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식품의 미래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매장 내에서 신선식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 매출은 총 식품 매출을 따라가지 못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어떻게 

신선식품 성장을 촉진하고 그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신선식품 범주의 중요성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가 커졌다. 이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장의 신선식품 코너는 전체 식

음료 코너와 비교했을 때 2.1배 커졌다. 닐슨의 연구

에 따르면 신선식품은 소매점의 주된 성장 원동력이

며, 일용소비재(Fast Moving Consumer Goods, 

FMCG) 산업에서 전체 매출액 성장의 49%를 차지

한다.2 

그러나 신선식품 코너의 매출은 총 매장 매출에 

뒤처지고 있으며, 신선식품에 할당된 공간에 걸맞

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0월과 2018년 

10월 사이에 총 매장 매출은 4.3% 증가했으나, 같

은 기간 동안 신선식품 코너의 매출은 1,710억 달

러에서 1,780억 달러로 4% 증가하는 데 그쳤다.3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소비자들이 일반 식료품점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

저 마주치게 되는 것은 휘황찬란하게 진열되어 있는 

신선한 농산물이다. 소비자들은 매장 가장자리를 돌

면서 육류, 해산물, 유제품 등 많은 신선식품을 접한

다. 거의 모든 소비자들은 매달 어떠한 종류든지 간

에 신선식품을 구매한다. 신선식품의 특성상 소비자

의 74%는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신선식품을 구매한

다. 신선식품 예산 측면에서 보면 60%가 넘는 소비

자들이 이 범주에서 평균 식료품 예산의 3분의 1까

지 소비한다. 대부분 소비자에게 가격은 중요한 고

려사항이지만 구매하는 식품의 더 건강한 버전을 찾

고(80%), 방부제와 화학성분을 피하려는(77%) 소

비자들이 신선식품 판매를 촉진한다.1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소비자 3명 중 2명은 지난 2년 동안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가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 할당된 공간의 확대는 소비자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다. 그러나 총 신선식품 매출은 총 식품 매출에 뒤처지고 있으며 여전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신선식품 부문 중 유일하게 희망적이며, 이 추세는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딜로이트는 신선식품 성장을 촉진시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  Deloitte, Deloitte future of fresh consumer survey, June 2019. View in article

2  Russell Redman, Fresh foods power growth in fast-moving consumer goods, Supermarket News, June 15, 2018. View in 

article

3  Chris DuBois and Jonna Parker, Top trends in fresh: Prepared food, hyper-localization and new supply chains, IRI, January 

2019. View i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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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소비자, 모두가 같지는 않다 

현재 업계와 미디어는 신선식품 소비자들을 보통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들’이라 부르는 하나의 동질

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신선식품 소

비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 건강에 신경을 쓰고 식품 내 화학물질을 적극적으

로 피한다. 

• 신선식품이 일일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리라 믿

으며 이를 섭취한 후 만족감을 느낀다.

•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우려하며 대량 식품 생산으

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걱정한다. 

•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구매할 때 지속 가능성 측면

을 고려한다. 

신선식품의 미래

본 설문조사에 대하여

딜로이트는 신선식품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소비자에 대한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

기 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2가지 독점적인 정량적 조사를 실시했다.

• 소비자: 응답자 집단은 미국의 18~70세 사이의 성인 2,0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로 참여하려

면 신선식품 구매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했다. 94%는 한 달에 1번 이상 신선식품을 구매했다. 

미국 평균 소비자에 대한 대표성을 띠기 위해 인구통계적 구성은 미국 인구총조사에 맞춰졌다. 인터

뷰는 2019년 6월에 진행되었다. 

• 식품업계 임원: 본 조사를 위해 신선식품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153건의 인터뷰가 이

루어졌다. 인터뷰는 2019년 6월에 진행되었다. 

용어 정의: 본 설문조사의 목적상, 신선식품을 보존 처리되지 않은 식품(가공, 냉동, 방부제 처리) 또는 

상하지 않은 식품으로 정의했다. 신선식품은 신선한 과일·채소, 육류, 해산물, 델리·매장 내 식품만을 포

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일과 채소는 최근에 수확되어 적절하게 처리된 농산물로 정의되었다. 육

류는 최근에 도축된 고기를 의미한다. 해산물의 경우 최근에 잡히거나 수확되어 차갑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선식품 코너의 상당 부분은 농산물이 차지한다

(그림 1).

신선식품 성장률이 잠재력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

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매장 내 

신선식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

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어떻게 신선

식품을 성장시키고 그 잠재력을 이

끌어 낼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는 수요 측(소비자)과 공급 측(제조업체, 소매업

체)의 입장에서 신선식품 범주를 종합적으로 이해

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요 측과 공급 측의 동

기, 동인과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 양측을 대상으로 

폭넓은 시장조사를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본 설

문조사에 대하여’를 참조하라).

매장 내 신선식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어떻게 신선식품을 

성장시키고 그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그림 1. 농산물이 신선식품 코너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다

           농산물은 성장의 60%를 차지한다

출처:  슈퍼마켓 뉴스, ‘일용소비재에서 신선식품의 급성장’, 2018년 6월 15일·미국 노동통계국, ‘소비자 지출 조사’, 2019년 10월 30일

신선식품 코너의 성장에 대한 

각 범주의 기여도

1984년 이래로 트렌드가 된 성장 

농산물은 3.6%로 성장했고, 

이는 전체 식품(2.6%), 

전체 신선식품(2%), 

기타 신선식품 부문보다 더 강세를 보인 것이다. 

2022년까지의 성장 전망 

농산물의 3.4% 성장은 전체 식품 

범주(1.1%)와 전체 신선식품(1.3%)을 

능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육류

델리

베이커리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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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s)라는 3가지 페르소나(Persona)로 구분

된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구

매 패턴도 다르다(그림 2). 

세 집단이 보이는 태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페

르소나들이 건강과 웰빙, 식품 안전 지속 가능성, 원산

지의 각 측면에서 행동 스펙트럼의 어느 부분을 차지

하는지 알 수 있다(그림 3). 대부분의 경우 선도자의 

반응은 긍정적인 쪽, 중립자는 부정적인 쪽, 추종자는 

‘합리적인’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이는 신선식품 범주

에서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 잠재적으로 소비자에 대

한 종합적인 관점 그 이면을 살피고 각 집단의 니즈를 

구분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신선식품의 미래

그림 3. 집단들의 태도 차이

출처:  딜로이트 신선식품 소비자 설문조사 2019

  선도자         추종자         중립자

건강 및 웰빙

식품 안전

지속 가능성

원산지

식품을 구매할 때 
더 건강한 버전을 찾는다.

신선식품이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리라 믿는다.

음식 안전이 
중요하다 느낀다.

음식에 방부제·화학성분 
첨가를 피한다.

신선식품 구매 시 
지속 가능성 측면을 고려한다.

식품의 원산지를 
알고 싶어 한다.

로컬푸드를 
선호한다.

• 신선함, 유기농, 자연 유래 등의 개념 차이를 이해

하지 못하며, 유기농 식품이 이들에게 더 나은지

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신선식품 소비자를 하나의 렌즈로만 

본다면 제조업체가 이 범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면 

신선식품 소비자들이 모두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생

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급 통계 분석(클

러스터 분석)을 통해 태도를 기준으로 소비자를 세

분하고, 구매 행동을 기반으로 프로파일링을 해 보

면 선도자(Forwards), 추종자(Followers), 중립자

그림 2. 집단별 태도 경향과 인구통계학적 정보

선도자

추종자

중립자

• 건강과 웰빙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편리함보다는 건강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

• 자신에게 더 나은 옵션들을 시도하고 싶어 하며 이러한 식품을 

위해 돈을 더 낼 의지가 더 강하다. 

•  다른 이들보다 신선식품에 대한 인식이 더 높으며 지속 가능성에 

매우 높은 가치를 매긴다.

• 구매 의지가 강해 마케터에게 매우 매력적이나, 구매 능력(대부분 

소득에 기인함)은 모든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 젊은 소비자로 가족과 함께 산다.

•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으며, 건강보다는 가성비와 

편리성을 선호한다. 

• 자신에게 더 나은 옵션들을 시도하는 데 열려 있으나, 이를 위해 

돈을 더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 다른 집단에 비해 신선식품에 대한 인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다. 

• 구매 능력은 마케터들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들의 구매 의욕을 

생필품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어려운 과제다. 

• 나이 든 소비자로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산다.

• 선도자만큼 열성적이지는 않으나, 건강과 웰빙에 대해 ‘균형적인’ 

태도를 보인다.

• 더 건강한 변형 식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평균 이상의 관심을 

보인다. 

• 구매 의지와 구매 능력이 평균 이상이며, 집단의 크기가 커서 

마케터에게 매력적인 타깃이 된다. 

• 중년의 소비자로 가족이 있다.

출처:  딜로이트 신선식품 소비자 설문조사 2019(The Deloitte fresh food consumer surv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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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선도자가 

나이가 들어도 신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꼭 추

종자로 변하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수입이 높고 신선식품에 관심이 있는 중년으

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단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

다. 더불어 이 진화하고 있는 범주의 역동적 특성 때

문에 3년에서 5년마다 이 집단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의 범위-리더 행동 모델링

이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신

선식품을 마케팅할 때 마주하게 되는 과제와 기회

에 대해 살펴보자. 기술 및 지원 프로세스를 위한 연

간 예산과 관련해 신선식품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업

을 평가할 때 4가지 유형의 조직이 등장한다. 우리는 

20%를 리더로 분류했다. 

리더는 학습자(6%)에 비해 중앙에 집중된 인력

(20%) 비율이 더 높은 조직이다. 또한 학습자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리더는 신

선식품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리더는 기술 

및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소규

모 팀들과 함께 더 높은 신선식품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에 비해 신선식품 팀을 키우는 데 

더 신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리더들이 더 적

은 것으로 더 많은 성취를 하기 위해 적합한 인재에 

신선식품의 미래

그림 5.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의 범위

출처:  딜로이트 신선식품 소비자 설문조사 2019

  예상 경로

기술 및 지원 프로세스 예산

사업상 신선식품의 
중요도

리더

실험자

야심가

학습자

건강 및 웰빙·가격·편리성의 역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소

득과 편리성의 중요도에 대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건강·웰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했을 때 이

들은 모든 요인에 높은 가치를 매겼다. 각 요인의 영

향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 다른 고급 통계 접근법(트레이드오프분

석, 강제선택분석)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도는 소비자 집단마다 다르

다는 점이 밝혀졌다(그림 4). 선

도자에게 건강과 웰빙은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신선식품

에 돈을 더 지불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소비자

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른 집단들에서는 가격을 

최우선시한다. 이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가격 한계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경쟁력 있

는 가격 책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흥미롭

게도 선도자는 다른 종류의 음식에 대해 고려할 때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시한다. 이는 건

강과 웰빙 상품에 대한 그들의 욕구가 나이가 아닌 

건강과 웰빙 상품에 대한 선도자의 욕구는 나이가 

아닌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듯하다.

그림 4. 신선식품 구매의 주요 결정요소에 대한 강제선택분석의 결과

출처:  딜로이트 신선식품 소비자 설문조사 2019

신선식품

순위

선도자 추종자 중립자

건강·웰빙

가격/지속 가능성

편리성

가격/건강·웰빙

편리성

지속 가능성

가격

건강·웰빙

편리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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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구현 시간뿐만 아니라 과거에 도입했던 

시스템에 비해 투자수익률(ROI)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온 새로운 기

술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다. 

• 이 분야에서 ROI를 파악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

다. 대부분의 신선식품 부서는 영구적 재고품 목

록(Perpetual Inventory)을 가지고 있지 않거

나, 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선

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 추적을 실현할 수 있

는 방식으로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 게다가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는 중

앙에 신선식품 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신선

식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

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문화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보다는 이들이 과거

에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시스템을 더 편하게 느끼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선식품 공급망의 과제를 극복하는 일은 제조업

체와 소매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냉동식

품에서 신선식품으로’의 사례 참조). 제조업체가 직

면한 과제는 원재료 품질 관리(25%), 저장 및 가공

(각 20%)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소매업체

의 경우 3대 과제로 부패(32%), 리테일 창고 보관

(24%), 상품 가격 책정(16%)이 있다. 저장이 두 집

단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슈라는 점을 유의하라. 부

패는 소매업체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과제다. 총 농

산물의 약 50%, 약 1,600억 달러에 상당하는 농산

물이 폐기되는 미국에서 부패는 중요한 이슈다.4 이

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영국 폐

기물 및 자원 액션 프로그램(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 WRAP)의 연구는 폐기물을 

20~50% 줄이면 이 산업은 1,2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5 

냉동식품에서 신선식품으로 

맥도널드는 대부분의 미국 매장에서 4온스

짜리 햄버거에 들어가는 냉동 쇠고기를 신

선한 쇠고기로 바꿨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업체의 포장 장비, 운송 중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통 트럭, 새로운 식품 안전 실무를 

이행하기 위한 매장 직원의 교육 등 전체 공

급망을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공급망

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이러한 변화를 

마케팅 캠페인으로 지원한 것은 맥도널드가 

4온스 햄버거의 전년 대비 매출을 30%로 

올리고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6

신선식품 범주에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소비자와 식품 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는 신선식품 부문을 활성

화하고 시장 내 실현되지 않은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신선식품의 미래

4 Adam Chandler, Why Americans lead the world in food waste, Atlantic, July 15, 2016. View in article

5 Terry Myers, The new cost of food spoilage, Quality Assurance & Food Safety, November 7, 2016. View in article

6  Danielle Wiener-Bronner, McDonald’s started using fresh meat. Here’s what happened to sales, CNN, June 24, 2019. View 

in article

투자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그림 6). 적합한 인재

에 대한 투자는 신선식품의 과정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중앙 인력과 합쳐져서 리더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리더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학습자들은 기술 및 지원 프로세스 예산을 늘려 

실험자로 변모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실험자는 효

율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신선식품 수익을 늘려서 

야심가로 거듭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기술은 리더와 학습자 모두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조직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도

움이 될 듯하다. 대개 더 많은 기업들이 점점 더 기

술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더 많은 기본 기술(콜드

체인 모니터링, 품질 센서, 농장 내 취급 및 스마트 

패키징을 위한 자동화 등)의 구현은 리더와 학습자 

모두에게서 동일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리더

와 학습자 모두 첨단 기술(자동화, 로보틱스, 블록체

인, 빅데이터·애널리틱스 등)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

에 있다. 

기술 구현에 대한 장애물과 공급망 내 장애물 

극복하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기술 구현을 방해하는 주

요 장애물인 ‘소요 시간’(78%)과 ‘숙련 인재 부족’

(28%)을 해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빅데

이터와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구현하는 데에 유사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둘째로 높은 장애물인 인재보다 

시간이 무려 50%포인트 더 두드러진 장애물이란 

점은 흥미롭다. 시간은 신선식품 생태계에 특수한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림 6. 리더는 학습자와 무엇이 다른가?

출처:  딜로이트 신선식품 소비자 설문조사 2019

  리더         학습자

리더는 신선식품을 

전담하는 중앙 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리더는 신선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팀을 갖추는 

경향이 있다.(<20)

리더의 신선식품 전담 

직원 수는 더 느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과 27%만이 

직원 수를 늘린다. 

리더들은 전년 대비 

예산 증가 속도가 

더 느린 경향이 있으며 

불과 57%만이 

이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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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줌으로써 신선식품의 가치를 제안하면 신선

식품에 대한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리더의 주요 행동을 모

델링하고 신선식품 관련 직원을 중앙집중화하며, 

파악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관련 특정 과제를 해

결함으로써 신선식품 취급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기술 솔루션은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

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능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

재적 솔루션은 다음을 위해 설계할 수 있다.

• 신선도 예측: 기존의 신선식품 가치사슬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원동력으로 하는 디지털화된 상시 

시스템이자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공급망으로 변

하고 있다. 지능형 알고리즘은 심지어 신선식품

이 수확되기도 전에 성장 조건을 바탕으로 수확물

의 품질과 신선도를 분석하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센서에 의해 전달되어 디지털 방식으로 식

품의 신선도를 측정하고 맞춤식 물류를 가능하게 

한다. 

• 공급망 관리 개선: 회사들은 유통 과정에서 예상

치 못한 문제들을 겪는데, 역동적인 공급망들은 

최고 품질의 상품을 적시에 적합한 납품 채널을 통

해 이동시킬 수 있는 대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

다. 공급망의 완전한 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은 늘 검증 가능하며, 상품이 매장

에 도착하거나 매장 선반을 떠나기 전에 식품 안전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 고급 분석 적용: 인지 알고리즘과 실시간 분석은 

전통적인 공급망 분석을 넘어 자동 수정 방식의 통

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물리적 취급 환경의 변

화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전달해 상품 흐름을 일관

적으로 유지한다. 

• 매장 운영 개선: 매장 운영은 디지털 워크플로

(Digital Workflows)에 의해 강화되며, 소비자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직원들이 어림짐작으로 하

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선반 위 재

고를 적절히 유지한다. 매장은 신선함을 보여 주

는 반응적인 전시물이 된다. 

결론

신선식품의 미래는 유망해 보인다. 아직 개척되

지 않은 소비자 수요와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들이 더

욱 효율적으로 신선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 선도자가 나이가 들

어가고 수입이 늘어날 때도 신선식품을 향한 이들의 

관심은 지속될 듯하다. 게다가 만약 신선식품 소비

자 중 가장 큰 집단인 추종자들의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면 이 집단의 아주 작은 증가라도 신선식품의 범

주를 보다 넓히는 데 이득을 줄 것이다. 이러한 타깃 

소비자 분석은 기술을 통해 공급망을 통합하고 효율

을 개선하려는 제조업체들의 노력과 합쳐져 신선식

품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선식품의 미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소비자 수

요를 자극하고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이 더욱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 수요 자극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와 소매

업체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한 집단과 유사한 소비자 

세분화 및 타기팅(Targeting)부터 다시 해 보는 것

이 좋다. 제조업체들은 건강에 신경 쓰는 소비자들

이 신선식품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

하는 일 외에는 소비자들을 구분하려고 시도한 적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선도자의 특성

을 보인 소비자들에게만 관심을 쏟게 되어 추종자에 

대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잠재해 있는 구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도

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

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 통념이 사실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또한 적어도 현재로서는 선

도자의 구매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

다. 대신에 본 연구는 타깃 대상을 선도자를 

넘어서 추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선식품 

구매 수요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상승 잠재력

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들의 규모(신선식품 

소비자의 47%)와 더 강한 구매력 때문이다. 

이 결과는 중년층 소비자(35~64세)가 

평균보다 소득이 높으며 신선식품을 더 많

이 소비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미국 소비

자 지출 설문조사 분석이 뒷받침되

고 있다.7 중립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추종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중립

자에게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있을 듯

하다. 

미디어 선택과 의사소통을 통해 추종자를 타기팅

할 수도 있다. 미디어 선택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선

도자에게 어필함)에는 중점을 덜 두고 전통적인 인

쇄물(잡지, 신문)에서는 존재감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추종자와 의사소통

을 할 때는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의 역할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이들은 선도자보다 가격탄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추종자의 신선식품 구매를 증가시

키기 위한 일은 가격 책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

며, 소비자 교육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건강한 식

습관의 이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식품 안전, 

원산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7 US Department of Labor Statistics, US consumer expenditure survey, accessed October 17, 2019. View i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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