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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세계 각국과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해외 농산물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 농산물과 경쟁구조가 심화되고 있

다. 한 소득 수 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발맞추

기 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 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

이다.

  국내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한 제품 차별화 략과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이윤 극 화의 수단으로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이 핵심과제로 

두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랜드의 난립, 생산주체의 랜드 인식 결여, 

랜드 개발의 부실, 랜드 리  통제시스템 부재, 랜드 마  략 미

흡 등의 문제 으로 랜드 도입의 목 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농산물에 한 고유성과 차별성을 확보하여 부가가치를 높

이고 랜드 마  핵심 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랜드 육성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 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해 국내 농산물 랜드에 한 황 

 문제 을 악하 고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구매행동  태도를 분

석하 다. 한 국외 농산물 우수 랜드와 국내 우수 랜드의 지조사를 통

하여 국내 우수 랜드가 개선하여야 할 과 시사 을 도출하 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농산물 랜드의 문제 을 개선하고 농산물 우수 랜드를 육성하기 

한 기 자료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08.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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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 농산물 랜드의 추진실태 분석과 소비자 구매행동  태도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기 로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을 두고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 을 서술하 다.  

  제2장에서는 농산물 랜드 자산(Brand Equity)에 한 이론  검토를 하

다. 먼  랜드와 랜드 자산에 한 개념을 정리하고, 농산물 랜드의 략

 리 로세스를 도출하 다. 농산물 랜드의 략  리 로세스는 1단

계 랜드 개발  추진, 2단계 랜드 포지셔닝과 가치구축, 3단계 통합 랜

드마  로그램의 계획  실행, 그리고 4단계 랜드 자산의 성장과 유지

로 구분된다.

  제3장에서는 국내 농산물 랜드화 황과 추진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

으로 농산물 랜드의 일반  문제 과 정부정책의 문제 을 정리하 다. 국내 

시장구조가 공 과잉 구조로 변하면서 차별화의 가장 핵심 인 수단으로 

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 한 품질 리와 안정 인 물량공 , 효

과 인 사후 리 등 랜드화의 필요조건에서 개별 랜드화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공동 랜드화가 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 까

지의 공동 랜드화는 필요한 기반구축과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역단 의 표장표시  포장디자인 개선 등 포장화 측면에서 시

이고 형식  공동 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태도를 분석하고 소비자  유통

업체측면에서의 문제 을 제시하 다. 소비자의 농산물 랜드 구매패턴을 분

석한 결과 소비자가 농산물 구매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사람들

의 추천으로 소비자가 속한 커뮤니티 공간에 극 으로 침투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 축제  교류 

로그램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한 과 과일 랜드 속성에 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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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호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랜드를 구매할 때 원산지  안 성(유

기농, 친환경)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과일 랜드를 구매할 때에는 신선도와 

당도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  약 69%는  

랜드에 하여 특정 랜드를 반복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 과일류 

랜드는 약 67%가 특정 랜드를 반복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으며, 특정 

랜드를 반복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랜드를 먹어보고 싶어

서”가  44%, 과일 45%로 나타나 부분의 소비자는 농산물 랜드 인지도 

 충성도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국내 성공 인 우수 랜드  세계 인 우수 랜드 육성 략

에 한 지조사와 사례조사를 하고 이를 토 로 육성주체측면에서의 문제

을 도출하 다. 해외 농산물 우수 랜드 사례인 랑스 따뉴와 일본 유바

리 메론을 사례로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로 알려져 있는 임 님표 이천 , 햇

사 , 썬 러스를 평가한 결과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가 생산자 조직화  조

직 리, 목표시장에 따른 마  략, 체계 인 생산․품질․ 매 리, 추진

주체의 일원화된 통제 시스템, 생산자 교육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농산물 우수 랜드의 략  육성  운 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 탄탄한 랜드 추진조직  리조직 구축, ② 합한 

랜드 추진 유형과 정규모 결정, ③ 합리 인 추진형태 도출, ④ 차별 인 

랜드 개발, ⑤ 품질 리  통제시스템 구축, ⑥ 마  략 수립․실행  

통합 리 능력과 시스템 확보, ⑦ 련 조직과의 효율 인 연계 등을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방안으로 제시하 다. 농산물 우수 랜드의 육성을 해서는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도 정비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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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trategies to Promote Premium Brands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is designed to draw up strategies to promote premium brands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brands of agricultural products, conducting both a survey of 
consumers’ attitude toward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 brands and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imported premium brands of agricultural products.

Chapter 2 summarizes the theoretical definitions of brand and brand 
equity. On top of that, this chapter shows a strategic management process of 
agricultural product brands. The management process is divided into 4 steps: 
brand development and promotion (step 1), brand positioning and brand value 
constructing (step 2), planning and conducting of an integrated brand 
marketing program (step 3), and the growth and maintenance of brand equity 
(step 4). 

Chapter 3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and domestic policies for 
agricultural product brands. On the basis of previous results, general problems 
of agricultural product brands and government policy mistakes are drawn. As 
the domestic market structure is rapidly changing into an oversupplied market, 
branding of products is being pursued as the core means of differentiating 
products.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branding strategies come short of 
building a solid foundation and do not meet necessary conditions.

Chapter 4 analyzes consumers’ attitude toward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 brands and describes their problems from the standpoints of 
consumers and marketing companies. The result of a consumers’ purchasing 
pattern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source consumers 
are turning to in purchasing agricultural products was the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With respect to product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it was 
shown that in the case of rice, consumers chose a product brand after 
carefully considering the place of origin and product safety. In the case of 
fruit, consumers’ primary concerns were freshness and suga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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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more than 65 percent of surveyed respondents said that they do not 
buy same brand products repeatedly. This shows how insecure consumers’ 
brand recognition and loyalty toward agricultural products are. 

Chapter 5 presents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imported premium 
brands of agricultural products. When domestic brand products are compared 
with imported ones, it was shown that domestic product brands fared poorly 
with respect to management system, marketing strategies, and education of 
producers.

Chapter 6 suggests promotional strategies and measures to build 
premium brand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foster the premium 
brands, it is necessary to 1) build a solid managing organization with 
powerful driving force, 2) determine suitable promotion type and scale, 3) 
design a rational promotion system, 4) develop differentiated brands, 5) 
construct a quality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 6) secure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and integrated managing ability, and 7) develop efficient 
coordin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On top of that, even though the roles 
of producers and local governments are absolutely important,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amend the current supporting policies.

Researchers: Jeon Chang-Gon; Choi Byung-Ok and Kim Dong-Hun
E-mail address: cgj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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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 각국과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면서 

DDA 상, FTA 타결  추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입농산물이 증하여 국내 

농산물과 경쟁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시장구조가 공 과잉 구조

로 환됨에 따라 특정 품목의 산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식품소비에 

한 구조변화와 함께 소비자 니즈(needs)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국내 농

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 략이 시 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생산자조직, 지자체, 정부 등의 주체들은 농산물의 차별화 략으로 다양한 

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우수 랜드 육성이 차별화  경쟁력 

제고 략의 핵심과제로 두되고 있다.

  랜드는 18세기 후반 산업화와 유통구조가 분화되면서 소유개념으로 출발

하 지만, 오늘날에는 상품에 한 의미  가치부여, 고객과의 계 형성, 구

매창출의 개념, 자산개념, 시장형성과 지배개념을 포 하는 신용 개념과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변천하고 있다.

  랜드란 매자 혹은 매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인지시

키고 다른 경쟁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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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상징물(로고, 등록상표, 포장, 디자인)을 의미하는데 고객에게 제품을 

생산한 주체를 알려 주어 유사한 제품을 매하고자 하는 경쟁자들로부터 고

객과 생산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1)

  최근 세계 으로 랜드 마  략은 경쟁기업과 차별화를 하여 고객에 

기 한 랜드 개발  구축, 랜드 자산(Brand Equity)2)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산물이 차 균일화  동질화 되어가면서 원물 심의 상품화만으로는 차

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랜드 마  략이 상품화의 요한 차별 수단이 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형태도 상품 마  심에서 랜드 마  심으

로 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농산물 랜드는 랜드 워를 지닌 특정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생산주체(생산자 단체, 농 , 지방자치단체 등)

들이 시장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한 략  수단으로 지속

인 심을 두고 육성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지 까지 농산물 랜드 추진 주체는 부분 개별 생산자나 소규모 

생산자단체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허울뿐인 

농산물 랜드가 난립하게 되었다. 한 농산물 랜드의 기본조건인 재배기술 

 품질의 균일화, 연  지속 인 공  체계, 마  수단 등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규모의 랜드를 개발하 기 때문에 농산물 랜드가 네이 , 포

장개선 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 인 랜드 마  략이 수립․추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수의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랜드

화가 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생산주체의 랜드 인식결여, 랜드 개발의 부

1) David A. Aaker(1991), Managing Brand Equity: Capitalizing on the Value of a 

Brand Name, New York: The Free Press 

2) 랜드 자산(Brand Equity)란 랜드네임 인지도, 충성고객, 품질에 한 신뢰, 랜

드의 연상 등을 합친 개념으로 랜드(혹은 랜드 네임과 심벌)와 연계되어 제품이

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기 해 략 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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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랜드 리  통제시스템 부재, 랜드 마 략 미흡 등으로 부분의 

공동 랜드가 유명무실하여 성공 인 랜드화 추진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

태인 것으로 악되고 있다.

  향후 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과 식품의 안 성

을 강조하는 소비자 니즈에 극 으로 응하기 해서는 기존의 일반 인 

농산물 랜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랜드 에쿼티의 창출과 유지를 통한 우수

랜드 육성이 시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농산물 랜드의 실태와 문제 을 악하여 다양한 농산물 

랜드 추진 주체들이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랜드 추진에 한 심

층 인 연구  육성이 필요하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에 한 고유성과 차별성을 확보하여 부가가치를 높

이고 랜드 마  핵심 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랜드 육성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산물 랜드 자산(Brand Equity)에 한 이론  틀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해 랜드와 랜드 자산의 개념을 정리하고, 농산물 랜드의 략

 리 로세스를 도출한다.

  둘째, 국내 농산물 랜드화 추진 실태를 제시한다. 국내 농산물 랜드화 

황, 정부의 추진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랜드의 일반 인 문

제 과 정부정책의 문제 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구매행동  태도를 분석한다. 농산물 

랜드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선호

하는 농산물 랜드의 속성과 구매행동, 소비자 입장에서 단하는 농산물 

랜드의 문제 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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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국내 우수 랜드  국외 우수 랜드 육성 략에 한 지조사와 사

례분석을 실시한다. 국내 우수 랜드와 국외 우수 랜드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우수 랜드의 문제 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한 시사 을 제공한다. 

  다섯째, 국내 농산물 랜드화 추진실태,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태도, 

국내외 농산물 우수 랜드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과 

운 방안,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 내용  추진체계
▪우수 랜드 자산 구축 이론  체계 검토 
▪ 랜드 구축단계  략  리 로세스

종합  평가  시사  도출

우수 랜드 육성 지침 확립 

랜드 마   리방안 수립

▪ 랜드 육성 주체(개별주체, 정부, 지자체)에게 우수 랜드 육성 방안 제시

▪ 우수 랜드 육성을 한 정책  지원방안 제시 

국내 농산물

랜드화 추진실태

▪ 랜드 황

▪정부의 추진정책

▪국내 농산물 랜드 

일반  문제  도출

국내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태도

▪소비자 구매행동 

  태도분석

▪소비자측면 문제

국내외 농산물 우수 

랜드 사례조사

▪ 따뉴, 유바리 메론

▪이천 , 햇사 , 

썬 러스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 문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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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3.1.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김상국(2000)은 ｢농산물 랜드 워 강화방안｣에서 국내 농산물 랜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인지도가 낮은 농산물의 인지도  충성

도 강화방안을 제시하 다.

  정해랑(2002)은 ｢ 양표시를 통한 농축산물 랜드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한 연구｣에서 랜드상품의 양표시에 한 요성을 강조하 으며 양표시

에 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하여 농축산물 랜드 생산자가 양표시를 하

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

  김호(2002)는 생산자의 인식 환을 통한 랜드 자산화의 ⋅장기 인 노

력, 랜드 차별화 략을 통한 제품특성에 맞는 합한 랜드 략 수립, 

랜드 심의 마  조직과 인력구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 으며 소비지 시

장에서 랜드의 요성을 제시하 다. 한 구매패턴의 다변화, 고 화로 인

해 선도 랜드시장 지배력이 확 되면서 랜드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정희(2003)는 ｢농축산물 랜드의 개선방안｣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으

로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구매 시의 요도 분석을 반 한 랜드의 략을 제

시하 다.

  창곤(2003)은 ｢농산물 공동 랜드화 실태와 발 망｣에서 문헌조사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동 랜드화 실태  문제 을 악하고 공동 랜드 개발

과 운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건과 발 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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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와 평가에 관련된 연구

  강석정(2000)은 ｢ 랜드 자산가치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에서 랜드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해서는 내부마 , 랜드 

수의 증가요인, 마 믹스의 3가지 요인을 동시에 활용하여 다양화, 세분화 

되어가는 소비자의 니즈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안주아(2003)는 ｢소비자 에서의 랜드 자산측정과 구성요인 간 향

계｣에서 랜드 자산의 구성요인 간의 향 계를 분석하여 인지도, 개성, 조

직, 충성도를 도출하 으며, 이를 토 로 여러 가지 향 계 모델에 한 합

도 평가를 통해 합한 랜드 자산 구축모델을 규명하 다.

  김  외(2003)는 ｢ 랜드 자산 형성요인들 간의 구조  계｣에서 소비자

들을 여 집단과 고 여 집단으로 분류한 후 랜드 인지도, 랜드 이미지, 

랜드 선호도, 랜드 충성도 등의 구성요소 간의 계를 분석하 다.

  박 숙 외(2008)는 ｢ 랜드자산과  구매와의 계 연구｣에서 랜드 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해 정부에서 선정한 랜드 을 상으로  랜드

와 구매의사와의 계를 소비자에 한 실증  연구를 통해 분석하 으며 이

를 통해 랜드 품질에 기반한 이미지, 인지도,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명품

랜드 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3.3. 농산물 부류별 브랜드 관련 연구

  이태 (1999)은 ｢ 의 랜드를 통한 상품성 제고에 한 연구｣에서 랜드 

에 한 정책, 유통경로, 랜드 변천과정, 랜드 실태분석, 소비자 구매행

태분석, 소비자 선호, 소비자의  종류별 최 지불의사 조사를 통하여 랜드 

의 상품성 제고방안을 제시하 다.

  허진강(1999)은 ｢ 랜드 의 생산과 유통에 한 연구｣ 산지미곡종합처리

장(RPC) 150여 곳을 심으로 랜드의 필요성, 참여 동기, 효과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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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과 문제 을 조사하고, 소비지 유통기 과 유통업체  할인 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랜드 의 생산에 한 문제 과 유통에 한 효율 인 

해결방안을 모색하 다.

  진희정(1999)은 ｢소비지 랜드  유통구조 분석-양곡업소를 심으로｣에

서 랜드 의 취 여부, 취 동기, 랜드 의 망, 소비지 유통의 문제  

 소비자의  1회 구입량과 구입 시 요하게 여기는 사항, 랜드 의 구입 

후 소비자와 양곡상인의 반응을 조사하여 양곡업소를 심으로 랜드 이 

경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유병서(2000)는 ｢경기미의 랜드 특성  상품차별화 조사연구｣에서 각 지

역별 주요 랜드 과 경기지역 랜드 을 비교하여 거래단 별 출하비율, 

출하실태, 매가격 등을 산출하 고 이를 통해 경기미 랜드의 가격차별화 

방안  략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개별가구  소비자의 선호도  구

매행태를 악하 다.

  최 철(2002)은 ｢청과물의 랜드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 랜드 이미지와 구매태도를 심으로｣에서 소비자의 청과물 랜드의 이

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기 한 공동 랜드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병서(2004)는 ｢소비자의 과일 랜드 인지수 과 개선방안｣을 통해 과일

을 심으로 한 랜드 인지도 수 과 그 요인에 한 분석  랜드 인지도

의 제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4. 소비자 구매태도 및 선호에 관한 연구

  권기 (2006)는 ｢친환경 농산물 랜드 선택이 고객가치  고객만족에 미

치는 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랜드의 요성과 고객가치, 라이 스타일 

그리고 소비자의 고객만족(재구매 의도, 충성도, 구 효과)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요한 속성인지를 실증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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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 다.

  김은희(2003)는 ｢농산물 랜드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향｣에서 랜드 간

의 인식차이 정도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하 으며, 랜드 

농산물 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구매동기, 정보원천, 상품 고 이미지, 특

정 랜드 선호를 제시하 다.

  이순흥(2003)은 ｢소비자 구매행동에 따른 제주도 농산물 포장디자인 략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소비자 행동과 한 계를 지닌다고 

하 으며, 소비자가 일정한 자극을 받아 결과  반응을 나타내기까지의 과정을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의결정과정을 거쳐 나타난 결과를 소

비자 행동이라고 제시하 다.

  농 진흥청(2003)은 ｢  품질에 한 소비자 선호도 분석｣에서 의 구매행

태, 소비행태, 만족도, 좋은  선정기 , 의 랜드 워, 특수기능성 의 가

격 별 상품경쟁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랜드 에 한 소비자의 욕구수

과 소비자들이 기 하는 품질요소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요구하

는 마  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다. 

  이순석(2003)은 ｢ 랜드 에 한 소비자 선호요인 분석｣에서 모형을 통한 

통계분석으로 랜드 의 선호요인을 분석하고 반복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악하여 랜드  구매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요인을 규명

하 다.

  랜드 련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이론  체계나 랜드 에

쿼티를 구성하는 요소 등에 근거하지 않고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선

호하는 랜드 요소를 주로 분석하 다.

3.5. 외국 사례에 관한 연구

  창곤(2006)은 ｢우리나라 농산물 공동 랜드의 실태와 일본의 공동 랜드 

연구｣에서 국내의 공동 랜드 실태와 일본 가고시마 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



9

리나라의 성공 인 공동 랜드를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태석(2006)은 ｢일본의 농축산물 우수 랜드 사례｣에서 홋카이도 유바리 

멜론, 교토부 교야사이, 미에  마츠자카우 등의 사례를 조사하 으며 향후 농

산물 랜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 다.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정리해본 결과 농산물 랜드에 한 연구는 기존 랜드를 

상으로 ① 농산물 랜드 문제   발 방안 ② 랜드 농산물에 한 소비자

의 선호도  구매행태 ③ 랜드 자산 요인 규명 ④ 외국 랜드 사례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농산물 랜드의 문제   발 방안, 외국 랜드 농

산물 사례소개와 소비자 선호를 주로 평가하는 부분 인 연구에만 그치고 

있어 농산물 랜드의 체계  육성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한 

농산물 랜드 에쿼티를 평가한 많은 연구들은 농산물 랜드 에쿼티 간의 구

조  계를 간과하고 단순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랜드의 속성을 조사․분석

하여 농산물 랜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차이가 있다. 

  ①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농산물 랜드 황과 문제 을 폭넓게 악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농산물 랜드에 한 일반 인 문제 을 악하는 것

은 물론 국외 농산물 우수 랜드에 비교하여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의 

문제 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한다. 

  ②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구매태도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는 단순

히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 구매에 향을 미치는 속성 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를 소

비하는 기 이 농산물이 가지는 속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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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하여 

“Solveig R. Wikstrom(1986)이 제안한 식품에 한 소비자 행동모형”을 재

구성하여 과 청과물을 상으로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 구매에 향

을 미치는 속성과 구매태도를 분석하 다. 한 농산물 랜드를 구매하

는 소비자들이 농산물 랜드에 한 만족도, 재구매 이유 등을 폭넓게 

조사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은 농산물 랜드 육성주체에게 소비지 

환경 변화와 소비자에 한 이해도를 높여 소비자 선호에 근거한 랜드 

마  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③ 기존의 농산물 랜드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농산물 랜드에 

련된 문제  제시, 개선방안, 소비자 속성 평가 등의 부분 인 연구에 그

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농산물 랜드를 육성하려는 경제주체(농 , 지자

체, 농법인 등)에게 변화하는 소비지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합한 농산

물 랜드 육성방안과 마  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제

시한다. 

5.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방안에 한 연구를 해 련자료 

수집  검토, 국외 농산물 우수 랜드( 랑스 따뉴, 일본 유바리 메론), 국

내 농산물 우수 랜드(임 님표 이천 , 햇사 , 썬 러스) 추진 주체의  지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된 해외사례는 공동 랜드 유형( 랑스 따뉴)과 

지역 랜드 유형(일본 유바리 메론)이며 농산물 랜드 략  리 로세스

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한 같은 방법으로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를 평가하여 문제 과 발 방안을 도출하 다.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의 구매행동  속성 평가를 해 한국농 경

제연구원 통신원 49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으며, 조사된 설문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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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이산선택 모형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조

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산선택 모형을 채택한 이유는 이산선택 모형이 소

비자의 랜드 구매행동을 다른 분석방법보다 다양하게 반 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평가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 속성에 

하여 느끼는 선호체계는 주 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을 통하

여 설문결과의 객 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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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농산물 랜드자산(Brand Equity)의 이해

1. 랜드와 랜드자산

1.1. 브랜드의 이해

  랜드에 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한 <표 2-3>을 정리하면 랜드는 “고객

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에 한 지식이나 정보를 떠오르게 하여 타 제품과의 차

별화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고 상품과 고객 간의 계를 구축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랜드는 기업(생산자)

이 구매자(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수단과 함께 동시에 구매자(소비자)의 

반응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이다.

  기업이 제공하는 효용과 수단(offering 는 stimulus)에 해 구매자(소비자)

들의 기억처에 장되는 소비자의 인지 ․감성 ․행동  장정보 는 지

식체계(knowledge system)이며, 장정보나 지식체계는 다른 기업(생산자)이 제

공하는 지식이나 정보(offering)와 차별화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category 

schema, 분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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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마  변수로서의 랜드 모형

기업
(농산물 생산자)

목표시장
(구매자, 소비자)

효용과 수단(X)
(Offering, Stimulus)

제공에 한 반응(Y)
(Market Response)

랜드(분류지식)(Z)
(Knowledge System)
(Modulating Variable)

간 제공 직 제공

제품 마

랜드 마

                

      

  농식품의 거래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 에는 원형농산물의 상품만을 거

래 상으로 간주하 지만 차츰 서비스, 경험, 추억, 이미지, 연상 등으로 거래 

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한 랜드는 18세기 후반 산업화와 유통구조가 분화되면서 소유개념으로 

출발하 지만, 오늘날에는 상품에 한 의미  가치부여, 고객과의 계 형성, 

구매창출의 개념, 자산개념, 시장형성과 지배개념을 포 하는 신용 개념과 가

치창출의 원천으로 랜드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표 2-1.  농식품 거래형태의 변화

발  단계 거래 상 상품 형태
구매자
( 매처)

제공 방법
(수단)

경쟁 요소

Ⅰ
상품

(commodity)
원형농산물

시장
(market)

재배, 채취 가격

Ⅱ 제품
상품(포장)
제품(가공품)

구매자(시장) 가공, 제조 기능, 가격 

Ⅲ 서비스 효능 고객 달, 제공 품질, 기능

Ⅳ
경험, 추억
이미지, 연상

개성, 가치 고객 연출, 홍보
인지도, 충성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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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랜드 의미의 변화

시기 주요 역할 주요 기능 비고

고  ∙소유물 확인수단
∙자기 소유의 물건에 일정 

표시
∙문양, 낙인, 그림

10세기 ∙제조자 표시수단 ∙상품에 제조자 표시 ∙문자, 그림,

18세기 ∙재산 표시수단
∙제품 량생산에 따른 

재산표시  소유 확인

∙산업 명 이후 본격 

상업화시

∙ 보  상표등장

21세기 ∙가치․신뢰 창출수단

∙기업․제품이미지 창출

∙고객신뢰 창출

∙삶의 질 향상 수단

∙네임,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URL, 징

1.2.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의 의미

  1980년 부터 마  리에서 랜드 자산(Brand Equity) 개념이 등장하

으며, 오늘날 일반 으로 랜드 신 통용되는 개념을 말한다. 랜드 자산은 

에 따라 많은 정의가 있지만, 일반화시키면 ‘단순한 제품에 랜드 개념이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다.

  랜드자산의 개념에 해서 아커(Aaker)는 “ 랜드 이름과 상징에 련된 

자산과 부채의 총체이며, 랜드 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업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가 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박찬수는 “고객이 어떤 

상표에 해 호감을 갖게 됨으로써 그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증

가된 부분”이라고 정의하 다. 이와 같이 랜드 자산의 구성요소에 해서는 

학자들 간의 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차별  가치 창출을 통한 매

출액 증가’라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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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랜드 자산의 다양한 개념 정의

연구자 정의 요약

마 과학연구소

(Marketing Science

 institute, 1989)

랜드 이름이 없을 때보다 더 큰 수익 혹은 이윤을 얻게 

해주며, 랜드가 경쟁사를 능가하도록 강력하고 지속 이며, 

차별화된 이 을 제공하는 것

아커

(Aaker, 1991)

랜드 이름과 상징에 련된 자산과 부채의 총체이며, 랜

드 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업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

치를 증가 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로드스키

(Brodsky, 1991)

지난 수년 동안의 마  노력 비 비교 가능한 새로운 

랜드의 결과로 향유하게 되는 매출  이윤의 향

스리바스타바&샤커

(Srivastava &

Schocker, 1991)

랜드 워와 랜드 가치( 랜드 워에서 비롯되는 재정

 결과물)를 포 하는 것

스미스

(Smith, 1991)

성공 인 마  활동으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생되

는 거래상의 측정 가능한 재정  가치

비엘(Biel, 1993)
기본 인 제품에 랜드를 연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

가 인 매출 증가분

러(Keller, 1993)

랜드 지식이 빚어내는 차별 인 효과(소비자는 랜드에 

한 지식에 따라 기업의 랜드 마  활동에 해 차별

인 반응을 보임)

박찬수(1995)
고객이 어떤 상표에 해 호감을 갖게 됨으로써 그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

1.3. 고객에 기초한 브랜드 구축 모형

  강력한 랜드 구축은 일련의 연속 인 단계로서 각각의 단계는 이  단계

의 성공 인 달성을 통해 가능하다. 

  랜드 정체성 단계는 랜드 인지단계로 랜드 연상을 고객의 마음속에 

확립시키고 랜드 아이덴티티를 창출하는 단계이다. 한 랜드 의미의 정립 

단계에서는 다수의 랜드 이미지(연상)와 랜드 속성(성과)을 연결시켜 고객

의 마음속에 랜드의 의미(차별 과 유사 )를 정립하는 단계로서 아이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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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창출되지 않으면 의미가 정립될 수 없다. 고객 반응 발생 단계는 랜드

의 정체성과 의미에 기 한 고객의 반응을 일으키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는 

좋은 랜드 이미지가 정립되지 않으면 고객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

로 고객과 랜드 간의 계 정립 단계에서는 강력한 충성과 애착 계 창출을 

해 랜드 반응 환 단계이며, 랜드에 한 고객의 반응이 없으면 해당상

품은 시장에서 곧 소멸된다.

그림 2-2.  강력한 랜드 구축 CBBE 모형

자료: Kevin Lane Keller, ｢Strategic Brand Management｣, Pearson Education, Inc., USA, 2008.

2. 농산물 랜드 략  리 로세스

  농산물 랜드의 략  리 로세스는 랜드 개발  추진단계, 포지셔

닝과 가치구축, 통합 랜드 마  로그램의 계획  실행, 랜드 자산

(Brand Equity)의 성장과 유지로 나타낼 수 있다.

  1단계인 랜드 개발  추진단계(신규 랜드 개발 시)에서는 육성주체와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 공간 , 물량  규모화에 한 검토를 실시한

다. 한 랜드 개발의 기본 목표 설정과 비 을 제시함으로서 랜드 아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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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와 랜드 컨셉( 랜드 요소선택)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랜드 포지셔닝과 가치 구축 단계로써 랜드 목표시장에 따라 시

장을 세분화하고, 랜드 고유의 차별화된 가치를 설정, 핵심가치와 경쟁 랜

드와의 차별화 략을 수립한다.

표 2-4.  농산물 랜드의 략  리 로세스

단계 단계별 내용 랜드 리 핵심 내용

제1단계
▪ 랜드화 추진 

  개발단계

⋅ 랜드주체와 조직화 

⋅ 랜드 규모화

⋅ 랜드 상품목  지역선정

⋅ 랜드 개발 유형

⋅ 랜드화 기본목표와 비  설정

⋅시장분석(생산, 유통, 경쟁 랜드, 고객)

⋅ 랜드 아이덴티티, 랜드컨셉

⋅ 랜드 참여자 교육

제2단계
▪ 랜드 포지셔닝과

  가치 구축 단계

⋅목표시장 설정에 따른 시장세분화

⋅아이덴티티  차별화 커뮤니 이션 요소

⋅ 랜드 핵심가치와 경쟁 랜드와의 차별성

⋅ 랜드의 독특한 차별화된 가치 설정

제3단계

▪ 랜드 마

  로그램의 계획 

   실행 단계

⋅ 략  랜드 마  리조직 구축

⋅ 랜드 상품화 략 방향

⋅상품차별화 방향  칙 설정

⋅ 랜드 품질 리 기  설정

⋅ 랜드 리의 통제시스템구축

⋅ 랜드 상품 공   가격 리 규칙

⋅ 랜드 가격정책 방향

⋅ 랜드 매방법, 매조직, 유통채  략 

⋅ 랜드 고객 커뮤니 이션 략 방향 설정

⋅ 랜드 진 략 방향  수단 선정

제4단계
▪ 랜드자산의 성장

   유지

⋅ 랜드 포트폴리오와 계구조

⋅ 랜드 확장 략과 신상품 략 평가

⋅ 랜드 강화와 재활성화(리뉴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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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인 통합 랜드 마  로그램의 계획  실행 단계에서는 랜드 

리조직을 구축하고, 품질 리 기  설정  통제시스템 구축, 랜드 수   

가격조  규칙 설정, 가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한 랜드 매방

법, 매조직, 유통채  선정 등의 매 리를 실시하고, 랜드 고객 커뮤니

이션 략 방향과 랜드 매 진 략  수단을 선정한다.

  4단계 랜드 자산(Brand Equity)의 성장과 유지는 랜드 확장  신제품 

개발 계획과 랜드 포트폴리오 략을 세우고, 디자인, 생산, 매 신 등을 

통해 랜드 마  략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이와 더불어 랜드 리뉴얼링 

 재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의 피드백을 통해 랜

드 라이  싸이클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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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산물 랜드화 추진실태

1. 농산물 랜드화 황

1.1.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유형

  산지(생산자)가 랜드를 개발․ 리하며, 자체 인 마  로그램을 실행

하는 가장 일반 인 농산물 랜드화 추진유형을 농산물의 표 인 NB 

(National Brand)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랜드화 추진 주체나 유형에 따라 공

동 랜드와 개별 랜드로 구분한다.

  공동 랜드란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랜드 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하여 시⋅군단  이상의 범 의 랜드로서, 시⋅도 

공동 랜드, 시⋅군공동 랜드 그리고 생산자조직 공동 랜드인 지역조합연

합, 품목연합, 역연합 유형이 있다.

  개별 랜드는 단독 는 소수의 생산자조직이 개발하여 사용하는 랜드이며, 

지역조합, 농조합법인 등이 개별 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랜드를 말한다.

  최근 개별 랜드화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해 지자체 는 생산자 조직들

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공동 랜드와 시⋅군단 의 지자체가 개발주체가 되는 

공동 랜드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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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산물 랜드화 추진 유형

구     분 랜드주체

공동

랜드

지자체

공동 랜드

시･도 랜드 역지자체 Daily(경상북도 사과수출 랜드)

시･군 랜드 시･군지자체
안성마춤(배, 포도), 달재사과(제천)

반딧불사과(무주군청)

생산자조직

공동 랜드

지역연합 지역농 연합 안성마춤(안성지역농 사업연합단)

품목연합 지역농 연합 햇사 (복숭아)

역연합

지역농 연합

문농 연합

역 농조합

썬 러스, 불로 (제주감 )

다래마을(참다래유통조합) 

붉은시월(경남단감농 )

개별 랜드

개별농

농조합법인

작목회 등

참마을배(외서농 ),

임 님나주배(나주농 )

산내울(거창사과원 )

1.2.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유형

  최근 농산물 랜드화 유형이 생산자 심 랜드에서 유통업체 랜드, 생

산자와 유통업체 연합 랜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표 인 추진유형

으로는 유통업체 랜드(PB, Private Brand 는 PL, Private Label), 랜드 개

발주체인 산지(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제휴로 특정 유통업체에서 매하는 생

산자․유통업체 결합 랜드(NPB, National Private Brand)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품질- 인지도 생산자 랜드를 유통업체가 육성하고 랜드 

동시 사용하는 유통업체 육성 생산자 랜드(MPB, Manufacturing Private Brand)

와 생산자와 유통업체 제휴로 공동개발과 공동 리 하는 방식의 생산자․유통

업체 공동 랜드(JBP, Joint Business Pla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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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농산물 랜드화 추진유형의 다양화

랜드유형 개발주체 사용주체 마  내용 특성

유통업체
랜드

(PB, PL)

유통
업체

유통업체
1개 랜드
단독사용

․업체가 랜드 개발․소유

․업체가 랜드 리

․업체 자체매장에서 매

․계약재배

․시장구매

․벤더활용 등

생산자․
유통업체
결합 랜드
(NPB)

생산자
(산지)

생산자․업체
2개 랜드
공동사용

․산지(생산자)와 계약․제휴

․산지․업체 공동 리

․산지․업체 랜드 동시표기

․제휴업체 매장에서 매

․일정 품질 랜드의

공 계약

․유통계약 형태

(공 량, 가격 등)

유통업체 
육성
생산자
랜드

(MPB)

생산자
(산지)

생산자․업체
2개 랜드
공동사용

․업체가 산지 유망 랜드 

발굴․지원․육성

․산지․업체 공동 리

․산지․업체 랜드 동시표기

․육성업체 매장에서 매

․재배방법, 품질 등

공동 리

․일종의 생산계약

․수직통합 성격

생산자․
유통업체
공동 랜드
(JBP)

생산자․
업체

(공동개발)

1개 랜드
공동사용

․산지․업체 공동 랜드 개발

․ 랜드의 공동 리

․마 ․ 매 공동 력

․산지․업체 동일 랜드 사용

․수평  통합형태

․생산계약 성격

․품질 공동 리

1.3. 농산물 브랜드화 현황

  우리나라 농산물 랜드 수는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부

의 농산물 랜드 조사결과를 보면, 농산물 랜드 수는 1999년 말 3,215개에

서 2006년말 6,552개로 연평균 10.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공동 랜드 수는 1,437개로 체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랜드는 

5,115개로 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다. 랜드 형태별 1999년 비 증가율

을 보면 개별 랜드의 90.8%(연평균 11.4%)에 비해 공동 랜드는 169.1%(연

평균 21.1%)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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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농산물 랜드화 황

단 : 건, %

구  분
공동 랜드 개별 랜드 계

1999 2006 1999 2006 1999 2006

등  록 264 902 473 1,508
737

(22.9)

2,410

(36.8)

미등록 270 535 2,208 3,607
2,478

(77.1)

4,142

(63.2)

계
534

(16.6)

1,437

(21.9)

2,681

(83.4)

5,115

(78.1)

3,215

(100.0)

6,552

(100.0)

자료: 농림부.

  부류별 랜드화 비 이 가장 높은 품목은 체 랜드 수의 27.7%를 차지

하고 있는 식량작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산가공품(15.6%), 과실류

(13.6%), 과채류(12.4%), 축산물(8.7%), 특작류(5.5%), 채소류(4.9%), 임산물

(4.6%), 화훼류(0.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류별 체 랜드 수에

서 공동 랜드의 비 이 가장 높은 품목은 축산물 25.8%로 가장 높으며, 다음

으로 식량작물(24.6%), 과실류(22.9%), 과채류(19.6%), 화훼류(17.0%), 특작류

(16.1%), 채소류(13.5%), 임산물(11.5%), 농산가공품(1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부류별 랜드화 형태별 황, 2006

단 : 건, %

구 분
식량
작물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농산
가공

공통 기타 계

공동 445 204 159 43 9 147 35 58 108 193 36 1,437

개별 1,367 685 652 276 44 423 269 303 912 110 74 5,115

계

(부류비)

(공동비)

1,812

(27.7)

(24.6)

889

(13.6)

(22.9)

811

(12.4)

(19.6)

319

(4.9)

(13.5)

53

(0.8)

(17.0)

570

(8.7)

(25.8)

304

(4.6)

(11.5)

361

(5.5)

(16.1)

1,020

(15.6)

(10.6)

303

(4.6)

(63.7)

110

(1.7)

(32.7)

6,552

(100.0)

(21.9)

자료: 농림부.

  랜드  특허청에 등록되어 법  보호를 받는 랜드는 2,410개로 체의 

36.8%이며, 미등록된 랜드는 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 부류별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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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면 축산물이 70.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농산가공품(44.9%), 식량

작물(31.7%), 채소류(30.4%), 과실류(30.0%), 특작류(26.6%), 과채류(21.1%), 

화훼류(18.9%), 임산물(15.8%) 순이다.

표 3-5.  부류별 법 등록 여부별 황, 2006
단 : 건, %

구 분
식량
작물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농산
가공

공통 기타 계

등록 575 267 171 97 10 400 48 96 458 224 64 2,410

미등록 1,237 622 640 222 43 170 256 265 562 79 46 4,142

계

(등록비)

1,812

(31.7)

889

(30.0)

811

(21.1)

319

(30.4)

53

(18.9)

570

(70.2)

304

(15.8)

361

(26.6)

1,020

(44.9)

303

(73.9)

110

(58.2)

6,552

(36.8)

자료: 농림부

  공동 랜드화 추진 주체는 시·군, 생산자조직 연합체, 개별조합, 농  시·군

지부, 농  지역본부, 농조합법인, 기타 임의단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표 3-6.  농산물 공동 랜드화 추진 주체 황, 2006

단 : 개, %

품목
지역
농

문
농

농조합
법인

시․군
구청

작목회
농 연합
군도지부

개별농가
개별법인

농업기술
센터

계

사과 5 3 5 11 2 1 27

배 5 8 1 4 1 4 23

단감 1 1 1 2 1 6

감귤 1 2 2 1 6

복숭아 1 2 4 2 1 10

포도 2 2 4

유자 1 1

매실 1 1

참다래 1 1

계
10

(12.7)

13

(16.5)

15

(19.0)

22

(27.8)

7

(8.9)

3

(3.8)

8

(10.2)

1

(1.3)

79

(100.0)

주 1)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유통공사 워 랜드 시회에 참가한 과일 랜드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4

있다. 2006년 말 우리나라 농산물 공동 랜드화의 주체는 총 79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군청의 비 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조합법인 19.0%, 문농  16.5%, 지역농  12.7%, 개별농가와 개별법인 

10.2%, 작목회 8.9% 순으로 나타났다.

2. 농산물 랜드화 추진 정책

  정부에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 된 품질 리를 통한 농산물 랜드

화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강화  소비자 수요 충족을 기본목표로 농가조직화, 

품질 리, 랜드 구축, 유통  홍보를 심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추진 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원예 우수브랜드 육성 세부추진대책

가.  우수 랜드 경 체  집  육성

  정부는 공동마 조직  시·군 단  지역공동 랜드 육성을 통해 규모화

되고 문화된 원 농산물 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규모화·

문화 된 공동마 조직 80개소, 문조직 등을 육성하여 원 농산물 취  

유비를 50%까지 확 할 계획이다.

나.  지역공 동 랜드 활성화  교육지원

  시·군 단 로 지역공동 랜드를 활성화(매년 10개소)하여 개별 랜드를 단

계 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군별로 차별화된 지역공동 랜

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총 50개소 지원(매년 10개소/기존6, 신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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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한 향후 지역공동 랜드는 사업추진체계  역량을 갖춘 공동

마  조직으로 발 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특화된 유통 문교육과정

을 설치·운 함으로써 랜드 문 인력을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한 교육지

원을 하고 있다.

다 .  산지유 통시설(APC ) 신규설치  시설보완

  2013년까지 주요품목 처리율을 획기 으로 제고(9.1%→50%)하기 해 거

APC(연 18천 톤) 80개소, 문 APC(연 7천 톤) 208개소(  185)를 건립하고, 

FTA기 (2013년까지 3,900억 원, FTA기  포함)을 통해 과채류 주산단지의 

거 시설을 신규설치 지원하며, 균특회계는 기존시설의 보완지원에 활용할 계

획이다.

라.  경 지침서,  수확 후 리 기술 매뉴얼 보   인증제도 정 비

  정부는 원물조달, 상품화, 마  등 랜드 경 체의 경 표 화를 한 

랜드 경 지침서  수확 후 리기술 표  매뉴얼을 보 하고, 농산물품질인

증, 친환경(유기· 환기·무농약· 농약), 우수농산물(GAP), 지리  표시 등 각

종 농산물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

선  표 규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마 .  랜드 경 체  평가  차등 지원체 계  구 축

  산지 랜드 경 체  시설이 공통 으로 추구할 목표인 규모화․부가가

치· 랜드 리 역량 등 3개 핵심 분야를 평가·측정하는 등 매년 원 랜드 

경 체에 한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을 차등화하고 우수 

조직 심으로 ｢선택과 집 ｣ 략을 계획하고 있다.

바.  거 산지유 통센터 심의 과수 랜드 유 통체 계  구 축

  DDA, FTA 등 시장개방 확 에 응하여 과실 생산·유통· 랜드화를 한 

일  사원지원(package)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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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 거 산지유통센터 운 주체를 심으로 과실 생산·유통을 계열화

하고 문 랜드 경 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 시장개방 확 에 응하여 

과실 목표 표조직 육성  경쟁력 있는 국내 과실 표 랜드 정착을 통한 거

래교섭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  원 작물 생산·유 통 계 열화를 통한 랜드 육성 추진

  원 작물 주산지 50개 지구에 해 생산·유통계열화사업(’07신규)을 통한 비

용 감, 고품질화, 랜드화를 추진하고 이를 해 2012년까지 양념채소 32, 

화훼특작 18개 지구를 조성, 총 10,000억 원(국고 2,133, 지방비 1,900, 융자 

5,250, 자부담 717)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  랜드 경 체  컨설   정 보화시스 템 지원

  정부는 공동마 조직 등 랜드 경 체에 해 외부 문컨설 업체를 통

한 사 자원 리(ERP), 공 망 리(SCM), 고객 리(CRM) 정보시스템 구축

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랜드 경 체의 경  효율화  경 능력 향상과 

마  략을 수립한다. 

자.  우수 랜드 발굴·홍보 강화  소비자 심의 랜드 인증체계 구축

  원 작물 랜드 육성 세부추진 책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

는 우수 랜드를 발굴·지원하고 랜드 경 체에 한 평가  선호도 조사 등

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2. 브랜드 쌀 육성 세부추진 대책

가.  랜드 경 체 의 농가조직화·규모 화 추진

  정부는 랜드 의 육성을 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연합 등의 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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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랜드 경 체를 선정하고 시설 화  출하선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

다. 우수 랜드 경 체로 선정되면, 가공시설 지원(개소당 20억 원, 2010년까

지 100개소)과 출하선도  지원, 그리고 교육·홍보(개소당 2~0.5억 원 수 의 

차등 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랜드 경 체의 최  참여농가는 계약재배 면 이 2,000ha 이상에서 

5년간 연도별 확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최종연도에는 시·군(단일 시⋅군의 

경우)의 50% 이상을 계약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평가

하여 추가 지원  인센티 를 부여한다.

나.  계 약재배 내실화를 통한 품 질균일성 확보

  랜드 의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기 해 정부는 계약재배 품종  농법을 

통일, 재배약정(서면), 자체품질기 을 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계약재배 우수 

경 체를 선정, 출하선도  등 인센티 를 부여한다.

다 .  공 동 랜드 육성을 한 시스 템 구 축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시·군) 심의 공동 랜드를 개발하기 해 공동

랜드 리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홍보를 지원한다. 한 공동 랜드는 경  

우수 RPC 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 랜드 리 담조직 지정

(농  등)   품질 리실을 설치(기술센터 158개소)한다.

라.  우수 랜드 인증제 도입 추진

  재의 시  유통 랜드  평가 사업을 우수 랜드 인증제로 개편하고  

랜드 인증 원회를 구성(15명 내외),  랜드 인증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 인증 원회를 심으로 우수 랜드 경 체를 평가·선정하고, 선정된 우

수 랜드 인증 경 체에 해 지원을 확 (시설개선 등)한다.

마 .   랜드 경 지침서 제작․보

  정부는 랜드의 개념, 농가조직화  규모화, 품종  농법통일,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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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마  략 등을 수록한 경 지침서를 제작하고 RPC 등 랜드경 체

에 배부(2천 부)한다.

바.  우수 랜드  교육․홍보 강 화

   소비 진과 연계하여 우수 랜드(인증)  지역 공동 랜드 에 한 

인 홍보사업을 개한다.  소비 진  우수 랜드 교육·홍보사업을 단

체별·주제별로 구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러 米 홈페이지 등 홍보코  개

설한다.

사.   품 질검정 (인증) 문기  설립 추진(‘0 8년 출범 계 획)

   품질검정(인증)을 담당하는 문기 은 2008년에 설립방안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립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3. 분야별 여건 분석 및 추진방향

가.  (소비자 상 랜드화)

   수 은 당분간 공 과잉이 지속될 것이며, 생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부

분의 지자체가  매사업 등에 직간 으로 참여한다.

   랜드화의 핵심 략은 첫째, 시·군 간에  품질· 랜드 등의 경쟁을 

진하는 것이다. 이를 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공동

랜드 유지· 리를 한 조례를 제정하고, RPC 품질제고를 한 시설보완 등을 

지원 할 방침이다. 동일한 지원체계로서 일본에서는  품질고 화를 한 지

력향상(볏짚환원 등), 종자개량 등을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둘째, 앙정부는 직불제·공공비축제 등 기본정책을 분명하게 운 하고, 기

반시설 투자 등 국  사업에 치 한다. 이를 해, 행의  랜드 평가 제

도를 시·군별 경쟁시스템으로 발 시키고 정기 인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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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반 등을 근 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한  RPC 건조· 장시설

을 경   랜드 평가 우수업체를 심으로 폭 확 하고, 개보수  보조

비율 차별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나.  채소류 (유 통업자 상 랜드화)

  채소류는 농가의 경 규모가 세(고추 78%, 마늘 85%, 양  68%가 0.1ha 

미만)하고, 가격변동에 따른 잦은 작목 환과 포장규격화의 미정착 등과 같은 

생산·유통상의 여건, 품질의 차별화가 낮다는 소비자 구매특성상 랜드화가 

매우 어렵고, 랜드 기반여건이 미흡한 품목군이다. 

  따라서 정부의 채소 랜드화 략은 조직화·규모화 등을 통해 랜드화를 

한 기반조성에 을 두고, 소비자가 아닌 간유통을 담당하는 매자를 

상으로 랜드화 추진(Push 략)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해 첫째, 시·군단  지역공동 랜드사업, 공동마 조직을 통해 출

하단 를 규모화하고, 난립 되어 있는 랜드를 단계 으로 통합한다. 둘째, 양

념채소는 주산지를 심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기계화, 수확 후 리 시설, 

마 지원 등을 통해 생산·유통을 계열화(’07년 신규)한다. 셋째, 주로 산물형

태로 출하되는 무, 배추의 경우 포장유통을 실시(’07년)하여 속박이 등 비규격

출하로 인한 거래불신을 해소하고 표 화를 추진한다. 넷째, 상품화  신선도 

제고를 한 수확 후 리기술 표 매뉴얼을 개발한다.

다 .  과실류 (소비자 상 랜드화)

  과실류는 상품화를 해 산지유통센터(APC) 등 선별시설장 이용도가 높고, 

규격화·포장화가 상당부분 진 되어 있다는 생산․유통상의 여건과 상품 구입 

시 52.9%가 생산지  랜드를 고려한다는 소비자 구매특성상 랜드화가 가

능하며, 앞으로 랜드화를 통해 시장개방 확 에 극 인 응이 필요한 품

목군이다. 따라서 과실 랜드화 략은 과실 주산지에 생산기반조성에서 유통

까지 일 지원하고 거 산지 유통센터를 심으로 랜드화를 추진한다.

  첫째, 생산시설 화, 과실 생산단지 기반정비(용수, 경작로 등), 농기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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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통해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상품을 생산한다. 둘째, 생산기반조

성 지원을 받은 농가는 거 산지유통센터로 속 출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거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포장하여 랜드화를 추진(’10년까지 20개소 내

외)한다. 셋째, 산지유통조직의 경 실태  랜드 리역량을 평가하여 운

자 지원을 차등화하고, 공동계산 등 랜드 리를 한 노력을 강화한다. 넷

째 컨설  지원, 농산물 워 랜드 시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그림 3-1.  분야별 여건 분석  추진방향

채소류

 생산·상품화 여건

▪ 평균 1.5ha,환경 향↑,표 화↓

▪ 소규모 RPC, 장시설↓

 유통·소비 여건

▪ 지역· 랜드·도정일선호

▪ 간상인↓, PB↓, 품질차이↑,

   윤가내용물 확인↑

생산·상품화 여건

▪ 0.1ha 미만 농가 70%,환경 향↑

▪ 작목 환↑,표 화↓,시설이용↓

유통·소비 여건

▪ 지역· 랜드선호↓,재포장↑

▪ 간상인↑, PB↑, 품질차이↓,

   친환경유무·신선도선호↑

품목군별
랜드 여건

과일류 축산물

생산·상품화 여건

▪ 평균 0.7ha,환경 향↑,표 화↓

▪ 소규모 RPC, 선별· 장시설↓

유통·소비 여건

▪ 지역· 랜드선호↑,품질차이↑

▪ 간상인↓, PB↑, 신선도선호↑  

생산·상품화 여건

▪ 업화↑,환경 향↓,표 화↑

▪ LPC·도축장↑, 온유통↑

유통·소비 여건

▪ 원산지· 랜드선호↑,품질차이↑

▪ 유통 문기업↑, PB↑   

◇ 품목별 여건에 맞는 랜드화  랜드 통합을 통한 역화 유도

  ◦ : 시·군단 로 RPC통합, 원 농산물: 지역공동 랜드. 공동마 조직 육성

     축산물: 랜드 경 체 지원 등  

◇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워 랜드 육성

  ◦ 정부→ 랜드 평가·지원 연계, 생산자(단체)→품질 리, 마



31

라.  축 산물(소비자 상 랜드화)

  축산물은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종에서 규모화· 업화가 이루어져 있으

며, 축사시설 화, LPC 건설, 등 정을 통한 표 화 등이 이미 확립된 상

태이며 품질  시장차별성(한우)이 소비로 연결된다는 구매특성을 바탕으로 

이미 랜드화가 상당부분 진 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물 랜드화는 친환경, 생·안 성, 고품질, 가축방역 등이 주요 

축산정책의 략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축산물 랜드화의 핵심 략은 첫째, 생산에서 도축·가공, 유통· 매단계에 

이르는  과정의 품질 리가 우수한 축산물 랜드를 육성한다. 둘째, 랜드

사업 참여 경 체의 사업추진실 을 평가하여 우수 경 체에 한 무이자 인

센티 자  지원을 확 한다. 셋째, 사육규모가 은 경 체는 인근지역과 연

계하여 국단 의 역 랜드로 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넷째, 랜

드 경 체의 취약부분에 한 문컨설  지원을 통해 우수 랜드로 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소비자단체를 심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 랜드를 인증하고, 랜드 경진 회 시상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3. 농산물 랜드화 문제

  국내 시장구조가 공 과잉 구조로 변하면서 차별화의 가장 핵심 인 수단

으로 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 한 품질 리와 품질의 균일성 

유지, 시․ 량의 안정 인 물량공 , 효과  사후 리 등 랜드화의 필요

조건에서 개별 랜드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공동

랜드화가 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공동 랜드화는 필요한 기반구축

과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역단 의 표장표시  포장

디자인 개선 등 포장화 측면에서 시 이고 형식  공동 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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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동 랜드화를 추진하는 생산자의 조직화 기반이 미흡하고, 공동 랜

드화에 한 생산자조직의 유기 인 결합 계가 매우 느슨하다. 재 공동 랜

드화의 추진주체는 생산자조직과 지자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

산자조직의 경우 작목반, 농조합법인, 지역조합, 임의조합 등 매우 다양하나 

조직체가 매우 세하여 몇 개의 조직이 합쳐 공동 랜드를 만들어도 여 히 

랜드화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 랜드화를 추

진한 조직 간 체계 이고 유기 인 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동일한 포

장규격과 포장디자인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교  생산자조직 간 유기 인 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합마  조

직을 통한 공동 랜드화도 철 한 사후 리를 한 체제정비와 시스템화가 이

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차 그 결합 계가 느슨해지고 있어 공동 랜드화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동 랜드에 한 랜드가치와 랜드문화에 한 인식결여이다. 공

동 랜드화의 목 은 개별 랜드화의 한계와 문제 을 극복하여 자신이 생산

한 농산물의 인지도 확 , 랜드충성도 확보, 랜드 워 형성, 랜드마

을 통한 고부가가치 차별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인 랜드화의 과정을 

거치기 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인 효과와 외부

지원 등을 바라는 참여자의 경우 쉽게 탈퇴하거나 탈락하게 된다.  

  셋째, 성공 인 공동 랜드화를 한 기본 목표나 방향설정이 없고, 철 한 

품질 리, 지속 인 공 물량 확보, 참여자에 한 인센티 와 벌칙부과 등 공

동 랜드화를 한 효율  통제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랜드상품의 품질기

, 반 시 벌칙 등 품질 리 등에 한 효율  통제시스템과 공동의 방향설

정이 없기 때문에 단기 으로 시장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참여자의 탈

퇴 등으로 조직기반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공동 랜드화 추진조직의 세성과 랜드화의 지역 ․공간  범

의 소성이다. 랜드화의 가장 요한 성공요소는 철 한 품질 리를 통한 

품질의 균일성 유지와 균일한 상품의 지속 인 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지역 내 동일 품목에서 뚜렷한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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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의 결합이나 연합에 의한 공동 랜드화의 경우 동일한 상품에 한 다

수의 공동 랜드가 출 하여 동일 지역 내 다른 공동 랜드 뿐만 아니라 개별

랜드와의 상품  가격차별화도 이루지 못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도 형성되지 

못하여 랜드화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랜드 리  홍보 

등 마  략에서 사회  비용이 높게 증가되어 결국 시장경쟁력 제고의 가

장 큰 애로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개별 랜드  유사 랜드의 난립과 함께 시장에서의 마  충돌

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는 생산자조직 간의 연합에 의한 공동 랜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소규모 생산자조직의 개별 랜드와 시장에서 충돌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 랜드의 효율  통제 메커니즘과 사후 리체계의 

미흡으로 공동 랜드의 품질보증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농가 

등이 공동 랜드 포장박스를 사용하면서 속박이나 품질로 포장하여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공동 랜드에 한 신뢰가 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개발된 공동 랜드의 법  등록률이 조하여 랜드분쟁 발생 시  

법  보호가 불가능하고, 랜드 자산가치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랜드 도용  유사 랜드 유통의 요인이 되어 소비자의 랜드 인지도를 약

화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의 개발된 

공동 랜드가 랜드마 을 통한 목 을 달성하기 에 공동 랜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생산자나 소비자로부터 잊 져 가고 있다. 

  일곱째, 랜드화를 경쟁력 제고를 한 마  략보다 단순히 새로운 포

장디자인과 상품의 이름개발 정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기  시장성과

가 나타나지 않는 한 랜드 홍보, 지속 인 공동 랜드화 참여 등 성공 인 

공동 랜드화를 한 비용지출을 꺼려하는 것이다. 즉, 농산물 공동 랜드화의 

경우 단순히 포장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구매자의 시각 인 선택효과를 높

이려는 수단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랜드

화의 내용이 포장의 고 화, 화려한 색상의 디자인 추구 등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여덟째, 랜드화의 단순성과 비차별성을 들 수 있다. 랜드 개발 략에서 



34

랜드이미지 개발, 랜드디자인 개발, 랜드 네이  등에서의 단순성과 비

특징성으로 유사 랜드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  

랜드 개발 략으로 동일지역 내 다른 공동 랜드 는 개별 랜드와의 차별

성이 없어 매시장 분리 략 등 시장차별화의 실패요인이 되고 있다.  

  아홉째, 공동 랜드의 사후 리 미흡이다. 공동 랜드 개발 후 품질 리, 

랜드마  략 수립 등 공동 랜드의 사후 리 부재로 랜드화가 실패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랜드화 추진 주체의 세성, 조직 간 

결속력의 약화, 품질 리, 공 물량, 랜드마  략수립 등을 담당하는 

문 인력 는 문 리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의 공동 랜드가 

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허술한 품질 리와 홍보미흡 등 사후 리 부실로 유

명무실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 랜드를 통한 마 략 부족을 들 수 있다. 랜드 농산

물의 일반  마 략은 품질, 선도, 출하시기, 안 성, 매서비스 등의 차

별화이다. 이  가장 일반 인 차별화 요인은 품질 차별화를 들 수 있다. 차별

화를 통한  일반 인 랜드마  략 유형에는 자연자원 활용형, 매시장 

분리형, 특수용도 개발형, 출하시기 차별화형, 기능고도화형 등이 여러 가지 유

형이 있으나, 한 략유형을 수립하지 못하고 부분 동일한 략유형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정부정책의 문제

  재 국내 랜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문제 을 요약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 랜드  개별 랜드에 한 일률  지원과 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재 정부의 농산물 랜드 지원정책은 육성 단계별 차별  지원이 

아니라 공동 랜드  개별 랜드에 한 일률  지원을 행하고 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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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원을 받아 농산물 랜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랜드의 주기  사용실태, 

품질 리 등 지속 인 사후 리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일단 개발된 농산물 랜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하여 추진주체와 생산자 단체를 심으로 리 감독을 강화하여 성과가 확

연히 드러나는 곳은 인센티 를 지 하고 그 지 못한 곳은 지원을 단하는 

등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농산물 랜드 상표권에 한 교육과 지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유명 

랜드의 도용행  방지와 허 표시 등에 한 지속 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

다. 즉, 농산물 랜드의 개발  육성은 추진주체와 참가조직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의 지 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상표

도용이나 허 표시에 해 법 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수 농산물의 체계  육성 시스템 미비하다. 2006년 재 등록된 

랜드와 미등록된 랜드를 합하면 약 6,500여 개에 육박하고 있어 세 랜드

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2010년까지  랜드 주

로 100여 개 선별하여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 인 육성체계를 

바탕으로 농산물 랜드를 통합 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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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태도

1.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구매행동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를 선택하는 기 은 농산물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외

부환경(경제 , 사회 , 정치  등)과 내부환경(인구 통계  변화, 소득, 가치  

등)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구매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비자 행동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랜드 구매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분

석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랜드 속성과 구매이유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이를 통하여 농산물 랜드 육성주체에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를 구매함

에 있어 나타나는 행동  선호하는 속성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니즈에 합한 농산물 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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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산물 랜드 구매에 한 소비자의 행동 모형

외부요인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변화

<인구통계  변화>

-고령화 증

-핵가족화

-취업주부증

<소비자 자원의 변화>

-소득증가

-교육수  향상

-여가 시간 증가

-커뮤니티 요성 증

<가치의 변화>

-건강에 한 심 증가

-정보화의 진

-신선편이 농산물의 소비증가

<농산물에 한 소비자 구매태도

 행동의 변화>

- 농산물 구매에 있어 안 성, 신선도, 양

성분 등을 시

<농산물 랜드 육성주체에게 주는 시사 >

- 안 성, 고품질 지향

- 신선도 유지를 한 유통 리  마  

략

- 품질 리 시스템 확립

내부요인

주1)  표는 Solveig R. Wikstrom(1986)이 제시한 식품에 한 소비자 행동모형을 재구성

하 음. 

주2) Solveig R. Wikstrom(1986), “Food Consumption and Consumer Behavior in The Future”, 

pp.245∼254.

  소비자 조사를 하여 재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에서 보유하

고 있는 소비자 패 (주부 상) 약 496명을 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

으며, 분석에 사용되는 모형은 “Solveig R. Wikstrom(1986), 소비자 식품소비 

행동모형”을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농산물 

랜드 구매에 한 소비자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 다.

  소비자의 농산물 랜드 소비와 소비자 행동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변수화하기 용이한 인구 통계  변화와 소비자 자원의 변화는 이산선택 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소비자 가치의 변화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이산선택분석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인구 통계  변화와 소비자 자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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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 랜드 소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농산물 랜드 

육성주체에게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한 

소비자 가치의 변화는 각각의 행동변화 요인이 주 인 향이 강하기 때문

에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 등을 이

용하 다.

표 4-1.  소비자 행동변화 요인과 농산물 랜드 련 변수

구 분 소비자 행동변화 요인 련 변수

인구통계
변화

1. 고령화 연령에 따른 농산물 랜드 소비 

2. 핵가족화 가족 수 감소와 농산물 랜드 소비

3. 취업주부 증가 취업주부의 증가와 농산물 랜드 소비

소비자 
자원의
변화

1. 소득수 소득수 과 농산물 랜드 소비 계

2. 교육수 교육수 과 농산물 랜드 소비 계

3. 여가 시간 증
농산물 랜드 련 체험 로그램  축제 

참가가 구매에 미치는 향

4. 주변 이웃들과 

커뮤니티 요성 증

주변 지인들의 추천이 농산물 랜드 구매에 

미치는 향

가치의
변화

1. 건강지향
농산물 랜드 다양한 속성(안 성, 품질 표

시 등)에 한 소비자 선호

2. 정보화 진
홍보  고효과와 농산물 랜드 구매, 인

터넷 등을 활용한 구매

3. 신선편이 농산물 소비 

증가

농산물 랜드의 소포장  신선도에 한 

소비자 선호 

  조사 상 주부들의 연령은 30 , 40 , 50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문 학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수는 3~4명이 

74.5%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가계소득은 300~400만 원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다. 한 직업은 부업주부를 포함한 취업주부가 45%, 업주부가 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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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징

항 목 내 용

연령 분포

20-29세: 46명(9.3%)

30-39세: 216명(43.5%)

40-49세: 194명(39.1%)

50-59세: 40명(8.1%)

학력

고등학교 졸업: 143명(28.8%)

문 학교 졸업: 98명(19.8%)

학교 졸업: 241명(48.6%)

학원 재학 이상: 13명(2.6%)

무응답: 1명(0.2%)

가족 수

1-2명: 47명(9.5%)

3-4명: 370명(74.6%)

5-6명: 70명(14.1%)

7-8명: 8명(1.62%)

무응답: 1명(0.2%)

소 득

100만원 미만: 8명(1.6%)

100-200만원 미만: 54명(10.9%)

200-300만원 미만: 141명(28.4%)

300-400만원 미만: 154명(31.0%)

400-500만원 미만: 97명(19.6%)

500-700만원 미만: 37명(7.5%)

무응답: 5명(1.0%)

직업형태

업주부: 268명(54.0%)

부업주부: 52명(10.5%)

취업주부: 171명(34.5%)

무응답: 5명(1.0%)

  변수설정은 소비자의 인구 통계  변화와 자원의 변화를 표할 수 있는 변

수를 선정하 고 분석방법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계가 0에서 1까지의 값

이므로 단순회귀모형에 합 시킬 수 있는 로짓(Logit)모형을 이용하 다.

  종속변수로는 농산물 랜드 구입 여부를 더미 처리하 고 설명변수로는 소

득수 , 교육수 , 가족 수, 연령, 취업주부 더미, 축제참가 더미, 커뮤니티 더미

를 선정하 다. 한 커뮤니티의 요성을 표하는 변수로 지인의 추천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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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이유는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는 커뮤니티 공간상에서 구 효과가 강할 

것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표 4-3.  변수설명

구 분 변수설명

종속변수
농산물 랜드
구입 여부

농산물 랜드 구입 1, 

그 지 않을 경우 0

설명변수

소득수 소득

교육수 교육년수

가족 수 동거 가족 수

연령 응답자 연령

취업주부 더미 취업주부인 경우 1, 업주부 0

축제참가 더미
농산물 랜드 련 축제에 참가한 경우 1, 

그 지 않은 경우 0

커뮤니티 더미
농산물 랜드 구입 경 가 지인의 추천이면 1, 그

지 않은 경우 0

  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사 상 소비자  약 87%가 농산물 랜드를 구

입하고 있다고 응답하 고, 조사 상 소비자의 평균소득은 약 321만 원이고 교

육수  평균은 14.5년으로 문  졸업 이상이며 한 가구당 구성원 평균은 

3.76명, 연령평균은 39.3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답자  재 취업주부인 경우가 45%, 농산물 랜드 련 축제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2%, 농산물 랜드 구입경로가 지인의 추천인 경우가 

23%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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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변수들의 기 통계 분석

구 분 농산물 랜드
구입 여부 소득 교육년수 가족 수

 Mean 0.87 3,321,573 14.50 3.76

 Median 1.00 3,500.000 16.00 4.00

 Maximum 1.00 6,000,000 18.00 8.00

 Minimum 0.00 500,000 12.00 1.00

 Std. Dev. 0.33 0.39 1.81 0.36

Observations 496 496 496 496

구 분 연령 취업주부 더미 축제참가  더미 지인추천 더미

 Mean 39.39 0.45 0.32 0.28

 Median 39.00 0.00 0.00 0.00

 Maximum 59.00 1.00 1.00 1.00

 Minimum 24.00 0.00 0.00 0.00

 Std. Dev. 7.39 0.49 0.46 0.45

 Observations 496 496 496 496

  로짓(Logit)모형 추정결과 농산물 랜드 구입은 소비자의 소득, 교육, 연령, 

직업, 축제참가 더미, 지인추천 더미가 양(+)의 상 계를 보여 이들 변수가 

높을수록 농산물 랜드 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가족 수는 

(-)의 상 계를 보여 가족 수가 감소할수록 농산물 랜드 구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산물 랜드 구매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지인 

추천더미 그 다음 순으로 교육수 , 축제참가 더미, 연령, 소득 순으로 나타났

다. 일반 으로 특정 재화의 소비는 소득과 가장 한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농산물 랜드의 경우는 지인의 추천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장 크

고 소득은 농산물 랜드 구매에 가장 작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랜드 구입은 소비자 소득과 

큰 향 없이 소비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속한 커뮤니티 공간상에서 구 효과

를 통하거나 농산물 랜드 련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 농산물 랜드 구입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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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소비자 행동변화와 농산물 랜드 구입 분석

변수명 추정된 계수 표 오차 t값

c -8.18 5.07 -1.61

소득 0.44 0.45 0.99

교육수 2.27 1.21 1.82*

가족 수 -0.30 0.53 -0.56

연령 0.68 0.85 0.79

취업주부 더미 0.27 0.20 1.31

축제참가 더미 1.47 0.38 3.81***

지인추천 더미 3.69 1.02 3.62***

Log likehood -157.9299
McFadden R-squared 0.1629

Restr. Log likehood -188.6788

LR sttistic(7df) 61.4976 Probability(LR stat) 0.00

1) 모형의 설명력를 나타내는 McFadden R-squared 값이 0.1629로 모형의 종속변수가 항상 

0과 1사이에 있다는 조건을 만족하 음. 

McFadden R-squared=1-(logL/logL0)=1-(-157.9299/-188.6788)=0.1629.

logL: 제약 의 Log likelihood 값

logL0: 제약 후의 Log likelihood 값

2) 모형의 합도 검정

LR test: λ=2(제약 의 Log lokelihood 값-제약 후의 Log likelihood 값)～
 .

LR test = 2(-157.9299+188.6788)=61.4976.


의 임계치는 20.28(유의수  1%)이고 LR test값이 61.4976으로 나타나 모든 설명변수

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수  1%에서 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농산물 랜드 속성에 따른 소비자 선호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 선택에 향을 미치는 속성은 지각된 품질, 랜드 

연상, 충성도, 인지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만일 소비자가 특정 농산물 

랜드를 선택한다면 련된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상 으로 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Petty and Cacioppo,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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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농산물 랜드 평가에 반 하는 속성들은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특정 농산물 랜드의 속성이 소비자가 요시 여

기는 속성들과 일치한다면 그 랜드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소비자

가 특정 농산물 랜드에 해 타 농산물 랜드에서 느끼는 주요 속성과 차이

가 없다고 인식한다면 경쟁 랜드와 차별성은 사라진다. 반 로 소비자가 특

정 농산물 랜드에서 느끼는 주요 속성을 타 농산물 랜드에서 느끼지 못한

다면 소비자의 농산물 랜드의 선택은 상 으로 요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농산물 랜드를 선택할 때 어떤 속성들을 요하게 여기는가에 

한 분석은 소비지 시장을 이해하고 마  략을 구축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 과일을 상으로 소비자가 요하게 여기는 농산

물 랜드 속성을 악하고자 한다.

   랜드에 한 소비자 속성을 평가하기 해 7  구간척도(interval scale)

를 사용하여 ｢①  요하지 않다 - ⑦매우 요하다｣로 각각의 항목을 구

성하 으며, 이에 해 소비자가 평가한  랜드의 주요 속성을 살펴보면 원

산지의 요도 평균이 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안 성 5.11, 식미감 

5.09, 외  4.75, 포장상태  포장단  4.62, 랜드 인지도 4.61, 높은 가격 

4.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랜드 구매 시 소비자 고려사항의 요도

구 분 순 소비자 선호 속성 요도(평균)

 랜드
구매 시
우선순

1순 원산지 5.18 

2순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5.11

3순 식미감 5.09

4순 외 (모양, 색깔) 4.75

5순 포장상태  포장단 4.62

6순 랜드 인지도 4.61

7순 높은 가격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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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에 있어서 소비자가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원산지, 안 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나 에 한 랜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

직까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랜드가 뚜렷이 없고 원산지 심으로 선택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과일 랜드에 한 소비자 속성을 평가하기 해 7  구간척도(interval 

scale)를 사용하여 ｢①  요하지 않다 - ⑦매우 요하다｣로 각각의 항목

을 구성하 다. 소비자가 평가한 과일 랜드의 주요 속성을 살펴보면 신선도

의 요도 평균이 5.4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당도 5.45, 안 성 

5.18, 높은 가격 4.99, 외  4.98, 원산지 4.97, 품질의 균일성 4.93, 포장상태  

단  4.61, 랜드 인지도 4.55 순으로 나타났다.

  과일 랜드에 있어서 소비자가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신선도와 당도이

며 랜드 인지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일 랜드가 뚜렷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4-7.  과일 랜드 구매 시 소비자 고려사항의 요도

구 분 순 소비자 선호 속성 요도(평균)

과일 랜드 
구매 시
우선순

1순 신선도 5.46

2순 당도 5.45

3순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5.18

4순 높은 가격 4.99

5순 외 (모양, 색깔 등) 4.98

6순 원산지 4.97

7순 품질의 균일성 4.93

8순 포장상태  단 4.61

9순 랜드 인지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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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태도

3.1. 쌀

   랜드에 한 소비자 만족도, 랜드 충성도 등을 평가하여 소비지 환경

변화  소비자 단에 합한  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사 을 제공하

고자 하 다.

  조사 상 소비자는  랜드에 만족한다고 86.6%가 응답하 고 불만족이

라고 12.6%가 응답하 고,  랜드  가장 만족스러운 은 안 성이라고 

50.8%가 응답하 고 그 다음은 식미감이라고 35%가 응답하 다.

  국내  랜드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29.2%가 높은 가격이 불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식미감 27.1%, 안 성 25.1%로 나타

났다.

표 4-8.  국내  랜드에 한 만족 여부

단 : 명, %

만족 불만족 무응답 합 계

 랜드에 한 만족 여부 331(86.6) 48(12.6) 3(0.8) 382(100.0)

표 4-9.   랜드의 가장 만족스러운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랜드의
가장 만족스러운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170(50.8)

외 (모양, 색깔 등) 3(0.9)

식미감 116(35.0)

랜드 인지도 9(2.7)

가격 1(0.3)

포장상태 3(0.9)

신선도 31(9.4)

합 계 3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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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랜드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랜드  농산물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12(25.0)

외 (모양, 색깔 등) 0(0.0)

식미감 13(27.1)

랜드 인지도 1(2.1)

가격 14(29.2)

포장상태 1(2.1)

신선도 3(6.3)

기 타 4(8.3)

합 계 48(100.0)

   랜드에 한 충성도를 악하기 해 평소 구매하는  랜드의 반복 

구매 여부와 특정 랜드 선호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랜드를 

반복구매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에 그치고 반복구매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8.6%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결과 소비자가 반복구매를 지속할 만큼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랜드 비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랜드를 반복 구매하는 이유로는 타  랜드에 비해 품질이 좋아서라

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안 성에 한 신뢰도가 높아서라

는 응답이 24.8%를 차지하 다. 반면에,  랜드를 변경하는 이유로는 다양

한 종류를 먹어보고 싶어서가 4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랜드

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가 14.9%, 이  랜드보다 가격이 낮아서가 13.4%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하려고 하는  랜드가 없을 경우 가격 가 비슷한 수 에서 다른 

을 구입한다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포장지 정보를 보고 다른  랜드를 

선택한다가 15.2%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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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랜드의 반복 구매 여부

단 : 명, %

그 다 아니다 무응답 합 계

 랜드 
반복구입 여부

117(30.6) 262(68.6) 3(0.8) 382(100.0)

표 4-12.   랜드의 반복 구매 이유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구매하는 
랜드를 

선호하는 이유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아서 0(0.0)

다른 제품에 비해 품질이 좋아서 62(53.0)

랜드에 한 인지도가 높아서 14(12.0)

안 성에 한 신뢰도가 높아서 29(24.8)

다른 랜드 제품에 한 정보가 부족해서 5(4.2)

기 타 7(6.0)

합 계 117(100.0)

표 4-13.  구매하는  랜드 변경 이유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랜드를 
변경하는 이유

다양한 종류를 먹어보고 싶어서 114(43.5)

이  랜드보다 가격이 낮아서 35(13.4)

주산지의 이미지가 좋아서 7(2.7)

이 에 구매했던 랜드가 없어서 7(2.7)

인증마크 획득 등 안 성을 고려해서 17(6.5)

품질의 차이를 느껴서 27(10.3)

 랜드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서 39(14.9)

무응답 13(5.0)

기 타 3(1.1)

합 계 26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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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구매하려고 하는  랜드가 없을 경우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구매하는 
랜드 이
없는 경우

가격 가 비슷한 수 에서 다른 을 구매한다. 263(68.8)

평소 사던 보다 한 단계 높은 가격 의 을 구매한다. 21(5.5)

포장지 정보를 살펴보고 다른  랜드를 선택한다. 58(15.2)

다른 포에 가서 구매하고자 하는 랜드 을 구매한다. 19(5.0)

원하는 랜드 을 주문하고 기다린다. 16(4.2)

무응답 4(1.0)

기 타 1(0.3)

합 계 382(100.0)

   랜드에 한 소비자 평가 결과 소비자는 체 으로 랜드에 만족

하고 있었지만 소비자가 특별히 선호하는  랜드는 많지 않다.

  소비자는  랜드에 만족하는 이유가 “국내산이기 때문에 안 성이 보장”

되며 “식미감이 좋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부분이고 구입하고자 하는  

랜드가 없을 경우에 “가격 가 비슷한 다른  랜드를 구입한다”는 응답률

이 높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랜드에 한 인식  충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랜드 재구매율이 낮은 이유가 “다양한 종류의  랜드를 먹

어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을 보면 무수히 많은  랜드 가운데 소비자는 특별

히 품질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소비자의  랜드 

재구매 이유가 “품질의 차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랜드 인식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은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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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 일

  과일 랜드에 한 소비자 만족도, 랜드 충성도 등을 평가하여 소비지 환

경변화  소비자 단에 합한 과일 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사 을 제

공한다.

  조사 상 소비자는 과일 랜드에 만족한다고 85.2%가 응답하 고 불만족

이라고 14.2%가 응답하 으며, 과일 랜드  가장 만족스러운 은 당도라

고 응답한 비율이 56.3%, 그 다음은 안 성이라고 35.4%가 응답하 다.

  국내 과일 랜드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43.8%가 높은 가격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 순으로 균일한 품질 33.3%로 나타났다.

  과일 랜드에 한 충성도를 악하기 해 평소 구매하는 과일 랜드의 

반복 구매 여부와 특정 랜드 선호 여부 등을 조사하 는데,  소비자가 과일 

랜드를 반복구매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5%에 그치고 반복구매 하지 않는 

표 4-15.  국내 과일 랜드에 한 만족 여부
단 : 명, %

만족 불만족 무응답 합 계

과일 랜드에 한 

만족 여부
288(85.2) 48(14.2) 2(0.6) 338(100.0)

표 4-16.  과일 랜드의 가장 만족스러운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과일 랜드의
가장 만족스러운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102(35.4)

외 (모양, 색깔 등) 9(3.1)

당도 162(56.3)

랜드 인지도 5(1.7)

가격 2(0.7)

포장상태 5(1.7)

신선도 3(1.0)

합 계 28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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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과일 랜드 가장 불만족스러운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과일 랜드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4(8.3)

외 (모양, 색깔 등) 0(0.0)

균일한 품질 16(33.3)

랜드 인지도 1(2.1)

높은 가격 21(43.8)

포장상태 4(8.3)

신선도 2(4.2)

합 계 48(100.0)

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소비자가 반복구매를 지속할 만큼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과일 랜드 비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일 랜드를 반복 구매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랜드에 한 인지도가 

높아서라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안 성에 한 신뢰도가 

높아서라는 응답이 28.2%를 차지하 다. 반면에, 과일 랜드를 변경한다고 응

답한 소비자  다양한 종류를 먹어보고 싶어서가 4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 순으로 랜드를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가 20.2% 순으로 나타났다.

  과일 랜드에 한 소비자 평가 결과 소비자는 체 으로 랜드에 만족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특별히 선호하는 과일 랜드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소비자는 과일 랜드에 만족하는 이유가 당도가 높고 안 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부분이고 구입하는 과일 랜드 인지도 때문에 만족하는 

경우는 아주 낮은 비율을 나타났다.

표 4-18.  과일 랜드의 반복 구매 여부

단 : 명, %

그 다 아니다 합 계

랜드 과일 구매 여부 110(32.5) 228(67.5) 3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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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과일 랜드의 반복 구매 이유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구매하는 
랜드를 

선호하는 이유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아서 2(1.8)

다른 제품에 비해 신선도가 높아서 28(25.5)

랜드에 한 인지도가 높아서 32(29.1)

제품의 안 성에 한 신뢰도가 높아서 31(28.2)

다른 랜드 제품에 한 정보가 부족해서 9(8.2)

무응답 2(1.8)

기 타 6(5.5)

합 계 110(100.0)

표 4-20.  구매하는 과일 랜드 변경 이유
단 : 명, %

내                  용 응답자 수(%)

랜드를 
변경하는 이유

다양한 종류를 먹어보고 싶어서 103(45.2)

이  랜드보다 가격이 낮아서 16(7.0)

주산지의 이미지가 좋아서 9(3.9)

이 에 구매했던 랜드가 없어서 8(3.5)

무농약 등 안 성을 고려해서 12(5.3)

품질의 차이를 느껴서 20(8.8)

랜드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서 46(20.2)

무응답 4(1.8)

기 타 10(4.4)

합 계 228(100.0)

  한 소비자의 과일 랜드 재구매율이 낮은 이유가 “다양한 종류의 과일 

랜드를 먹어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을 보면 무수히 많은 과일 랜드  소비자

가 특별히 선호하는 과일 랜드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일 랜드를 재구매하는 소비자  약 30% 정도가 “ 랜드에 한 인지도

가 높아서”라고 응답하 고 약 54% 정도가 안 성과 신선도라고 응답하 다. 

그러므로 과일 랜드에 한 소비자의 인식  충성도를 높이기 해서는 안



52

성에 기반을 두고 유통  매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확

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소비자 측면에서의 농산물 랜드 문제

가.  농산물 랜드 난립으로  품 질에 한 차별 성 부족

  2006년 재 농산물 랜드는 등록과 미등록을 포함하여 약 6,500여 개에 이

르고 유사 랜드  세 랜드가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는 농산물 랜드와 

일반 농산물과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한국농 경제연구

원(2004)이 수도권 소비자를 상으로  랜드에 한 불만을 조사한 결과 

“어떤 이 좋은지 모르겠다(62.4%)”, “표시를 믿을 수 없다(14.5%) 순으로 나

타나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와 일반 농산물에 한 품질의 차별성을 크게 느

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소비자 신뢰 부족

  농산물 랜드에 한 소비자 신뢰성 부족은 농산물 랜드가 난립하게 되면

서 랜드 추진 주체와 참여조직이 재배과정에서 품질 리, 선별  포장 단계

에서 품질의 균일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이다. 실제로 농산물 우수 랜드의 경우도 다른 품종 혼입률이 30∼

40%에 달하거나 타 지역 을 반입하여 해당 랜드로 포장하여 둔갑 매를 

일삼는 경우가 있다. 과일류 같은 경우는 선별작업이 철 하게 이루어지지 않

아 아직 속박 행이 남아있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세한 랜드 규모와 유사 랜드의 난립 속에서 육성주체와 소비자 간  효

과 인 랜드 커뮤니 이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단순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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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려워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과 과일류를 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

자가 과 과일 랜드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  랜드 인지도가 구매기 이

라고 응답한 순 는  7가지 속성  6순 , 과일이 9가지 속성  9순 를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가 농산물 랜드를 구매함에 있어 랜드 인

지도가 구매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고 여타 속성(원산지, 신선도, 당도 등)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품 질 리  수 미 흡

  농산물 랜드 부분이 자체 인 품질기 이 미흡하여 선별과정에서 행

에 의존한 방법(크기, 무게 등)을 통해 선별․포장되고 있어 유통업체에서 재

선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유통과정에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생산자 측면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

을 수 없는 요인이 된다.

  국내 소비지 형유통 업체의 경우 납품 기에는 비교  균일한 품질의 청

과물이 반입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잘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클 임이 발

생하게 된다. 소비자 클 임 발생은 소비자 신뢰를 시하는 유통업체에 큰 타

격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랜드에 해 산지의 품질 리가 제 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단을 하게 되면 계약을 기하고 청과물 구입을 문벤더 

업체나 도매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한 국내 청과물 랜드 농산물  햇사 , 썬 러스, 불로  등 10여 가지 랜

드를 제외하고는 품질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

지 못하고 일반농산물과 비슷하게 취 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마 .  안정 이고  충분 한 물량 공 체 계 의 부족

  아직까지 농산물 랜드 추진 주체가 세소농 다품목 생산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지속 인 물량공 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

3장의 <표 3-3> 농산물 랜드 황을 살펴보면 체 랜드  일정한 규모를 



54

갖춘 공동 랜드는 약 22%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일정한 물량을 꾸 하게 공

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바.  상품 화 과정  미 흡

  농산물 랜드 상품화 체계가 정비되기 해서는 우선 특정 품목에 한 생

산방식이 통일되고 품질이 균일하여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한 거

한 농산물 유통 메커니즘 속에서 타 상품과 차별화시키기 하여 천편일률

인 농산물 디자인, 로고, 심볼 등에서 벗어나 랜드 패키지 디자인화를 본격

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에 기반을 둔 농산물 랜드 상품화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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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국내외 농산물 우수 랜드 사례조사

1. 국외 농산물 우수 랜드 사례조사

1.1. 프랑스의 공동브랜드 실태(브레따뉴)

1.1.1. 따뉴 지역 입지  특성

  따뉴 지역은 랑스 서북부 해안 반도지역으로 북쪽으로는 국해 과 

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노르망디(Normandie)지역, 남쪽으로는 서양, 남

동쪽으로는 발드로와르(Val de Loire)지역과 하고 있으며, 리에서 약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한 따뉴 지역은 우리나라 도 단  

정도의 지역으로 ‘ 똥’ 이라는 독자 인 지역 언어와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서양에 하여 북 서양 해양성 기후(겨울 온난, 여름 서늘)와 사질토의 비

옥한 토질로 인하여 유럽은 물론 랑스 제1의 채소 주산지를 형성하고, 특히 

해안에서 내륙 30km까지의 지역이 채소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따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표 인 채소는 토마토, 아티 크, 로콜리, 

양배추, 콜리 라워(꽃양배추), 셀러리, 오이, 쥬키니 호박, 상추, 양상추, 차, 

감자, 강낭콩, 양 , 샬롯, 표고버섯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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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채소 생산량의 약 5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채소 생산 외에도 

육우, 양돈, 낙농 등에서 유럽 최  규모의 축산업 지역이다.

  따뉴 지역 농업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1930년  말까지 

따뉴 지역 농업은 따뉴 지역의 외부에 매된 일부 품목(꽃양배추, 아티

크, 토마토, 염장버터)을 제외하면 반생계형 농업(semi-subsistence) 형태

다. 한 1960년  반까지 따뉴 지역의 농산물 거래형태는 시장 매보

다는 개상이나 산지수집상 매가 일반 인 형태 으며, 1950년  후반 채

소의 과잉생산 기조 환으로 채소 수   가격이 불안정해져 농가가 제값을 

받고 매하기 어려짐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림 5-1.  랑스 북서부의 따뉴 지역의 입지 

서양 국해

따뉴지역

1.1.2. 따뉴의 랜드 마  략  육성방안

가.  랜드화 추진  개 발단계  

(1) 랜드 컨셉

  1950년  이후 각각의 생산자조직은 개별 랜드를 국내  수출시장에 매

함으로서 서로 경쟁 계를 형성하게 되어 각각의 생산자조직의 시장 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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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상태에서 치열한 매경쟁이 래되었다. 그 결과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도 어려웠으며, 시장고객의 개별 랜드에 한 신뢰도 높지 못하 다. 특히 가

장 큰 통 인 따뉴 채소의 수출시장인 국시장에서 동일지역 생산자조

직 간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수출교섭력이 약해지고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

지자, 1962년 북부 해안선을 따라 국해 과 하고 있는 쌩뽈드 옹(St-Pol- 

de-Leon), 뺑폴(Paimpol), 쌩말로(St-Malo)지역의 5개 조합 법인이 연합하여 각

각의 지역에 3개의 경매장을 건설․운 하게 되면서 랑스드 따뉴(Prince 

de Bretagne, 따뉴 왕자) 공동 랜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공동 랜드 따뉴의 상품은 품질과 안 성 확보  환경보호를 하여 

철 히 계획된 다양한 환경 친화  고품질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표 으로 

소비자에게 안 하고 생 인 채소를 공 할 수 있도록 생산자  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취  과정에서의 해요소 차단 규범을 제공하고 안 성

에 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EU GAP 용, 재배기록 공개와 상․하향 재배

이력추 시스템 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로그램으로는 Agri- 

Confiance(Norme EN 45012)와 Euro Gap(Option2: prodecer groups) 등이 있다.

(2) 랜드 참여자 교육  기술수  향상 방안

  따뉴의 기술지도는 Cerafel, OBS, BBV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

고, 이들은 주로 따뉴 지역의 채소 품질향상  경쟁력 우 확보, 안 성 

확보와 환경보호를 한 청과물 련 모든 연구와 실험 작업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BS(Brittany Selection Organization 따뉴 육종연구소)는 채소 신품종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으로 공동 랜드 채소의 품질 향상을 하여 개발

된 신품종을 생산자조직에게 보 하고, 련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기 이다. 

OBS는 Cerafel의 산하조직은 아니지만, Cerafel과 따뉴 지역 채소  과일 

생산자의 수수료와 EU지원 으로 운 되는 농업 문기 으로서 여기서 개발

된 신품종은 Cerafel의 품목 원회를 통해 생산농가에 보 되고 있다.

  BBV(Brittany Plant Biotechnology)는 따뉴 지역 채소  과일의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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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연구소로서 공동 랜드 상품에 합한 품종개발과 환경보호를 한 바이

오기술의 용과 품질테스트를 한 연구소로 기 의 성격은 OBS와 동일하

다. 이들 연구소에서는 품종개량  신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CATE, CER35, 

SECL22 등 3개의 시험장에서 토양실험, 생태실험, 장실험, 유기농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재배  리기술을 보 하고 있다.

  CATE(Technical and Economic Action Committee)는 따뉴 지역 노지  

시설작물의 재배환경 등을 문 으로 시험하는 곳이며, CER35(Rimbaudais 

Experimental Centre)는 따뉴 지역 조생감자, 가을 콜리 라워, 양배추, , 

샐러리 등의 재배화 식물방제 련 문 기 이다. 그리고 SECL22(Trial Station 

for Vegetable Crops)는 유기농 채소와 시설재배작물에 문화된 기 이다.

(3) 랜드 조직화  규모화

  채소의 수 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1958년 따뉴 지역에서 최 의 생

산자조직인 “아티 크 조합”이 쌩뽈드 옹(St Pol de Leon) 지방에서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후 콜리 라워나 토마토 등의 다른 품목의 생산자조직(조합)도 차

례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들 생산자조직들은, 1961년 3월 24일 따뉴 쌩뽈드 옹 지역에서 최

의 채소경매(하방향시계식 경매방법)가 이루어졌고, 생뽈드 옹 지방을 시작으

로 생산자조직이 경매장을 건설․운 하면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상품

의 표 화와 품질 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이 완화되었다. 개설 

기에 산지수집상들은 경매장 거래에 큰 불만을 가지고 반 하 으며, 일부 

조합원들도 경매장 운 에 참여하지 않고 여 히 개상이나 산지수집상에게 

매하 으나, 1961년 11월에는 경매에 참여하는 상인들도 유통질서의 확립과 

체계 인 유통을 해 생산자조직과 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산지 경매장의 

건설․운 에 한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하 다.

  재 따뉴 지역에는 10개의 생산자조직(조합)이 있으며, 이  6개의 생

산자조직이 “ 렝스드 따뉴(prince de bretagne)” 라는 공동 랜드를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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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따뉴 지역의 채소생산자 조직(조합) 분포도

LA BRETONNE

TSM

COOAGRI
BRETAGNE

COOPERATIVE
SAVEOL

BRETAGNE
PLANTS

TOMWEST

SOLARENN

BRETAGNE( 따뉴)지역

나.  랜드 포 지셔닝과 가치구 축  단계

(1) 목표시장 설정  경쟁 랜드와의 차별성

  따뉴는 소비자의 수요확 와 환경보호  랜드 상품의 다양성 확보를 

해 차 일반 채소 상품 생산에서 차 미니채소와 유기농 랜드 채소 생산

을 증가시키고 있다.

  재 유기농 생산 농가는 약 30농가 정도에 불과하나 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8년 공동 랜드 참여조합  3개의 핵심조합의 조합원들에 의해 설

립된 Cerafel 산하의 유기농 원회(Organic Committee)가 기술 , 경제  지원

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랜드 유기농 상품은 Prince de Bretagne 공동

랜드 상품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별도 품질인증 마크인 “AB”로고가 부착되

어 출하되고 있으며, 유기농 랜드 상품 생산자는 모두 동일한 마  로그

램으로 시장에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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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랜드 마  로 그 램의 계 획  실행  단계

(1) 생산자 조직 리  랜드 품질 리

  Cerafel Bretagne(Regional Economic Committee for Agriculture, Fruit and 

Vegetables)는 따뉴 지역 채소 공동 랜드인 “Prince de Bretagne”의 실질

인 운   리조직으로, 기 따뉴 지역에서 조직된 11개의 생산자 조

합은 개별 조합차원에서의 시장 응과 따뉴 지역 체의 채소수 과 가격

안정을 한 응 능력이 미흡하여 1964년 따뉴 지역의 3개 조합이 심

이 되어 조직한 생산자조합의 자율 인 기구이다.

  1967년에는 따뉴 지역에 있는 10개의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 으나, 그 

후 따뉴 동부내륙  남부지역에서 토마토를 주로 생산하는 3개의 조합

(COOPERATIVE SAVEOL, TOMWEST, SOLARENN)이 이탈함으로써 재

는 공동 랜드 “Prince de Bretagne”를 참여조합인 북부 해안 3개 지역의 6개 

생산자조합을 리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 랜드의 운   리조직이 되었다.

  농가에서 선과장으로 운송한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EU  Cerafel 

품질규격에 탈락하는 비율은 체의 약 10% 이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농산물은 원칙 으로 지에서 폐기처분되고 있으나, 일부 계

약을 통해 가공회사 등에 매되고 있다. 농가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

별․포장을 해 선과장으로 운송할 경우 농가 스스로 검하여 품질규격에 

부합되는 상품 심으로 가져오고 있으며, 불합격율이 높거나 불합격이 반복되

는 일부 농가의 경우에는 선과장에서 경고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 공동 랜드의 출하주체인 생산자(단체)와 운 주체인 Cerafel이 수하

는 규약이자 공동 랜드 운 원칙이면서, 공동 랜드의 가장 요한 성공 요인

이 되는 두 가지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첫째, 공동 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생산자단체의 조합원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27개의 선과장을 거쳐 

3개의 경매장에 출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수 과 가격 조정을 해 Cerafel 품목 원회에서 공 량 조 을 해 

폐기를 결정하면 반드시 품목 원회의 산지폐기 결정이나 공 량 조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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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을 조합원 스스로가 지는 것, 그 외 조합원은 상품화  매와 련

된 Cerafel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해야 되는 자율 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동 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조직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은 6개 생산자

조직의 27개 선과장에서 최종 상품화가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Cerafel이 자체

으로 규정한 품질기 과 규격기 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인 공동

랜드 상품은 Cerafel의 리·감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Cerafel의 철 한 품질 리는 재배와 유통과정  몇 단계에 걸쳐 복 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① 재배과정에서의 생산자 자체의 자율 인 품

질 리 수, ② 수확 후 랜드 상품화 과정이 선고장에서의 철 한 품질 

리, ③ 구매자가 구매 시에 품질을 검하는 과정을 통하여 엄격한 품질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재배과정에서 생산자의 자율 인 품질 리는 공동 랜드 상품의 고품

질화를 하여 생산자들은 EU GAP 내용의 철 한 수, Cerafel 품목 원회의

품목별 재배방법 수, 양방향 생산  유통이력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율 인 품질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가장 엄격한 품질 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27개의 선과장에서의 등

  규격화는 EU 기 은 물론 이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강화된 공동 랜드 

자체 기 을 용하고 있으며, 자체기 에 부합되지 않으면 공동 랜드 상품이 

될 수 없다.

  공동 랜드의 품질 리는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을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

으며, 특히 수출시장의 경우 경쟁력 우 를 하기 하여 품질에 한 해외시

장 응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 국내시장  수출시장에 한 철

한 품질 리로 공동 랜드에 한 확고한 구매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동

랜드인 Prince de Bretagne는 국내시장이나 수출시장에서 견본거래나 통명거

래 형태의 완 한 랜드거래가 정착된 상태이다.

(2) 랜드 매 진  홍보 략

  따뉴 Cerafel의 랜드 홍보는 식품  농산물유통 문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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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 , 소비자 문잡지 등 기자 청 설명회, 상품박람회참여, 농업 문잡

지 고, 요리 경연 회 개최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랜드 상품을 매하고 있는 슈퍼마켓이나 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 경매참여자, 

수출업자, 소비자 표 등을 청하여 랜드 상품의 재배과정, 상품화 과정(선

과장), 경매장 견학과 시식회 개최 등 소비자와 유통업자, 경매참여자를 포함한 

다원 인 홍보 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팜 렛 등을 통하여 Cerafel 련 연구소(육종  바이오 연구

소 등) 신품종 육종, 바이오품종 개발 등의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출시

된 신품종에 한 소비자 반응 분석  테스트, 신상품 소비자 시식회 개최  

결과 분석 홍보 등 다양한 이노베이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신품종이나 

새롭게 개발한 포장방법이나 규격품의 표본 등을 포에 발송하여 상품에 

한 소비자  포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카드 등을 제작하여 나 어 주고, 랜드 채소상품의 

양학  는 특성 등에 한 키즈 형식의 문제를 유도하여 어린이들이 채소

와 채소섭취에 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요성을 강조하여 랜드 채소 상품

의 잠재  수요자를 확보하는 략도 수립하여 실행하 다.

  특히 품목별 새로운 채소요리의 조리방법(recipes) 등을 개발하여 팜 렛이

나 문 식품잡지 등에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포나 시식행사 등에서 배포하

고 있었으며, 조리법의 경우 어린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어린이를 한 조

리방법을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인근 소비지 도시의 체

육회 등에 참여하여 채소식품을 제공하거나 홍보하고 있다. 

  Cerafel이 자체 으로 물류를 담당할 경우 제3자 물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물류회사의 운송트럭에 랜드마크를 차량 체에 부착하

여 홍보효과를 강화하고 있고 공동 랜드 상품을 취 하는 포에도 랜드마

크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트럭 을 통하여 소비지를 순회하

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Cerafel과 상품

을 선 하고 매하고 있으며, 우편엽서를 제작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극 인 홍보활동과 체계 인 커뮤니 이션 략 수립과 실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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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국내에서 실시하는 랜드 인지도 조사(IFOP survey) 농산물 부문에서 

1999년 2 를 마크하고 2006년에는 랑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채소 랜

드로 조사되었다. 재 따뉴의 연간 홍보  커뮤니 이션 비용은 약 250

만유로(약 40억 원 이상)로, 홍보비용은 생산자 거래액의 3.5% 수수료와 이에 

상응하는 3.5%의 EU지원 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다. 

(3) 랜드 매방법, 매조직, 유통채  략

  Cerafel의 시장조정의 핵심은 공동 랜드 상품의 가격을 항상 일정 수  이

상 유지하여 고객과 소비자가 랜드에 해 명성과 신뢰를 가지도록 하고, 생

산자들의 소득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도록 물량 리와 가격 리를 하는 것

이다. 이는 품목별로 생산자가 수취해야하는 하한선을 설정하여 물량이 과잉 

출하되면 일정량의 출하물량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매함으로써 품목별 

가격이 하한선 이하로 하락하지 않게 최 매가격제도를 운 하고 있었다. 

한 품목별 매가격의 하한선 결정은 매년  품목별 생산자 표로 구성되는 

Cerafel의 20개 품목 원회에서 품목별 매 련 규칙과 함께 결정되고 있다.

  랜드의 명성과 가치  농가소득을 일정 수  이상으로 유지하기 한 공

물량 리는 기본 으로 재배면  조 , 산지폐기, 상장물량 제한 등 몇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 품목 원회는 연  매가격의 하한기 을 

설정하고, 재배과정에서 과잉의 공 물량이 상될 경우 Cerafel의 각 품목

원회에서는 27개의 선과장에서 상품화되기 에 일정량의 산지폐기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지 폐기량과 조합별 폐기량 분담 등에 한 사항도 품목

원회에서 자율 으로 결정한다.

  상품이 시장(경매장)에 출하될 때 과잉공 이 상되면 산지폐기보다는 하

한가격 이상을 수취할 수 있는 물량 정도만 상장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계약에 

의한 가공공장 매 등 다른 방법으로 매한다.

  Cerafel은 기본 기능  하나인 국내시장  수출시장 분석을 통하여 품목별 

수   가격에 한 시장 망, 구매자와 소비자의 구매  소비패턴 망, 수

출시장 망, 유통환경 망 등에 한 정보를 생산자조직에 제공하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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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독일, 국, 벨기에 등 EU 내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랜드 상품의 경

쟁력, 수 상황, 소비자의 소비  수요 트랜드, 선호도  인지도 등을 분석하

여 생산자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출시장 확 략  국가별 합한 

수출 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시장 역시 품목별 소비 트랜드 변화 

등을 망함으로써 ·장기  생산  유통 략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수출시장에서 공동 랜드와의 경쟁 랜드와 일반 인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와 다른 산지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국내시장  수출시장 등에 한 정보, 국내외 시장소비자의 소비 행, 

구매패턴, 소비형태, 음식문화 등에 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  포장규격과 포장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정보에 근거하여 품목 원회에서는 망이 좋은 품목의 재배면  증가, 

망이 밝지 않은 품목의 재배면  감소  체작목 선정 등 기본 인 재배면

 변경 등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단기 인 망결과에 따라 품

목 원회에서는 ·장기 인 재배품목의 환과 교체품목 선정, 재배품종 

환, 품목·품종별 생산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단기 으로 당해 연도의 품목별·품

종별 재배면  계획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상품의 로측면에서, 규모 도매 개상(shippers)들이 분산시키는 거래

상은 도시 형 수퍼마켓(하이퍼마켓), 국내 형 도매시장, 수출시장 바이어

들로서 공동 랜드 상품의 분산에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3개의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랜드 상품의 분산처 비 은 랑스 국내 약 50%, 수출 

약 50%를 차지한다. 수출은 EU 24개국으로 매되고 있으며, 국가별 비 을 

보면 독일이 4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 23%, 벨기에와 네덜란드 

13%, 스칸디나비아 국가 7%, 스페인과 이태리 5%, 기타 10% 등으로 나타났

다. 랑스 국내로 분산되는 분산처별 비 은 규모 수퍼마켓(하이퍼마켓) 

70%, 규모도매시장(헝지스도매시장 심)이 30%로 나타나며, 체 상품  

약 80% 정도가 유럽시장 내 형유통업체 구매본부로 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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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공동 랜드 상품의 유통경로와 Cerafel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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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소비자 커뮤니 이션

자료: 따뉴 지조사에 의해 작성.

(4)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략

  Cerafel의 약 20여 명의 직원  9명이 마 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3명

은 국별 문가와 지역별 홍보담당자이며, 생산  소비자 담당자 4명, 경쟁업

자조사 1명, 모니터링 1명, 람회참석  새로운 포장개발담당 1명, 매마

략 문가 2명, 소비확  마 략 문가 1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마

 담당부서가 존재한다.

  Cerafel 조직의 마 담당 부서에서의 소비자와 커뮤니 이션을 포함한 다

양한 마  서비스는 생산자의 탄탄한 조직력과 규모화를 바탕으로 한 시장

지배력과 함께 공동 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양 축이 되고 있다.

  품질 검은 구매자가 3개의 경매장에서 구매한 랜드 상품이 상품 명세서

와 다르다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된 랜드 

상품에 해 새로운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거래를 원 으로 돌릴 수 있다. 반품

된 랜드 상품에 해서는 Cerafel 품목 원회에서 그 요인분석을 통하여 유

통과정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 는지 는 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밝 내어 해결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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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랜드자산의 성장  유 지 단계

(1) 랜드 확장과 신상품 략

  따뉴는 지속 인 공동 랜드 신상품 개발과 랜드 상품의 효율 인 공

물량  가격 리를 하여 지역 채소가공 산업과 연계를 통하여 공동 랜

드의 워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CBA(Breton Artichoke Company)는 

1971년에 설립된 냉동 아티 크 추출액 특허권이 있는 따뉴 지역 냉동식

품 기업으로서 Cerafel과 제휴하여 공동 랜드의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Cerafel은 계약에 따라 랜드 원료를 공 한다.

(2) 상표권 등록으로 유사 랜드의 난립방지

  Cerafel이 따뉴 지역 채소에 해 국내 구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수출시

장에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해 공동 랜드

인 Prince de Bretagne를 처음으로 만들고 최 로 랜드 로고를 만들어 상품에 

부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이다.

  공동 랜드의 랜드마  략의 일원으로 1972년 가장 표 인 품목인 

아티 크와 콜리 라워에 한 최 의 공개 캠페인과 커뮤니 이션 략을 구

사하 고, 1974년에는 공동 랜드 상품의 제1 수출시장인 국시장에 한 커

뮤니 이션 략으로 국시장을 겨냥한 Brittany Prince를 개발하 다.

  한, 1984년 TV 매체를 활용하여 공동 랜드 상품의 종류, 특성 등에 한 

홍보를 시작하고, 1986년 공동 랜드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해 미국시장

에 한 커뮤니 이션 략으로 미국식 공동 랜드 네임을 개발하 으며, 

1987년에는 랑스 국내와 해외시장의 사업범 를 더욱 확장하고 보강하 다.

  1996년에는 1970년 처음 사용한 랜드 로고를 재의 랜드 로고로 환

하여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꾀하 으며, 2000년에는 상품 종류의 다양한 분할

과 포장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랜드 범 의 확장과 랜드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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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공동 랜드 로고의 변천

1970년 개발
최  랜드 로고

1996년 이후
사용 랜드 로고

자료: 따뉴 지조사에 의해 작성.

마 .  「 따 뉴」 랜드에 한 평가

  랜드의 략  리 로세스에 근거하여 따뉴 랜드를 평가한 결과 

성공요인은 첫째 탄탄한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둘째 랜

드 생산․출하주체와 운 ․ 리주체의 문화와 랜드 마  올인 조직과 

시스템 구축, 셋째 조직력과 규모화에 기 한 자율 인 공 물량  가격 리 

가능, 넷째 고객 심의 랜드 리와 엄격한 품질 리, 다섯째 고객과 소비자

에 한 구체 이고 맞춤형의 커뮤니 이션  홍보 략, 여섯째 연구․기술 

 교육 기 과의 효율  연계 계 구축으로 생산자에 한 종합  서비스 제

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1.2. 일본의 브랜드화 실태(유바리 메론)

1.2.1. 유바리시와 유바리 메론 개요

  일본 유바리시에 1888년 석탄이 발견된 후 유바리시는 일본의 석탄공  기

지 역할을 하 으며, 석탄채굴작업이 한창인 1960년에는 12만 명 가까운 인구

가 있었으나 에 지원이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으로 변화하면서 유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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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는 지속 으로 감소하여 지 은 1만 3,000명 정도이다. 이 과정에서 유

바리시의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하여 1980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업부분의 

취업자 수는 6,766명에서 7명으로 감했으며, 이 시기의 농업인구의  수

는 업에 비해 감소율이 작았기 때문에 유바리시에 한 농업의 요성은 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바리시는 부분의 면 이 화산재로 이루어진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생산

력이 높은 농업은 고 많은 농가가 농외조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

나, 그 후 수익성이 높은 농작물의 생산을 목표로 하여 1960년부터 메론을 진

흥시키고자 기존 품종인 스 이스 칸타로 와 시즈오카산의 아르스 페보릿을 

교합시켜 색과육의 신품종인 ｢유바리 킹｣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메론 생산이 

시작된 1960년  반에는 메론 이외에 딸기와 아스 라거스 등이 농 의 진

흥작목으로 지정되었고 당시의 농  팬매액의 10∼20%정도를 차지하 다.

  당시는 청색과육의 메론이 주류 기 때문에 로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

았지만, 이 신품종이 시장개척에 성공하고 유바리시의 메론 재배면 과 매량

은 증하 고, 그 결과 유바리시의 농업이 하는 메론의 비 은 지속 으로 

확 되어, 1992년도 이후는 농 의  취 품목  메론 매비율이 96%를 넘

어서게 되었다.

  유바리시는 30년 이상을 북해도에서 메론 생산 제1의 지 를 차지해 왔지만, 

1990년  후반 이후 생산자의 고령화에 의해 은퇴농가가 증가하고 연작피해도 

발생하면서 휴경면 이 증가하는 등 작부면 이 감소하고 있다. 한 삿포로 

도매시장에서도 1990년  이후 일반 으로 색 과육계 메론의 비 이 높아지

고 색과육의 표격인 유바리 메론 취 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바

리시에 한 메론 생산량의 감소와 북해도 내 다른 산지에 색 과육계 메론이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유바리 메론이 시장에 첫 출하되었을 때 삿포로 도매시장 낙

찰가격이 250만 엔에 이르고 자가소비용이 아닌 선물용으로 최고의 인기를 얻

고 있으며, 타 산지의 고  메론 가격이 최근 400엔/kg 정도 하는 것에 비교하

여 유바리 메론은 800엔/kg 후로 약 2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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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 메론의 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게 된 계기에는 유바리시 농 에 의한 

랜드 마 이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표 5-1.  매년 첫 출하된 유바리 메론 박스당(2개) 낙찰가격

년도 낙찰가격

2002년 30만 엔

2003년 33만 엔

2004년 42만 엔

2005년 60만 엔

2006년 80만 엔

2007년 200만 엔

2008년 250만 엔

자료: 삿포로 도매시장.

  실제 유바리 메론에 한 재배면 의 추이를 보면 시장의 도입기를 지나면

서 1970년 부터 성장기를 지나 1990년 에 성숙기에 어들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어 재는 쇠퇴기에 어들었다고 단할 수 있겠다.

그림 5-5.  유바리 메론의 재배면 에 따른 라이  싸이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65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ha

년

랜드
개발

도입기

랜드
육성

성장기

랜드
리

성숙기

랜드
강화

쇠퇴기

자료: 유바리시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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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유바리 메론의 랜드 마  략  육성방안

가.  랜드화 추진  개 발단계

(1) 랜드 컨셉

  유바리 메론은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란색 과육 메론과 달리 품종개발을 

통하여 색과육인 신품종 ｢유바리 킹｣을 탄생시켰다. 색과육 메론의 장 은 

란색 과육 메론과 비교하여 특유의 부드러움과 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으

며, 이 을 극 으로 활용하여 고카피도 ｢향이 다름으로 느끼는 맛과 부드

러움의 차이｣를 강조하는 략을 활용하여 랜드 컨셉을 설정하 다.

  유바리 메론은 색과육 메론이 가지는 부드러움과 향이 강한 장 이 있는 

신 장성이 약해 상품화하기 어렵다는 유통  소비상의 단 이 있었지만 

유바리 메론이 가지는 장 을 부각시키는 략을 통하여 단 을 극복하 다.

(2) 랜드 참여자 교육  기술수  향상 방안

  유바리 메론은 농가들의 기술수 을 향상시키기 하여 주로 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배기술 향상  신품종에 한 지속 인 교육을 강화시키

고 있다.

  특히, 메론 연구회는 생산자 조합과 농 이 주체가 되어 기존 재배기술 검토 

 품질 리방안 수립, 외부 문가를 빙하여 생산  기술교육, 상품성 개

선 등을 한 다양한 재배방법의 시도 등을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1969년 

기존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메론 재배지도서｣를 발간하여 농가들에게 보 하

여 생산자들의 기술수 을 상향평 화 시킬 수 있었다.

(3)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 

  유바리 메론은 생산자 조직화 기 단계에서는 생산자 조합이 생산조직 육

성방안을 수립하 고 그 후에는 생산자 조합과 농 이 공동으로 신뢰 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고품질의 메론에 한 안정 인 원물조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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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랜드 개발 단계에서 유바리 메론의 육성주체 간 력과정 

년도 실시명 육성주체 목 내용

1960 연구회활동 조합
조합 총회에서 실행
조합단결을 시도

고품질 메론생산을 장려

재배기술 검토
품질 리 방안수립
생산조직 육성방안수립

1961
유바리킹을 
품종명으로 
결정

조합
랜드화를 하여 
신품종을 결정

임시총회에서 스 이스계 품종과 
아르스 품종을 목시킨 

F1품종을 유바리 킹으로 결정

1961
연구회 
활성화

조합
개별 생산을 방지

일정수 의 품질유지 노력

농  기술지도원이 지도활동실시
외부 메론 문가 빙하여 

생산기술 교육

1962

유바리시농
업진흥회의
에서 주 
작물로 선정

유바리시
유바리시에서 메론을 농가 
주요소득원으로 인정

유바리시의 백화 에 메론 시회 
개최

메론 생산  매에 한 사업을 
지원

1963
공동선별체
제의 확립

조합
유바리 
농

품질의 균일화
랜드화

차별화  신뢰성 
향상체제 구축

문검사원이 유바리 메론의 
무작 검사 실시

검사에 합격한 것만 유바리 메론 
상표 부착

1963
공동회계체
제확립

유바리 
농

같은 규격품을 생산하고 
매된 액을 공평하게 

나 기 하여 재배방법의 
통일

그날 매된 에 하여 
규격별 평균가격을 계산하여 

나 는 방식
각 생산농가는 해당규격의 
매가격과 출하량을 산정하여 

매 을 정산

1965
생산비조사
실시

유바리 
농

약 매의 가격결정 방법 
확립

과거 3년간 생산비용과 생산자의 
이익을 더하여 약 매가격 결정
시장 매는 수요과 공 에 의하여 

결정

1966 꿀벌도입 조합 착과율 개선
상품성 개선으로 첫과육 출하 

가능

1967
검사체계의 
정비

조합

매론 생산량 증가에 
의하여 자체 인 검사원 
육성 필요성 두

농가단 에서 정확한 선과 
가능

순환 검사제도를 실시(농가가 
4～5일에 하루를 검사원으로 

근무)

1968～
1969

메론재배지
도서 발간

조합
유바리 
농

조합원의 증가로 재배 
지도서 필요성 증
지 까지 노지재배에는 
확실한 지도 방법이 없음

과거 8년간의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노지메론 
재배방법>발간

자료: 유바리시 메론 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지, 유바리시 농   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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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

  유바리 메론에 한 연구회 활동이 시작되었던 1960년부터 생산자 조직 육

성방안이 생산자 조합을 심으로 수립되었고 그 후 개별생산을 방지하거나 

품질의 균일화를 해 문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 을 만족한 것만 

유바리 메론의 상표를 부착하 다. 한 유바리 농 에서는 생산자 조합과 농

의 유   신뢰 계를 강화하기 하여 당일 매된 은 당일 정산해주

는 공동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 하 다. 1965년에는 생산비 조사를 실시

하여 과거 3년간 생산비용과 생산자의 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약 매의 가격

결정방식을 투명하게 확립하여 농가 조직화의 기틀을 확립하 다.

  이 밖에도 생산자 조합이 농 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극 인 기술지도(재배

방법 통일, 착과율 개선 등)와 농가가 직  참여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순

환검사제 등을 도입하 다.

나.  랜드 포 지셔닝과 가치구 축  단계

(1) 목표시장 설정  경쟁 랜드와의 차별성

  유바리 메론은 색과육의 고품질 메론 생산에 합하도록 목표시장도 ‘자

가용’ 이 아닌 ‘선물용’으로 설정하고 소비를 확 시키기 해 항공기 운송을 

통하여 동경시장으로 진출하 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유바리 메론이 일본 

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소비자에게 ｢유바리 메론=고품질 선물용 메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다.

  유바리 메론은 육성 기단계에 북해도 내에서는 고품질 이미지로 정착되었

지만 색과육의 메론은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장  보 이 어려워 북해도 

지역 이외에서 소비를 확 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해도청, 농업

시험장, 농  등이 참가하는 로젝트 을 결성하여 동경을 비롯한 국 도

시 시장을 조사하고 효과 인 운송방안을 분석한 결과 국제항공과 제휴하여 

항공운송을 하게 된다면 당일 생산된 메론이 당일 국시장에 운송 가능하다

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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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당시 청과물이 항공운송 된다는 것에 한 논란이 많았지만 국제항

공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일본 역에 항공수송을 시작하 고 이를 통해 유바리 

메론이 소비자에 인식되어 재배면   매액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  랜드 마  로 그 램의 계 획  실행  단계

(1) 생산자 조직 리  랜드 품질 리

  유바리 메론 생산자 조합은 조합원 증가에 따라 보다 효과 인 제도  조합

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6년부터 생산자 그룹제도를 시행하 다. 특

히 생산자 그룹제도는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생산자 상호 간 커뮤니 이션을 

강화시켰다는 에서 효과 이라고 단된다.

  동경시장 진출 이후 유바리 메론 생산자 조합은 재배면 과 조합원이 증

함에 따라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산자 그룹을 약 10여 명 정도로 소

규모화 하여 재배기술, 조직 강화, 생산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메론을 

생산하는 것에 주력하 다.

  1975년부터 시작된 공동출하량 의무제는 개별 매에 의한 유바리 메론 품질 

하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 고, 품종재배제도를 실시하여 유바리 메론에 

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 다.

  유바리 메론은 품질 리를 해 농 에서 종자보 소를 직  운   리

하고 메론 생산 농가를 공동선별 작업장 검사원으로 고용하여 엄격한 품질검

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종자보 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ID카드가 없으면 출

입할 수 없는 등 엄격한 품종 리를 행하고 있다. 한 공동선별 시 발생하는 

품질차이를 이기 하여 공동선별 작업에서는 선별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수

작업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는 메론 생산 농가로 구성되며 이들을 검

사 책임자  검사원으로 고용하여 당도나 외  등의 품질검사를 엄격히 체크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생산농가에서 1차 선별한 것이 공동선별에서 불합격을 받

게 되면 일정 액의 벌 을 부과하고 불합격 횟수가 많은 농가가 출하하는 메

론은 반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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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드 매 진  홍보 략

  유바리시 농 은  고 방법으로 포스터, 텔 비젼, 지하철 고 등을 이용하

고 고 액으로 연간 약 1,800만 엔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액

은 식품 련 기업 등에서 고비로 사용하는 액으로는 은 액수이지만, 

은 액수의 고비로 홍보를 극 화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유바리시 농 이 무

료로 방송을 극 으로 이용한 것이다. 를 들어 메론이 첫 출하되는 때에는 

방송국을 필두로 각종 신문사, 인터넷, 국규모의 뉴스를 이용하여 경매 경

을 국으로 보도하 다.

  활동 부분에서도 기존의 농산물 활동과 차별화 되게 ｢유바리 컵｣이

라는 국 소년 축구 회 스폰서를 약 10여 년 동안 행하여 왔고 시식회와 같

은 캠페인 활동도 국을 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한 유바리시 농 의 자체 인 소비자 조사를 통해 ｢유바리 메론｣을 ‘들어

본 이 없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보다 ‘먹어본 이 없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가 많음을 악하고 차후 국규모의 시식회를 확장하려는  략을 세우

고 있다.

(3) 랜드 매방법, 매조직, 유통채  략

  유바리시 농 은 자체 품질검사를 통과한 메론만을 ｢유바리 메론｣ 랜드를 

허용하며 약상 거래(한국의 시장도매인제)등을 통하여 가격변동을 회피하

고 있었다. 한 유바리시 농 이 공동집하  공동출하를 담당하면서 자체 품

질검사를 통과한 메론만을 ｢유바리 메론｣이라는 랜드를 허용하고 그 이외의 

상품에 해서는 랜드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여 출하하지 않았다.

  메론의 집  출하를 방지하기 하여 생산자들에게 재배계획서를 제출받고, 

생산자들이 제출한 재배계획서를 바탕으로 메론의 정식시기가 되는 시 에 1

개월을 4기로 나 는 재배계획을 세우고 농 이 이를 조정하여 생산계획을 세

우게 된다. 

  이 게 생산된 유바리 메론은 출하량의 60%를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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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물량은 백화 , 형할인 매장, 직 장을 통하여 매하고 있다. 도매시장

에 출하하는 물량은 년도 12월에서 2월 사이에 약상 거래(한국의 시장도

매인제도)를 통하여 모든 계약을 마치게 되므로 시장 가격변동은 기본 으로 

상 거래로 통제하고, 그 이외의 물량은 백화 , 형할인 매장, 6개 농  직

장에서 매하고 있었다.

그림 5-6.  유바리 메론의 생산  매시스템

일원  집하

기술지도  정산

약 매
(60%)

시장 매
(40%)

운송업자
우체국

가공업자
(10～20%)

매
 

매조정

검사장
6인 1조

유바리 농

○

△

그

룹

△

△

그

룹

○

○

그

룹

□

□

그

룹

…

회장 1명
부회장 3명

JA 유바리 메론 진흥 의회
유바리 메론 조합

작부계획조정 불합격 1개당 500엔 벌

메론의 유통

매 생산

자료: 유바리시 농  자료  지조사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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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략

  유바리시 농 의 철 한 품질 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유바리 메론이 소비지에 유통되어 소비자 클 임이 제기될 경우에 극 으로 

응하고 있었는데, 소비자 클 임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운 하고 소비자 

클 임이 제기될 경우 그 불만의 원인을 산지, 유통업자, 소비지로 구분하여 철

히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극 으로 노력하고 있다. 를 들어 소비

자 클 임이 운반과정 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운송업자와 한 

비율로 배상하지만 주로 농 이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유바리시 농 의 연간 소비자 클 임 처리 비용이 약 700만 엔에 달하지만, 

유바리 메론에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는 불만처리 과정  응에 만족을 나타

내고 재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랜드 자산의 성장  유 지 단계

  시장 유율을 확장하거나  상태의 유지를 굳건히 하려면 주력 상품의 

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어떤 제품군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이 단계에서는 특정 농산물 랜드가 소비

자에게 인식되어 매가 증가하게 되면 유사  조 랜드가 난립하게 되므

로 유사  조 랜드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법률 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1) 랜드 확장과 신상품 략

  유바리 메론의 랜드 확장은 주로 유바리시와 유바리 농 의 역할로 이루

어 졌으며, 이들은 메론 랜디를 비롯한 가공식품 개발, 테마 크의 기획입안, 

메론을 이용하여 지역활성화 략에 한 종합 인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 다.

  유바리시 농 은 재의 유바리 메론의 랜드 명성을 유지하면서 소비계층

의 상이 ‘선물용’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환시켜 유바리 메론 랜드 재활

성화 략을 꾀하기 하여 유바리 농 , 생산자 단체, 유바리시, 북해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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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도 농 앙회, 농업연구소 등이 함께 상품개발  랜드 마 의 구체

인 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생산자의 고령화로 은퇴농가가 증가하여 재배면

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하여 유바리 킹을 재배하는 농가를 인근지역으

로 확 하는 방안이나 타 지역과 연계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메론 랜디 사업은 유바리시 주축으로 북해도 농 , 농업연구소 등이 공동

으로 연구하여 세계 최 로 개발하 고 이를 계기로 메론 와인, 메론 샤베트, 

메론 제리 등도 탄생되었으며, 재 메론 랜디 사업에 메론이 약 200톤이 사

용되고 타 가공품에도 연간 약 500톤이 이용되고 있다.

  유바리시 농 은 랜드 확장을 하여 식품가공회사와 주로 연계하여 선물

용 상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과자, 이크, 차, 과실주, 과실음료 등의 상품을 지

속 으로 개발하여 왔으며, 자체 품질검사 과정에서 규격 외로 정받은 메론

들은 모두 과즙음료나 가공품의 원료로 공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

들어진 상품군에 해서 ｢유바리 메론｣ 랜드를 상품명에 포함시키는 조건으

로 일정 액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2) 상표권 등록으로 유사 랜드의 난립방지

  유바리시 농 은 1973년부터 랜드 가치를 인식하여 ｢지역명+상품명｣을 

사용하여 ｢유바리 메론｣의 상표를 등록하 고 이 상표를 인정받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상표를 등록하기 까지 타 산지나 메론 매업자들이 악의 인 방법으로 

유바리 메론 상표를 도용한 경우가 많아 한 때 경 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체

인 인증마크 부착을 통하여 타 제품과 차별화 략을 사용하여 기를 극복

하 고, 재 ｢유바리 메론｣은 랜드의 모방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하여 

지 재산권에 한 리를 실시하여 1978년에는 상표를 등록하여 1993년에는 

상표를 취득하 고 메론 랜디, 가공식품, 음료 등 련 상표권은 재까지 약 

144개가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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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랜드 육성  리 단계에서 유바리 메론 주체 간 력과정

년도 실시명 육성주체 목 내용

1970 동경진출
유바리농 ·
행정

수요확

경쟁방지

시장선  략

도, 농업시험장, 북해도농 연합회, 국철, 유

바리시농  로젝트  결성

2월에 4인이 상경하여 시장조사실시

8월에 7인이 상경하여 백화 , 시장을 추  

조사하여  수송시간과 매과정에서 기간이 

필요한 것이 문제 이라고 분석

1971 항공운송개시 유바리농
품질 하 방지

동경을 비롯한 국시장 개척

국제항공과 제휴

당일 생산된 메론은 당일 국 시장에 운송

1975
공동선별, 

공동출하량 의무제 
실시

조합
개별 매에 따른 품질 이미지 

하의 방지

생산자에게 10a당 80개 이상 출하의무를 

부과

1975
타품종재배
규제

조합
소비자의 혼란방지  병충해 

발생 방지
유바리시 농 이 리하는 품종만을 사용

1976
생산자 그룹제도 

실시
조합

생산  매과정의 력강화

조직의 통제  교육

책임출처의 소재를 밝히기 

하여

유바리메론 조합원의 증가에 의한 내부통제

가 필요

10명 정도의 소규모 생산자그룹을 편성하여 

생산

그룹별 연간 메론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1

부터 10 까지 결과 발표를 통한 경쟁유도

1978 재배면 계획실시
조합

유바리농

집 출하 방지

약 매 응

다음 해 재배계획을 년 12월에 유바리 

농 에 제출

1개월을 4기로 나 어 생산계획서를 제출

생산면 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약 매

를 조정하여 생산계획을 조정

1978 상표등록 유바리농
랜드 피해 방지

조품 방지
박스 디자인 결정

1979～
1984

메론 
랜디사업개시

(가공연구의 개시)
유바리시

품질인 메론의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메론 랜

디를 생산하고 시장선   

고확

유바리시농 에서 북해도농 연합회연구소

에 연구를 의뢰

유바리시 경제부가 담당

유바리시 메론 랜디 주조연구소 설치(메

론 와인, 메론 샤베트, 메론 제리가 개발됨)

1979
명산지센타
설립

유바리농

농 에 의한 직 사업실시

선도가 높은 메론  가공식품

을 공 하여 이미지 향상 시도

직원 10명

자료: 유바리시 메론 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지, 유바리시 농   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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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유 바리  메 론｣ 랜드에 한 평가

  랜드의 략  리 로세스에 근거하여 유바리 메론의 랜드를 평가한 

결과 유바리 메론의 성공요인은 첫째, 신품종 개발을 통한 랜드 컨셉 확립 

둘째, 뚜렷한 목표시장 설정 셋째, 생산조직  품질 리 체계구축 넷째, 차별

화된 고  홍보 략 다섯째, 연구개발을 통한 가공품 생산으로 랜드 확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산물 랜드를 개발  육성하는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요한 것이 육성

주체 간 신뢰 계를 바탕으로 생산  매 략을 세우고 이를 총 할 수 있

는 구체 인 랜드 략이 필요하며 유바리 메론이 일본 내에서 명품 랜드

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단계별 마  략이나 육성주체 간 력과정은 한국 

농산물 랜드 육성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바리 메론은 재배면 이 차 어들면서 랜드 쇠퇴기에 어들어 새로

운 활성화 략이 필요하다.

그림 5-7.  유바리 메론의 육성 주체 간 역할분담 

랜드 략

소득향상지역 활성화

안정  공

생산․조직 리
제품 차별화

품질 리
유통 차별화

소비자

서 라이 체인매 략

유바리
농업 동조합

유바리 메론조합
(농가)

신뢰 계

유바리 메론

랜드

유바리시(행정)

행정  지원

자료: 유바리시 농  자료  지조사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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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 사례조사

2.1.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화 실태

2.1.1. 임 님표 이천  랜드 개요

  임 님표 이천 은 1995년 6월 국내 최 로 농산물 랜드 상표 등록에 성

공하 으며 이는 공동 랜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이천 사랑 주식

회사를 출범하면서, 공동마 의 효시가 되었으나 개별조합 매처와 거래처 

간 충돌이 발생하여 1997년부터 내부  갈등 때문에 1998년 산신고를 하게 

되었다. 한 2001년 이천 사랑 본부 의회를 구성하 으나 단순히 랜드

의 고와 홍보기능만 담하는 기능에 불과하 으나 과거부터 경기미 는 

이천 에 한 소비자 평가가 높아 2003년 까지는 지속 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 소비자 인식의 변화, 경쟁 랜드 등장  이에 한 

략 부재로 운 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05년 이천시 10개 농 이 출자

하여 ｢이천 사랑 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12월에는 지리 표시제를 최

로 도입하게 된다.

  2005년 ｢이천 사랑 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재배, 가공, 유통에 한 

기능을 정비하고 2006년 8월 이천시(농업기술센터 포함), 농 , 농민으로 구성

된 TF 을 구성하여 9개월에 걸친 마스터 랜으로 종합 인 마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7년 4월에는 개별 으로 산재되어 있는 기 들을 통합하여 

｢이천 사랑 운 본부｣를 설립하 으며, 운 본부의 사업 역은 재배, 유통가

공, 고/홍보, 농정기획까지 포함하고 매 사업권은 개별농 에 있으며 단지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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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임 님표 이천  랜드의 마  략  육성과정

가.  랜드화 추진  개 발단계

(1) 랜드 컨셉

  임 님표 이천 은 지 까지  랜드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왔지만, 소

비자가 경기미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이용하여 친환경, 고품질 로 랜드 컨

셉을 환하려는 계획을 꾸 히 추진 이다. 임 님표 이천 에 한 랜드 

육성주체인 ｢이천 사랑 농조합법인｣, ｢이천 사랑 운 본부｣가 2005년과 

2007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랜드 컨셉이 성공하 다고 단하기

는 어려우나, 과거부터 소비자가 경기미 품질에 한 인식이 정 이기 때문

에 이를 랜드 컨셉과 연결시켜 친환경 과 고품질 의 이미지로 시장에 진

출하려는 략은 바람직하다.

표 5-4.  임 님표 이천  상품화 목표

연도 구분 재배 비율
상품화 략 고  

홍보 략상품 규격

2007년

친환경 0.1 친환경 랜드 소포장 약

고품질 5.0 명품 랜드 소· 포장 강

일반재배 88.6 랜드 · 포장

합계 93.7

2008년

친환경 0.7 친환경 랜드 소포장 약

고품질 15.2 명품 랜드 소· 포장 강

일반재배 78.4 랜드 · 포장

합계 94.3

2009년

친환경 1.5 친환경 랜드 소포장 약

고품질 25.4 명품 랜드 소· 포장 강

일반재배 68.4 랜드 · 포장

합계 95.3

2010년

친환경 4.0 친환경 랜드 소포장 약

고품질 30.0 명품 랜드 소· 포장 강

일반재배 62.7 랜드 · 포장

합계 96.7

자료: ｢이천 사랑 운 본부｣ 면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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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부분의  랜드가 고 화·차별화란 가치를 내걸고 랜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지역 내지는 타 지역의 여느  랜드와의 차별성

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랜드 참여자 교육  기술수  향상 방안

  임 님표 이천 은 농업기술센터와 농 이 공동으로 지속 인 교육을 통하

여 농가들의 기술수 을 향상시키기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명품 을 생산하

고자 하는 농가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주로 명품  육성사업 설

명회, 명품  생산기술 교육, 양곡시장의 변화와 이천  응방안, 명품  생산

단지 재배 리, 재배계약서  운 규약 설명회, 리카드 작성요령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한 교육을 수강한 농민들을 상으로 교육결과에 한 만족도  선호하

는 강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이를 피드백 하여 다음 교육에 반 시키는 차별화

된 교육방법을 운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공통 인 문제 으로서, 임 님표 이천

 역시 이 단계에서 상품의 품질 개선을 한 지속 인 연구 는 신품종 개

발을 한 노력에는 구체 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장기

인 측면에서 볼 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인 우수 랜드로서의 랜드 가

치를 구축하기 해서 제품의 질  향상  개발을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랜드와의 차별화  랜드 확장 단계로의 도약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된다.

(3) 랜드 조직화  규모화

  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농가들의 조직화  규모화를 살펴보면, 2007

년 6월 임 님표 명품 을 재배하는 작목반을 구성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 다. 이들은 이천시 내 10개 지역(이천, 신둔, 마장, 부발, 모가, 월, 

호법, 장호원, 설성, 율면)에 작목반 10개를 구성하고 총 581명의 회원이 참여

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명칭, 운 규약, 재배계약서, 조직체계 등을 통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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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기간의 랜드 사업 추진으로 아직 조직화  규모화에 한 효율성 

 성과를 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나.   랜드 포 지셔닝과 가치구 축  단계

(1) 목표시장 설정  경쟁 랜드와의 차별성

  그동안 이천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천  랜드화는 뚜렷한 육성주체가 

없이 10개 농 에 의해 비체계 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7년 ｢이천 사랑 

운 본부｣의 설립을 계기로 체계 인 마  활동이 기획⋅ 개되고 있다.

  임 님표 이천 은 소비계층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 시장에 합한 

상품을 공 하는 방식의 시장 차별화 략을 구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 시장 차별화 략을 통해 고소득층, 특수계층을 상으로 ｢명품 , 친환

경 =임 님표 이천 ｣이라는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해 랜드 생산체계 확립을 한 고품질 벼 생산, 고품질  가공  

유통시설 구축을 해 노력하고 있다.

다 .  랜드 마  로 그 램의 계 획  실행  단계

(1) 생산자 조직 리  품질 리

  임 님표 이천 은 랜드화를 추진하기 하여 2007년 작목반 10개를 구성

하고 작목반별 작목반장을 임명하여 생산자 조직을 리하며 이들에 한 기

술지도는 이천  운 본부에서 담하고 있다.

  생산자 조직이 2007년도에 출범하 지만 임 님표 명품  생산단지 조성사

업을 통해 24개 단지를 설치하고 각 단지별 기술교류를 통해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요소를 찾고 커뮤

니 이션을 통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그러나 

임 님표 이천  매 사업권이 각 농  간 내부의 갈등으로 단일화 되지 못하

고 농 들이 개별 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액  정산방식 등에서 생

산자 단체들과 농  간의 신뢰 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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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님표 이천 은 고품질  종합 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온 장 시설

의 확충을 통하여 품질 리에 만 을 기하고 있으며, 이천시 농업기술 센타에

서는 고품질  종합 리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하여 정기  수시검사를 통

하여 품질분석과 DNA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한 병해충 방지 종합 리 기술

교육과 벼 재배단계  수확 후 리체계도 실시하고 고품질 을 생산하고 홍

수출하로 인한 미질 하를 방지하기 하여 매년 질소질 비료 사용량, 완 미 

비율, 재배비율 등을 정하여 품질 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표 5-5.  임 님표 이천  품질 리 목표

연도
질소질 비료
사용량(10a당)

완 미 
비율

단백질 
함량(%)

재배비율(%)

조생종 ·만생종

2006 7.07kg 94.7 6.5 3.5 94.2

2007 6.90 95.1 6.3 4.0 93.7

2008 6.78 95.3 6.2 4.5 93.2

2009 6.74 95.5 6.1 5.0 92.7

2010 6.70 95.6 6.1 5.3 92.4

2011 6.65 95.8 6.1 5.6 92.1

2012 6.61 96.0 6.1 6.0 91.7

2013 6.58 96.2 6.1 6.5 91.2

2014 6.55 96.4 6.1 7.0 90.7

2015 6.52 96.5 6.1 7.5 90.2

자료: ｢이천 사랑 운 본부｣ 지역농업주체 신 워크  자료.

(2) 랜드 매 진  홍보 략

  임 님표 이천  랜드화 추진 주체는 2007년에 출범하 으나 2001년부터 

이천 사랑 본부 의회가 구성되어 고와 홍보기능을 꾸 하게 개하여 

왔다.

  기의 임 님표 이천 의 홍보  략은 주로 홍보용 단지 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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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각종 행사 지원, 우수 랜드  홍보행사 지원, 농업인 연합회 국

회를 지원하고 있어 여타 농산물 랜드와 차별성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지방 언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  국규모의 TV 고, 버스  시청 차량

을 이용한 차량 고, 수도권 지하철  터미 을 이용한 고가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하지만, 단순한 매체를 통한 고효과를 기 하기 보다는 

국규모의 시식회 등을 통한 소비자와의 직 인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홍보 

 략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

(3) 랜드 매방법, 매조직, 유통채  략

  임 님표 이천 은 인근 지역 이 둔갑 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2005년도에 지리  표시제 등록을 하여 행정구역상 이천에 거주하는 농민들로

부터 반입되는 만을 취 하고 있다. 지리  표시제를 시행하기 에는 인근

지역  외부에서 생산된 이 이천에 반입되어 둔갑 매되는 경우가 있었지

만 지리  표시제 등록 이후 이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었다.

  한 2006년부터 농산물 품질 리원에 계약재배 물량을 신고한 농가들의 명

단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이 지역을 벗어나는 농가들로부

터 반입되는 은 취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 다.

  임 님표 이천 은 지속 인 매 리를 통하여 간상인의 비 을 감소시

키고 유통업체와 직거래 비 을 증가시키는 등 행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 간상인이 취 하는 물량은 30%에 달하지만 

2010년에는 식사업, 유통업체, B2C 매를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를 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의 농산물 우수 랜드의 사례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 물량과 

가격 리를 통해 물량이 과잉출하 되었을 경우 제품의 가격인하를 미연에 방

지하는 략은 미비한 상태이고, 향후 생산농가의 일정소득을 보장(최 매가

격제도)할 수 있는 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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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임 님표 이천  매처 개편 목표

단 : %

년도 농 식사업 유통업체 B2C 기타 합계

2006 10.0 0.0 59.5 - 30.5 100.0

2010 11.0 4.0 75.0 5.0 5.0 100.0

증감 ▲1.0 ▲4.0 ▲15.6 ▲5.0 ▼25.5 -

자료: ｢이천 사랑 운 본부｣ 지역농업주체 신 워크  자료.

(4)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략

  임 님표 이천  랜드 육성  리주체가 2007년부터 본격 으로 가동되

어 아직까지 소비자 클 임에 극 으로 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와 유통업체 바이어를 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꾸 히 

개하고 있다. 이천 사랑 운 본부에서는 2007년부터 시장 모니터링 활동

을 통해 임 님표 이천 에 한 소비자 만족도  인식을 소비자 1,000명, 유

통업체 바이어 24명을 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임 님표 이천 의 4P(상품화 략, 가격 략,  략, 유통 략)을 수

립하고 문제   향후 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  랜드자산의 성장  유 지단계

(1) 랜드 확장

  임 님표 이천 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식생활 문화에 맞춰 상품을 다

양화하여 랜드를 확장하는 략을 이용하고 있다. 한 지 까지 일반  

랜드 이미지의 주력상품을 이동시켜 고소득, 특수계층을 겨냥한 고품질  

랜드 확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고품질  소포장 을 구매하는 구

매패턴 변화에 맞춰 기존의 참결미에서 한오로미, 윤슬미, 청세미, 참결미, 해

들미로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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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임 님표 이천  랜드 확장을 통한 시장 포지셔닝(Positioning) 략

자료: ｢이천 사랑 운 본부｣ 면담조사 결과.

(2) 상표권 등록으로 유사 랜드의 난립방지

  과거 경기미의 둔갑 매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경험한 임 님표 이천 은 

상표권의 요성을 인식하여  부문 최  지리  표시제를 등록(2005년 12

월),  부문 최  단체표장 등록 추진, 해외 임 님표 이천  상표출원을 추진

하고 있다.

  최근 이천 을 이용한 음식 이 속히 증가하면서 가짜 이천 을 사용하는 

음식 에 한 법  제어장치를 마련하기 하여 ‘특허청 단체표장’을 추진하

고 있으며, 미국 LA에서 칼로스 이 이천 로 둔갑하여 매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해 이천시와 내 10개 농 이 해외 ‘임 님표 이천 ’ 상표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마 .  ｢임 님 표  이천 ｣ 랜드에 한 평가

  임 님표 이천 은 ‘이천 사랑 운 본부’가 2007년에 출범하여 랜드 추

진 주체를 심으로 일 이고 통합 인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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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랜드로 거듭나기까지 부족한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 님표 이천 은 매 사업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이천시 내 10개 

농 이 매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계획생산  과잉생산 방지를 한 작부조

, 정산방식 등에서 생산자 단체들과 농  간의 신뢰 계 구축이 한계가 있으

며, 홍보   략에 있어서도 기존 여타 농산물 랜드와 차별화 되지 않

는다. 를 들어 이천시가 수도권에 치하고 있으므로 도시민을 상 로 ‘이천

 재배  수확체험’, 국내 굴지의 기업과 ‘1사1 ’의 활성화, 이천 도자기 축

제와 연계한 홍보방안, 이천 이 타 지역 보다 밥맛이 좋다는 객 인 자

료 등을 활용한 언론 홍보 등을 활성화 시켜 소비자에게 ｢이천 =최고의 ｣

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필요가 있다.

그림 5-9.  임 님표 이천  랜드 추진 황

자료: ｢이천 사랑 운 본부｣ 면담조사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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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비자  유통업체 바이어 등을 활용하여 이천 에 한 지속 인 모

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이천 에 클 임이 제기될 경우 이를 체계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2.2. 햇사레 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의 햇사레

2.2.1. 햇사  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햇사  개요

  햇사  랜드 사업의 추진배경은 부권 유모계 복숭아 주산지라는 최고의 

생산여건과 거  소비지인 수도권지역과 인 , 충분한 상품화 시설 보유라는 

최 의 유통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4개 조합의 지역명을 심으로 한 3

개의 랜드(장호원, 감곡, 음성)와 4개 포장지(참여농 별)로는 유통업체 직거

래 시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2년 6월 경기, 충북의 2개 지역본부와 장호원, 경

기 동부, 음성, 감곡의 4개 농 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량 규모화를 도모하고 농 의 실질  역할을 제고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출하조   시장교섭력 강화를 통한 농가수취가격을 

증 하고자 햇사  연합사업이 시작되었다. 재에는 이천․음성지역 복숭아 

체 재배면 의 82%, 생산량의 85%, 체 농가의 91%가 햇사  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

  햇사 는 지속 인 랜드 물량과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07년 84.1%의 소비자가 햇사  랜드를 알고 있을 정도의 높은 인지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2007년에는 인근지역 연합 사업단보다 평균단가가 1,291원/1

박스(4.5kg) 높게 형성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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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햇사  매출액 성장 추이

자료: ｢농산물 랜드 마  성공사례｣, 햇사  법인.

표 5-7.  햇사  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주요 추진경과

주요 사업내용

2002.  6 ⋅ 연합사업단 발족

2002.  7 ⋅ 만 첫 수출

2003.  3 ⋅ 공동 랜드 개발

2003.  3 ⋅ 포장단  변경(5kg → 4.5kg)

2004.  7 ⋅ ｢ 리미엄 햇사 ｣, ｢GAP｣복숭아 출시

2004.  8 ⋅ 만, 일본 수출

2004. 10 ⋅ ’05 FTA 기 사업 신청  선정

2004. 12 ⋅ ’04년 공동마  조직육성사업 신청  선정

2005.  5 ⋅ 지역공동 랜드 육성시범사업 선정(98백만 원)

2005.  7 ⋅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www.hessare.com)

2005. 10 ⋅ 농산물 워 랜드  ‘동상’ 수상

2006.  7 ⋅ ｢햇사  러스｣ 출시

2007.  4 ⋅ 농림부 과실 랜드 육성사업 선정(3년간 12억 지원)

2007.  5 ⋅ 햇사  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완료

2007.  6 ⋅ ’07년 FTA연차평가 햇사  1

2007.  6 ⋅ 햇사  랜드 수수료 수취 의(50원/4,5kg, 30원/4kg이하)

2007. 10 ⋅ 농식품 워 랜드  농림부장 상 수상

2007. 11 ⋅ KBS2 농업인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2008.  6 ⋅ 2008년 한민국 랜드 상 선정

자료: ｢농산물 랜드 마  성공사례｣, 햇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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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햇사 의 마  략  육성방안

가.  랜드화 추진  개 발단계

(1) 랜드 컨셉

  햇사 는 랜드의 고  이미지를 강조하기 해 랜드 네이   디자인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풍부하면서 정리된 Visual로 식감을 표출하고, 

디자인에 Black Color를 배경으로 처리하여 후함과 고 감 강조  경쟁사 

제품과 동시 진열시 차별화와 주목성을 유도하 다. 그 결과 햇사  박스 디

자인에 해 소비자들은 ‘ 에 잘 띄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처음 제작 의

도인 경쟁제품과의 차별성과 주목성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단3)할 

수 있다.

  한 햇사 는 기존 포장규격이 물류를 포장․운반하는 과정에서 비효율

이고 포장규격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 기존 5kg 단  포장재는 렛트 

재 시 별도의 받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부상자에서 꺾임으로 인한 복숭아 

압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효율화를 해 4.5kg로 포장규격을 변경하게 되

었다. 그 결과 렛트 재 효율이 33% 증가(기존 6박스 → 8박스 재)했으

며, 0.5kg을 축소한 단 로 출하하 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상이 나타나

지 않아 실질 인 농가소득 증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후 시장 체의 규격이 

변경되었다.

(2) 랜드 참여자 교육  기술수  향상 방안

  햇사 는 외부 문가(2명), 농업기술센터(2명, 이천, 음성), 농업인 표(농

별 4명), 참여농 (농 별 4명)과 함께 개발 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따

른 재배기   상품화와 랜드 리기 을 제시한 햇사 만의 차별화된 통

합 리 매뉴얼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 개발 원회는 맞춤형 재배기  마련, 햇

3) 2007년 양재유통소비자 407명 상으로 실시한 2007년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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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품화 기 제시, 랜드 리기  확립, 소비지 품질 리 기 을 제시하

고 있다. 

  햇사 는 개발 원회에서 차별화된 통합 리 매뉴얼을 제작 지원하고는 있

으나 생산 농가를 한 방문교육, 품질향상을 한 연구  지원체계 등이 미

비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랜드 참여자들의 기술수 을 상향평

화시킬 필요가 있다.

(3) 랜드 조직화  규모화

  햇사  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2007년 말 기 으로 2,176 농가

이고, 총 104개의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량출하 임농가와 

량 출하 농가로 구분 리되며, 량출하 임농가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

량을 가격과 거래처에 계없이 법인에 출하권을 완  임하는 방식이고, 

량출하농가는 법인사업에 량 출하하면서 출하처 선택을 농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농가를 말한다.

표 5-8.  2007년 햇사  랜드 조합별 황

2007년 말 조합별 황

조 직 명 농가 수(호) 재배면 (ha) 생산량(톤)
매 액

(백만 원)
작목반

동부과수농 626 266 3,414 9,865 22 개

장호원농 400 150 1,973 6,031 29 개

감곡농 800 405 6,578 19,280 40 개

음성농 350 133 1,941 5,311 13 개

계 2,176 954 13,906 40,487 104

자료: ｢농산물 랜드 마  성공사례｣, 햇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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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랜드 포 지셔닝과 가치구 축  단계

(1) 목표시장 설정  경쟁 랜드와의 차별성

  햇사  랜드 사업 기의 농민들은 기존의 랜드(장호원은 황도, 음성은 

미백)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내부  갈등을 겪었으나, 2002년 

연합 사업단이 설립되면서 이러한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체계 인 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해 ｢품질좋은 복숭아 = 햇사 ｣, 이름만 보고도 구입할 수 있는 복숭

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품질등 을 높여 다른 산지 복숭아와 차별화  고 화 

이미지 구축을 마  략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반

하기 해 포장규격을 다양화시키는 략도 사용하고 있다.

다 .  랜드 마  로 그 램의 계 획  실행  단계

(1) 생산자 조직 리  품질 리

  햇사 는 품질 리 강화를 해 햇사  20과 이내만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

고, 이를 반 할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햇사  과일조합 공동사업법

인이 검품원을 직  운 하여, 검품강화  검품원 운 의 효율성을 극 화하

고, 거래처에 따른 선별  집 리를 통한 략  마 을 실시하고 있다. 공

동 출하한 4개의 농 은 직  검품원을 견시켜 지역 이해 계를 배제한 엄격

한 품질 리를 시작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3번째 불합격 정을 받으면 

햇사  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랜드 제품에 한 생산  재배 리, 품질 리 등을 일원화시키고, 사업추

진 주체와 생산자 상호 간 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에서 생산자 조직 리는 

요하다. 그러나 햇사 의 경우 아직까지 이를 한 구체 인 계획이나 체계

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랜드 매 진  홍보 략

  햇사  랜드에 한 소비자 인지도는 타 랜드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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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었는데 이는 극 인 소비자 직  홍보  농산물 활동을 체계 이

고 지속 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한 축제, 워크  개최, 시식행사,  매

체를 극 으로 이용하는 한편, 수도권의 버스 외부 고, 지하철과 LCD 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다.

(3) 랜드 매방법, 매조직, 유통채  략

  연합사업을 시작하기 이 에는 유통업체가 농 에 복숭아를 주문하면 농

은 그 주문 물량과 품 에 맞는 복숭아를 생산하는 산지 농가를 물색하는 탁 

매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농산물의 특성상 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물량과 품 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면에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물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량의 복숭아가 도매시장으로 집  출하

되는 경우 가격 폭락이 발생한다.

  연합사업을 실시한 이후에는 다른 농 과의 물량 조달에 한 조정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물량을 규모화함에 따라 형유통업체와 가격 상력도 커지

고 연합회가 분산출하 하기 때문에 집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

게 되었다.

그림 5-11.  유통경로 별 차별화 된 마  추진

자료: ｢농산물 랜드 마  성공사례｣, 햇사  법인.

4) 2007년 8월 RANET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햇사  랜드에 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4.2% 으며, 2006년에는 타 랜드(나주배, 안심사과, 델몬트)는 6～7%의 

인지도를 보 으나 햇사 는 29.8%로 가장 높은 인지도 수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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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햇사 는 형유통업체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  속거래처를 확

하고, 도매시장을 주 출하처로 정하고 품질 리와 물량 수   시세 리 등

에 맞춘 마 을 강화하는 등 유통경로별 차별화된 타깃 마 을 추진하고 

있다.

(4)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략

  햇사 는 농업인과 문인력으로 구성된 품질 리단을 운 하여 도매시장

과 주요 거래처를 상으로 햇사  상품화 상태 검  랜드 사용을 리하

고 있다. 품질 리단은 소비자 시민모임과 연계하여 운 하고 있으며 매년 7

월～10월까지 기간에 잔류 농약 검사(무작  샘 검사 추진)  매장 내 햇사  

상품 모니터 요원을 운 하고 있다.

  햇사 의 제품 출하 방식  체계는 생산농가가 농 에 출하하고 농 은 햇

사 에 임, 햇사 는 유통센터나 거래처(도매시장)로 매를 하는 방식으로 

최종 유통센터에서 소비자에게 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 클 임이 발

생할 경우 최종 거래처에서 반품처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클

임에 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극 인 응방안은 해외 

우수 랜드에 비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라.  랜드자산의 성장  유 지 단계

(1) 랜드 확장과 신상품 략

  햇사  랜드는 소비자에게 다른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고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햇사 ”, “햇사  러스”, “햇사  리미엄”으로 

상품을 차등하고 유통경로를 차별화하는 략을 선택하 다. 햇사  러스는 

엄격한 검품과정을 통과한 상품이고 리미엄은 과와 당도 보증 최고  상

품군을 말한다.

  햇사  법인은 2008년에 충북 음성에 거  APC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과실

의 상품화와 규모화를 구축하고, 햇사  법인의 품목  지역확 를 통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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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동부과수농 의 경우에는 이천 배에 해 ‘자여내’

라는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가들을 상으로 배의 고품질 다수확 결실 리 기

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숭아뿐만 아니라 배 상품으로의 랜드 확장을 비

하고 있다.

그림 5-12.  햇사  상품군

자료: ｢농산물 랜드 마  성공사례｣, 햇사  법인.

(2) 상표권 등록으로 유사 랜드의 난립방지

  햇사  사업단은 자연친화 이며 발음하기 쉬운 략 인 마  근이 가

능하도록 네이  작업을 추진하 으며, 수차례 의 끝에 최  7개 후보안에서 

“햇살 머 은 햇사  복숭아”를 개발, 상표등록을 완료(2004. 9. 2)한 상태이며 

유사 랜드의 난립 방지를 해 햇사  랜드 사용 원칙을 철 히 수하고 

있다.

마 .  ｢햇 사 ｣ 랜드에 한 평가

  햇사  랜드는 2002년부터 재까지 랜드 매출액이 지속 으로 성장하

고 있으며, 햇사  법인을 심으로 체계 인 랜드 홍보  마  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 인 농산물 랜드로 발 하기 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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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 햇사  소비자 품질 리단이 시민모임과 연계하여 운 , 제품에 

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으나 제품이 출하된 이후 소비자들의 클 임에 

한 구체 인 응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수년간에 노력으로 인해 쌓아 

온 햇사  랜드 이미지를 단기간에 실추 시킬 수도 있는 요한 요인이기에 

랜드 제품에 한 구체 인 사후 리 책이 필요하다.

  한 햇사  법인은 생산 농가를 상으로 통합 리 매뉴얼을 개발․보 하

고는 있지만 장 심의 직 인 교육활동은 미흡하고, 장기 인 에서 

지속 인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다.

2.3.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썬플러스(Sunplus)

2.3.1. 한국과수농 연합회와 썬 러스 개요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기감이 고조되고 국가 경제발 과 시 흐

름의 변화 등으로 농 앙회 이외의 문 이고 국 인 표기구의 필요성

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후, 품목조합들의 조합장 문조직 설립과 표기구화 

 과수 담화 의지에 의해 2001년 12월 한국과수농 연합회5)를 설립하 다. 

  연합회의 설립목 은 과실의 생산·유통에서 국제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를 추

구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 고품질 안 농산물을 공 함과 동시에 과수재배농

민의 실익증진과 자생력 강화에 있다. 연합회는 개별상표, 개별등 , 개별 매 

행을 타 하고 과수 물량을 규모화, 단일 등 화, 규격화를 목 으로 국 과

실 공동 랜드를 개발하 다.

5) 한국과수농 연합회는 사과 품목의 6개 조합( 구경북능 농 , 충북원 농 , 산

능 농 , 공주원 농 , 홍성능 원 농 , 서산원 농 ), 배 품목의 5개 조합(나

주배원 농 , 천안배원 농 , 안성과수농 , 평택과수농 , 경기동부과수농 ) 감

귤 품목 1개 조합(제주감귤농 ) 단감 품목 1개 조합(진주단감과수농 )의 총 13개

의 조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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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과수농 연합회의 주요사업

사업부문 주요 사업내용

생산부문

⋅친환경기술지원단 운      

⋅농원구조개선

⋅고품질 생산시설 화    

⋅친환경기술  농자재 개발보

⋅과수 우량묘목 생산   

유통부문

⋅공동 랜드 개발  사업화(썬 러스 랜드 사업)

⋅산지유통센터 지정운 과 산지유통개선

⋅과실 품질 리  GAP 인증

공동구매사업

⋅구매  매사업 공동 응   

⋅회원조합 경  안정화

⋅회원조합 공동 심사 공동 응

교육정보사업
⋅과수농업인 교육사업(정부인력 육성사업)

⋅홍보사업  자조 사업     

농정활동
⋅품목별 육성정책 수립(유통구조개선, 생산개선)

⋅ 국 과수 품목조합과 연합회 육성 등

자료: ｢과수농 연합회의 설립과 황｣, 한국과수농업 동조합연합회.

2.3.2. 썬 러스 랜드 마  략  육성방안

가.  랜드화 추진  개 발단계

(1) 랜드 컨셉

  썬 러스는 2004～2006년의 기간에 국 거 농가를 바탕으로 썬 러스 

랜드 과실을 시험출하 하 으며, 그 결과 썬 러스가 일반 특품과 비교해 볼 

때, 30% 높은 가격 리미엄이 형성되었다.

  이에 연합회는 ｢최고의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상품｣이라는 랜드 이미지에 

따라 고품질 안 과실을 생산, 물량을 규모화하고 고품질의 과실을 상품화하는 

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99

(2) 랜드 참여자 교육  기술수  향상 방안

  과수농 연합회는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하여 장 심 기술을 개발

하고 보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장 문가, 

조합기사, 연구소, 학교수 등 친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국제경쟁가능 모

델을 발굴, 장 방문을 통한 착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과품목의 경우 “김

창호” 재배방법6)을 채택하고, 고품질 사과 재배 지도지침 작성  보 함으로

써 다수의 로농가와 고품질 안 과실 다수확 농원의 성공모델7)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성공사례 장평가회를 통하여 성공사례 에 노력하고 있다.

  연합회는 생산자에게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지침  농약안 사용지침을 

보 하는 등 친환경 자재  기술을 개발 보 하고 과수재배농가의 인식 환

과 국제 응력 제고를 해 2005년부터 과수부문 생산․유통선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랜드 조직화  규모화

  썬 러스는 회원제로 운 되고 있으며, 회원은 2002년 17명에서 시작하여 

2003년 145명, 2004년 1,115명, 2005년 1,437명, 2006년 1,541명, 2007년 1,589

명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8월 재 썬 러스 랜드 활용회원은 사과 810명(7개 조합), 배 114

명(6개 조합), 감귤 653명(제주감 ), 단감 12명(진주단감농 ) 등 체 1,589명

으로, 2010년까지 썬 러스 회원 1만 호 육성  국 과실생산량의 30%를 고

품질 농원구조로 개선, 고품질 생산 농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썬 러

스 회원에는 시범농원과 일반회원농원을 포함하며, 시범농원은 고품질 상품생

산을 해 시범 으로 친환경기술지원단이 직  생산지도하고 생산․유통지

6) 썬 러스는 ｢고품질 안 과실 다수확 농원조성｣ 사업에 착수하면서 김창호 기술지도

원의 재배방법을 채택․ 장지도를 실시함. 김창호 재배방법이란 화학비료, 제 제

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무의 생리를 이용하여 상등 의 사과를 생산하는 재배기술임.

7) 시범농가는 ha당 35～40톤 수확, 상등 률 60～70% 달성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소득

을 증 , 국제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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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델농원을 말한다.

표 5-10.  지역별 썬 러스 회원 황(2007. 8월 재)

회원조합
회원 수(명)

비고
사과 배 감귤 단감 계

구경북능 농 449 - - - 449
주(375), 천(24), 문경(33),

청송(7), 기타(10) 

충북원  90 - - - 90
충주(44), 괴산(13), 보은(16)

진천(17)

공주원   6 10 - -  16 공주(16)

홍성능 원  23 - - -  23 홍성(23)

서산원  10 - - -  10 태안(7), 서산(3)

산능 농 232 - - - 232 산(156), 당진(76)

나주배원 - 36 - -  36 나주(75)

천안배원 - 54 - -  54 천안(54)

안성과수농  0 - -   0 안성(0)

평택과수농 - 14 - -  14 평택(14)

경기동부과수농 -  0 - -   0 경기동부(0)

제주감귤농 - - 653 - 653 제주(653)

진주단감농 - - - 12  12 진주(12)

계 810 114 653 12 1,589

자료: ｢과수농 연합회의 설립과 황｣, 한국과수농업 동조합연합회.

나.  랜드 포 지셔닝과 가치구 축  단계

(1) 목표시장 설정  경쟁 랜드와의 차별성

  썬 러스의 이미지는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상품｣으로,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식품에 한 안 성이라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썬 러스

는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킴으로써 다른 과실과 가격면에서 차별화(일

반 상품의 30% 높은 가격)8)를 이루었다.

8) 2007년산 사과의 경우 강서도매시장에서 2007년 말과 2008년 의 가격을 보면 15kg 상

자 당 5～7만 원에 형성되어 동일시장에서 일반사과보다 약 30～40% 높은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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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랜드 마  로 그 램의 계 획  실행  단계

(1) 생산자 조직 리  품질 리

  썬 러스는 규격을 반한 상품에 해서 1회에 한해 경고, 2회 이상일 때 

회원자격 제명 차를 이행하고 있다. 한 랜드 상품의 품질 리를 해 과

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앙과수묘목 리센터)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고품

질 과실 생산의 근간인 무독묘  우량묘목의 생산  보증 체계를 확립9)하고 

있다. 

(2) 랜드 매 진  홍보 략

  썬 러스는 연합회에서 마   매를 담하고 있었으며, `03년부터 

국 과수 표 조직(사과 76%, 배 50% 유)으로 자조 을 조성, 소비 진 

고․홍보, 해외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신문과 TV 고 심의 홍보 

략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식회  축제 련 행사 등과 같이 

직 으로 소비자와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근방식이 요구

된다.

(3) 랜드 매방법, 매조직, 유통채  략

  썬 러스 랜드의 출하는 2004년부터 국 거 농가 고품질 과일을 시험출

하하고 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연간 약 200톤 내외 수 의 소량 출하하

여 2년간의 신규 랜드의 시장 테스트기를 거쳤다. 한 2007년산의 경우 3개 

품목(사과, 배, 감귤)에서 약 1,800톤을 출하하여 본격 으로 시장출하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2년간의 시험 출하처는 백화 (신세계), 소비지 형유통업체(홈 러스), 도

매시장(강서, 가락) 등으로 유통채 을 다양화하는 략을 사용했으며, 2007년 

9) 2006년 사과 원종도입(네덜란드 10,300주), 종자업 등록을 완료하 으며, 포도․배 

등 기타 과종은 추후 추가 등록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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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과, 총각네(40개 ) 신규개척에 성공하 다. 한 연합회는 썬 러스 상

품 매를 해 리 원회 의결을 거쳐 매처를 지정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 다.

(4)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략

  썬 러스의 상품에 한 사후 리업무는 반품된 상품에 해 출하자 책임 

하에 처리하며, 출하처별 매  소비자 반응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 농산물 랜드의 공통 인 문제  의 하나로서 소비자 클 임에 해 

극 인 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  랜드자산의 성장  유 지 단계

(1) 랜드 확장과 신상품 개발

  썬 러스 연합회는 2년간의 시험출하를 통하여 시장테스트기를 거쳤으며, 

그후 원물 심의 마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공산업과 

연계하여 랜드 상품을 다양화 시킨다거나, 신상품 개발과 같은 랜드 확장

단계에 한 구체 인 계획  략 등은 미흡한 상태이다.

(2) 상표권 등록으로 유사 랜드의 난립방지

  한국과수농 연합회는 2004년 9월 국  단일 등 화, 물량규모화 등 고품

질 과일 생산  유통선진화를 해 국 과실공동 랜드인 썬 러스(Sunplus)

를 개발, 상표등록을 완료하 다. 상 품목으로는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4개 

품목이고 생명의 근원인「태양」+ 자연과 인간의「상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에 인간의 정성을 덧붙여 낸「최고의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 다.

마 .  ｢썬 러 스｣ 랜드에 한 평가  망

  썬 러스 랜드는 재 2년간의 랜드 시장테스트를 통해 차 랜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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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상승하는 단계이지만 랜드자산의 성공 인 구축 여부의 별을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썬 러스는 자조 을 조성하고 소비 진을 한 홍

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썬 러스를 리 알리기 해 보다 체계 이

고, 다양한 보 략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소비자의 클 임을 해결하는 것은 썬 러스라는 랜드의 이미지가 손

상되는 것을 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요하다. 재 반품된 상품에 해 출하

자가 책임지는 방식에서 보다 구체 인 응반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3.  썬 러스 랜드 추진 황

자료: 한국과수농 연합회 자료  면담조사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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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농산물 우수 랜드 조사 평가 결과

  국내외 농산물 우수 랜드를 평가한 결과 해외 우수 랜드에 비하여 국내 

랜드는 랜드화 추진  개발, 랜드 포지셔닝과 가치구축, 랜드 마  

로그램의 계획  실행, 랜드 확장  유지측면에서 계획  체계가 미흡

하다고 할 수 있다.

가.  랜드화 추진  개 발단계

  국내외 모든 랜드에서는 각각의 특징을 상징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각

각 주력제품에 맞는 랜드 컨셉을 확립하고 따뉴, 임 님표 이천 , 햇사

, 썬 러스는 환경친화  고품질 농산물을, 유바리메론은 색과육을 통한 

제품차별화를 랜드 컨셉으로 정하 다.

  이 단계에서는 랜드 컨셉뿐만 아니라 합한 생산체제를 갖추기 하여 

농가들의 기술수  향상  조직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한 구체 인 

체계가 필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랜드 사업을 실시해 온 국외( 따뉴, 유

바리 메론)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 농산물 랜드는 아직까지 기술향상 방안

과 생산자 조직화방안에 한 체계 인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랜드 참여자 교육  기술수  향상 방안에서는 국외( 따뉴, 유바리 메

론)사례의 경우 기술지도  보 , 신품종개발, 재배기술 향상을 한 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연구기 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구기 을 주축으로 농

가들의 기술수 을 상향평 화하기 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사례(이천

, 햇사 , 썬 러스)의 경우는 각각 생산농가를 상으로 교육만을 실시하는 

수 이며, 신품종 개발  품질개량을 한 연구기 이 없다.

  한 국외 우수 랜드는 추진 주체에 의해 생산자 조직화가 이루어져 각종 

연구회 활동을 통한 재배기술 습득  기술지도, 품질 리 등이 극 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으나 국내 랜드는 이천 을 제외하고 생산자 조직화  체계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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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랜드 포 지셔닝과 가치 구 축  단계

  따뉴는 일반채소 상품생산에서 차 미니 채소와 유기농 랜드 채소 

생산을 증가시키는 마  략을 설정하고 유기농 랜드 채소에는 별도의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략을 사용하고, 유바리 메론의 경우는 목표시장을 

‘자가용’이 아닌 ‘선물용’으로 설정하면서 항공기 운송을 통해 국 으로 

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국외 사례와는 달리, 국내 농산물 랜드(햇사 , 썬 러스)의 경우에는 공통

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략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뚜렷

한 목표시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임 님표 이천 의 경우는 2007년부터 시

장 차별화를 통해 고소득층, 특수계층을 상으로 마  략을 세우고 있으

나 아직까지 고품질의 제품 이미지를 소비자가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  랜드 마  로 그 램의 계 획  실행  단계

  국외의 농산물 우수 랜드의 경우 홍보  을 담당하는 조직( 따뉴

의 Cerafel, 유바리 메론의 유바리 농 )이 홍보  활동에 극 으로 노

력하고 있었으며, 특히 따뉴의 경우에는 연간 홍보  커뮤니 이션 비용

으로 약 250만 유로(약40억 원 이상)를 지원하고 있다. 한 국내사례와 비교

했을 때 소비자에게 다양한 홍보방법( 매체, 인터넷, 포스터, 차량 고, 지

하철 고, 소비자 표 청행사  견학, 시식회 등)을 사용하여 랜드 이미

지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례의 경우 랜드의 홍보  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기는 

하나, 재는 매체를 심으로 단조로운 홍보 략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근하는 략이 요구되며 자

조  조성 등을 통한 홍보비용을 확보하는 극 인 노력도 요구된다.

  국외의 농산물 랜드는 육성주체와 신뢰 계를 바탕으로 생산자 조직 리

를 꾸 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랜드 명성이 알려져 재배면 이 증가할수록 

생산자 조직과의 신뢰 계를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106

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랜드 육성주체와 생산자 조직과 신뢰 계를 바탕으

로 조직을 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 농산물 우수 랜드의 경우, 랜드자산을 구축하기 해 제품의 품질

리가 얼마나 요한지를 인식하고, 랜드 상표로 출하되는 제품에 해 철

한 품질 리 략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동선별장뿐만 

아니라 재배와 유통과정에서 몇 단계에 걸쳐 복 인 품질 리가 이루어지고, 

유바리 메론의 경우에는 종자보 소를 운 하여 품종 리에도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공동선별장에서 검품요원이 랜드 상품을 

선별하는 수 으로, 국내 농산물 랜드도 선별작업뿐만 아니라 재배  유통

과정과 종자 리로 품질 리의 역을 확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따뉴에서는 공 물량을 조 (재배면  조 , 산지폐기, 상장물량 제한 등)하고 

생산자들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해 최 매가격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시장분석을 통한 ·장기  생산  유통 략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유바리 메론의 경우에도 약상 거래를 통해 가격변동에서 오는 험을 

회피하고, 생산자가 미리 제출한 재배계획서를 바탕으로 농 에서 재배계획을 

세우고 집  출하를 방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 농산물 랜드인 햇사 의 경

우, 연합회에서 출하량을 조 함으로서 제품의 가격하락을 막는 수 으로 국외

의 사례에서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물량 리와 가격 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랜드 추진 주체에 의한 철 한 품질 리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소비지에 유통되어 소비자 클 임이 발생할 경우, 따뉴와 유바리 

메론은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 임에 해 원인  해

결책을 찾기 한 즉각 인 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소

비자 클 임이 발생 했을 경우, 최종 거래처에서 반품처리  책임을 지는 소

극 인 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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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랜드자산의 성장  유 지 단계  

  따뉴와 유바리 메론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농산물 랜드 사업을 추진

해 온 경우에는 이미 주력상품 이외에 가공산업과 연계하여 랜드 확장을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랜드 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비교  짧

고, 소비자에게 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기단계이기 때문에 랜드 확장에 

해 비가 미비하거나 계획만 있는 수 이다. 

  한 국내외 랜드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유사  조 랜드 난립

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 등록은 물론 자체 인 인증마크 사용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서 유사  조 랜드의 난립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표 5-11.  국내외 농산물 우수 랜드 조사 분석 결과 비교

농산물 랜드의 
략  리 로세스

 랜 드 명

국 외 국 내

따뉴 유바리 메론 이천 햇사 썬 러스

랜드화 추진 
개발단계

랜드 컨셉 ○ ○ △ △ △

교육  
기술향상 방안

○ ○ △ △ △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 ○ ○ △ △ △

랜드 포지셔닝과
가치구축 단계

목표시장 설정 
경쟁 랜드와의 차별성

○ ○ △ △ △

랜드 마
로그램의

계획  실행단계

생산자 조직 
랜드 품질 리

○ ○ △ △ △

랜드 매 진 
홍보 략

○ ○ △ ○ △

랜드 매방법,
매조직, 유통채  략

○ ○ △ △ △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략

○ ○ × × ×

랜드자산의 성장
 유지단계

랜드 확장과
신상품 략

○ ○ △ △ ×

상표권 등록으로
유사 랜드의 난립방지

○ ○ ○ ○ ○

○: 추진 조직이 있고 운 체계가 효율

△: 추진 조직이 있고 운 체계가 비효율

× : 추진 조직이 없고 운 체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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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 문제

가.  추진 주 체 의 느슨한 조직화와  낮은 결 합 도

  국내 랜드 개발주체 는 랜드화 추진 주체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결성

된 조직체가 아니고 매우 느슨한 조직체로서 참여조직이나 참여 구성원 간의 

유기 ․체계  결합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국내 랜드 육성주체를 조사한 결과 부분의 육성주체가 최근에 결성되어 

생산  재배 리, 품질 리, 마  기능 등이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다. 한 

생산자 단체(농 , 농조합 법인 등)를 심으로 하향식 형태로 추진되는 경

우도 있지만 추진 주체가 주로 시청  군청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등이 육성

하는 형태의 상향식 추진형태가 부분이어서 육성주체나 참여 구성원 간의 

유기 ․체계  결합도가 약하다.

나.  랜드 규모 의 세 성과 랜드 유 통기반 의 미 흡

  국내 랜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랜드화에 참여하는 조직이 세규

모의 소수 생산자조직이 부분이므로 랜드 규모  범 의 세성에 기인

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물량을 공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

는 품질에 응하기 곤란하다.

  국내 우수 랜드인 임 님표 이천 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호가 높

아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연  꾸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수요에 합한 

생산규모  장 시설 등의 유통기반이 부족하여 물량을 제 로 공 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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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품목별 랜드 규모(과일류)

단 : 개, %

품목 랜드 수
랜드 당 규모 추정

생산량(톤) 재배면 (ha) 유통량(톤)

사과 165  892  65  525

배 256  692  34  408

포도 157  971  56  572

감귤  62 4,116 139 2,424

복숭아  60 1,493 100  879

단감  53 1,780 130 1,048

주: 랜드 당 생산량과 재배면 은 국 평균규모에서 과일류 평균 랜드화율 40%(도

매시장 조사)를 용하 으며, 유통량은 농산물의 개별출하  산지유통인 출하비율

(41.1%)을 제외한 58.9%를 용한 것임.

다 .  목 표 시장 설정 과 매 략 의 불 일치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의 경우 랜드화의 명확한 목표  정규모가 설

정되어있지 않고, 세규모의 유사 랜드가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랜드의 특

성을 반 한 목표시장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 인 매 략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분의 농산물 랜드 목표시장은 일반 소비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

비자에게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부족하다. 만약 농산물 

랜드 목표시장이 역  규모의 소비자가 상이라면 시장에 꾸 한 물량을 

공 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러나 부분의 농산물 랜드가 일반 농산물과 품질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소규모 물량으로 역  규모의 소비자를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목표시장과 매 략이 불일치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되지도 못하

고 시장에서 쉽게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랜드 아이덴티티와  포 지셔닝의 비차별 화

  국내 랜드의 경우, 동일지역 많은 유사 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랜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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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랜드 상품의 차별화는 물론 커뮤니 이션 차별

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를 들어, 과거부터 경기도 지역의  랜드는 ｢임 님표 이천 ｣과  ｢여

주 왕님표 ｣이 유명하지만 최근 안성농 사업연합단의 ｢안성맞춤 ｣, ｢안

성 해올림 ｣, ｢평택 슈퍼 오닝 ｣, ｢용인 백옥 ｣ 등을 비롯하여 약 34개의 

 랜드가 있다. 이들 랜드는 부분 경기미의 고 화, 차별화란 가치를 내

걸고 최고의 을 생산해내기 해 품종, 재배방법 차별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

만 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  요소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차별

화가 어려운 상태이다.

마 .  랜드 리 주 체   마  리 조직 구 축  미 흡

  랜드 리주체가 랜드 마  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며 육성주

체들 간의 역할분담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지속 이고 통합

인 랜드 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랜드 리주체는 소비자 인지도 

 충성도 향상을 하여 랜드 마  기능을 심으로 철 한 품질 리, 

매 리, 가격 리 등을 지속 으로 병행하여야 하지만 국내 다수 랜드는 

마  리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랜드 추진주체와 참여조직의 구분 없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 인 랜드 마  리가 부족하다.

  특히, 햇사 와 썬 러스 같이 추진형태가 하향식인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랜드 마 에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임 님표 이천 ｣과 같은 

경우는 마  기능은 운 본부가 담당하고 매 리는 개별농 이 담당하고 

있어 효율 인 통제  랜드 마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바. 참여구성원에 한 농산물 랜드 련 교육 부재와 랜드 인식 결여

  국내의 랜드 사업은 랜드 추진 필요성과 기본 목 , 추진과정, 참여자의 

의무와 책임, 랜드화의 효과 등 랜드화 반에 한 참여조직과 구성원에 

하여 체계 이고 충분한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존하는 많은 랜드  공동 랜드 일부를 제외한 부분의 랜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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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 인식을 활 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 특히 개별농 , 농조합법인, 작목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

는 개별 랜드일수록 농산물 랜드 련 교육의 미비로 생산자의 의식 환 

 랜드에 한 인식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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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방안

1. 요 약

  본 연구는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방안을 연구하기 해 농산물 랜드 문

제 을 경제주체별(소비자, 유통업체, 추진주체)로 악하고 국내외 우수 랜

드를 농산물 랜드 략  리 로세스에 따라 평가하여 시사 을 제공하

다. 한 소비자의 농산물 랜드 구매패턴이 인구․사회학  변화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과 과일류를 심으로 농산물 랜드 구매 시 선호하는 속

성과 만족도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존하는 농산물 랜드 수가 무 많아 소비자는 농산물 랜드에 

해 혼란을 래하고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통업체도 일반농산물과 

별다른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상품 리나 품질 리가 미흡하거나 꾸

한 물량 공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 하고 있다.

  둘째, 재 농산물 랜드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지 조사를 통하여 육성단

계의 문제 을 악한 결과 1. 추진 주체의 느슨한 조직체계와 낮은 결합 2. 

랜드 규모의 세성과 유통기반의 미흡 3. 목표시장 설정 미흡과 매 략의 

부재 4. 랜드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의 비차별화 5. 략  랜드 마  

리조직 미흡  문인력 부족 6. 구성원에 한 교육 부족과 랜드 인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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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랜드 추진 리더의 부족과 문가  자질 결여 등이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효율 이고 체계 인 농산물 랜드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해외 농산물 우수 랜드 사례인 랑스 따뉴와 일본 유바리 메론

을 사례로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로 알려져 있는 임 님표 이천 , 햇사 , 썬

러스를 평가한 결과 국내 농산물 우수 랜드가 생산자 조직화  조직 리, 

목표시장에 따른 마  략, 체계 인 생산․품질․ 매 리, 추진 주체의 

일원화된 통제 시스템, 생산자 교육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의 농산물 랜드 구매패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농산물 구

매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교육수 , 농산물 랜드 련 축제참가 경험, 연령, 소득 순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속한 커뮤니티 공간에 극 으로 침투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 축제  교류 

로그램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 과일 랜드 속성에 한 소비자 선호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랜드를 구매할 때 원산지  안 성(유기농, 친환경)을 가장 많이 고려하

고 과일 랜드를 구매할 때에는 신선도와 당도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  약 69%는  랜드에 하여 특정 랜드를 반복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 과일류 랜드는 약 67%가 특정 랜드를 반

복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으며, 특정 랜드를 반복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랜드를 먹어보고 싶어서”가  44%, 과일 45%로 나타나 

부분의 소비자는 농산물 랜드 인지도  충성도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를 종합하여 농산물 랜드의 문제 을 요약하면 「농산물 

랜드 추진 주체의 품질 리 시스템  마  기능 부족과 생산자 조직의 세

성으로 소비자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우수 랜드를 육성함에 있어 소비자 인지도  충성도를 높

여 랜드와 확실하게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질  안

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 확보, 철 한 품질 리, 마  기능 등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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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우수 농산물 랜드를 효과 으로 육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요구된다.

2.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방안

가.  탄탄한 랜드 추진조직  리 조직 구 축

  랜드화 추진조직이 느슨한 결합 계가 아닌 자율과 책임과 의무에 근거한 

치 한 조직화가 선행 되어야 하고 리조직도 엄격한 품질 리  통제시스

템을 확립하여 효율 으로 운 하여야 한다. 이를 해 리조직은 합리 인 

랜드 마 믹스 략의 수립과 실행지침 작성, 커뮤니 이션과 진활동 강

화, 랜드 추진 략  ·장기 랜드 발 방향 설정, 시장  환경 분석 등 

종합 으로 랜드를 리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한 농산물 랜드 마

을 수행함에 있어 농산물 랜드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유능한 

문 인력과 부서가 필요하다.

나.  합 한 랜드 추진 유 형 과 정 규모

  농산물 우수 랜드를 육성하기 해서는 해당 품목의 지역  생산여건(주산

지, 비주산지 등), 시장평가, 시장 유율과 지배력, 농가경 상황(규모  기술

수  등), 동일품목 선발 랜드 규모  성과 등 지역 환경과 시장분석을 통하

여 추진 유형과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취 물량 기 을 합리 으로 산출하고 지역의 생산 황

과 경 특성, 기존 랜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간  규모도 동시 고

려하여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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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농산물 랜드화 추진 유형별 랜드화 상 효과

구분 랜드화 주체
인지도
신뢰성

시장
교섭력

유통 략
수립

시장
경쟁력

랜드화
비용

랜드
리

랜드화
경제효과

개별
랜드

개별생산자
개별농기업

확보
불리

매우
불리

매우
불리

약
매우
높음

어려움
매우
약함

개별생산자조직 불리 불리 불리 약 높음 어려움 약함

공동
랜드

생산자조직연합 유리 유리 유리 강 간 용이
매우
강함

행정조직체 유리 유리 유리 강 낮음 용이
매우
강함

다 .  합 리 인 추진형 태 도출

  농산물 우수 랜드를 추진함에 있어 상향식 추진형태와 하향식 추진형태  

합한 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상향식 추진형태란 생산자조직이 변하는 시

장 응을 하여 추진하는 자율 인 랜드화 추진방식( 따뉴)이고, 하향식

은 지자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해 추진 주체를 구성하고 추진

략을 체계 으로 수립하여 실행(유바리 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농산물 우수 랜드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합한 추진형태를 선정하고 련주체 간 력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  차별 인 랜드 개 발

  차별 인 랜드 개발은 랜드 아이덴티티, 컨셉, 핵심가치를 차별화 하며, 

동시에 차별화된 랜드 요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차

별 인 랜드 개발은 철 히 고객에 기 한 랜드 요소(네임, 로고, 심볼, 패

키지, 슬로건 등) 선택과 차별화된 품질 등 화  규격화가 필수요건이다.

마 .  품 질 리   통제시스 템 구 축

  품질 리의 핵심은 고객의 품질요구에 한 철 한 분석을 통하여 품질 기

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된 자체 품질기 을 정하여 엄수해야 되며 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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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수요 망에 기 하여 랜드 상품을 생산하는 체계  시스템과 공  과

잉 시 생산․출하물량 조 을 하여 참여조직과 구성원 간 명확한 합의가 이

루어지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국내 과 과일 랜드에 한 소비자

태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랜드에 한 소비자 인식  충성도를 높

이는 방안으로 은 우수한 품질 확보, 과일은 안 성에 기반을 둔 유통  

매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한 농산물 랜드로 성장하

기 해서는 제품에 한 엄격한 품질 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

여 다.

  통제시스템은 반드시 참여구성원의 자율 인 합의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에는 랜드 련 제반 규칙 수의무(조직의 가입  탈퇴, 품종선

택, 재배방법, 수확방법, 상품화방법, 출하처, 매방법 등)와 규칙 반 시 패

티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마  략  수립․실행   통합 리  능력 과 시스 템 확보

  랜드 인지도  충성도 확보를 통한 매증   정 이윤확보, 고객의 

신뢰도 유지와 소비자와의 공명 계 확립, 안정 인 시장유지를 한 략으로 

상품차별화, 정가격( 리미엄) 결정, 유통채  선정, 효과 인 커뮤니 이션 

략 수립 등이 포함된 마  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 랜드화 목

표와 비 , 지역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랜드 규모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랜드 성격에 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련  조직과의 효 율 인 연 계

  랜드 품질 리  리능력 향상과 유능한 인재확보를 하여 국가  지

방정부의 기술 지원기 , 교육 훈련기 과 랜드 추진 조직 간의 유기  연계

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에 치한 행정기 의 기술지원(품종보 , 품질개선, 재배기

술지도 등)과 교육훈련( 련교육  연수, 랜드 리직원 교육, 유통교육 등)

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 은 도진흥원,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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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련교육과정, 유통교육원, 시·군청, 지역 도매시장  규모 유통업체 등이 

될 수 있다.

아.  고 객과의 커뮤니 이션 략  구 축

  랜드 추진주체와 생산단체들의 철 한 품질 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품

질이 좋지 않은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요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소비자 클 임이 발생하 을 경우,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축해야 하

며 클 임에 한 원인을 산지, 유통업자, 소비지로 구분하여 철 히 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6-2.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을 한 주요 내용

발   육성방향 발   육성 방안 주요 내용

￭ 탄탄한 추진  참여 주체와 

랜드 리 조직 

① 탄탄한 추진(참여) 주체 구성

② 우수한 랜드 리조직 구축

￭ 합한 랜드 추진 유형과 

랜드화 정규모 

① 합한 랜드화 유형 선정

② 랜드화 정규모 도출

￭ 합리 인 랜드 추진형태 도출 ① 합한 추진형태 도출

￭ 차별 인 랜드 개발
① 차별화된 랜드 개발

② 차별화된 랜드 포지셔닝

￭ 품질 리  통제 시스템 구축

① 정 물량 리  가격 리 시스템 구축

② 품질 리 시스템 구축

③ 통제시스템 구축

④ 련조직과의 효율  연계시스템 구축

￭ 마  략 수립․실행  통합 

리 시스템 확보

① 랜드 마  략 수립․실행능력 확보

② 랜드 로세스 통합 리 능력 확보

③ 합한 목표시장 설정

￭ 련조직의 효율  연계
① 각 지역에 치한 행정기 과의 유기  연계

②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등의 역할 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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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생산자들이 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농산물 우수 랜드의 효

율 인 육성방안을 제시하 다. 농산물 우수 랜드의 육성을 해서는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도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을 한 정부 정책 지원방안 시 검

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정책과제

가.  정 부 농산물 랜드정 책 환  지원체 계  정 비

  기존 약 7,000개 랜드의 성격규명( 랜드가치)을 통해 랜드화 인 라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세조직 심의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통시

설 심의 지원보다는 랜드 추진조직과 련 시설을 통합한 조건부( 랜드 

인 라 확충 조건) 통합지원체계로 환할 필요가 있다.

  재 정부의 지원정책은 공동 랜드와 개별 랜드에 해 일률 인 지원을 

행하고 있으며 지속 인 사후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랜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한 랜드 추진 주체와 생산자 단

체에게는 인센티 를 지 하고 그 지 못한 곳은 지원을 단하는 등의 차별

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나.  농산물 랜드 상표 권 보호를 한 제도 정 비

  유사 랜드의 난립과 랜드 도용행 는 랜드 추진 주체에게 커다란 피해를 

래하며, 이는 국내외 우수 랜드 사례1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농산물 

10) 유바리시 농 은 다른 산지나 메론 매업자들이 악의 인 방법으로 유바리 메론 

상표를 도용한 경우가 많아 한때 경 상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임 님표 이천 의 

경우에도 과거 경기미의 둔갑 매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겪은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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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개발  육성은 추진 주체와 참가조직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의 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련 제도의 정비와 랜드 상표권

에 한 교육  지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  농산물 랜드 체 계  육성 시스 템 구 축

  부류별․품목별( , 돼지, 감귤, 사과 등) 랜드화 모델과 지침제시의 효과 

 문제 을 검토하여 랜드화 조직에 한 맞춤식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품목별 일률 인 모델과 지침제시 보다는 가칭 「농산물 우수 랜드화 

지원 컨설 센터」를 설립하여 랜드 리를 통합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

며 주요 컨설  지원 내용은 ① 랜드추진 조직화 방향 ② 랜드화 추진형태

와 정 규모 ③ 랜드화 추진방식 ④ 정 랜드 리  통제시스템 ⑤ 

맞춤식 마 믹스 로그램 수립․운용방향 ⑥ 랜드 리조직화와 직원 교

육 ⑦ 랜드 추진조직과 참여구성원에 한 랜드 련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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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산물 랜드 속성에 한 일 성  타당성

  농산물 랜드 속성을 분석하기 에 측정된 농산물 랜드 속성들이 통계

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  일 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 다.

  <부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Cronbach's 

Alpha값이 의 경우는 0.971, 과일류는 0.986으로 나타나 내  일 성이 확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표 1-1.  변수의 내 일 성 측정결과

변       수       명 항목수 Cronbach’s α

품 질

원산지

7 0.971

안 성(유기농, 친환경)

외 (모양, 색깔)

식미감

포장상태  단

인지도
랜드 인지도

높은 가격

과일류

품 질

원산지

9 0.986

안 성(유기농, 친환경)

외 (모양, 색깔)

맛(당도)

포장상태  단

신선도

품질의 균일성

인지도
랜드 인지도

가격

주1) Cronbach's Alpha 값은 spss 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출하 음.

주2) Cronbach's Alpha 값은 다항목으로 된 변수의 내  일 성을 알아보기 한 것으로 

임계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 조사에서는 0.5∼0.6 이상이면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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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상 속성들은 각 변수의 항목이 자신이 속하는 요인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증은 주로 요인분석에 

의해 평가되고 요인분석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의 변수들을 소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켜 정보를 압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된 변수들을 분석하여도 그 결과가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별하기 

해 각각의 항목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타당성 검증결과 과 

과일 랜드 속성평가를 해 작성된 설문항목과 요인분석에 해서는 통계

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표 1-2.   랜드 속성평가 항목 요인분석 결과

요         인

품   질 인 지 도

원산지 안 성 외 식미감 포장상태 랜드인지도 높은가격

원산지 0.93 -0.24 0.11 0.00 -0.12 0.09 0.16

안 성 0.93 -0.24 0.08 0.00 0.20 0.09 -0.04

외 0.94 -0.05 -0.03 0.15 0.03 -0.27 0.05

식미감 0.95 -0.12 -0.03 0.07 -0.12 0.02 -0.21

포장상태 0.91 0.19 -0.31 0.04 0.02 0.12 0.05

랜드인지도 0.93 0.05 -0.02 -0.33 -0.00 -0.09 -0.01

높은가격 0.84 0.48 0.22 0.05 0.00 0.03 -0.00

고유치 6.00 0.41 0.17 0.14 0.07 0.11 0.08

 분산비 85.73 5.87 2.44 2.05 1.05 1.70 1.14

KMO 0.94

구형성검정치 4950.87

유의확률 0.00

주1)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 음.

주2) 선택된 변수들이 각각 분리되어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요인

들 상호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직교회 법(Vari-Max)을 이용하 음.

주3) 변수들 간의 산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 

Meyer-Olkin)값은 0.94로 요인분석을 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음.

주4) 요인분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4650.87이고 유

의확률이 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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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과일 랜드 속성평가 항목 요인분석 결과

요         인

품   질 인 지 도

원산지 안 성 외 맛
포장
상태

신선도 균일성
랜드
인지도

가격

원산지 0.93 -0.18 0.15 0.20 -0.10 0.02 0.01 -0.07 -0.01 

안 성 0.95 -0.12 -0.00 0.07 0.07 -0.10 0.01 0.23 -0.01 

외 0.96 -0.02 -0.12 -0.05 -0.03 0.07 0.06 0.00 -0.21 

맛 0.95 -0.18 -0.04 -0.04 0.10 0.05 -0.15 -0.06 0.00 

포장상태 0.92 0.31 0.18 0.01 0.11 0.06 0.00 0.02 -0.02 

신선도 0.95 -0.16 0.03 -0.16 0.00 0.06 0.10 0.01 0.15 

균일성 0.95 0.12 0.05 -0.14 -0.17 -0.05 -0.08 0.05 -0.00 

랜드인지도 0.93 0.19 -0.21 0.13 -0.03 0.03 -0.00 0.00 0.12 

가격 0.96 0.05 -0.02 -0.02 0.05 -0.14 0.04 -0.20 -0.01 

고유치 8.10 0.26 0.12 0.12 0.07 0.05 0.04 0.11 0.08

분산비 90.07 2.97 1.41 1.34 0.85 0.62 0.53 1.24 0.93 

KMO 0.95

구형성검정치 8123.03

유의확률 0.00

주1)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 음.

주2) 선택된 변수들이 각각 분리되어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요인

들 상호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직교회 법(Vari-Max)을 이용하 음.

주3) 변수들 간의 산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 

Meyer-Olkin)값은 0.95로 요인분석을 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음.

주4) 요인분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8123.03이고 유

의확률이 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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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랜드 농산물 구매행동 분석을 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희 연구원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정부출연기 으로서 농업․농

과 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희 연구원에서는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랜드 농산물에 한 구매행동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농산물 랜드화의 필요성

을 밝히고 이에 한 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조사표는 향후 농산물 우수 랜드의 육성정책 수립을 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는 

연구 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창곤 연구 원

담당: 최병옥 (Tel: 02-3299-4334/bochoi@krei.re.kr)

김동훈 (Tel: 02-3299-4372/donghoon@krei.re.kr / FAX: 02-3299-4189)

Ⅰ.  랜드 농산물 구 매행태에 한 사항

1. 귀하는 국내 랜드 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그 다(→ 2번으로)      ② 아니다(→ 1-1번으로)

  1-1. 국내 랜드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번으로)

   ① 가격이 비싸서           ② 랜드에 한 신뢰도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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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④ 일반 농산물과 큰 차이가 없어서

   ⑤ 특별히 선호하는 랜드가 없어서  ⑥ 랜드가 무 많아 차별화를 느낄 수 없어서

   ⑦ 기타(                     )

2. 구입한 국내 랜드 농산물을 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생산자로부터     ② 주변 이웃으로부터     ③ 방송(TV, 라디오)을 통해  

   ④ 신문, 잡지를 통해   ⑤ 상인 추천         ⑥ 기타(                )

3. 국내 랜드 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재래시장               ② 농 매장           ③ 지역 내 슈퍼마켓

   ④ 형할인              ⑤ 백화              ⑥ 산지직구매     

   ⑦ 인터넷                 ⑧ 기타(           )   

4.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 랜드를 홍보하는 축제나 행사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그 다(→ 4-1번으로)      ② 아니다(→ 4-2번으로)

  4-1.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해당 랜드에 한 소비가 증가했습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4-2. 국내 농산물 랜드를 홍보하는 축제나 행사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5. 과 과일류  국내 랜드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 6번부터 응답)       ② 과일류(→ 14번부터 응답)  

   ③   과일류 모두(→ 6번부터 모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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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랜드에 한 사항

6. 국내 랜드 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   ) 안에 우선순 에 따라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원산지(   )  ②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  ③ 외 (모양, 색깔 등)(   )

   ④ 식미감(   )  ⑤ 랜드 인지도(   )             ⑥ 높은 가격(   )

   ⑦ 포장상태  단 (   )   ⑧ 기타(           )

7. 랜드 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에 한 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7-1. 을 구매할 때 원산지는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7-2. 을 구매할 때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7-3. 을 구매할 때 외 (모양, 색깔 등)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7-4. 을 구매할 때 식미감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7-5. 을 구매할 때 랜드 인지도는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7-6. 을 구매할 때 높은 가격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7-7. 을 구매할 때 포장상태  단 는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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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입하신 국내 농산물 랜드에 해 반 으로 만족하는 편입니까?

   ① 만족(→ 8-1번으로)     ② 불만족(→ 8-2번으로)   

  8-1. 국내 랜드 농산물의 가장 만족스러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② 외 (모양, 색깔 등)   ③ 맛  

   ④ 랜드 인지도           ⑤ 가격                 ⑥ 포장상태

   ⑦ 신선도                  ⑧ 기타(           )

  8-2. 국내 랜드 농산물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② 외 (모양, 색깔 등) ③ 맛  

   ④ 랜드 인지도         ⑤ 가격             ⑥ 포장상태  

   ⑦ 신선도               ⑧ 기타(           )

9. 을 구입할 때 주로 구입하는 랜드만 구입하는 편입니까?

   ① 그 다(→ 9-1번으로)     ② 아니다(→ 9-4번으로)

  9-1. 주로 구입하는 랜드명은 무엇입니까?(→ 9-2번으로)

       (                             )

  9-2. 의 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아서     ② 다른 제품에 비해 품질이 높아서 

   ③ 랜드에 한 인지도가 높아서     ④ 제품의 안 성에 한 신뢰도가 높아서

   ⑤ 다른 랜드 제품에 한 정보가 부족해서  ⑥ 기타(               )

  9-3. 구입하는 랜드를 변경했다면 어느 랜드에서 어느 랜드로 변경하 습니까?

       (→ 9-4번으로)

      - 변경 : (                         )

      - 변경 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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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구입하는 랜드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양한 종류를 먹어보고 싶어서      ② 이  랜드보다 가격이 낮아서

   ③ 주산지의 이미지가 좋아서          ④ 이 에 샀던 랜드가 없어서

   ⑤ 인증마크 획득 등 안 성을 고려해서  ⑥ 품질의 차이를 느껴서

   ⑦ 랜드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서       ⑧ 기타(               )

10. 랜드 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장소가 일정한 편입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11. 만약 구입하려고 하는 랜드 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① 가격 가 비슷한 수 에서 다른 을 구입한다    

   ② 평소 사던 보다 한 단계 높은 가격 의 을 구입한다

   ③ 포장지 정보를 살펴보고 가격과 상 없이 다른 을 선택한다

   ④ 다른 포에 가서 구매하고자 하는 랜드 을 구입한다

   ⑤ 원하는 랜드 을 주문하고 기다린다

   ⑥ 기타(                                                  )

12. 국내 랜드  1회 구입 시 주로 구입하는 량은 몇 kg입니까?

   ① 5kg   ② 10kg   ③ 20kg   ④ 30kg   ⑤ 40kg   ⑥ 50kg   ⑦50kg 이상 

13. 랜드 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편입니까?

   ① 그 다(→ 13-1번으로)     ② 아니다

  13-1. 포장지에서 확인하는 사항에 모두 √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생산지   ②  품종   ③ 상표명   ④ 생산연도   ⑤ 가공일자   

   ⑥ 가공업체 ⑦ 품질 인증 마크        ⑧ 재배방식 는 가공방법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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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일 랜드에 한 사항

14. 국내 랜드 과일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   ) 안에 우선순 에 따라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원산지(   )  ②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  ③ 외 (모양, 색깔 등)(   )

   ④ 맛(당도)(   )    ⑤ 랜드 인지도(   )      ⑥ 가격(   )   

   ⑦ 포장상태  단     ⑧ 신선도(   )         ⑨ 품질의 균일성(   ) 

   ⑩ 기타(           )

15. 랜드 과일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에 한 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5-1. 과일을 구매할 때 원산지는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15-2. 과일을 구매할 때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15-3. 과일을 구매할 때 외 (모양, 색깔 등)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15-4. 과일을 구매할 때 맛(당도)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15-5. 과일을 구매할 때 랜드 인지도는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15-6. 과일을 구매할 때 가격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15-7. 과일을 구매할 때 포장상태  단 는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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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과일을 구매할 때 신선도는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15-9. 과일을 구매할 때 품질의 균일성은 요하다. 

 요하지 않음 1 2 3 4 5 6 7 매우 요함

16. 구입하신 국내 랜드 과일에 해 반 으로 만족하는 편입니까?

   ① 만족(→ 16-1번으로)     ② 불만족(→ 16-2번으로)   

  16-1. 국내 랜드 농산물의 가장 만족스러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② 외 (모양, 색깔 등)  ③ 맛  

   ④ 랜드 인지도            ⑤ 가격                ⑥ 포장상태

   ⑦ 신선도                   ⑧ 기타(           )

  16-2. 국내 랜드 농산물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안 성(유기농, 친환경 등)   ② 외 (모양, 색깔 등)  ③ 맛  

   ④ 랜드 인지도            ⑤ 가격                ⑥ 포장상태 

   ⑦ 신선도                  ⑧ 기타(           )

17. 과일을 구입할 때 주로 구입하는 랜드만 구입하는 편입니까?

   ① 그 다(→ 17-1번으로)     ② 아니다(→ 17-3번으로)

  17-1. 주로 구입하는 랜드명은 무엇입니까?(→ 17-2번으로)

       (                             )

  17-2. 의 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아서   ② 다른 제품에 비해 신선도가 높아서 

   ③ 랜드에 한 인지도가 높아서    ④ 제품의 안 성에 한 신뢰도가 높아서

   ⑤ 다른 랜드 제품에 한 정보가 부족해서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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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구입하는 랜드를 변경했다면 어느 랜드에서 어느 랜드로 변경하 습니까?

       (→ 17-4번으로)

      - 변경 : (                         )

      - 변경 후: (                         ), (                         )

  17-4. 구입하는 랜드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양한 종류를 먹어보고 싶어서     ② 이  랜드보다 가격이 낮아서

   ③ 주산지의 이미지가 좋아서       ④ 이 에 샀던 랜드가 없어서

   ⑤ 무농약 등 안 성을 고려해서    ⑥ 품질의 차이를 느껴서

   ⑦ 랜드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서  ⑧ 기타(                  )

Ⅳ.  랜드 농산물 개 선사항 에 한 사항

18. 귀하는 국내 농산물 랜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18-1번으로)

  18-1. 국내 농산물 랜드화가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품질균일화 미흡                   ② 고  홍보 부족

   ③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성 부족       ④ 포장디자인의 하 

   ⑤ 랜드 난립으로 인한 혼란 가      ⑥ 기타(          )

19. 국내 농산물 랜드화의 활성화를 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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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응 답자 특 성에 한 사항

20.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이상

21. 귀하의 주거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도시   ② ·소도시   ③ 농어    ④ 기타(              )

22. 귀 의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아 트   ② 단독주택   ③ 연립주택   ④ 기타(              )

2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졸 이하   ② 고졸( 퇴포함)   ③ 졸   ④ 학원 이상

24. 귀하의 직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업주부   ② 부업주부   ③ 취업주부   ④ 기타(              )

25. 귀 의 동거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26. 귀 의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2,000만 원 미만         ② 2,000～3,000만 원        ③ 3,000～4,000만 원

   ④ 4,000만 원～5,000만 원   ⑤ 5,000만 원 이상

♠ 지 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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