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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demand for HMR(Home Meal Replacement)
and eating ou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umption behavior of
single-person household, dual-income household, household with adolescent. This paper
also tried to shed some light on the effects of people’s health conscious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MR purchase and eating out. We used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data for the main purchaser of food products in households from 2017 to
2018, and conducted an ordered probit analysis by sampling 3,985 purchaser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s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tend to consume more both HMR and
eating out. The households with adolescent consume more HMR, while they are less likely
to eat out. People’s health consciousness seems to negatively related with HMR
consumption, while the effect of health consciousness on eating out behavior i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more they eat out in Korean traditional cousin restaurants and use
delivery or takeout services, the higher rate of HM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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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가구 구조의 변화, 식품 제조기술의 발달,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
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 2019a). 앞으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 식사 준비와 섭취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정간
편식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가정간편식에 대한
시니어 층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1인 가구에 중점을 두었던 가정간편식에 대
한 수요가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기업들은 다양한 가정
간편식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맛과 영양까지 고려한 프리미엄 제품도 출
시하고 있다. 반면 외식 시장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산업경기전망
지수1)가 2020년 1/4분기에 59.76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 4/4분기 지수
(71.44)와 비교했을 때 대폭 하락한 수치이다. 최근 식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외식 시장의 정체 또는 침체가 예상되고 있
으며, 이러한 상황에 맞서 외식업체들 또한 매출 상승을 위해 가정간편식 시
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한 원인 중 가장 주목해 볼 요인은 바로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의 변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혼 연령 상승과 고령화 심화로 1
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소비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향
후에는 4인 가구의 소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정민·이용호,
2013). 또한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이 사회 전반적으로 두드러짐에 따라 맞벌이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이처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고 바쁜 일상에 따른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인해

집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당 분기의 매출, 식재료 원가, 종업원 수 등의 변화를 측정하여 해당
파악한 지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b)

1) 전년 동분기 대비 해
분기의 체 경기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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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빈도와 외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
구 특성에 중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가정간편식과 외식의 주 소비층을 파
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가정간편식과 외
식 소비의 변화 경향이 각각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두 소비간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살펴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
을 그리고 연구자료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는 가정간편식 구

다.

형별 식품 소비에 대한 연구와 가정간편식 및 외식 소비에 관한 연
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재홍·유소이(2016)는 순서형 로짓 모형
을 통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식품 소비행태와 식생활 만
족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식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예영 외(2018)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데이터를 통해
1인 가구, 미성년 자녀 유무, 고령자 유무 등의 가구 특성을 포함하여 소비자
가구 유

의 한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인 가구

율 더 낮게 나타났고, 미성년 자녀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한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영현·안병일(2016)은 가구 구조의 변화가 식품 소비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1인 가구, 고령
가구, 독거노인 가구인 경우 과일 및 채소류의 조달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Daniels et al.(2015)은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편의 식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을 보였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영양소 섭취량, 식생활, 식품섭취
빈도 등을 비교분석한 강나연·정복미(2019)에서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아침을 결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라면이나 햄버거와 같은 가
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경우 1인 가구의 소비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헌동·안병일(2016)은 헤크만 2단계 선택모형을 통해 간편식 구입 여부
와 구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
과 자녀가 있는 가구와 1인 가구의 간편식 구매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보다 1인 가구의 한식 섭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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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태

농 경제연구원(2018a)은 ‘2018 가공식품 소비자 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인 가구는 예상한 것
처럼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간편식을 구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맞벌
이 가구 여부는 간편식 구매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정수 외
(2019)는 가정간편식의 선택 속성이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리성, 가격, 맛 순으로 소비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상민(2017)은 ‘2015 식품소비행태조
사’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가정간편식의 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정간편
식 구입 변화와 식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완조리 가정간편식을 더 자주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간편식을 식사용보다는 간식용으로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구슬·박경(2013)은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
이터를 통해 외식 빈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
시에 거주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필규(2016)는 외식산업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
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인 가구의 증가가 외식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박재홍·장재봉(2012)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를 통해 외식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남성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외식 소비에 지출하는 비
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간편식과 외식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
은 존재하지만, 가정간편식과 외식 소비 변화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과 달리 외식 소비의 증감과 가정간편식 소비의 증감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가정간편식 구매 빈도와 외식 빈도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고자 한다.
간편식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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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촌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행태조사’의

‘식품소비

~
입
료 를 사용하였다. 식품
소비행태조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표본의 대표
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구별 가중치를 통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는 분석
이 가능하다. 설문조사는 1년 주기로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 조사표는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과 가정 내 식품 소비 현황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으
며, 가구원 조사표는 성인과 청소년의 가정 외 식품 소비 현황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조사표를 바탕으로 수집된 주 구입자 설문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문항에 대해 결측값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3,985명의
식품 주 구입자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
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가구 특성 변수, 식생활 및 라이프스타일 특성
변수를 포함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주 구입자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동,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구 특성 변수에는 1인
가구 여부, 맞벌이 여부, 청소년 가족 구성원 유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식
생활 및 라이프스타일 특성 변수는 월평균 식료품 지출 비용, 전년 대비 한
식당 이용 빈도 증감, 전년 대비 간편식 전문점 이용 빈도 증감, 전년 대
비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 증감,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포함한다. 여기서
2017 2018년 가구 내 식품 주 구 자 대상 조사 원자

3)

2)

4)

행태

월

터 월
행태
월
행 음
당
%
많
표
종

입

2) 2017년도 식품소비
조사는 2017년 5
23일부 7
28일까지 3,061명의 식품 주 구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18년도 식품소비
조사는 2018년 5 28일부 8 10일
까지 3,437명의 식품 주 구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 하였
3) 2018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의 업 중 한식 이 45.6 로 가장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8b), 분석에 이용할 대 외식 업 중 하나로 한식 을
4) 자,
, 드위치 전문점

촌
피 햄버거 샌

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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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월

당 채택함

당

빈도 증감 변수의
경우, 설문지에 제시된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 문항을 바탕으
로 한 표본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분석 대상자 중 여성이 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47.77세, 대
졸 이상인 경우는 39.1%, 동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84.1%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1인 가구는 14.9%, 다인 가구는 85.1%로 나타났으며, 맞벌이를 하
는 가구는 표본의 43.3%를 차지한다. 표본의 22.0%는 청소년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 지출 비용은 약 60~8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 대비 한식당과 간편식 전문점의 이용 빈도는 평
균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 또
한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평균적으
로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와 ‘외식 빈도’ 등 두 가지이
다. 먼저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는 6점 리커트 척도를 바탕으로 ‘매일(6점)’,
‘주 2~3회(5점)’, ‘주 1회(4점)’, ‘2주일에 1회(3점)’, ‘1달에 1회(2점)’, ‘그보다
드물게(1점)’, ‘먹지 않음(0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의 평균 가정
간편식 구입 빈도는 평균 1달에 1회로 나타났다. 그다음 ‘외식 빈도’는 7점
리커트 척도를 바탕으로 ‘매일(7점)’, ‘주 4~5회(6점)’, ‘주 2~3회(5점)’, ‘주 1회
(4점)’, ‘2주일에 1회(3점)’, ‘1달에 1회(2점)’, ‘2~3달에 1회 이하(1점)’로 구성하
였다. 외식 빈도에 대한 평균은 3.094로, 평균적으로 2주일에 1회 외식을 하
전년 대비 한식 , 간편식 전문점,

배달/테이크아웃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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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표 1> 기초 통계량
구분

종

빈도

속
변
수

입

가정간편식 구

외식

빈도

입
입
입
거

별
력

주 구 자 성
주 구 자 연령
주 구 자 학
주지
1인 가구 여부
맞벌이 여부
소년 가

청

족

구성원 유무

월평균 식료품
지출 비용

설
명
변
수

당 이용 빈도
증감

한식

간편식 전문점
이용

빈도 증감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 증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변수 설명
, 1 그보다 드 게,

=먹지 않음 =
물
2=1달에 1회, 3=2주일에 1회, 4=주
1회, 5=주 2~3회, 6=매일
1=2~3달에 1회 이하, 2=1달에 1회,
3=2주일에 1회, 4=주 1회, 5=주
2~3회, 6=주 4~5회, 7=매일
1=여성, 0=남성
주 구입자 연령 (세)
1=대졸 이상, 0=고졸 이하
1=동 지역, 0=읍/면 지역
1=1인 가구, 0=다인 가구
1=맞벌이, 0=비맞벌이
1=청소년 가구원 포함,
0=청소년 가구원 미포함
1=20만 원 미만, 2=20~40만 원
미만, 3=40~60만 원 미만,
4=60~80만 원 미만, 5=80~100만 원
미만, 6=100만 원 이상
0=이용한 적 없음, 1=크게
감소했다, 2=약간 감소했다,
3=변함 없다, 4=약간 증가했다,
5=매우 증가했다
0=이용한 적 없음, 1=크게
감소했다, 2=약간 감소했다,
3=변함 없다, 4=약간 증가했다,
5=매우 증가했다
1=크게 감소했다, 2=약간
감소했다, 3=변함 없다, 4=약간
증가했다, 5=매우 증가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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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2.197

1.490

3.094

1.237

0.897
47.773
0.391
0.841
0.149
0.433

0.304
10.715
0.488
0.365
0.356
0.496

0.220

0.414

3.773

1.374

3.313

0.579

2.742

0.985

3.163

0.506

3.826

0.532

2. 분석 방법
종속변수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순서화된 이산 변수일 경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가정하는 단순회귀모형을 사용할 경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 혹은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순서
형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며,
순서형 로짓 모형은 오차항의 확률분포를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는 차이점
이 존재한다. 하지만 두 모형의 중 어떠한 모형을 선택하더라도 분석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ll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중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를 결정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에 대해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외식 빈도를 결정하는 잠재변수  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 값을 의미하고,
오차항  과 는 정규분포를 따른다(Greene, 2002).






  ′   

 ∼  

식 (1)

  ′   

 ∼  

식 (2)

입 빈도를 나타내는 변수  과 외식 빈도를 나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편식 구

타내는

변수  를



하였다.

아예 구입하지 않는다면   
1-2) 가정간편식을 1달에 1회보다 드물게 구입한다면 
1-3) 가정간편식을 1달에 1회 정도 구입한다면   
1-1) 가정간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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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1-4) 가정간편식을 2주일에 1회 정도 구 한다면   

입

1-5) 가정간편식을 주 1회 정도 구 한다면   

~

입

1-6) 가정간편식을 주 2 3회 정도 구 한다면   

입

1-7) 가정간편식을 매일 구 한다면   

~

2-1) 외식을 2 3달에 1회 이하로 한다면   
2-2) 외식을 1달에 1회 정도 한다면   
2-3) 외식을 2주일에 1회 정도 한다면   
2-4) 외식을 주 1회 정도 한다면   

~
2-6) 외식을 주 4~5회 정도 한다면 

2-5) 외식을 주 2 3회 정도 한다면   




2-7) 외식을 매일 한다면   

잠재변수이자 연속변수인  과  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종속
변수  과  는 식 (3), 식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절사
점(cut-point)으로, 추정되어야 할 임의의 파라미터 값이다. 그리고 일반적으
로 회귀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    으로 정규화를 한다(김봉
태·이남수, 2008).


















   if  ≤   
  if    ≤   

  ⋯

식 (3)

  ⋯

식 (4)

  if   
   if  ≤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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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입 빈도에 대한 확률은 식 (5), 외식 빈도에 대한 확률은 식
(6)과 같이 도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밀도함수
를 의미한다(Greene, 2002).
가정간편식 구

식 (5)

Pr     ′
Pr       ′   ′

  ⋯

식 (6)

Pr     ′
Pr      ′    ′

  ⋯

순서형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로부터 설명변수  가 가정간편식 구입 빈
도와 외식 빈도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식 (7) 및 식
(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r  
 ∅ ′



식 (7)

 Pr  
  ∅  ′ ∅   ′  



  ⋯



 Pr  
 ∅ ′



식 (8)



 P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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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분석 결과
1.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에 대한 분석
입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순
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여기서 종속
변수는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로, 이는 ‘매일(6점)’, ‘주 2~3회(5점)’, ‘주 1회(4
점)’, ‘2주일에 1회(3점)’, ‘1달에 1회(2점)’, ‘그보다 드물게(1점)’, ‘먹지 않음(0
본 연구는 가정간편식 구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 구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변수들이 가정간편식 구입 빈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정
간편식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정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보다 직접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그 빈
도가 높음을 의미 것으로, 여성의 일주일 동안 요리하는 회수가 5.93회로 남
성 3.41회에 비해 약 74%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한 온라인 조사
결과와 부합한다(노정동, 2018.06.01.). 또한 주 구입자의 연령 역시 가정간편
식 구입 빈도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고령자 가구
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의 비해 가정간편식 소비를 구입한
경험이 적다는 박미성(2018)의 연구와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 구입자가 고학력일수록, 도시(동) 지역에 거주할수록 가정간편식
제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간편식을 구매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직접 조리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점과 고학력일수록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낮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의 여가시간이 읍/면지
역 거주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의 통계 고려할 때, 고학력자와 도시 거주자의 경우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요리시간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가구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결과를 보면, 1인 가구가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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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헌동·안병일(2016)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a) 등의 연구와 일관된다. 청
소년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간식용 가정간편식 섭취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써
(전상민, 2017)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한 가정간편식의 영양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
지출 규모와 맞벌이 여부는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및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살펴보면, 외식(한식당)과 배달/
테이크아웃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가구의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 또한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구의 경우 향후 높은 가정간편식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그리고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중 배달/테이크아웃 빈도 증가
가 가정간편식 구매 빈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 소
비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된 추정결과로 볼 수 있다. 한
편,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가정간편식이 일반 가정식보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 이 반영된 추정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구에 비해

5)

결
낮

청

건강에 좋아서’ 가정간편식을 구

5) 전상민(2017)의 연구 과에 따르면, 소년과 성인 모두 ‘
한다는
이 매우 게 나
다.

입

응답

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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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에 대한 순서형 프로빗 분석 결과
변수

항
주 구입자 성별 (여성)
주 구입자 연령
주 구입자 학력 (대졸 이상)
거주지 (동 지역)
월평균 식료품 지출 비용
상수

주:

표준오차

1.327***

0.205

***

0.056

-0.021***

0.002

0.094**

0.039

0.108**

0.051

0.012

0.014

1인 가구 여부

0.580***

0.056

맞벌이 여부

0.041

0.037

0.201***

0.042

***

0.112

0.028

0.215***

0.032

-0.098***

0.033

-0.182

청소년 가족 구성원 유무
한식당 이용 빈도 증감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 증감
건강에 대한 관심도
p<0.01,
p<0.05, p<0.1

***

추정치

**

*

순서형 프로빗 모형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주 구입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가정간편식을 구입하지
않을 확률이 3.87% 증가하고, 가정간편식을 매일 구입할 확률이 0.12%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 구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간편식을
구입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 구입자가 대
졸 이상이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가정간편식을 먹을 확률이 1.99% 증
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고, 도시(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촌(읍/면) 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가정간편식을 주 2~3회 먹을 확률이 1.13%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1인 가구일 경우 가정간편식을 먹지 않을 확률이 다인 가구일 경우
보다 12.29%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간편식을 주 1회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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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 높아지고 주 2~3회 구입할 확률은 6.05%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가정간편식을 아예 먹지 않을 확률이 4.25% 감소하고, 1달에 1회보다
적게 구입할 확률 또한 2.75% 감소하는 반면, 주 1회 구입할 확률은 2.79%
증가하고, 주 2~3회 구입할 확률은 2.09% 증가한다.
그리고 전년 대비 한식당의 이용 빈도 증감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가정간편식을 먹지 않을 확률이 2.38% 낮아지고, 가정간편식을 주 2~3회 구
입할 확률은 1.17%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배달/테
이크아웃 이용 빈도 증감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가정간편식을 먹지 않
을 확률이 4.56% 증가하고, 주 2~3회 구입할 확률이 2.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과 배달/테이크아웃 소비가 증가한 가구들은 가정간편식을
자주 구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배달/테이크
아웃 이용 빈도의 증가가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 증가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가정간편식을 먹지
않을 확률이 2.08% 증가하고, 주 1회 구입할 확률은 1.36%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식품 주 구입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가정
간편식을 구입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 은 8.06

6)

커 척도의 1점을 의미함

6) 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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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
변수

입

주 구 자 성

별 (여성)

먹지 않음
    

그보다

물

드 게
    

1달에 1회
    

2주일에
1회
   

주 1회

주 2 3회

~

매일

    

    

   

0.0387

0.0250

0.0033

-0.0214

-0.0254

-0.0190

-0.0012

입
주 구입자 학력 (대졸 이상)
거주지 (동 지역)

0.0045

0.0029

0.0004

-0.0025

-0.0030

-0.0022

-0.0001

-0.0199

-0.0129

-0.0017

0.0110

0.0130

0.0098

0.0006

-0.0229

-0.0148

-0.0019

0.0127

0.0150

0.0113

0.0007

1인 가구 여부

-0.1229

-0.0796

-0.0104

0.0681

0.0806

0.0605

0.0037

-0.0425

-0.0275

-0.0036

0.0235

0.0279

0.0209

0.0013

-0.0238

-0.0154

-0.0020

0.0132

0.0156

0.0117

0.0007

-0.0456

-0.0295

-0.0039

0.0252

0.0299

0.0224

0.0014

0.0208

0.0135

0.0018

-0.0115

-0.0136

-0.0102

-0.0006

주 구 자 연령

청소년 가족 구성원 유무
한식당 이용 빈도 증감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 증감
건강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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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 빈도에 대한 분석
음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서형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의 종속변수는 ‘외식 빈도’로, ‘매일
(7점)’, ‘주 4~5회(6점)’, ‘주 2~3회(5점)’, ‘주 1회(4점)’, ‘2주일에 1회(3점)’, ‘1달
에 1회(2점)’, ‘2~3달에 1회(1점)’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외식 빈
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 지역에 거
주할수록 외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4기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성인의 외식 빈도를 분석한 구슬·박경(2013)의 연구 결
과와 일관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 외식 빈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월평균 외식 빈도(13.0회)는 전년 대비 약 월 1회 감소하였으나
혼자 외식을 하는 횟수(4.2회)는 전년의 3.4회보다 증가했다는 선행연구의 조
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 2019.11.27.)와 1인 가구의 비율이 외식산업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조필규, 2016)와 일관된 것이다.
한편, 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외식 빈도는 청소년 가구원이 없는 가
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홍·장재봉(2012)에서도 청소년 가구원
이 많을수록 외식비 지출액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급식
을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 가구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월
평균 식료품 지출 규모와 맞벌이 여부는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가정간편
식 구입 빈도와는 달리 외식 빈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 으로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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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식 구입 빈도에 대한 순서형 프로빗 분석 결과
추정치

표준오차

1.731***

0.198

-0.401***

0.056

-0.014***

0.002

0.097**

0.039

0.107**

0.051

0.012

0.014

1인 가구 여부

0.890***

0.057

맞벌이 여부

0.050

0.038

-0.169***

0.042

0.080***

0.020

0.025

0.033

0.010

0.033

변수

항
주 구입자 성별 (여성)
주 구입자 연령
주 구입자 학력 (대졸 이상)
거주지 (동 지역)
월평균 식료품 지출 비용
상수

주:

***

청소년 가족 구성원 유무
간편식 전문점 이용 빈도 증감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 증감
건강에 대한 관심도
p<0.01,
p<0.05, p<0.1
**

*

<표 5>의 외식 빈도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 구입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외식을 2~3달에 1회 이하로 할 확률이
7.22% 증가하고, 주 2~3회 할 확률은 4.8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
고 주 구입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식 빈도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지만,
한계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구입자가 대졸 이상이면 고졸 이
하인 경우에 비해 외식 빈도가 2~3달에 1회 이하일 확률이 1.74% 감소하고,
주 1회일 확률은 1.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가 동 지역인
경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보다 외식을 1달에 1회 할 확률이
1.66% 감소하고, 주 1회 외식을 할 확률은 1.57%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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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외식을 2 3달에 1회 이하로 할 확 은

% 낮고 1달에 1회 할 확률은 13.85%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 1회
외식을 할 확률과 주 2~3회 외식을 할 확률은 각각 13.06%, 10.67% 증가한
다. 청소년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가족 구성원이 없는 가구에 비
해 외식 빈도가 2~3달에 1회 이하일 확률이 3.04% 증가하고, 주 1회일 확률
이 2.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편식 전문점 이용 빈도의
한단위 증가는 월 1회 외식 소비 확률을 1.25% 감소시키는 반면, 주 2~3회
외식 소비 확률은 0.96%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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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외식 빈도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
~

2 3달에
1회 이하

변수

    

입

주 구 자 성

별 (여성)

1달에 1회
    

2주일에
1회
    

주 1회

주 2 3회

~

주 4 5회

~

매일

   

    

    

    

0.0722

0.0624

-0.0036

-0.0589

-0.0481

-0.0161

-0.0080

0.0025

0.0022

-0.0001

-0.0021

-0.0017

-0.0006

-0.0003

-0.0174

-0.0150

0.0009

0.0142

0.0116

0.0039

0.0019

거주지 (동 지역)

-0.0192

-0.0166

0.0010

0.0157

0.0128

0.0043

0.0021

1인 가구 여부

-0.1602

-0.1385

0.0080

0.1306

0.1067

0.0357

0.0177

청소년 가족 구성원 유무

0.0304

0.0263

-0.0015

-0.0248

-0.0202

-0.0068

-0.0034

-0.0145

-0.0125

0.0007

0.0118

0.0096

0.0032

0.0016

입

주 구 자 연령

입

력 (대졸 이상)

주 구 자 학

간편식 전문점 이용

빈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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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함

가구 구조와 식문화가 변화 에 따라 가정간편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외식 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간편식

및 외식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2017~2018년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대상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순서형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구 특성을 중심으
로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 및 외식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 내 주
구입자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간편식을 구입
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일수록 집에서 직접 요리
를 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간편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고학력일수록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끼니를 간
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이거나 청소
년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혼자서도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을 선호하며, 청소년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간편식을 간식용으로 많이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식당과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가정간편식을 구입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간편식이 일반 가정식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외식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 내 식품 주 구
입자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동 지역에 거주할수
록 외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인 경우 외식 빈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반면에 학교 급식 섭취가 많은 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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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 대비 간편식 전문점 이용 빈
도가 증가할수록 외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가정간편식과 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유사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전년 대비 외식 소비가 증가한 소비자들이 가정간
편식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고, 간편식 소비가 증가한 소비자들의 외식 빈도
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인 가구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
가를 고려할 때 간편한 식사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1인 메뉴의 개
발과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이 향후 외식업체의 중요한 성장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간편식의 경우 1인 가구의 구매 빈도가 높게 나타나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조리가 간편한 소포장 제품의 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의 가정간편식 구매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만큼, 가정간편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
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제품의 균형 잡힌 영양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
강하고 안전한 가정간편식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가구 유형에 따른 가정간편식 및 외식 소비 요인을 파악함
으로써, 이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편식과 외식에 대
한 소비액이 아닌 구매 빈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
라서 가구 특성과 식생활 패턴 특성 등이 가정간편식 및 외식 소비지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전년대비 외식 또는 가정간편식 소비 증감이 현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나아가, 가정간편식과 외식 소비의 보완관계
및 대체관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 역시 매우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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