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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편리성과 간편성

을 추구하는 식품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2020년 시

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과 섭취가 용이한 신선편의 농

산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6). 신선편의 농산물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신선편의식품

을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

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

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으
로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생산 실적 통

계에 따르면 신선편의식품의 생산과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2018년 신선편의식품 국내 판매액은 약 1,817억

여원 규모로 2008년 231억여원과 비교할 때 총 7.9배가 증가

하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08;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8). 단, 이 때 조사 대상 식품은 식품

의약품안전처 규격에 맞추어 신선편의식품으로 생산되는 상

품에 대한 실적만 집계되므로, 조리용 채소 등 다른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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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with fresh-cut produce in Korean adults.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November 9~13, 2020 was conducted with 982 Korean adults age 19~64 (490 males and 492 females) with experience 
in purchasing fresh-cut produce in the past year. Among all respondents, the percentage with experience in buying ‘washed or peeled 
vegetables’ was the highest (71.18%), followed by those in buying ‘packaged salads/sprouts/ssam vegetables’ (64.15%), ‘pre-cut 
fruits/fruit cups’ (59.98%), ‘pre-cut or minced vegetables’ (56.01%), and ‘washed or peeled fruits’ (53.67%), respectively. Among 
the types of fresh-cut produce, ‘packaged salads/sprouts/ssam vegetables’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score at 3.73 pts, and the 
overall satisfaction score of fresh-cut produce consumption was also 3.73 pts. Compared to male respondents, female respondent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 of respondents that purchased ‘packaged salads/sprouts/ssam vegetables’ (p=0.0409), 
significantly higher satisfaction scores (p=0.0124), and a higher percentage of respondents considering ‘freshness’ important when 
purchasing (p<0.0001). Additionally, the group with high household income comprised a significantly higher ratio of respondents 
considering ‘eco-friendly or organic status’ important. The study results may facilitate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of fresh-cut 
produ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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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은 포함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보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신선편의 과일․채소 시장의 규모는 약 8,089억 4,833만원으

로 추산하였다(Kim 등 2019a). 신선편의 농산물의 생산 및 소

비에 대한 최근 통계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코로

나19로 인한 식생활의 간편화 등의 이유로 계속 증가하고 있

는 상황이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21), 바쁜 생활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편리성과 간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Heo & Sim 2016; Ryu 등 2016) 세척, 절단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소포장된 채소와 과일에 대한 선호는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외식/급식업체는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조리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

고, 이는 전처리 및 조리가 편리한 채소, 과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결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계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한 선

행연구는 대부분 신선편의 농산물의 종류별 미생물 오염도 

분석 연구, 살균제 잔류 농도 분석 연구 등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Kim 등 2019b; Kim 등 2019c; Park 등 2021). 또한 

신선편의식품의 이용현황 및 선택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지만(Um 등 2005; Sun 등 2010; Lee & Choi 
2014; Choi 등 2019), 학교급식 등 특정 상황에서의 이용이나 

1인 가구 등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선편의 농산물 구매 현

황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일

반소비자 600명 대상 즉석섭취용 채소와 샐러드, 컵 또는 조

각 과일 구매 행태 조사 연구보고서가 유일한 상황이며(Kim 
등 2019a), 해당 보고서는 다양한 신선편의 농산물 중 즉석섭

취용 채소와 샐러드, 컵 또는 조각 과일만 조사하였기에 신

선편의 농산물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한편 Health Plan 2020은 ‘과일과 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목

표치는 41.2%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그러

나 2020 국민건강통계 자료에서 과일과 채소를 1일 500 g 이
상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26.2%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

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우리

나라에서 채소는 식사를 구성하는 부찬의 일환으로 생채, 숙
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과일은 정규식사 내 포함

되지 않고 간식의 개념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소 반찬이나 세척, 보관

이 어려운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며, 만약 신선편의 농산물의 활용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다

면 이는 추후 과일 및 채소 섭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선편의 농

산물을 포장된 샐러드, 새싹채소와 쌈채소, 세척 또는 껍질

을 벗긴 채소류,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 세척 또는 껍질

을 벗긴 과일류, 절단 과일 및 컵 과일의 5가지로 나누어 섭

취 현황, 구매 시 고려요인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른 신선편의 농산물의 소비와 관련된 요인

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설

문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Seoul, Korea)에 의뢰

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때 신선편의 농산물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15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

를 거쳐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 후 최종 완성한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성별과 연령 및 지역의 인구에 비례

하여 할당하였다. 마크로밀엠브레인에 가입된 패널을 자동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 참여 요청 메일을 발송한 후, 전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신선편의 농산물을 구입하

여 소비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가 응답한 

자료 중 총 982부(남자 490명, 여자 492명)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설문 응답 전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

용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KNUT-2020-25)
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Lee 등 200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6)
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최근 1년 동안 신선

편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비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한하

였는데,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을 세척, 껍질을 벗

기거나, 절단 또는 잘게 다지기 등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단

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세척, 까거나 절단한 채소, 절단 

과일 및 컵 과일 등”으로 설명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사항, 신선편의 농산물 이용 현황 및 구매 

시 고려요인,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신장과 체중, 교육수준, 결혼 여부, 가구원 수, 경제활

동 여부, 월 평균 가계소득, 규칙적 운동 여부, 주관적 건강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신장과 체중으로 체질량지수(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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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신장(m2))를 산출하였으며, 저체중은 18.5 kg/m2 미만, 정
상은 18.5 이상 23 kg/m2 미만, 과체중은 23 이상 25 kg/m2 

미만, 비만은 25 kg/m2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20). 신선편의 농산물은 ‘포
장된 샐러드, 새싹채소와 쌈채소’,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채

소류’,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과일류’ 및 ‘절단 과일 및 컵 과일’의 5가지로 분류한 후 최근 

1년 동안 구입 여부, 구매 시 고려 요인(신선도, 원산지, 가격, 
용량과 묶음단위, 친환경 및 유기농 등 인증 획득 여부, 식품 

위생 및 안전성, 영양성분, 맛),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 설문은 신선편의 농산물 종류별 만족도 및 전체 만

족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

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5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었다. 또한 신선편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신선편의 농산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자)에서는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AS 9.4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다. 신선편의 농산물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등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성별, 연령군별, 가계소득별 구

분하여 연속변수의 경우 Student’s t-test 또는 ANOVA test를, 
범주형 변수의 경우 Chi-square test 또는 Fisher의 정확 검정

으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ANOVA test 실시 후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

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

은 p<0.05의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본 연구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는 총 

982명으로 남자 490명(49.90%), 여자 492명(50.10%)이었고, 
19~29세 연령대는 193명(19.65%), 30~49세 연령대는 406명

(41.35%), 50~64세 연령대는 383명(39.00%)으로 나타났다. 연
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672명(68.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자가 660명(67.21%), 미
혼자는 322명(32.79%)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가구원 수로는 

본인 포함 4명 이상이 554명(56.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
독가구원인 경우도 6.91%였다. 연구대상자의 67.21%가 경제

활동 중이었으며, 가계소득은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

로 응답한 대상자가 283명(28.82%)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

상자의 비만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정상체중인 자가 455명

(46.33%)으로 가장 많았다. 일상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96명(50.51%)이었으며, 본인의 

Variable Items n(%)

Gender 
Male 490(49.90)

Female 492(50.10)

Age
19~29 yrs 193(19.65)
30~49 yrs 406(41.35)
50~64 yrs 383(39.00)

Education

Middle school 8(0.82)
High school 202(20.57)
University 672(68.43)

Over graduate school 100(10.18)

Marital status
Single 322(32.79)

Married 660(67.21)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68(6.91)
2~3 360(36.65)
≥4 554(56.44)

Economic activity
Yes 660(67.21)
No 322(32.79)

Household monthly 
income (104 won)

<200 106(10.79)
200~349 199(20.26)
350~499 283(28.82)
500~649 175(17.82)
650~799 118(12.02)
≥800 101(10.29)

Obesity degree1)

Underweight 48(4.89)
Normal 455(46.33)

Overweight 221(22.51)
Obesity 258(26.27)

Regular exercise
Yes 496(50.51)
No 982(49.49)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Very bad 9(0.92)
Bad 148(15.07)

Usually 345(54.38)
Good 263(26.78)

Very good 28(2.85)
Total 982(100.00)

1) Underweight; Body mass index (BMI)<18.5 kg/m2, normal; 18.5≤
BMI<23.0 kg/m2, overweight; 23.0≤BMI<25.0 kg/m2, obesity; 
BMI≥25.0 kg/m2.

Table 1. Participant dem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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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좋은 편(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이라고 생각하는 대

상자는 291명(29.63%)이었다.
2020 국민건강통계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

서 비만(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인 비율은 38.3%였으며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이를 

19~64세 연령에 분포하고 있는 연구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비만율은 26.2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만율을 보였다. 또한 

19~64세 성인에서 주관적 건강인지에 대한 질문 시 매우 좋

거나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나타난 선행결과(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를 연구결과와 비

교 시, 주관적으로 건강을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29.63%)이 

국가 규모 조사의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선편의 농산물 구입 여부 및 이유
신선편의 농산물의 종류별 구입 여부 및 구입 이유에 대하

여 성별, 연령별, 가계소득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신선편의 농산물의 구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세
척 또는 껍질을 벗긴 채소류’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71.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포장된 샐러

드, 새싹채소와 쌈채소’(64.15%), ‘절단 과일 및 컵 과일’ 
(59.98%),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56.01%),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과일류’(53.67%)의 순이었다. 또한 신선편의 농

산물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재료의 낭비를 막기 위해’라
고 응답한 비율이 40.02%로 가장 높았으며, ‘바로 섭취나 이

용이 가능해서’(25.97%), ‘재료 손질이 번거로워서’(20.88%)의 

순으로 나타났다.

Variable
Gender Age Household monthly income

Total
(n=982)Male

(n=490)
Female
(n=492)

χ2 value
(p)

19~29
(n=193)

30~49
(n=406)

50~64
(n=383)

χ2 value
(p)

Low1)

(n=305)
Middle
(n=458)

High
(n=219)

χ2 value
(p)

Packaged salads/sprouts/ssam 
vegetables

Yes 299(61.02) 331(67.28) 4.1782*

(0.0409)
110(56.99) 265(65.27) 255(66.58) 5.5017

(0.0639)
184(60.33) 290(63.52) 156(71.23) 6.8527*

(0.0325)
630(64.15)

No 191(38.98) 161(32.72) 83(43.01) 141(34.73) 128(33.42) 121(39.67) 168(36.68) 63(28.77) 352(35.85)

Washed or peeled vegetables

Yes 357(72.85) 342(69.51) 1.3390
(0.2472)

132(68.39) 293(72.17) 274(71.54) 0.9476
(0.6226)

212(69.51) 335(73.14) 152(69.41) 1.6127
(0.4465)

699(71.18)

No 133(27.14) 150(30.49) 61(31.61) 113(27.83) 109(28.46) 93(30.49) 123(26.86) 67(30.59) 283(28.82)

Pre-cut or minced vegetables

Yes 277(56.53) 273(55.49) 0.1084
(0.7420)

109(56.48) 254(62.56) 187(48.83) 15.1145***

(0.0005)
175(57.38) 258(56.33) 117(53.42) 0.8447

(0.6555)
550(56.01)

No 213(43.47) 219(44.51) 84(43.52) 152(37.44) 196(51.17) 130(42.62) 200(43.67) 102(46.58) 432(43.99)

Washed or peeled fruits

Yes 268(54.68) 259(52.64) 0.4159
(0.5192)

105(54.40) 207(50.99) 215(56.14) 2.1552
(0.3404)

155(50.82) 244(53.28) 128(58.45) 3.0355
(0.2192)

527(53.67)

No 222(45.31) 233(47.36) 88(45.60) 199(49.01) 168(43.86) 150(49.18) 214(46.72) 91(41.55) 455(46.33)

Pre-cut fruits/fruit cups

Yes 283(57.76) 306(62.20) 2.0162
(0.1556)

126(65.28) 264(65.02) 199(51.96) 16.8343***

(0.0002)
169(55.41) 278(60.70) 142(64.84) 4.9075

(0.0860)
589(59.98)

No 207(42.24) 186(37.80) 67(34.72) 142(34.98) 184(48.04) 136(44.59) 180(39.30) 77(35.16) 393(40.02)

Reason of purchasing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To reduce wasted food from 
spoilage and expiration

192(39.18) 201(40.85)

8.3611
(0.3018)

56(29.02) 172(42.36) 165(43.08)

36.3337***

(0.0009)

125(40.98) 192(41.92) 76(34.70)

16.2538
(0.2981)

393(40.02)

To eat immediately 129(26.33) 126(25.61) 56(29.02) 86(21.18) 113(29.50) 70(22.95) 116(25.33) 69(31.51) 255(25.97)

To save time and effort to 
prepare ingredients

98(20.00) 107(21.75) 52(26.94) 94(23.15) 59(15.40) 63(20.66) 94(20.52) 48(21.92) 205(20.88)

To reduce food scraps after 
preparing dishes

37(7.55) 33(6.71) 11(5.70) 30(7.39) 29(7.57) 22(7.21) 35(7.64) 13(5.94) 70(7.13)

Easy to store 15(3.06) 10(2.03) 7(3.63) 9(2.22) 9(2.35) 10(3.28) 9(1.97) 6(2.74) 25(2.55)

Easy to transport 12(2.45) 12(2.44) 8(4.15) 13(3.20) 3(0.78) 9(2.95) 11(2.40) 4(1.83) 24(2.44)

No time to cook 7(1.43) 1(0.20) 3(1.55) 1(0.25) 4(1.04) 5(1.64) 0(0.00) 3(1.37) 8(0.81)

Etc. 0(0.00) 2(0.41) 0(0.00) 1(0.25) 1(0.26) 1(0.33) 1(0.22) 0(0.00) 2(0.20)
1) Household monthly income (104 won): low <350, middle 350~649, high ≥650.
*p<0.05, ***p<0.001.

Table 2. Experienced purchasing of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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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선편의 농산물 종류별 구입과 관련하여 ‘포장된 샐

러드, 새싹채소와 쌈채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입 경험

률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409), 가계소득이 높은 군에서 

구입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p=0.0325).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의 경우 30~49세 연령군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

입 경험률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05), ‘절단 과일 및 

컵 과일’은 50~64세군에서는 구입 경험률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002). 컵과일은 소용량 과일로 

현재 편의점이나 컵과일 전문점에서 포장 및 판매되고 있으

며, 다양한 과일로 구성되어 있고 간편성 및 편의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2020년 1월 국내 편의점 회사에서 조사한 과일 매출은 

2017년 16.3%, 2018년 13.2% 증가하였으며, 사무실 입지 지

역에서의 3개월간 컵 과일 등 소용량 과일 매출이 23.2% 증
가하였다고 하였다(Jang Y 2020). 이를 볼 때 간편성과 편의

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

은 19~49세 연령대에서의 ‘절단 과일 및 컵 과일’의 구입률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의 경우 30~49세 연령군에서 높은 구입률을 보였는

데,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 중 어떤 식품을 주로 구입하

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

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서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편의식품으

로만 구매하는 채소류 중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다진 형태로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마늘이 가장 많은 구매율을 보였다고 

하였으며(Kim 등 2019a), 이를 고려하여 볼 때 30~49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식사준비에 대한 경험

이 적은 20대에 비해 결혼을 하면서 식생활관리자로서 역할

을 하게 되고, 활발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

족해진 시간 때문에 인해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의 구

매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생각된다.
신선편의 농산물의 구입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군별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재료의 낭비를 막기 위해’라고 응답

한 비율이 30세 이상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던 반면, ‘재료 

손질이 번거로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50세 이상 군에서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09). 기존 연구에서 19세 이상 

일반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편의 과일 채소를 구입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이 높았던 상위 3개 항목으로 

‘간편/편리해서’가 69.6%,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
가 21.9%,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가 3.1%로 나타

났다(Kim 등 2019a).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낭비를 막기 위

해’가 40.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바로 섭

취나 이용이 가능해서’(25.97%), ‘재료 손질이 번거로워

서’(20.88%)의 순으로, 기존 연구와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하

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편리성, 
간편성 및 소량구매로 인한 장점 때문에 신선편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신선편의 농산물 구입 시 고려요인
본 연구대상자들의 신선편의 농산물의 종류별 구입 시 고

려요인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가계소득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에서는 신선편의 농산물

의 종류에 상관없이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 ‘신선

도’를 뽑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산지’, ‘가격’, ‘용량과 묶음

단위’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신선편의 농산물 구입 시 고려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포장된 샐러드, 새싹채소와 쌈채

소’(p<0.0001),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채소류’(p=0.0147), ‘절
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p=0.0001),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과일류’(p=0.0012) 및 ‘절단 과일 및 컵 과일’(p<0.0001)의 구

입 시 ‘신선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

았던 반면 ‘가격’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성별에 따라 식품의 속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대학생 대상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간편 가정식의 중요도

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생, 포장상

태, 식재료의 안전성에서 중요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Jeong & Lee 2015).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식품의 안

전에 대해 더 민감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Ahn 등 2010), 
여성이 남성에 비해 레스토랑 식품의 안전에 위험성을 더 많

이 인지한다는 선행연구도 있어(Lee 등 2012)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군별 신선편의 농산물 구입 시 고려요인을 살펴보면, 

19~29세 연령군의 경우 신선편의 농산물을 구입 시 ‘원산지’
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낮았던 반

면 ‘용량과 묶음단위’와 ‘가격’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50~64세 연령군의 경우 ‘친환경, 유
기농 등 인증획득 여부’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가계소득별 신선편의 농

산물 구입 시 고려요인을 분석한 결과 ‘포장된 샐러드, 새싹

채소와 쌈채소’(p=0.004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계

소득이 낮은 군에서는 ‘용량과 묶음단위’와 ‘가격’을 고려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가계소득이 높은 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등 인증획득 여부’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에 의하면 청과물을 구입할 때 실

제로 확인하는 사항을 가격, 생산연도(일자), 원산지표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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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ender Age Household monthly income

Total
(n=982)Male

(n=490)
Female
(n=492)

χ2 value
(p)

19~29
(n=193)

30~49
(n=406)

50~64
(n=383)

χ2 value
(p)

Low1)

(n=305)
Middle
(n=458)

High
(n=219)

χ2 value
(p)

Packaged salads/sprouts/ssam 
vegetables

 Freshness 212(43.27) 269(54.67)

38.3736***

(<0.0001)

88(45.60) 210(51.72) 183(47.78)

79.7683***

(<0.0001)

134(43.93) 229(50.00) 118(53.88)

31.8387**

(0.0042)

481(48.98)

 Country of origin 70(14.29) 76(15.45) 11(5.70) 61(15.02) 74(19.32) 48(15.74) 73(15.94) 25(11.42) 146(14.87)

 Price 66(13.47) 22(4.47) 37(19.17) 33(8.13) 18(4.70) 38(12.46) 37(8.08) 13(5.94) 88(8.96)

 Quantity/bundle size 43(8.78) 40(8.13) 24(12.44) 39(9.61) 20(5.22) 34(11.15) 38(8.30) 11(5.02) 83(8.45)

 Eco-labels, or organic status 32(6.53) 42(8.54) 10(5.18) 24(5.91) 40(10.44) 20(6.56) 28(6.11) 26(11.87) 74(7.54)

 Food hygiene 33(6.73) 28(5.69) 10(5.18) 18(4.43) 33(8.62) 21(6.89) 31(6.77) 9(4.11) 61(6.21)

 Nutrients 18(3.67) 7(1.42) 3(1.55) 11(2.71) 11(2.87) 5(1.64) 11(2.40) 9(4.11) 25(2.55)

 Taste 16(3.27) 8(1.63) 10(5.18) 10(2.46) 4(1.04) 5(1.64) 11(2.40) 8(3.65) 24(2.44)

Washed or peeled vegetables

 Freshness 204(41.63) 239(48.58)

17.4451*

(0.0147)

82(42.49) 190(46.80) 171(44.65)

51.6982***

(<0.0001)

129(42.30) 209(45.63) 105(47.95)

9.2656
(0.8137)

443(45.11)

 Country of origin 67(13.67) 81(16.46) 14(7.25) 62(15.27) 72(18.80) 48(15.74) 72(15.72) 28(12.79) 148(15.07)

 Price 63(12.86) 40(8.13) 37(19.17) 41(10.10) 25(6.53) 38(12.46) 45(9.83) 20(9.13) 103(10.49)

 Quantity/bundle size 43(8.78) 40(8.13) 25(12.95) 38(9.36) 20(5.22) 33(10.82) 34(7.42) 16(74.31) 83(8.45)

 Eco-labels, or organic status 35(7.14) 37(7.52) 9(4.66) 29(7.14) 34(8.88) 22(7.21) 33(7.21) 17(7.76) 72(7.33)

 Food hygiene 48(9.80) 43(8.74) 20(10.36) 28(6.90) 43(11.23) 26(8.52) 43(9.39) 22(10.05) 91(9.27)

 Nutrients 16(3.27) 7(1.42) 2(1.04) 9(2.22) 12(3.13) 4(1.31) 13(2.84) 6(2.74) 23(2.34)

 Taste 14(2.86) 5(1.02) 4(2.07) 9(2.22) 6(1.57) 5(1.64) 9(1.97) 5(2.28) 19(1.93)

Pre-cut or minced vegetables

 Freshness 184(37.55) 229(46.54)

29.1055***

(0.0001)

66(34.20) 181(44.58) 166(43.34)

67.9669***

(<0.0001)

124(40.66) 187(40.83) 102(46.58)

7.5370
(0.9120)

413(42.06)

 Country of origin 73(14.90) 79(16.06) 13(6.74) 65(16.01) 74(19.32) 46(15.08) 71(15.50) 35(15.98) 152(15.48)

 Price 72(14.69) 36(7.32) 43(22.28) 42(10.34) 23(6.01) 396(12.79) 50(10.92) 19(8.68) 108(11.00)

 Quantity/bundle size 49(10.00) 56(11.38) 31(16.06) 40(9.85) 34(8.88) 34(11.15) 50(10.92) 21(9.59) 105(10.69)

 Eco-labels, or organic status 29(5.92) 32(6.50) 10(5.18) 22(5.42) 29(7.57) 22(7.21) 26(5.68) 13(5.94) 61(6.21)

 Food hygiene 51(10.41) 49(9.96) 23(11.92) 36(8.87) 41(10.70) 30(9.84) 52(11.35) 18(8.22) 100(10.18)

 Nutrients 20(4.08) 9(1.83) 1(0.52) 16(3.94) 12(3.13) 6(1.97) 15(3.28) 8(3.65) 29(2.95)

 Taste 12(2.45) 2(0.41) 6(3.11) 4(0.99) 4(1.04) 4(1.31) 7(1.53) 3(1.37) 14(1.43)

Washed or peeled fruits

 Freshness 188(38.37) 248(50.41)

23.9743**

(0.0012)

79(40.93) 198(48.77) 159(41.51)

62.4207***

(<0.0001)

132(43.28) 198(43.23) 106(48.40)

14.1776
(0.4366)

436(44.40)

 Country of origin 74(15.10) 75(15.24) 8(4.15) 56(13.79) 85(22.19) 40(13.11) 76(16.59) 33(15.07) 149(15.17)

 Price 75(15.31) 38(7.72) 42(21.76) 42(10.34) 29(7.57) 41(13.44) 54(11.79) 18(8.22) 113(11.51)

 Quantity/bundle size 35(7.14) 38(7.72) 19(9.84) 32(7.88) 22(5.74) 28(9.18) 34(7.42) 11(5.02) 73(7.43)

 Eco-labels, or organic status 31(6.33) 28(5.69) 12(6.22) 22(5.42) 25(6.53) 21(6.89) 24(5.24) 14(6.39) 59(6.01)

 Food hygiene 47(9.59) 37(7.52) 16(8.29) 31(7.64) 37(9.66) 23(7.54) 44(9.61) 17(7.76) 84(8.55)

 Nutrients 12(2.45) 8(1.63) 3(1.55) 9(2.22) 8(2.09) 6(1.97) 10(2.18) 4(11.83) 20(2.04)

 Taste 28(5.71) 20(4.07) 14(7.25) 16(3.94) 18(4.70) 14(4.59) 18(3.93) 16(7.31) 48(4.89)

Pre-cut fruits/fruit cups

 Freshness 182(37.14) 247(50.20)

30.5683***

(<0.0001)

76(39.38) 188(46.31) 165(43.08)

67.5238***

(<0.0001)

130(42.62) 199(43.45) 100(45.66)

20.8657
(0.1051)

429(43.69)

 Country of origin 69(14.08) 62(12.60) 10(5.18) 55(13.55) 66(17.23) 36(11.80) 69(15.07) 26(11.87) 131(13.34)

 Price 78(15.92) 33(6.71) 40(20.73) 42(10.34) 29(7.57) 43(14.10) 47(10.26) 21(9.59) 111(11.30)

 Quantity/bundle size 42(8.57) 40(8.13) 23(11.92) 43(10.59) 61(4.18) 26(8.52) 45(9.83) 11(5.02) 82(8.35)

 Eco-labels, or organic status 30(6.12) 24(4.88) 7(3.63) 21(5.17) 26(6.79) 17(5.57) 17(3.71) 20(9.13) 54(5.50)

 Food hygiene 42(8.57) 48(9.76) 16(8.29) 27(6.65) 47(12.27) 31(10.16) 40(8.73) 19(8.68) 90(9.16)

 Nutrients 12(2.45) 9(1.83) 1(0.52) 9(2.22) 11(2.87) 3(0.98) 12(2.62) 6(2.74) 21(2.14)

 Taste 35(7.14) 29(5.89) 20(10.36) 21(5.17) 23(6.01) 19(6.23) 29(6.33) 16(7.31) 64(6.52)
1) Household monthly income (104 won): low <350, middle 350~649, high ≥650.
*p<0.05, **p<0.01, ***p<0.00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purchasin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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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역, 생산자 이름 및 브랜드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가

격을 확인하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

산지표시 42.2%, 생산지역 24.4%, 생산연도(일자) 23.0%, 브랜

드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 기존 조사(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에서 신

선도 항목을 조사하지 않아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지만, 구매 시 가격과 원산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본 연구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소비자 600
명을 대상으로 즉석섭취용 채소와 샐러드 구매 관련 중요하

게 생각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신선도가 5점 만점에 4.41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품위생안전성 관리 4.33
점, 맛, 식감 및 향 4.17점, 가격 4.12점의 순으로 나타나(Kim 
등 2019a),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실제 신선

편의 농산물의 구매 시 고려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소득수

준의 영향을 받아 대상자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요인

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기거나,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상태의 식

품이라는 신선편의 농산물의 특성 상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

은 매우 크다. 신선 농산물의 가공공정 및 운송과정에서 식

중독 위해인자에 대한 제어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Oh & Kim 2013), 소비자들 역시 신선편의 농산물의 구매 시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점검해야 하는 항목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신선편의 농산물 만족도
본 연구대상자들의 신선편의 농산물의 종류별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가계소득별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에서는 신선편의 농

산물의 종류별 만족도는 ‘포장된 샐러드, 새싹채소와 쌈채

소’가 5점 만점에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
척 또는 껍질을 벗긴 채소류’ 3.67점,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과일류’ 3.59점,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 3.57점, ‘절단 

Variable
Gender Age Household monthly income

Total
(n=982)Male

(n=490)
Female
(n=492)

t value
(p)

19~29
(n=193)

30~49
(n=406)

50~64
(n=383)

F value
(p)

Low2)

(n=305)
Middle
(n=458)

High
(n=219)

F value
(p)

Satisfaction

Packaged salads/sprouts/ssam 
vegetables

3.67±0.63 3.78±0.69 －2.51*

(0.0124)
3.72±0.70 3.75±0.67 3.70±0.62 0.45

(0.6408)
3.70±0.69 3.75±0.65 3.72±0.64 0.62

(0.5391)
3.73±0.66

Washed or peeled vegetables 3.61±0.71 3.73±0.68 －2.64**

(0.0083) 3.68±0.77 3.67±0.69 3.65±0.67 0.15
(0.8619) 3.63±0.71 3.68±0.68 3.69±0.71 0.78

(0.4590) 3.67±0.70

Pre-cut or minced vegetables 3.57±0.77 3.56±0.83  0.20
(0.8381) 3.73±0.83a1) 3.59±0.81b 3.46±0.76b   7.52***

(0.0006) 3.56±0.77 3.59±0.82 3.53±0.80 0.54
(0.5838) 3.57±0.80

Washed or peeled fruits 3.55±0.79 3.64±0.76 －1.84
(0.0658) 3.63±0.82 3.58±0.77 3.59±0.76 0.25

(0.7760) 3.59±0.77 3.59±0.75 3.61±0.86 0.09
(0.9177) 3.59±0.78

Pre-cut fruits/fruit cups 3.51±0.86 3.59±0.84 －1.50
(0.1337) 3.66±0.91a 3.58±0.84ab 3.46±0.82b 3.96*

(0.0194) 3.53±0.91 3.56±0.81 3.56±0.84 0.08
(0.9197) 3.55±0.85

Total satisfaction 3.70±0.59 3.76±0.56 －1.59
(0.1132) 3.70±0.66 3.76±0.57 3.72±0.53 0.79

(0.4558) 3.76±0.56 3.72±0.58 3.72±0.60 0.41
(0.6669) 3.73±0.57

Reason for dissatisfaction

Due to a high price compared 
to the quantity of the product

5(31.25) 3(33.33)

2.10503)

(0.9058)

3(33.33) 3(42.86) 2(22.22)

8.21433)

(0.7682)

2(50.00) 2(15.38) 4(50.00)

10.09623)

(0.6075)

8(32.00)

Due to a high price compared 
to raw material

3(18.75) 2(22.22) 2(22.22) 1(14.29) 2(22.22) 0(0.00) 4(30.77) 1(12.50) 5(20.00)

Due to a high price compared 
to the quality of the product

3(18.75) 2(22.22) 2(22.22) 0(0.00) 3(33.33) 2(50.00) 2(15.38) 1(12.50) 5(20.00)

Due to a limited variety of products 1(6.25) 1(11.11) 0(0.00) 1(14.29) 1(11.11) 0(0.00) 2(15.38) 0(0.00) 2(8.00)

Not satisfied with the quantity 
or bundle units

1(6.25) 0(0.00) 1(11.11) 0(0.00) 0(0.00) 0(0.00) 1(7.69) 0(0.00) 1(4.00)

Not satisfied with the packaging 1(6.25) 1(11.11) 0(0.00) 1(14.29) 1(11.11) 0(0.00) 1(7.69) 1(12.50) 2(8.00)

Etc. 2(12.50) 0(0.00) 1(11.11) 1(14.29) 0(0.00) 0(0.00) 1(7.69) 1(12.50) 2(8.00)

Mean±standard deviation or n(%).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2) Household monthly income (104 won): low <350, middle 350~649, high ≥650.
3) Fisher exact test.
*p<0.05, **p<0.01, ***p<0.001.

Table 4. Satisfaction of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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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및 컵 과일’ 3.55점의 순이었으며, 신선편의 농산물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3.73점이었다. 또한 신선편의 농산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양에 비해 비싼 가격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

이 32.00%로 가장 많았다.
성별, 연령군별, 가계소득별 신선편의 농산물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포장된 샐러드, 새싹채소

와 쌈채소’(p=0.0124)와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채소류’ 
(p=0.0083)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연령군별 신

선편의 농산물의 만족도에서는 19~29세군의 경우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류’(p=0.0006), ‘절단 과일 및 컵 과일’(p=0.0194)
에서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가계소득별 신선편의 농산물의 만족도는 군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즉석섭취용 컵 또는 조각 과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

가한 연구(Kim 등 2019a)가 유일하며, 이 때 만족도는 5점 만

점에 3.32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절단 과일 및 컵 과일에 대

한 만족도(3.55점)와 비교 시 본 연구에서의 조각 과일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

한 만족도는 가격, 품질, 위생안전 관리, 판매단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선편의 농산물의 만

족도 향상을 위해 추후 소비자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속성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에서 신선편의 농산물의 소

비 현황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2020년 11월 온라인 전문조

사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982명

(남자 490명, 여자 492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군별, 가계소

득별 신선편의 농산물의 소비 현황 및 만족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채소류’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18%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포장된 샐러드, 새싹채소와 쌈채소’(64.15%), 
‘절단 과일 및 컵 과일’(59.98%), ‘절단 또는 잘게 다진 채소

류’(56.01%), ‘세척 또는 껍질을 벗긴 과일류’(53.67%)의 순이

었다. 신선편의 농산물의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 

종류에 상관없이 ‘신선도’를 뽑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산

지’, ‘가격’, ‘용량과 묶음단위’로 응답하였다. 또한 신선편의 

농산물의 종류별 만족도는 ‘포장된 샐러드, 새싹채소와 쌈채

소’가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선편의 농산물의 전체적

인 만족도는 3.73점이었다.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포
장된 샐러드, 새싹채소와 쌈채소’의 구입 경험률이 유의적으

로 높았고, 구입 시 ‘신선도’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연령군별 비

교 시 50~64세에서는 ‘절단 과일 및 컵 과일’의 구입 경험률

이 유의적으로 낮았고, 구매 시 고려요인으로 19~29세에서는 

‘용량과 묶음단위’ 및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군에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군

에 비해 구매 시 ‘친환경, 유기농 등 인증획득 여부’를 고려

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소비자들의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

한 조사 시 주 식생활관리자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 식생활관리자의 신선편의 농산물 소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가족 전반의 식품 섭취 및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신

선편의 농산물에 대해 식품류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해당하

는 식품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품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신선편의식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품의 조사

가 진행되었다면, 소비자들의 신선편의 농산물 활용 상태 및 

만족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별, 연
령대별, 성별 인구비례를 할당하여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

가 증가하고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선편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태 및 인식도를 신선편의 농산

물의 종류별로 분석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신선편의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시 개선할 사항을 도

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들의 

신선편의 농산물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교육 시 근

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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