받아 지원사업의 쏠림현상

이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농업회사법인(60.0%)과 농협(42.9%)에서 높고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는 55.6%가 수혜 받은 

경험이 있다<그림 6-13>.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부분의 업체가 지원을 원하고 있었

으나 담보조건, 직접 농산물 재배 여부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문턱이 너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생업체가 수혜를 받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지원 자금이 현실과 맞지 않게 액수가 너무 적은 수준은 아닌

지,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일부업체로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여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59)

5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018년 해당 업체에 지원 가능한 금액은 시설자금 50억 원, 

운영자금 2억 원, 원료매입자금 50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지원받을 때, 첫째, 부동

산 담보, 둘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셋째, 예금, 적금 등의 지급 보증서 세 가지 중 하나가 필요

하여 조건이 까다로웠으며, 실제로 대출한도는 높으나 담보로 인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출 금리도 aT는 2~3% 수준으로 시중 아파트 담보대출금리(2.48~2.51%)와 별

반 차이가 없다. 농업종합자금은 농업경영체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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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지원을 받은 경험

단위: %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2.1.2. 관련 단체(신선편이협회 등) 기능 및 역할 정립과 발전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2005년 ‘신선편이농산물협회’가 발족하 으나 회원사 부족과 결

속력 약화(확인) 등으로 제 로 운 되지 않았으며, 2019년 ‘한국신선편이협회’

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포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

른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선편이 제조업이 업체 간 제품의 차별화가 크

지 않고, 진입장벽도 낮은 산업인 까닭에 제조업체 간 경쟁의식이 심화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업자 의식에 기반한 자발적, 자생적 조직화를 통해 일부 업체의 일탈행위를 

조절할 수 있고, 제조업체의 이익을 변하며, 조사/연구, 기술개발, 정보교류를 

주도하며, 신선편이 산업의 표자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정책적 지원의 상

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Cut청과물협회’와 ‘채소비즈니스협회’가 통합하여 2015년부터 ‘Cut

야채유통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60개 이상의 제조업체로 구성되어 일본 농림

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신선편이 제품의 생산, 유통, 저장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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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7년 신선편이 산업 초창기에 설립된 생산자 단체인 국제신선편이농

산물협회(IFPA)가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미 농무부(USDA)와 미 식품

의약청(FDA)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 고, 2006년 전미

신선농산물협회(UFPA)로 통합운 된 후 학교 샐러드 공급정책을 이끌어 내기도 

하 다.

현재까지도 전미신선농산물협회는 미 농무부와는 품질 및 안전성 향상기술 개

발을, 식품의약국과는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협력하고 있으며, 캘리

포니아 학(UC Davis)과는 기술정보·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신선편이 산업의 활

성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 다.

2.1.3. 지역에 기반한 고용창출 지원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타 제조업 분야에 비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50%

의 응답업체가 2017년 비 2018년 고용인원이 증가하 다고 응답하여, 매출액

의 성장과 함께 고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의 70.8%가 인

력 충원에 어려움을 토로하 으며 군, 읍·면 지역 등 도시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충원이 어렵다는 응답이 23.5%로 나타나 낮은 급여조건(27.5%)에 

이어 2순위를 기록하 다.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단순노무 인력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고용자의 

비중이 높아 도시 외곽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 비숙련 노동자들이 

충분히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근무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 샐러드 업체에서는 고령의 지역민

들을 고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단,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차별적 임금을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의 

유인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

자 및 지역 고용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확 하거나, 노인친화기업인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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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을 지원 상 사

업으로 포함하고 있다.60) 또한 경기도에서 여성고용우수기업에 해 1) 환경개선 

지원(최  5백만 원), 2)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3) 해외 마케

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4)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5) 기업홍보 및 채용 콘텐츠 제작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

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2018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2018).61)

2.1.4. 원료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높은 원물가격과 가격의 큰 변동성을 경 의 애로사항으

로 꼽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비자는 신선편이 제품의 높은 가격을 우려하고 있어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 신선편이 제조업에서 사

용 중인 원재료는 77.9%가 국내산으로서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채소의 

경우 85.8%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우면 시장이 수입산에 의해 체될 우려가 있다.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제조업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민관협

력이 필요하다. 산지조달 확 , 계약재배 추진, 직 농장 운 , 긴급물량 조달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추진해야 하는 민관협력의 과제이다.

일본의 (주)샐러드클럽은 1999년에 공동 출자해 설립한 신선편이 채소 제조업

체로서 전국 5개소(이바라키현, 도쿄도, 효고현, 오카야마현, 사가현)에 채소 직

농장을 운 하여 안정된 공급망을 토 로 약 1만 여개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고 있

60) 이를 통해 ‘시장형 사업단’ 모델로 공동운영 하거나, ‘인력파견형사업단’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 기

능종사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고령자친화기업인증, 시니어인턴십 참가, 기업연계형 지원 

등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61) 경기도의 경우 여성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로 5개 과/재단에서 총 15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정책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특화산업과, 일자리재단 등에 의해 제공되

고 있다(2018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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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형 제조사들은 일찍부터 직 농장을 운 하여 생산의 

효율성과 경 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신선편이 제조업체 조사 결과, 직  농장을 운 하여 조달하는 비중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며 주로 중개인 및 산지수집상(36.9%)에 의존하고 있어, 원물가격 변

동에 크게 향을 받고 있다. 또한 계약재배 경험률은 38.9%에 그치고 있으며, 1년짜

리 단기계약 비중이 57.1%로 높고 향후 계약재배 의향 역시 25.0%로 낮은 수준이다.

계약재배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가공·업무용 채소 생산기반 강화사업’을 참

고할 만하다. 우리나라 또한 가공·업무용 채소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신선편이 채소의 자급률을 높은 수준으

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5. 기업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농협은 관령, 수원, 안성, 장성 등 지역농협 단위에서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

산하고 있는데, 중소규모 업체가 부분인 신선편이 업계에서 농협의 생산 참여와 

정부 지원의 집중 등 농협에 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신선편이 사업

을 위해 규모 시설이 투입된 A농협 사례에 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협의 신선편이 제조․가공 사업 추진방향에 한 검토가 필요하

며, 원물의 수집·유통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신선편이 제조업자를 연결시켜 주

는 방향으로 집중하면 사회 전체적인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에 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기업의 횡포가 존재하는지에 

해 설문한 결과 33.3%가 ‘그렇다’고 응답하 으며, 13.9%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

하 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6.9%,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4%

에 불과하 다. 응답업체에서는 주로 납품 단가 인하, 행사 비용 부담을 경험하

으며, 불공정 관행에 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또한 일부 기업이 낮은 

단가를 앞세워 중소기업의 거래선을 체하거나, 최근에는 형유통업체 3사 중 

한 곳인 A유통업체가 직접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제조하여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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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공급함에 따라 량 수요처가 량 공급처가 된 사례도 있다.

-중소 동반성장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상생협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생산공정과 제조과정이 단순하고, 제품구성이 제한적

이며,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공업 성격의 제조업 분야이다. 또한 중소기

업 제품과 기업 제품 간의 품질이나 성능상의 차이가 적고 사후관리, 기술 수준

에서의 격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 되

고 있으며, 유통 기업의 직접생산 및 계열사를 통한 제조·납품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해서는 시장감시가 필요하며 신선편이협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청을 통해 조정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스스로

의 자생력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산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터혁신’의 중요성이 신선편이 중소기업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2.1.6. 공통된 산업적 용어와 정의 마련

시장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와 산

업 정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신선편이 제조업은 과거 ‘전처리’라는 용어에서

부터 미국식 표현인 ‘최소가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규격인 ‘신선편의식품’,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표준규격인 ‘신선편이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부르는 표현이 

매우 다양하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서로 부르는 용어가 달랐으며, 식약처의 규

격만이 강제성이 있으므로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선편이 제품과 관

련하여 산업적 용어의 필요성에 한 설문에 응답업체의 55.6%가 ‘그렇다’고 응

답하 으며, 22.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산업계 내부에서부터 용어 마련

에 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처리 농산물, 신선편이 농산물, 최소가공 농산물을 ‘신선

편의농산물’로 통일하여 부르고 기존 식약처의 ‘신선편의식품’과의 유사성을 인

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가공식품과 농산물의 차이를 두는 것을 제안한다.



178 |

2.2. 소비기반 확대 및 소비자 신뢰제고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절단하는 공정을 필수적으로 거

치기 때문에 안전이나 위생에 한 사용자의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다양한 방식

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지 않고서는 산업이 결코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또한,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이 신선 과일/채소에 비해 상 적으로 비싸

기 때문에 공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기반 확 의 노력도 필요하다. 

2.2.1.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 강화

소비자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신선편이 제품에 

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전성·위생’이나 ‘신선도/저품질’에 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향후 시장이 커져감에 있어 응해야 할 과제이다.

다음의 <표 6-6>에 제시된 것처럼, ‘가격’을 제외하고는 ‘안전성·위생 우려’나 

‘신선도/저품질’,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정보 미비’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

비자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표 6-6 신선편이 과일·채소 구매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단위: %

비싼 
가격

안전성·
위생
우려

신선하지 
않음/
저품질

다양하지 
않은
품목

판매하는
곳이 적

음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정보 미비

다양하지 
않은

포장단위

비닐, 플라스
틱 등 포장 

용기로  인한 
환경오염

당도

주구매자(조리용 채소) 54.4 43.4 28.7 17.2 11.9 24.1 20.3 -

일반소비자(샐러드) 65.0 34.3 27.8 20.1 17.4 16.9 16.7 0.9 -

일반소비자(컵과일) 63.7 40.6 25.7 17.1 17.6 20.2 13.5 0.7 0.5

주: 중복응답(2개)을 허용함.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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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서는 저온관리가 철저히 실행되어야 하므로 

부분의 신선편이 제조업체에서는 저온수송이 정착되고 있으나, 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임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송 시 온도관리가 제 로 지켜지지 않

고 있다. 또한, 형마트 및 편의점 등 판매점에서도 제품 진열  온도가 높은 경우

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샐러드는 제조업체에서 좋은 원료와 우수한 가공

기술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한다 하여도 마지막 단계인 유통, 판매 중에 저온관리

가 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 및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판매장에서도 철

저한 온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위생·안전 및 신선도/품질 관련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기반을 확 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수행한 WTP 분석에서는 유통업체가 자발적/자기선언적으로 인증하는 가상

적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인증’에 해 즉석섭취용 샐러드 613.32원(15.5%), 컵

과일 696.88원(41.8%)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케팅 목적으로도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표 6-7>. 하나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인증이 활성화될 경우 유통업체와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 시킬 

Win-Win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소매점 및 외식업체 등으로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유통 시 

온도는 0℃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Brecht 2015).

표 6-7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인증 예 및 WTP 분석 결과

속성
즉석섭취용 샐러드

지불의사금액
(원/100g) 

즉석섭취용 컵과일
지불의사금액
(원/100g)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인증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 인증”은 식품이 제조
공장에서 출하된 직후 단계부터 판매점 진열대
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콜드체
인이 완벽하게 관리된 제품에 대해서 해당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판매점(유통업체)이 
정해진 온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으
로 표시할 수 있는 인증마크입니다.

613.32
(기준가격 3,967원)

696.88
(기준가격 1,667원)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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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장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현재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은 도입 및 성장단계에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시

장 참가자들이 수요와 공급에 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장 활성화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식업체 FGI 결과, 신선편이 채소나 과일과 같

이 간편하게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공급·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조차 시장

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급식사업장 양사 

상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12%가 ‘어떤 제품들을 어디에서 파는지 몰라서’ 

신선편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 다. 역설적으로 신선편이 제

품 제조업체에서는 ‘한정된 판로’가 제품 판매상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

으며 ‘신선편이 식품/농산물에 한 인지도 부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하

는데, 이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킬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표 6-8>.

표 6-8 신선편이 제품 제조업체의 제품 판매 시 애로사항

단위: %

한정된 판로 경쟁사와의 가격경쟁
신선편의식품/전처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부족
판/구매자 간 
거래조건 협상

물류비

36.1 29.2 16.7 16.7 1.4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거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시장정보 부족 문제는 신선편이 공급업

체나 수요업체(B2B)나 규모가 세할수록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

분히 생산되지 않을 경우 공공에서 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응과제로 남기

고자 한다. 

시장에 부족한 정보는 크게 첫째, 신선편이 제품 생산·공급자에 한 정보, 둘

째, 신선편이 제품에 한 정보, 셋째, 신선편이 제품의 잠재적 수요자에 한 정

보62)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선편이 제품의 생산·공급자와 잠재적 수요자는 ‘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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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가칭)63)’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실제 수·발주까지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에서 구축하는 이 플랫폼에서 생산자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리스트에 업로드하며, 수요자는 필요로 하는 품목, 처리형

태, 물량, 포장형태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푸드페스타’ 등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신선편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시장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신선편이 

제품을 소개하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첫째, 신선편이 제품 공정을 소개함으로써 위생·안전에 관

한 소비자 오해 해소, 둘째, 냉동 과일·채소에 한 인식개선을 통한 신수요 창출

도 가능할 것이다.

2.2.3. 정부 정책과 연계한 안정적 수요처 확보

가. 정부 정책을 통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 촉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까지 지원범위를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일·채소 섭취 증 는 국제적인 식생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데, <표 6-9>과 같

이 과일 섭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까지 범위를 확

함으로써 신선편이 과일 소비기반 확 뿐 아니라, 청소년 식생활 개선에도 도

움이 될 것이다. 정책 지원을 통한 수요기반 확 에 비하여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 생산여력에 한 선제적인 점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62) 신선편이 제조업체 면담조사 결과, 시장정보가 부족하여 인맥을 통한 영업만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아 사업 확장에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63) 이미 대형식자재업체들은 이러한 수·발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대형 식자재

업체와 거래하는 중대형 업체들만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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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중고등학생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 비율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율 32.6 32.3 30.1 34.6 24.7 22.9 20.3 18.7 19.7 22.0 22.9 23.2 22.2 20.8

자료: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각 연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또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도 상호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

면 공공기관 회의나 행사 시 과일/샐러드간식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과일/샐러드간식이 기존 과자/스낵을 체하게 되

면서 다양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간식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그림 6-14>.

그림 6-14 해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신선편이 과일 간식

자료: 직접 촬 (미국, 네덜란드 등).

한편,  ‘과일·채소 Easy Double-Up 캠페인(가칭)’ 등을 추진하여 범국민 과일·채

소 소비촉진운동과 연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캠페인을 추

진함에 있어서 TV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SNS 홍보전담팀 설치, 식생활교육과 연

계 등과도 병행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나. 식품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식품지원사업을 확 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

다.64)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과 연계된다면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기반을 확



제6장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전망과 대응과제 | 183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향후 효율적 연계 방안 마련 등 응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에 있는 취약계층 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서는 지원식품으로 쌀, 과일, 채소, 우유로 한정하고 있다(이계임 외 2018). 과일 

및 채소의 경우 신선 농산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신선편이 과일·채소까지 포함할 

경우 과일·채소 소비 증진, 부가가치 증가,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선편이 과일·채소도 상품목으로 검토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임산부 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65)’에서도 ‘농산물’의 범주를 신선편이 과일·채소까지 포

괄하도록 연계한다면,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소비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북도청에서 2019년에 실시한 유사 시범사업에서 산

모가 가장 많이 선택한 상위 20  품목에 친환경 ‘믹스샐러드’, ‘간편 깐 파’, ‘깐 

마늘’, ‘깐 양파’가 포함되어 있어 연계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충북도

청 내부자료, 2019).

마지막으로, 양플러스사업이나 아동급식/공공급식 식재료 지원에서도 신선

편이 과일·채소 사용을 연계할 수 있다면 수요기반을 확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2.3. 위생·안전관리 강화

과거에는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 등 화학적 위해가 주요 식품안전 사고의 원인

64) 2019년 10월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지

원정책 마련이 정부의 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식품지원제도의 도입은 농산물 수요기반을 확

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농업계와 정부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5) 2020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약 200억 원 수준이다. 2021년에 전체 임

산부를 대상으로 본사업이 추진된다면 시범사업에 비해 대상자 규모가 8~9배가량 될 것이므로 예

산 금액 기준으로는 1,500억~2,000억 원 수준의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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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최근 들어 세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에

서는 2016년 샐러드를 섭취하고 리스테리아균으로 1명이 사망하 으며, 2018년

에는 로메인 상추를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5명이 사망, 같은 해 샐러드를 

먹고 식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바로 먹는 과일·채소가 식품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2011년 유기농 오이를 둘러싼 슈퍼박테리아 

문제까지 발생한 적이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크게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으나, 만일 국

내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선편이 산업뿐만 아니라 농식품산업 전

체에 크나큰 악 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예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신선편의식품’의 규격(안전성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

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신선편이 농산물에 경우에는 관련 위생·안전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 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

되, 적용범위는 넓혀 사각지 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1. 신선편의식품 규격 및 보존기준 현실화

2007년 신선편의식품 등 관련 규격이 신설되면서 업계가 타격을 입고, 샐러드 

업계가 위축되기도 하 으나, 이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선편의식품의 규격은 2007년 당시 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이었

으나, 이후 과도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는 다소 완화된 상태

이다. 다만, 보존기준에 해서는 미생물 생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10℃ 

이하에서 5℃ 이하로 안전기준을 강화하 는데 이에 해서는 냉장차나 냉장고 온

도가 아닌 상 제품 온도가 기준이므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2개 업체 가운데 55.6%인 40개 업체는 2018년 신선편의식품 규격의 제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다. 현재의 신선편의식품 규격에 해 과도한지를 설문한 결과, 

전체 업체의 30.6%가 과도하다고 응답하 으며, 2018년 신선편의식품 규격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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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생산한 업체는 43.8%가 과도하다고 응답하 다. 항목별로는 5℃의 보존기

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6-15>.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선편의식품 제조업체에서 보존기준이 10℃ 이하인 즉석

섭취식품 규격으로 출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실제 판매점에서 5℃ 이하

로 온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즉석섭취식품으로 출고되는 측면도 있는 상

황이다. 즉석섭취식품의 위생·안전 규격은 신선편의식품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 도 우려된다. 따라서 현실성을 고려하여 보존기준을 

10℃ 이하로 재설정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5 식약처의 신선편의식품 규격이 현장에서 이행하기 과도한지 여부 및 과도한 항목

단위: %

20.0

43.8

30.6

과도
하다

전체

50.0

19.4

34.4

21.9

62.5

17.5

과도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과도
하다

과도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과도
하다

과도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신선편의식품
생산업체

신선편의식품
미생산업체

보존기준(5℃ 이하) 68.2

31.8

27.3

18.2

9.1

18.2

18.2

18.2

대장균

바실러스 세리우스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2.3.2. 신선편이 농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출고 시 상품유형은 과일은 98.5%

가 식약처 규격의 ‘신선편의식품’인 데 반해, 신선편이 채소는 14.5%만 ‘신선편의

식품’으로 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도 신선편의식품과 농산물에 

한 구분이 애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농산물로 취급

하는 것이 부가세 등 면세혜택이 있으며, 식약처의 ‘신선편의식품’ 규격을 준수해

야하는 규제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고객사(발주 기업)의 요청이 아니라면 개 

일반적인 농산물 규격으로 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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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산물과 신선편의식품의 분류 지침에 따르면 ‘세척 또는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

와 같은 혼란과 사각지 가 야기되고 있다. 당초 식약처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하고 신선편이 농산물을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기로 하 으나, 농업

계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신선편이 농산물에 해 “세척해 드시오”라고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신선편의식품을 일반 농

산물로 판매할 수 있다 보니, 양심 있게 업한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위생·안전관리 강화 관점에서 신선편이 농산물 역시 제도권으로 진입

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신선편의식품으로의 편입은 업계의 혼란과 중 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

로, <표 6-10>과 같이 산재 되어있는 지침들을 ‘신선편의농산물’로 별도 규격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10 농산물과 신선편의식품 분류 지침

구분 분류

농산물을 정선, 세척, 박피, 절단 후 오존수, 차아염소산나트륨수(또는 차아염소산수) 등의 살균제
로 살균처리 하여 세척한 제품

농산물

당근,셀러리, 콜리플라워를 세척, 소독한 후 비타민C와 탄산칼슘 혼합액을 도포한 제품으로 그대
로 섭취할 수 있음

신선편의식품

감자와 당근 등을 채 썰어 진공 포장한 볶음용 채소 농산물

양상추의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절단, 세척 후 차아염소산수로 소독, 탈수, 진공 포장하여 
샐러드나 생식용도의 제품

신선편의식품

적채, 당근, 양배추 등을 절단-세척-포장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세척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표시한 제품 농산물

브로콜리를 2~3㎜로 절단한 제품, 다진 마늘 등 가공식품

양파, 대파, 당근 등을 박피, 절단, 세척한 것에 별도로 소스류를 첨부한 찌개용 또는 전골용 제품 농산물

당근을 세척, 소독, 세척, 절단, 포장, 냉장한 제품으로 포장을 개봉하여 곧바로 샌드위치에 넣는 제품 신선편의식품

블루베리의 꼭지를 제거, 세척, 밀봉 포장하여 잼, 퓨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농산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4). 가공식품 분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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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매뉴얼 작성·보급 및 취급자 위생관리 교육

신선편이 제조업은 업력이 짧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생·안전 관리

를 위한 자체적인 방법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여전히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지식도 난무하고 있어 이에 해 올바른 지

도가 필요하다. 신선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적 위해 정보를 수

집하여 미생물과 오염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수록된 매뉴얼 작성이 필

요하다. 또한 이를 각 일선 제조업체 현장에 보급하고 HACCP 교육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한해 신선편이 제조과정에서의 온도관리, 시설·장비 세정, 동물 및 해충

유입 방지, 수질 및 폐기물 관리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2.3.4. 시험·검사 지원 및 자체 오염평가 기술보급

신선편이 제조업체 중 자체적으로 시험/검사자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의 36.1%

로 낮은 수준이다. 나머지 자체 검사 기능이 없는 업체는 매월 적게는 20만 원에서

부터 많게는 100만 원 수준의 검사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이에 해 비용적인 부

담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위생·안전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업계의 동참과 

예방적인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학과 연계하여 

지역 학에서 이를 행하고 정부가 학 측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면, 신선편이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지역 학의 발전, 전문 인력 육

성, 취업연계 등의 추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원물이나 생산 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면 살

균·소독을 하 다 하더라도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체 스스로 

오염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

선편이 제조업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염도 평가 기준과 미생물 신속 

검출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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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강화  

신선편이 제조 및 가공,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최

종 수요처의 니즈를 고려한 연구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며, 연구개발 결과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은 연구개발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4.1. 현장친화적 연구개발 설계

2002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신선편이 제품의 신제품/생산/유

통/저장 및  제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개발(R&D)이 추진되어 왔다. ‘위생/품

질관리’ 관련 R&D가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선도유지/저장기술(51

건)’, ‘소재/기계기술(47건)’, ‘제품개발(25건)’ 순이었다<표 6-11>.

표 6-11 연구개발 주제별 건수(2002~2019)

단위: 건

가공
기술

법/
제도
연구

상품성
향상

선도유지/
저장기술

소재/
기계
기술

수출/
실용화

원재료
관리

위생/
품질
관리

인력
양성

제품
개발

특성
연구

17 6 11 51 47 4 6 80 2 25 4

주: 신선편이 관련 총 550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추출되었으며, 그중 과일·채소와 관련이 있는 253건의 연구개

발과제를 최종 분석함. 다년차 과제는 연차별로 1건으로 간주함.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신선편이’ 관련 키워드들을 사용하여 추출 및 분석함(2019. 9. 10. 기준).

이제까지 다양한 R&D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술적

인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추진되지 못했거나, 개발된 기술의 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신선편이 관련 연구개발을 설계·추진할 때 기술

의 수요자인 생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할 필요가 있다.

신선편이 제품 생산현장에서는 첫째, 살균소독, 둘째, 미생물 검사, 셋째, 갈변

방지, 넷째, 선도유지, 다섯째, 가공기계 등에 한 연구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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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 는데, 이는 이제까지 추진된 R&D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역 내에서도 세부 역별 

기술적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신선편이 제

품과 관련된 R&D를 추진할 때에는 제조업체 기술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 6-12>.

표 6-12 신선편이 제조업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개발(R&D)

단위: %

신제품
개발

(샐러드 
등)

가공적성 
품종개발 
(예:  갈변
방지 품종)

신선편의용
가공기계 

개발

갈변
방지기술

친환경
포장기술

선도유지 기술
(예: 수박,
 토마토 등

물러지지 않는)

이취억제
기술

진공포장 풀
림방지 기술
(파우치  등)

환경
친화적

살균소독
기술

신속/
간편한
미생물

검사 기술

25.6 69.2 71.8 79.5 64.1 76.9 53.8 59.0 79.5 79.5

주: 중복응답을 허용함.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2.4.2. 신선편이 제품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연구개발 추진

신선편이와 관련한 R&D는 생산현장의 기술 수요자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한 수요자의 니즈 또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나 수요처의 제품에 한 니즈에 해서는 이제까지는 조사되거

나 알려진 바가 없어, R&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로서 참고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신선편이 제품에 한 다양한 수요처가 발생하고 있고, 각각의 니즈와 요구

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R&D 추진에 참고하는 것은 향후 

시장 변화에 응해야 할 과제이다. 

급식업장을 운 하는 양사들의 경우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하여 전통적

으로 중시하는 속성들66) 이외에도 ‘가격’, ‘맛·식감·향’, ‘편리성’, ‘품목의 다양

성’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3>. 급식업장을 운 하는 양사들의 

요구사항은 외식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2B 상 신

66) ‘제조일자, 유통기한의 표기(4.53점)’, ‘신선도(4.48점)’, ‘식품 위생·안전성 관리(4.47점)’ 등은 전

통적으로 중시되는 신선도나 위생·안전 관련 속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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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편이 제품의 R&D 추진 시 첫째, 생산원가를 낮추는 원가절감기술이나, 둘째, 

맛, 식감, 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제품개발, 셋째, 그간 품목의 특성상 가

공하지 못했던 품목을 상으로 하거나, 넷째, 기존에 가공하던 품목이라도 다양

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6-13 단체급식소 영양사들의 신선편이 제품 중요도 평가

단위: %

가격

편리
한 정
도

(간편
성)

포장단
위의  다

양성
(소포장/
대포장)

신선
도

맛·식
감·향

원료
농산물 
국내산
여부

원료
의 친
환경
재배 
여부

식품
위생· 
안전성 
관리

유통
처 및 
구매 
장소

제조일
자 및 
유통기
한 표기

제조
사 및 
브랜
드

품목
의 다
양성

식품
첨가물
을 첨가
하지 않
는 것

포장
재의 
친환
경성

업장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

4.33 4.06 3.89 4.48 4.26 3.87 3.28 4.47 3.82 4.53 3.50 4.03 3.99 3.45 3.96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가정용(B2C) 주구매자의 경우 조리용 채소 구매 시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

는 것(4.28점)’을 상 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소비자(샐러드)

의 경우 ‘맛·식감·향(4.17점)’을, 일반소비자(컵과일)의 경우 ‘맛·식감·향(4.28점)’

과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는 것(4.26점)’을 중시하 다. 향후 소비자용 신선

편이 제품을 개발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표 6-14>.

표 6-14 소비자의 신선편이 제품 중요도 평가

단위: %

가격

편리
한

정도
(간편
성)

포장
단위
의

다양
성

(소포
장/대
포장)

신선
도

맛·
식감·

향

원료
농산
물

국내
산

여부

원료
의

친환
경

재배 
여부

식품
위생· 
안전
성

관리

유통
처
및 

구매
장소

제조
일자 
및

유통
기한 
표기

제조
사 및
브랜
드

품목
의

다양
성

식품
첨가
물을 
첨가
하지 
않는 
것

포장
재의 
친환
경성

가정 
내

음식
물

쓰레
기

발생

주구매자
(조리용 채소)

4.03 4.03 3.89 4.42 4.20 4.14 3.77 4.39 3.72 4.34 3.48 3.78 4.28 3.99 3.87

일반소비자
(샐러드)

4.12 4.00 3.83 4.41 4.17 3.92 3.68 4.33 3.59 4.27 3.32 3.75 4.02 3.72 3.80

일반소비자
(컵과일)

4.09 4.02 3.82 4.46 4.28 3.98 3.77 4.39 3.75 4.33 3.50 3.73 4.26 3.98 3.9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 결과(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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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즉석섭취식품이나 즉석조리식품과 유사하게 신선편이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으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

여 가공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바람

직하다. 이에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기업 중심의 산업조직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중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산업이 구성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표 6-15 신선편이 과일·채소 관련 연구개발 추이(2002~2019)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연구개발 개수 5 7 9 14 7 13 15 13 13 96
 대학 2 1 2 2 0 2 3 4 4 20
 출연연구소 3 4 6 9 3 5 5 5 3 43
 국공립연구소 0 2 1 3 4 4 6 1 5 26
 대/중견기업 0 0 0 0 0 0 0 0 0 0
 중소기업 0 0 0 0 0 1 1 3 1 6
 기타 0 0 0 0 0 1 0 0 0 1

 기초단계 0 0 0 0 0 0 0 4 4 8
 응용단계 3 3 1 8 5 8 10 5 5 48
 개발단계 2 4 8 6 2 5 4 4 4 39
 기타 0 0 0 0 0 0 1 0 0 1

연구개발 규모 415 627 923 2070 3787 5829 3812 3328 3109 23900
 정부투자연구비 381 562 853 2038 3736 5519 3666 3254 3067 23076
 민간연구비 - - - - - 18 14 74 42 148
 민간비중(%) - - - - - 0.33 0.38 2.27 1.37 0.6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계 합계
연구개발 개수 13 26 29 23 15 11 13 16 11 157 253
 대학 7 12 12 8 5 3 4 5 4 60 80
 출연연구소 3 6 5 3 1 3 4 4 0 29 72
 국공립연구소 3 6 7 7 5 4 3 5 7 47 73
 대/중견기업 0 0 0 0 0 0 0 0 0 0 0
 중소기업 2 5 5 4 1 2 2 0 21 27
 기타 0 0 0 0 0 0 0 0 0 0 1

 기초단계 5 7 9 7 4 4 5 4 3 48 56
 응용단계 3 8 10 8 5 0 1 4 3 42 90
 개발단계 4 11 10 8 6 7 5 7 5 63 102
 기타 1 0 0 0 0 0 2 1 0 4 5

연구개발 규모 3303 1860 2673 1399 1000 559 3297 2228 841 17160 41060
 정부투자연구비 3264 1555 2152 1248 870 499 2549 1894 716 14747 37823
 민간연구비 39 305 521 151 130 60 747 333 125 2411 2559
 민간비중(%) 1.19 19.61 24.18 12.06 14.95 12.04 29.32 17.60 17.45 16.35 6.77

주: 신선편이 관련 총 550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추출되었으며, 그중 과일·채소와 관련이 있는 253건의 연구개

발과제를 최종 분석함. 다년차 과제는 연차별로 1건으로 간주함.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신선편이’ 관련 키워드들을 사용하여 추출 및 분석함(2019. 9.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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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신선편이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장려

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신선편이 제품을 생산하는 세업체들

의 경우 연구개발을 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R&D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까지의 정부의 관련 연구개발은 학(31.6%), 출연연구소

(28.5%), 국공립연구소(28.9%)에 집중되었다<표 6-15>.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3건 중 민간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R&D가 10.7% 

수준이었으며,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민간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 

수준에 불과했다. 신선편이 제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 중소기업의 R&D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향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분배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4. 환경 변화에 대응한 新연구개발 방향 설정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환경에 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뿐 아니라, 소비트렌드에도 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은 신선

편이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앞 장에서는 상당수의 신선편이 제조업체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의 자동화비율은 낮은 편이다. 

세업체도 자동화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를 절감한 자동화기술에 한 연구개

발이 필요하다. 또한, 신선편이 가공기계 부분이 수입산이다. 신선편이 제조업

체 부분 투자여력이 부족한데, 설비가격 또한 비싼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공기계 및 설비의 국산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표 6-16>. 즉석섭취식

품, 즉석조리식품, 밀키트 등에서 양산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한 거부감이 확

산되고 있다. 이는 신선편이 제품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포장재(예: active MA포장 등)를 비용-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

요하다.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성뿐 아니라,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 다



제6장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전망과 대응과제 | 193

표 6-16 친환경 포장소재 WTP 분석 결과

단위: 건, 백만 원

속성
즉석섭취용 샐러드

지불의사금액
(원/100g) 

즉석섭취용 컵과일
지불의사금액
(원/100g) 

“친환경
포장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친환경 포장소재는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인체ㆍ
환경 유해물질이 없고, 폐기 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에서 
녹말을 분리한 후 포도당을 발효시켜 젖산을 응축
해 만든 친환경 수지인 생분해플라스틱(PLA)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733.65
(기준가격 3,967원)

876.06
(기준가격 1,667원)

자료: 직접 작성.

양한 용도, 포장재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

신선편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가구 내(혹은 사업장 내) 음식물쓰레기

는 자연히 감소할 것이지만, 신선편이 제품 제조업체의 경우 전처리 과정에서 음

식물쓰레기가 남게 될 것이다. 개별적으로 가구나 사업장에서 식재료를 전처리 

하는 경우보다는 전문 업체에서 전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처

리할 때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편이 제조업체에서 전처리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에 한 효과적인 처리방법

이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련한 연구개발도 향후 추진될 필요가 있다.

2.4.5. 신선편이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의 확대

마지막으로, 신선편이 제품의 신제품/생산/유통/저장 및 제도 등과 관련한 다양

한 연구개발(R&D)이 추진되었을 때, 연구개발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보급

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갈변방지 기술의 경우 보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아직도 

갈변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업체 또한 있었다. 기술 보급 

및 교육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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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구매자의 구매행태 분석 

가구 내 식품 주구매자 800명을 상으로 조리용 간편채소의 구매 시 구매 형태

에 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7%가 단일 채소 품목이 처리된 형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채소 품목이 처리되어 혼합된 형태를 구매한다고 응답

한 비중은 13.6%로 나타났으며, 둘 다 구매한다는 비중은 23.8%로 나타났다.

부표 1-1 구매한 조리용 간편채소 형태

단위: %

구  분
단일 채소 품목이

처리된 형태
여러 가지 채소 품목이
처리되어 혼합된 형태

둘 다

전  체 62.7 13.6 23.8

거주지역
수도권 60.4 16.9 22.7

비수도권 65.2 9.9 24.9

행정구역
동 61.9 14.2 23.9

읍면 68.0 9.3 22.7

가구원수

1인  가구 68.9 9.5 21.6

2인 가구 63.6 9.7 26.6

3인 이상 가구 60.9 16.1 22.9

가구주
연령대

20대 69.8 7.0 23.3

30대 63.3 12.9 23.8

40대 54.8 19.4 25.8

50대 63.0 11.1 25.9

60대 이상 70.3 11.9 17.8

부록 1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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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단일 채소 품목이

처리된 형태
여러 가지 채소 품목이
처리되어 혼합된 형태

둘 다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9.9 12.0 18.0

대졸 이상 60.5 14.1 25.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9.1 13.7 17.3

300만~500만 원 미만 63.2 14.5 22.3

500만~700만 원 미만 54.9 15.3 29.9

700만 원 이상 63.8 9.5 26.7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62.1 14.5 23.5

맞벌이 59.5 16.7 23.7

외벌이 64.7 12.1 23.2

미혼 64.2 11.3 24.5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조리용 간편채소의 구매 빈도를 살펴보면 ‘월 1회 미만’ 구매한다는 응답 비중

이 36.8%로 가장 높고, ‘주1회(18.8%)’, ‘월 1회(18.4%)’, ‘2주 1회(16.5%)’ 순으

로 나타났다.

부표 1-2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빈도

단위: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  체 1.2 8.3 18.8 16.5 18.4 36.8

거주지역
수도권 1.0 5.8 19.2 15.9 21.8 36.4

비수도권 1.5 11.0 18.3 17.2 14.7 37.4

행정구역
동 1.2 6.9 19.8 16.6 18.8 36.8

읍면 1.3 17.3 12.0 16.0 16.0 37.3

가구원수

1인  가구 0.0 6.8 10.8 21.6 27.0 33.8

2인 가구 1.3 5.2 19.5 13.6 13.6 46.8

3인 이상 가구 1.4 9.9 20.1 16.7 18.7 33.1

가구주
연령대

20대 2.3 9.3 14.0 16.3 30.2 27.9

30대 1.4 6.8 19.7 15.6 19.0 37.4

40대 0.6 5.2 20.6 14.2 18.1 41.3

50대 0.7 11.9 13.3 19.3 20.7 34.1

60대 이상 2.0 9.9 23.8 17.8 9.9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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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0.8 9.8 12.8 21.8 22.6 32.3

대졸 이상 1.3 7.8 20.5 15.0 17.2 3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10.8 10.8 16.5 23.0 38.8

300만~500만 원 미만 1.6 6.2 22.8 15.5 20.2 33.7

500만~700만 원 미만 2.1 8.3 18.1 15.3 11.1 45.1

700만 원 이상 1.0 8.6 22.9 20.0 19.0 28.6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1.2 8.5 19.2 17.3 15.6 38.2

맞벌이 1.9 11.6 20.5 16.7 14.0 35.3

외벌이 0.5 5.3 17.9 17.9 17.4 41.1

미혼 1.3 7.5 17.6 14.5 25.8 33.3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조리용 간편채소를 주로 구매하는 곳은 형할인점의 비중이 89.2%로 가장 높

았고, ‘중소형 슈퍼마켓(63.3%)’, ‘재래시장(13.6%)’, ‘백화점 내 식품코너(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표 1-3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장소(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대형

할인점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백화점 내 
식품코너

친환경
식품

전문점

온라인/ 
전화주문

편의점

전  체 89.2 63.3 13.6 12.2 10.2 10.0 1.5

거주지역
수도권 87.3 60.7 13.3 14.3 11.4 12.0 1.0

비수도권 91.2 66.3 13.9 9.9 8.8 7.7 2.2

행정구역
동 89.5 61.9 13.6 13.2 9.9 10.5 1.4

읍면 86.7 73.3 13.3 5.3 12.0 6.7 2.7

가구원수

1인  가구 90.5 64.9 8.1 8.1 2.7 21.6 4.1

2인 가구 91.6 61.0 13.0 13.0 8.4 12.3 0.6

3인 이상 가구 87.8 64.0 15.0 12.7 12.5 6.5 1.4

가구주
연령대

20대 88.4 79.1 7.0 11.6 2.3 4.7 7.0

30대 91.2 62.6 8.2 11.6 6.1 19.0 1.4

40대 88.4 64.5 12.3 11.6 10.3 10.3 2.6

50대 86.7 63.7 17.8 13.3 12.6 5.9 0.0

60대 이상 91.1 55.4 20.8 12.9 15.8 4.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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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대형

할인점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백화점 내 
식품코너

친환경
식품

전문점

온라인/ 
전화주문

편의점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90.2 62.4 21.1 9.8 6.8 8.3 1.5

대졸 이상 88.8 63.6 11.4 12.9 11.2 10.5 1.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7.8 61.2 16.5 10.1 3.6 16.5 4.3

300만~500만 원 미만 89.6 68.4 12.4 11.9 8.8 7.8 1.0

500만~700만 원 미만 88.9 54.9 16.7 13.9 17.4 7.6 0.7

700만 원 이상 90.5 68.6 7.6 13.3 11.4 8.6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89.6 62.6 13.7 12.3 13.0 7.8 0.9

맞벌이 87.4 60.5 15.3 14.4 14.4 7.0 0.9

외벌이 91.8 64.7 12.1 10.1 11.6 8.7 1.0

미혼 88.1 65.4 13.2 11.9 2.5 15.7 3.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이미 세척이나 절단이 된 조리용 간편채소를 구매한 후 조리 시에 다시 세척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한 번 세척을 한다.’라는 응

답이 66.1%로 가장 높았고, ‘안정성이 우려되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세척을 한

다.’가 25.5%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척을 하지 않고 바로 조리한다는 응답은 8.4%

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절단된 제품의 경우에는 조리 시에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절단한다.’(32.2%)

보다 ‘원하는 크기가 아니어서 다시 절단한다.’라는 응답이 40.6%로 더 높게 나왔

다. 세척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조리한다는 응답은 

27.2%로 가장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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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이미 세척된 조리용 간편채소 조리 시 추가 작업 여부

단위: %

구  분

세척 절단

안전 우려 
다시 세척

습관적
세척

세척 안 함
안전 우려 
다시 절단

원하는
크기로 절단

절단 안 함

전  체 66.1 25.5 8.4 32.2 40.6 27.2

거주지역
수도권 63.3 27.3 9.4 29.5 40.9 29.5

비수도권 69.2 23.4 7.3 35.2 40.3 24.5

행정구역
동 65.6 25.5 8.9 31.0 41.1 27.9

읍면 69.3 25.3 5.3 40.0 37.3 22.7

가구원수

1인  가구 67.6 24.3 8.1 31.1 41.9 27.0

2인 가구 58.4 33.1 8.4 30.5 42.2 27.3

3인 이상 가구 69.1 22.4 8.5 33.1 39.7 27.2

가구주
연령대

20대 48.8 41.9 9.3 27.9 34.9 37.2

30대 68.7 20.4 10.9 37.4 37.4 25.2

40대 62.6 29.0 8.4 24.5 46.5 29.0

50대 69.6 22.2 8.1 34.8 38.5 26.7

60대 이상 70.3 24.8 5.0 34.7 41.6 23.8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6.2 24.1 9.8 37.6 35.3 27.1

대졸 이상 66.1 25.9 8.0 30.6 42.2 27.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6.2 26.6 7.2 36.7 36.0 27.3

300만~500만 원 미만 64.8 25.9 9.3 31.6 42.0 26.4

500만~700만 원 미만 63.9 23.6 12.5 29.2 42.4 28.5

700만 원 이상 71.4 25.7 2.9 31.4 41.9 26.7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66.4 25.6 8.1 31.8 41.5 26.8

맞벌이 67.0 22.3 10.7 34.9 39.5 25.6

외벌이 65.7 29.0 5.3 28.5 43.5 28.0

미혼 65.4 25.2 9.4 33.3 38.4 28.3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시 애로사항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비싼 

가격이 54.4%로 가장 높고, ‘안전성/위생우려(43.4%)’, ‘신선하지 않음/저품질

(28.7%)’,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의 정보 미비(24.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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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비싼 가격
안전성/ 

위생 우려

신선하지 
않음/
저품질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의
정보 미비

다양하지
않은

포장단위

다양하지
않은
품목

판매하는
곳이
적음

전  체 54.4 43.4 28.7 24.1 20.3 17.2 11.9

거주지역
수도권 51.9 44.8 30.2 22.1 21.1 17.5 12.3

비수도권 57.1 41.8 27.1 26.4 19.4 16.8 11.4

행정구역
동 55.1 43.3 29.1 22.5 19.8 17.4 12.8

읍면 49.3 44.0 26.7 34.7 24.0 16.0 5.3

가구원수

1인  가구 54.1 21.6 29.7 25.7 25.7 24.3 18.9

2인 가구 56.5 39.6 28.6 24.7 20.8 16.9 13.0

3인 이상 가구 53.5 49.6 28.6 23.5 19.0 15.9 9.9

가구주
연령대

20대 67.4 25.6 18.6 11.6 25.6 25.6 25.6

30대 46.3 43.5 29.9 19.0 27.9 21.8 11.6

40대 58.1 45.8 32.3 21.3 12.9 16.8 12.9

50대 51.9 47.4 27.4 31.1 20.7 17.0 4.4

60대 이상 58.4 41.6 27.7 31.7 17.8 7.9 14.9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59.4 44.4 21.8 34.6 16.5 12.0 11.3

대졸 이상 52.9 43.1 30.8 21.0 21.4 18.8 12.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3 30.9 34.5 28.1 18.7 15.1 14.4

300만~500만 원 미만 54.9 43.0 21.8 22.8 23.8 19.2 14.5

500만~700만 원 미만 54.2 49.3 29.9 24.3 13.2 20.1 9.0

700만 원 이상 48.6 52.4 32.4 21.0 25.7 12.4 7.6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58.5 32.7 29.6 17.0 22.0 23.9 16.4

맞벌이 52.8 47.4 28.4 26.8 19.7 14.7 10.2

외벌이 51.6 49.3 28.4 24.2 20.0 16.3 10.2

미혼 54.1 45.4 28.5 29.5 19.3 13.0 10.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선도(50.1%)’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30.0%)’, ‘식품 위생·안전성 관리

(27.1%)’, ‘편리한 정도(25.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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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신선
도

가격

식품
위생 
· 안
전성 
관리

편리
한

정도
(간편
성)

포장
단위
의  

다양
성(소
포장
/대

포장)

제조
일자, 
유통
기한 
표기

원료
농산
물

국내
산

여부

맛
식감
향

식품
첨가
물을 
첨가
하지 
않는  
것

가정
내

음식
물

쓰레
기

발생

포장
재의 
친환
경성

원료
의 친
환경
재배 
여부

품목
의

다양
성

유통
처, 
구매
장소

전  체 50.1 30.0 27.1 25.1 17.9 12.5 10.5 9.6 8.3 2.4 2.3 1.9 1.3 1.0

거주
지역

수도권 49.5 26.0 29.9 27.2 19.4 11.5 8.8 9.8 9.1 1.7 2.5 2.2 1.5 0.7

비수도권 50.8 34.2 24.2 23.0 16.3 13.5 12.2 9.4 7.4 3.1 2.0 1.5 1.0 1.3

행정
구역

동 50.3 29.6 27.4 24.8 17.5 12.4 10.4 10.3 8.4 2.4 2.0 2.0 1.3 1.1

읍면 49.0 32.7 25.5 27.6 20.4 13.3 11.2 5.1 7.1 2.0 4.1 1.0 1.0 0.0

가구
원수

1인 가구 40.7 39.8 13.9 38.0 28.7 6.5 3.7 9.3 4.6 7.4 2.8 1.9 1.9 0.9

2인 가구 49.8 31.8 23.5 22.6 14.7 17.1 11.5 10.1 9.7 2.3 2.8 1.8 1.8 0.5

3인 이상 가구 52.4 26.9 31.8 23.4 16.8 11.8 11.6 9.5 8.4 1.3 1.9 1.9 0.8 1.3

가구주
연령대

20대 29.2 45.8 10.4 52.1 20.8 12.5 10.4 6.3 4.2 6.3 0.0 0.0 2.1 0.0

30대 45.5 35.2 21.6 36.4 18.2 8.5 9.1 8.0 6.3 4.0 1.1 1.1 2.8 2.3

40대 48.1 29.6 31.9 23.1 17.1 11.6 11.1 9.3 6.9 2.8 2.3 2.8 1.4 1.4

50대 57.6 24.7 29.8 19.2 19.7 13.1 8.6 14.1 7.6 0.5 3.0 1.5 0.5 0.0

60대 이상 54.9 26.5 28.4 14.8 15.4 17.3 13.6 7.4 14.2 1.2 3.1 2.5 0.0 0.6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53.6 36.8 21.1 19.1 14.8 17.7 12.9 11.5 7.2 1.4 1.9 1.4 0.0 0.0

대졸 이상 48.9 27.6 29.3 27.2 19.0 10.7 9.6 9.0 8.6 2.7 2.4 2.0 1.7 1.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8 37.9 21.4 29.9 18.8 11.6 8.5 8.5 7.6 3.1 0.4 2.7 0.9 0.9

300만~500만 
원 미만

50.9 31.1 30.7 23.6 16.1 15.4 10.1 7.9 7.1 1.9 2.2 1.1 1.1 0.7

500만~700만 
원 미만

47.4 25.7 27.4 23.4 18.3 10.9 12.6 10.9 12.6 2.9 2.9 2.3 1.7 0.6

700만 원 이상 56.0 20.1 29.1 22.4 19.4 10.4 11.9 13.4 6.0 1.5 4.5 1.5 1.5 2.2

결혼
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53.6 26.2 30.1 20.0 17.0 13.4 12.3 10.1 8.7 1.5 2.5 2.4 1.0 1.0

맞벌이 48.5 28.7 27.9 23.2 19.9 8.8 12.9 11.8 8.8 1.5 3.3 1.5 2.2 1.1

외벌이 57.9 24.1 31.9 17.3 14.6 17.3 11.8 8.7 8.7 1.5 1.9 3.1 0.0 0.9

미혼 40.0 41.0 18.5 40.0 20.5 9.8 5.4 8.3 6.8 4.9 1.5 0.5 2.0 1.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냉동된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선도(42.0%)’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위생·안전성 관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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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24.30%)’,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23.9%)’ 순이었다.

부표 1-7 냉동된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신선
도

식품
위생 
· 안
전성 
관리

가격

제조
일자, 
유통
기한 
표기

맛
식감
향

편리
한

정도
(간편
성)

포장
단위
의

다양
성

식품
첨가
물을 
첨가
하지 
않는  
것

원료
농산
물

국내
산

여부

원료
의 친
환경
재배 
여부

포장
재의 
친환
경성

유통
처, 
구매
장소

가정
내

음식
물

쓰레
기

발생

제조
사

브랜
드

전  체 42.0 28.5 24.3 23.9 20.1 16.8 13.9 10.3 9.6 3.1 1.9 1.8 1.5 1.4

거주
지역

수도권 40.2 28.4 22.8 24.8 19.9 18.6 14.7 10.3 9.6 2.7 2.2 1.7 1.5 1.5

비수도권 43.9 28.6 25.8 23.0 20.4 14.8 13.0 10.2 9.7 3.6 1.5 1.8 1.5 1.3

행정
구역

동 40.9 27.9 24.4 24.2 20.7 17.4 13.7 10.7 9.4 3.1 2.0 1.9 1.4 1.4

읍면 50.0 32.7 23.5 21.4 16.3 12.2 15.3 7.1 11.2 3.1 1.0 1.0 2.0 1.0

가구
원수

1인 가구 38.0 19.4 38.9 20.4 14.8 22.2 19.4 13.0 4.6 1.9 0.9 1.9 1.9 2.8

2인 가구 40.1 27.2 25.3 30.0 14.7 19.4 13.4 7.8 12.4 1.4 3.2 0.5 1.8 0.9

3인 이상 가구 43.8 31.2 20.4 21.9 23.8 14.3 12.8 10.7 9.5 4.2 1.5 2.3 1.3 1.3

가구주
연령대

20대 39.6 14.6 39.6 8.3 20.8 35.4 20.8 2.1 4.2 4.2 2.1 0.0 8.3 0.0

30대 37.5 20.5 34.7 22.2 16.5 25.0 15.9 9.1 10.8 2.3 1.7 0.6 0.6 1.7

40대 38.4 29.2 25.5 22.7 22.7 15.3 16.7 10.6 9.3 3.7 1.4 1.9 1.4 1.4

50대 43.9 36.9 15.7 26.3 22.2 11.1 12.1 11.1 10.1 2.5 1.5 3.0 1.0 1.0

60대 이상 50.0 30.2 17.3 29.0 17.9 11.1 8.0 12.3 9.9 3.7 3.1 1.9 1.2 1.9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49.3 27.3 25.4 27.8 19.6 14.4 8.1 10.5 10.0 2.4 1.4 1.4 1.0 1.0

대졸 이상 39.4 28.9 23.9 22.5 20.3 17.6 15.9 10.2 9.5 3.4 2.0 1.9 1.7 1.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6 23.7 31.7 25.0 17.9 17.9 14.3 8.9 5.8 3.1 1.3 0.9 1.8 1.3

300만~500만 
원 미만

42.3 31.5 23.6 24.3 18.7 16.9 12.7 10.9 10.1 1.9 2.2 2.6 1.1 0.7

500만~700만 
원 미만

37.1 28.6 21.7 22.3 21.7 14.3 16.0 12.0 12.0 5.7 2.9 1.7 1.1 1.7

700만 원 이상 43.3 30.6 16.4 23.1 24.6 17.9 12.7 9.0 11.9 2.2 0.7 1.5 2.2 2.2

결혼
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42.5 30.9 19.8 26.1 20.3 13.9 12.4 10.9 11.6 3.4 2.0 2.0 1.2 1.5

맞벌이 42.3 28.7 19.9 22.8 21.7 18.0 15.4 10.3 10.7 2.9 1.8 2.9 1.1 0.7

외벌이 42.7 32.8 19.8 28.8 19.2 10.5 9.9 11.5 12.4 3.7 2.2 1.2 1.2 2.2

미혼 40.5 21.5 37.1 17.6 19.5 24.9 18.0 8.3 3.9 2.4 1.5 1.0 2.4 1.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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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리용 간편채소를 재구매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52.5%로 가장 높았으며 

재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9%로 나타났다. 

부표 1-8 향후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의향

단위: %, 점

구  분 비구매 보통 구매 5점 평균

전  체 8.9 38.6 52.5 3.46

거주지역
수도권 8.8 35.0 56.1 3.50

비수도권 8.9 42.3 48.7 3.42

행정구역
동 9.1 38.6 52.3 3.46

읍면 7.1 38.8 54.1 3.48

가구원수

1인  가구 4.6 38.9 56.5 3.58

2인 가구 11.5 41.0 47.5 3.35

3인 이상 가구 8.6 37.5 53.9 3.48

가구주
연령대

20대 8.3 31.3 60.4 3.56

30대 4.5 36.9 58.5 3.59

40대 9.7 37.5 52.8 3.45

50대 10.1 41.9 48.0 3.40

60대 이상 11.1 40.1 48.8 3.38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2 48.3 45.5 3.41

대졸 이상 9.8 35.2 55.0 3.4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4 44.2 46.4 3.37

300만~500만 원 미만 8.6 41.2 50.2 3.43

500만~700만 원 미만 8.0 32.6 59.4 3.58

700만 원 이상 9.7 32.1 58.2 3.53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9.7 40.3 49.9 3.43

맞벌이 8.8 36.0 55.1 3.52

외벌이 10.5 44.0 45.5 3.35

미혼 6.3 33.7 60.0 3.56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냉동된 조리용 간편채소의 경우 해동 후에 품질과 차이가 없다면 구매할 의향

이 있는가에 한 응답은 ‘그렇다’가 53.4%로 가장 높게 나왔고, ‘보통(33.3%)’, 

‘그렇지 않다(13.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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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해동 후 냉동 전 품질과 차이가 없다면, 냉동상태 조리용 간편채소 구매 의향

단위: %, 점

구  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13.4 33.3 53.4 3.44

거주지역
수도권 11.5 31.1 57.4 3.50

비수도권 15.3 35.5 49.2 3.38

행정구역
동 13.5 34.2 52.3 3.43

읍면 12.2 26.5 61.2 3.52

가구원수

1인  가구 10.2 38.0 51.9 3.48

2인 가구 14.7 34.6 50.7 3.41

3인 이상 가구 13.5 31.6 54.9 3.45

가구주
연령대

20대 8.3 33.3 58.3 3.58

30대 8.5 30.7 60.8 3.61

40대 12.5 34.3 53.2 3.46

50대 16.2 33.3 50.5 3.34

60대 이상 17.9 34.6 47.5 3.32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0 41.6 46.4 3.35

대졸 이상 13.9 30.3 55.8 3.4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3.8 42.0 44.2 3.31

300만~500만 원 미만 14.2 32.6 53.2 3.42

500만~700만 원 미만 14.3 27.4 58.3 3.52

700만 원 이상 9.7 27.6 62.7 3.6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15.1 32.1 52.8 3.42

맞벌이 15.4 27.9 56.6 3.48

외벌이 14.9 35.6 49.5 3.36

미혼 8.3 36.6 55.1 3.5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구매할 의향이 있는 냉동상태의 조리용 간편채소는 ‘마늘(78.0%)’, ‘파(59.7%)’, 

‘생강(49.9%)’, ‘버섯류(4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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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0 구매할 의향이 있는 냉동상태의 조리용 간편채소 품목(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마늘
파

(대파, 
쪽파)

생강
버섯
류

당근 고추 양파 감자

호박
(애호
박, 
단호
박)

무
고구
마

양배
추(양
상추)

배추 오이

전  체 78.0 59.7 49.9 41.7 39.8 37.0 36.1 30.4 30.0 20.4 18.0 15.2 9.8 8.2

거주
지역

수도권 78.2 60.3 49.1 38.9 38.9 35.9 39.3 33.3 29.1 20.5 18.8 16.7 9.0 8.5

비수도권 77.7 59.1 50.8 45.1 40.9 38.3 32.1 26.9 31.1 20.2 17.1 13.5 10.9 7.8

행정
구역

동 79.0 60.8 49.0 40.3 39.5 37.9 36.8 30.0 28.6 21.3 18.5 14.4 9.8 8.2

읍면 71.7 53.3 55.0 50.0 41.7 31.7 31.7 33.3 38.3 15.0 15.0 20.0 10.0 8.3

가구
원수

1인 가구 76.8 62.5 33.9 32.1 42.9 26.8 37.5 30.4 37.5 23.2 14.3 14.3 8.9 5.4

2인 가구 84.5 65.5 46.4 40.0 40.9 50.0 33.6 31.8 30.0 23.6 21.8 13.6 7.3 8.2

3인 이상 가구 75.5 56.7 54.8 44.4 38.7 33.7 36.8 29.9 28.4 18.4 17.2 16.1 11.1 8.8

가구주
연령대

20대 82.1 71.4 14.3 14.3 35.7 35.7 57.1 42.9 25.0 32.1 28.6 10.7 14.3 10.7

30대 76.6 75.7 38.3 31.8 43.9 42.1 45.8 31.8 25.2 26.2 19.6 14.0 8.4 7.5

40대 80.0 58.3 53.9 48.7 40.9 31.3 34.8 27.8 36.5 17.4 18.3 17.4 9.6 7.8

50대 78.0 52.0 59.0 44.0 42.0 38.0 28.0 30.0 31.0 18.0 20.0 16.0 12.0 10.0

60대 이상 75.3 45.5 61.0 51.9 31.2 37.7 27.3 28.6 27.3 15.6 9.1 14.3 7.8 6.5

가구주
최종
학력

고졸 이하 70.1 58.8 50.5 47.4 39.2 34.0 35.1 26.8 30.9 18.6 10.3 14.4 12.4 13.4

대졸 이상 80.3 60.0 49.7 40.0 40.0 37.9 36.4 31.5 29.7 20.9 20.3 15.5 9.1 6.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3.7 58.6 34.3 38.4 43.4 32.3 41.4 33.3 34.3 22.2 15.2 12.1 7.1 9.1

300만~500만 
원 미만

76.8 54.2 50.7 44.4 33.8 33.1 26.1 21.8 22.5 16.2 11.3 13.4 9.2 4.9

500만~700만 
원 미만

81.4 61.8 55.9 42.2 46.1 43.1 40.2 34.3 35.3 23.5 24.5 15.7 14.7 10.8

700만 원 이상 81.0 67.9 59.5 40.5 38.1 41.7 41.7 36.9 31.0 21.4 25.0 21.4 8.3 9.5

결혼
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78.7 59.6 54.8 46.8 38.2 39.8 34.1 29.9 29.9 20.1 18.2 16.9 10.5 8.6

맞벌이 80.5 59.1 51.3 47.4 40.9 44.2 40.9 30.5 31.2 26.0 22.7 21.4 13.6 9.7

외벌이 76.9 60.0 58.1 46.3 35.6 35.6 27.5 29.4 28.8 14.4 13.8 12.5 7.5 7.5

미혼 76.1 60.2 36.3 27.4 44.2 29.2 41.6 31.9 30.1 21.2 17.7 10.6 8.0 7.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가구 내 식품 주구매자들에게 오늘 식사 준비 시간을 가정한 찌개 조리 형태를 

조사한 결과 ‘원재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직접 양념하여 조

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았으나 향후 1~2년 후와 4~5년 후 식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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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시간을 가정한 찌개 조리형태는 ‘조리용으로 세척, 절단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양념만 직접 하여 조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35.4%, 28.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부표 1-11 오늘 식사 준비 시간을 가정한 찌개 조리 형태

단위: %

구  분

원재료 농산물
을  구매하여 

재료를 직접 손
질하고 직접 양
념하여 조리

조리용으로 세
척, 절단된  농
산물을 구매하
여 양념만 직접

하여 조리

찌개요리를 위
해 재료와  양
념이 미리 마련
된 밀키트(쿠
킹박스)를 이
용하여 조리

이미 조리가 완
료되어  데우기
만 하면 되는 
가정간편식
(HMR) 찌개
제품을 구매

반찬가게나 식
당에서 조리가 
완료된 찌개를 
배달시키거나, 

구매

전  체 61.0 23.0 8.6 5.1 2.3

거주지역
수도권 58.1 26.0 9.1 4.7 2.2

비수도권 64.0 19.9 8.2 5.6 2.3

행정구역
동 60.8 23.8 8.3 4.8 2.3

읍면 62.2 17.3 11.2 7.1 2.0

가구원수

1인 가구 47.2 25.9 12.0 9.3 5.6

2인 가구 68.2 18.0 7.8 4.1 1.8

3인 이상 가구 60.8 24.6 8.2 4.6 1.7

가구주
연령대

20대 39.6 31.3 12.5 8.3 8.3

30대 50.0 31.8 8.0 6.8 3.4

40대 63.4 16.7 12.0 5.6 2.3

50대 64.6 23.7 6.1 4.0 1.5

60대 이상 71.6 18.5 6.8 3.1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6.5 21.1 5.3 5.3 1.9

대졸 이상 59.1 23.7 9.8 5.1 2.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1.6 19.2 8.5 6.7 4.0

300만~500만 원 미만 64.0 22.1 7.5 4.1 2.2

500만~700만 원 미만 57.1 27.4 8.0 6.3 1.1

700만 원 이상 59.0 25.4 11.9 3.0 0.7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65.7 21.2 7.9 3.9 1.3

맞벌이 58.8 25.0 10.3 4.4 1.5

외벌이 71.5 18.0 5.9 3.4 1.2

미혼 47.3 28.3 10.7 8.8 4.9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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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2년 후 식사 준비 시간을 가정한 찌개 조리형태는 ‘찌개요리를 위해 재

료와 양념이 미리 마련된 밀키트를 이용하여 조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게 나온 반면 4~5년 후에는 ‘이미 조리가 완료되어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간

편식(HMR) 찌개 제품을 구매하여 조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부표 1-12 향후 1~2년 후 식사 준비 시간을 가정한 찌개 조리 형태

단위: %

구  분

조리용으로 세
척, 절단된  농
산물을 구매하
여 양념만 직접

하여 조리

원재료 농산물
을 구매하여 재
료를 직접 손질
하고 직접 양념

하여 조리

찌개요리를 위
해 재료와  양
념이 미리 마련
된 밀키트(쿠
킹박스)를 이
용하여 조리

이미 조리가 완
료되어  데우기
만 하면 되는 
가정간편식
(HMR) 찌개
제품을 구매

반찬가게나 식
당에서 조리가 
완료된 찌개를 
배달시키거나, 

구매

전  체 35.4 33.9 15.4 11.8 3.6

거주지역
수도권 35.0 32.4 15.9 13.0 3.7

비수도권 35.7 35.5 14.8 10.5 3.6

행정구역
동 36.2 33.6 15.5 11.1 3.6

읍면 29.6 35.7 14.3 16.3 4.1

가구원수

1인 가구 31.5 25.9 21.3 15.7 5.6

2인 가구 35.0 40.1 10.1 12.9 1.8

3인 이상 가구 36.4 32.8 16.4 10.3 4.0

가구주
연령대

20대 50.0 22.9 14.6 6.3 6.3

30대 34.7 30.1 20.5 10.8 4.0

40대 31.0 34.3 19.9 13.0 1.9

50대 34.8 36.4 10.6 12.6 5.6

60대 이상 38.3 37.7 9.9 11.7 2.5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0 39.7 14.4 10.5 2.4

대졸 이상 36.2 31.8 15.7 12.2 4.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2.6 34.8 16.1 12.5 4.0

300만~500만 원 미만 31.5 37.8 15.4 11.6 3.7

500만~700만 원 미만 36.6 32.0 15.4 11.4 4.6

700만 원 이상 46.3 26.9 14.2 11.2 1.5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36.0 35.8 14.1 10.6 3.5

맞벌이 37.1 31.6 16.2 11.4 3.7

외벌이 35.0 39.3 12.4 9.9 3.4

미혼 33.7 28.3 19.0 15.1 3.9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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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3 향후 4~5년 후 식사 준비 시간을 가정한 찌개 조리 형태

단위: %

구  분

조리용으로 세
척, 절단된  농
산물을 구매하
여 양념만 직접

하여 조리

원재료 농산물
을 구매하여 재
료를 직접 손질
하고 직접 양념

하여 조리

이미 조리가 완
료되어  데우기
만 하면 되는 
가정간편식
(HMR) 찌개
제품을 구매

찌개요리를 위
해 재료와 양념
이 미리 마련된 
밀키트(쿠킹박
스)를 이용하

여 조리

반찬가게나 식
당에서 조리가 
완료된 찌개를 
배달시키거나, 

구매

전  체 28.4 27.8 18.8 17.4 7.8

거주지역
수도권 29.2 25.7 19.9 17.4 7.8

비수도권 27.6 29.8 17.6 17.3 7.7

행정구역
동 28.8 27.1 18.5 17.8 7.8

읍면 25.5 32.7 20.4 14.3 7.1

가구원수

1인 가구 26.9 22.2 25.0 15.7 10.2

2인 가구 32.7 32.7 16.6 12.4 5.5

3인 이상 가구 26.7 26.7 18.3 20.0 8.2

가구주
연령대

20대 45.8 14.6 22.9 10.4 6.3

30대 28.4 27.8 15.3 22.7 5.7

40대 24.1 28.2 19.4 20.8 7.4

50대 28.3 26.8 19.7 15.7 9.6

60대 이상 29.0 32.1 19.1 11.1 8.6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29.7 30.6 19.6 14.4 5.7

대졸 이상 27.9 26.7 18.4 18.4 8.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9.5 29.0 21.4 12.1 8.0

300만~500만 원 미만 26.6 30.3 18.0 17.6 7.5

500만~700만 원 미만 25.7 26.9 17.7 20.0 9.7

700만 원 이상 33.6 21.6 17.2 22.4 5.2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28.1 29.4 17.1 17.5 7.9

맞벌이 29.4 27.2 18.4 16.9 8.1

외벌이 26.9 31.3 16.1 18.0 7.7

미혼 29.3 22.9 23.4 17.1 7.3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식품류 주구매자).



부 록 | 209

2. 일반 소비자 A그룹67)의 구매행태 분석

일반소비자 A그룹 600명을 상으로 평소 채소류 구매 시 구매 형태에 해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수확한 원물 그 로의 형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껍질을 벗기거나 일부 다듬어진 형태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1.4%, 세

척하거나 절단한 상태를 구매한다는 비중은 5.5%로 나타났다.

부표 1-14 평소 채소류 구매 시 구매 형태

단위: %

구  분
수확한 원물

그대로의 형태
껍질을 벗기거나

일부 다듬어진 형태
세척하거나
절단한 형태

전  체 73.1 21.4 5.5

거주지역
수도권 74.5 19.9 5.6

비수도권 71.7 23.0 5.4

행정구역
동 72.2 22.4 5.4

읍면 79.6 14.3 6.1

가구원수

1인 가구 50.0 30.6 19.4

2인 가구 73.3 21.2 5.5

3인 이상 가구 78.3 19.4 2.3

가구주
연령대

20대 37.5 47.9 14.6

30대 61.9 26.7 11.4

40대 72.7 21.8 5.6

50대 81.8 17.2 1.0

60대 이상 85.8 12.3 1.9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76.1 19.6 4.3

대졸 이상 72.1 22.0 5.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9.2 21.4 9.4

300만~500만 원 미만 76.4 20.2 3.4

500만~700만 원 미만 73.7 22.9 3.4

700만 원 이상 72.4 21.6 6.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78.8 17.6 3.5

맞벌이 75.0 18.8 6.3

외벌이 82.0 16.7 1.2

미혼 56.6 32.2 11.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67)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소비자 조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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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채소류 구매 시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품질이 63.3%로 가장 높고, ‘가격

(57.5%)’. ‘맛(30.0%)’, ‘안전성(20.8%)’ 순이었다.

부표 1-15 평소 채소류 구매 시 고려 기준(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품질 가격 맛 안전성
영양

(건강)
구매의 
편리성

조리의 
편리성

신선도
판매
단위

전  체 63.3 57.5 30.0 20.8 11.4 9.6 6.5 0.6 0.4

거주지역
수도권 66.7 54.9 28.4 22.5 11.5 9.3 5.6 0.7 0.2

비수도권 59.7 60.2 31.6 18.9 11.2 9.9 7.4 0.5 0.5

행정구역
동 64.5 56.7 29.5 20.1 11.5 10.1 6.4 0.7 0.4

읍면 54.1 63.3 33.7 25.5 10.2 6.1 7.1 0.0 0.0

가구원수

1인 가구 55.6 63.9 27.8 8.3 5.6 16.7 20.4 0.0 1.9

2인 가구 63.6 62.2 30.0 14.7 9.2 12.0 6.5 1.4 0.5

3인 이상 가구 64.8 53.9 30.5 26.3 13.7 6.9 3.4 0.4 0.0

가구주
연령대

20대 54.2 77.1 35.4 6.3 8.3 4.2 10.4 0.0 4.2

30대 64.2 59.1 27.3 19.3 8.5 10.8 10.2 0.0 0.6

40대 64.8 57.4 25.5 19.4 11.6 12.0 7.9 1.4 0.0

50대 64.1 53.5 33.3 24.2 11.1 10.1 3.5 0.0 0.0

60대 이상 61.7 54.9 33.3 24.1 15.4 6.2 3.1 1.2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0.3 67.0 31.6 16.3 11.5 9.6 2.9 1.0 0.0

대졸 이상 64.3 54.1 29.4 22.3 11.3 9.6 7.8 0.5 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9 69.2 29.0 13.8 9.8 10.3 11.2 0.4 1.3

300만~500만 원 미만 70.4 62.5 27.0 18.0 8.6 8.6 4.1 0.7 0.0

500만~700만 원 미만 60.0 48.6 29.7 29.7 16.0 9.1 6.3 0.6 0.0

700만 원 이상 67.2 39.6 38.1 26.1 13.4 11.2 3.7 0.7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64.5 56.0 29.6 24.2 11.8 8.9 4.2 0.7 0.2

맞벌이 64.3 54.4 30.5 27.2 10.3 7.4 4.4 1.1 0.4

외벌이 64.7 57.3 28.8 21.7 13.0 10.2 4.0 0.3 0.0

미혼 59.5 62.0 31.2 10.7 10.2 11.7 13.2 0.5 1.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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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상태 채소의 섭취 빈도는 ‘주 2~3회’가 43.0%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1회

(24.2%)’, ‘매일(11.0%)’, ‘2주 1회(9.2%)’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주 1회 이상 섭취

하는 비중이 78.2%로 나타났다.

부표 1-16 신선상태의 채소 섭취 빈도

단위: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  체 11.0 43.0 24.2 9.2 5.7 7.0

거주지역
수도권 13.3 42.5 23.8 8.3 6.0 6.0

비수도권 8.4 43.5 24.6 10.2 5.3 8.1

행정구역
동 11.0 42.7 24.6 9.3 5.9 6.5

읍면 10.7 45.3 21.3 8.0 4.0 10.7

가구원수

1인 가구 15.8 28.9 28.9 15.8 5.3 5.3

2인 가구 14.6 42.7 22.2 9.4 4.1 7.0

3인 이상 가구 9.0 44.5 24.6 8.4 6.4 7.2

가구주
연령대

20대 2.3 47.7 22.1 10.5 14.0 3.5

30대 9.0 40.6 30.1 10.5 3.8 6.0

40대 12.6 46.4 19.9 8.6 4.0 8.6

50대 13.4 40.3 23.5 8.7 6.0 8.1

60대 이상 16.0 40.7 25.9 7.4 2.5 7.4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9.0 36.8 25.2 11.6 9.0 8.4

대졸 이상 11.7 45.2 23.8 8.3 4.5 6.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9 34.9 25.4 13.0 7.7 10.1

300만~500만 원 미만 10.5 39.0 28.5 9.5 5.5 7.0

500만~700만 원 미만 12.7 44.4 23.8 8.7 5.6 4.8

700만 원 이상 13.3 61.9 14.3 2.9 2.9 4.8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12.0 43.0 24.9 7.4 4.6 8.0

맞벌이 10.3 47.6 23.8 6.5 4.9 7.0

외벌이 14.0 37.8 26.2 8.5 4.3 9.1

미혼 9.6 43.0 23.1 11.6 7.2 5.6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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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상태의 채소를 섭취하는 장소는 ‘내 집’이 89.3%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

고, ‘음식점·외부식당(52.7%)’, ‘학교나 직장의 급식 시설(32.7%)’, ‘지인·친척집

(11.0%)’ 순이었다.

부표 1-17 신선상태의 채소 섭취 장소(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내 집
(가정  
내)

음식점 
외부
식당

학교나 
직장의 
급식
시설

지인
친척집

카페
커피숍

편의점
간이
매점

주점 길거리

회사/
독서실
/극장 

등 외부

전  체 89.3 52.7 32.7 11.0 5.2 4.5 2.2 1.8 0.3

거주지역
수도권 89.5 52.4 33.7 9.8 6.0 4.1 2.5 1.6 0.0

비수도권 89.1 53.0 31.6 12.3 4.2 4.9 1.8 2.1 0.7

행정구역
동 89.3 53.1 32.6 9.7 5.5 4.8 2.1 2.1 0.4

읍면 89.3 49.3 33.3 20.0 2.7 2.7 2.7 0.0 0.0

가구원수

1인 가구 73.7 42.1 42.1 15.8 10.5 2.6 10.5 2.6 0.0

2인 가구 94.7 67.3 21.1 9.9 2.3 2.3 0.6 1.2 0.0

3인 이상 가구 88.5 47.3 36.8 11.0 5.9 5.6 2.0 2.0 0.5

가구주
연령대

20대 88.4 43.0 43.0 5.8 4.7 8.1 2.3 3.5 0.0

30대 86.5 43.6 42.1 7.5 9.0 5.3 2.3 3.0 0.8

40대 89.4 50.3 29.8 15.9 6.0 4.6 2.6 0.0 0.7

50대 89.9 57.7 34.9 7.4 3.4 2.7 2.0 2.0 0.0

60대 이상 93.8 72.8 7.4 19.8 1.2 2.5 1.2 1.2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92.9 55.5 23.2 15.5 2.6 4.5 2.6 3.2 0.0

대졸 이상 88.1 51.7 36.0 9.4 6.1 4.5 2.0 1.3 0.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7.0 55.6 28.4 16.0 4.7 3.0 2.4 3.0 0.0

300만~500만 원 미만 90.5 57.0 29.0 10.5 3.5 5.0 1.0 1.5 1.0

500만~700만 원 미만 87.3 50.0 39.7 5.6 5.6 4.8 4.8 2.4 0.0

700만 원 이상 93.3 42.9 38.1 10.5 8.6 5.7 1.0 0.0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91.1 58.5 25.8 12.9 4.6 3.4 1.7 1.7 0.3

맞벌이 89.7 51.4 37.3 8.6 5.4 4.9 1.6 0.5 0.5

외벌이 92.7 66.5 12.8 17.7 3.7 1.8 1.8 3.0 0.0

미혼 86.9 44.6 42.2 8.4 6.0 6.0 2.8 2.0 0.4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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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상태의 채소를 가정 내에서 섭취를 잘 못하는 이유는 ‘신선도 유지 및 보관

이 힘들어서’가 48.4%로 가장 높고, ‘여러 가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기 부담됨

(39.1%)’, ‘소량 구매이 어려움(37.5%)’, ‘자르거나 손질하기 어렵고 번거로움

(37.5%)’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1-18 가정 내에서 신선상태의 채소 섭취를 잘 못하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이 

힘듦

여러 가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기
부담됨

소량 구매이 
어려움

자르거나
손질하기
어렵고

번거로움

손질 후
음식물쓰레
기가  많이 

발생함

맛도 없고 
먹고 싶지 
않아서

전  체 48.4 39.1 37.5 37.5 21.9 15.6

거주지역
수도권 54.5 39.4 45.5 39.4 21.2 9.1

비수도권 41.9 38.7 29.0 35.5 22.6 22.6

행정구역
동 48.2 37.5 39.3 37.5 25.0 14.3

읍면 50.0 50.0 25.0 37.5 0.0 25.0

가구원수

1인 가구 60.0 70.0 70.0 30.0 30.0 0.0

2인 가구 44.4 22.2 55.6 66.7 11.1 0.0

3인 이상 가구 46.7 35.6 26.7 33.3 22.2 22.2

가구주
연령대

20대 30.0 70.0 30.0 30.0 30.0 10.0

30대 55.6 38.9 55.6 44.4 33.3 5.6

40대 37.5 12.5 31.3 43.8 6.3 25.0

50대 53.3 40.0 33.3 33.3 20.0 26.7

60대 이상 80.0 60.0 20.0 20.0 20.0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3.6 63.6 45.5 36.4 36.4 9.1

대졸 이상 45.3 34.0 35.8 37.7 18.9 17.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0.9 45.5 54.5 31.8 9.1 18.2

300만~500만 원 미만 47.4 21.1 26.3 42.1 26.3 21.1

500만~700만 원 미만 56.3 50.0 18.8 43.8 31.3 12.5

700만 원 이상 57.1 42.9 57.1 28.6 28.6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51.6 29.0 29.0 41.9 12.9 19.4

맞벌이 52.6 31.6 31.6 36.8 15.8 21.1

외벌이 50.0 25.0 25.0 50.0 8.3 16.7

미혼 45.5 48.5 45.5 33.3 30.3 12.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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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상태의 채소를 섭취할 때 겪은 애로사항은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이 힘듦’이 

69.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고, ‘소량 구매이 어려움(46.1%)’, ‘여러 가

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기 부담됨(44.0%)’, ‘자르거나 손질하기 어렵고 번거로움

(34.7%)’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1-19 신선상태의 채소 섭취 시 겪은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이 

힘듦

소량 구매이 
어려움

여러 가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기
부담됨

자르거나
손질하기
어렵고

번거로움

손질 후
음식물쓰레
기가  많이 

발생함

없음

전  체 69.8 46.1 44.0 34.7 31.9 0.2

거주지역
수도권 69.1 44.7 47.2 33.0 31.9 0.4

비수도권 70.5 47.6 40.6 36.6 31.9 0.0

행정구역
동 69.5 47.1 45.8 33.7 30.7 0.2

읍면 71.6 38.8 31.3 41.8 40.3 0.0

가구원수

1인 가구 78.6 50.0 35.7 39.3 32.1 3.6

2인 가구 73.5 49.4 49.4 25.9 30.9 0.0

3인 이상 가구 67.3 44.2 42.2 38.4 32.4 0.0

가구주
연령대

20대 63.2 38.2 36.8 40.8 23.7 0.0

30대 73.0 47.8 37.4 34.8 31.3 0.0

40대 69.6 50.4 45.2 34.1 34.8 0.0

50대 64.9 48.5 51.5 37.3 32.1 0.0

60대 이상 80.3 39.5 46.1 25.0 35.5 1.3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6.0 45.1 48.6 25.0 31.9 0.7

대졸 이상 71.2 46.4 42.3 38.3 31.9 0.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7.3 39.5 43.5 32.7 32.0 0.7

300만~500만 원 미만 70.7 49.7 40.9 36.5 35.9 0.0

500만~700만 원 미만 70.9 50.9 50.9 31.8 23.6 0.0

700만 원 이상 70.4 43.9 42.9 37.8 33.7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70.8 49.1 46.9 30.2 32.7 0.3

맞벌이 70.5 56.6 45.8 26.5 31.9 0.0

외벌이 71.1 40.8 48.0 34.2 33.6 0.7

미혼 68.3 41.7 39.9 41.3 30.7 0.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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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는 드레싱(소스) 없는 생 채소(49.1%)를 가장 선호하

고, 드레싱(소스)을 곁들인 채소(34.5%), 드레싱(소스)과 토핑(육류, 치즈, 견과류 

등)을 곁들인 채소(16.4%) 순이었다. 

부표 1-20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선호 형태

단위: %

구  분
드레싱(소스) 없는

생 채소
드레싱(소스)을 곁들인

채소

드레싱(소스)과 토핑(육
류, 치즈,견과류 등)을

곁들인 채소

전  체 49.1 34.5 16.4

거주지역
수도권 48.7 36.1 15.1

비수도권 49.5 32.5 18.0

행정구역
동 48.0 34.7 17.2

읍면 57.1 32.7 10.2

가구원수

1인 가구 29.2 41.7 29.2

2인 가구 57.1 28.6 14.3

3인 이상 가구 47.4 36.3 16.3

가구주
연령대

20대 21.2 50.0 28.8

30대 48.6 33.6 17.8

40대 52.7 33.9 13.4

50대 56.4 31.7 11.9

60대 이상 65.2 21.7 13.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49.0 41.7 9.4

대졸 이상 49.1 32.4 18.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4 36.1 16.5

300만~500만 원 미만 53.6 34.6 11.8

500만~700만 원 미만 48.0 32.0 20.0

700만 원 이상 43.9 35.4 20.7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57.4 30.5 12.0

맞벌이 46.9 36.7 16.3

외벌이 72.5 21.6 5.9

미혼 37.7 39.9 22.4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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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매 빈도를 살펴보면 ‘주 1회’ 구매한다는 응답 비

중이 27.1%로 가장 높고, ‘월 1회 미만(25.2%)’, ‘2주 1회(18.1%)’, ‘월 1회

(16.2%)’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1-21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 빈도

단위: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  체 1.4 12.0 27.1 18.1 16.2 25.2

거주지역
수도권 1.7 10.5 27.3 21.4 17.6 21.4

비수도권 1.0 13.9 26.8 13.9 14.4 29.9

행정구역
동 1.3 11.7 27.2 19.8 15.4 24.5

읍면 2.0 14.3 26.5 4.1 22.4 30.6

가구원수

1인 가구 0.0 8.3 37.5 12.5 12.5 29.2

2인 가구 1.7 11.8 30.3 17.6 14.3 24.4

3인 이상 가구 1.4 12.5 24.9 18.7 17.3 25.3

가구주
연령대

20대 0.0 6.1 19.7 19.7 16.7 37.9

30대 1.9 11.2 26.2 23.4 15.9 21.5

40대 1.8 8.9 26.8 16.1 17.9 28.6

50대 2.0 15.8 32.7 11.9 14.9 22.8

60대 이상 0.0 21.7 28.3 21.7 15.2 13.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3.1 18.8 19.8 18.8 15.6 24.0

대졸 이상 0.9 10.1 29.2 17.9 16.4 25.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 6.2 21.6 19.6 18.6 33.0

300만~500만 원 미만 2.0 11.8 29.4 17.6 15.0 24.2

500만~700만 원 미만 0.0 13.0 28.0 15.0 20.0 24.0

700만 원 이상 2.4 18.3 28.0 20.7 11.0 19.5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2.0 16.1 30.1 16.9 17.7 17.3

맞벌이 2.0 18.4 29.3 14.3 19.0 17.0

외벌이 2.0 12.7 31.4 20.6 15.7 17.6

미혼 0.5 6.6 23.0 19.7 14.2 36.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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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매 장소는 형할인점의 비중이 84.3%로 가장 높

았고, 중소형 슈퍼마켓(41.7%), 편의점(22.0%), 백화점 내 식품코너(13.2%) 순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표 1-22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  장소(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대형

할인점

중소형
슈퍼
마켓

편의점
백화점 
내 식품
코너

베이커
리, 커피
전문점

친환경
식품

전문점

재래
시장

온라인/ 
전화
주문

전  체 84.3 41.7 22.0 13.2 12.7 9.5 8.1 7.4

거주지역
수도권 81.9 39.1 23.5 15.1 16.0 8.8 6.3 8.4

비수도권 87.1 44.8 20.1 10.8 8.8 10.3 10.3 6.2

행정구역
동 85.1 41.0 21.1 13.6 13.3 9.7 7.6 7.6

읍면 77.6 46.9 28.6 10.2 8.2 8.2 12.2 6.1

가구원수

1인 가구 75.0 50.0 29.2 8.3 16.7 4.2 0.0 16.7

2인 가구 80.7 46.2 17.6 14.3 10.9 7.6 12.6 9.2

3인 이상 가구 86.5 39.1 23.2 13.1 13.1 10.7 6.9 5.9

가구주
연령대

20대 77.3 21.2 56.1 10.6 21.2 1.5 1.5 7.6

30대 86.9 41.1 20.6 13.1 15.0 4.7 5.6 12.1

40대 83.0 51.8 16.1 12.5 9.8 10.7 7.1 8.0

50대 86.1 43.6 13.9 13.9 13.9 13.9 10.9 3.0

60대 이상 87.0 43.5 8.7 17.4 0.0 19.6 19.6 4.3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77.1 47.9 26.0 6.3 12.5 10.4 14.6 5.2

대졸 이상 86.3 39.9 20.8 15.2 12.8 9.2 6.3 8.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6.3 48.5 23.7 19.6 10.3 5.2 11.3 5.2

300만~500만 원 미만 86.9 43.1 20.3 11.8 12.4 6.5 11.8 6.5

500만~700만 원 미만 84.0 37.0 26.0 10.0 12.0 17.0 3.0 8.0

700만 원 이상 89.0 36.6 18.3 12.2 17.1 11.0 3.7 11.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89.6 47.8 12.4 11.6 6.8 12.9 11.2 7.2

맞벌이 89.8 45.6 15.6 12.9 8.2 12.2 6.8 8.2

외벌이 89.2 51.0 7.8 9.8 4.9 13.7 17.6 5.9

미혼 77.0 33.3 35.0 15.3 20.8 4.9 3.8 7.7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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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척이나 절단이 된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를 구매한 후 다시 세척을 하

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한 번 세척을 한다.’라는 응답

이 40.5%로 가장 높았지만, 세척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한다는 응답도 40.3%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절단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않고 바로 섭취한다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표 1-23 이미 세척된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추가 작업 여부

단위: %

구  분

세척 절단

안전 우려 
다시 세척

습관적
세척

세척 안 함
안전 우려 
다시 절단

원하는
크기로 절단

절단 안 함

전  체 40.5 19.2 40.3 15.3 17.4 67.4

거주지역
수도권 38.7 19.7 41.6 13.4 16.4 70.2

비수도권 42.8 18.6 38.7 17.5 18.6 63.9

행정구역
동 39.7 20.1 40.2 13.6 17.5 68.9

읍면 46.9 12.2 40.8 28.6 16.3 55.1

가구원수

1인 가구 20.8 29.2 50.0 4.2 16.7 79.2

2인 가구 43.7 17.6 38.7 16.0 15.1 68.9

3인 이상 가구 40.8 19.0 40.1 15.9 18.3 65.7

가구주
연령대

20대 22.7 19.7 57.6 1.5 13.6 84.8

30대 43.9 17.8 38.3 18.7 16.8 64.5

40대 41.1 16.1 42.9 12.5 17.0 70.5

50대 42.6 23.8 33.7 19.8 19.8 60.4

60대 이상 52.2 19.6 28.3 23.9 19.6 56.5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46.9 16.7 36.5 22.9 16.7 60.4

대졸 이상 38.7 19.9 41.4 13.1 17.6 69.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6.1 19.6 44.3 16.5 19.6 63.9

300만~500만 원 미만 43.1 20.3 36.6 13.1 19.6 67.3

500만~700만 원 미만 48.0 17.0 35.0 19.0 14.0 67.0

700만 원 이상 31.7 19.5 48.8 13.4 14.6 72.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48.2 20.9 30.9 20.5 20.5 59.0

맞벌이 40.8 21.8 37.4 15.0 22.4 62.6

외벌이 58.8 19.6 21.6 28.4 17.6 53.9

미혼 30.1 16.9 53.0 8.2 13.1 78.7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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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매 시 애로사항은 ‘비싼 가격’이 65.0%로 가장 높

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고, ‘안전성/위생 우려(34.3%)’, ‘신선하지 않음/저품질

(27.8%)’, ‘다양하지 않은 품목(20.1%)’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1-24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구매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비싼
가격

안전성/ 
위생
우려

신선
하지
않음

/저품질

다양
하지
않은
품목

판매
하는
곳이
적음

유통
기한
제조
일자
정보
미비

다양
하지
않은
포장
단위

비닐
플라스
틱 등
포장

용기로
인한
환경
오염

전  체 65.0 34.3 27.8 20.1 17.4 16.9 16.7 0.9

거주지역
수도권 67.2 37.4 27.7 17.6 15.5 15.1 16.8 1.3

비수도권 62.4 30.4 27.8 23.2 19.6 19.1 16.5 0.5

행정구역
동 65.5 34.5 26.6 20.6 16.4 17.5 16.7 1.0

읍면 61.2 32.7 36.7 16.3 24.5 12.2 16.3 0.0

가구원수

1인 가구 66.7 25.0 41.7 25.0 16.7 12.5 12.5 0.0

2인 가구 63.0 33.6 26.9 25.2 15.1 16.8 17.6 1.7

3인 이상 가구 65.7 35.3 27.0 17.6 18.3 17.3 16.6 0.7

가구주
연령대

20대 68.2 31.8 21.2 25.8 22.7 12.1 13.6 1.5

30대 56.1 39.3 33.6 16.8 12.1 23.4 16.8 0.9

40대 72.3 31.3 31.3 18.8 22.3 8.0 14.3 0.9

50대 61.4 29.7 25.7 21.8 17.8 20.8 21.8 1.0

60대 이상 71.7 43.5 19.6 19.6 8.7 21.7 15.2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3.5 31.3 22.9 25.0 19.8 15.6 18.8 1.0

대졸 이상 65.5 35.1 29.2 18.8 16.7 17.3 16.1 0.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1.9 35.1 33.0 18.6 11.3 19.6 17.5 2.1

300만~500만 원 미만 65.4 35.3 27.5 19.0 19.6 15.7 16.3 0.0

500만~700만 원 미만 66.0 34.0 19.0 24.0 21.0 17.0 18.0 0.0

700만 원 이상 67.1 31.7 32.9 19.5 15.9 15.9 14.6 2.4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66.3 38.6 27.7 16.1 16.1 17.3 17.3 0.0

맞벌이 68.0 34.7 25.9 18.4 17.0 17.0 17.7 0.0

외벌이 63.7 44.1 30.4 12.7 14.7 17.6 16.7 0.0

미혼 63.4 28.4 27.9 25.7 19.1 16.4 15.8 2.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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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관련,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신선도(4.41)’가 가장 높았으며, ‘식품 위생·안전성 관리(4.33)’, ‘제조일자·유통

기한 표기(4.27)’, ‘맛·식감·향(4.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한 항목은 ‘제조사·브랜드(3.32)로 나나탔다. 

부표 1-25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관련 항목별 중요도-1

단위: 점

구  분 가격
편리한 
정도

포장
단위의
다양성

신선도
맛

식감
향

원료
농산물
국내산
여부

원료의
친환경
재배
여부

식품
위생

안전성
관리

전  체 4.12 4.00 3.83 4.41 4.17 3.92 3.68 4.33

거주지역
수도권 4.11 4.00 3.84 4.43 4.17 3.94 3.69 4.32

비수도권 4.12 4.01 3.81 4.38 4.15 3.90 3.67 4.33

행정구역
동 4.11 4.02 3.84 4.39 4.16 3.92 3.69 4.32

읍면 4.13 3.92 3.77 4.51 4.19 3.95 3.63 4.37

가구원수

1인 가구 4.26 4.00 3.76 4.11 4.08 3.74 3.53 4.26

2인 가구 4.08 4.03 3.97 4.51 4.23 4.05 3.84 4.43

3인 이상 가구 4.12 3.99 3.77 4.39 4.14 3.89 3.63 4.28

가구주
연령대

20대 4.24 4.17 3.73 4.37 4.20 3.49 3.33 4.27

30대 4.17 4.11 3.86 4.39 4.08 3.91 3.66 4.37

40대 4.10 3.95 3.80 4.38 4.12 3.93 3.63 4.23

50대 4.05 3.98 3.87 4.48 4.29 4.05 3.83 4.35

60대 이상 4.04 3.80 3.85 4.40 4.14 4.17 3.93 4.44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4.10 3.94 3.88 4.37 4.19 4.01 3.81 4.30

대졸 이상 4.12 4.02 3.81 4.42 4.16 3.89 3.64 4.3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18 3.91 3.82 4.27 4.08 3.82 3.60 4.26

300만~500만 원 미만 4.03 3.96 3.81 4.41 4.13 3.99 3.73 4.33

500만~700만 원 미만 4.22 4.15 3.82 4.44 4.19 3.96 3.71 4.37

700만 원 이상 4.05 4.07 3.90 4.60 4.35 3.91 3.70 4.36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4.06 3.95 3.84 4.43 4.17 4.05 3.80 4.35

맞벌이 4.05 3.98 3.85 4.47 4.22 4.05 3.82 4.37

외벌이 4.07 3.91 3.84 4.39 4.11 4.05 3.77 4.33

미혼 4.19 4.08 3.81 4.37 4.16 3.74 3.52 4.29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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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6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관련 항목별 중요도-2

단위: 점

구  분
유통처

구매장소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

제조사
브랜드

품목의
다양성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는 것

포장재의 
친환경성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

전  체 3.59 4.27 3.32 3.75 4.02 3.72 3.80

거주지역
수도권 3.61 4.29 3.35 3.79 4.03 3.75 3.81

비수도권 3.56 4.25 3.29 3.70 4.01 3.68 3.79

행정구역
동 3.59 4.27 3.31 3.76 4.03 3.72 3.80

읍면 3.56 4.25 3.41 3.69 4.00 3.69 3.79

가구원수

1인 가구 3.39 4.29 3.34 3.79 4.03 3.61 3.71

2인 가구 3.64 4.31 3.41 3.88 4.21 3.95 3.92

3인 이상 가구 3.58 4.25 3.28 3.69 3.94 3.63 3.76

가구주
연령대

20대 3.53 4.36 3.08 3.70 3.63 3.33 3.59

30대 3.70 4.32 3.43 3.77 3.99 3.74 3.86

40대 3.56 4.15 3.21 3.67 3.99 3.60 3.75

50대 3.54 4.27 3.43 3.82 4.16 3.88 3.94

60대 이상 3.60 4.33 3.41 3.79 4.31 4.01 3.77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3.66 4.30 3.38 3.82 4.09 3.77 3.87

대졸 이상 3.56 4.26 3.30 3.73 4.00 3.70 3.7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56 4.20 3.31 3.79 3.99 3.62 3.76

300만~500만 원 미만 3.60 4.25 3.28 3.67 4.00 3.74 3.75

500만~700만 원 미만 3.59 4.34 3.29 3.75 3.94 3.65 3.85

700만 원 이상 3.61 4.34 3.46 3.84 4.22 3.91 3.9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3.59 4.26 3.38 3.72 4.13 3.84 3.80

맞벌이 3.64 4.25 3.41 3.78 4.14 3.84 3.82

외벌이 3.53 4.26 3.34 3.66 4.13 3.84 3.78

미혼 3.58 4.29 3.24 3.78 3.87 3.54 3.8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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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소비자 B그룹68)의 구매행태 분석

일반소비자 B그룹 600명을 상으로 평소 과일류 구매 시 구매 형태에 해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50.8%가 수확한 원물 그 로의 형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별하여 포장한 형태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8.5%로 나타났으며, 세

척하거나 절단한 상태를 구매한다는 비중은 0.8%로 나타났다.

부표 1-27 평소 과일류 구매 시 구매 형태

단위: %

구  분
수확한 원물

그대로의 형태
선별하여 포장한 형태

세척하거나
절단한 형태

전  체 50.8 48.5 0.8

거주지역
수도권 49.8 50.0 0.2

비수도권 51.8 46.9 1.3

행정구역
동 49.3 50.0 0.7

읍면 61.2 37.8 1.0

가구원수

1인 가구 41.7 55.6 2.8

2인 가구 48.4 50.7 0.9

3인 이상 가구 53.9 45.9 0.2

가구주
연령대

20대 27.1 68.8 4.2

30대 42.0 57.4 0.6

40대 49.5 49.5 0.9

50대 58.1 41.4 0.5

60대 이상 59.9 40.1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56.9 41.6 1.4

대졸 이상 48.6 50.9 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0.9 48.2 0.9

300만~500만 원 미만 50.2 48.7 1.1

500만~700만 원 미만 52.0 47.4 0.6

700만 원 이상 50.0 50.0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52.4 47.2 0.3

맞벌이 55.1 44.1 0.7

외벌이 50.2 49.8 0.0

미혼 45.9 52.2 2.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68)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조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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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과일류 구매 시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품질이 61.5%로 가장 높고, ‘가격

(53.5%)’. ‘맛(50.9%)’, ‘안전성(15.6%)’ 순이었다.

부표 1-28 평소 과일류 구매 시 고려 기준(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품질 가격 맛 안전성
영양

(건강)
구매의 
편리성

섭취의 
편리성

판매
단위

신선도

전  체 61.5 53.5 50.9 15.6 8.6 6.9 2.5 0.3 0.3

거주지역
수도권 60.3 56.4 50.0 16.9 7.1 6.4 2.7 0.0 0.2

비수도권 62.8 50.5 51.8 14.3 10.2 7.4 2.3 0.5 0.3

행정구역
동 61.0 54.7 50.7 15.2 8.3 6.8 2.7 0.3 0.3

읍면 65.3 44.9 52.0 18.4 11.2 7.1 1.0 0.0 0.0

가구원수

1인 가구 56.5 45.4 65.7 6.5 4.6 13.0 6.5 1.9 0.0

2인 가구 62.2 53.9 51.6 13.4 8.3 7.8 2.3 0.0 0.5

3인 이상 가구 62.3 55.2 47.2 18.7 9.7 5.1 1.7 0.0 0.2

가구주
연령대

20대 60.4 41.7 66.7 12.5 6.3 8.3 2.1 2.1 0.0

30대 61.9 52.8 54.5 14.8 5.7 5.1 4.5 0.6 0.0

40대 57.9 56.9 50.5 13.4 10.6 7.4 2.8 0.0 0.5

50대 69.2 51.0 45.5 16.7 8.6 8.1 1.0 0.0 0.0

60대 이상 56.8 56.2 49.4 19.1 9.9 6.2 1.9 0.0 0.6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56.5 54.1 56.9 12.4 9.6 7.2 2.9 0.0 0.5

대졸 이상 63.3 53.3 48.7 16.8 8.3 6.8 2.4 0.3 0.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5 48.2 61.6 11.2 5.8 9.4 4.5 0.9 0.0

300만~500만 원 미만 58.1 59.2 52.8 13.5 8.2 6.7 1.1 0.0 0.4

500만~700만 원 미만 63.4 53.1 45.7 18.3 11.4 5.1 2.3 0.0 0.6

700만 원 이상 70.9 51.5 35.8 23.9 10.4 5.2 2.2 0.0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62.2 54.1 48.2 17.0 9.6 6.6 2.0 0.0 0.3

맞벌이 64.3 53.7 47.8 18.0 8.5 5.5 1.5 0.0 0.7

외벌이 60.4 54.5 48.6 16.1 10.5 7.4 2.5 0.0 0.0

미혼 59.5 51.7 58.5 11.7 5.9 7.8 3.9 1.0 0.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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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과일의 섭취 빈도는 ‘매일’이 39.7%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2~3회

(36.2%)’, ‘주 1회(15.3%)’, ‘2주 1회(3.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주 1회 이상 과

일을 섭취하는 비중은 91.2%로 나타났다.

부표 1-29 평소 과일 섭취 빈도

단위: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  체 39.7 36.2 15.3 3.8 3.2 1.8

거주지역
수도권 42.0 34.5 15.3 3.9 2.0 2.3

비수도권 37.2 37.9 15.4 3.8 4.4 1.4

행정구역
동 38.9 36.9 15.3 3.9 2.8 2.2

읍면 44.0 31.9 15.4 3.3 5.5 0.0

가구원수

1인 가구 31.7 39.0 12.2 4.9 2.4 9.8

2인 가구 46.2 31.7 12.4 4.1 3.4 2.1

3인 이상 가구 38.2 37.4 16.7 3.6 3.1 1.0

가구주
연령대

20대 25.6 41.9 22.1 3.5 4.7 2.3

30대 29.3 33.8 21.8 8.3 3.0 3.8

40대 34.4 47.0 10.6 4.0 3.3 0.7

50대 47.7 32.2 14.1 1.3 3.4 1.3

60대 이상 66.7 21.0 8.6 1.2 1.2 1.2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39.3 35.7 15.7 2.1 4.3 2.9

대졸 이상 39.8 36.3 15.2 4.3 2.8 1.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7 35.3 18.0 2.0 3.3 2.7

300만~500만 원 미만 31.6 38.3 16.3 6.6 4.6 2.6

500만~700만 원 미만 45.2 38.2 10.8 2.5 1.9 1.3

700만 원 이상 48.5 29.9 16.5 3.1 2.1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45.4 35.1 14.0 2.9 1.7 0.9

맞벌이 44.2 36.6 14.0 2.3 1.7 1.2

외벌이 46.6 33.7 14.0 3.4 1.7 0.6

미혼 31.6 37.6 17.2 5.2 5.2 3.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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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섭취하는 장소는 ‘내 집’이 97.8%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교나 

직장의 급식 시설(40.7%)’, ‘음식점·외부식당(23.2%)’, ‘지인·친척집(22.0%)’ 순

이었다.

부표 1-30 평소 과일 섭취 장소(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내 집
(가정  
내)

학교나 
직장의 
급식
시설

음식점, 
외부
식당

지인, 
친척집

카페, 
커피숍

주점
편의점, 
간이
매점

길거리

회사/
독서실
/극장 

등 외부

전  체 97.8 40.7 23.2 22.0 7.2 3.5 2.0 1.8 1.0

거주지역
수도권 98.0 38.8 26.7 20.8 6.8 2.6 2.0 2.3 1.3

비수도권 97.6 42.7 19.5 23.2 7.5 4.4 2.0 1.4 0.7

행정구역
동 98.0 40.9 23.4 21.8 7.1 3.7 2.2 1.6 0.8

읍면 96.7 39.6 22.0 23.1 7.7 2.2 1.1 3.3 2.2

가구원수

1인 가구 90.2 48.8 19.5 17.1 9.8 7.3 2.4 4.9 0.0

2인 가구 95.9 31.0 23.4 30.3 9.7 2.8 2.1 2.1 1.4

3인 이상 가구 99.3 43.2 23.4 19.6 6.0 3.4 1.9 1.4 1.0

가구주
연령대

20대 98.8 44.2 29.1 11.6 7.0 3.5 3.5 2.3 0.0

30대 94.7 36.8 24.1 21.8 12.0 4.5 3.0 2.3 0.0

40대 98.0 44.4 15.9 26.5 6.6 4.6 2.0 0.7 0.7

50대 99.3 47.7 24.2 13.4 4.7 3.4 1.3 2.0 3.4

60대 이상 98.8 23.5 27.2 40.7 4.9 0.0 0.0 2.5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97.1 37.9 20.7 27.1 7.1 1.4 3.6 2.1 0.7

대졸 이상 98.0 41.5 23.9 20.4 7.2 4.1 1.5 1.7 1.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5.3 38.0 20.7 26.0 7.3 2.7 4.0 4.7 0.0

300만~500만 원 미만 97.4 39.8 25.0 20.9 7.7 4.6 2.6 0.0 1.5

500만~700만 원 미만 99.4 38.2 22.3 25.5 6.4 3.8 0.0 1.9 1.3

700만 원 이상 100.0 50.5 24.7 12.4 7.2 2.1 1.0 1.0 1.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98.6 39.7 22.0 26.0 7.1 2.3 0.9 1.1 1.4

맞벌이 98.3 53.5 18.6 19.2 7.0 1.7 1.2 0.6 0.0

외벌이 98.9 26.4 25.3 32.6 7.3 2.8 0.6 1.7 2.8

미혼 96.8 42.0 24.8 16.4 7.2 5.2 3.6 2.8 0.4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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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가정 내에서 섭취를 잘 못하는 이유는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이 힘들어서’

가 53.8%로 가장 높고,  ‘자르거나 손질하기 어렵고 번거로움(30.8%)’, ‘여러 가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기 부담됨(30.8%)’, ‘손질 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함

(30.8%)’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1-31 가정 내에서 과일 섭취를 잘 못하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이 

힘듦

자르거나
손질하기
어렵고

번거로움

여러 가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기
부담됨

손질 후
음식물쓰레
기가 많이 
발생함

소량 구매이 
어려움

맛도 없고 
먹고 싶지 
않아서

전  체 53.8 30.8 30.8 30.8 23.1 7.7

거주지역
수도권 33.3 33.3 16.7 16.7 16.7 0.0

비수도권 71.4 28.6 42.9 42.9 28.6 14.3

행정구역
동 40.0 20.0 30.0 30.0 20.0 0.0

읍면 100.0 66.7 33.3 33.3 33.3 33.3

가구원수

1인 가구 25.0 0.0 25.0 50.0 25.0 0.0

2인 가구 83.3 66.7 33.3 33.3 16.7 16.7

3인 이상 가구 33.3 0.0 33.3 0.0 33.3 0.0

가구주
연령대

2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대 42.9 0.0 28.6 42.9 28.6 0.0

40대 66.7 100.0 0.0 0.0 0.0 0.0

50대 0.0 0.0 100.0 0.0 0.0 0.0

60대 이상 100.0 0.0 0.0 0.0 0.0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75.0 25.0 25.0 25.0 25.0 0.0

대졸 이상 44.4 33.3 33.3 33.3 22.2 11.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7.1 14.3 28.6 42.9 14.3 0.0

300만~500만 원 미만 60.0 40.0 40.0 20.0 40.0 20.0

500만~700만 원 미만 0.0 100.0 0.0 0.0 0.0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60.0 20.0 20.0 0.0 20.0 0.0

맞벌이 33.3 33.3 33.3 0.0 33.3 0.0

외벌이 100.0 0.0 0.0 0.0 0.0 0.0

미혼 50.0 37.5 37.5 50.0 25.0 12.5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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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섭취할 때 겪는 애로사항은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이 힘듦’이 70.5%로 가

장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고, ‘여러 가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기 부담됨(41.9%)’, 

‘손질 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함(41.4%)’, ‘소량 구매이 어려움(29.3%)’ 순

으로 나타났다.

부표 1-32 평소 과일 섭취 시 겪은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이
힘듦

여러 가지 
종류를
모두

 구매하기
부담됨

손질 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함

소량
구매이
어려움

자르거나 
손질하기 
어렵고

번거로움

없음
가격이
비쌈

전  체 70.5 41.9 41.4 29.3 28.8 0.7 0.5

거주지역
수도권 70.8 42.5 41.9 31.2 28.9 0.7 1.0

비수도권 70.3 41.3 40.9 27.3 28.7 0.7 0.0

행정구역
동 69.5 43.1 42.1 29.9 27.5 0.6 0.6

읍면 76.1 35.2 37.5 26.1 36.4 1.1 0.0

가구원수

1인 가구 64.9 62.2 37.8 48.6 24.3 0.0 0.0

2인 가구 77.7 36.7 45.3 28.8 23.0 1.4 0.0

3인 이상 가구 68.6 41.8 40.4 27.7 31.1 0.5 0.7

가구주
연령대

20대 63.5 45.9 36.5 27.1 30.6 0.0 1.2

30대 63.5 44.4 40.5 39.7 35.7 0.8 1.6

40대 74.3 41.2 40.5 29.1 31.1 0.0 0.0

50대 75.0 37.2 44.6 22.3 25.7 0.7 0.0

60대 이상 73.8 43.8 43.8 28.8 17.5 2.5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70.6 46.3 44.1 27.9 22.8 1.5 0.0

대졸 이상 70.5 40.6 40.6 29.7 30.6 0.4 0.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0.6 35.7 39.9 37.1 18.9 0.7 0.7

300만~500만 원 미만 72.3 41.9 41.9 27.2 33.5 1.0 0.0

500만~700만 원 미만 67.9 48.1 43.6 24.4 29.5 0.6 0.6

700만 원 이상 71.1 41.2 39.2 29.9 33.0 0.0 1.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74.8 41.4 41.2 27.8 27.5 1.2 0.0

맞벌이 74.6 39.6 42.6 26.0 30.2 0.0 0.0

외벌이 75.0 43.2 39.8 29.5 25.0 2.3 0.0

미혼 64.5 42.6 41.7 31.4 30.6 0.0 1.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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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은 단일 과일 품목이 처리된 형태(55.8%)를 가장 많이 

구매하 고, 여러 과일 품목이 혼합된 형태(26.4%), 둘 다(17.8%) 순이었다. 

부표 1-33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 형태

단위: %

구  분
단일 과일 품목이

처리된 형태
여러 과일 품목이

혼합된 형태
둘 다

전  체 55.8 26.4 17.8

거주지역
수도권 55.2 22.9 22.0

비수도권 56.6 30.3 13.1

행정구역
동 56.2 27.0 16.8

읍면 53.4 22.4 24.1

가구원수

1인 가구 56.7 26.7 16.7

2인 가구 57.7 24.7 17.5

3인 이상 가구 55.1 26.9 18.0

가구주
연령대

20대 41.8 29.9 28.4

30대 63.5 18.3 18.3

40대 60.6 24.2 15.2

50대 59.8 29.4 10.8

60대 이상 40.8 36.7 22.4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54.7 27.9 17.4

대졸 이상 56.1 26.0 17.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4.1 30.6 15.3

300만~500만 원 미만 56.8 25.0 18.2

500만~700만 원 미만 58.6 22.4 19.0

700만 원 이상 52.0 29.3 18.7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58.2 26.8 15.1

맞벌이 57.1 29.4 13.4

외벌이 59.2 24.2 16.7

미혼 52.7 25.8 21.4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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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매 빈도를 살펴보면 ‘월 1회 미만’ 구매한다는 응

답 비중이 55.3%로 가장 높고, ‘월 1회(18.3%)’, ‘2주 1회(12.8%)’, ‘주 1회(9.5%)’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1-34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 빈도

단위: %

구  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  체 0.7 3.3 9.5 12.8 18.3 55.3

거주지역
수도권 0.9 3.6 9.9 13.0 20.6 52.0

비수도권 0.5 3.0 9.1 12.6 15.7 59.1

행정구역
동 0.8 3.3 9.6 12.4 19.0 54.8

읍면 0.0 3.4 8.6 15.5 13.8 58.6

가구원수

1인 가구 0.0 3.3 10.0 10.0 20.0 56.7

2인 가구 1.0 3.1 6.2 9.3 16.5 63.9

3인 이상 가구 0.7 3.4 10.5 14.3 18.7 52.4

가구주
연령대

20대 0.0 1.5 9.0 16.4 20.9 52.2

30대 0.0 1.0 6.7 12.5 23.1 56.7

40대 2.0 3.0 13.1 8.1 16.2 57.6

50대 1.0 6.9 10.8 16.7 17.6 47.1

60대 이상 0.0 4.1 6.1 10.2 10.2 69.4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3.5 2.3 7.0 15.1 14.0 58.1

대졸 이상 0.0 3.6 10.1 12.2 19.4 54.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0 1.0 4.1 9.2 21.4 62.2

300만~500만 원 미만 0.0 4.5 10.6 12.9 18.9 53.0

500만~700만 원 미만 0.9 4.3 12.9 12.9 15.5 53.4

700만 원 이상 0.0 2.7 9.3 17.3 17.3 53.3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0.8 4.6 11.3 12.1 17.2 54.0

맞벌이 1.7 5.0 12.6 10.9 17.6 52.1

외벌이 0.0 4.2 10.0 13.3 16.7 55.8

미혼 0.5 1.6 7.1 13.7 19.8 57.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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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의 품목 중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품목은 파인애

플이 71.5%로 가장 높았고, 사과(35.9%), 수박(34.2%), 토마토(34.0%), 포도

(3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표 1-35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품목-1

단위: %

구  분
파인
애플

사과 수박
토마토
방울

토마토
포도 복숭아 망고 딸기 귤 오렌지

전  체 71.5 35.9 34.2 34.0 30.9 29.0 27.8 26.1 25.2 24.5

거주지역
수도권 71.7 38.6 39.0 35.0 34.1 28.7 29.6 24.7 25.1 22.9

비수도권 71.2 32.8 28.8 32.8 27.3 29.3 25.8 27.8 25.3 26.3

행정구역
동 71.3 34.7 34.7 32.8 30.6 27.3 26.7 25.3 23.7 23.4

읍면 72.4 43.1 31.0 41.4 32.8 39.7 34.5 31.0 34.5 31.0

가구원수

1인 가구 70.0 43.3 26.7 46.7 30.0 13.3 16.7 30.0 23.3 26.7

2인 가구 77.3 34.0 40.2 25.8 33.0 32.0 27.8 35.1 25.8 30.9

3인 이상 가구 69.7 35.7 33.0 35.4 30.3 29.6 28.9 22.8 25.2 22.1

가구주
연령대

20대 61.2 44.8 29.9 37.3 31.3 35.8 17.9 20.9 25.4 23.9

30대 76.9 31.7 23.1 29.8 24.0 24.0 28.8 21.2 15.4 20.2

40대 70.7 31.3 29.3 30.3 34.3 24.2 24.2 20.2 26.3 19.2

50대 75.5 37.3 45.1 36.3 31.4 30.4 29.4 34.3 27.5 29.4

60대 이상 67.3 38.8 51.0 40.8 36.7 36.7 42.9 38.8 38.8 34.7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62.8 39.5 32.6 30.2 25.6 34.9 27.9 29.1 31.4 22.1

대졸 이상 73.7 34.9 34.6 34.9 32.2 27.5 27.8 25.4 23.6 25.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6.3 33.7 30.6 37.8 31.6 32.7 20.4 26.5 30.6 24.5

300만~500만 원 미만 69.7 35.6 37.1 31.1 28.0 20.5 29.5 27.3 25.0 22.0

500만~700만 원 미만 81.0 38.8 31.9 33.6 31.9 32.8 27.6 25.9 18.1 29.3

700만 원 이상 66.7 34.7 37.3 34.7 33.3 33.3 34.7 24.0 29.3 21.3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72.0 33.9 38.1 33.9 30.5 31.0 33.5 29.7 27.6 24.3

맞벌이 68.9 37.8 39.5 31.9 31.9 36.1 33.6 31.1 24.4 24.4

외벌이 75.0 30.0 36.7 35.8 29.2 25.8 33.3 28.3 30.8 24.2

미혼 70.9 38.5 29.1 34.1 31.3 26.4 20.3 21.4 22.0 24.7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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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6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품목-2

단위: %

구  분 멜론 키위 감 배 자몽 자두 코코넛 바나나
아보
카도

체리

전  체 23.8 23.5 11.9 10.9 9.7 8.6 1.7 0.7 0.2 0.2

거주지역
수도권 23.3 20.2 13.5 11.2 10.3 8.1 2.2 0.9 0.4 0.0

비수도권 24.2 27.3 10.1 10.6 9.1 9.1 1.0 0.5 0.0 0.5

행정구역
동 22.9 22.0 11.8 10.2 10.2 8.0 1.7 0.8 0.3 0.3

읍면 29.3 32.8 12.1 15.5 6.9 12.1 1.7 0.0 0.0 0.0

가구원수

1인 가구 26.7 16.7 13.3 16.7 6.7 6.7 0.0 0.0 0.0 3.3

2인 가구 26.8 27.8 14.4 12.4 10.3 11.3 2.1 0.0 1.0 0.0

3인 이상 가구 22.4 22.8 10.9 9.9 9.9 7.8 1.7 1.0 0.0 0.0

가구주
연령대

20대 19.4 14.9 3.0 4.5 6.0 4.5 1.5 3.0 0.0 0.0

30대 24.0 18.3 8.7 7.7 8.7 5.8 1.9 1.0 0.0 1.0

40대 17.2 21.2 11.1 8.1 8.1 6.1 0.0 0.0 0.0 0.0

50대 26.5 27.5 17.6 16.7 13.7 13.7 2.9 0.0 0.0 0.0

60대 이상 36.7 42.9 20.4 20.4 12.2 14.3 2.0 0.0 2.0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19.8 24.4 14.0 14.0 9.3 12.8 2.3 1.2 1.2 0.0

대졸 이상 24.8 23.3 11.3 10.1 9.9 7.5 1.5 0.6 0.0 0.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9.4 20.4 12.2 11.2 4.1 8.2 0.0 0.0 0.0 1.0

300만~500만 원 미만 25.0 25.0 12.1 7.6 9.1 7.6 3.0 1.5 0.8 0.0

500만~700만 원 미만 21.6 25.0 11.2 12.1 12.1 9.5 1.7 0.9 0.0 0.0

700만 원 이상 30.7 22.7 12.0 14.7 14.7 9.3 1.3 0.0 0.0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28.9 28.5 15.1 13.4 11.7 11.3 1.7 0.0 0.4 0.0

맞벌이 32.8 30.3 15.1 13.4 12.6 9.2 1.7 0.0 0.8 0.0

외벌이 25.0 26.7 15.0 13.3 10.8 13.3 1.7 0.0 0.0 0.0

미혼 17.0 17.0 7.7 7.7 7.1 4.9 1.6 1.6 0.0 0.5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매 장소는 형할인점의 비중이 75.5%로 가장 높

았고, 편의점(35.6%), 중소형 슈퍼마켓(35.4%), 백화점 내 식품코너(24.2%) 순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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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7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  장소(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대형

할인점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

켓

백화점 
내 식품
코너

베이커
리, 커피
전문점

친환경
식품

전문점

온라인/ 
전화
주문

재래
시장

전  체 75.5 35.6 35.4 24.2 13.1 6.7 4.3 1.7

거주지역
수도권 69.5 36.8 33.2 24.7 16.6 7.2 5.4 2.2

비수도권 82.3 34.3 37.9 23.7 9.1 6.1 3.0 1.0

행정구역
동 73.6 37.7 33.9 25.3 13.2 6.1 4.4 1.9

읍면 87.9 22.4 44.8 17.2 12.1 10.3 3.4 0.0

가구원수

1인 가구 83.3 40.0 36.7 16.7 10.0 3.3 6.7 0.0

2인 가구 75.3 29.9 35.1 28.9 17.5 5.2 5.2 1.0

3인 이상 가구 74.8 37.1 35.4 23.5 11.9 7.5 3.7 2.0

가구주
연령대

20대 58.2 59.7 31.3 25.4 13.4 0.0 3.0 3.0

30대 81.7 43.3 39.4 21.2 7.7 1.9 2.9 0.0

40대 75.8 32.3 36.4 17.2 18.2 8.1 8.1 2.0

50대 77.5 25.5 34.3 29.4 13.7 11.8 1.0 2.0

60대 이상 81.6 14.3 32.7 32.7 12.2 12.2 8.2 2.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76.7 30.2 40.7 18.6 10.5 5.8 8.1 3.5

대졸 이상 75.2 37.0 34.0 25.7 13.7 6.9 3.3 1.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7.6 33.7 43.9 20.4 9.2 3.1 6.1 3.1

300만~500만 원 미만 78.0 36.4 33.3 27.3 12.1 6.8 3.8 0.0

500만~700만 원 미만 77.6 35.3 30.2 23.3 14.7 7.8 3.4 2.6

700만 원 이상 65.3 37.3 36.0 25.3 17.3 9.3 4.0 1.3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80.8 23.4 34.7 24.7 14.6 10.9 5.4 2.1

맞벌이 78.2 25.2 29.4 24.4 20.2 11.8 4.2 3.4

외벌이 83.3 21.7 40.0 25.0 9.2 10.0 6.7 0.8

미혼 68.7 51.6 36.3 23.6 11.0 1.1 2.7 1.1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이미 세척이나 절단이 된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을 구매한 후 다시 세척을 하

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세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

고,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세척을 한다.’는 응답은 11.4%로 즉석섭취용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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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의 경우와 달리 낮게 나타났다. 절단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않고 바로 섭취

한다가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표 1-38 이미 세척된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추가 작업 여부

단위: %

구  분

세척 절단

안전 우려 
다시 세척

습관적
세척

세척 안 함
안전 우려 
다시 절단

원하는
크기로 절단

절단 안 함

전  체 11.4 9.0 79.6 5.7 11.9 82.4

거주지역
수도권 9.0 8.5 82.5 4.9 10.8 84.3

비수도권 14.1 9.6 76.3 6.6 13.1 80.3

행정구역
동 11.3 8.5 80.2 5.5 11.8 82.6

읍면 12.1 12.1 75.9 6.9 12.1 81.0

가구원수

1인 가구 10.0 13.3 76.7 10.0 3.3 86.7

2인 가구 7.2 4.1 88.7 6.2 6.2 87.6

3인 이상 가구 12.9 10.2 76.9 5.1 14.6 80.3

가구주
연령대

20대 16.4 9.0 74.6 4.5 10.4 85.1

30대 11.5 9.6 78.8 4.8 12.5 82.7

40대 9.1 13.1 77.8 7.1 12.1 80.8

50대 10.8 7.8 81.4 5.9 12.7 81.4

60대 이상 10.2 2.0 87.8 6.1 10.2 83.7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17.4 4.7 77.9 7.0 9.3 83.7

대졸 이상 9.9 10.1 80.0 5.4 12.5 82.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6.3 7.1 76.5 11.2 5.1 83.7

300만~500만 원 미만 11.4 9.8 78.8 2.3 13.6 84.1

500만~700만 원 미만 7.8 9.5 82.8 4.3 16.4 79.3

700만 원 이상 10.7 9.3 80.0 6.7 10.7 82.7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9.6 9.6 80.8 5.9 13.4 80.8

맞벌이 7.6 9.2 83.2 5.9 13.4 80.7

외벌이 11.7 10.0 78.3 5.8 13.3 80.8

미혼 13.7 8.2 78.0 5.5 9.9 84.6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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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매 시 애로사항은 ‘비싼 가격’이 63.7%로 가장 높

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고, ‘안전성/위생 우려(40.6%)’, ‘신선하지 않음/저품질

(25.7%)’, ‘유통기한·제조일자 정보 미비(20.2%)’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1-39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구매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비싼
가격

안전성/ 
위생
우려

신선
하지
않음

/저품질

유통
기한
제조
일자
정보
미비

판매
하는
곳이
적음

다양
하지
않은
포장
단위

비닐
플라스
틱 등
포장

용기로
인한
환경
오염

당도

전  체 63.7 40.6 25.7 20.2 17.6 17.1 13.5 0.7

거주지역
수도권 65.0 39.0 22.4 21.1 17.9 15.7 16.6 0.9

비수도권 62.1 42.4 29.3 19.2 17.2 18.7 10.1 0.5

행정구역
동 63.6 41.6 27.0 20.1 16.3 16.0 14.3 0.3

읍면 63.8 34.5 17.2 20.7 25.9 24.1 8.6 3.4

가구원수

1인 가구 70.0 50.0 30.0 13.3 13.3 13.3 10.0 0.0

2인 가구 71.1 39.2 16.5 23.7 17.5 15.5 15.5 0.0

3인 이상 가구 60.5 40.1 28.2 19.7 18.0 18.0 13.3 1.0

가구주
연령대

20대 61.2 34.3 31.3 16.4 14.9 23.9 14.9 0.0

30대 71.2 33.7 27.9 13.5 17.3 22.1 13.5 1.0

40대 62.6 48.5 24.2 24.2 13.1 16.2 10.1 1.0

50대 55.9 43.1 25.5 19.6 28.4 9.8 15.7 1.0

60대 이상 69.4 42.9 16.3 32.7 8.2 14.3 14.3 0.0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59.3 38.4 19.8 24.4 20.9 15.1 17.4 1.2

대졸 이상 64.8 41.2 27.2 19.1 16.7 17.6 12.5 0.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2 41.8 30.6 20.4 19.4 14.3 11.2 0.0

300만~500만 원 미만 69.7 37.9 22.7 20.5 12.9 15.2 20.5 0.8

500만~700만 원 미만 58.6 43.1 29.3 19.0 18.1 19.8 8.6 1.7

700만 원 이상 62.7 40.0 18.7 21.3 22.7 20.0 12.0 0.0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62.8 43.9 21.8 24.7 18.0 14.6 12.1 1.3

맞벌이 62.2 45.4 21.8 24.4 21.8 16.0 6.7 0.8

외벌이 63.3 42.5 21.7 25.0 14.2 13.3 17.5 1.7

미혼 64.8 36.3 30.8 14.3 17.0 20.3 15.4 0.0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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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과 비하여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및 컵/조각 과일의 구매 변화를 살

펴보면 ‘변함없음(48.8%, 51.1%)’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 고 ‘감소

(18.3%, 20.7%)’보다는 ‘증가(32.9%, 28.3%)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1-40 1년 전 대비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컵/조각 과일 구매 변화

단위: %, 점

구  분

채소/샐러드 컵/조각 과일

감소
변함
없음

증가
5점
평균

감소
변함
없음

증가
5점
평균

전  체 18.3 48.8 32.9 3.12 20.7 51.1 28.3 2.98

거주지역
수도권 16.0 46.2 37.8 3.21 19.3 47.1 33.6 3.07

비수도권 21.1 52.1 26.8 3.02 22.2 55.6 22.2 2.88

행정구역
동 17.5 50.1 32.4 3.12 20.7 51.5 27.8 2.98

읍면 24.5 38.8 36.7 3.14 20.7 48.3 31.0 2.98

가구원수

1인 가구 16.7 50.0 33.3 3.13 33.3 53.3 13.3 2.67

2인 가구 20.2 50.4 29.4 3.09 28.9 46.4 24.7 2.82

3인 이상 가구 17.6 48.1 34.3 3.13 16.7 52.4 31.0 3.06

가구주
연령대

20대 21.2 48.5 30.3 3.08 17.9 56.7 25.4 2.96

30대 18.7 54.2 27.1 3.04 20.2 53.8 26.0 2.96

40대 17.0 42.0 41.1 3.19 17.2 47.5 35.4 3.13

50대 14.9 51.5 33.7 3.20 21.6 49.0 29.4 2.98

60대 이상 23.9 47.8 28.3 3.04 30.6 49.0 20.4 2.76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9 51.0 26.0 3.00 24.4 52.3 23.3 2.85

대졸 이상 17.0 48.2 34.8 3.15 19.7 50.7 29.6 3.0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3.7 55.7 20.6 2.93 24.5 57.1 18.4 2.85

300만~500만 원 미만 14.4 51.0 34.6 3.19 22.0 46.2 31.8 3.02

500만~700만 원 미만 18.0 46.0 36.0 3.17 22.4 44.8 32.8 2.97

700만 원 이상 19.5 40.2 40.2 3.16 10.7 61.3 28.0 3.11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14.9 49.0 36.1 3.20 18.0 49.8 32.2 3.06

맞벌이 12.2 46.9 40.8 3.28 16.0 50.4 33.6 3.11

외벌이 18.6 52.0 29.4 3.10 20.0 49.2 30.8 3.01

미혼 23.0 48.6 28.4 3.01 24.2 52.7 23.1 2.88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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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및 컵/조각 과일의 구매 및 섭취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47.9%, 49.9%)’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 고 ‘불만족(8.8%, 9.0%)’

보다는 ‘만족(43.3%, 41.1%)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1-41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컵/조각 과일 구매 및 섭취 만족도

단위: %, 점

구  분

채소/샐러드 컵/조각 과일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전  체 8.8 47.9 43.3 3.34 9.0 49.9 41.1 3.32

거주지역
수도권 7.6 50.0 42.4 3.34 8.1 47.5 44.4 3.35

비수도권 10.3 45.4 44.3 3.35 10.1 52.5 37.4 3.27

행정구역
동 7.8 48.0 44.1 3.37 9.6 50.1 40.2 3.30

읍면 16.3 46.9 36.7 3.18 5.2 48.3 46.6 3.43

가구원수

1인 가구 16.7 41.7 41.7 3.25 3.3 60.0 36.7 3.33

2인 가구 7.6 47.9 44.5 3.37 9.3 52.6 38.1 3.28

3인 이상 가구 8.7 48.4 42.9 3.34 9.5 48.0 42.5 3.33

가구주
연령대

20대 9.1 48.5 42.4 3.32 13.4 46.3 40.3 3.28

30대 8.4 47.7 43.9 3.36 8.7 52.9 38.5 3.30

40대 7.1 47.3 45.5 3.38 3.0 53.5 43.4 3.40

50대 10.9 44.6 44.6 3.35 10.8 45.1 44.1 3.31

60대 이상 8.7 56.5 34.8 3.26 12.2 51.0 36.7 3.22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11.5 52.1 36.5 3.25 9.3 48.8 41.9 3.33

대졸 이상 8.0 46.7 45.2 3.37 9.0 50.1 40.9 3.3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2.4 48.5 39.2 3.25 8.2 57.1 34.7 3.28

300만~500만 원 미만 9.2 50.3 40.5 3.31 9.8 47.7 42.4 3.31

500만~700만 원 미만 5.0 51.0 44.0 3.39 10.3 46.6 43.1 3.32

700만 원 이상 8.5 39.0 52.4 3.46 6.7 49.3 44.0 3.37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8.4 46.6 45.0 3.37 7.5 49.0 43.5 3.35

맞벌이 8.8 44.9 46.3 3.37 5.9 52.9 41.2 3.34

외벌이 7.8 49.0 43.1 3.35 9.2 45.0 45.8 3.35

미혼 9.3 49.7 41.0 3.32 11.0 51.1 37.9 3.27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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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및 컵/조각 과일을 구매할 의향에 해 조사한 결

과 구매할 것(58.8%, 4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매하지 않겠다

고 응답한 비중은 5.0%, 11.0%로 낮게 나타났다.

부표 1-42 향후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컵/조각 과일 구매 의향

단위: %, 점

구  분

채소/샐러드 컵/조각 과일

비구매 보통 구매
5점
평균

비구매 보통 구매
5점
평균

전  체 5.0 36.2 58.8 3.56 11.0 43.2 45.8 3.36

거주지역
수도권 4.4 34.3 61.3 3.58 7.5 42.0 50.5 3.44

비수도권 5.6 38.2 56.1 3.53 14.7 44.4 41.0 3.27

행정구역
동 4.8 35.0 60.2 3.58 11.4 43.2 45.4 3.35

읍면 6.7 44.0 49.3 3.43 8.8 42.9 48.4 3.41

가구원수

1인 가구 5.3 31.6 63.2 3.58 9.8 39.0 51.2 3.44

2인 가구 4.1 36.3 59.6 3.57 11.7 46.9 41.4 3.30

3인 이상 가구 5.4 36.6 58.1 3.55 10.9 42.3 46.9 3.37

가구주
연령대

20대 4.7 39.5 55.8 3.52 10.5 40.7 48.8 3.41

30대 5.3 32.3 62.4 3.61 12.8 43.6 43.6 3.31

40대 2.6 33.8 63.6 3.62 10.6 43.0 46.4 3.36

50대 5.4 40.3 54.4 3.51 10.7 40.9 48.3 3.40

60대 이상 8.6 35.8 55.6 3.48 9.9 49.4 40.7 3.31

가구주
최종학력

고졸 이하 9.0 43.2 47.7 3.39 10.7 50.7 38.6 3.27

대졸 이상 3.6 33.7 62.7 3.62 11.1 40.9 48.0 3.3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9 43.8 47.3 3.38 13.3 50.7 36.0 3.21

300만~500만 원 미만 2.5 39.0 58.5 3.59 10.2 41.8 48.0 3.40

500만~700만 원 미만 2.4 28.6 69.0 3.68 13.4 42.7 43.9 3.32

700만 원 이상 6.7 27.6 65.7 3.63 5.2 35.1 59.8 3.56

결혼유무 및 
맞벌이 여부

기혼 4.9 35.2 59.9 3.58 10.0 42.3 47.7 3.39

맞벌이 2.7 31.4 65.9 3.66 10.5 36.6 52.9 3.45

외벌이 7.3 39.6 53.0 3.49 9.6 47.8 42.7 3.33

미혼 5.2 37.5 57.4 3.53 12.4 44.4 43.2 3.32

자료: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자 조사(소비자 A그룹 -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 (소비자 B그룹 - 즉석섭취용 

컵/조각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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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3 소비자의 눈으로 본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트렌드

연번 관련 사진 시사점

1

회의나 교육, 워크숍 등의 행사시에 다과 대용으로 많이 이용하
고 있는 추세임.
영등포 구청 앞 커피전문점에서는 조각 과일뿐만 아니라 샌드위
치와 함께 구성하여 아침식사 대용으로 직장인들에게 제공함.

2

일인 가족의 증가, 맞벌이 가정, 어린 유아를 둔 가정 등 음식을 
조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
성원이 모여 식사를 할 기회가 줄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소모하
기 힘들어지고 있음. 또한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료, 음식물이 많
아지면서 다듬는 시간을 줄이고 부피를 줄인 간편채소가 하나 
둘 선보이고 있으며 백화점, 대형 마트 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에서 판매하고 있음.

3
대학교 내 생협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컵 과일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편임.

4
“간편해도 건강하게.”
소스만 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함과 신선한 야채의 건강
함을 강조하며 판매 중인 킴스클럽의 매대. 

5

조리용 간편채소가 가장 다양하게 상품화된 곳은 백화점 식품관
으로 특화된 조리용 채소를 많이 볼 수 있음. 요리 목적에 따라 
손질 방법이 깍뚝 썰기 채소, 슬라이스 채소, 다진 채소, 채 썬 채
소 등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음.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선편이 채소의 선호도가 높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함.

6

네이버쇼핑에서는 하루아삭, 더런치박스 등 많은 신선편이 야
채 과일이 판매되고 있고, 이들이 오픈마켓, 쇼핑몰에 입점해 제
휴 판매되고 있음.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이름도 비슷하
고, 약간 신뢰가 안 되어 구매 망설임 요소가 됨.
본프레쉬의 경우  할리스, 올가, 풀무원, 롯데마트, 아모제, CU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기에 보다 프랜차이즈 느낌과 안전, 
신선, 고급 느낌을 갖게 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 모니터링단 요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 로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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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항목별 경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비(59.8%)’로 나타났고, ‘인건비(26.8%)’, ‘수도 

및 광열비(5.3%)’, ‘임차료(3.4%)’ 순이었다.

부표 2-1 항목별 경영비용 비중

단위: %

구분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수도 및 광열비 기타 계

전체 59.8 26.8 3.4 5.3 4.7 100.0

업장
구분

교육시설 67.4 22.2 1.6 5.4 3.3 100.0

병원 45.5 32.4 6.7 8.2 7.1 100.0

요양시설(생활시설) 84.8 9.5 0.0 3.5 2.2 100.0

회사 55.5 32.3 3.7 3.6 5.0 100.0

소재지 
구분

수도권 60.1 26.1 4.3 5.6 3.9 100.0

비수도권 59.5 27.2 2.8 5.2 5.3 100.0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63.9 22.8 3.0 6.2 4.1 100.0

위탁사업장 49.6 36.6 4.4 3.3 6.2 100.0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66.0 25.2 2.3 4.4 2.1 100.0

15평~25평  미만 56.4 26.5 4.0 6.2 7.0 100.0

25평~50평  미만 55.9 27.6 4.9 6.2 5.4 100.0

50평~100평  미만 61.9 27.7 1.9 4.7 3.8 100.0

100평 이상 61.3 26.6 3.6 4.6 4.0 100.0

부록 2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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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수도 및 광열비 기타 계

좌석 
수

50개 미만 54.7 27.7 4.9 7.3 5.5 100.0

50개~100개 미만 58.6 27.7 3.9 5.5 4.3 100.0

100개~150개 미만 62.8 26.0 1.6 3.6 6.0 100.0

150개~300개 미만 55.5 30.9 5.3 5.3 3.0 100.0

300개 이상 67.6 22.3 1.1 4.4 4.5 100.0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62.0 25.0 3.2 4.4 5.4 100.0

200명~400명 미만 59.9 28.3 3.5 4.8 3.6 100.0

400명~800명 미만 57.6 27.0 4.2 6.6 4.5 100.0

800명 이상 59.4 26.9 2.6 5.6 5.4 100.0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64.7 24.3 2.7 4.2 3.9 100.0

2천~5천만 원  미만 57.0 28.6 4.2 6.6 3.7 100.0

5천만 원 이상 53.9 29.2 3.7 5.9 7.3 100.0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체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재료는 양파(95.0%) 으며, 파·쪽파

(52.2%), 양배추·양상추(35.0%), 무(34.7%), 마늘(24.4%)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2-2 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재료 채소_1+2+3순위(중복응답)

단위: %

구분 양파
파(대파, 
쪽파)

양배추
(양상추)

무 마늘 감자 당근 배추

전체 95.0 52.2 35.0 34.7 24.4 21.3 13.8 6.9

업장
구분

교육시설 97.0 44.4 22.2 27.3 27.3 38.4 13.1 10.1

병원 92.6 58.0 29.6 45.7 21.0 16.0 9.9 8.6

요양시설(생활시설) 97.1 73.5 11.8 47.1 29.4 14.7 5.9 0.0

회사 94.3 48.1 58.5 29.2 22.6 11.3 19.8 4.7

소재지 
구분

수도권 97.7 54.3 36.4 26.4 24.8 25.6 17.1 2.3

비수도권 93.2 50.8 34.0 40.3 24.1 18.3 11.5 9.9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96.9 57.5 20.2 36.4 27.6 24.1 11.8 7.0

위탁사업장 90.2 39.1 71.7 30.4 16.3 14.1 18.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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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양파
파(대파, 
쪽파)

양배추
(양상추)

무 마늘 감자 당근 배추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91.2 57.9 35.1 38.6 19.3 22.8 19.3 1.8

15평~25평  미만 95.1 50.0 41.5 36.6 22.0 15.9 8.5 11.0

25평~50평  미만 95.9 48.6 33.8 32.4 28.4 23.0 14.9 6.8

50평~100평  미만 95.5 46.3 37.3 29.9 22.4 26.9 16.4 6.0

100평 이상 97.5 65.0 20.0 37.5 32.5 17.5 10.0 7.5

좌석 
수

50개 미만 93.1 55.6 26.4 45.8 22.2 16.7 9.7 6.9

50개~100개 미만 94.3 50.0 37.5 36.4 22.7 22.7 12.5 6.8

100개~150개 미만 96.2 59.6 50.0 23.1 25.0 11.5 19.2 3.8

150개~300개 미만 95.5 50.0 43.2 36.4 22.7 13.6 18.2 6.8

300개 이상 96.9 46.9 23.4 28.1 29.7 37.5 12.5 9.4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94.1 51.8 36.5 27.1 24.7 23.5 12.9 8.2

200명~400명 미만 94.1 54.1 35.3 40.0 23.5 12.9 16.5 2.4

400명~800명 미만 97.5 51.9 36.7 32.9 27.8 24.1 10.1 8.9

800명 이상 94.4 50.7 31.0 39.4 21.1 25.4 15.5 8.5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96.6 51.4 35.6 33.6 24.7 24.0 13.0 7.5

2천~5천만 원  미만 95.8 54.7 32.6 33.7 27.4 16.8 12.6 5.3

5천만 원 이상 91.1 50.6 36.7 38.0 20.3 21.5 16.5 7.6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체급식소의 원재료 조달처 비중을 살펴보면 형 식자재업체로부터 조달하

는 비중이 46.4%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물류배송(14.9%),식자재· 형마

트 등에서 직접 구매(9.8%), 농가·산지수집상과 직접 거래(8.6%) 순으로 나타났다.



242 |

부표 2-3 조달처별 비중

단위: %

구분
농가,  산지수
집상과 직접

거래

식자재, 대형
마트 등에서 
직접구매

(트럭 등) 소
규모 식자재  

판매상

대형식자재  
업체

자체 물류배
송 (자사 또는 

모기업)
기타

전체 8.6 9.8 6.3 46.4 14.9 14.0

업장
구분

교육시설 12.5 9.6 4.3 24.3 11.8 37.5

병원 9.3 6.4 8.9 55.5 14.4 5.4

요양시설(생활시설) 5.9 19.3 9.7 59.1 2.9 3.1

회사 5.3 9.7 5.1 56.0 21.9 2.1

소재지 
구분

수도권 4.7 10.9 2.5 56.8 10.1 14.9

비수도권 11.2 9.1 8.9 39.4 18.1 13.3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10.8 11.6 7.9 39.0 11.0 19.6

위탁사업장 3.1 5.4 2.3 64.8 24.4 0.0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4.9 14.1 7.7 58.5 10.7 4.1

15평~25평  미만 6.3 12.8 8.7 43.3 19.2 9.6

25평~50평  미만 9.3 8.3 4.9 51.1 15.5 10.8

50평~100평  미만 10.4 3.9 4.4 46.6 12.7 22.0

100평 이상 14.5 10.5 5.0 26.2 14.4 29.4

좌석 
수

50개 미만 7.5 9.5 7.6 59.4 12.7 3.3

50개~100개 미만 7.0 10.9 8.6 53.1 15.3 5.1

100개~150개 미만 8.3 9.9 8.1 46.4 19.6 7.7

150개~300개 미만 9.9 12.4 2.2 49.5 17.3 8.6

300개 이상 11.6 6.9 3.1 20.3 11.2 47.0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6.3 16.5 5.5 57.8 11.4 2.5

200명~400명 미만 8.1 8.7 7.9 51.1 18.2 6.0

400명~800명 미만 8.5 10.0 6.2 44.4 17.3 13.6

800명 이상 12.1 3.1 5.5 29.2 12.4 37.7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9.0 9.7 5.0 53.5 12.7 10.1

2천~5천만 원  미만 10.1 10.8 6.2 44.2 17.0 11.7

5천만 원 이상 6.2 9.0 8.8 35.8 16.4 23.9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체급식소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때 가장 선호하는 처리 수준은 ‘세척해서 껍

질만 벗긴 것(54.6%)’으로 나타났고, ‘세척해서 껍질을 벗기고 다이스/슬라이스 

친 것(19.7%)’, ‘세척해서 껍질을 벗기고 크게 절단한 것(16.9%)’, ‘세척만 한 것

(8.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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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가장 선호하는 처리 수준(또는 형태)

단위: %

구분
세척해서 껍질만  

벗긴 것
세척해서 껍질을 벗기고 
다이스/슬라이스 친 것

세척해서 껍질을 벗기
고 크게 절단한 것

세척만 한 것

전체 54.6 19.7 16.9 8.7

업장
구분

교육시설 62.2 17.6 16.2 4.1

병원 46.5 14.0 23.3 16.3

요양시설(생활시설) 33.3 44.4 16.7 5.6

회사 58.3 18.8 12.5 10.4

소재지 
구분

수도권 60.8 16.5 16.5 6.3

비수도권 50.0 22.1 17.3 10.6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51.8 20.4 18.2 9.5

위탁사업장 63.0 17.4 13.0 6.5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48.6 27.0 13.5 10.8

15평~25평  미만 45.9 21.6 21.6 10.8

25평~50평  미만 57.1 14.3 19.0 9.5

50평~100평  미만 59.1 20.5 15.9 4.5

100평 이상 65.2 13.0 13.0 8.7

좌석 
수

50개 미만 51.2 18.6 16.3 14.0

50개~100개 미만 47.5 22.5 27.5 2.5

100개~150개 미만 50.0 19.2 19.2 11.5

150개~300개 미만 66.7 8.3 8.3 16.7

300개 이상 60.0 24.0 12.0 4.0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58.1 14.0 16.3 11.6

200명~400명 미만 51.2 24.4 14.6 9.8

400명~800명 미만 53.1 16.3 22.4 8.2

800명 이상 56.0 24.0 14.0 6.0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55.6 22.2 14.8 7.4

2천~5천만 원  미만 47.2 18.9 20.8 13.2

5천만 원 이상 61.2 16.3 16.3 6.1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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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소 양사들의 신선편이 제품 만족도를 살펴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

한 표기’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편리한 정도(3.73점)’, ‘업장 내 음식물쓰레

기 발생(3.59점)’, ‘원료농산물 국내산 여부(3.56점)’ 순이었다.

부표 2-5 단체급식소 영양사들의 신선편이 제품 만족도 평가

단위: 점

가격

편리
한

정도
(간편
성)

포장단
위의  다

양성
(소포장/
대포장)

신선
도

맛·식
감·향

원료
농산물 
국내산
여부

원료
의 친
환경
재배 
여부

식품
위생· 
안전성 
관리

유통
처 및 
구매 
장소

제조일
자 및 
유통기
한 표기

제조
사 및 
브랜
드

품목
의 다
양성

식품
첨가물
을 첨가
하지 않
는 것

포장
재의 
친환
경성

업장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

3.27 3.73 3.41 3.41 3.41 3.56 3.32 3.55 3.49 3.83 3.50 3.29 3.45 3.30 3.59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체급식소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구매 경험이 있는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마늘

이 56.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고, 양파(50.8%), 감자(47.0%), 연근

(44.8%), 파(43.7%) 순이었다.

부표 2-6 최근 3개월 동안 구매 경험이 있는 신선편이 과일·채소(중복응답)

단위: %

구분 마늘 양파 감자 연근 대파 당근 우엉 양배추

전체 56.3 50.8 47.0 44.8 43.7 42.1 38.8 34.4

업장
구분

교육시설 70.3 63.5 55.4 52.7 51.4 43.2 47.3 28.4

병원 39.5 39.5 30.2 46.5 34.9 46.5 34.9 27.9

요양시설(생활시설) 61.1 50.0 55.6 38.9 50.0 50.0 33.3 55.6

회사 47.9 41.7 45.8 33.3 37.5 33.3 31.3 41.7

소재지 
구분

수도권 57.0 58.2 59.5 41.8 46.8 46.8 35.4 49.4

비수도권 55.8 45.2 37.5 47.1 41.3 38.5 41.3 23.1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58.4 51.8 43.8 46.7 43.8 40.9 38.7 31.4

위탁사업장 50.0 47.8 56.5 39.1 43.5 45.7 39.1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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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마늘 양파 감자 연근 대파 당근 우엉 양배추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54.1 45.9 43.2 45.9 45.9 48.6 40.5 37.8

15평~25평  미만 54.1 45.9 54.1 43.2 48.6 48.6 32.4 35.1

25평~50평  미만 59.5 54.8 40.5 42.9 40.5 33.3 42.9 19.0

50평~100평  미만 65.9 63.6 52.3 47.7 47.7 38.6 45.5 45.5

100평 이상 39.1 34.8 43.5 43.5 30.4 43.5 26.1 34.8

좌석 
수

50개 미만 46.5 37.2 37.2 46.5 34.9 44.2 41.9 34.9

50개~100개 미만 47.5 52.5 42.5 35.0 35.0 40.0 30.0 35.0

100개~150개 미만 69.2 42.3 61.5 42.3 42.3 46.2 34.6 42.3

150개~300개 미만 54.2 41.7 41.7 41.7 50.0 33.3 33.3 37.5

300개 이상 66.0 70.0 54.0 54.0 56.0 44.0 48.0 28.0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51.2 44.2 44.2 44.2 30.2 34.9 41.9 30.2

200명~400명 미만 63.4 43.9 56.1 41.5 48.8 36.6 36.6 41.5

400명~800명 미만 53.1 57.1 42.9 40.8 46.9 42.9 24.5 32.7

800명 이상 58.0 56.0 46.0 52.0 48.0 52.0 52.0 34.0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55.6 49.4 48.1 44.4 38.3 44.4 40.7 35.8

2천~5천만 원  미만 54.7 47.2 43.4 45.3 49.1 30.2 37.7 34.0

5천만 원 이상 59.2 57.1 49.0 44.9 46.9 51.0 36.7 32.7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체급식소에서 신선편이 채소를 구매할 때 우려되는 점은 비싼 가격이 45.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선하지 않음 혹은 저품질(25.8%)’, ‘안전성/위생 우려

(20.2%)’ 순이었다.

부표 2-7 신선편이 채소 구매자들의 우려 및 고민되는 사항

단위: %

구분 비싼 가격
신선하지 않음 
혹은 저품질

안전성 / 위생 
우려

고민되거나 우
려되지 않는다

다양하지 않은 
종류 혹은  포장

단위

전체 45.5 25.8 20.2 6.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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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비싼 가격
신선하지 않음 
혹은 저품질

안전성 / 위생 
우려

고민되거나 우
려되지 않는다

다양하지 않은 
종류 혹은  포장

단위

업장
구분

교육시설 27.8 27.8 33.3 9.7 1.4

병원 67.4 20.9 9.3 0.0 2.3

요양시설(생활시설) 25.0 43.8 25.0 6.3 0.0

회사 59.6 21.3 8.5 6.4 4.3

소재지 
구분

수도권 46.2 20.5 23.1 9.0 1.3

비수도권 45.0 30.0 18.0 4.0 3.0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38.6 27.3 25.8 6.8 1.5

위탁사업장 65.2 21.7 4.3 4.3 4.3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52.8 22.2 19.4 5.6 0.0

15평~25평  미만 36.1 33.3 22.2 5.6 2.8

25평~50평  미만 52.5 30.0 12.5 2.5 2.5

50평~100평  미만 37.2 23.3 30.2 4.7 4.7

100평 이상 52.2 17.4 13.0 17.4 0.0

좌석 
수

50개 미만 51.2 25.6 16.3 2.3 4.7

50개~100개 미만 58.3 22.2 13.9 5.6 0.0

100개~150개 미만 42.3 30.8 19.2 7.7 0.0

150개~300개 미만 58.3 29.2 8.3 0.0 4.2

300개 이상 26.5 24.5 34.7 12.2 2.0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43.6 33.3 15.4 5.1 2.6

200명~400명 미만 51.2 31.7 12.2 4.9 0.0

400명~800명 미만 53.1 16.3 24.5 4.1 2.0

800명 이상 34.7 24.5 26.5 10.2 4.1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45.5 20.8 22.1 7.8 3.9

2천~5천만 원  미만 45.3 35.8 15.1 1.9 1.9

5천만 원 이상 45.8 22.9 22.9 8.3 0.0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체급식소에서 신선편이 과일을 구매할 때 우려되는 점은 비싼 가격이 48.0%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성/위생 우려(24.0%)’, ‘신선하지 않음 혹은 저품질

(18.7%)’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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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8 신선편이 과일 구매자들의 우려 및 고민되는 사항

단위: %

구분 비싼 가격
안전성 / 위생 

우려
신선하지 않음 
혹은 저품질

고민되거나 우
려되지 않는다

다양하지 않은 
종류 혹은  포장

단위

전체 48.0 24.0 18.7 5.3 4.0

업장
구분

교육시설 37.0 28.3 23.9 8.7 2.2

병원 61.5 30.8 0.0 0.0 7.7

요양시설(생활시설) 28.6 14.3 42.9 0.0 14.3

회사 100.0 0.0 0.0 0.0 0.0

소재지 
구분

수도권 47.7 22.7 18.2 6.8 4.5

비수도권 48.4 25.8 19.4 3.2 3.2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42.2 26.6 20.3 6.3 4.7

위탁사업장 81.8 9.1 9.1 0.0 0.0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69.2 7.7 15.4 0.0 7.7

15평~25평  미만 53.3 26.7 6.7 6.7 6.7

25평~50평  미만 50.0 41.7 8.3 0.0 0.0

50평~100평  미만 38.1 28.6 19.0 9.5 4.8

100평 이상 35.7 14.3 42.9 7.1 0.0

좌석 
수

50개 미만 46.2 38.5 7.7 0.0 7.7

50개~100개 미만 76.5 5.9 11.8 0.0 5.9

100개~150개 미만 57.1 14.3 14.3 14.3 0.0

150개~300개 미만 40.0 30.0 30.0 0.0 0.0

300개 이상 32.1 28.6 25.0 10.7 3.6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60.0 15.0 15.0 0.0 10.0

200명~400명 미만 45.5 27.3 18.2 0.0 9.1

400명~800명 미만 57.7 26.9 15.4 0.0 0.0

800명 이상 22.2 27.8 27.8 22.2 0.0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50.0 25.0 13.9 2.8 8.3

2천~5천만 원  미만 60.0 15.0 25.0 0.0 0.0

5천만 원 이상 31.6 31.6 21.1 15.8 0.0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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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채소 구매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이 61.3%로 

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9 신선편이 채소 구매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전체 0.6 2.8 35.4 51.7 9.6 3.67

업장
구분

교육시설 1.4 4.2 15.3 63.9 15.3 3.88

병원 0.0 2.3 51.2 44.2 2.3 3.47

요양시설(생활시설) 0.0 6.3 18.8 68.8 6.3 3.75

회사 0.0 0.0 57.4 34.0 8.5 3.51

소재지 
구분

수도권 1.3 5.1 35.9 48.7 9.0 3.59

비수도권 0.0 1.0 35.0 54.0 10.0 3.73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0.8 3.8 28.0 56.1 11.4 3.73

위탁사업장 0.0 0.0 56.5 39.1 4.3 3.48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0.0 2.8 50.0 41.7 5.6 3.50

15평~25평  미만 2.8 5.6 41.7 41.7 8.3 3.47

25평~50평  미만 0.0 0.0 37.5 55.0 7.5 3.70

50평~100평  미만 0.0 2.3 25.6 55.8 16.3 3.86

100평 이상 0.0 4.3 17.4 69.6 8.7 3.83

좌석 
수

50개 미만 0.0 2.3 53.5 34.9 9.3 3.51

50개~100개 미만 0.0 2.8 44.4 52.8 0.0 3.50

100개~150개 미만 0.0 0.0 30.8 57.7 11.5 3.81

150개~300개 미만 0.0 0.0 29.2 62.5 8.3 3.79

300개 이상 2.0 6.1 18.4 57.1 16.3 3.80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0.0 0.0 51.3 43.6 5.1 3.54

200명~400명 미만 0.0 2.4 34.1 48.8 14.6 3.76

400명~800명 미만 0.0 6.1 32.7 55.1 6.1 3.61

800명 이상 2.0 2.0 26.5 57.1 12.2 3.76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0.0 3.9 42.9 44.2 9.1 3.58

2천~5천만 원  미만 0.0 1.9 26.4 62.3 9.4 3.79

5천만 원 이상 2.1 2.1 33.3 52.1 10.4 3.67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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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과일 구매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이 61.3%로 

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10 신선편이 과일 구매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전체 0.0 4.0 34.7 49.3 12.0 3.69

업장
구분

교육시설 0.0 6.5 21.7 54.3 17.4 3.83

병원 0.0 0.0 69.2 23.1 7.7 3.38

요양시설(생활시설) 0.0 0.0 42.9 57.1 0.0 3.57

회사 0.0 0.0 44.4 55.6 0.0 3.56

소재지 
구분

수도권 0.0 6.8 31.8 47.7 13.6 3.68

비수도권 0.0 0.0 38.7 51.6 9.7 3.71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0.0 3.1 32.8 50.0 14.1 3.75

위탁사업장 0.0 9.1 45.5 45.5 0.0 3.36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0.0 0.0 38.5 46.2 15.4 3.77

15평~25평  미만 0.0 0.0 40.0 46.7 13.3 3.73

25평~50평  미만 0.0 0.0 58.3 41.7 0.0 3.42

50평~100평  미만 0.0 9.5 19.0 57.1 14.3 3.76

100평 이상 0.0 7.1 28.6 50.0 14.3 3.71

좌석 
수

50개 미만 0.0 0.0 69.2 15.4 15.4 3.46

50개~100개 미만 0.0 0.0 35.3 64.7 0.0 3.65

100개~150개 미만 0.0 0.0 28.6 71.4 0.0 3.71

150개~300개 미만 0.0 10.0 50.0 30.0 10.0 3.40

300개 이상 0.0 7.1 14.3 57.1 21.4 3.93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0.0 0.0 40.0 55.0 5.0 3.65

200명~400명 미만 0.0 0.0 45.5 36.4 18.2 3.73

400명~800명 미만 0.0 7.7 38.5 50.0 3.8 3.50

800명 이상 0.0 5.6 16.7 50.0 27.8 4.00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0.0 2.8 36.1 47.2 13.9 3.72

2천~5천만 원  미만 0.0 0.0 40.0 50.0 10.0 3.70

5천만 원 이상 0.0 10.5 26.3 52.6 10.5 3.63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250 |

향후 신선편이 채소를 구매할 의향에 해 조사한 결과 구매할 것(54.7%)이라는 응

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8.1%로 낮게 나타났다.

부표 2-11 신선편이 채소 향후 구매 의향

단위: %

구분
절대로 구매
하지 않을 것

구매하지 
않을 것

보통이다 구매할 것
반드시 

구매할 것
5점 평균

전체 0.0 8.1 31.9 54.7 5.3 3.57

업장
구분

교육시설 0.0 8.1 21.2 60.6 10.1 3.73

병원 0.0 6.2 34.6 56.8 2.5 3.56

요양시설(생활시설) 0.0 5.9 32.4 52.9 8.8 3.65

회사 0.0 10.4 39.6 48.1 1.9 3.42

소재지 
구분

수도권 0.0 8.5 29.5 51.9 10.1 3.64

비수도권 0.0 7.9 33.5 56.5 2.1 3.53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0.0 6.1 30.3 57.5 6.1 3.64

위탁사업장 0.0 13.0 35.9 47.8 3.3 3.41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0.0 3.5 26.3 68.4 1.8 3.68

15평~25평  미만 0.0 13.4 37.8 45.1 3.7 3.39

25평~50평  미만 0.0 8.1 33.8 54.1 4.1 3.54

50평~100평  미만 0.0 7.5 26.9 53.7 11.9 3.70

100평 이상 0.0 5.0 32.5 57.5 5.0 3.63

좌석 
수

50개 미만 0.0 5.6 30.6 59.7 4.2 3.63

50개~100개 미만 0.0 11.4 37.5 48.9 2.3 3.42

100개~150개 미만 0.0 7.7 32.7 53.8 5.8 3.58

150개~300개 미만 0.0 13.6 29.5 52.3 4.5 3.48

300개 이상 0.0 3.1 26.6 59.4 10.9 3.78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0.0 8.2 41.2 48.2 2.4 3.45

200명~400명 미만 0.0 7.1 32.9 58.8 1.2 3.54

400명~800명 미만 0.0 12.7 25.3 58.2 3.8 3.53

800명 이상 0.0 4.2 26.8 53.5 15.5 3.80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0.0 6.8 34.2 54.1 4.8 3.57

2천~5천만 원  미만 0.0 9.5 27.4 61.1 2.1 3.56

5천만 원 이상 0.0 8.9 32.9 48.1 10.1 3.59

사용
여부

현재 사용하고 있음 0.0 0.6 20.2 70.8 8.4 3.87

현재 사용하지 않음 0.0 20.5 50.0 27.7 1.8 3.11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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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신선편이 과일을 구매할 의향에 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40.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매할 것이라는 응답은 35.3%로 나타났고, 구매하

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중도 20.6%로 나타났다.

부표 2-12 신선편이 과일 향후 구매 의향

단위: %

구분
절대로 구매
하지 않을 것

구매하지 
않을 것

보통이다 구매할 것
반드시 

구매할 것
5점 평균

전체 0.0 20.6 40.0 35.3 4.1 3.23

업장
구분

교육시설 0.0 17.2 30.3 44.4 8.1 3.43

병원 0.0 22.2 42.0 32.1 3.7 3.17

요양시설(생활시설) 0.0 11.8 41.2 41.2 5.9 3.41

회사 0.0 25.5 47.2 27.4 0.0 3.02

소재지 
구분

수도권 0.0 15.5 36.4 40.3 7.8 3.40

비수도권 0.0 24.1 42.4 31.9 1.6 3.11

업장
형태

직영사업장 0.0 18.9 39.5 36.4 5.3 3.28

위탁사업장 0.0 25.0 41.3 32.6 1.1 3.10

조리실
규모

15평 미만 0.0 15.8 36.8 45.6 1.8 3.33

15평~25평  미만 0.0 26.8 43.9 26.8 2.4 3.05

25평~50평  미만 0.0 23.0 48.6 27.0 1.4 3.07

50평~100평  미만 0.0 20.9 34.3 34.3 10.4 3.34

100평 이상 0.0 10.0 30.0 55.0 5.0 3.55

좌석 
수

50개 미만 0.0 20.8 40.3 34.7 4.2 3.22

50개~100개 미만 0.0 22.7 42.0 33.0 2.3 3.15

100개~150개 미만 0.0 23.1 46.2 26.9 3.8 3.12

150개~300개 미만 0.0 25.0 40.9 34.1 0.0 3.09

300개 이상 0.0 12.5 31.3 46.9 9.4 3.53

일일
식수
인원

200명 미만 0.0 21.2 44.7 31.8 2.4 3.15

200명~400명 미만 0.0 17.6 43.5 38.8 0.0 3.21

400명~800명 미만 0.0 24.1 32.9 40.5 2.5 3.22

800명 이상 0.0 19.7 38.0 29.6 12.7 3.35

월평균
매출액

2천만 원 미만 0.0 17.1 41.1 38.4 3.4 3.28

2천~5천만 원  미만 0.0 25.3 41.1 33.7 0.0 3.08

5천만 원 이상 0.0 21.5 36.7 31.6 10.1 3.30

사용
여부

현재 사용하고 있음 0.0 2.7 17.3 68.0 12.0 3.89

현재 사용하지 않음 0.0 27.9 46.4 23.9 1.8 3.00

자료: 단체급식소 신선편이 과일·채소 이용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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