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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산업 융합 농장의 고객 만족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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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ed at finding the factors impacting customer satisfaction (CS) for conversion farm with 2
nd

amd 3
rd

 industry, becaus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onversion farm is enhancing customer satisfaction.

The data on CS from 173 pumpkin farm’s customers by on-line survey were gathered. The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Amos was carried out. Product, service and purchasing were determined as 3 factors impacting to CS. The 

result showed that purchasing is the biggiest contributor to CS. It means the customers using on-line market are very 

sensitive to farm’s brand and logistics. It is also found that conversion with processing and farm experience activity 

is definitely affecting to building customer’s trust. In conclusion, making efforts on enhancing CS in conversion farm 

is the key t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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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체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

으로 농업과 2･3차 산업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오랜 기간 1차 농산물만을 생산 판매하

던 농가들이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직거래가 가

능해짐으로써 농장제품 고객 확보를 위해  2차 농산물 가공

업과 농장체험 및 교육 등 3차 서비스산업까지 도입하는 

산업융합농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농가의 2․3

차 산업융합농장으로의 전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위험과 

제약이 따르는데, 특히 농식품 가공 및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새로운 기술습득과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노동력 및 자금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융합농장의 가

장 큰 성공요인은 바로 끊임없는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이

다. 많은 농가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구매하는 고

객관리에 소홀함으로써 사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

다. 따라서 산업융합농장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어떠

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

이다.

농업과 2･3차 산업융합에 관한 최근 연구로 Choi 등

(2007)의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방안”에서는 농

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Hwang 등(2010)의 “농어촌 지역 농식

품 산업 활성화전략”에서는 농식품산업을 바탕으로 2･3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

면서 해외사례로 프랑스 브르타뉴 세라펠(Cerafel) 농협연

합회를 조사하여 농협결성과정, 채소출하과정, 조직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Kim 등(2010)은 “주요농산물의 가치사

슬 분석과 성과제고방안”연구에서 쌀, 토마토, 느타리버섯

에 대한 품목별 가치사슬 분석을 마이클포터 이론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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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s of respondents.

문항 빈도

성   별 여성 82.1%, 남성 17.9%

연   령 20~30대 61.8%, 40~50대 31.8%, 60~70대 6.4%

결   혼 기혼 69.4%, 미혼 30.6%

거주지
서울･경기 49.7%, 경상･전라 31.2%, 강원･충청 

19.1%

소득수준
5천만원 미만 62.4%, 5천만원~1억원 34.1%, 1억

원 이상 3.5%

Table 2. Consuming behavior of products.

문항 빈도

구입제품
호박죽 55%, 호박즙 43%, 호박미인 31%, 농장체

험 9%

구입목적
식사대용/산후 환자식 47.4%, 다이어트 19.1%, 성

형 수술 후 등 6.4%, 농장체험 1.7%, 기타 25.4%

구입방법
홈페이지 쇼핑몰 86.7%, 지인구매 7.5%, 전화구매 

2.3%, 기타 3.5%

하여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2･3차 산업융합 농장인 호박농

장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요인을 구명하고, 관

련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II. 고객 만족도 조사

1. 조사방법 및 현황

호박농장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해 SPSS Data Col-

lection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표를 작성한 후, 농장 

이용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4일～11일까지 

7일 동안 인터넷상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유효한 응답 결과를 173부를 확보하여 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1)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호박농원의 주요

구매고객은 주로 서울･경기도 지역 20～30대 젊은 기혼 여

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농장제품의 대부분이 전자상

거래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비교적 인터넷 접근이 용

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기혼 비중이 미혼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주 소비 제품인 호박 가공품이 산후 조리 

등에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을 보면 5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62%를 차

지하여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결과

응답자의 소비 제품은 호박죽과 호박즙이 대부분을 차지

한 반면 농장 체험은 9%에 불과하여 조사 대상 농장의 2차 

1) 농장 훔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별도로 제공받은 구매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식품가공산업이 3차 농촌관광 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활성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입 목적을 보면 주로 식사대용 또는 환자식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특히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전통

적으로 호박 가공품을 소비하는 문화에 기인한 결과로 보

인다. 다음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경

우도 19%에 달하여 전통적인 산후 식품 이외의 용도도 늘

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구입 방법으로는 대부분 홈페이지 

쇼핑몰을 이용해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박농장에 대한 3가지 요인(제품, 서비스, 구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작용하여 조사

하였다. 요인별 문항에 대한 단순평균점수를 보면, 먼저 제

품요인에서는 맛과 영양이 좋다(4.27)가 가장 높고, 품질 

대비 가격이 적당하다(3.78)가 가장 낮게 나타나 소비자는 

호박가공품의 가격에 다소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요인에서는 농장체험을 통해 믿을 수 있다(4.32)

가 가장 높아서 농장체험 또는 교육 등 3차 서비스 활동이 

2차 가공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 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매요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구

입할 수 있다(4.60)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

는 응답자의 62%가 20～30대 젊은 소비자층으로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여건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2차 가공 상품의 적정 소비자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 상품인 호박죽에 대한 소비자 추가지불의사금액을 조

사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농산물인 호박 가격을 100원이

라고 가정한다면 2차 가공품인 호박죽에 대한 추가지불의

사가격은 얼마인지를 설문하였는데, 조사 결과 120～130

원을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31%였고, 110～120원을 응답한 

비중이 2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박죽에 대해 소비자

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호박 가격의 10～30% 수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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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tisfaction level about factors.

문항 평균점수

 제품요인

 맛과 영양이 좋다

 품질대비 가격이 적당하다

 호박가공품에 만족한다

4.27

3.78

4.08

 서비스요인

 농장주인이 친절하다

 고객불만처리에 만족한다

 농장체험을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다

4.18

4.16

4.32

 구매요인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여 편리하다

 농장 브랜드가 좋다

 택배 서비스가 신속하다

4.60

4.41

4.34

Table 4. Willingness to pay for pumpkin porridge.

추가지불의사금액(원) 빈도(%)

110 미만 4.6

110~120 20.8

120~130 30.6

130~140 19.7

140~150 15.0

150 초과 9.2

Table 5. Opinion for government support to the conversion farm.

응답문항 빈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0.6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0.6

그저 그렇다 5.2

대체로 바람직하다 45.7

매우 바람직하다 48.0

Table 6. Some requests for the pumpkin farm.

요구사항

 · 호박죽 양이 적다 → 가족용 대포장 제품 개발 필요하다

 · 맛이 싱겁다 → 조금 더 단 맛이 나게 할 필요있다  

 ·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된다 →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

 · 환, 분말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 필요하다

 · 제품 품절이 많다 → 연중 판매가 필요하다

 · 홍보용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 위생적인 가공시설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박 가격의 50%를 넘는 가격을 적정하다고 응답

한 소비자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호박 가공상품

의 가격을 결정할 때 높은 가격의 명품･고가전략으로 진행

하는 것은 판매 부진에 따른 사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융합농장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들

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향후 농업의 2･3차 산업융합화를 위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호박가공품 구매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면, 제

품의 맛과 양, 가격, 다양한 가공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장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감안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하나씩 개선하고 그 결과를 해

당고객에게 반드시 알림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높이

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용 대용량 제품 개발이나 환, 분말 등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

인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중 판매가 

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중요한 개선 요구 사항으

로 생각되는데,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존 농장 

외 다른 생산자와의 계약 재배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II. 만족도 모형분석

1. 연구모형

앞 서 제시된 설문 조사에서 추가적인 문항을 가지고 소

비자 만족도 요인들을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측정을 위해 Dutka 

(1993)의 고객만족 영향요인 결정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 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

는가를 알 수 있는 3가지 속성으로 제품요인, 서비스요인, 

구매요인을 사용하였다. 

제품요인에는 품질(맛과 영양), 가격, 가공품 만족도로 

구성하였고, 서비스요인은 농장주인 친절도, 고객 불만 처

리, 농장체험 신뢰도로 구성하였으며, 구매요인은 전자상

거래 편리성, 농장브랜드, 택배서비스가 포함되었다.2)

이러한 3가지 속성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만족도가 재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쳐 고객유지 확보가 가

능하게 된다는 연구가설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2) 제시된 요인들은 사전에 진행된 전문가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선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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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ariables explanation.

구분 세부 내용

제품요인

 맛과 영양이 좋다

 품질대비 가격이 적당하다

 호박가공품에 만족한다

서비스요인

 농장주인이 친절하다

 고객불만처리에 만족한다

 농장체험을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다

구매요인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여 편리하다

 농장 브랜드가 좋다

 택배 서비스가 신속하다

소비자만족도  농장제품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재구매의향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고 싶다

제품

요인

만족도

구매

요인

서비스

요인
재구매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onsumer satisfaction.

Table 8. Reliability analysis.

구매속성 Cronbach’s alpha

제품요인

서비스요인

구매요인

0.859

0.876

0.874

Table 9. Model fit analysis

적합도 지수 값

GFI

NFI

CFI

0.700

0.743

0.760

과 같다.

2. 분석결과

전술한 3가지 요인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신

뢰도 판단지수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3가지 요인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주요 적합도 지수인 GFI, 

NFI, CFI 모두 0.7이상 값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도 크

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3가지 요인과 만족도, 재구매 의향을 포함한 

모두 11문항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

문조사한 결과를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요인에는 품질 즉 맛과 영양(1.304)이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친 반면 가공품 만족도는 가장 낮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매 고객들에게는 

호박가공품의 가공 수준보다는 원료인 호박 고유의 맛과 

영양이 더 중요한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요인에는 고객 불만 처리(1.141)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친절도와 농장체험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3차 산업 융합 

농장의 경우 고객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가 사업의 성

패를 좌우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장 면담 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일반 제조업 내지는 서비스업 종

사자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즉 농산물 생산을 주로 

하는 농장 종사자들의 경우 고객 응대 등의 서비스 관련 

노하우나 마음가짐 등이 미흡하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

한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구매요인에는 택배서비스(1.000)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택배 배송의 정확성과 신속성 등

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고객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매요인(0.796)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전자상거

래를 하는 산업융합농장 고객은 품질을 포함하는 제품요인

과 고객 불만족 처리를 포함하는 서비스요인 뿐 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편리성, 농장브랜드, 택배서비스와 같은 구매 

관련된 요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로 비접촉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요인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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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ath coefficient estimation.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임계치 유의수준

품질 → 제품요인

가격 → 제품요인

가공품만족도 → 제품요인

1.304

1.027

1.000

0.091

0.094

11.334

10.919

***

***

친절도 → 서비스요인

고객불만처리 → 서비스요인

농장체험 → 서비스요인

1.055

1.141

1.000

0.093

0.096

11.363

11.902

***

***

전자상거래 → 구매요인

브랜드 → 구매요인

택배서비스 → 구매요인

0.944

0.948

1.000

0.074

0.079

12.705

11.953

***

***

제품요인 → 만족도

서비스요인 → 만족도

구매요인 → 만족도

0.253

0.128

0.796

0.038

0.038

0.063

6.599

3.390

12.737

***

***

***

만족도 → 고객유지 0.947 0.061 15.441 ***

제품

요인

서비

스

요인

구매

요인

만족도

재

구매

품질

가격

가공품

친절도

A/S

농장체험

전자상거래

브랜드

택배

0.253

1.055

1.000

1.027

1.304

0.947

0.128

0.796

1.000

0.948

0.944

1.000

1.141

Fig. 2. Result of SEM analysis using AMOS.

이상의 결과를 보면 2･3차 산업 융합 농장의 경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구매 요인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택배 서비스 품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농장들이 일반 택배 

업체를 통해 배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농장 차원의 서비

스 개선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우수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택배 업체를 선정하여 배송 

업무를 의뢰하고 구매 고객의 관련 불만 제기 시 적극 대응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3. 시사점 및 만족도 제고 방안

2･3차 산업 융합 농장은 1차 산업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

다가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2차 식품가공산업 또는 3차 

서비스 산업에 진출한 농장들인데, 기존의 농산물 판매와

는 다른 구매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설문 조사 결과 주요 

구매 고객들이 서울･경기도 지역 20～30대 젊은 기혼 여성

들이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층이며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신선 농산물 

구매 소비자층과 차이를 보이므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모형 분석 결과, 고객 만족도 요인인 제품 요인, 

서비스 요인, 구매 요인 중 구매 요인에 대한 만족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배

송의 정확성과 신속성 등의 택배 배송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가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농장의 대응 방안이 

많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은 배송 업체의 질적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우수

한 업체를 영업 파트너로 선정하고 고객의 불만 사항들을 

중계하여 배송업체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요인에서는 원료 농산물의 품질 제고를 통한 

가공품 고유의 품질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신

선 농산물로 팔지 못하는 비상품을 주로 원료로 사용하는 

농장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서비스 요인에서는 고객 불만 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한 농장 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등의 방안이 제안된다. 또한 이용 고객 불만의 상당 

부분이 앞서 언급한 배송 관련 문제이기에 구매 요인에의 

만족도 제고 방안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농업과 2･3차 산업융합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

진한 상황이다. 특히 2･3차 산업융합 농장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1차 농업의 산물인 

신선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다른 속성을 지님에도 

대부분의 2･3차 산업융합 농장들은 별다른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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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3차 산업융합 농장 사례연구

를 통해 이용 소비자들의 만족도 요인을 모형을 통해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요인, 서비스요인, 구매요인이 고

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재구매 의향에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세부 주요 요인들로는 제품 요인으

로는 맛과 영양 등의 품질, 서비스 요인으로는 고객 불만 

처리, 구매 요인으로는 택배 서비스가 각각 제시되었다.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 중에는 구매요

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향후 

2･3차 산업융합 농장이 주목해야 할 분분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한 농가 대응 방안으로는 제시

된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방안을 각

각 수립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제기된 택배 배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배송 업체

의 질적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우수한 업체를 영업 파

트너로 선정하고 고객의 불만 사항들을 중계하여 배송업체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3차 산업융합 농장의 한 곳인 호박 농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2･3차 

산업융합 농장 이용 고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과 제기된 시사점

들은 후속 연구 및 관련 농장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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