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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과일의 구입 행위 분석: 포도와 감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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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ven though many Korean consumers have bought environment-friendly fruits, including grapes and mandarins, 

farmers and suppliers still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how they make a decision for the actual purchase in the real 

markets. Without the suitable information of purchase behavior of environment-friendly fruits, farmers and suppliers cannot 

set up the efficient marketing strategy which can create the better agricultural products for Korean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sumers’ purchase behavior of environment-friendly fruits in Korea. Especially,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grapes and mandarins, through the survey research and the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study in this paper present a few findings useful as follows: First, Korean consumers have the strong concer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fruits. Second, consumers usually buy environment-friendly fruits by 

two times per month. Third, consumers generally concern taste, freshness, and food-safety, when they buy environment-friendly 

grape or mand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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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소비자중 일부는 관행 재배된 농산물의 식품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꾸준하게 늘여오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의 시장 규모는 2007년 2조 원 수준에서 2012년 3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

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를 분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 등에 적용하기 위한 노

력은 그리 많지 않아 친환경 농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나라 전

체 농산물 유통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0%에 못 미칠 

정도로 적은 시장이기는 하지만, 관행 재배된 농산물에 비

해 부가가치가 더 높은 고급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추가적

인 소비시장개척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이

기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 행

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대상 연구로는 최근에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Kim 등(2005)은 수도권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이산종속변수모형 분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Shin and Kim(2008)은 경남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

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실태를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Kim 등(2008)과 Kim 등(2012)은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과 구매행

태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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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whole sample.

구   분

친환경 농산물 

구입경험자

(341명)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경험자

(250명)

비율(%)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성 25.8 26.0

여성 74.2 74.0

연령별 25 - 29세 20.8 20.4

30 - 39세 39.0 42.7

40 - 49세 40.2 40.0

지역별 서울 77.4 52.8

경기 22.6 26.4

기타 0.0 20.8

학력 고졸이하 4.7 16.8

대재 및 대졸 83.3 73.2

대학원 졸업 이상 12.0 10.0

소득별 월 300만원 미만 10.6 27.2

300 - 399만원 16.1 23.6

400 - 499만원 24.6 20.0

500 - 599만원 20.8 15.2

600만원 이상 27.9 14.9

자녀

유무

있음 59.8 50.0

없음 40.2 50.0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친환

경 농산물과 관행 재배 농산물에 대해 상품 속성(안전성 

등)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기본적인 소비 실태를 논의하는 것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구매 행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요 친환경 과일 중의 하나

인 포도와 감귤에 대한 구입 행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관심도와 구입 경험 등을 분석하고, 친환경 포도

와 감귤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연

구 방법과 기본 개요에 대해 논의하였고, 3장에서는 친환경 

포도와 감귤에 대한 구입 행태 분석에 따른 결과들을 제시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4장에서는 전체 연구 내용

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연구방법

친환경 포도와 감귤에 대한 소비자의 구입행위를 분석하

기 위해 설문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다. 설문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

는 만 25세 - 49세의 소비자 700명인데, 이와 같이 샘플을 

설정한 이유는 해당 소비자층이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상당 부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 샘플을 최근 6개월 

이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와 친

환경 농산물 구입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완료 후, 통계학적인 유의성 등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분석이 진행된 샘플 수는 총 591 건인데, 이들 

샘플이 보이는 인구학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3배 정도로 높았다. 샘플의 

연령별 분포는 25세 - 29세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었

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경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분포를 보면 대학재 및 대졸자

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친환경 농산물 

구입자의 비율이 비경험자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한

편, 소득과 자녀 유무와 관련한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차이점이 부각되었다.

이상의 조사 대상자 샘플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

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가. 관심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친환

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3%가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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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umers’ concern about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unit: %).

구 분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어느

정도 

관심 

있다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계

전 체 29.1 32.1 30.5 7.8 0.5 100.0 

성별 남성 34.0 31.4 27.5 7.2 0.0 100.0 

여성 27.4 32.4 31.5 8.0 0.7 100.0 

연령 25 - 29세 27.9 39.3 23.8 7.4 1.6 100.0 

30대 24.1 34.1 31.9 9.5 0.4 100.0 

40대 34.6 26.6 32.5 6.3 0.0 100.0 

지역 서울 31.6 34.8 27.0 6.3 0.3 100.0 

경기 30.8 28.7 32.2 8.4 0.0 100.0 

기타지역 5.8 21.2 51.9 17.3 3.8 100.0 

학력 고졸 이하 20.7 17.2 51.7 10.3 0.0 100.0 

대재 및 대졸 30.0 32.5 29.6 7.5 0.4 100.0 

대학원 졸업 이상 30.3 42.4 18.2 7.6 1.5 100.0 

소득 300만원 미만 10.6 27.9 46.2 14.4 1.0 100.0 

300 - 399만원 20.2 33.3 37.7 8.8 0.0 100.0 

400 - 499만원 35.1 33.6 25.4 5.2 0.7 100.0 

500 - 599만원 41.3 30.3 22.0 6.4 0.0 100.0 

600만원 이상 35.4 34.6 23.8 5.4 0.8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6.8 26.7 28.9 7.6 0.0 100.0 

자녀 없음 19.5 38.9 32.4 8.0 1.1 100.0 

구입

경험

경험 있음 42.5 42.2 13.8 1.5 0.0 100.0 

경험 없음 10.8 18.4 53.2 16.4 1.2 100.0 

Table 3. Purchase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ithin 6 months) (unit: %).

구 분 있다 없다 계

전 체 57.7 42.3 100.0 

학력 고졸 이하 27.6 72.4 100.0 

대재 및 대졸 60.8 39.2 100.0 

대학원 졸업 이상 62.1 37.9 100.0 

소득 300만원 미만 34.6 65.4 100.0 

300 - 399만원 48.2 51.8 100.0 

400 - 499만원 62.7 37.3 100.0 

500 - 599만원 65.1 34.9 100.0 

600만원  이상 73.1 26.9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0 38.0 100.0 

자녀 없음 52.3 47.7 100.0 

의 대다수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별 응답 결과를 비교하였는

데, 성별, 연령별로는 특이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

역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는 않았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 소득수준도 상당 부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당연하지

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

답자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구입 경험

최근 6개월 사이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경험을 조사하였

는데, 이 항목은 경험자와 비경험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하려고 응답자 수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전체 비율 구성은 

의미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초기 1주일 동안 수

집한 조사데이터 분석결과, 응답자 375명 중 91%(341명)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고 단지 

9%(34명)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 인터넷을 비교적 활발

하게 활용하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소비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험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학력별, 소득별, 자녀 유무 등의 특

성별로 비교할 때 비율 그 자체는 유의성이 없지만 제한적

이나마 그룹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과 소득수준은 친

환경 농산물 구입행태와 밀접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 경

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구입 빈도

최근 6개월 사이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

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 빈도를 다시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농산물을 한 달에 2회 이상 구입하

는 응답자의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1주일에 

1회 이상 구입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9.6%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하는 비율이 17.3%, 가끔 기회 있을 때 구입

하는 비율이 10.3%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구입 빈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경우의 구입 

빈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입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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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purchase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

cultural products (unit: %).

구 분

1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2회 

이상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끔 

기회 

있을 때

계

전 체 29.6 42.8 17.3 10.3 100.0 

성별 남성 30.7 38.6 18.2 12.5 100.0 

여성 29.2 44.3 17.0 9.5 100.0 

연령 25 - 29세 18.3 40.8 23.9 16.9 100.0 

30대 33.8 39.1 18.0 9.0 100.0 

40대 31.4 47.4 13.1 8.0 100.0 

지역 서울 31.4 40.2 17.4 11.0 100.0 

경기 23.4 51.9 16.9 7.8 100.0 

학력 고졸 이하 31.3 37.5 12.5 18.8 100.0 

대재 및 대졸 30.6 44.0 17.3 8.1 100.0 

대학원 졸업 이상 22.0 36.6 19.5 22.0 100.0 

소득 300만원 미만 25.0 33.3 19.4 22.2 100.0 

300 - 399만원 30.9 43.6 18.2 7.3 100.0 

400 - 499만원 26.2 47.6 20.2 6.0 100.0 

500 - 599만원 35.2 42.3 15.5 7.0 100.0 

600만원 이상 29.5 42.1 14.7 13.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7.7 45.1 11.3 5.9 100.0 

자녀 없음 17.5 39.4 26.3 16.8 100.0 
Fig. 1. Criteria for purchase of grape.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구매를 여성이 주로 하

고, 자녀가 많은 경우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더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2. 친환경 농산물에 구입 시 고려사항

가. 포도

친환경 포도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주로 고려하는 사

항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항목별 5점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조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Fig. 1과 

같다.2) 제시된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은 맛으로 4.62점으로 집계되었고, 다음으로는 신선도(4.54

점), 안전성(4.25점), 가격(4.21점), 포장상태(4.07점) 등

이었다. 한편, 친환경 재배여부와 친환경 인증은 앞의 5대 

요인과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6위와 7위로 나타나 상대적

인 대조를 보였는데, 이는 이미 친환경 포도에 대한 구입을 

2) 구입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중요’ 5점, ‘보통’ 3점, ‘전혀 중요하

지 않음’ 1점 등 5점 척도로 설문함.

결정하기에 인증 등의 제도적인 부분은 고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친환경 포도의 경우 

일반 농산물처럼 맛이나 신선도가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

이 되고 있으나 가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 즉, 친환경 포도는 관행 재배 포도와 

달리 가격보다는 품질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구입경험자와 비경험자로 구분

하여 구입 시의 고려사항을 분석한 결과, 비경험자는 경험

자에 비해 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를 낮

게 평가하였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포도의 마케팅 전략이 구입 경험자

와 비경험자를 분리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친환경 포도를 구입하여 소비해본 소비자들은 친환경 포도

의 상품 속성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기에 보다 세분화된 상품 속성을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상품 출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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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iteria for purchase of mandarin.

나. 감귤

한편 감귤의 경우, Fig. 2와 같이 제시된 구입 고려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맛으로 4.56점으로 

집계되었고, 다음으로는 신선도(4.45점), 안전성(4.20점), 

가격(4.17점) 등으로 포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

나, 친환경 재배여부와 친환경 인증은 8위와 9위로 포도에 

비해 중요도 순위가 뒤쳐졌는데, 이는 껍질을 따로 손으로 

미리 까지 않고 껍질 채 먹거나 입에서 껍질을 다시 뱉어내

는 포도와 껍질을 손으로 까서 먹는 감귤의 섭취 방식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 구입경험자와 비경험자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비경험자는 경험자에 비해 가격을 제외하

고는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런 경향

은 포도에 대한 설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친환

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 론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07년 2조 원 

수준에서 2012년 3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오

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관행 재배된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자들의 구매 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

략 등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친환경 포도와 

감귤의 구입 행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

자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상대

적 관심도가 높았다.

최근 6개월 사이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 빈도를 조사

한 결과, 한 달에 2회 이상 구입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

장 높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구입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의 구입 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구매를 여성이 주로 하고, 자녀가 많은 

경우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더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

로 보인다.

다음으로 친환경 포도와 감귤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요 고

려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맛, 신선도, 안전성 등이 가

격 등의 속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감안한 

마케팅 전력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구입 시의 고려사

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경험자는 경험자에 비해 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렇

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친환경 과일의 마케팅 전략이 구입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분

리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는 현장 자료 수집의 한계와 분석 대상품목의 한

계 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존 선

행연구에서 제시되지 못한 친환경 포도와 감귤에 대한 실

질적인 소비자 구입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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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전략 수립 및 후속 연구에 상당히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식품의 관능과 이

화학적 품질지표 개발 및 계량화 기술 개발연구(313029- 

03-2-CG00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

립니다.

참 고 문 헌

Kim CG, Kim TY, Seo SC. 2005. Analysis of consumer pre-

ferences and purchasing behaviors toward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

Kim CG, Lee YS, Lee SG. 2008. Consumers’ attitudes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

Kim CG, Jeong HK, Moon DH. 2012.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us and market prospect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

Sin CR and Kim JS. 2008. A survey on the consumer’s pru-

chasing pattern for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Journal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42(1):pp.77-91.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