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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밀키트(meal kit)는 식사 세트라는 의미로 손질된 식재료
와 정량의 양념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소분하여 조리법과

함께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이며, 레시피 박스(recipe 
box) 또는 쿠킹 박스(cooking box)라고도 한다(Hertz FD & 
Halkier B 2017). 밀키트 제품은 손질된 정량의 신선한 재료
로 첨부된 설명서를 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점에서

조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조리 과정만으로도

음식이 준비되는 기존의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과 구분된다(Mun JY 등 2020). 
기존의 HMR에 비해 밀키트는 소비자가 직접 요리를 해

야 하며, 음식의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그러나밀키트는미리만들어진음식을데워먹는것보다신

선하고, 식재료 전처리의 번거로움과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일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조리하는 과
정에서즐거움과경험을얻을수있다는다양한장점이있다

(Lee YJ 등 2021). 이로 인해 밀키트는 주요 소비층인 맞벌
이 가정과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수요도 확대되
고 있다. 특히 COVID-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
기가 지속됨에 따라 집밥 수요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의 형태

가온라인유통및배달로변화되면서외식을대체할수단으

로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
밀키트는 스웨덴에서 2007년 처음 개발되었고 미국 블루

에이프런(Blue Apron)사에서 처음으로 명명된 이후 2010년
대 들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였다(Kim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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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Mun JY 등 2020). 국내 밀키트 시장규모는 2017년 20
억 원대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1,882억 원으로 약 100배
가까이 성장하였고, 대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밀키트 시장
에뛰어들면서 2025년에는 7,253억원에이를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 하지만 우리
나라밀키트시장은미국이나유럽시장에비해도입초기이

며, 밀키트 제품의 특정 수요층과 식재료의 높은 단가, 짧은
유통기한 등의 문제점은 추후 보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Chung HC & Kim CW 2020). 특히제도적으로밀키트제품
생산에대한기준및규격적용이 2022년부터이루어짐에따
라 최근까지 식품표시나 영양표시의 기준이 통일되게 관리

되지못하여소비자의밀키트제품선택에어려움이있는실

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밀키트 시장이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즉석조리

식품으로 관리되던 밀키트(간편조리세트)의 식품유형을 별
도로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이
에 따라 2022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제품
중 손질된 식육, 채소, 생선 등 자연산물이 조리세트의 재료
로 포함된 밀키트 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어 관리된

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 이와 같이 새로
운식품유형으로제도화되고그에따른제품생산이증가하

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판매 중인 밀키트 제품의 식품 및 영

양표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영양적인 제품 생산과

올바른제품선택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그방안을모색

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지금까지 밀키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밀키트 제품을

HMR에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Koo M 등 2018; Oh 
WK & Hong JY 2019; Park MH 등 2019) 최근 밀키트 시장
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밀키트 제품에 한정한 연구들이 발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밀키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Lee YN 등 2021; Mun JY 등 2021), 선택 속성(Oh WK & 
Hong JY 2019; Yang YY 등 2019), 구매 의사(Hwang J 등
2021; Hwang SJ & Oh WK 2021)와 같이 밀키트 제품 개발
이나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Lee EY 등(2021)은 밀키트 이용 경험이 있는 젊은 여
성의 영양지수 식행동 항목이 비경험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기존 즉석섭취식품류와 즉석조리식품류

의 HMR에 대한 건강 우려가 건강과 웰빙에 대한 기대와 관
심을 내포한 밀키트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아직까지소비자의올바른밀키트제품선택에활용할수

있는제품및영양표시상태나밀키트제품의영양적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밀키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고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밀키

트제품을대상으로식품및영양표시상태를조사하고밀키

트의 음식 유형과 저장 형태에 따라 그특성을비교․평가하

였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건강하고 표준화된 밀키트 제품
생산을촉진하고소비자의올바른밀키트제품선택및이용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2020 식품산업통계정보의 식품산업시장 및 소비자 동향

분석(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20)의 밀키트 브
랜드 분류를 참고하여 밀키트 전문기업 5개, 식품제조사 파
생브랜드 2개, 외식업체 파생브랜드 1개, 대형마트에서 자체
생산한 PB(private brand) 2개의 총 10개 브랜드의 밀키트 제
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9월 20일부
터 2022년 1월 14일까지였다. 조사된 밀키트 제품 수는 총
497개였으며, 음식 유형에 따라 국탕류(160개, 32%), 면류
(81개, 16%), 밥류(16개, 3%), 부식류(230개, 46%), 기타(10
개, 2%)로 분류하였다. 저장 유통 형태에 따라서는 냉장 제
품 344개, 냉동 제품 130개, 냉장과 냉동 가능 제품 23개가
조사되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브랜드에

서밀키트라고표시하고있거나단순가열을통해섭취가능

한 제품들에 비해 비교적 가열시간이 길고 식재료를 사용하

여간단한조리가필요한제품을대상으로해당브랜드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제
품명, 브랜드명, 음식 유형, 저장 형태, 가격, 총 인분, 중량, 
조리설명서 표시, 조리시간, 영양표시의 10가지 항목이었다. 
영양표시의 경우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
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영양소 함량은 제품마다 표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당, 
100 g당, 1인분당 함량으로 표준화하여 비교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AS program(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밀키트의 음식
유형 및 저장 유형별 식품 및 영양표시 항목 표시율의 차이

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변수의 경우에는 냉장과 냉
동의 저장 유형별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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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유형별 차이는 ANOVA test를 실시한 후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p< 
0.05로 하였다. 

결 과

1. 밀키트의 음식 유형별 식품정보 표시율
밀키트의 음식 유형에 따른 식품정보 표시율은 Table 1과

같다. 총 497개 조사제품 중 가격 정보는 모든 제품이 표시
하고 있었으며, 총 인분 정보는 448개(90.1%), 중량은 465개
(93.6%), 조리법 정보는 455개(91.6%), 조리시간은 463개
(93.2%) 제품이표시하고있었고음식유형별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양표시는 228개(45.9%) 제품이 식재료 전체에 대
해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39개(7.8%) 제품이 소스류나 일부
재료에 부분표시를 하고 있었다. 영양표시율은 음식 유형에
따라 밥류가 62.5%로 가장 높았으며, 부식류 48.3%, 국탕류
45.6%, 면류 37.0%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2. 밀키트의 저장 형태별 식품정보 표시율
밀키트의 저장 유형(냉장, 냉동, 냉장+냉동)에 따른 식품

정보표시율은 Table 2와같다. 총인분, 영양표시, 조리법표
시율은 냉장제품이 높았으며(p<0.001), 중량은 냉장+냉동 제
품의 95.6%가 표시하고 있지 않아 저장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밀키트의 음식 유형별 식품 및 영양표시 상태
식재료 전체에 대해 영양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 중 기타

음식 유형은 스테이크 가니쉬, 김치소, 뱅쇼, 소스 제품과 같
이 음식 유형에 유사성이 없이 각각의 제품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고 224개 밀키트 제품에 대해 음식
유형에 따른 식품 및 영양표시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제품의 평균 가격은 14,670원이었으며 평균
1.9인분으로 판매되고있었고 음식 유형별 유의한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제품 중량은 음식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국탕류가 660.3 g으로부식류의 507.5 g보다높았다(p<0.001). 
또한 조리 시간도 음식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밥류가
21.2분으로 국탕류(11.4분), 면류(11.1분), 부식류(8.8분)보다

Table 1. Food labeling of meal kit according to meal type

Total
Meal type

χ2-value
Soups Noodles Rices Side dishes Others

Price Yes 497(100.0) 160(100.0) 81(100.0) 16(100.0) 230(100.0) 10(100.0) -

Servings Yes
No

448(90.1)
 49( 9.9)

139(86.9)
 21(13.1)

76(93.8)
 5( 6.2)

16(100.0)
 0(  0.0)

209(90.9)
 21( 9.1)

8(80.0)
2(20.0) 6.20

Total 497(100.0) 160(100.0) 81(100.0) 16(100.0) 230(100.0) 10(100.0)

Weight Yes
No

465(93.6)
 32( 6.4)

144(90.0)
 16(10.0)

76(93.8)
 5( 6.2)

14(87.5)
 2(12.5)

222(96.5)
  8( 3.5)

9(90.0)
1(10.0) 7.91

Total 497(100.0) 160(100.0) 81(100.0) 16(100.0) 230(100.0) 10(100.0)

Nutrition 
labeling

Yes
No
Part

228(45.9)
230(46.3)
 39( 7.8)

73(45.6)
70(43.8)
17(10.6)

30(37.0)
40(49.4)
11(13.6)

10(62.5)
 4(25.0)
 2(12.5)

111(48.3)
111(48.3)
  8( 3.4)

4(40.0)
5(50.0)
1(10.0)

15.95*

Total 497(100.0) 160(100.0) 81(100.0) 16(100.0) 230(100.0) 10(100.0)

Recipe Yes
No

455(91.6)
 42( 8.4)

141(88.1)
 19(11.9)

75(92.6)
 6( 7.4)

16(100.0)
 0(  0.0)

213(92.6)
 17( 7.4)

10(100.0)
 0(  0.0) 5.27

Total 497(100.0) 160(100.0) 81(100.0) 16(100.0) 230(100.0) 10(100.0)

Cooking time Yes
No

463(93.2)
 34( 6.8)

147(91.9)
 13( 8.1)

77(95.1)
 4( 4.9)

16(100.0)
 0(  0.0)

215(93.5)
 15( 6.5)

8(80.0)
2(20.0) 4.80

Total 497(100.0) 160(100.0) 81(100.0) 16(100.0) 230(100.0) 10(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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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제품
100 g당 영양소 함량의 경우, 열량(p<0.001), 탄수화물(p< 
0.001), 당류(p<0.001), 단백질(p<0.01), 지방(p<0.05), 콜레스
테롤(p<0.01), 나트륨(p<0.001) 함량이 음식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열량, 탄수화물, 나트륨 함량은 면류가
가장 높았으며, 당류, 단백질 및 콜레스테롤은 밥류가 가장
높았다. 제품 1인분당 열량(p<0.01), 탄수화물(p<0.001), 콜레
스테롤(p<0.05), 나트륨(p<0.001) 함량은 음식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은 면류가 다른 음식
류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나트륨 함량은 부식류가 다른 음
식류에 비해 가장 낮았다. 

4. 밀키트의 저장 형태별 식품 및 영양표시 상태
밀키트의 저장 형태별 식품 및 영양표시 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영양표시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고 기타 음식 유형을

제외한 냉장 제품 166개와 냉동 제품 58개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격(p<0.01)과 중량(p<0.05)은 냉장 제품이
냉동 제품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총 인분 정보와 조리시간

은저장유형에따라유의한차이가없었다. 제품 100 g당열
량(p<0.01), 탄수화물(p<0.05), 당류(p<0.05), 단백질(p<0.05), 

포화지방(p<0.05), 나트륨(p<0.05) 함량은 냉동 제품이 냉장
제품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제품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은 냉
동 제품이 냉장 제품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열량
을 포함한 그 밖의 영양 함량은 저장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시판 중인 밀키트 제품 497개를 대상으로
식품및영양표시상태를알아보고밀키트음식유형과저장

형태에 따라 그 특성을 비교․평가하였다. 밀키트 제품의 정
보 표시율은 가격(100%), 총 인분(90.1%), 중량(93.6%), 영양
표시(45.9%), 조리법(91.6%), 조리시간(93.2%) 중 영양표시
정보가 가장 낮았으며, 음식 유형에 따라서는 면류(37.0%), 
저장 형태에 따라서는 냉동 제품(46.1%)이 낮았다. 밀키트
산업이 일찍 성장한 미국은 밀키트 생산 및 관리 기준이 우

리나라보다 먼저 마련되어 있는 반면(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8), 우리나라는 2022년 최근까지 밀키트에
대한 식품유형, 기준 및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양정
보에 대한 표시율이 전체 제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Table 2. Food labeling of meal kit according to storage type

Storage type
χ2-value

Refrigerated Frozen Refrigeration + frozen

Price Yes 344(100.0) 130(100.0) 23(100.0) -

Servings Yes
No

324(94.2)
 20( 5.8)

101(77.7)
 29(22.3)

23(100.0)
 0(  0.0) 31.52***

Total 344(100.0) 130(100.0) 23(100.0)

Weight Yes
No

335(97.4)
  9( 2.6)

129(99.2)
  1( 0.8)

 1( 4.4)
22(95.6) 319.16***

Total 344(100.0) 130(100.0) 23(100.0)

Nutrition labeling
Yes
No
Part

168(48.9)
159(46.2)
 17( 4.9)

60(46.1)
69(53.1)
 1( 0.8)

 0( 0.0)
 2( 8.7)
21(91.3)

235.68***

Total 344(100.0) 130(100.0) 23(100.0)

Recipe Yes
No

324(94.2)
 20( 5.8)

108(83.1)
 22(16.9)

23(100.0)
 0(  0.0) 17.28***

Total 344(100.0) 130(100.0) 23(100.0)

Cooking time Yes
No

321(93.3)
 23( 6.7)

119(91.5)
 11( 8.5)

23(100.0)
 0(  0.0) 2.24

Total 344(100.0) 130(100.0) 23(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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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 등을 표시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영양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식품선택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건강관리에 도

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orea Food and Drug Admi-
nistration 2010).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는 2022년부터 밀키트 제품을 간편조리세
트로 분류하여 관리한다고 행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밀키

트의 영양정보 표시율도 상승하여 제공되는 영양정보가 소

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밀키트 제품의 평균 가격은 14,670원

이었으며 평균 1.9인분으로 판매되고 있어 1인분의 밀키트
가격은 약 7,720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의 1인
1회 평균 외식비용이 12,599원이라는 보고(Ministry of Agri-
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9)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밀키트의 음식 유형별 제품 가격을 비교

Table 3. General and nutritional values of meal kit according to meal type

Total
(n=224)

Meal type
F-valueSoups

(n=73)
Noodles
(n=30)

Rices
(n=10)

Side dishes
(n=111)

Price (won)  14,670.0±5,687.51) 15,137.0±6,436.0 14,032.7±5,116.5 17,900.0±3,915.8 14,244.1±5,377.8  1.58

Serving  1.9±0.5  1.9±0.4  1.9±0.3  2.2±0.8  1.8±0.5  2.19

Weight (g)  571.3±240.4   660.3±277.6a   604.6±207.4ab   530.6±163.9ab   507.5±208.2b  6.71***

Cooking time (min) 10.5±6.5  11.4±5.7b 11.1±4.1b  21.2±17.7a   8.8±4.3c 14.27***

Nutrient content (per 100g)

 Energy (kcal) 129.3±73.6 102.3±69.7b 164.4±59.6a 166.1±46.2ab 134.4±75.7a  7.16***

 Carbohydrate (g)  13.9±13.4  9.7±9.9b  23.4±9.6a  19.7±10.1ab  13.5±15.2b  8.81***

 Sugars (g)  3.1±2.8  2.1±1.6b   2.6±1.7ab   4.1±2.3a   3.8±3.5a  6.94***

 Protein (g)  6.5±3.5  5.5±2.8b   6.1±1.9ab   9.0±2.7a   6.9±4.1ab  4.54**

 Fat (g)  5.7±4.8 4.5±4.3   5.2±3.5   5.7±2.3   6.5±5.3  2.77*

 Saturated fat (g)  1.9±1.6 1.7±1.6   1.6±1.2   1.7±0.8   2.1±1.7  1.15

 Trans fat (g)  0.3±2.3 0.2±0.3   0.2±0.4   0.1±0.1   0.4±3.2  0.21

 Cholesterol (mg)  20.3±20.4  18.5±21.4bc  16.6±20.7bc  42.8±36.0a  20.5±16.4b  4.85**

 Sodium (mg)  414.5±272.2  493.5±314.4ab 538.4±346.3a 460.9±221.4bc 324.9±182.5b  9.12***

Nutrient content (per serving)

 Energy (kcal) 392.9±241.3  348.1±233.2b  530.1±227.1a  453.7±241.2ab 378.4±238.9b  4.32**

 Carbohydrate (g) 41.7±40.4  31.7±28.2b   73.6±33.0a   52.2±32.3ab  38.4±45.4b  8.46***

 Sugars (g) 9.2±7.7 7.6±7.5    8.9±7.0   11.2±10.0  10.0±7.7  1.57

 Protein (g) 20.3±12.7 20.1±13.2   20.7±9.4   25.6±17.8  19.8±12.7  0.64

 Fat (g) 17.2±14.6 15.6±14.3   17.2±11.9   15.8±9.3  18.5±15.9  0.53

 Saturated fat (g) 5.8±5.4 6.1±5.5    5.5±5.2    4.9±3.8   5.8±5.5  0.17

 Trans fat (g) 1.0±7.1 0.6±1.4    1.0±3.6    0.2±0.3   1.3±9.9  0.19

 Cholesterol (mg) 63.8±69.5 68.8±80.2   53.9±72.6  119.4±121.4  57.6±50.0  2.78*

 Sodium (mg) 1,313.1±973.2 1,690.3±1,084.7a 1,722.3±1,209.1a 1,278.1±966.4ab 949.3±637.3b 11.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test (p<0.0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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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저장 형태에 따라서는 냉
동 제품의 가격이 냉장 제품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냉동식품
은식품의고유성상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장기보존할목

적으로 가공처리, 보관, 유통되기 때문에 연중 저렴한 시기
에 산지 대량 구매 후 사용이 가능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가격의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Lee YJ 2016). 또한 냉장
제품은 보다 신선한 재료로 짧은 유통기한에 판매되기 때문

에 냉동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면에서는 비싸지만 품질 면

에서는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선한 재료를 간편하게 조

리하여섭취하는밀키트특성을고려할때본연구에서조사

된 제품 중 약 70%가 냉장 제품으로 냉동 제품보다 많았다. 
그러나신선한밀키트냉장제품이냉동제품보다가격이높

은 결과를 고려할 때 밀키트의 소비자 확산을 위해서 냉장

제품의 가격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
편조사된밀키트제품의중량은음식유형에따라서국탕류

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저장 형태에 따라서는 냉장 제품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제품에 표시된 조리시간은 음식
유형에 따라서 밥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p<0.001) 저장 형

Table 4. General and nutritional values of meal kit according to storage type

Storage type
t-value

Refrigerated (n=166) Frozen (n=58)

Price (Won) 15,463.1±5,129.0 12,400.0±6,582.3   3.22**

Serving     1.9±0.4     1.7±0.8   1.67

Weight (g)   598.1±213.2   494.8±294.0   2.46*

Cooking time (min)    10.4±5.7    10.9±8.5 —0.44

Nutrient content (per 100 g)

 Energy (kcal)   120.5±70.1   154.4±78.3 —3.07**

 Carbohydrate (g)    12.6±13.0    17.7±13.9 —2.54*

 Sugars (g)     2.7±1.9     4.1±4.4 —2.27*

 Protein (g)     6.1±3.2     7.4±4.2 —2.17*

 Fat (g)     5.4±4.9     6.3±4.4 —1.25

 Saturated fat (g)     1.7±1.5     2.3±1.7 —2.58*

 Trans fat (g)     0.3±2.7     0.1±0.2   1.21

 Cholesterol (mg)    19.2±21.3    23.4±17.1 —1.34

 Sodium (mg)   392.4±283.5   477.8±227.5 —2.07*

Nutrient content (per serving)

 Energy (kcal)   379.1±240.0   449.9±241.3 —1.67

 Carbohydrate (g)    40.0±41.7    48.5±34.0 —1.20

 Sugars (g)     9.0±7.8     9.9±7.5 —0.63

 Protein (g)    19.8±12.7    22.5±12.9 —1.25

 Fat (g)    16.7±14.5    19.7±14.8 —1.17

 Saturated fat (g)     5.4±5.0     7.5±6.4 —1.96

 Trans fat (g)     1.1±7.9     0.3±0.7   1.32

 Cholesterol (mg)    61.2±70.7    74.4±64.2 —1.08

 Sodium (mg)  1,247.4±981.3  1,584.2±900.7 —1.9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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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
려할 때 밀키트 제품은 음식 유형이나 저장 형태에 따라 중

량 및 조리시간과 같은 밀키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키트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식품 유형이라고 해

도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영양적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식품과다르지않을것이다. 기존 HMR은영양, 신선도, 
안전성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낮았으며, 특히 맛과 질적인
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식품첨가물, 당류, 나트륨
함량 면에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았다(Lee GY 2020). 우리나
라는 높은 에너지 섭취로 인한 비만의 영양문제, 가공식품
소비증가에따른당류와나트륨섭취증가문제가지속적으

로 보고되고 있다(Jung J 2016; Nam GE 등 20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양표시가 완
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해 영양 함량을 비

교․분석한후열량, 당류, 나트륨함량을중심으로고찰하고
자 하였다. 밀키트 1인분당 평균 열량은 392.9 kcal이었는데, 
이는 식사구성안의 곡류군 1인 1회 분량에 해당하는 300 
kcal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 밀키트
음식 유형별 1인분당 평균 열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면류
가 530.1 kcal로 가장 높았으며, 밥류(453.7 kcal), 부식류
(378.4 kcal), 국탕류(348.1 kcal) 순이었다. 면류와 밥류는 끼
니를 대신하는 제품이 주를 이루는 것을 고려하여 19∼29세
성인 남자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인 2,600 kcal의 1/3 수준과

비교하면 Fig. 1과 같이 밀키트 1인분은 끼니 식사에 필요한
열량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그러나
국, 탕, 찌개와 같은 국탕류나 부식류는 주식이 추가되어 한
끼 식사를 구성하면 열량 기준치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밀키트 제품의 열량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밀키트 음식 유형별 식사 구성에 따른 열량을 비교․분석하

는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밀키트 1인분당 당류 함량은 음식 유형이나

저장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없이 전체 평균 9.2 g이었으
며, 밀키트 제품의 열량 대비 약 11.2% 수준이었다. 우리나
라는 총당류의 섭취를 총 에너지섭취량의 10∼20%로 권고
하고 있다. 특히 총당류의 급원식품 중 가공식품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세계보건기구의 당 섭취기준을 고려

하여 총당류중 첨가당을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섭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밀키트 제품의 평균 당
류 함량은 열량의 11.2%로 당류 섭취 권고량에 속하는 수준
이었다(Fig. 1).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의
절반 이상은 영양표시가 없어 당류 함량을 파악할 수 없으

며, 표시된 당류 함량은 자연당과 첨가당 함량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밀키트 조리에 필요한 첨가당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밀키트의 영양표시가 전면 실시
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밀키트의 영양표시를 확인하여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조리할 때 소스류나 양념류

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 1. Comparison of energy, sugars, and sodium contents of meal kit per serving to reference value. 
Reference value: 2,600/3 kcal for energy, 10% of total energy for sugars, 1,500/3 mg for sodium.
2,600 kcal: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for men aged 19-29 years. 1,500 mg: adequate intake of sodium for men aged 19-29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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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2009년 5,073.3 mg, 
2012년 4,942.1 mg, 2015년 4,188.7 mg, 2019년 3,512.3 mg
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500 mg의 충분
섭취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높은 수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우리나라의 높은 나트륨 섭취 현황을 근거
로 하여 2020년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서 한국인의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기준을 성인 기준 하루 2,300 
mg으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본 연구에서 밀키트 1인분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13.1 mg이었으며, 음식 유형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국탕류(1,690.3 mg)와 면류
(1,722.3 mg)가 밥류(1,278.1 mg)와 부식류(949.3 mg)보다
높았고, 저장 형태에 따라서는 냉동 제품(1,584.2 mg)이 냉
장 제품(1,247.4 mg)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해 국탕류와 면류, 냉동 제품과 같은 밀키트의
나트륨함량은성인기준의충분섭취량을초과하는수준이었

으며, 1회분량당나트륨함량이높은라면(1,606 mg) 및어패
류젓(1,774 mg)과유사하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특히 Fig. 1과 같이 1회 식사에 해당하는 밀키트의 나트
륨 함량을 성인의 1일 충분섭취량인 1,500 mg의 한 끼에 해
당하는 1/3 기준치와 비교할 때 162.6%로 매우 높은 수준이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호주에서 판매되는 12개 밀키트 제
품의 1회분량당나트륨함량을기준치의 30%와비교했을때
두배수준에가까운 1,426 mg 이었다는선행연구(Gibson AA 
& Patridge SR 2019)와 유사하였다. 단맛과 짠맛은 당류와
염분의 맛으로, 당류와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각각 만성질환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He FJ & Macgregor 
GA 2009; Te Morenga LA 등 2014). 밀키트 시장이 최근에
형성되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밀키트가 기존

HMR과 차별화하여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성장하기 위
해서는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과잉 섭취로

건강 우려가있는 열량, 당류, 나트륨등의 영양 함량을 적절
하게조절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생산자는열량, 
당류, 나트륨 함량이 적절한 제품을 개발하여 영양표시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조리 시 첨가하는 소스류나 양념류
의 영양표시는 별도 표시하여 소비자가 건강 맞춤식으로 그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충분한 조사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밀키트의 식품유형이나 기준 및 규격이
불분명한 시점에서 영양표시 정보를 자료화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로 밀키트에 대한 수요와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밀키트의 식품 및 영양표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일부 개선방안을

제시한 첫 번째 연구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 COVID-19 사태의 장기화 등 다양
한 환경변화로 밀키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

표시를 활용한 올바른 밀키트 제품의 선택은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식생활을유도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밀키트 제품 관리
가체계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본연구를기반으로하여보

다많은조사표본에대한주기적이고지속적인연구가필요

하며, 이를 통해 신선하고 건강한 밀키트 생산 및 소비가 이
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밀키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고 시장 규

모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밀키트 제품

의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밀키
트제품을대상으로식품및영양표시상태를조사하고밀키

트 음식유형과 저장형태에 따라그 특성을비교․평가하였

다. 총 497개 조사제품 중 가격, 총 인분, 중량, 조리법, 조리
시간 표시율은 90% 이상이었지만, 영양표시는 228개(45.9%) 
제품이 전체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39개(7.8%) 제품이 부분
적인 표시를 하고 있었다. 영양표시율은 음식 유형에 따라
밥류가 62.5%로 가장 높았고 부식류(48.3%), 국탕류(45.6%), 
면류(37.0%) 순이었으며, 저장 유형에 따라서는 냉장 제품
(48.9%)이 냉동 제품(46.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밀키트
제품의 평균 가격은 14,670원이었으며 평균 1.9인분으로 판
매되고 있었고, 중량은 571.3 g, 조리시간은 10.5분이었다. 
밀키트 음식 유형에 따라 제품 중량은 국물류(660.3 g)가 부
식류(507.5 g)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조리시간은 밥류(21.2
분)가 국물류(11.4분), 면류(11.1분), 부식류(8.8분)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저장 유형에 따라서 냉장 제품의 가격과 중량
이 냉동 제품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영양표시가 있는 224개
제품의 평균 열량은 129.3 kcal/100 g, 392.9 kcal/1인분이었
다. 음식 유형별 1인분당 열량, 탄수화물, 나트륨 함량은 유
의한차이를보여열량과탄수화물함량은면류가다른음식

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나트륨 함량은 부식류가 다른
음식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저장 유형에 따라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은 냉동 제품이 냉장 제품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나트륨함량은성인남성의충분섭취량의 1/3에 해당하
는 기준치의 162.6%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를 통해 생산자는 열량, 당류, 나트륨 함량이 적절한 밀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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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영양표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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