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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농업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
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는데, 그 결과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지역 일자리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최근에는 6차산업 펀드 100억원 조성하여 기존의 정부 중심의 6차 산
업화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6차 산업화 정책들은 주로 산지 농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체험 관광 등과 연계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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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increase farmers’ income and value-added agricultural products. The U.S. government has 
also supported farmers’ efforts to increase their income and value-added  products in a similar 
way even though the 6th industrialization is not the usual concept in the U.S. Especially, direct-
to-consumer and intermediated marketing is one of the main methods to increase farmers’ 
income and value-added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U.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direct-to-consumer and intermediated marketing in the U.S., through a survey and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S. farmers have shifted their 
concern and efforts from direct-to-consumer marketing to intermediated marketing because 
intermediated marketing may offer higher value-added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consumers’ perception and interest are higher for direct-to-consumer marketing than for 
intermediated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Consumers also will 
increase the portion of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through direct-
to-consumer marketing. This difference between farmers and consumers may cause difficulties 
in increasing farmers’ income and value-added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U.S. Korean farmers 
may have same problem in the future, even though they have not encountered it yet. Especial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the capabilities of farmers so that they can solve this 
problem.

6th industria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direct-to-consumer marketing, 
intermediated marketing, survey analysis

Abstract

Keywords :



A study on direct-to-consumer and intermediated marketing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the U. S. agricultural sector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5(2) June 2018 309

초점을 두다 보니,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1차산업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
업의 6차산업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농·공·상 융합을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농업과 상업
의 조합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도 농가의 직접 혹은 간접 마케팅을 통해 소득 창출
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의 6차산업화에서 발전된 사업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Kim et al. (2016), Lee et al. (2016), Kim and Han (2017) 등
에서 다수 진행되어 우리나라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농민이 주도하는 농산물 직접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Choe and Park (2012)과 Jang et al. (2013)이 각각 농민 시장(farmers’ market) 이용 소비자와 로
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 연구들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가의 직접 혹은 간접 마케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
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관련 연구가 정부 기관 주도하에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arah et al. (2015)는 미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가의 직접 혹은 간접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하여 구조적 변화를 논의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통해 개괄적인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쳐 미국 농가의 직·간접 마케팅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
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농가의 직·간접 마케팅의 실태를 상호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
로 미국 농가 직·간접 마케팅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동향을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논의한 다음, 직접 마케팅의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인식 및 소비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된 시사점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문헌조사
미국의 직·간접 마케팅의 개념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활용하였는데, 주로 미국 농무성 산하 

경제연구소(ERS, Economic Research Service)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밖에도 관련 논문들도 수집하여 연구에 적용
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Characteristics Sample Ratio (%)
Gender Male 65 37.6

Female 108 62.4
Age Less than 30 57 32.9

30s 43 24.9
40s 45 26.0
50s 19 11.0
More than 60 9 5.2

Year income ~ 50,000 dollars 66 38.2
50,000 dollars ~ 70,000 dollars 70 40.5
70,000 dollars ~ 37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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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미국 직·간접 마케팅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직·간접 마케팅의 대상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미국 중부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현지인 중 농가 직·간접 마케팅에서 판매되는 농식
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이었는데, 설문지 회수 후 검토 결과 173건의 유의미한 설문 결과를 확보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의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조사(pretest) 작업을 거쳐 설문 문항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
다. 설문지 구성에 있어 설문 응답자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 6차산업화와 농가 직접 마케팅
(DTC, Direct-to-Consumer)에 대한 개념과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식품 구
매를 주로 여성이 많이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 수준은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었고, 연 소득 또
한 대체로 고르게 분포가 되었으나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sults and Discussion
미국의 6차산업화 개황
미국은 6차산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6차산업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제활동들을 애그리비즈니스

(agribusiness)차원으로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해내고 있다. 즉, 1차산업과 2차 산업이 연계된 형태로 자신이 생산한 농
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형태로 자신의 농장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agritourism)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6차산업은 개별 농가 단위
로 진행되고 있어 마을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미국의 농가 경영 규모가 대규
모이고 주로 가족농 형태로 농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 정부는 미국 농가들의 6차산업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 정부의 정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사업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보조나 융자지원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업 
운영주체의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관리하는 등
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다.

먼저 농산물 가공의 경우에는 주 정부가 교육기관을 통해 식품가공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교육하고 
인증 등을 부여한 다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켄터키 주정부는 “Kentucky House Bill 391"에 의거하
여 켄터키 대학(the university of Kentucky)에 가내 식품가공 육성 프로그램(home-based microprocessor workshop)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농가들에게 가내 식품가공 인증(home-based microprocessor 
certification)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주의 경우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에 농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 법(Indiana law)으로 체험 프로그램 소비자가 체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나 부상 사고에 대한 위험을 전적
으로 인지하고 감당하도록 고지하여 체험프로그램 사업 주체들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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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가의 직ㆍ간접 마케팅 개념 및 현황
6차 산업의 하나인 농업과 상업의 융합은 농가의 직접 혹은 간접 마케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마케팅

(direct-to-consumer marketing)은 농가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대면거래를 하는 것으로 농민시장(farmers’market), 
도로변 매대(roadside stands), 자가 수확농장(U-pick farm) 등에서의 농식품 판매가 대표적이고 간접 마케팅은 그 지
역의 기관이나 소매업체를 통해서 농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지역 식당의 농산물 공
급 등과 유사하다.

직·간접 마케팅에 참여하는 미국 농가는 2012년 기준으로 163,675 농가로 전체 미국 농가의 7.8%에 달하는데, 이 중 
70%가 직접 마케팅만 참여하고 있다. Table 2에서 제시된 미국의 직·간접 마케팅 참여 농가 동향을 보면, 전체 직·간접 
마케팅 참여 농가는 2008 - 2011년 연평균 수치인 146,238 농가에서 11.9% 증가하였는데, 그 중 직접 마케팅만 참여하는 
농가는 1.1% 증가에 그친 반면 간접 마케팅만 참여하는 농가는 104.9%로 크게 증가하여 대조를 이룬다. 이는 과거에 비
해 미국 농가가 직접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유통업체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직·간접 마케팅 유형별 농가당 매출액 추정치를 제시한 Table 3를 보면, 직접 마케팅만 참여하는 농가의 농가
당 매출액은 연 평균 9,990 달러에 불과하지만, 간접 마케팅만 참여하는 농가의 농가당 매출액은 148,091 달러로 14.8배
나 큰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농가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간접 마케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직접 마케팅과 간접 마케팅 대상 취급 품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 등의 한계성은 
감안하여야 하지만, 간접 마케팅의 매출액 규모가 직접 마케팅의 매출액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인정될 수 있을 

Table 2. Estimated number of local food farms by marketing channel options, ARMS and 2012 Census of 
Agriculture.

Local food farms using ARMS  (2008 - 11 average) 2012 Census of Agriculture
# of farms % # of farms %

Direct-to-consumer channels only 114,001 78 115,304 70
Direct-to-consumer and intermediated 21,201 14 25,756 16
marketing channels
Intermediated marketing channels only 11,036 8 22,615 14
All local food farms 146,238 100 163,675 100
The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 estimates are annual averages computed by dividing by 
4 the data pooled over the years 2008 - 2011. The 2012 Census reports 144,530 direct-to-consumer farms in Table 
1. The estimate of 141,060 (115,304 + 25,756) direct-to-consumer farms in this table excludes 3,740 farmers not 
answering the census question on intermediated marketing channel use.
Adapted from Sarah et al. 2015.

Table 3. Synthetic estimate of local food sales.

Items

2012 Census of ARMS 2008 - 11 Estimated 2012 
Agriculture average local food sales

(# of farms) (LF sales per 
farm)

(millions of 
dollars)

Local food farms using:
Direct-to-consumer channels only 115,304 9,990 1,152
Direct-to-consumer and intermediated marketing channels 25,756 62,599 1,612

Intermediated marketing channels only 22,615 148,091 3,349
Total 163,675 220,680 6,113
Adapted from Sarah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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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농가 직접 마케팅에 대한 소비 실태 분석
농가가 직·간접 마케팅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직·간접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

식 수준을 먼저 조사하였는데, 직·간접 마케팅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해당 마케팅을 알고 있는 지를 리커트 5점 척도
(Likert scale: 매우 잘안다 5점, 조금 안다 4점, 보통이다 3점, 잘 모른다 2점, 전혀 모른다 1점)로 설문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다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았는 지를 다시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조금 그렇다 4점, 보통
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조사하였다.  Fig. 1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직접 마케팅의 경우 
설명 이전 점수 와 설명 이후 점수가 각각 4.7과 4.8로 높으면서도 근소한 차이를 보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직접 마케팅
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간접 마케팅의 경우 설명 이전 및 이후 점수가 각각 3.8과 2.7로 응답자
들이 간접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었더라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직접 마케팅에 비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농가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 직접 마케팅에 비해 농가가 연관된 모습이 낮게 
나타나는 간접 마케팅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농식품 판매 전략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

Table 4. Buying place for agricultural product and service through direct-to-consumer and intermediated 
marketing.
Types of marketing channel Sample Ratio (%)
Direct-to-consumer

Farmers' market 125 72.3
Roaside stands 25 14.5
U-pick farm 17 9.8
Others 6 3.5

Intermediated marketing
Local food store 104 60.1
Restaurant 50 28.9
Special store 10 5.8
Others 9 5.2

Fig. 1. Perception of Direct-to-consumer and Intermediated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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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직접 마케팅의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함을 강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간접 마케팅의 경우에는 판
매되는 농식품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할 것이다.

직접 혹은 간접 마케팅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장소는 Table 4와 같은데, 직접 마케팅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농민시
장이 전체의 72.3%로 가장 높아 대부분의 농식품이 농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민시장에 대한 
높은 응답률은 인근 지역에 농민시장이 개설되고 있는 응답자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미국 농촌지
역은 물론 다수의 도시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농민시장이 개설되고 있어 일정 부분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간접 마
케팅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역의 식품 판매점이 6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Kroger 
등의 전국 규모의 대형슈퍼체인에서도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해당 농가의 사진이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는 등 농가의 간접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Fig. 2에 제시된 직접 및 간접 마케팅 상품의 구매 빈도를 보면 한 달에 2 - 4번이 각각 가장 높은 비중(56.6%와 59.5%)
을 보였고, 다음으로 한 달에 1번 이하가 각각 31.8%와 19.7%로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직·간접 마케팅 상품을 보조적
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농식품을 모두 농가의 직·간접 마케팅 상품

Fig. 2. Purchasing frequency.

Fig. 3. Main product or service for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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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으로 공급 특성에 따른 한계점으로 생각되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Fig. 3의 주요 구매 품목을 보면 직접 마케팅과 간접 마케팅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직접 마케팅의 경우 과일(36.4%)

과 채소(32.9%)가 높게 나타난 반면 외식 서비스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 마케팅의 경우 외식 서비
스의 응답 비중이 40.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채소(31.8%)와 과일(23.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가가 직접 소
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외식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직·간접 마케팅 상품에 대한 앞으로의 소비자 구매 확대 의향을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조금 그렇
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설문한 결과, 직접 마케팅과 간접 마케팅의 점수가 
각각 4.4와 3.9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직접 마케팅에 대한 소비 확대 의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간접 마케팅도 
중립적 점수인 3점은 넘어서고 있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적으로 소비확대 의향을 표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가 Fig. 4에 제시되었는데, 직접 마케팅
의 경우 농가에 대한 신뢰(33.5%), 우수한 품질(26.6%), 저렴한 가격(20.2%)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 마케팅의 경우에
는 우수한 품질(28.3%), 농가에 대한 신뢰(25.4%), 저렴한 가격(21.4%) 순으로 차이를 보여 Fig. 1에서 논의된 전략이 적

Fig. 4. Reason for more purchase.

Fig. 5. Reason for less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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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된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직·간접 마케팅 상품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강점을 별로 중요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정부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
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식품 안전성에의 우수성이 직접 마케팅보다 간접 마케
팅 상품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농가 개인보다는 다음 유통단계 주체들의 관리를 더 신뢰하는 것
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구매 축소 의향을 표한 응답자들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Fig.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직접 마케팅의 경우 구
매의 불편함(38.2%)과 정보 또는 관심 부족(3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접 마케팅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정보 
또는 관심 부족(50.3%)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직접 마케팅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수준이 낮고 관련 정보도 많지 않
은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미국 농가의 직·간접 마케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간접 마케팅보다는 직접 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농가에게 직접 마케팅이 여전
히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Table 2와 Table 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간접 마케팅
의 높은 부가가치 등으로 인해 직접 마케팅보다 간접 마케팅으로 농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배치되는 면이 있
다. 환언하면 공급 부문의 농가 단계에서는 기존의 직접 마케팅보다 간접 마케팅을 더 선호하고 있지만, 소비 부문의 소
비자 단계에서는 여전히 직접 마케팅에 대해 익숙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공급과 소비부문의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하
면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직·간접 마케팅은 동반 쇠퇴하게 되고 그 자리는 기존의 농식품 유통 및 서비스 업체가 주도하
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 농업
의 6차산업화 현장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의 6차산업화 현장에서는 농가 또는 마을단위 조직 등이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의 한계성이 부각되어 대기업 등 타 부문과 연계하여 사업
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간접 마케팅 전략과 부합되는 면이 많다. 즉, 지금까지는 6차산업화 시스
템을 산지에서 직접 구축하는 단계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6차산업화의 산출물들을 주체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팔기 위
해 노력하는 단계로 전환되면서 간접 마케팅 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술 하였듯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6차산업 전용 펀드를 마련하는 등 6차산업화의 간접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농가들이 간접 마케팅의 기
회를 접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직접 마케팅 방식에서 일부 간접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6차산업화 산출
물을 간접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농업의 6차산업화를 주도하는 농가나 산지 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간접 마케팅 주체에 종속될 우려도 있으므로 산지 농가나 관련 조직의 마케팅 전문성을 제
고 시키지 못하면 결국 전문 업체에게 농식품 직접 혹은 간접 판매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다행히 최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농가 및 조직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향후 제기
될 상황을 인지하고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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