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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 농산물 생산동향 및 과제

이 충 관
농업회사법인 (주)퍼스프

1.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

국내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은 1990년 후반 이후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외식업체 및 학

교 등 단체급식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

작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

표 1. 조사기관별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원)

조사 기관
신선편이
시장(연도)

추정 배경 비 고

한국식품
연구원

4,988
(2006)

- 소매 : 1,198(대형마트 1,140 백화점 58)
- 외식업체 : 332(햄버거 92, 피자 110,
패밀리 레스토랑 130)

- 일반음식점 : 2,438
(※ 2005 지역농업네트워크 보고서 인용

단체급식은 제외된 조사

6,889이상
(2011)

- 소매 : 2,500(대형마트 1,800 백화점 70)
- 외식업체 : 381(햄버거 92, 피자 128,
패밀리 레스토랑 161)

- 일반음식점 : 최소 2,438(*최소 추정치)
- 단체급식 : 2,200(최소 추정치)

단체급식및 일반음식점
성장률 낮게
평가한추정치

(08년에‘11년 추정)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5,510∼
6,830

(2009)

- 소매 : 240
- 외식업 : 4,660∼5,540
- 식품제조업 : 900∼1,830

단체급식은 제외된 조사

신선편이
농산물협회

1조원
(2009)

- 신선편이 전문업체 매출액 : 5,400
- 대형 급식업체 매출액 : 1,000
- 영세 급식업체 매출액 : 2,000
- 신선편이 유통업체(수입 포함) : 1,600

분류 업체별 일부 중복

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최소류 뿐만 아니

라 과일, 버섯 등 여러 품목이 신선편이로 상품화되

고 있다.

국내 전체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은 약 7천억원∼

1조원(2009년)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채소류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신선편이 과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선편이 농산물의 약 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동향 및 과제

13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Industry (Vol.11, No.2)

가. 조사기관별 신선편이 시장 규모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은 조사기관에 따라 약 3천

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표 1) 이는 신선편이

농산물의 범위에 대해 각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소매시장을 1,198

억원(‘06)으로 조사하였으나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240억원(’09)으로 조사하였다.

1) 신선편이 농산물 범위

신선편이 농산물은 농촌진흥청과 신선편이 농산

물협회에서는 「신선한 상태로 다듬거나 절단되어

세척과정을 거친 과일, 채소, 나물, 버섯류로 본래의

식품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선편의식품’과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정

의가 있으며 약간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의미는

구입한 뒤 다듬거나 세척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ready to eat)있거나 조리에 사용할 수(ready to cook)

있는 농산물이다.

그러나 실제 신선편이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품

목 또는 시장에서 정확한 신선편이 정의를 적용하

기가 어려워 범위가 애매모호 한 것이 있어 넓은 의

미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듬기, 박피, 절

단되어져 포장되어 유통하면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선편이 가공하여 냉동된 채소

또는 데치기를 한 채소(나물포함)까지 신선편이 농

산물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표 2. 신선편이 품목별 가공량(2009)

구분 계

채소

과일 나뮬, 버섯류
소계

샐러드,
쌈채소

조리, 조미용

가공량(천톤) 225 196 70 123 10 19

비율(%) 100 86.8 31.2 55.6 45 8.7

2)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추정

신선편이농산물협회에서는 생산자 매출액을 중

심으로 시장을 추정하였는데 매출액에는 신선편이

농산물 이외 단순 다듬기 처리한 것도 포함될 수 있

다. 신선편이협회에서 조사한 신선편이 전문 생산

자는 108개(‘09)로 이들 업체의 총 매출액을 5,400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선편이 전문 업체 이외에 농산물 절단,

세척을 취급하는 곳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약

1,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이들 영세업체 매출액 약

2,000억원과, 대형 급식업체의 신선편이 매출액 약

1,000억원, 그리고 박피, 절단 후 일부 조제하거나

냉동채소된 것을 포함한 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

목 약 1,6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는 신선편이 전문업체 매출액

과 대형 급식업체 매출액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나. 신선편이 품목별 가공량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여 신선편

이 전문 업체에서는 연간 약 225천톤의 원료를 신

선편이로 가공하고 있는데, 신선편이 채소의 경우

국내 채소 생산량의 약 2% 수준인 연간 약 196천톤

이 신선편이로 가공되고 있어 신선편이 품목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선편이 과일은 2002∼2003년 이후 수요

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연간 10천돈이 가

공되고 있으며, 도라지, 더덕 등이 주로 박피되는

신선편이 나물류와 표고, 새송이버섯 등이 절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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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리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버섯류는 약 19톤이

신선편이로 가공되고 있다.

다.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 상품

1) 신선편이 채소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선편이 채소류 중에는

양상추 단일품목 및 로메인상추, 적채, 치커리, 양배

추, 당근, 적양배추, 방울토마토 등이 혼합된 샐러드

용 채소와 상추(적상추, 청상추), 로메인상추, 비타

민, 적근대, 케일 등의 쌈채소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세척된 어린잎채소 및 새싹채소 등 ready-to-eat

채소가 전체 신선편이 상품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리 및 조미용으로는 양파(박피, 절단),

감자(박피, 다이스 절단), 마늘(박피, 세절, 다진마

늘), 당근(박피, 절단), 파(절단, 채), 무(절단, 채), 호

박(절단), 파프리카(채, 사각절단), 연근(절단) 등이

신선편이로 가공되어 전체 신선편이 상품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2) 신선편이 과일류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신선편이 과일류 상품에서

가장 많은 품목은 파인애플이나 최근에 국내산 과

일인 메론, 키위, 방울토마토, 포도, 밤, 사과 등을

이용한 신선편이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신선편이 과일 상품은 단일 또는 몇 개 종류가

서로 혼합되어 있고, 절단 형태도 파인애플이나 메

론과 같이 심 또는 속을 제거한 다음 슬라이스, 조

각 절단 및 바(bar) 형태의 절단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그리고 포도는 주로 청포도를 사용하여 절단송

이, 포도알로 만들었으나 거봉 및 일반 포도도 상품

화되고 있고, 절단 사과, 석류알이 유통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이용한 밤은 깐밤 및 밤 슬라이스 형태

로 절단되어 진공포장 및 용기포장 등 다양하게 포

장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밖에 신선편이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 과일 품

목으로 세척되어 낱개로 포장된 세척사과와 표면을

세척한 다음 다양한 크기로 절단된 수박, 메론이 유

통되고 있다.

3) 신선편이 나물 및 버섯류

신선편이 나물은 채소류와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종류도 있으나 대표적인 품목은 도라지, 더덕, 우엉

등의 근채류와 취나물, 고사리 등의 산나물과 달래,

냉이, 미나리 등의 봄나물이 있으며 콩나물과 숙주

나물 같이 대표적인 곡류 나물류도 다듬어져 있는

것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버섯류는 비록 가공과정에서 세척되어 있

지 않지만 생산과정이 위생적이며 구입 후 바로 조

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절단 다듬어진 것을 포함한

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절단된 표고 및 새송이 버

섯과 세척된 느타리버섯이 각각 단일품목 또는 서

로 혼합되어 소매용으로 상품화 되고 있고, 위생적

으로 생산된 팽이버섯도 혼합버섯류에 포함되고 있

으며, 양송이는 세척되어 슬라이스로 가공되어 주

로 피자업체 등 외식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2. 신선편이 농산물 수요 전망

신선편이 농산물은 신선한 과일, 채소가 갖는 건

강적인 기능에다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

의 구매를 유도하는 외관, 편이성 및 합리적인 소포

장으로 인해 일반 소매용 소비가 보다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되고 있고, 단체급식 및 외식업체에 공급되

는 식재료로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신선편이 농산물 소비 증가 속도에 대해

서는 소비자 및 유통업체간에 다르게 전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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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①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②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따른 소비자 신뢰제고,

③ 신선도 유지 보존기술 활용, ④ 품목별 다양한

상품 개발에 의한 소비자 욕구 충족 등과 같은 사항

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 신선편이 농산물 수요자측면에서 전망

신선편이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급식업체, 외

식업체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신선편

이 농산물 수요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는 소비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3).

표 3. 주요 신선편이 농산물 전문 생산업체 가공품의 소비형태

구분 연도 계(%) 단체급식

외식업

소매 식품제조
소계

패스트
푸드

기업형
레스토랑

가공량
(천톤)

2006년
22.3
(100)

6.6
(29.8)

6.1
(27.2)

2.9
(13.0)

3.2
(14.2)

6.4
(28.7)

3.2
(14.3)

2010년
37.9
(100)

11.0
(29.1)

6.7
(17.7)

2.9(7.6)
3.8

(10.1)
10.8

(28.4)
9.4

(24.8)

증가율(%) 69.9 66.6 9.8 0 18.8 68.7 193.7

1)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망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 전망에 대하여 한국식품연

구원(2008)은 유통형태별로 소비를 추정하였는데

소매형태인 대형할인점에서는 연평균 10%를 상회

하는데 특히 샐러드류와 Ready-to-cook 형태의 편의

식품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백화점은 샐러

드류와 소포장 채소 증가로 연간 10∼20% 증가하

며, 절단 과일은 12∼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그리고 단체급식 시장은 그동안 성장률이 높아

이제는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2011년 까지는 2∼4%

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또한 외식업체에서는 햄버거도 대부분의 채소류

를 신선편이로 구입하고 있어 더 이상 증가가 어려

우나 피자전문점은 대형업체는 안정화단계이나 다

른 업체에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녀, 패

밀리레스토랑은 식재료의 품질이나 위생조건이 개

선되면 신선편이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농협경제연구소의 전망

농협경제연구소(2009)에서 조사한 신선편이 농산

물 이용 전망은 대형급식업체 6개 업체 중 4개 업체

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신선편이 농

산물 사용 비중이 30%로 더 이상 증가가 어려울 것

으로 전망하였다. 이들 업체는 오히려 단체급식보

다는 일반 소비자용 시장이나 식재료 영업부문, 식

품가공용 원료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3)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외식 업체를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신선편이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정체되나

3~5년 후에는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6%

였으며, 이중 기업형 업체에서 78%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여 신선편이 수요자가 생계형 소형 음식

점보다는 외식업체에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산 학 연 (1)

16
식품저장과 가공산업, 2012년 12월

4) 기타 기관의 전망

또한 신선편이 농산물의 소비에 대하여 (주)지역

농업네트워크는(2005년) 조사대상 식재료업체와 대

형유통업체 모두 앞으로 신선편이 농산물 구매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는 소비요구

가 늘어나서가 42.9%로 가장 높았고 편리해서

(28.6%), 인력절감이 가능해서(14.3%), 위생적으로

안전해서(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신선편이 생산량 변화에 따른 수요 추정

신선편이 농산물 전문 생산업체 11개소의 신선편

이 농산물 가공량을 2006년 22.3천 톤에서 2010년

37.9천 톤으로 증가하여 그동안 양적인 선장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업체 11개 중 9개 업체

는 4년 전 보다 약 30% 이상 가공 량이 증가하였다.

1) 즉석섭취용(Ready-to-eat) 신선편이 농산물

가) 채소류

신선편이 품목별로는 샐러드, 쌈채소 및 어린잎

채소 등의 바로 섭취할 수 있는 Ready-to-eat 채소

가공이 4.6천 톤(2010)으로 2006년 보다 오히려 0.2

천 톤 감소하였으며 가공비율은 11.6%(2010)로 2006

년(20.6%)과 비교하면 9% 감소하여 전체적인으로

인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식용 신선편

이 시장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채소

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2008년 신

선편의 식품의 미생물 규격을 시행하면서 샐러드

및 새싹채소에 대한 미생물 규격 위반을 조사하면

서 대형 할인점 등에서의 상품 철수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이 연향을 미친 것으

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1년 들어와서 유통업계에서는 샐러드

수요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신선편

의식품에 대한 대장군 규격이 당초 ‘음성’에서

10CFU/g으로 변경되어 유럽의 규격(100~1,000

CFU/g)보다는 아직 제한이 많지만 어느 정도 현실

화된 점, 샐러드 생산업체의 위생 강화 및 건강과

다이어트를 고려한 소비자 식생활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과일류

즉석 섭취용 품목 중 과일류는 가공 량이 크게

증가하여 신선편이 전문 업체에서 가공한 량은

2006년 2.6천 톤에서 2010년 4.1천 톤으로 58%증가

하였으며 이 기간에 신선편이 과일류 전문 가공업

체도 새로 설립되었다. 신선편이 과일은 조각과일

이라고도 불리며 처음에는 파인애플 위주로 생산되

고 있다가 사용하는 과일 품목이 다양해져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신선편이 품목 중에서 과일류 성장

이 가장 빠른데 미국의 경우 2006년에 전년대비 채

소류 증가율은 9.4%였으나 과일류는 14.8%증가하

였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2006년에 2004년과 비교

하여 전체적으로 12.7%증가하였는데 이 중 과일류

가 75.6%로 샐러드의 10.4%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증가로 선진국에서의 소비패턴을 보면, 국내에서의

신선편이 과일 시장도 큰 잠재성을 갖고 있다.

3) 즉석조리용(ready-to-cook) 신선편이 농산물

200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단체급식 시장의 성

장으로 즉석조리용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이 크게

증가하여 신선편이 전문 생산업체 11개소의 가공

량은 2006년 15.2천 톤에서 2010년 29.3천 톤으로

93%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샐러드 및 새싹

채소 산업의 위축으로 신선편이 전문 생산업체 2개

소가 샐러드에서 조리용 단체급식으로 품목을 전환

하여 단체급식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일조부족 및 2010~2011년 겨울 기

간 중 이상한파로 인한 농산물 원료 가격의 상승으

로 신선편이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

요 소비처인 학교급식에서 사용이 일시적으로 정체

되기도 하였으며, 최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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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면서 신선편이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가격

문제 등으로 앞으로 신선편이 농산물의 급식 사용

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신선편이 농산물 소비 형태에 따른 수요 추정

신선편이 농산물 전문 생산업체 11개소에서 가공

한 품목은 2010년에는 단체급식 11.0천 톤, 외식업

6.7천통, 소매업 10.8천 톤, 식품제조업 9.4천통이 사

용되었으며 2006년과 비교하면 식품제조(194%), 소

매(69%), 단체급식(67%)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식

업체로 출하한 것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선편이 전문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소비 형태는 단체급식 29.1%, 소매 28.4%, 식품제조

2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식업은 17.7%로 2006

로 2006년 보다 전 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3) 신선편이 농산물 품목별 전망

가) 신선편이 채소 소비 전망

국내 신선편이 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채소류는 아직도 신선편이 가공비율이 2%밖에 되

지 않아 선진국의 5~10%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낮

아 앞으로도 신선편이 채소 가공 량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채소류 중에서 앞으로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신선편이 업계에서는 양채류를 압도적

으로 꼽았고 식자재와 유통업계에서는 양채류와 구

근류 등을 비슷한 비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앞으로 신선편이 채소류 품목은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새로운

품목은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제품이 등장할 것

으로 여겨지는데 새로운 품목으로서는 맛, 건강기

능성 이외에 외관을 더운 돋보이게 하는 컬리플라

워, 비트, 로즈(샐러드사보이) 감은 채소류와 먹기도

편리하지만 맛도 좋은 베이비캐럿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 캐럿은 그동안 냉동된 수입산

이 이용되었으나 국내 생산이 시작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향기가 독특하며 건강을 고려하여 민들

레, 잔대잎, 당귀잎, 로케트샐러드, 바질 같은 샐러

드용 산채 및 허브류의 신선편이 품목과 조리용 품

목으로는 단호박과 다양한 용도(볶음, 구이, 찜, 간

식용)로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감자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 신선편이 과일 소비 전망

선진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신선편이 과일은 파일

애플, 사과, 포도, 수박 및 멜론으로(과채류를 신선

편이 시장에서는 과일에 포함) 수박은 두 번째로 많

이 신선편이 가공되는 과일이다. 국내에서는 파인

애플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사과,

포도 가 증가하면서 점차 과일류가 다양해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수박, 멜론, 토마토 등 과채류에 대

한 신선편이 상품은 매우 부족한데 최근 씨없는 수

박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포도의 경우 탈립이 쉽게

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수박과 포도를 이

용한 신선편이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동안 꼭지가 제거되면 신선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여겨졌던 방울토마토의 경우 신선편이

식품은 신선한 과일이 갖는 건강적인 기능에다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구매를 유도하는 외관 및

편이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의 구매가 보다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외에 최근에는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서도 어

린 학생들이 후식용으로 한 번에 먹기 어려운 과일

을 신선편이화 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

어 과일 주산지에서 지역 내 단체급식을 중심으로

신선편이로 절단 한 배, 감귤, 복숭아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에 공급되

는 과일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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