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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new product presentation strategies for cheongyang Lycium chinense, and the attributes of consumers 
purchasing cheongyang; this is a popular herbal medicine. Attributes are characteristics or properties of a product, 
and generally refer to features regarded as evaluative criteria during decision-making. The key phrases found on 
data analysis were "free from disease" and "health". Makers or producers must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mote consumer demand for Lycium chinense, and they must overcome any consumer-held negative images 
of Lycium chinense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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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구기자(枸杞子)는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가지과(Solanaceae)

의 낙엽관목이며, 학명은 Lycium chinense, 영명은 boxthorn, 

chinense matrimony vine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나무

(Lycium chinense Miller)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열매를 다용

도로 사용한다. 이웃 중국은 영하구기자(Lycium barbarum 

L.: 寧夏枸杞子)를, 일본은 구기자나무(Lycium chinense 

Miller)및 영하구기자(Lycium barbarum L.: 寧夏枸杞子)를 

활용한다. 구기자는 가시가 헛개나무(구: 枸)와, 줄기는 버

드나무(기: 杞)와 비슷하여 두 글자를 합쳐서 枸杞(구기)라

고 명명하였다(7,8,14). 

구기자는 달걀 모양 또는 긴 타원 모양이고, 길이가 보통 

1.5∼2.5cm이며 7월부터 붉게 익어 11월 하순까지 수확한

다. 종류는 재래종을 비롯하여 청양종, 청운, 장명, 불로 

등의 개량종과 일본, 중국에서 들여온 일본1호ㆍ중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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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산지는 충청남도 청양지역이고 

인근의 예산ㆍ보령ㆍ공주ㆍ홍성 등과 전라남도 진도에서

도 재배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지역의 안동ㆍ의성ㆍ성주

에서도 소량 재배 중에 있고, 일본ㆍ중국에서도 생산한다

(8,14,15). 특히 중국의 영하자치구와 진황도는 대량재배의 

저가 구기자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글로벌 클러스터

(cluster)에 해당되며, 구기자의 식품화에도 선도적인 역할

을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8).

구기자의 성분은 단백질ㆍ지방ㆍ당질ㆍ칼슘ㆍ인ㆍ철분

ㆍbetaineㆍrutinㆍvitamin(AㆍB1ㆍB2ㆍC)ㆍcholin 등이 함

유되어 흡수가 빠르다. 한방에서는 강장제ㆍ해열제로 쓰고 

간기능 보호 작용이 뛰어나며 부작용이 별로 없다. 시력을 

좋게 하고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며, 폐와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들기름과 섞어 숙성해 두었다가 머리에 

바르면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 주고, 화상에도 효과가 

있다. 구기자는 수술 뒤나 회복기에 가루나 즙을 넣고 죽을 

끓여 먹거나 술을 담그기도 하는데, 허약체질을 보완하는 

강장제로 알려져 있다. 술을 조금 섞고 설탕을 넣어 잼을 



구기자의 구매속성과 신제품 전략 613

만들기도 한다(7,8,10,14,15). 

구기자의 약리작용은 비특이성 면역증강 작용, 조혈작

용, 콜레스테롤 강하작용, 항 지방간작용, 혈압강하, 혈당강

하, 생장촉진, 항암작용 등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14). 

구기자의 이명(異名)으로 첨채자(甛菜子), 서구기(西枸

杞), 구기자(苟杞子), 구기(枸杞), 구계(枸檵), 구극(枸棘), 고

기(苦杞), 천정(天精), 지골(地骨), 지보(地輔), 지선(地仙), 각

서(却暑), 양유(羊乳), 선인장(仙人杖), 서왕모장(西王母杖)

이 있다(7,8,10,14,15). 

구기자는 높은 약용효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구기

자를 구입해서 약용으로 많이 음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요인은 구기자의 친환경재배 및 수확에 관한 홍보 부족, 

구기자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점, 다양한 구기자 

가공 신제품들이 많지 않다는 점, 다양한 유통경로 개발의 

미흡, 구기자 관련종사자들의 마케팅사고의 부족 즉, 소비

자 관점에서 구기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만족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이 구매 장벽의 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을 것이다. 

구기자 시장은 경제성장으로 개별가구소득의 증대, 노령

인구 및 여가시간의 증가, 식품가공 포장기술의 발달, 개성

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 사회ㆍ경제ㆍ문

화ㆍ기술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잠재적 수요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예측ㆍ분석하는 

일은 구기자 관련 종사자들의 마케팅성과를 높이는데 중요

하며, 구기자 시장에서 구기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신

제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소비자들에 대한 실증연구

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구기자 관련 종사자들이 경쟁

자와 차별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제품 및 가격과 같은 속성을 중심으로 시장차별화를 

추구하는 전략은 마케팅믹스의 유연한 활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규 브랜드로 시장차별화의 포지셔닝

(positioning)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9,16).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구기자에 관한 한의학적이고 식품공

학적이며 식품영양학적 연구(7,10,15)의 생산적 결과를 기

반으로 시장의 소비자들이 구기자의 속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사회과학의 서베이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구기자의 구매속성의 분

석을 통해 구기자 관련 종사자들에게 첫째, 신제품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둘째, 다양한 신제품개발로 시

장의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며, 셋째, 구기자 관련 

종사자들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는 동시에 넷째, 다른 한

약재로의 신제품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긍정적 

수요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자연과학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주로 실험실에서 

특정한 실험조건에 의해 측정 및 분석방법을 수행하는 연구

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볼 때, 사회과학분야의 마케팅은 시

장조사기법에 의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방법을 활용하며, 연구대상은 구기자로 한다. 

조사내용

구기자 상품이란 잠재 고객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

키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뜻하고, 구기

자 상품속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품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상품은 마케팅 개념에 

있어서 잠재 고객들의 욕구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최적의 마케팅믹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데 있으

며, 이러한 활동은 고객만족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이윤을 

낳게 한다. 상품은 그 자체가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믹스의 가장 결정적인 위치에 있으며, 마케팅

믹스전략의 다른 요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3,13). 

속성(attribute)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품구성요소를 말한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택기준으로 이용하는 특성으로 품질, 가격, 

브랜드, 스타일, 부가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3). 일반적

으로 상품의 속성은 주로 내재적 및 외재적 관점에서 검토

된다(12,13). 여기에서 구기자를 내재적 차원에 적용하면 

한약재성분, 색깔, 크기, 품질, 원산지 등 상품의 물리적인 

특성들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는 본원적인 속성

으로 구기자 상품만의 고유한 속성들을 말하며, 구기자의 

외재적 차원은 브랜드 네임(brand name), 가격, 포장 그리고 

이미지 등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구기자 관련 종사자

들에 의하여 부가된 속성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1차적으로 구기자에 관한 

문헌연구를 검토 및 토론을 거쳐 구기자 효능을 검정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7,10,14,15). 설문

지의 배포 및 회수에 관한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2006년 

9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고 

30일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들이며,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170부가 회수되어 

약 4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잔차

가 큰 2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9(37.5%)개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처리

설문지 구성은 구기자의 효능과 구기자를 주로 어떤 용

도로 구입하는지에 관한 시장조사를 통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총 19개 항목의 속성을 개발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five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로 빈도분석,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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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신뢰도분석

본 연구는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분석은 크론바하 알파

(Cronbach α)와 같은 신뢰도 척도를 계산하고 구성변수들

의 추가적인 수에 의해 형성된 척도인 다항목의 가법척도에 

대한 신뢰도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19개 설문항목의 분석

결과 알파계수가 .914 이상으로 문항의 신뢰성이 매우 높았

다. 2차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목적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다. 즉,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여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

이다. 

타당성분석

Table 1에서처럼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하였으

며, 회전 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를 이용하였

다. 결과적으로 19개의 변수를 투입하여 소비자들이 지각

하는 구기자에 관한 속성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구기자의 제 1요인은 구기자의 고유한 기능적 요인으로 

설명력이 41.2%이며, 제2요인은 구기자의 음용편의성으로

서 9.3%의 설명력이, 제3요인은 타인추천을 할만한 한약재

Table 1. Factor Analysis in Lycium Chinense attributes

items
factors

1 2 3 4

antibiosis .828 .072 .150 .278

anti cancer .799 .153 .218 .138

acid fast bacterium .797 .076 .284 .101

cholesterol .775 .179 .212 .103

blood pressure improvement .769 .129 -.072 .369

immunity .743 .100 .276 .074

ultraviolet .661 .223 .305 -.214

bleaching effect .605 .370 .134 -.019

cosmetic .558 .277 .288 .220

delights of drinking .049 .796 .109 .397

convenience of drinking .146 .750 -.104 .185

inexpensive .196 .688 .151 -.148

usefulness of gifts .376 .508 .272 -.152

high grade .305 -.167 .668 .106

recommendable .343 .276 .661 .031

health .192 .300 .638 .135

liver function  improvement .422 .216 .078 .641

very expensive .022 -.132 .519 .569

taste good .289 .293 .360 .424

로 설명력이 7.0%, 제4요인은 간 기능에 매우 좋다라는 

요인이 5.6%로 총 63.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Kaiser- 

Meyer-Olkin(KMO)측도는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측도

의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KMO값이 .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80이상이면 꽤 좋은 것이며, .70이상이면 적당한 것이며, 

.60이상이면 평범한 것이며, .50이상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KMO는 .838로 꽤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재적 속성

문헌연구에 의한 구기자 소비자들의 내재적 속성들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기자의 상품속성 

가운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건강유지 

및 증진에 좋음’, ‘간기능 개선에 좋음’, ‘면역증진에 좋음’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것은 ‘가장 맛있는 약재’, ‘자외선 흡수작용에 좋

은 한약재’, ‘미백효과에 좋은 약재’, ‘미용에 좋은 약재’ 

등이다.

Table 2. Attributes of internal perspectives 

product attributes

evaluate scale(%)

never 
disagree disagree normal agree

very 
agree

health 2.0 4.7 42.3 47.0 4.0

cosmetic 6.0 17.4 46.3 26.8 3.4

taste good 11.4 32.9 33.6 17.4 4.7

liver function  improvement 3.4 9.4 45.6 34.2 7.4

blood pressure improvement 4.0 11.4 57.0 23.5 4.0

antibiosis 4.0 10.7 55.7 25.5 4.0

anti cancer 4.7 13.4 50.3 27.5 4.0

immunity 4.0 7.4 52.3 31.5 4.7

acid fast bacterium 4.0 11.4 57.7 22.8 4.0

cholesterol 4.0 13.4 55.0 23.5 4.0

ultraviolet 8.7 18.8 50.3 20.8 1.3

bleaching effect 8.1 16.8 52.3 18.8 4.0

외재적 속성

외재적 속성은 Table 3에서와 같이 ‘음용의 즐거움’, ‘맛

있는 약재’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나머지 구기자의 속성들은 ‘많이 먹기엔 가격에 부담됨’, 

‘비교적 고급 약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물하기 좋은 

약재’, ‘어디서나 먹기 편한 약재’, ‘가족들이 즐겨먹는 약

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기자의 구매속성과 신제품 전략 615

신제품전략

Table 1 - 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 

의한 구기자의 효능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 설계한 

19개 항목은 신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요인분

석에 의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63.0%의 설명

력을 가졌다. 셋째, 빈도분석을 통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역시 내재적 속성이 구기자의 고유한 특징인 제 1 요인의 

41.2%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속성의 내외적 

요인을 보다 신뢰할만한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련종

사자들이 구기자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판매할 때 구기

자의 핵심적인 고유의 기능적 요인을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며, 부분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

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즉, 

Blackwell 등과(3) Parter(16)가 주장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연구된 구기자의 

식품공학적ㆍ약리학적ㆍ식품영양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투명하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신제품개발전략을 모색해야 

비로소 소비자들의 기존 구매행동에 대한 구매 전환장벽

(switching costs)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Attributes of external perspectives 

product attributes

evaluate scale(%)

never 
disagree

disagree normal agree very 
agree

usefulness of gifts 8.1 24.8 53.7 12.8 0.7

convenience of drinking 10.7 27.5 40.3 20.1 1.3

delights of drinking 11.4 32.9 36.9 16.1 2.7

inexpensive 5.4 23.5 45.6 25.5 0

very expensive 2.0 22.8 36.9 32.9 5.4

recommendable 6.0 23.5 43.0 24.8 2.7

high grade 4.0 22.1 36.2 34.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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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ping on attributes of internal perspectives. 

한편 Alker(1,2), Huh 등(4), Keller(5,6), 이등(10), Martin 

등이(11) 소비자 욕구를 위한 대량생산과 소비촉진의 방안

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시한 것과 같이 구기자 관련종사자들

은 웰빙ㆍ건강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 욕구를 간과한 대량

생산시스템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신제품개

발에 적절히 활용되어져야 한다. 즉, 구기자의 신제품은 

기능적인 성분을 어필하고, 부정적이지 않고 간결하며, 기

억하기 쉬운 차별적인 브랜드의 개발과 고객가치(consumer 

value) 그리고 고객만족(consumer satisfation)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구기자 신제품 개발의 성공요인은 박 등이(13) 보고

한 방법으로 구기자의 속성을 내ㆍ외적으로 분석하여 고객

인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제품 성공요인을 찾아야 

한다. Fig. 1.에서처럼 구기자의 본원적인 성분에 있어서 

다양한 효과 ― 건강유지, 간 기능, 면역증진, 고급 약재 

- 가 있으나 ‘구기자가 모든 만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소비

자들에게 소구한다면 비록 구기자가 뛰어난 약효가 있을 

지라도 아무런 성분이 없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기자 신제품 개발과 구입의 성공요

인으로는 권 등과(9) Martin 등(11)의 보고에서와 같이 구기

자의 외재적 차원의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negative image) ― ‘많이 먹기엔 가격에 부담되는 약재’, 

‘비교적 고급 약’, ‘선물하기에 부담되는 약재’, ‘먹기 불편

한 약재’, ‘가족들이 즐겨먹지 못하는 약재’―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즉, fig. 2와 같이 구기자 관련종사

자들은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의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신제품의 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0

20

40

60
gifts

convenience of drinking

delights of drinking

inexpensive very expensive 

recommendable

medicine of high grade 

Non-gift

High grade

Fig. 2. Mapping on attributes of external perspectives.

요   약

구기자 관련종사자들이 구기자의 잠재적 수요를 진작시

키게 하는 방법은 첫째, 세계 각지에 생산되는 모든 구기자

의 성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구기자

의 강점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기자 구매자들이 구기자를 구입할 때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구매하는지도 사전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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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고 구기자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미시적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구기자의 여러 성분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식될 수 있는 성분에 집중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장소, 시간, 소유, 

지각, 가치의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에 관한 인식이 설문에 답하면 

추후 부정적인 결과,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편견과 바

쁘다는 핑계가 가장 높아 낮은 응답을 보였다. 사실 이러한 

설문은 오히려 구기자 및 한약재 관련 종사자들에게 직ㆍ간

접적으로 수요촉진과 ‘객관적인 시장보호 장벽’이라는 긍

정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이고 부정

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구기자 시장 발전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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