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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유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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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김하은

중국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대상국 중 2위의 주요수출국으로, 대(對)

중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기준 1,296 백만 불을 기록했다. 중국 소비자

들은 자국 식품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소득증가에 따라

식품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우수하

고 안전관리가 철저한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1.5%의 성장세를 보

이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식품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품질이 높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류 열풍 및 마케팅도 중국내에서의 한국산 농식품 소비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자차는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써 지속적 수출성장

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체결로 인해 향후 대중 유자차 수출 증

대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자차는 가공 주원료인 재래유자

의 우수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으며,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비율이 높아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이 높은 품목으로, 농가 소득보전

에 기여하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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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명주기이론(PLC: Product Life Cycle Model)에 따라, 향후 대중

유자차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는 품질 경쟁력 강화와 같은

프리미엄화, 고급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자차

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선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유자차에 관련된

대중 수출 전략 연구는 유관기관에서 발행된 수출에 관련된 통계 자료와

시장현황 전망에 대한 정리 및 요약중심의 보고서가 대부분으로, 중국내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자차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선호와 기대속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에의 시사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2013년 유자차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인식과

태도 보고서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산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소비행태 및 인식을 살펴보고, 다항로짓모델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프리미엄 유자차에 대한 선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중국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신선도, 원료, 건강 민감도 등 품질요소를 중요하

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식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며

한국산 가공식품의 품질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

다. 셋째, 가공식품의 소비행태를 살펴본 결과 깐깐하게 품질을 중시하는

유형의 소비자가 전체의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료 민감 소비

형 소비자가 그 다음인 28%로 나타났다. 넷째, 유자차의 구매에 있어서

품질 요소와 제조국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유

자차의 주요 제조국을 한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프리미엄 콘셉트를 가진 유자차에 대해서 중국 소비자의 지불의사와

구매의향은 높게 나타나, 가격경쟁보다는 인증강화 및 브랜드 확립을 전

제로 하는 프리미엄화 전략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각 콘셉트 별 소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맛 콘셉트

의 경우 소비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식품구매로 개성을 표현하려는 소

비자층일수록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맛 콘셉트의 차별화

와 보다 앞서가는 느낌의 새로운 맛 콘셉트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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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양콘셉트의 경우 기혼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식료품 구

매빈도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양을 강조

한 키즈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셋째, 안전관리 콘셉트의 경우 기혼자일수록, 상해지역 소비자인 경우,

한국식품 만족도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

밀리용 제품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유자차에 대해 비선호도를 보인 소비자들은 비선호의 이유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중국제품과의 차별성의 부족을 언급했다. 따라서

인증마크의 중국 내 홍보를 강화하고, 표기방법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여

소비자가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별, 소비자 유형별 선호를 중심으로 목표 고객층을 선정하고,

그에 맞춘 전략적인 마케팅 및 제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 뒷받침 된다면 대중 유자차 수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유자차, 대중 농식품 수출, 중국소비자 선호, 유자차의 프리미엄 콘셉트,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학번: 2013-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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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농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0년대부

터 미국, 중국, 홍콩, 아세안 시장 등으로 수출 대상국이 다변화되면서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대상국 중 2위의 주요수출국

으로, 대(對)중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기준 1,296 백만 불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의 성장세와 한국산 농식품의 고품질 경쟁력

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1.5%의 성장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멜라닌 파동, 분유 파동 등 계속되는 식

품 안전사고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식품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식품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관

리가 우수하고 안전관리가 철저한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농식품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품질이 높은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류 열풍 및 마케팅도 중국내에서의 한국산 농식품 소비증

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對)중 농식품 수출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인삼제품을 비롯하여

유제품, 김치, 유자차 등 다양한 품목들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자차는 현지생산의 증가로 인해 수출이 둔화된 커피, 인

삼 등의 품목과 달리, 건강 음료 시장 성장 추세와 함께 수출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고품질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의 증

가와 한류열풍, 해외 홍보 확대를 통한 관심도 및 인지도 제고로 인해

유자차의 수출은 신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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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차는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대(對)중 신선 농식품 수출품목 중 3

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B2B시장 확산 및 제품 인지도 제고, 유자를 이

용한 다양한 메뉴개발로 인해 소비자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자 시장의 성

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1).

한·중 FTA 발효를 통한 단계적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가 농식

품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

자차의 수출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

르면 유자차는 수출 유망품목 중에 공격적 수출 품목으로, 주요 목표지

역은 산동 및 동북 3성이다.

우리나라의 재래유자는 일본, 중국계 품종보다 품질이 우수해 이를 가

공한 유자차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다. 유자차는 전체 농

식품 수출에서도 주요한 품목으로,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신선 농식품

수출 품목 중 6위, 전체 농축산식품 수출 품목 중 20위의 주요 수출 품

목이다. 또한 국내산 농산물 비율이 10~20% 내외인 고추장과 달리, 원료

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된 한국 재래유자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농업

과 가공식품산업 간의 상호 연계 및 발전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에 농림

축산식품부는 유자차를 2013년에 20대 육성품목, 세계 30대 주요 수출전

략상품으로 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유자차의 수출은 2011년에 큰 폭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출이 많았던 일본으로의 수출은 엔화 하락세·상품 다양화의 실패로 인

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류열풍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

면서 중국·홍콩 등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2008년부터 2013년의 5년간

60.3% 증가하였다. 중화권 중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가장 높으

며,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 유자차 수출액 중 1위로, 54.5%를 차

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위주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수출단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격출혈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생산되

는 저렴한 중국산 유자차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가격경쟁보다는 프리미

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동향”(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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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화 및 고급화 전략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존에 유자차의 대중국 수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정책적 방향

수립은 중국 내 차(茶)시장규모, 가격경쟁력, 시장점유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소비자에 대한 선호에 관련된 조사나 연구를 기반으

로 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유자차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에 관

련된 연구나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중 FTA체결로 인해 유자차 수출의 증가가 기대되는 현 상황에서

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

관련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다양화 및 고급화되고

있는 중국 소비자의 선호와 유자차에 대한 기대속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출증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농식

품 소비자를 가공식품 구매속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유

자차의 프리미엄 콘셉트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구매의향과 각 콘셉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한다면 향후 마케팅 전략 및 정책적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목적

한·중 FTA로 인한 단계적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가 대(對)중

농식품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對)중

농식품 수출 주요품목인 유자차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유자차는 제품 간 가격 경쟁으로 인해

수출단가가 수출초기 단가에 비해 약 15% 하락하였으며, 한국산 브랜드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2) 또한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중국산 유자차가 등장하면서, 향후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

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품질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성과

에 관련된 통계적 자료의 분석보다는, 맛·영양·안전관리와 같은 품질요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arketing Guide-중국농식품 시장이 기다린다.”,(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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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중국 농식품 소비자를 가공식품 구매 주요

결정요인에 따라 분류하고, 각 그룹별 소비자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둘

째, 우리나라 유자차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선호도 및 구매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유자차에 대해서 세 가지 프리미엄 콘셉트를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선호하는 콘셉트를 선택하게 하여, 해당 콘셉트를 선택

한 소비자의 특성과 지불의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

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對)중 유자차 수출 증대를 위한

시사점 및 마케팅전략,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중국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가전제품과 의

류시장, 한류 이미지 제고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농식품과 관련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對)중 농식품 수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가 증가하였고, 연구의 방향은 대중 수출 전략 제고

를 위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수출전략 제고를 위한 연구는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등 유관기관의 중국

시장 관련 보고서 혹은 현황중심의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연구의 내용과

범위 또한 수출에 관련된 통계 자료와 시장현황 전망에 대한 정리 및 요

약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중국내 소비자의 선호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대(對)중 농식품 수출관련 연구

대(對)중 농식품 수출 관련 연구는 전체 농식품 및 특정 품목의 수출

증대에 대한 전략제고를 위한 경영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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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적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자차라는 특정품목

에 한정하여 소비의 선호도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소비자 선호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신재은(2014)은 중국유제품 시장의 생산 소비현황, 수출입 데이터를 활

용하여 중국 우유시장 내 가공우유, 기능성 우유 등 유제품 시장의 현황

을 분석하고, 한국 유제품의 중국 진출 방안을 고찰하였다. 중국시장 내

가공우유 생산이 확대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온라

인 판매시장의 판로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나원찬(2014)은 우리기업의 대(對)중국 생수 수출 활성화 방안을 고찰

하기 위해 중국 생수시장의 제품유형, 가격 및 수입현황을 바탕으로 4P

에 따른 마케팅 믹스 요소를 사용하였고, 중국시장 내에서의 기업 간, 브

랜드 간의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판로의 확대와,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집중화 전략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박기임(2011)은 2010 FHC China 국제박람회에서 중국 소비자 및 바이

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

자의 만족도, 구매경험, 식품 고려사항에 대해 빈도와 비중을 분석하여

지역적 차이, 소비자 간 차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식품, 유자차 등 조제식품을 유망식품으로 평가하였으나 계량

적인 실증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2. 중국 소비자 관련 연구

권재현 외(2014)는 사과의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에 대한 중국 소비자

의 선호를 분석하고자 컨조인트 분석,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

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중일 3국 각각의 인증제도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국가 간 인증결합에 대한 한계효과를 계측하여, 한국산 인증과

중국산 유기 인증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가장 수출에 효과적이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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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인증이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음을 보였다.

김경희 외(2010)은 북경, 상해, 광주, 심양, 청도의 5개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요인 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유형별 집단을 나누고, 유형별 집단 간 한

식 소비행동 특성과 선택 중요 속성,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등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및 소비자 군집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식생활 고관심 집단이 한식에 관련하여 높은 만족도와 충성도를 보이며,

안전성 지향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한식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가 낮게

나타남을 분석한 바 있다.

전형진 외(2010)은 북경, 산동, 상해 3개 지역의 친환경 농식품 생산 및

경영체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자국산 농식품의 안전사고로 인해 농식품 인중제

도 및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농식품 기업과 생산농가

가 연계를 강화하고 인증제도이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3. 유자차 관련 연구

유자차에 관련된 연구는 유자차의 제품별 성분 분석, 부산물 이용, 당도

및 산도 등의 정량화를 통한 품질 표준화 등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달리 유자차의 수출 전략이나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

한 연구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안욱현 외(2013)은 중국 4개 도시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

산 유자차에 대한 구입 빈도, 음용 용도 등에 대해 정량적으로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였다. 조사된 설문자료는 국산 유자차에 대해 중국 소비

자의 실제 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설문조사이지만 빈도와 비중을 정리한

후에 계량적인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비자의 선호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보고서의 설문조사

를 바탕으로 국산 유자차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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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의 보고서는 전통식품인

유자차에 대해 현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미국, 일본, 중국에서 8개

사(社)의 제품으로 시음 테스를 실시하였고, 제품별 가격민감도 및 특성

을 정리하였다. 이는 유자차에 대한 선호도 분석이 아닌 특정제품에 대

한 만족도 및 가격민감도를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시장 내에서 한국산 유자제품의 고유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수출초

기보다 익숙한 제품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시장 성장기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남혜원 외(2004)는 유자차의 부산물로 유자 과편을 만드는 자연과학적

인 연구를 실시하여 적색도, 명도, 황색도 등을 측정하였다. 유자차 부산

물의 활용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연구

와 방법론은 상이하지만, 연구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인

유자차의 장기적 수요확대 및 판매 촉진에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버려

지는 유자차 부산물을 사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4. 본 연구의 차별성

우리나라 유자차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소비자의 선호와 인식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부

족한 상황이다.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관련된 연구는

있었지만, 소비유형이나 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자차에 대한 선

호를 분석한 연구는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욱현 외(2013)에서 사

용된 소비자 설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특성, 프리미엄 제품

의 차별성, 소비자 선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적 제품 속성에 대한 선호와 중국 소비자의 특성을 결부시켜 마케팅 차

원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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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우리나라 유자차에 대한 중국 소비

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유자차의 생산 및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의 1절에서는 우리나라 유자차의 생산현황

과 수출현황을 살펴보고, 2장의 2절에서는 대중국 유자차 수출현황을 검

토한다. 2장의 3절에서는 중국의 농식품 및 차(茶수)류 수입시장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황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사 데이터와 분석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의 1절에서

는 대중 유자차 수출 시장에 대해 마케팅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한 이론

적 배경을 검토하고, 3장의 2절에서는 소비자 선호 분석을 위한 분석 모

델인 다항로짓모델과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3장

의 3절에서는 조사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4장은 도출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4장의 1절에서는 중국 소비자

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

자의 인식을 검토한다. 4장의 2절에서는 가공식품 구매 고려 요인에 따

라 소비자 유형을 나눈 군집분석에 대해 결과를 제시한다. 4장의 3절은

소비자에게 제시한 유자차의 프리미엄 콘셉트에 대해서, 다항로짓 모형

을 통해 추정한 콘셉트별 소비자 특성을 제시하고, 유차자 소비와 구매

성향에 관련된 소비자 특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의 4절에서는

마케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도출된 분

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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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배면적(ha) 1,164 1,091 1,060 1,040 1,036

생산량(톤) 15,146 13,140 12,100 10,642 9,746

제 2 장 우리나라 유자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 유자/유자차의 생산 및 수출현황

1. 우리나라 유자 및 유자차 생산현황

유자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으로, 201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존 일본식 표기방식인 Yuzu에서, 우리나

라 표기인 Yuja로 국제적 명칭 변경을 승인받아3), 고유품종임을 국제적

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유자차의 원료인 재래유자는 일본, 중국과 비

교하여 과즙이 많고 향기가 좋아 품질경쟁력이 높은 품종이며, 주요 품

종으로는 남해1호·다정·남출·원향 등이 있다.

유자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어 국내 소비 및 수출확

대로 생산량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기후조건 등 생산지역 확대의 한계

및 노령화로 인해 2009년부터는 생산량이 다소 감소 추세이다4). 지역적

으로는 전남 고흥, 완도, 장흥, 진도 등이 주산지이며 이중 고흥지역은

전국유자 재배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이다.

<표 2-1> 유자 생산 현황

(단위: ha, 톤)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의 통계자료 재가공

3) 제 45차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대표단, “제 45차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2013.7)

4)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품목정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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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

생산량 2,126 10 615 9,765 6 1,348 210

비중 15.1 0.1 4.4 69.4 0.0 9.6 1.5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스 58 3 3 32 8,329 3,517

쨈 2 10 4 3 77 49

술 28 5 17 14 10 3

기타
(유자차) 12,440 15,978 15,592 12,149 10,338 10,511

총계 12,528 15,996 15,616 12,197 18,752 14,079

<표 2-2> 지역별 유자 가공 현황

(단위: 톤, %)

자료: 농수산식품부,“ 2013 과실류 가공현황”에서 재가공

지역별 유자 가공현황을 보면 전남지역에서 69.4%, 경기도에서 15.1%,

경남지역에서 9.6%의 비율로 유자를 가공하고 있다. 유자의 주요 생산지

인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80%에 가까운 가공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자의 생산 및 가공은 특정 지역에 있어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 및 전남농협은 2014년의 농산물 가격 폭락 속에서도 배, 유자차,

파프리카 등을 중국, 일본 등에 2500만 달러를 수출하여 국내 농산물 가

격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5) 이처럼 주요 품목의 수출증대

를 통한 성장은 지역 산업 및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 보전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자차는 파프리카, 전복 등과 함께 전남 및

경남지역의 수출 주요 상품임에도, 생산량에 비해 수출액은 전체의 5.6%

에 불과하여,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증대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 2-3> 유자 가공 현황

(단위: 톤)

자료: 농수산식품부,“ 2013 과실류 가공현황”에서 재가공

5) 주간 전남농업정보 제 36호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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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의 가공 현황을 보면(<표 2-3>참고), 유자의 대부분은 주스 및 기

타(유자차)로 가공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주스류와 쨈의 가공이 비약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2년부터 대기업과 체인점 형태의 카페를 중심

으로 유자를 사용한 음료의 출시 및 개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유자청농축액을 사용한 증류주가 출시되어 한 달 만에 150

만병이 판매되었다. 이로 인해 유자를 비롯하여 다른 과실류를 사용한

유사제품이 연이어 출시되었고, 이중에서도 소비자는 유자를 사용한 증

류주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최근에는 유자차외에도 유자즙,

유자 과편 등 유자를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유자를 사용하여 향신료, 소스, 과자 등 다양한 식품개발을 하여 내

수시장 및 수출시장을 확대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향후 유자를 사

용한 제품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우리나라 유자차 수출 현황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기준 61억 9,000만 불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다. 2015년 농식품부의 농식품 수출목표는 77억 불로, 이

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및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6).

농식품 수출 품목은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신선농식품

품목은 국내 농가의 생산과 연계되어 있어 농가소득과 직접적 연관이 있

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품목이다.

신선농식품의 품목별 수출순위를 보면(<표 2-4>참고), 유자차는 전통

적으로 수출액이 높은 인삼, 김치, 파프리카에 이어 높은 수출액을 달성

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신선농식품 중 매출액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4천 3백만 불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동향”(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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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2 2013 2014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1 인삼 4.4 150.8 인삼 5.1 174.9 인삼 5.8 183.5

2 김치 27.7 106.6 김치 25.6 89.3 김치 24.7 84.0

3 파프리카 20.8 88.8 파프리카 22.1 87.0 파프리카 23.1 79.6

4

단일

과실

조제품

75.9 69.0

단일

과실

조제품

80.7 72.4

단일

과실

조제품

83.2 75.6

5 배 15.7 49.9 배 20.2 55.0 배 23.1 62.3

6 유자차 13.1 40.8 유자차 14.2 43.0 유자차 14.7 43.0

7 채소종자 0.5 40.4 채소종자 0.6 40.3 채소종자 0.5 39.3

8 밤 11.3 35.9 닭고기 26.1 37.1 닭고기 19.3 33.4

9 닭고기 20.9 35.8 밤 12.8 32.8 딸기 3.7 33.4

10 백합 2.7 30.1 딸기 3.1 29.8 밤 10.6 23.2

전체 355.2 1,079.4 전체 366.2 1,180.5 전체 418.7 1,121.3

<표 2-4> 신선농식품 품목별 수출 순위

(단위: 천 톤, 백만 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수출입통계에서 재가공

유자차는 국내 재래유자만을 원료로 사용하며, 국산 재래유자는 일본이

나 중국산 유자보다 품질이 좋아 유자차는 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이다.

또한 미용 및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 2002년에 수출이 시작된 이래

로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유자차 수출 추이

(단위: 톤, 백 불)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출입통계에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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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13,904 16,757 17,839 22,078 23,427

일본 9,337 12,424 11,737 8,642 6,252

대만 3,218 4,932 4,774 5,464 3,064

홍콩 3,194 2,897 2,909 3,049 5,756

미국 1,465 1,737 1,634 1,922 1,978

기타 1,489 1,695 1,922 1,864 2,473

총계 32,607 40,442 40,815 43,019 42,950

우리나라 유자차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수출량 및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08년에

서 2009년 사이에 다소 감소 추세가 있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 수출

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

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중국, 대만 등 중화

권으로의 수출 증가와 수출대상국의 다변화에 기인한다. 유자차는 전체

농림축산식품 중에서도 수출액 기준 20위의 품목으로, 2013년 농식품부

선정 20대 주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육성 품목 및 세계 30대 주요 수

출전략상품으로 지정되었다.

<표 2-5> 우리나라 유자차 주요 수출국별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주요통계” 재가공

우리나라 유자차의 수출 추이를 주요국 중심으로 살펴보면(<표 2-5>참

고), 전통적으로 수출이 많았던 일본으로의 수출은 엔화 하락세, 상품 다

양화의 실패로 인해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한류열풍 및 소비 고급화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의 유자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으로의 수출은 2008년부터 2013년의 5년간 60.3%가 증가하였다. 중화권

중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가장 높으며,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유자차 수출액 중 1위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및 동남아시아, 러시아, 유럽 등의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도 증가추

세로, 현지교포마켓 및 아시안 마켓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와 함께 신흥

시장개척 및 수출선 다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한 것이다7).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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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소비자들이 한국산 유자차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지며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자 수입은 수출된 유자가 교역국의 검역 혹은 기타 통관

의 문제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자의 수입비중은 국내

생산 유자의 0.01에서 0.1%수준으로, 우리나라 유자차는 100% 국내 유

자만으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對)중 주요 수출품목

인 고추장, 간장 등의 국내산 농산물 원료 사용비율은 10~20%정도로 매

우 낮은 것에 반해, 유자차의 국내산 농산물 사용비율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유자차는 지속적인 원료 수급 공급을 위해 국내 유자 농가와의 계

약 재배 등을 체결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농가와 식품업계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유자차의 수출증가는 가공식품으로써의 유자차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유자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고 볼 수 있다.

유자차는 2015년 국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중요도(AHP)분석결

과 스타수출품목 후보군으로 선정되었다8). 스타 수출품목으로 선정된 고

유 식품9)에는 유자차와 함께 홍삼, 김치 등이 선정되었으며, 중국소비자

조사 및 농수산식품 유통업체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호감도 및 성장

세 예측에 관련된 조사결과 고유 식품 품목에서 홍삼제품과 인삼제품을

제치고 김치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유자차는 농식품 중 막걸리,

인삼 등과 함께 전통식품 조제 방식에 따라 인증된 전통식품으로 지정되

어 있어, 전통식품 보전의 의의를 가지는 품목이다.

7) 농림축산식품부, 2014 주요통계

8)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경제브리프”,(2015.2)

9) “고유 식품”이란 우리나라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드는 식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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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對)중 농식품 및 유자차 수출 현황

1. 대(對)중 농식품 수출 현황

중국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주요 대상국으로써, 주요 수출대상국

중 수출액 기준으로 2위의 국가이다. 2014년 대중 농식품 수출액은 1,296

백만 불을 기록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 중 대중 수출비중은 <그림 2-2>

와 같다.

<그림 2-2> 전체 농식품 수출 중 대(對)중 수출 비중

(단위: 천 불, %)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출입통계에서 재가공

전체 농식품 수출 중 대(對)중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에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380백만 불을 기록했

다. 이로 인해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7.9%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평균적으로 16.6%의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

다. 최근 5년간 대중국 농식품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49%로, 향후

우리나라 주요 농식품 수출국인 일본을 제치고 최대 식품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농식품의 수출입 동향은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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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14/13)

수출

농림축

수산물(A)
787.4 1,380.00 1,278.50 1,317.90 1,296.4 ▵1.6

농산물 446.6 816.1 654.3 675 707 4.9

수산물 231.2 464.6 372.1 370.4 309 ▵16.5

축산물 23.4 36.9 130.3 145.1 172.2 18.7

임산물 86.2 62.4 121.8 127.4 107.2 ▵15.8

수입

농림축

수산물(B)
4,323.20 5,249.70 5,296.60 5,739.10 5,958.46 3.8

농산물 1,945.70 2,462.90 2,363.70 2,747.00 2,658.09 ▵3.2

수산물 1,095.70 1,250.20 1,082.80 1,025.70 1,174.44 14.5

축산물 53.3 60.3 138.3 141.6 163.57 15.5

임산물 1,228.50 1,476.30 1,711.90 1,824.80 1,962.35 7.5

무역

수지

농림축

수산물

(A-B)

△3,536 △4,060.3 △4,018.1 △4,421.2 △4,662 -

<표 2-6>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불,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주요통계” 및 “2014 주요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에서 재가공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입 동향을 보면, 2014년에는 2013년보다 수출이

1.6% 감소하였지만 농산물과 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국가전체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식품에

있어서는 아직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7~1999년

에 AG코드 570개 실품목 중에서 중국에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자당 한 개 품목이었으나, 2008년~2010년에는 유자차, 라면, 커피제품 등

을 포함한 8개 품목으로 증가하였고,10)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해 대중

국 농식품 수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對)중 농식품

수출 향상을 위해서 농식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중국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의 개최, 우수 농식품 품목 지정 및 지원, 수출지원 제도 등을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권으로 보는 중국농업:농업자료집,(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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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수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량 및 인구 등 규모면에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기 때문에 대(對)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보다는 품

질강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중국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고품질 수입 농식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를

겨냥하여 친환경 농산물, 고품질 농식품, 가공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한 경

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11)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對)중 수출 농식품 수출은 수입 원료를 가공한

식품이 대부분으로 농가와 산업과의 연계가 미약하며, 고부가 가공식품

의 수출이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또한 2014년 말부터 중국 경기둔화와 원료성 농수산물 수요 감소 등

으로 인해 전체적인 농식품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국 위엔화 절

하에 따라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다소 약화된 상태이다.12)

이로 인해 2015년 1/4분기 기준으로 설탕이나 수산물 등 원료성 농식품

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커

피믹스, 차(茶)류, 다과류 등 소비재 식품은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2. 대(對)중 유자차 수출 현황

대(對)중 수출품목 중 유자차는 신선 농식품 수출품목 중 매출액 기준

3위의 품목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주요 수출 품목이며, 수출액 기준

으로 100천불 이상 농식품 수출품목 중 8위, 고유식품 중 2위의 주요 수

출품목이다. 유자차의 대(對)중 수출액 추이는 <그림 2-3>과 같다.

2014년 기준 대중국 유자차 수출액은 23,429 백달러로, 전년보다 6% 증

가하였다. 2009년 대(對)중 유자차 수출액과 2014년의 유자차 수출액을

비교하면, 5년 만에 14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자차의 수출증가

세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1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시장 수출확대 전략보고서”,(2015)

12) 농림축산식품부, “중국의 떠오르는 고급시장, 한국산 농식품으로 공략한다”,(2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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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유자차의 대 중국 수출액 추이

(단위: 백 불)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4 수출입통계” 재가공

기존에 유자를 식용으로만 섭취하고, 차(茶)류 시장에 있어 엽차류 중심

이었던 중국에서, 우리나라 유자차는 원조 과실차로서 차별성을 가진다.

중국에서 유자차는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

여성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에 판매되지 않았던 중서부내륙,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내륙지방에서 유자차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출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3). 2015년 상반기의 판매도 순조

로운 추세로 3월까지 중국으로 수출된 유자차는 5,741천 불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유자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함에도 떫은맛이 강해,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가진 한국산

유자차의 인기가 높다.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의 수입식품 중 한국 유자

차의 판매량은 2만 2693건으로 수입식품 중 1위의 품목이다. 14) 또한 중

국내에서는 카페 등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유자차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자 시장에서도 지

속적인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의 파프리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출유관기관,

수출업체, 컨설팅 전문가들을 통해 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 유제품을 5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베이징 센터, “중국 유자차 시장현황 및 진출전략”,(2013)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도자료,(20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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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對)중국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고, 2015년에는 15억의 예산을

투입해 대(對)중국 수출 전략 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

이다.15)

겨울철에 유자차를 주로 소비하는 국내와 달리 중국에서는 유자차를 연

중 소비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수출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산 유자차에 대해 중국 소비자의 인

지도와 선호는 있으나, 개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 중국산 유자

차와의 차별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국의 유자차 소비층은 소

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10~20%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자차를 알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

기 때문에, 업계는 유자차의 저변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간 가격경쟁으로 인해 유

차의 평균가격이 59~69 위엔에서 49~59 위엔으로 약 15%가량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16) 또한 일부 수입업체가 한국 전통차류를 저가제품

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체 한국 차류 시장의 이미지 저

하가 우려되고 있다. 향후 가격경쟁의 폐해를 막고, 지속적인 수출성장세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와 품질향상, 프리미엄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현지 수요에 맞춰 소용량 제품, 포장의 고급화, 다양한 상품개발

이 필요한 시점이다.

15)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전략목표”,(2014)

16) 김명신, “한국제품의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 높여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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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국의 농식품 및 차(茶)류 수입시장 현황

중국의 식품 시장은 2015년에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식품의 수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17). 중국 식품 시장

의 고속성장은 도시화와 더불어 소득 증대로 인한 중산층의 증가와 성장

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중국 내 내수시장의 소비가 증대되

었기 때문이다18).

2014년 중국의 농식품 수입 총액은 1,214.8억 불로 전년대비 3% 증가하

였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연평균 농식품 수입 증가율은 21.5%로 빠른 속

도로 성장하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의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는, 자국산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

되면서, 기존보다 고급화된 농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려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고, 수입식품의 판매처가 증가하고 내

륙시장으로의 유통망이 발전하면서 수입농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라층을 중심으로

고급 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농식품 및 독특하

고 트렌디한 개성적 식품소비 경향이 나타나면서 수입식품은 향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더불어 한국산 농식품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으며 여타

수입상품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 인

접성으로 인해 중국 시장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드라마

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마케팅 및 한류의 영향으로 기존에 중국에서 소

비하지 않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의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 및 의료품 품목은 <표 2-7>과 같

다.

17) 한국무역협회, “중국농식품 시장이 기다린다”,(2014)

18) 중국 상무부, “중국수출입통계보고-식의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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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품목 금액
순
위

품목 금액

1
유류, 공업용 또는

약용식물, 볏짚, 줄기와
사료류

4,589,603 14 설탕 등 과당 식품 178,227

2 축산류 제품 2,057,010 15 기타식품 138,926

3 기타의제품(의류) 1,336,192 16 식류제품 105,999

4 동식물유지방 및
분해상품

911,821 17 제분공업식품 96,385

5 유제품류 859,921 18 조육(조류과)과
내장

87,789

6 물, 수산물 658,647 19 코코아 제품 87,086

7 곡물 610,420 20 살아있는 동물 83,525

8 식용과일과 견과류 514,004 21 채소, 과일, 견과
등의 제품

78,260

9 축육(가축)과 내장 496,345 22 양식분, 전분제품,
제과류

70,461

10
식품공업찌꺼기,

폐기물류,
조제된 동물 사료류

398,138 23 기타동물상품 47,888

11 주류, 와인 및 식초 315,441 24 커피, 차, 기타
향신료

34,240

12 식용채소 257,982 25 수산가공품 24,423

<표 2-7>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 및 의료품 (2014년)19)

(단위: 만 불)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수출입월연간통계보고”, (2014)통계참조하여 작성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은 공업용 혹은 약용식물, 사료류가 가장 많으

며, 축산류 제품, 동식물 유지방, 유제품류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수산물과 곡물도 주요한 수입품목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엽차의 소비가 많아, 수입차(茶)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커피 및 차(茶)류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유자차의 수입량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으로의 수입유자차의 90%이상이 한국산 유자차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유자차 수입액은 우리나라의 대중 유자차 수출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19) 중국은 농식품과 의료품을 의식품으로 함께 통계를 정리하므로, 수입액 기준으로 순

위를 정리한 결과 의류품목이 주요 순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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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품목 2013 2014 증감률(%)

1 살아있는 동물 43,247 83,525 93.1

2 담뱃잎(연초) 및
제품

145,966 209,256 43.4

3
커피, 차, 기타
향신료 25,618 34,240 33.7

4 수산가공품 18,932 24,423 29.0

5 식용과일과 견과류 409,953 514,004 25.4

6 곡물 550,029 610,420 22.1

7 코코아 및 제품 71,438 87,086 21.9

8 제분공업식품 80,209 96,385 20.2

9 양식분, 전분제품,
제과류

58,998 70,461 19.4

10 유제품류 723,880 859,922 18.8

<표 2-8>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성장률 상위 10개 품목

(단위: 만 불)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수출입월연간통계보고”,(2014)통계를 참조하여 작성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에 대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품목의 순위를 살

펴보면 <표 2-8>과 같다. 커피 및 차(茶)류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는

24위로 높은 수입규모를 보이지는 않지만, 성장률로는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 중 3위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커피, 차(茶) 등의 수입액은 2014년 34,240.8 불로 전년대비

33.7% 증가하였고, 술 및 기타 음료류의 수입액은 138,441만 달러로 전

년대비 16.1% 증가하였다. 유자차에 대한 수입은 중국 통계상 별도로 집

계되지 않지만 커피, 차 등의 수입시장에 포함되므로 커피 및 차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곡물, 수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품목과 비교

하였을 때 높은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차(茶)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

지만 주로 내수시장과 자국산 차 중심으로 수입산 차 시장이 크지 않았

으나, 소득 향상과 선호 다양화로 인해 수입산 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입차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 유자차

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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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유자차는 우리나라 신선농식품 수출 품목 중 10대 수출 품목이자, 전

체 농식품 수출 품목중 20대 주요 수출 품목이다. 수출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에 수출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수출 증가와 수출대상국의 다

변화에 기인한다. 국산 재래 유자의 사용률이 높아 농업과 산업 간의 연

계와 동반성장이 가능하며 전통식품 보전의 의의를 가지는 유자차는, 재

래유자의 품질 우수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다. 또

한 대(對)중 수출 품목 중에도 매우 주요한 품목이다.

대(對)중 수출 품목 중 유자차는 인삼, 버섯 등과 함께 대중국 5대 주요

수출 품목이자, 매출액으로는 3위의 품목으로, 한·중 FTA 발효 및 중국

내 소비증가로 인해 향후에도 성장세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2014년 기준

대중국 유자차 수출액은 23,429백 달러로, 전년보다 6%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의 5년 만에 유자차 수출액은 146.6%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유자차의 수출증가세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증대와 수요 다양화, 자국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인해 수입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에 수입차(茶)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4년에는 커피 및 차(茶) 품목이 주요 수입식

품 중에 3위의 수입시장 성장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수입차(茶)

시장은 향후에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유자차는 엽차 중심의 중국시장

에서 과일차라는 색다른 품목으로써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과 미

용에 좋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자차는 대중 농식품 수출의 주요 품목임에도 국내산 농산물 비율이

10~20%내외인 고추장과 달리, 원료의 대부분을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농업과 가공식품산업 간의 상호 연계 및 발전이 가능한 상

품이다. 또한 유자 재배지역과 가공지역이 전남과 경남에 약 80% 가까

이 집중되어 있어, 특정 지역 경제에 있어 유자차는 중요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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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주요 유자 생산지에서 생산량 대비 수출액은 전체의 5.6%

에 불과하여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증대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중국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고되

고 있지만,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 ‘중’정도의 수준이며, 가격

도 품질 대비 고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업체 간 과도

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가격출혈, 값싼 중국산 유자차의 등장으로 인해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력제고는 어려운 시점이다. 이에 대(對)중 유자차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을 추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자차는 프리미엄화와 제품군 다양화를 통해

고급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20) 아울러 유자차를 비

롯하여 농식품 전반의 대(對)중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

한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와 질 높은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 시대 농수산식품 분야 스타수출품목 발굴 조사 연

구’ 현지조사 해외출장결과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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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제 1 절 이론적 배경

수출 추이 및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대(對)중 유자차 수출은 지속

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우리나라 유자차에 대한 수요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중 FTA 발효를 통한 대외적 여건 변화로 대

(對)중 유자차 수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자차의 대(對)중 수출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제품수명주기모델 (PLC: product life

cycle model)을 통해 중국 내 우리나라 유자차 시장이 어떠한 마케팅 전

략에 주력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1> 제품수명주기

자료: 마케팅전략연구소“제품수명주기(PLC)에 따른 마케팅 전개”,(2013)재가공

제품수명주기모델이란 모든 제품이 각 시장 내에서의 일정한 수명과 성

장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한

다(T.Levitt, 1965)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제품 수명은 도입기, 성장기,



- 26 -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마다 다른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야한다. 제품의 수명은 제품별로 상이하지만 마케팅 전략에 따라

제품의 성장기와 성숙기의 연장 혹은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단계 중 제품의 ‘성장기’는 시장에서 수익이 증가하고, 초기에 호기

심을 가지고 소수의 소비자만이 구매하던 패턴에서 보다 일반적인 소비

자층으로 확대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경쟁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3~5년 정도 꾸준한 판매 증가를 보이는 경우 성장기라고

판단하며, 성장기는 브랜드확립과 제품 확장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이

라고 할 수 있다.21) 이를 중국 내 우리나라 유자차 시장에 적용해보면,

우리나라 유자차가 ‘성장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유자차는 수출 초기인 2002~2003년에는 과일차라는 특이한 품

목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매출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륙지방에서의

소비가 확산되는 등 유자차에 대해 기존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이 인식하

게 되었다. 또한 중국기업이 중국내 유자차를 생산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현지 OEM업체의 출현, 미국산 유자차의 중

국 진출 등으로 경쟁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내 우리나라 유자차의 성장세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유자차보다 한국 유자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산임을 알 수 있는 브랜드 확립,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수요를 보이

고 있다.22) 또한 온라인 시장에서도 한국산 유자차의 높은 판매 점유율

을 보이고 있어 대중 유자차 수출시장이 성장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장기에 있는 우리나라 유자차는 제품 차별화와 시장점유율 확

대, 브랜드 확립 등이 필요한 단계이며, 수요의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와

대중에게 보다 높은 관심도를 구축해야할 단계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자차의 대중 수출은 소비자층 확대와 제품 고급화, 차

별화에 중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

21) 마케팅전략연구소, “제품수명주기(PLC)에 따른 마케팅 전개”,(2013)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유자차 현지화 마케팅 전략수립

조사”,(2014)



- 27 -

제품수명주기 이론에 따른 마케팅 전략

시장특성

매출 고성장

원가 평균

이익 수익증가

고객 초기수용자

경쟁자 증가

마케팅전략

마케팅목표 시장점유율극대화, 자사 브랜드확립

제품 제품확장 서비스, 품질보증도입, 고품질 제품개발

가격 시장침투 가격

유통 집중적 유통

광고 소비자와 대중에게 인지도와 관심구축

판촉 수요의 급성장에 따라 판촉 비용 감소

손해를 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간 가격경쟁으로 인해

유자차의 판매가격이 수입초기 평균가격인 60~60 위엔에서 49~59 위엔

으로 15%가량 하락하였으며,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중국산 유자차를

한국산으로 오해해 구매한 소비자가 한국산 유자차에 대해 부정적인 견

해를 갖는 사례도 발생하였다.23) 가격경쟁을 통한 마케팅 전략은 제품이

처음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의 관심을 촉진해야하는 도입기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중국내 우리나라 유자차 시장에는 맞

지 않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따른 성장기 마케팅 전략

자료: 마케팅전략연구소“제품수명주기(PLC)에 따른 마케팅 전개”,(2013)재가공

중국 내 우리나라 유자차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 프

리미엄화가 필요하며,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호와 기대속성

에 따른 소비행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중국소비자의 유자차에 대한

선호와 기대속성, 가공식품의 소비행태 및 한국산 식품에 대한 인식을

23)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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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유자차 구매와 관련된 구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프리미엄 유자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품질요소에 관

련해 주요한 기준 요소인 맛, 영양, 안전관리의 3가지 콘셉트 유자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기대 속성, 지불의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가공식품 소비행태, 한국 식품에 대한 인

식, 유자차 및 유자차 소비에 관련된 인식, 콘셉트 유자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빈도분석, 분산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또

한 프리미엄 콘셉트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항로짓모

델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은 중국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식료품 구입 빈도, 소득 등에 대해 지역별 분포

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이란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이

고 종속변수가 등간 혹은 비율척도로 측정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 집단 간에 대한 평균의 차이검정이다. 분산분석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며, 분산은 모두 같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교차분석(검정)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의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실시되며, 두 변수의 상호관련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24) 이는 범주형 변수에 대한 범주형 변수의

비율 차이를 검정 하는 것으로, 범주형 자료의 다항분포의 표본크기가

충분히 크고, 변수간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한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

분포에 근사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아울러 소비행태 및 품질 선호 요소와 관련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중

24) 김호정 외, 「SPSS 통계분석 및 해설」,(20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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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소비자를 소비성향에 따라 분류하고자한다. 이렇게 소비성향에 따라

구분한 새로운 소비자 유형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호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하며, 소비자 유형화를 위해서는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소비성향에 대한 설문 항목들 중 품질 요소와 관련된 설문 문항

및 유자차 소비와 관련 있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여러 개의 변수를 몇 개의 요인으로 묶어주어 변수의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가공식품 구매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소비성향에 따른 군집으로 유형화 하고자 한다.25) 유

형화 된 소비자 군집은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사용하며, 각

군집에 따라 상이한 소비자의 선호 및 소비태도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프리미엄 콘셉트를 가진 유자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기대속성을 분

석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제시된 맛·영양·안전관리라는 3가지 속성의

콘셉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한다. 가장 선호하는 콘셉트를 기준으로 소비

자의 선호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산적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인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다항로짓모델은 각각의 선택확률이 독립변수에 의

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모형의 편리성으로 인

해 마케팅,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설문조사에서는 3가지 콘셉트 중 하나의 콘셉트를 선택하는 선택형 조

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형 조사는 확률효용모형에 의해

정형화 되고 다항 로짓 모형에 의해 계량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26) 다항

로짓모델은 McFadden(1980)이 제안한 것으로 Luce의 선택공리(Choice

axiom)이론과 Thurstone의 확률적 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McFadden, 1980). 27)

25) 군집의 개수에 대한 결정은 연구자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는 적재된 요인의 조합이

군집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손창수 외,2013)

26) 김태균 외, “‘식품안정성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측정: 사과를 중심으로”,(2005)

27) 안광호(1996)에서 재인용 및 McFadden(1980)을 참고하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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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콘셉트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가 유자차 콘셉트의 선택으로부터 얻는

소비자의 만족 즉 경제적 효용에 의존하여 결정되며, 소비자가  콘셉

트의 유자차로부터 얻는 효용식은 식(1)의 간접효용함수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

(1)           

  : 관측 가능한 확정적 효용

 : 관측 불가능한 확률오차,

확률변수 가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

 는 관측이 가능한 확정적 효용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는 관측이

불가능한 확률적 부분이다.  는 각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공

식품 및 유자차 구매 관련 특성()의 함수이다. 각 프리미엄 콘셉트에

대한 선택은 한 가지 콘셉트를 기준으로 정하고, 다른 범주를 기준범주

와 비교하여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하여 다른 범주에 속할 확

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유자차 콘셉트라는 대안적 선택지가

주어지고, 관측 가능한 변수  와 이에 대응한 확률효용이  인 경우,

소비자가 콘셉트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2) Pr    Pr ∈   ≥   for ≠ 

   :  선택지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확률 Pr   은 의 선형결합에 의한 함수이며,

벡터     ······ ′은 절편 과 에 대한 상관계수을 포

함한다. 확률이 비음(nonnegative)임을 확인하기 위해 에 대해 지수

를 취한 exp의 총합인 
  



exp은 1과 같지 않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을 1로 만들기 위해 exp  을 
  



exp  로 나누어주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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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3) Pr      
  



exp  

exp  

정규화를 통해 이는 
  



Pr     로 나타내지며, 이로 인해 반응확

률(response probabilities)의 총합이 1임을 증명할 수 있다. 본래의 모수

은   로 나타낼 수 있지만, 모든 0이 아닌 는 각각 다른 모수의

집합을 가지게 되므로 모델이 확립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제약을 가

해 모델을 구축한다(J.scott Long et al, 2001).

첫째로 
  



  을 가정하고, 둘째로   와 같이 ′중의 하나를 0으

로 제약하여 다음과 같은 확률 방정식 모델을 얻을 수 있다.

(4) Pr      
  



exp  

exp  
   

exp     exp     이므로,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Pr     


  



exp  



(6) Pr    


  



exp  

exp  
for   

 : 논문에서는 맛, 영양, 안전관리의 세가지 콘셉트

 :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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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

며, 관찰되는   은 Pr    ··· 의 확률을 가진다. 에 대해

가 실제 소비자에 의해 관찰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는 확률이라고

가정하고, 각 관측치가 독립적이라면 likelihood 방정식은 (7) 및 (8)과

이 나타낼 수 있다.

(7) ···      
  

(8) ···     
    


  



exp  

exp  

이를 통해 추정되어진 계수는 유효추정량이며 일치추정량을 나타낸다

(Amemiya, 1981).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하나의 콘셉트보다 다른 콘

셉트를 더 선호하여, 3가지 콘셉트 중에 선택한 경우에 각각의 설명변수

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선택한 콘셉트 별

로 소비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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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가정 내 식료품을 주로 구입하는 25~59세 남녀

-1주일에 2회 이상 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취식하는 자

-최근 6개월 내에 수입산 농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자

조사지역 (중국)북경, 상해, 광주, 청도 4개 도시

조사표본 수 각 도시별 100명으로 총 400명

조사기간 2013.8.19.~8.30

조사방법 현지실사조사로 집단 설문 실시

제 3 절 조사방법 및 설문자료

본 논문에서는 2013년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유자차에 대한 중국소비자

의 인식과 태도” 보고서의 소비자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데이터의

조사방법은 <표 3-2>와 같다.

<표 3-2> 소비자 데이터 조사방법

자료: 안욱현 외(2013)에서 재가공

유자차의 프리미엄화 및 제품 세분화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를 파

악하기 위해서 유자차의 3가지 프리미엄 콘셉트를 제시하고, 가장 선호

하는 콘셉트를 선택하게 하였다. 제시된 콘셉트는 세 가지로 맛·영양·엄

격한 관리콘셉트이다. 각 콘셉트에 대해 응답자에게 제시된 설명지의 내

용은 <표 3-3>과 같다. 영양 콘셉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의 절반인 50.3%의 소비자가 선호를 나타냈으며, 맛 콘셉트는

23.5%, 안전관리 콘셉트는 26.3%의 소비자가 각각 선호를 나타냈다.



- 34 -

구분 맛 콘셉트 영양 콘셉트 안전관리 콘셉트

콘셉트

이름

황금 빛깔의 향긋,

달콤한 한국산 유자차

몸과 마음을 치유

하는 한국산 유자차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탄생한 한국산 유자차

 콘셉트

관련

설명

-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함과 부드러운 목넘김.

-한국의 최상급 유자차가

내뿜는 황금빛깔, 특유의

향긋하고 달콤한 맛,

따뜻한 유자차 한잔과

함께 즐기는 여유

- 유자는 비타민C

구연산 등 영양의

보고로, 감기예방,

치료와 피부미용.

-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 노호와 피로를

방지하고, 몸 속의

노폐물을 제거

- 한국에서 직접 생산

〮수확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신선한 유자만으로

가공된 명품 음료

-최첨단 시스템을 완비,

위생적이고 안전한 최고

품질의 유자차 생산으로

세계인의 신뢰를 받고 있음.

이미지

선호도 23.5% 50.3% 26.3%

<표 3-3> 응답자에게 제시한 유자차 콘셉트에 대한 설명

자료: 안욱현 외(2013)에서 재가공

설문응답자는 총 400명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

는 <표 3-4>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69.3%, 여성이 30.8%로 남성이 여

성보다 많았다. 조사 대상의 연령은 20대와 30대가 전체의 약 63.0%로

비교적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40대는 23.0%, 50대는

12.75%로 조사되었다.

결혼을 한 소비자가 전체의 82.8%이며, 이중 자녀가 있는 경우가

69.75%로 나타났다. 소득은 월평균 10,000~20,000위안인 응답자가 55.75%

로 가장 많았으며, 9,000~ 10,000위안의 월수입을 가진 응답자가 30.5%,

40,000위안 이상인 고소득층은 2.25%로 나타났다.



- 35 -

항목 변수 빈도 비중 항목 변수 빈도 비중

지역

북경 100 (25.0)
성별

남성 277 (69.3)

상해 100 (25.0) 여성 123 (30.8)

광주 100 (25.0)
자녀

유자녀 279 (69.75)

청도 100 (25.0) 무자녀 121 (30.25)

연령

20대 123 (30.75)

소득

9,000~
10,000R
MB

123 (30.75)

30대 134 (33.5) ~20,000 223 (55.75)

40대 92 (23.0) ~30,000 45 (11.25)

50대 51 (12.75) 40,000
이상 9 (2.25)

가구원

수

2인 49 (12.25)

직업

사무직 9 (2.3)

3인 256 (64.0) 공무원 29 (7.2)

4인 48 (12.0)
전문직
종사자 18 (4.5)

5인
이상 47 (11.75) 자영업 193 (48.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0.5)

판매영
업

서비스
직

54 (13.5)

고졸 45 (11.25) 기능/
작업직 44 (11.0)

대졸 333 (83.25)
대학생/
대학원

생
24 (6.0)

대학원
이상 20 (5.0) 기타 29 (7.3)

합계 400 (100.)

<표 3-4> 설문 응답자의 사회 인구적 특성 (N=400)

(단위: 명, %)

2014년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월급이 5,691위안인 것을 감안

할 때 응답대상자가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자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전체의 83.25%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은 소비

자층임을 알 수 있고, 대학원 이상이 5%, 고졸이상이 11.25%로 나타났

다. 이는 20~30대가 응답자 전체의 약 63.0%이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높

은 소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으로는 자영업이 48.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판매/영업 서비스직이 13.5%, 공무원이

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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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향

항목
설문 사항

소비성향

항목
설문 사항

건강중시

몸에 좋다.

합리적

구매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

신선하다. 포장단위가 다양하다.

친환경적이다.
제품의 세부정보가 잘

안내되어 있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프리미엄

선호

고급스럽다.

원재료

중시

원재료의 원산지가

마음에 든다.
정성이 느껴진다.

원재료 함유량이 높다. 포장 디자인이 좋다.

좋은 원재료를 사용

품질중시

상품을 철저하게 관리

제조국이 마음에 든다. 가공기술력이 뛰어나다.

스타일

중시

부유층이나 유명인이

먹는다.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

진열이 보기 좋다. 맛이 좋다.

앞서가는 느낌이 든다. 믿을 수 있다.

잦은 프로모션 행사 유통기한이 짧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입산 농식품을 구매한 사람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수입산 농식품에 대해 거부감이 적고, 소비의 다양화를 추구

하는 젊은 층이 응답자의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식품이 중

국산 식품보다 가격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

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고급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프리미엄 소비 경

향의 응답자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유자차의 향후 프리미엄화 및 고

급화 전략에 있어 목표 고객층은 프리미엄 소비형의 소비자 이므로, 이

러한 특성을 가지는 응답자는 본 논문의 분석에 있어서 적절한 조사대상

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유형 분류를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사용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조사 항목은 표 3-5와 같으며 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점~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의 5점 척도이다.

<표 3-5> 소비성향 조사 항목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경제적

특성, 식품구매 및 한국식품에 관련된 변수, 유자차 구매와 관련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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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변수 빈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자=1, 여자=0

나이 20대,30대,40대,50대

결혼여부 기혼=1, 미혼=0

소득

9,000~ 10,000위안(RMB)
~20,000위안
~30,000위안
40,000위안
이상

교육수준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자녀유무 있음=1,없음=0

직업
사무직,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 판매영업, 기능직,

대학(원)생

소비행태

식료품구매빈도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최근 6개월 내
수입식품구매빈도

연속형 변수

한국식품

관련성향

한국식품 만족도 만족=1, 불만족=0

한국식품이미지 좋다=1, 그렇지 않다=0

유자차 구매

관련 성향

유자차 구매빈도 1년에 한번 미만, 1년에 1~2번,
4~6개월에 한번, 2~3달에 한번

중국산 유자차 구매 경험 있음=1, 없음=0

구매 적합 계절 계절성없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기준 더미 변수)

거주도시 북경, 상해, 광주, 청도 광주 기준 더미변수

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의 구성은 <표 3-6>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

성 변수는 성별, 나이, 결혼여부 등이며, 소비행태 관련 변수는 식료품

구매빈도와 최근 6개월 내 수입식품 구매빈도이다. 한국식품에 대한 관

련 변수로는 한국식품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하였고, 유자차 구매 관련성

향 변수에는 구매빈도, 구매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계절을 포함하였다.

<표 3-6> 독립변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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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일 2~3일 한번 일주일 한번 2주일 한번 전체

북경 22 58 17 3 100

상해 22 54 21 3 100

광주 29 40 24 7 100

청도 45 34 19 2 100

전체 118 (29.5) 186 (46.5) 81 (20.2) 15 (3.8) 400 (100)

 25.543***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중국소비자의 특성분석

1. 중국소비자의 소비행태 특성 분석

본 조사의 응답자인 중국소비자의 식료품 소비행태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식료품 구입빈도, 구입액, 가공식품 구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범주형 자료의 관측된 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검정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국소비자의 식료품 구

입 빈도는 <표 4-1>과 같다.

<표 4-1> 중국 소비자의 식료품 구입 빈도

(단위: 명, %)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식료품 구입 빈도에 있어 2~3일에 한번 식료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소

비자가 4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일 구입한다는 응답이

29.5%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식료품 구입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료품을 자주 구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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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료품 구입비 소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북경 2930.0 997.522 19000.0 5945.884

상해 2531.5 1135.485 22600.0 6907.762

광주 2770.0 1162.156 20500.0 6871.843

청도 2516.0 1153.1 12610.0 9346.198

전체 2686.88 1123.271 18677.5 8242.776

F 값 3.206 ** (0.023) 34.078*** (0.000)

는 것은 그만큼 신선도 및 품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임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교차분석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도시별로 식료품 구입 빈도에

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중국 소비자의 식료품 구입비는 <표 4-2>와 같다.

<표 4-2> 중국 소비자의 월 소득 및 식료품 구입비

(단위: 위안, %)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도시의 식료품 구입비가 동일하다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었다. 조사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8677.5위안이며, 최소

소득 9,000위안(7.2%)부터 최대 소득 90,000위안 (0.3%)까지로 나타났다.

2010년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연봉이 3,044위안인 것을 고려

할 때 조사 응답자가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는 소비자층임을 알 수 있

다. 지역별로는 상해가 22,600 위안으로 소득이 가장 높게 났으며, 청도

가 12,610위안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식료품 구입비는 북경이 2930.0위엔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가

월 평균 2770.0위엔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식료품의

판매가격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구매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 항목

은 <표 4-3>과 같으며, 가격합리성, 맛, 원료 중요성, 신선도 등에 대한

관심도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5점 ‘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

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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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항목

가격 합리성 가격대비 품질이 좋다.

맛 맛이 좋다.

원료 중요성 좋은 원재료를 사용한다.

신선도 신선하다.

건강 민감도 몸에 좋다.

트렌드 추구성 앞서가는 느낌이 든다.

정보성 제품의 세부정보가 잘 안내되어 있다.

구분 북경 상해 광주 청도 전체 F 값

가격합리성 4.75 4.52 4.42 4.6 4.57 4.806*** (0.003)

맛 4.84 4.73 4.7 4.76 4.76 2.290* (0.078)

원료중요성 4.8 4.57 4.53 4.71 4.65 4.419*** (0.005)

신선도 4.68 4.71 4.5 4.72 4.65 2.370* (0.07)

건강 민감도 4.81 4.6 4.6 4.77 4.69 3.023** (0.03)

트렌드

추구성
3.69 3.71 3.28 3.54 3.54 5.121*** (0.002)

정보성 4.54 4.24 4.25 4.47 4.37 4.955*** (0.002)

<표 4-3>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항목

이 항목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

으며, 분산분석 결과 맛, 신선도, 건강 민감도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소비 성향

주1: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중국소비자는 가공식품을 소비함에 있어 맛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뿐만 아니라 원료 중요성, 신선도 등 가공식품의 품

질에 직결되는 요소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

비자들이 관심이 적은 항목은 트렌드 추구성으로, 식품구매를 통해 개성

을 표현하거나 트렌드를 추구하는 성향은 품질과 직결된 구매결정 요소

보다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한 설문 항목은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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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항목

가격 합리성 가격대비 품질이 좋다.

품질 우수성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맛 맛이 좋다.

원료 품질 좋은 원재료를 사용한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 제조국이 마음에 든다.

건강 민감도 몸에 좋다.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구분 북경 상해 광주 청도 전체 F 값

가격합리성 4.22 4.37 3.97 4.33 4.2 8.982*** (0.000)

품질 우수성 4.22 4.46 4.13 4.38 4.3 4.335*** (0.005)

맛 4.25 4.45 4.0 4.34 4.27 5.594*** (0.001)

원료 품질 4.25 4.36 4.05 4.22 4.22 2.570** (0.5)

한국에 대한 호감도 4.18 4.39 3.89 4.35 4.15 6.186*** (0.000)

건강 민감도 4.06 4.21 3.97 4.21 4.11 2.171* (0.91)

전반적 만족도 4.07 4.28 3.88 4.26 4.12 6.479*** (0.000)

<표 4-5>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항목

이러한 항목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인식

주1: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주2: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의미한다.

분산분석 결과 원료품질과 건강 민감도와 원료 품질을 제외하고 1%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품질 우수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맛이나 한

국에 관련된 호감도, 전반적 만족도 모두 평균적으로 4점 이상으로 나타

나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품질이나 맛, 사용하는 원료의 품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산 가공식품을 건강한 식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타 도시에 비해 광주지역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나, 전반적인 만족도 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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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상해 광주 청도 평균

구입 경험율(%) 94.0 93.0 81.0 89.0 89.2

구입 빈도(연회) 9.72 7.93 6.55 10.45 8.72

중국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해 품질이나 맛, 건

강도 신선도 등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은, 향후 수출증대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 대상자 중에 70.5%

인 282명의 소비자가 수입 식료품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나, 평소 수입 식료품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유자차 소비와 관련된 중국소비자의 특성

다음으로 유자차의 소비에 관련된 중국소비자의 특성을 보고자 한다.

유자차를 구매해 본 소비자는 전체의 8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나

머지 10.8%는 유자차의 구매경험이 없었다. 구입자들은 2달에 1~2번 정

도 유자차를 구입하고 있었다. 지역별 유자차 구입 경험율 및 빈도는

<표 4-7>과 같다.

<표 4-7> 지역별 유자차 구입경험율 및 빈도

유자차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구입 경험율은 북경이 94%, 상해가 93%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광주는

8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입 빈도는 북경이 9.72회 상해가 7.93회,

광주가 6.55회, 청도 10.45회로 나타나, 청도에서의 구입 빈도가 가장 높

고 광주에서의 구입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도지역

이 여름이 무덥고 겨울이 추운 기후로 매운맛, 신 음식을 선호하기 때문

에 새콤달콤한 맛의 유자차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적으로는 연간 8.72회 정도의 구입 빈도를 나타냈다.

중국 소비자가 유자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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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빈도

매장에서 제품이 진열된 것을 보고 82 (20.5)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하고 있어서 42 (10.5)

선물을 받아 먹어보고 10 (2.5)

언론 등을 통해 소개가 되어서 18 (4.5)

우연히 유자차를 마시게 되어서 84 (21.0)

지인들이 구입한 것을 보거나 추천해서 111 (27.8)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10 (2.5)

기타(구매경험 없음) 43 (10.8)

합계 400 (100.0)

구분 북경 상해 광주 청도 전체 F 값

단맛 4.51 4.44 4.29 4.36 4.4
1.931

(0.124)

새콤한 맛 4.34 4.33 4.17 4.32 4.29
1.304

(0.273)

자주 마시기에

적당함
4.57 4.57 4.17 4.32 4.44

5.58***

(0.001)

향이 좋다 4.53 4.42 4.2 4.29 4.36
4.079**

(0.007)

<표 4-8> 유자차 구매 계기

(단위: 명, %)

유자차의 구매계기는, 지인들이 구입한 것을 보거나 추천을 받은 경우

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우연히 유자차를 마시게

된 이후 구매한 소비자가 21.0%로 나타나 시음을 통한 판매 촉진이 유

자차 판매 증대에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주요 구입 장소는 체인형 슈퍼마켓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백화점 식품매장에서의 구매 비율이 14.8%, 수입 식료품 전문점에서의 구

매가 11.5%로 나타났다.

유자차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대한 성향 분석한 결과

는 <표 4-9>와 같다.

<표 4-9> 유자차 선택시 고려하는 중요 속성에 대한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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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북경 상해 광주 청도 전체 F 값

차의 색 4.25 4.13 4.06 4.23 4.17
1.410

(0.239)

가격대비 품질 4.79 4.82 4.58 4.68 4.72
3.319**

(0.02)

몸에 좋다 4.87 4.74 4.67 4.73 4.75
2.691***

(0.004)

좋은 원재료 4.81 4.69 4.47 4.71 4.67
5.796***

(0.001)

제조국 4.4 4.45 4.26 4.33 4.36
1.192

(0.312)

디자인 4.06 3.96 3.93 3.86 3.95
3.121**

(0.04)

주1: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주2: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5점 ‘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

차의 색, 단맛, 새콤한 맛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결과가 도시별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차 선택시 맛, 원재료, 건강, 품

질, 디자인 등 주요 품질 요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품질 요소들에 비해 디자인에 대한 고려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대비 품질과 좋은 원재료의

사용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차의 평소 음용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6%가 계절에 상관없

이 유자차를 음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구매 적합 계절에 대해서도 49.8%

의 소비자가 계절에 상관없이 유자차 구매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주

로 겨울에 유자차를 음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계절성 없이

꾸준한 판매가 가능하여 수출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소결론

중국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소비행태와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유자차 소비와 관련된 특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인 중국소



- 45 -

비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고, 식품구매에도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구매빈도가 잦은 것을 볼 때, 식품의 신선도, 품질에 대

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구매에 있어서는 가격합리성,

원료, 건강 민감도 등 품질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 평소에 정보를 검색하는 등 관심도가 높고, 한국 가

공식품에 대해서는 품질 요소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음이 나타났다. 맛이나 품질관리, 원재료 등의 요소에 대해 한국산

가공식품이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광주지역의 소비자들이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만족

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자차의 구매 요소에 따른 소비특

성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에서 유자차의 구매경험과 빈도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 및 가공식품 만족도가 유자차의 소

비에도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자차의 구매경험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간 구매 빈도는

8.72회로 나타났다. 이는 유자차가 일회 구매를 통해서 장기간 음용하는

품목인 것에도 기인하지만, 향후에 구매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유자차 구매계기에 있어서는 지인의 추

천이나 구매가 가장 큰 영향을 나타냈지만, 우연히 유자차를 마시게 된

계기도 21.0%로 나타나 시음과 같은 판촉행사를 통해 유자차에 대한 인

식의 저변을 확보하고 잠재적 소비자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가공식품의 품질요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

자차의 소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품질요소에 관련해 고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유자차에 대한 구매 고려요소에 있어 제조국은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제조국이 구매 결정에 있어서 중

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공식품 이미지

제고가 유자차와 같은 개별품목 및 전체 우리나라 가공식품 판매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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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군집 특성

제 1절에서 응답자인 중국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식품 구매행태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자차 및 기타 식품 구매에 있어서 품질

요소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식품 구매 시 고려 사항 중에 품질에 관련된 소비성향을 알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점수화된 변수를

통해 식품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군집분석

을 실시하였다.

1. 요인분석

평소 가공식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결정 요인을 나타내는 24개

문항 중에서 품질요소 및 프리미엄 요소와 관련된 설문 문항 18개 문항

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

인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이용

하여, 변수 속에 내재된 요인으로 결정되는 소수의 공통적인 변수를 찾

아내는 과정이다.28) 즉 실제로 항목에서 조사되지 않은 여러 문항에 의

하여 잠재되어 있는 변수를 구하는 것으로, 먼저 상관행렬을 구한 후, 이

를 통해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요인분석 중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였고, 잠재

변수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회전을 실

시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

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해 요인 범주 내에서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

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Cronbach’값을 측정하였다.

28) 이종환,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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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항내용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분산

(%)

해당변수를

제거한 경우

Cronbach’

요인의

Cronbach’



요인1:

품질중시

웰빙 추구

안전하고 위생적 0.749

5.577 27.88

0.765

0.802

몸에 좋다. 0.727 0.762

신선하다. 0.716 0.779

맛이 좋다. 0.562 0.780

상품 철저히 관리 0.547 0.776

가격대비 품질우수 0.507 0.783

요인2:

유행 및

개성 추구

앞서가는 느낌 0.779

2.731 13.65

0.676

0.755

고급스럽다 0.747 0.697

부유층이나 유명인이

먹는다.
0.679 0.696

포장디자인이 좋다 0.582 0.720

요인3:

원료

중시

높은 원재료 함유량 0.757

1.261 6.30

0.591

0.712
좋은 원재료 사용 0.717 0.601

화학물질이 무첨가 0.592 0.636

유통기한이 짧다. 0.577 0.696

요인4: 제조국이 마음에 든다. 0.777 1.124 5.619 0.581 0.698

요인추출(요인 개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Minimum Eigen-value criterion)는 Kaiser(1960)의 판단 기준을

따랐으며, 적재량은 0.4 이상을 선택하였다. 고유값은 그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s)을 제곱하여 합한 것으로, 요인

이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요인분석결과, 분석된결과가적합한지를판단하는 KMO(Kaiser-Meyer-Olkin)

값이 0.861로 도출되어 자료의 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관계

수에 대한 유의확률 또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

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특정 변수의 분산인 공통성은 0.5 이상인 변

수이며, 적재값 또한 0.5이상인 변수로 결정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58.8%의 누적을 보여, 본 논문에서 실시한 요인분석

의 결과가 타당함이 나타났다. 도출된 요인은 품질을 중시, 유행 및 개성

을 추구, 원료 중시, 원산지 중시, 다양성 추구의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

다. Cronbach’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도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요인분석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가공식품 구매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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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항내용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분산

(%)

해당변수를

제거한 경우

Cronbach’

요인의

Cronbach’


원산지

중시

원재료의 원산지가 마음에

든다.
0.748 0.588

요인5:

다양성

선호

프로모션 행사를 자주

한다.
0.803

1.069 5.347
0.696

0.766

포장단위가 다양하다. 0.545 0.564

KMO 0.86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2630.968

유의확률 0.000

주: 회전된 적재값의 누적분포가 58.8%로 가장 높은 요인분석 결과임.

먼저 품질중시 웰빙추구 요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지, 몸에 좋은지, 신

선한지,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지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식품 구매에 있어 품질요소를 고려하는 요인이다. 유행 및

개성 추구는 앞서가는 느낌, 고급스러움, 부유층의 소비 등의 문항이 포

함되어 있어 식품 소비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거나 유행을 추구하려는 소

비행태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원료 중시는 원재료의 함유량, 원재료의 품질, 짧은 유통기한 등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신선도를 기준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요인이며, 원산

지 중시는 제품을 제조한 국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식품 구매 시 고려하

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선호 요인은 프로모션 행사나 포장단위의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는 요인으로, 품질에 대한 요인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

해 가공식품 구매에 있어서 원재료나 신선도와 같은 품질뿐만 아니라 개

성추구나 다양성 추구 등 다양한 소비 결정요인들이 소비자의 구매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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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2 3 4 5

요인1: 품질중시 웰빙 추구 -5.53 -0.57 -2.64 5.60 -1.96

요인2: 유행 및 개성 추구 -0.29 0.06 1.56 -0.58 -2.45

요인3: 원료 중시 3.52 -5.86 -1.52 0.92 0.20

요인4: 원산지 중시 -2.79 -0.85 -1.98 -2.46 2.78

요인5: 다양성 선호 -0.97 2.56 -3.37 1.21 -1.33

빈도(비중 %)
14

(3.5)

64

(16.0)

40

(10.0)

170

(42.5)

112

(28.0)

2. 군집분석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료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이용되는 기법으로, 분석대상들을 일정한 속성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다.29) 이를 통해 군집간의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 소비자의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행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K-means분석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군집분석 결과 총 5가지의 군집

이 나타났으며, 최종 군집의 형태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가공식품 구매결정 요인분석을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1

군집은 각 요인 점수에 대한 부호와 절댓값의 크기로 판단한다. 최종

중심점으로 판단할 때 최종 군집의 갯수는 총 5개이며, 각 군집간 거리

가 충분히 먼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상이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판단

된다.

군집분석 결과를 각 요인점수의 절댓값과 부호에 따라 설명한 표는

<표 4-12>, 각 군집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3>와 같다.

29) 이종환,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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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군집1

건강추구

소비형

(3.5%)

원료중시요인 품질 중시, 원산지 중시

군집1은 원재료의 함유량, 좋은 원재료의 사용 등 원재료에
관심이 높으며, 화학물질이 없고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 다만 제조국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맛이
나 상품의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원재료에 가장 민감
한 집단이다.

군집2

실험적 소비형

(16.0%)

다양성 선호 요인 원료 중시요인

군집2는 프로모션 행사, 포장단위의 다양성 등 다양성을 선
호하는 유형이며, 상대적으로 원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집단이다.

군집3

과시적인 개성

추구형

(10.0%)

유행 및 개성 추구 다양성 선호, 품질중시

군집3은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디한 집단으로, 상품구
매를 통해 앞서 가는 느낌을 받거나, 디자인이 좋거나, 부유
층이 소비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유행을 중시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지에 대해 관심도가 낮
고 상품 구매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비 유형을
가진 집단이다.

군집4

깐깐한 품질

중시 소비형

(42.5%)

품질 중시 원산지 중시

군집4는 품질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집단으로 안전하고 위
생적인지, 몸에 좋으며 맛이 있는지,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
한지 등 품질요소를 많이 고려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식
품의 제조국이나 원료의 원산지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은 집
단이다.

군집5

원료 민감

소비형

(28.0%)

원산지 중시 유행추구 및 프리미엄 선호

군집5는 식품이 제조된 국가와 원료가 어디서 수입되어 왔
는지 원산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다.
또한 유행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소비유형이다.

<표 4-12> 가공식품 구매결정 요인분석을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2

군집분석결과 깐깐한 품질중시 소비형 소비자가 전체의 4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료 민감 소비형이 28.0%로 나타났다. 과시적

인 개성 추구형은 전체의 10%, 실험적 소비형은 16.0%로 나타났다. 건

강추구 소비형은 3.5%로 아주 적은 비중을 보였다. 건강추구 소비형보다

원료에 민감한 소비형이 28%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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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추구

소비형

실험적

소비형

과시적인

개성

추구형

깐깐한

품질중시

소비형

원료

민감

소비형



빈도(비중 %) 14 (3.5) 64 (16.0) 40 (10.0) 170(42.5) 112(28.0)

성별
남성 11(78.5) 40 (62.5) 18 (45.0) 125(73.5) 83 (74.1) 3.649**

(0.05)여성 3 (21.0) 24 (37.5) 22 (55.0) 45 (26.4) 29 (25.9)

연령

20대 9 (64.0) 19 (29.7) 14 (35.0) 52 (30.5) 29 (25.9)

2.034***

(0.00)

30대 0 25 (39.1) 10 (25.0) 54 (31.7) 45 (40.2)

40대 2 (14.0) 11 (17.2) 11 (27.5) 42 (24.7) 26 (23.2)

50대 3 (21.0) 9 (14.1) 5 (12.5) 22 (12.9) 12 (10.7)

도시

북경 2 (14.0) 4 (6.3) 10 (25.0) 54 (31.7) 30 (26.8)

4.995***

(0.00)

상해 2 (14.0) 22 (34.4) 11 (27.5) 45 (26.4) 20 (17.9)

광주 8 (57.1) 23 (35.9) 9 (22.5) 29 (17.0) 31 (27.7)

청도 2 (14.2) 15 (23.4) 10 (25.0) 42 (24.7) 31 (27.7)

결혼

여부

기혼 10 (71.4) 46 (71.9) 34 (85.0) 141(82.9) 100(89.3) 8.798***

(0.00)미혼 4 (28.5) 18 (28.1) 6 (15.0) 29 (17.0) 12 (10.7)

학력

고졸

이하
4 (28.5) 9 (14.1) 5 (12.5) 6 (3.5) 11 (9.8)

2.228*

(0.08)대졸

이상
10 (71.4) 53 (82.8) 35 (87.5) 154(90.5) 101(90.2)

소득

수준

9,000~

10,000

RMB

3 (21.4) 22 (34.4) 12 (30.0) 79 (46.4) 32 (28.6)

1.882*

(0.08)
~20,000 7 (50.0) 29 (45.3) 22 (55.0) 78 (45.8) 68 (60.7)

~30,000 4 (28.5) 10 (15.6) 4 (10.0) 11 (6.4) 10 (8.9)

40,000

이상
0 3 (4.7) 2 (5.0) 1 (0.5) 2 (1.8)

<표 4-13> 소비유형에 따른 군집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단위: 명, %)

각 군집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추구 소비형 소비자

는 남성이 78.5%로 조사응답자의 남성비율이 69.3%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광주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10,000~20,000RMB의 소비

자층이 전체의 50%로 나타나 전체적인 설문 응답자와 비교하여 소득 수

준이 다소 낮은 군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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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험적 소비형 소비자 군집은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으

며, 특히 3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와 상해지역의

소비자가 실험적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와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미혼인 소비자가 많은 군집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

이 높은 40,000RMB이상의 소비자층이 4.7%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군집인 동시에 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실험적 소비를 함

을 알 수 있다.

셋째, 과시적인 개성 추구형 소비자는 여성의 비율이 55%로 높게 나타

난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약 70%가 남성임에 비해, 이

군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55.0%로 나타나, 여성소비자가 식품의 구매를

통해 트렌드를 추구하거나 개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지역적으로는 상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도

40,000RMB 이사의 고소득층이 5.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군집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깐깐한 품질 중시 소비형인 소비자층은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북경지역의 소비자가 31.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소비자가 90.5%로 높게 나타나 학력 수준이 높

을수록 품질 요소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식품 구매에 있어

꼼꼼하게 품질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료 민감 소비형의 소비자는 소득수준이 10,000~20,000RMB

인 소비자층이 60.7%로 높게 나타나, 다른 군집에 비해 평균적 소득을

가진 소비자층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군집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원료에 민감한 소비자

는 상해에서 가장 적고, 광주와 청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소비유형에 따른 군집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유

형별 소비자 군집은 프리미엄 유자차 콘셉트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 변수

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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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콘셉트별 소비자 특성

1. 다항로짓모델을 이용한 콘셉트별 소비자 특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중국 소비자에게 제시된 맛, 영양, 안전관리의 3가지 프

리미엄 콘셉트에 대해, 소비자가 최선호로 선택한 콘셉트를 기준으로 각

콘셉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산적 선

택에 따른 소비자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다항로짓모델을 사용하여 각 콘

셉트 별 소비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2절에서 가공식품 소비유형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5 가지 소비자 유형을 독립변수로 사

용하였다. 프리미엄 유자차 콘셉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와 선호도, 소

비자 특성의 분석은 향후 목표 고객층, 지역 선정, 제품 개발 등의 마켓

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맛·영양·안전 관리의 3가지 콘셉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비중은 맛 콘

셉트 23.5%, 영양 콘셉트 50.3%, 안전관리 콘셉트 26.3%로 나타나, 영양

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항로짓모델로 중국 소비자의 유자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분석을 실

시함에 있어 총 5가지의 분석모델을 설정하였다. 이는 각 모델에 새로운

속성을 가진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해당 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도출하기 위함이다.

먼저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고려한 모델이며, 모델 2는 지역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다. 중국은 지역마다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별로 소비자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별로 유자차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델 3은 제 2절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진 소비유형에 따른 소비자

군집변수를 추가한 모델이다. 모델 4는 식료품의 구매 성향에 따른 소비

자의 특성을 보기위해서 식료품 구매와 한국 식료품과 관련된 변수를 추

가하였다. 추가한 변수는 식료품 구매빈도, 최근 6개월 내 구입한 수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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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한국식품에 대한 만족도, 평소 한국에 대한 이미지이다. 최근 6개월

내 구입한 수입식품 빈도는 식료품의 구매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식료품

구매빈도는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으로 조사

하였다. 한국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점 ‘나쁘다’부터 4점 ‘매우

좋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음과 좋

지 않음의 더미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 5는 유자차에 관련된 변수를

추가한 모델로 유자차의 구매행태에 대한 변수와, 계절성에 관련된 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가 반영된 최종 모델인, 모델 5의 추정결과를 <표

4-14>에 기술하였다. 다항로짓모델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한 개의 콘셉트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다른 콘셉트를 더 선호하는 소비

자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한다. 분석결과, 각 콘셉트 별로 소비자의 특성

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보다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경우 나이, 성별, 자녀유무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맛을 더 선호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가 영양보다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적으로는 청도지역에 사는 소비자일수록 영양보다는 맛을 중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자차의 구매빈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영양보다는 맛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자차를 자주 음용할수록 맛에 대한 관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보다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경우 소비유형에 따른 군집에서

식품소비를 통해 과시적이고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비자 집단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 구매를 통해 유행을 추구하고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비자일수록 트렌디한 맛이나 앞서가는 제품군에 관심

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 보다는 맛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맛보다 영양을 중시하는 소비자에 있어서 건강추구 소비형

소비자 군집이 유의성을 보일 것을 기대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 건강추구 소비형 소비자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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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품질을 중시 소비

자이기 때문에 군집 간 특이점 혹은 상이점이 다양하고 명확하게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양보다 안전관리 즉 안전성을 더 중시하는 소비자는 나이, 지역, 유자

차구매빈도, 구매적합 계절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많을

수록 안전관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안전성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는 상해

지역과 청도지역에서 높은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지역 소

비자는 기후가 덥기 때문에 신선함을 중시하고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도

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높은 관심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적합계절을 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일수록 영양

보다는 안전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보다 안전관리를 중요시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성별, 자녀유무에 있

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맛보다는 영양을 중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맛보다는 안전관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있어서는 맛이 가장 낮은 순위의 고려사항이며, 영양이나 안전관리가 철

저히 된 유자차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평소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변수는 콘셉트 선호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산 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안전관리보다 영양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산 식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

비자가 영양에 대해 민감한 것을 나타내며, 평소에 한국산 식품에 있어

서 영양적 측면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한국산 식품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은 소비자 일수록 영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근 6개월내의 수입식품 구입빈도에 있어서, 수입식품을 자주

구매한 소비자일수록 영양보다 안전관리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수입식품을 자주 구매하는 만큼 중국 식품에 대한 불신이 있는 소비

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수입식품을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수입된 식품이 안전관리가 철저히 된지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맛보다 영양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식료품 구매 빈도에 있어서 구매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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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즉 자주 장을 보는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맛보다는 영양요소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적합

계절에 대해서 계절성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일수록 맛보다는 영양요소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자차를 계절성 음식보다는 상시

섭취 할 수 있는 식품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맛보다는 장기적 음용

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영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보다

영양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기혼자이며 한국식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유자차의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한국산 유자차에 대해 가

격, 품질 등의 평가에 있어 특이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중국산 유자

차 구매경험을 변수로 추가하였으나, 중국산 유자차 구매경험은 콘셉트

를 선택함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력이나 소득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

을수록 영양 혹은 안전관리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바와 다르게 나타

났다. 이는 조사 대상이 비교적 고학력,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에 집단 간 소득격차와 학력차이가 크지 않아서 분석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항로짓모델의 추정계수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변수의 방향성은

알 수 있지만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인 콘셉트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들

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주요 변수들의 한계효과 계산 결과는 <표

4-15>와 같다.30)

맛 콘셉트의 경우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최소 0.5%에서 최대 7.0%까지

맛 콘셉트를 선호할 확률이 높아지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일수록

6.0%~10.7%의 확률로 맛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지역 소

비자는 맛 콘셉트를 5.9%만큼 더 선호하며, 청도지역 소비자는 최소

15.7%에서 최대 15.9% 맛 콘셉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

품 구매빈도에 있어 식료품을 자주 살수록 1.0%만큼 맛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시적인 개성 추구형 소비자일수록 12.4%만큼 맛

30) 전체 변수에 대한 각 모델 별 한계효과는 부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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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콘셉트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0.7%에서 최대 1.0%만큼 영

양 콘셉트를 더 선호하며, 청도지역의 소비자의 경우 최소 17.4%에서 최

대 25.6%만큼 영양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 구매빈도

가 잦을수록 1.1% 영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 만족

도가 높을수록 9.5%에서 최대 11.6% 영양 콘셉트를 선호하며, 유자차를

여름에 구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소비자일수록 6.9%만큼 더 영

양콘셉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차의 구매빈도가 높을수록

최소 3.3%에서 최대 4.8% 영양 콘셉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콘셉트에 있어서는 기혼자의 경우 최소 10.9%에서 최대

25.9%만큼 안전관리에 더 관심이 있었고, 상해의 소비자가 12.6% 더

안전관리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최소 4.8%에서 최대 11.6%만큼 안전관리

콘셉트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내 수입식품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3.3%정도 안전관리 콘셉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나, 수입식품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안전관리 콘셉트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58 -

변 수 명
콘셉트 1 (맛)

(base=concept 2: 영양)
콘셉트 3 (안전관리)
(base=concept 2: 영양)

콘셉트 3 (안전관리)
(base=concept 1: 맛)

추정치 Std.Err. 추정치 Std.Err. 추정치 Std.Err.

나이 0.051** (0.02) 0.041** (0.02) -0.011 (0.02)

성별 -0.710** (0.32) -0.128 (0.30) 0.565* (0.34)

수입 0.000 (0.00) 0.000 (0.00) 0.000 (0.00)

학력 0.138 (0.10) 0.123 (0.10) -0.012 (0.11)

결혼여부 0.919** (0.55) -1.238** (0.55) -2.168*** (0.63)

자녀유무 -0.885** (0.44) 0.449 (0.50) 1.355** (0.56)

지역

북경 0.179 (0.45) 0.114 (0.41) -0.034 (0.51)

상해 -0.032 (0.49) 0.731* (0.42) 0.808 (0.53)

청도 1.397*** (0.49) 0.852* (0.46) -0.481 (0.53)

군집

건강추구 -1.071 (0.97) -0.225 (0.75) 0.946 (1.02)

과시적/
개성추구

0.455 (0.56) -0.200 (0.58) -0.691* (0.61)

품질
중시

-0.417 (0.45) -0.075 (0.38) 0.357 (0.47)

원료 민감 -0.089 (0.46) -0.234 (0.43) -0.119 (0.50)

식료품 구매빈도 -0.083** (0.03) -0.040 (0.03) 0.039 (0.04)

최근 6개월내
수입식품
구입빈도

0.106 (0.18) 0.305* (0.16) 0.215 (0.19)

한국식품 만족도 -0.261 (0.25) -0.624*** (0.23) -0.369 (0.26)

유자차 구매빈도 0.172* (0.09) 0.164** (0.08) -0.004 (0.10)

<표 4-14> 다항로짓 모형의 선호 콘셉트별 소비자 특성 (모델 5)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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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콘셉트 1 (맛)

(base=concept 2: 영양)
콘셉트 3 (안전관리)
(base=concept 2: 영양)

콘셉트 3 (안전관리)
(base=concept 1: 맛)

추정치 Std.Err. 추정치 Std.Err. 추정치 Std.Err.

중국산 유자차
구매경험 0.146 (0.33) 0.003 (0.30) -0.147 (0.36)

패키지 선호도 0.511 (0.33) 0.292 (0.29) 1.563 (0.51)

구매
적합
계절

계절성없
음 -1.479*** (0.45) 0.102 (0.48) 0.063*** (0.42)

봄 0.672* (0.40) 0.747* (0.41) 1.071 (0.43)

여름 -0.958 (0.40) 0.112 (0.42) 0.140** (0.41)

겨울 0.474 (0.39) 0.640 (0.39) -0.958 (2.52)

상수항 -4.119* (2.34) -4.773** (2.23) -0.700 (2.41)

Log-L -354.579

우도비 검정 자유도(52) 120.61**

PseudoR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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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
구매적합

계절(봄)

구매적합

계절(여름)

구매적합

계절(겨울)

구매적합 계절

(없음→ 있음)

최근 6개월

수입식품

구입 빈도

(4회→7회)

한국식품

만족도

유자차구매

빈도

식료품

구입빈도

(2~3일에

한번→매일)

맛 0.51~7.0 14.3~7.2 13.8~18.6 5.9 15.7~15.9 - 1.0

영양 6.9 9.5~11.6 3.3~4.8 1.1

안전

관리
3.3 4.8~11.6 - -

콘셉트
성별

(여→남)

나이

(20대→ 50대)

결혼여부

(미혼→ 기혼)

자녀유무

(없음→ 있음)
상해거주 청도거주

과시적 개성

추구형 소비자

맛 6.0~10.7 0.51~7.0 14.3~7.2 13.8~-18.6 5.9 15.7~15.9 12.4

영양 10.3~13.2 0.7~-1.0 - - - 17.4~25.6 -

안전

관리
- - 10.9~25.9 1.1 7.8~12.6 - -

<표 4-15>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 계산 결과 (dy/dx)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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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맛 영양 안전관리

자주 가는 곳에서 판매 할 경우 구입의향 3.95 4.14 3.88

타제품 대비 참신성과 독특성 3.71 4.03 3.78

필요성 3.7 4.0 3.77

신뢰성 3.93 4.0 3.93

횟수 빈도 횟수 빈도

1주일에 1번이상 65 (16.3) 4~6개월 1번 67 (16.8)

1달에 1번 68 (17.0) 1년 1~2번 61 (15.3)

2~3달에 1번 117 (29.3) 1년에 1번 미만 22 (5.5)

2. 콘셉트 유자차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소비 의향

콘셉트 유자차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소비 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

짓모델에서 변수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6> 유자차의 프리미엄 콘셉트에 대한 평가

콘셉트 유자차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평가는 1점 ‘절대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부터 5점 ‘확실히 구입할 것이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이

에 대한 5점 평균은 <표 4-16>과 같다. 분석결과 영양콘셉트에 대한 소

비자의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신뢰성,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구입할 것이다’에 해당하는 4점에 가까운 평균을 보여, 중

국소비자가 유자차의 콘셉트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도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표 4-17> 콘셉트 유자차에 대한 구입의향

(단위: 명, %)

주: 2~3주일에 1번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0명으로 표에서 제외하였다.

자주 방문하는 매장에서 콘셉트를 강조한 유자차를 판매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2~3달에 한번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가 29.3%로 가장 많았으며, 1달에 한번 구매가 17%로 그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콘셉트 유자차에 대해 구매 의향은 있지만 예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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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 맛 영양 안전관리

구입량변화(%)
구입량 증가 예상 57.0 53.0 50.5

구입량 유지 예상 43.0 47.0 49.5

대체관계(%) 콘셉트 유자차로 대체 41.8 34.5 35.2

매빈도는 높지 않아, 향후 구매빈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표 4-18> 콘셉트 유자차에 대한 구입변화 및 대체관계

제시된 콘셉트를 가진 유자차가 판매될 경우 향후 유자차 구입량이 지

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소비자는 188명으로 전체의 47%로 나타났

다. 콘셉트별로는 맛 콘셉트에 대해 57%의 소비자가, 영양 콘셉트에 대

해서는 53%의 소비자가, 안전관리 콘셉트에 대해서는 50.5%의 소비자가

구입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존 구입량에서 프리미엄 콘셉트 유자차로 대체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맛 콘셉트가 41.8%, 영양 콘셉트가 34.5%, 안전관리 콘셉트가35.2%로 나

타나 프리미엄 콘셉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화한 콘셉트 유자차에 대해서 콘셉트별로 소비자가 얼마의 지

불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표 4-19>참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한국산 유자차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

격은 평균적으로 119.29%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소비자가 한국산 유자

차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을 나타낸

다. 따라서 현재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줄이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가격을 오히려 높여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역적으로는 3가지 콘셉트 모두 상해가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보였으며,

남성과 여성은 영양콘셉트를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맛

이나 안전관리 콘셉트에 대한 지불의사는 비슷했지만 영양 콘셉트에서

30대의 지불의향이 가장 높았다. 이는 30대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연령층이고 소득이 높은 연령대로 지불가능 금액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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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타입 파우치 타입

가장 마음에 드는 타입 247 (61.8) 153 (38.3)

가장 편리한 패키지 110 (27.5) 290 (72.5)

고급스러운 패키지 269 (67.3) 131 (32.8)

한국산 이미지의 전달 272 (68.0) 128 (32.0)

제시된 이미지

맛 영양 안전관리 평균

평균 지불가격 114.71 122.29 120.85 119.3

최소가격 80.0 80.0 80.0 80.0

최대가격 150.0 180.0 170.0 166.7

도시

북경 116 118 116 116.7

상해 129 131 129 129.7

광주 115 116 115 115.3

청도 124 124 124 124.0

성별
남성 121 120 121 120.7

여성 121 123 121 121.7

연령

20대 120 119 120 119.7

30대 121 156 121 132.7

40대 123 124 123 123.3

50대 118 118 118 118.0

<표 4-19> 콘셉트별 지불 의향 가격

(단위: %)

주: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100%로 할 때, 몇%까지 지불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유자차의 패키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표 4-20>과 같다. 제시된

패키지는 병 타입과 파우치 타입으로, 소비자들은 유자의 과육을 확인할

수 있는 병 타입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 타입은

고급스러워 보임과 동시에, 한국산으로서의 이미지도 파우치 타입 보다

중국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선호 패키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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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타입은 편리성 부분에 있어서는 72.5%의 소비자의 선호를 얻었

으나, 고급성이나 한국산 이미지의 느낌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우치 타입이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내

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형태의 파우치의 개발을 통해 포장 디자인, 소포

장 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프리미엄 콘셉트 유자차 제품이 판매될 경우 향후 유자차 구입량 변화

에 대해 응답자 중 56.1%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유자차 구입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증가할 구입량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28%만큼

더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가격 또한 중국유자차의 가격을 100%

라고 하였을 때 평균 119%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여, 중국소비자가 프리미엄 유자차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음

이 나타났다.

맛, 영양, 안전관리를 콘셉트로 한 3가지의 프리미엄 유자차에 대해 선

호하는 콘셉트 별로 지역 간 및 소비자 특성 간에 상이점을 보였다. 유

자차 콘셉트에 대해 선호가 명확하게 나타난 지역은 청도와 상해로, 청

도지역은 맛 콘셉트를 상해지역은 안전관리 콘셉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모델을 통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맛 콘셉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향, 식감 등의 요소에 관심도가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맛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맛을 중요시하는 것은 미각에 대한 뚜렷한 선호

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맛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맛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소비유형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제품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려는 과시적 개성추구 소비자형으로 나타났다. 최신 유행

이나 트렌드인 식품과 맛에 대해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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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콘셉트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양 콘셉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보면, 기혼일수록 영양

콘셉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욱 영

양 콘셉트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일수록 최대 13.2%만큼

영양 콘셉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콘셉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또 다른 특징은 식료품 구매빈도가 높

은 소비자일 경우 영양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평소에 자주 식료품

을 구매할 만큼 식품 소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식품의 영양요소

를 꼼꼼히 챙기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유자차에 대해서도 영양 콘셉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식품에 대해 평소에 만족도가 높았던 소비자인 경우에도 영양

콘셉트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산 식품을 구매하

는 소비자가 평소에 영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에 한국산 식품을 구매한

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산 식품에 대해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이기 때

문에 한국산 유자차에 대해 영양 콘셉트를 선호한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즉 한국산 식품에 대해 영양적인 측면이 우수하다고 기대하는 기

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안전관리 콘셉트에 대해서는 결혼을 한 경우가 10.9% 더 선호하

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양콘셉트에서도 결혼을 한 경우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다 영양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는데 가족이 있는 경우는 혼자 사는 경우보다 영양

이나 안전관리에 더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6개월

내에 수입식품을 자주 구매한 소비자는 안전관리 콘셉트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나, 평소 수입식품에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가 안전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더운 기후로 인해 식품 안전에 관심도가 높

은 상해지역과 유자차 구매 적합성 계절에 대해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소

비자층에서 안전관리 콘셉트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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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마케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신선농식품 중 주요 수출품목이자 대중 농식품 수출품목 중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자차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중국 소비자

의 가공식품 구매 행태와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 유자차 소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대중 유자차 수출에 있어 고부가가치 상

품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갖추고자 프리미엄 콘셉트를 가진 유자차를 소

비자에게 제시하고, 콘셉트 별로 선호에 따른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제품수명주기 이론에 따라 성장기로 판단된 중국내 우리나라 유자차 시

장은, 향후 우리나라 유자차에 대해서 가격경쟁이 아닌 고부가가치 상품

으로써의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프리미엄 콘셉트 유

자차에 대해 중국 소비자가 높은 구매 의향을 보이며, 유자차의 고품질

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유자차에

대한 고품질화, 프리미엄화, 고급화 전략의 추진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각 콘셉트 별로 소비자 특성에 따라 마케팅 전략에 대한 함

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가지 콘셉트 중 맛 콘셉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향, 식감 등의

요소에 관심도가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맛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맛을 중요시하는 것은 미각

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맛에 대해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한국산 유자차

에서 연상되는 달콤하면서 향긋한 맛을 강조하고, 시각적으로 풍미가 느

껴질 수 있도록 제품 포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맛 콘셉

트를 강화한 제품을 명절 선물용 제품 등으로 개발한다면, 연령대가 높

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젊은 소비층이 선물용으로써 구매하는 비중이 증

가할 것이다.

특히 맛 콘셉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선호를 보인 소비자층은 소비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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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분하였을 때 식품의 구매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려는 소비자층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에게 맛 콘셉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맛보다는 보다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만 콘셉트 개발이 필

요하다. 석류와 유자간의 결합 제품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한 기존

의 사례와 같이 유자차 단일 제품이 아닌 다양한 과일류와의 조합을 통

해 맛 콘셉트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맛 콘셉

트는 기존의 한국산 유자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제품과,

트렌디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하는 독특한 맛, 혹은 다른 과일과의

혼합을 통한 새로운 맛을 가진 제품으로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유자차를 구매하기에 적합한 계절을 봄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맛 콘

셉트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소비자는 유자차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감기예방의 목적뿐만 아니라 맛이 좋아 디저트로써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자를 이용한 다양한 카페 메뉴의 개

발이 중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영양 콘셉트의 경우에는 미용효과, 감기 예방 효과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었으며, 3가지 콘

셉트 중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에게 선호되는 콘셉트로 나타났다. 영양

콘셉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보면, 기혼일수록 영양 콘셉트에 대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욱 영양 콘셉트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유자차는 달콤하고 새콤한 맛으로 아이들에게도 쉽게 음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영양을 강조하는 키즈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판매 증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로

는 남성일수록 영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양콘셉트는 휴대성이 편리하거나 바로 음용

이 가능한 1회용 상품의 개발을 통해 남성 소비자를 겨냥한 콘셉트의 개

발이 요구된다.

영양콘셉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또 다른 특징은 식료품 구매빈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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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자일 경우 영양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영양 콘셉트를 가진 유자

차를 평소 자주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안전관리 콘셉트에 대해서는 기혼자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안전관리 콘셉트의 유자차는 패밀리용 제품의 출

시 등을 통해 1인 가구보다는 가족단위의 소비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하

는 판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운 기후로 인해 식품 안전에 관심도가 높은 상해지역과 유자차 구매

적합성 계절에 대해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층에서 안전관리 콘셉트

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콘셉트는 특히 상해지역과 같이

기후가 더운 지역을 타겟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유자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지인이 구매하는 것을 보거나

추천을 받았다는 응답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구매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므로, 시음행사와 같은 판촉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

가 유자차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도 확산 및 판매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선호 패키지에 있어서 병 타입의 패키지가 선호되는 이유는 고급스러움

과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기에 안전함이 느껴지기 때문인데, 패키지의

고급화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붉은색과 금색을 활용한 포장 방법의 개

발 등을 통해서 고급스러움, 안전성, 신뢰성의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프리미엄 유자차에 대해 비선호도를 보인 소비자들은 비선호의

이유로 인지도가 낮거나 생소해서, 혹은 중국산과의 차별화가 부족한 점

을 주요한 이유로 언급했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유자차는

공인된 브랜드나 품질 인증마크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현실이다. 우리

나라 유자차는 2014년 말 5개 업체, 12개 품목에 의해 수출용 유자차 인

증마크가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 소비자에게는 아직 생소한 실정이다. 이

렇다보니 한국어 표기를 병기한 중국산 유자차의 난립으로 인해 한국산

유자차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따라서 인증마크의 중국 내 홍보를 강화하고, 표기방법에 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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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여 소비자가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기존에 대(對)중 유자차 수출이 수출액과 성장세에 집중하는 정

책을 폈다면, 전체적인 성장세보다 각 지역별, 소비자 유형별 선호를 중

심으로 목표 고객층을 선정하고, 그에 맞춰 전략적인 마케팅 및 제품개

발을 할 수 있도록 업계는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는 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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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자 대(對)중 주요 수출품목인 유자차는 수출

액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산 농산물의 사

용률이 높은 고유품목으로 농업과 산업 간의 연계가 가능하여, 국내 유

자농가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식품으로써 전통식품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의의가 있어, 농식품 품목 중에서도 다원적 기능을

가지는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엽차류 중심 시장이었던 중국에 절임 형태의 과일차가 등장한 것은 한

국산 유자차가 처음으로, 유자차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85.8%가 유

자차의 생산국으로 한국을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내에

서는 유자차에 대해 한국이 주요 생산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류 열풍 및 내륙지방에서의 소비증가, 다양한 메뉴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및 사업체 시장 확대로 인해 중국내 우리나라 유자차의 성장세

가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간 가격 경쟁으로 인해 가격 출

혈이 발생하고 있고, 수출 초기보다 15%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따라 현재의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유자차의 선호와 성장세,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보다는 고급화와 프리미엄화를 통해 유자차 수출을 보다 증진

시킬 수 있는 성장기 단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국 소비자에게 유자

차의 프리미엄 콘셉트를 제시하고 구매 의향을 살펴본 결과, 중국산 대

비 평균적으로 119.2%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콘셉트별로 상이한 소비자 특성을 보여 각 콘셉트가 각기 다른 소

비자층을 타겟으로 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유자차에 대해 가격 경

쟁이 아닌 품질 고급화를 꾀하고 오히려 가격을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

향으로도 수출신장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유자차의 고급화와 프리미엄화 전략에 대해서 기존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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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추이나 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가 아닌 소비자의 선호에 중

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자차에 대해서 프리미엄화된 3가지 콘

셉트를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선택하게 하여, 각 콘셉트마다 상이한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맛, 영양, 안전관리 3가지의 콘셉트 중 맛 콘셉트의 경우 남성

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소비를 통해 유행이나 개성을 추구하려고 할수

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콘셉트에 대해서는 기혼자일수록, 자

녀가 있을수록, 식료품 구매빈도가 높을수록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콘셉트는 역시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상해지역일수록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셉트별로 소비자의 지불의향과 유자차 선택 시 고려 요소 등을

바탕으로 각 콘셉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혹은 비선호 이유에 대해 검

토한 결과, 중국 소비자들은 프리미엄화한 콘셉트 유자차에 대해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의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차

를 구매하기에 적합한 계절에 대해서도 계절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응답

한 소비자가 70%에 가깝게 나타나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점도 특징적

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유자차에 대해서는 가격 경

쟁이 아닌 품질 고급화를 꾀하고, 오히려 가격을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

향을 추진하는 것이 고려된다. 중국내에서 중국 유자를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만들어지는 유자차의 경우 맛이나 색감 면에서 소비자들을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품질 고급화가 가능한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중

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유자차의 인식을 고급제품으로 향상 시킨다면 향

후 대중 유자차 수출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관세는 기존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유자차가 포함된 과일청의 평균 관세율은 22.9%로 아세안의 다른 국가

의 관세가 1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관세 피해는 및

비관세 장벽은 한중 FTA를 계기로 관세(20%)는 향후 15년간 단계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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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철폐, 비관세장벽도 통관을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어,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프리미엄 유자차에 대해 비선호를 보인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낮

거나 생소함을, 혹은 중국산과의 차별화가 부족함을 주요한 이유로 언급

했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유자차는 공인된 브랜드나 품질

인증마크가 2014년 말 5개 업체, 12개 품목에 의해 인증마크가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소비자에게는 아직 생소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인증마크

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자차 수출상품에 대한 공인

인증마크의 개발, 인증 절차의 수립, 인증 내용의 확립과 홍보에 지원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출용 유자차의 품질이 하락된 것은 가공업체 난립과 유자즙의

수출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 생산량의 20~30%를 차지했던

저급품은 퇴비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착즙용으로 판매하면서 질이 낮은

상품이 슬라이스나 즙으로 수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31)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자차 대(對)중 수출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와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

하여 현재 필요한 마케팅 전략,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현재 유자차를 소비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유자

차 소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비자 선호 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자차라

는 품목에 대해서 중국 소비자의 선호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실제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품개발, 가격 책정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설문내용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되지 못한 보다 자세한 중국 소비자의 특성 분석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역적으로 매우 상이한 특

징을 보임에도 주요 4개 도시에 한정해 분석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라고 할 수 있다.

31) 한국농어민신문 (2015.04.17.)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유자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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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Std.Err.

나이 0.01** 0.01** 0.01** 0.01** 0.01** (0.00)

성별
-0.14*
**

-0.13*** -0.11** -0.10** -0.09** (0.04)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학력 0.00 0.01 0.01 0.01 0.01 (0.01)
결혼여부 0.14* 0.17** 0.16** 0.17** 0.21*** (0.07)

자녀유무
-0.14*
*

-0.16** -0.17*** -0.16*** -0.16** (0.06)

기능직 -0.01 -0.01 -0.02 -0.01 -0.01 (0.01)

자영업 -0.01 -0.03 -0.02 -0.03 0.00 (0.06)

공무원 0.03 0.02 0.03 0.03 0.03 (0.07)
북경 0.04 0.05 0.05 0.01 (0.06)

상해 -0.04 -0.03 -0.05 -0.06 (0.07)

청도 0.16*** 0.16** 0.17*** 0.14** (0.06)
1건강추구 -0.11 -0.11 -0.17 (0.13)
3 과시적/
개성추구

0.12* 0.14* 0.08 (0.07)

4 품질중시 -0.05 -0.05 -0.06 (0.06)
5 원료민감 0.00 0.00 -0.01 (0.06)
식료품
구매빈도 -0.01** -0.01** (0.00)

최근 6개월내
수입식품
구입빈도

-0.01 -0.01 (0.02)

한국식품
만족도 -0.02 0.00 (0.03)

유자차
구매빈도 0.01 (0.01)

중국산
유자차
구매경험

0.02 (0.04)

계절성 없음 -0.22*** (0.05)

봄 0.06 (0.05)

여름 -0.14*** (0.05)

겨울 0.04 (0.05)

부 표

<부표 1> 선호 콘셉트별 소비자 특성 변수의 한계효과

(콘셉트1:맛)

주: *p <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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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Std.Err.

나이 -0.01** -0.01** -0.01*** -0.01*** -0.01*** (0.00)

성별 0.13** 0.12** 0.10* 0.09 0.07 (0.05)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학력 -0.02 -0.02 -0.03 -0.03 -0.02 (0.02)
결혼여부 0.12 0.10 0.10 0.11 0.06 (0.09)

자녀유무 0.01 0.03 0.02 0.01 0.03 (0.08)

기능직 0.01 0.01 0.01 0.01 0.01 (0.01)

자영업 -0.01 0.00 0.00 0.01 -0.03 (0.07)

공무원 0.07 0.07 0.07 0.07 0.03 (0.08)

북경 -0.04 -0.05 -0.08 -0.02 (0.07)
상해 -0.05 -0.05 -0.08 -0.07 (0.07)

청도 -0.17** -0.18** -0.26*** -0.20*** (0.08)

1건강추구 0.08 0.08 0.15 (0.14)
3 과시적/
개성추구

-0.04 -0.04 -0.02 (0.10)

4
품질중시

0.07 0.06 0.05 (0.07)

5
원료민감

0.07 0.07 0.05 (0.08)

식료품
구매빈도

0.01** 0.01** (0.01)

최근
6개월내
수입식품
구입빈도

-0.03 -0.04 (0.03)

한국식품
만족도

0.12*** 0.10** (0.04)

유자차
구매빈도 -0.03 (0.01)

중국산
유자차
구매경험

-0.01 (0.05)

계절성
없음

0.11 (0.08)

봄 -0.15** (0.07)

여름 0.07 (0.07)
겨울 -0.12* (0.07)

<부표 2> 선호 콘셉트별 소비자 특성 변수의 한계효과

(콘셉트2: 영양)

주: *p <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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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Std.Err.

나이 0.00 0.00 0.00 0.00 0.00 (0.00)

성별 0.01 0.01 0.01 0.02 0.02 (0.05)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학력 0.01 0.01 0.02 0.02 0.01 (0.02)

결혼여부 -0.26*** -0.27*** -0.26*** -0.27** -0.27*** (0.09)

자녀유무 0.13 0.13 0.14* 0.15 0.13 (0.08)

기능직 0.00 0.01 0.01 0.00 0.00 (0.01)

자영업 0.02 0.03 0.02 0.02 0.03 (0.07)

공무원 -0.10 -0.09 -0.10 -0.09 -0.07 (0.08)

북경 -0.01 0.00 0.03 0.01 (0.07)

상해 0.08 0.08 0.12* 0.13* (0.07)

청도 0.01 0.02 0.09 0.06 (0.07)

1건강추구 0.03 0.02 0.02 (0.12)

3 과시적/
개성추구

-0.08 -0.09 -0.06 (0.09)

4
품질중시

-0.01 -0.01 0.01 (0.06)

5
원료민감

-0.07 -0.07 -0.04 (0.07)

식료품
구매빈도

0.00 0.00 (0.00)

최근
6개월내
수입식품
구입빈도

0.05 0.05* (0.03)

한국식품
만족도

-0.10** -0.09*** (0.04)

유자차
구매빈도 0.02 (0.01)

중국산
유자차
구매경험

-0.01 (0.05)

계절성
없음

0.10 (0.08)

봄 0.09 (0.06)

여름 0.08 (0.07)

겨울 0.09 (0.06)

<부표 3> 선호 콘셉트별 소비자 특성 변수의 한계효과

(콘셉트3: 안전관리)

주: *p <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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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hinese consumers’

Preference for Korean citron tea

Ha Eun, KIM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a, being a second largest exporter of Sou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its import from S.Korea recorded 1,296 Mil. dollars in the

year 2014. Chinese consumers increasingly consider domestic products

unreliable and seeks for more food safety as domestic income

increases. As a result, preference over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becomes increasingly apparent. Following such trend, Chinese

Agri-food import market reflects a significant average growth of

21.5% in past 5 years.

In particular, a constant interest and demand growth is observed for

agri-food products of S.Korea due to geographical proximity to China

and higher quality. It seems that the Korean Wave through various

media channels took a role in marketing, resulting in growth in

consumption for Korea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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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a, the Korean Citron tea, holds its position as a major export with

its demand constantly increasing, even more of which is expected

after Korea-China FTA effective.

Traditional Korean Yuja, naturally high in quality, produces Yuja tea

with much competitive advantage in international market. It also

offers significant farm income protection due to its high domestic

product usage rate.

According to PLC(Product Life Cycle) theory, Korean Yuja now

faces a need for gentrification strategy and aim for premium markets

in order to add a growth factor to its exportation. Prior to this,

Chinese consumer preference analysis is called for. However, simple

government prospect research and summary statistics make most for

available Yuja export strategie research, leaving China’s domestic

consumer preference research at demand.

This research, therefore, seeks to determine both marketing and

political implications through Chinese consumer preference and

expectation factor analysis. Survey data from “Perception and attitude

of Chinese Consumers on 2013, report of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was mainly used. A number of Variance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d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observe consumer behavior and

awareness of Korean Yuja tea in Chinese market. Multinomial Logit

model was used to make comparisons among Chinese consumer

preferences over 3 types of premium citron tea concepts.

Analysis results deliver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Chinese

consumers stress on quality-factors including: freshness, raw material,

health sensitiv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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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t is implied that Chinese consumers hold a high level of

interest for imported goods and highly satisfactory and positive image

over Korean processed food.

Third, For consumer behavior analysis, quality-focused consumers

(Well-being types) scored 42.5%, followed by Country of

Origin-focused consumer at 28%.

Forth, even in terms of Yuja tea purchase quality factors and origin

was highly considered, and perceived major country of manufacture

was S.Korea. Willingness to pay for premium Yuja tea measures high

in the analysis, therefore market competitiveness can be promoted

with premium-strategy backed by strict certification process and

higher brand power, rather than price competitiveness.

Consumer characteristics in reaction to each concept shows as

follows :

First, Taste-oriented concept appealed to more aged consumers who

seeks to express individuality through purchasing food. This implies

new-flavor products are needed more than differentiation of the

concept itself.

Second, Nutrition-rich concept appealed to married couples and

families with children, and frequent groceries shoppers. It is expected

that for development of pro-children products emphasizing on

nutritional value will positively affect the export.

Third, Food safety concept appealed to married, Shanghai

region-bound consumers, and those with high satisfaction over

Korean products. This seems to require development of

family-friendly products.

Consumers who showed non-preference for Korean Yuja tea

mentioned low brand perception and lack of differenciation from



- 83 -

Chinese products as for reasons for non-preference. Therefore,

policies encouraging promotion of strict certification process of Yuja

within Chinese market is required for brand-awareness, along with

designation method unification, to avoid consumer confusion.

The study concludes that region and consumer-type specific target

marketing and product development backed by government support

will entail in continuous export growth for Korean Yuja tea in times

to come.

keywords: Korean Citron tea, agri-food exports to China,

China’s consumer preferences, Multinomial Logit model

student ID: 2013-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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