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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을 비롯해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수  불안정

이 문제로 두되고 있다. 농산물 가공은 수   가격안정뿐 아니라 가공

원료의 수요를 유발시켜 궁극 으로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한다. 한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는 고용창출과 부가가치의 증 , 식품의 

안 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시장개방의 확 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의 수입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한 략 제시가 필요하

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략은 국내 농수산물의 품질  가격경쟁력

을 높임으로써 국내 농산물 이용률을 향상시켜 국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5년간 수행되는 장기과제의 2년차 연구로서 식품가공산업이 

분석 상이며, 콩, , 과실, 인삼, 약  등의 가공산업 부문별로 독립된 세

부과제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각 세부과제별로 해당 가공산업의 후방 연

계분석을 통해 당면문제를 도출하고, 발 략을 제시하 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업과 한 련이 있는 해당 가공산업 부

문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끝으로 연구에 도움을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통계진흥원, 한

국신용정보(주) 등에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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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 과실가공산업과 과수산업의 효율  연계를 통한 과수산

업의 신성장 동력원 발굴  고부가가치화를 한 과실가공산업의 장기  

발 략을 제시하기 해 추진되었다.

  1990년  이후 약 20년간 우리나라의 체 과실생산량은 연평균 2.38%

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국내 과실 총생산량은 2,698천 톤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체 과실생산량 비 가공원료 비 은 2008년 

6.9%로 나타나 상 으로 낮은 수 이라 할 수 있다.

  품목별 가공량 비 을 보면, 사과 6.8%, 복숭아 3.7%, 포도 1.5%의 순이

며 과실류 총가공량  품목별 비 은 감귤 55.1%, 사과 17.5%, 유자 

6.8%, 감 5.3%, 배 3.9%, 복숭아 3.6%, 포도 2.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실 가공제품은 품목에 따라 생산비 에 차이를 보이며, 주로 주스류와 

주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체 음료시장 규모는 2008년 재 3조 2천억 원 수 을 유지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실주스 음료의 시장 규모는 8,100억 원 수 이나 

과실주의 경우에는 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과 매출량 비 이 

각각 1.78%와 0.57% 수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 가공업체 종사자는 약 4,000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는 가공업체당 

10명 내외로 세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과실가공산업의 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99년 이후 과실 가공업체

별 부가가치 증가율은 3.78%, 1995년 이후 1인당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

성은 각각 연평균 1.81%,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2003

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평균 160~180% 수 으

로 나타나 기업건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동향 역시 총

매출액의 1% 미만으로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의 상품목별 가공 황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감귤 가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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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5~20% 내외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99% 이상이 주스용 감귤

농축액 가공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농축액을 포함한 음료류와 주류의 비

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포도를 이용한 와인산업은 체 주류시장

의 0.43%, 체 와인시장의 7~8% 비 이다.

  이들 과일이 식품 가공업체의 품목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

각 사과 3.2%, 포도 2.8%, 감귤 1.9%이며 각 품목당 농가와의 연계실태를 

보면 사과와 포도는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비 이 미활용 비 보다 다소 높

았으나 감귤의 가공용 비 은 86.7%로 매우 높았다. 가공 경로를 보면 사

과와 감귤은 가공공장을 통한 가공 비 이 높았으며, 포도는 생산농가에서 

직  가공하는 비 이 높았다. 이런 경우에는 로확보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과실 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산자조직의 가공공장 증설로 다

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등이 제기되었다.

  소비자들이 과실주스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 랜드-원산지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형 유통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와인은 6개월에 한 번 직  마시기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분의 구매자가 수입산( 랑스, 칠 )을 선호하고 있었으

며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맛-가격-원산지- 랜드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재 과실 가공산업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가공산업과 농가의 효

율  연계구조 미흡, ②과실 가공제품의 다양성 미흡, ③과실 가공업체의 

세성과 개별·분산성, ④과실 가공산업 성장의 정체성과 낮은 경 성과, 

⑤가공제품별·가공산업별 공동마  략의 부재, ⑥과실 가공제품의 

랜드화 부재 등을 지 할 수 있다.

  따라서 ①가공산업과 농가의 효율  연계구조 구축, ②과실 가공제품의 

다양성 확보, ③과실 가공업체의 조직화와 공동화, ④과실 가공제품의 고

화와 랜드화, ⑤연구개발 투자의 확  등 과실 가공산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각 품목별 문제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

내 과실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증 시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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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y for Developing Fruit Processing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for finding out a new growth pow-
er source and high value added of the fruit industry by means of efficient 
connection between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and orchard farming in 
Korea. 

For approximately 20 years since 1990, the amount of fruits pro-
duced in Korea is showing an increasing trend by 2.38% per annum and 
the amount of fruits produced in Korea in 2008 is 2,698,000 tons. 
However, the ratio of raw fruits used for processing to the amount of pro-
duced fruits is 6.9% which means a relatively low level. In terms of items 
for processing, 6.8% of apples, 3.7% of peaches and 1.5% of grapes were 
processed. In terms of the amount of processed items, mandarines occupied 
55.1%, apples 17.5%, citrons 6.8%, persimmons 5.3%, pears 3.9%, peaches 
3.6%, and grapes 2.3%. 

Processed fruit products vary with the type of fruits in their share, 
and more fruit juices and wines are showing an increasing trend. The bev-
erage market size of Korea was 3 trillion and 200 billion won as of 2008, 
and the market share of fruit juice was approximately 810 billion won. The 
market share of fruit wines is 1.78% and 0.57%, respectively, in terms of 
the amount and volume of selling in the alcohol market.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4,000 employees work in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and each processing company employs at most 10 
staffs which means a small-scale company. With respect to the result of 
management analysis of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the ratio of increase 
per annum for values added of each fruit processing company after 1999 
was 3.78%, and the per capita labor productivity and the capital pro-
ductivity showed annual average increase of 1.81% and 4.15%,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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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ively, since 1995. Profitability is showing a decreasing trend since 
2003, and the debt ratio for stability is showing 160 to 180% in average, 
which means a low integrity of an enterprise. Inves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s showing 1% trend in the amount of sales amount, which 
is a low level. 

In terms of processing items in this study, mandarines are showing 
approximately 15 to 20% since 2005, 99% of which are used for man-
darine concentration extract for juice. For apples, more than 90% thereof 
are used for beverages and apple wines including concentration extract, and 
the share of wines from grapes is 0.43% in the alcohol market and 7 to 
8% in the wine market. 

Shares of items by processing companies in the total production 
amount are 3.2% for apples, 2.8% for grapes and 1.9% for mandarines, 
respectively. In terms of connection of each item with farmers, more apples 
and grapes were processed than non-processed consumption, but 86.7% of 
mandarines were processed, which is considered a very high ratio. Most of 
apples and mandarines were processed by companies but most of grapes 
directly by farmers who produced them. In case of farmer's processing, 
they experienced difficulty in finding a market to sell the products. For ac-
tivating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opinions were presen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cessing factories for farmers' association, and to create 
demands by means of developing a variety of processed products. 

Consumers consider prices, brands, and the origin of production 
when purchasing fruit juices and most of them are buying fruit juice in 
large-scale supermarkets. It was shown that consumers purchase wine once 
every 6 months and prefer imported wines (from France, Chile). 
Considerations when buying wines are taste, prices, the country of origin, 
brands, etc. 

Current problems in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are ① inefficient 
connection between the processing industry and farmers, ② a limited varie-
ty of processed fruit products, ③ small-scale, discrete and non-linked proc-
essing companies, ④ a low level of growth and management outcomes of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⑤ no joint marketing strategy for each proc-
essed product and processing industry and ⑥ no processed fruit product 
brands. Therefore, emphasis should be laid on setting the basic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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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e.g., ① constructing an efficient link be-
tween the processing industry and farmers, ② developing a variety of proc-
essed fruit products, ③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of fruit processing 
companies, ④ refining processed fruit products with brands, and ⑤ more 
investmen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order to take measures for 
problems of each item of fruits and thus to get highly competitive power 
of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Researchers: Jeon Chang-Gon, Kim Dong-hoon
E-mail Address: cgj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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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나라 체 식품산업에서 원료과실이나 과실 간재를 원료로 하는 

과실가공산업이 차지하는 비 은 약 10% 내외로 매우 높은 수 이다. 다

양한 과실가공산업  가장 표 인 분야는 매출액이 체의 약 80% 정

도를 차지하는 분야이다.

  2008년 과실음료의 출하액은 8,400억 원(’08) 수 으로 체 음료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 이 약 25%에 달하고 있다. 

  그 외 과실가공산업에는 잼류, 당류, 차류, 주류(과실주), 기타 가공제품, 

조미식품류(식  등) 등 다양한 산업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실가공부

문의 역은 차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발효주 심의 과실주 산

업 성장률은 연간 약 15%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과실주용 원료 처리량도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국내산 과실주 시장규모(매출액)는 약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농업부문(농가소득)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창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와인을 심으로 한 과실주의 수입량도 지속 으로 증가하여 

’08년 와인 수입량은 3,500만 톤에 이르 고, 앞으로도 차 증가할 것으

로 망되고 있다.

  그러나 과실가공산업은 성장의 기회요인과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 국내 과실가공산업과 과수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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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부가가치화 비 이 매우 낮다. 국내 과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과실

가공산업 국내산 원료공  비율은 ’08년 6.9% 수 으로 매출액의 80% 이

상을 차지하는 과실음료 산업의 원료는 부분 수입에 의존(’09년 과실농

축액 수입량은 57,980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품목별 생산량  가

공원료의 공  비 은 감귤이 1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과(6.8%), 

복숭아(3.7%), 포도(1.5%), 배(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실가공산업의 제품이 다양화되고 기술 역이 확 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과실의 가공산업 원료공  확 는 과실의 고부가가치화와 불안정한 

국내 과실시장의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과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

로 기 되고 있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음료, 주류 등 일부 과실 가공

제품의 수출이 확 되고 있어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으로서의 가능성도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감귤 가공업체인 (주)일해의 경우, 친환경 가공시스템 도입으로 

’09년 체 매출액의 25% 정도(약 40억 원)의 감귤농축액을 일본에 수출

하고 있으며 비 도 차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주류의 경우 부분의 과

실이 원료로 이용되어 주종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09년 체 과실주(매실

주·복분자주 심) 수출은 823,948ℓ로 연평균 약 20% 이상의 높은 증가

율을 보 다.

  따라서 과실가공산업이 농업부문과 연계되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 에서 국내 과실가공산업의 시장구조와 성과를 악하

고, 원료생산 농가와 과실 가공제품 소비자  가공업체에 한 심층  조

사를 통하여 과실가공산업의 장기 발 략을 도출할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국내 과실가공산업과 과수산업의 효율  연계를 통한 

과수산업의 신성장동력원 발굴  고부가가치화를 한 과실가공산업의 

장기 발 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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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주요 선행연구

  과실 가공산업 상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특정 가공

산업과 특정 품목에 한 심층분석과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표

 선행연구를 한 조웅제 외(1993)는 국내 과실 가공산업의 황과 발 장

애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자유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 으나, 과실 가공산업 육성을 한 장기 발 략이

나 정책 지원방안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종석(1995)은 과실 가공산업의 국내생산 황  수출입 황을 악하

고 국내 과실가공산업의 문제 을 제시하 다. 여기서 과실 가공산업의 흐

름은 악할 수 있었으나 황 악을 한 세분화된 품목별·산업별 기 자

료는 미비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 섭 외(1999)는 새로운 과실가공품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산 

과일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으나, 과

실류의 신가공기술 분야에 그치고 있다. 

  문 덕 외(2003)는 신선편이과실제품의 소비증 에 따라 즉석과실제품

의 가공기술, 제품개발  포장기술, 장기술 확립 방안에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그러나 연구의 범 가 즉석과실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공을 

한 다양한 기술분야에 집 되어 있어 반 인 과실 가공산업의 흐름을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용곤 외(2003)는 국내산 과실가공품의 차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

상을 강조하여 국내산 과실을 이용한 음료, 스낵제품, 주류  과실 부산물 

등을 활용한 가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한 성분 분

석  가공기술 분야에 제한되어 있어 체 과실 가공산업의 시장분석, 농

가나 소비자와의 연계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지  외(2007)는 농업  농정여건 변화에 응한 농업과 식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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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 다. 특히 산업별(과즙음료, 한식 랜차이즈, 두

부, 돈육) 연계성 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2.2.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연구의 경우, 세분화된 과실산

업과 품목이 아닌 체 과실산업 차원에의 근이어서 품목별 실태  구

조분석이 미흡한 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과실 가공산업(주스, 주류 등)

별 근  발 방안 도출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과실 가공산업 

후방 연계분석  푸드시스템 근 연구가 미흡한 수 이다. 

  이 연구는 주요연구 상 품목별 과실 가공산업의 구조  특성을 분석

했다. 과실 가공산업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주스산업과 성장추세에 

있는 주류산업을 상으로 세분화된 산업부문별 근과 분석 후 주요 과실 

가공산업의 부문(주스  주류)별 지조사를 통해 집 으로 분석을 하

는 한편 생산농가와의 연계성  소비자 평가 도출을 해 후방 연계  

푸드시스템  근을 시도했다.

구 분 주요 차별성

기존 연구

∙ 체 과실산업 근으로 품목별 실태  구조분석 미흡

∙특정 과실 가공산업(주스, 주류 등)별 근  발 방안 도출 미흡  

∙과실 가공산업 후방 연계분석  푸드시스템 근연구 미흡

본 연구

∙주요 품목별 과실 가공산업의 구조  특성 분석 

∙주요 과실 가공산업 부문(주스  주류)별 지조사를 통한 집 분석

∙ 후방 연계  푸드시스템 근 연구수행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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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   방법

3.1.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품목

  과실 가공산업의 연구범 는 체 과실 가공산업 매출액의 80%에 달하

는 음료산업(주스, 음료 등)과 가공제품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

내수요  수출이 증 되고 있는 과실주산업을 심으로 한다. 과실주는 

해외로부터 수입이 증하고 있는 와인산업이 심이 된다. 

  연구 상 품목은 국내생산과실  음료산업의 원료공  비 이 상

으로 높은 감귤과 사과, 그리고 과실발효주 산업에서 성장추세에 있는 와

인산업의 주원료인 포도를 포함한다. 동시에 과실가공산업과 국내 과수산

업의 효율  연계를 해 과수재배 농가, 과실 가공업체, 수입과실 가공제

품  국내 과수산업 등 모두를 연구 상에 포함한다.

3.2.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은 먼  과수  과실가공산업의 시장구조 분석을 하여 

산업의 구조변화, 생산성분석, 시장집 도, 재무분석 등을 수행하고자 한

다. 이에 사용되는 통계자료에는 농식품부, 식약청, 통계청 등의 식품산업 

련자료를 이용한다. 산업구조분석의 기본 틀은 시장조직론의 S(시장구

조)-C(시장행동)-P(시장성과) 분석방법이다.

  그리고 과수산업과 과실가공산업의 연계구조 실태나 문제  분석을 

하여 상품목의 생산농가에 한 지조사를 통하여 농가의 가공산업 참

여율, 참여 가공산업 형태, 가공원료 이용실태, 농가의 가공원료 처리실태, 

과실가공산업과 농가연계의 문제  등을 도출한다. 한 과실가공업체에 

한 지조사를 통하여 가공업체의 원료조달, 가공제품 매, 과실 가공

산업 문제 과 발 방안 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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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과실가공제품에 한 소비자 선호도 분석  평가를 해 사과  

감귤주스류와 와인에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제품의 인지도, 선호도, 

품질평가 등 국내 과실 가공제품에 한 소비자 태도  소비성향 등을 

악한다. 동시에 과실 가공산업 련 문가 심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과

실 가공산업의 장기 발   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실가공산업 황과 시장동향  제2장

1. 과실생산  가공산업 황

1.1. 과실생산 현황

  1990년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체 과실생산량은 연평균 

2.3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국내 과실 총생산량은 2,698천 톤이

며 이 기간 품목별 연평균 증가율은 부분의 품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나, 사과의 연평균 증가율은 -1.59%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체 과실생산량  품목별 구성비를 보면 감귤이 2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과와 배가 각각 17.5%, 포도 12.4%, 복숭아 7.0% 순으로 

나타나 상  5개 품목의 유율이 76.5%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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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기타

1990 1,766 629 159 115 131 493 239 

1991 1,729 542 165 122 148 556 196 

1992 2,090 695 174 116 146 719 240 

1993 1,919 616 162 123 164 619 235 

1994 1,930 617 164 115 212 549 273 

1995 2,300 716 178 130 316 615 345 

1996 2,207 651 219 128 357 514 338 

1997 2,452 652 260 147 393 649 351 

1998 2,152 459 260 151 398 512 372 

1999 2,385 490 259 157 470 624 385 

2000 2,428 489 324 170 476 563 406 

2001 2,488 404 417 166 454 645 402 

2002 2,500 433 386 188 422 643 428 

2003 2,275 365 317 189 376 632 396 

2004 2,411 357 452 201 368 584 449 

2005 2,593 368 443 224 381 638 539 

2006 2,504 408 431 194 330 620 521 

2007 2,750 436 467 185 329 777 556 

2008 2,698 471 471 189 334 636 597 

’08/’90 2.38 -1.59 6.22 2.80 5.34 1.42 5.22

표 2-1.  과실류 생산량 추이

단 : 천톤

자료: 통계청, ｢과실생산량 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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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과실류 품목별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과실생산량 통계｣, 각 연도.

  연구 상 품목으로는 사과는 ’95～’04년 기간에는 감소추세(연평균 7.4%)

으나, ’04년 357,180톤을 최 으로 이후 지속 인 높은 증가 추세(연

평균 6.7%)를 보이고 있다. 

  포도는 최정 인 ’00년(475,594톤)까지 증가 추세 으나, 이후 감소 추

세(연평균 3.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감귤은 ’95년 이후 61만 톤 수

에서 심한 연간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07년 생산량이 777,547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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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과 포도 감귤

 1990 628,947 131,324 492,676

 1995 715,982 316,443 614,801

 2000 488,960  475,594  563,470  

 2001 403,583  453,578  644,731  

 2002 433,165  422,036  642,525  

 2003 365,354  376,430  631,929  

 2004 357,180  367,894  584,353  

 2005 367,517  381,436  637,961  

 2006 407,621  330,049  620,292  

 2007 435,686  328,680  777,547  

 2008 470,865  333,596  636,413  

 2009 494,491  332,978  752,837  

표 2-2.  연구 상 과실품목의 생산량 추이

단 : 톤

자료: 통계청, ｢과실생산량 통계｣, 각 연도.

그림 2-2.  연구 상 과실품목의 생산량 추이

  한편 연구 상 품목의 재배면  추이를 보면 최정 인 ’92년 52,985ha에

서 ’02년 26,163ha까지 지속 인 감소추세 으나, ’02년부터 증가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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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도 재배면 은 ’99년 30,537ha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낸 후 지속 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감귤의 경우에는 ’00년까지는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는 감소추세이다. 

구 분 사과 포도 감귤

 1990 48,833 14,962 19,287

 1995 50,103 26,030 24,348

 2000 29,063  29,200  26,821  

 2001 26,328  26,803  26,655  

 2002 26,163  26,007  26,248  

 2003 26,398  24,801  24,595  

 2004 26,676  22,909  22,107  

 2005 26,907  22,057  21,504  

 2006 28,312  19,248  21,382  

 2007 29,358  18,843  21,476  

 2008 30,006  18,240  21,229  

 2009 30,451  17,996  21,396  

표 2-3.  연구 상 과실품목의 재배면  추이

단 : ha

자료: 통계청, ｢과실생산량 통계｣, 각 연도.

그림 2-3.  연구 상 과실품목의 재배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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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실 가공 현황

  체 과실생산량 비 가공원료 사용량 비 은 ’08년 6.9%로 상 으

로 낮은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생산량 비 가공량 비 을 보면 

감귤이 1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과 6.8%, 복숭아 3.7%, 포도 

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품목에서 생산량 비 가공

량 비 의 연간변동이 커서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생

산량  가공량 비 이 상 으로 높은 사과와 감귤의 가공량 변동이 심

한 편이다. 그러나 감귤의 경우 ’05년 이후 생산량  가공량의 비 이 15 

～20% 수 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상 으로 안정 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복숭아, 포도, 사과의 경우는 불규칙한 패턴 하에서 차 그 

비 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실류 총가공량  품목별 비 은 감귤이 체의 55.1%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과 17.5%, 유자 6.8%, 감 5.3%, 배 

3.9%, 복숭아 3.6%, 포도 2.3% 순으로 나타난 감귤을 제외한 사과, 배, 복

숭아, 포도는 부분 그 비 이 감소하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가공비 이 증가추세에 있는 유자, 감, 복분자, 매실 등의 품목

은 그 비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 분
생산량  가공량 비 총가공량  품목별 비

1995 2000 2005 2008 1995 2000 2005 2008

사과 19.9 7.8 8.0 6.8 61.6 29.2 14.3 17.5

배 0.4 1.2 1.0 1.5 0.3 2.2 2.2 3.9

감귤 5.3 5.3 19.9 16.0 14.0 23.2 61.9 55.1

복숭아 13.0 6.1 4.3 3.7 7.3 7.9 4.7 3.6

포도 9.3 1.6 2.5 1.5 12.8 5.9 4.6 2.3

기타 2.8 9.9 4.6 5.4 4.1 30.8 12.2 17.4

계 10.1 5.6 7.9 6.9 100.0 100.0 100.0 100.0

표 2-4.  과실류 품목별 가공 황
단 : %

  주: 기타 품목에는 단감, 유자, 감, 복분자, 매실, 머루, 오디 등이 포함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과실류 가공 황｣.



과실가공산업 황과 시장동향 13

그림 2-4.  과실류 품목별 가공량 추이

  과실 가공제품은 주스, 과즙, 넥타 등을 포함한 과실음료가 77.9%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음료 에서는 주스가 67.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기타 음료 10.4%, 술 3.8%, 통조림 1.9%, 식  1.7%,  1.2% 순이며 통조

림, , 넥타 등 통 인 가공제품의 비 은 감소하는 데 비해 주스류와 

주류의 비 은 증가하고 있다.

구 분 1995 2000 2005 2008

주스
음료

주스 52.4 29.7 65.2 67.4

기타 22.8 24.5 18.7 10.4

소계 67.2 54.3 83.9 77.9

통조림 5.0 9.0 2.9 1.9

주류 2.1 3.6 0.8 3.8

기타 25.7 33.1 12.4 16.4

 체 100.0 100.0 100.0 100.0

표 2-5.  과실류 가공제품 유형별 비

단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과실류 가공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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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기타 계

주스·음료 20.2 4.4 1.7 1.6 70.7 1.4 100.0

통조림 11.3 - 10.9 73.2 4.6 - 100.0

술 7.3 0.2 10.2 - - 82.3 100.0

식 10.1 - 10.9 0.1 - 78.9 100.0

18.5 0.2 10.1 40.8 1.7 28.7 100.0

기타 7.1 3.6 0.9 3.4 0.4 84.6 100.0

표 2-6.  과실류 품목별·제품유형별 가공 황

단 : %

  주: 기타 품목에는 단감, 유자, 감, 복분자, 매실, 머루, 오디, 기타 과실이 포함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과실류 가공 황｣, 각 연도.

  과실가공제품은 유형별로 품목별 비 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주

스·음료의 경우 감귤과 사과가 체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류는 

복분자 51.9%, 포도류 26.3%(머루 16.2%, 포도 10.1%) 순이다. 사과와 포

도는 다양한 가공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감귤·복숭아·유자·복분자 등

은 특정 가공제품 원료 집 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과실주스  과실주시장 동향

2.1. 과실주스 시장동향 

  1975년까지 우리나라 과실주스는 과실을 통째로 갈아서 으깬 과육음료

(넥타)를 군소업체에서 수공업 으로 생산·출시하는 탄산음료 시장 심이

었다. 지 과 같은 고품질 과실주스의 등장은 ’80년 해태음료가 미국에서 

‘썬키스트’ 상표를 사용하고, ’83년 롯데칠성이 ‘델몬트’ 상표를 사용하면

서부터이다. 롯데와 해태가 경쟁체제와 양산체제를 갖추고 품질향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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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으로써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7년부터 생과즙이 함유된 선진국형 냉장유통 주스가 출시되고, 

’00년  이후에는 열 과실 주스까지 생산되었다.   

  체 음료시장에서 과·채음료 비 은 ’00년 32.8%에서 ’08년 25.8%로 

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혼합·추출음료와 기타음료의 

비 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 분
2000 2005 2008

출하액 유율 출하액 유율 출하액 유율

과·채음료 941,497 32.8 922,845 28.9 842,927 25.8

탄산음료 1,031,031 35.9 978,335 30.6 994,628 30.4

혼합·추출
 901,118 31.4

892,815 27.9 720,157 22.0

기타음료 403,276 12.6 714,402 21.8

계 2,873,647 100.0 3,197,291 100.0 3,272,114 100.0

표 2-7.  음료산업별 시장규모  비

단 : 백만 원, %

 

  주: ’08년 기타음료는 두유류 33.4%, 유산균발효음료 6.1%, 인삼·홍삼음료 45.2%, 음료

베이스 15.9%임.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 각 연도.

  과실주스는 일반 으로 과즙의 함유량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과즙

이 95% 이상 함유된 100%주스(고과즙주스), 50% 이상 95% 미만 함유된 

50%주스, 그리고 10% 이상 50% 미만 함유된 과즙주스·퓨 음료, 과립

주스 등이다. 2008년 재 과실주스의 유형별 비 은 과즙·퓨 주스가 

45.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100%주스 37.7%, 50%주스 15.1%, 기타 

14.0 순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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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5 2008

100%주스 3,630 (36.9) 3,550 (39.0) 2,050 (25.3)

50%주스 1,580 (16.1) 1,800 (19.8) 1,220 (15.1)

과즙·퓨 4,070 (41.4) 3,200 (35.2) 3,700 (45.7)

기타  550 (5.6)  550 (6.0) 1,130 (14.0)

계 9,830 (100.0) 9,100 (100.0) 8,100 (100.0)

표 2-8.  과실주스 음료시장 규모

단 : 억 원, %

  주: (  ) 안은 체 주스음료의 분야별 비 임.

자료:  자료: 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  한국식품공업 회.

  우리나라 체 음료시장 규모는 ’08년 3조 2천억 원 수 이었다. 이  

과실주스 음료의 시장규모는 9,830억 원에서 ’08년 8,100억 원으로 지속

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실주스는 1900년 까지만 해도 일부 국내산 과실음료를 

제외하면 부분 열 나 아열  과실주스로 부분 수입하여 공 하 다. 

그러나 1990년  반 이후 국내 과실원료의 주스음료 공 이 증가되고, 

체 음료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과실주스의 비 이 감소됨에 따라 2000년

 이후 과실주스의 수입량도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실주스 수입량은 ’02년 86,273톤 이후 ’09년 57,298톤 수

까지 지속 인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오 지주스와 과즙음료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실주스의 수입은 오 지주스가 체 수입량의 40.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포도주스 26.5%, 사과주스 10.8%, 복숭아, 과즙음료, 혼합주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 오 지주스의 경우 비냉동주스(20 릭스 미

만), 냉동주스, 농축액, 기타 감귤류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었다. 그

러나 수입제품 형태를 보면 ’01년까지 부분 냉동 는 농축형태로 수입

되다가 ’02년부터 부분 신선  냉동주스로 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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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 지 복숭아 사과
인

애
몬

라임
자몽 포도

혼합
주스

과즙
음료

계

2002 47,010 4,482 1,565 2,170  691 375 13,288 1,294 15,398 86,273

2004 38,538 7,755 2,268 1,697  734 726 14,997 2,338  5,899 74,952

2006 33,516 7,708 6,968 1,122 1,066 495 14,644 2,384  5,883 73,786

2008 26,070 5,222 6,236 1,317 1,004 721 17,090 2,702  4,769 65,131

2009 23,419 4,036 6,136 1,304  940 628 15,194 1,888  3,753 57,298

표 2-9.  과일류 주스 수입 황

단 : 톤

  주: (  ) 안은 총출고량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2. 과실주 시장 동향

  2008년 한국주류산업 회의 국내 주종별 출고실 은 맥주 57%, 소주 

41%로 맥주와 소주가 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총 주류 출고

실 은 327억㎘로 '07년 비 4% 상승하 으며, 출고 액은 72,892억 원

의 시장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반 이후 경기 향으로 상 으로 고가격 주류와 리큐르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류 제조업체들은 주세가 낮은 과실주 생산을 

증가시켜 특히 복분자주 심의 과실주산업 성장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과실주의 출고량과 출고액은 지속 인 증가추세이며, 막걸리를 제외한 

체 출고량 순 는 맥주, 희석식소주, 청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과실주의 출고실 은 18,554㎘로 청주의 22,276㎘와 비슷한 수

이었다. 매출액의 경우 129,898백만 원으로 청주의 97,845백만 원보다 

더 높아 맥주, 소주, 스키 다음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국내 주류

시장의 체 매출액은 약 7조 3천억 원 정도이다. 이  희석식 소주와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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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각각 약 3조 원과 3조 6천억 원으로 체의 91.3%를 차지한다. 그러

나 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과실주의 매출액과 매출량 비 은 각각 

1.78%와 0.57% 수 에 불과하다. 

구 분

2007 2008

출고량 매출액 출고량
매출액

(백만 원)

유율

출고량 매출액

증
류

희석식
소주

1,279,685 2,784,958 1,343,334 3,008,321 41.01 41.27

기타증
류주

27,087 588,628 22,678 396,499 0.69 5.44

발
효

맥주 1,788,618 1,788,618 1,861,495 3,647,475 56.90 50.04

과실주 18,441 18,441 18,554 129,898 0.57 1.78

기타주류 26,315 102,976 25,322 106,985 0.77 1.47

계 3,140,146 3,140,146 3,271,383 7,289,178 100.00 100.0

표 2-10.  국내 주류시장 내 과실주 시장규모

단 : ㎘, %

자료: 한국주류산업 회(비회원사 제외).

  국내시장 주류시장에서 국내분 총 출고량은 ’90년 이후 ’08년까지 연평

균 1.3% 증가하 다. 주류별로 보면 과실주가 연평균 10.8%로 가장 크게 

증가하 으며, 다음으로 스키 9.6%, 맥주 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 주류시장에서 과실주의 연평균 출고량 증가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체 국내분 주류 출고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08년 0.82%로 아

직까지 매우 미미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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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탁·약주
희석식

소주
맥주 과실주 스키 청주 기타 계

1990
564,064

(21.13) 

701,566

(26.28) 

1,307,672

(48.99)  

8,943

(0.34) 

8,559 

(0.32)

34,859

(1.31) 

43,738

(1.64) 

2,669,401 

(100.0) 

1995
249,288 

(8.47)

761,839

(25.89) 

1,850,334

(62.89)  

7,930 

(0.27)

16,488 

(0.56)

43,302 

(1.47)

13,102 

(0.45)

2,942,283

(100.0)  

2000
181,007 

(6.36)

866,967 

(30.45)

1,730,790 

(60.79) 

6,622 

(0.23)

12,572 

(0.44)

28,477

(1.00) 

20,541 

(0.72)

2,846,976 

(100.0) 

2005
211,352 

(6.99)

929,389 

(30.75)

1,818,588

(60.17)  

20,408

(0.68) 

10,586 

(0.35)

21,512 

(0.71)

10,566 

(0.35)

3,022,401

(100.0)  

2006
213,038

(6.89) 

959,054

(31.03) 

1,854,805

(60.00)  

23,027 

(0.74)

10,198 

(0.33)

19,909 

(0.64)

10,969 

(0.35)

3,091,000

(100.0)  

2007
205,630 

(6.43)

961,585

(30.08) 

1,947,984 

(60.95) 

28,872 

(0.90)

10,985 

(0.34)

19,164 

(0.60)

22,042 

(0.69)

3,196,262

(100.0)  

2008
203,772

(6.20) 

1,003,568

(30.53)  

2,016,409 

(61.36) 

27,091 

(0.82)

7,303 

(0.22)

17,860 

(0.54)

10,395

(0.32) 

3,286,398 

(100.0) 

표 2-11.  국내 주류별 출고량 추이

단 : ㎘

  1) 국내분 출고에는 미세 분은 포함되며, 수입분은 미포함됨. 기타 주류에는 11개의 

주요 주종 이외에 주류와 술로 먹는 것이 아닌 조미용 주류가 포함됨.

  2) 총 출고량에서 주정은 제외되었으며, (  ) 안은 총출고량에 한 비 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5.  과실주 출고량 추이(국내분)

단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세청, ｢주요무역통계｣, 20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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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의 주류 수출은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11.0%

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지속 인 증가추세에 있다. 주종별로 보

면 맥주와 소주가 각각 체 수출량의 49%와 48%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실주가 체 주류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0.36%에 불과한 수

이지만, 연평균 2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실주를 품목별로 보면 기타 과실발효주(복분자주·매실주 등)의 비 이 

86.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포도주(포도증류주 포함)가 11.5%로 나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수입은 ’90년 이후 부분 수입 개방화되었으며, ’92년 

이후 ’09년까지 연평균 7.5%로 증가했다. 이  과실주 수입은 ’07년까지 

지속 으로 늘어나 ’07년에는 33,860톤으로 최고 을 나타내고 있으나, ’08

년 미국발 융 기의 여 로 ’09년에는 24,267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과실주의 경우 수입량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포도주(포도

증류주 포함)로써 체 과실주 수입량의 98.0%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과실주
주류

체포도주 베르뭇 사과주
기타

발효주

포도

증류주
계

수출

1992 3 - - 32 - 35 43,216

1995 16 - - 232 - 248 55,909

2000 44 - - 135 8 187 160,911

2005 43 - - 770 - 813 186,414

2008 93 3 - 765 - 861 234,077

2009 106 12 8 796 1 923 254,244 

’09/’92 23.33 - - 20.81 - 21.23 10.99

수입

1992 2,110 23 - 2 272 2,407 87,617

1995 6,188 49 63 19 647 6,966 162,055

2000 8,053 80 1 201 2,403 10,738 212,607

2005 18,984 72 21 171 1,990 21,238 268,438

2008 28,795 25 42 517 1,110 30,489 351,636

2009 23,009 30 21 446 761 24,267 297,087

’09/’92 15.09 1.58 - 37.45 6.24 14.56 7.45

표 2-12.  과실주의 수출입동향
단 : 톤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foodin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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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과실주 수입량 추이





과실가공산업 시장구조  제3장

1. 사업체  종사자 수

  과실 가공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에 한 통계수치는 농림수산식품

부와 통계청 두 곳의 정부부처가 발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

이 발표하는 ’08년 과실가공 사업체 수는 각각 396개와 423개로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 상이 달라서인 것으로 단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사업체 수는 과·채 가공업체 사업체 수가 포함되어 있

는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과실 가공업체 수이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실가공 사업체 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일정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통계청 자료의 경우 변동 폭이 심하지만, ’05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과실 가공업체 종사자 수 역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 자료 각각 

4,539명과 3,875명으로 차이가 있으나, 체 으로 약 4,000명 내외로 추

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가공업체당 종사자 수가 10명 내외

로 나타나 체 으로 세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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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업체당

종사자
과채

주스

과실

가공 장
계

과채

주스

과실

가공 장
계

2000 194 4,786 321 138 459 1,820 2,167 3,987 8.7

2005 272 8,496 158 116 274 1,030 1,903 2,933 10.7

2006 306 7,839 163 120 283 1,163 1,971 3,134 11.1

2007 376 4,767 265 174 439 1,537 2,562 4,099 9.3

2008 396 4,539 255 168 423 1,453 2,422 3,875 9.2

표 3-1.  과실가공산업 사업체  종사자 수
단 : 개, 명

  1) 2000~2006년은 8차 표 산업 분류이며, 과실가공업체는 과실가공  장처리업, 과

실  채소주스 제조업을 합한 것임.  

  2) 2007~2008년은 9차 표 산업분류로 과채주스업체와 과실가공 장처리업, 기타채소

가공 장처리업 3개 부문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통계치를 과거 5년간의 3개 부문 추

세치를 이용하여 3개 부문으로 분할한 후 의 2개 부문을 합쳐 추정한 수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과실류 가공 황｣  통계청 ｢ 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종사자 규모별 업체 비율은 1～9인 업체가 78.5%로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10～19인 업체가 10.2%로 나타나 체로 과실가공업체의 규모

가 매우 세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인 이상 규모 업체의 

비 은 ’00년 1.8%에서 ’08년 0.5%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종업원 수가 많은 업체의 비 이 지속 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1～9명 83.9 83.3 70.3 69.5 78.5 

10～19명 6.0 7.4 14.3 14.7 10.2 

20～49명 6.5 6.7 11.8 12.1 8.2 

50～99명 1.8 1.3 2.7 2.9 2.6 

100명 이상 1.8 1.3 1.0 0.9 0.5 

표 3-2.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
단 : %

  1) 2000~2006년은 8차 표 산업 분류, 2007~2008년은 9차 표 산업 분류를 사용하 음. 

  2) 2000년~2006년 자료는 과실가공  장처리업, 과실  채소 주스 제조업, 기타 채

소 가공  장처리업을 합하여 추산하 음.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 국사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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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규모

과실가공산업의 시장규모는 ’08년 재 약 1조 4218억 원 정도로 추정

된다. 통계의 특성상 기타가공품 항목에서 일부 채소류 가공품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2008년 체 식

품가공산업에서 차지하는 과실가공산업의 비 은 5.9%이며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부문은 음료부문으로 3.5%를 차지한다. 이것은 체 과

실가공산업 시장규모에서 음료(과·채)부문이 차지하는 시장 비 이 59.3%

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실가공산업의 시장규모 역시 증가추세이다. 1999년 이후 과실가공산

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난 시장규모는 연평균 8.5%의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2000 2005 2008

출하액 유율 출하액 유율 출하액 유율

음료 941,497 5.9 922,845 4.7 842,927 3.5

잼류  71,433 0.4  84,813 0.4  81,833 0.3

당류 203,052 1.3 206,081 1.0 156,889 0.7

차류  18,638 0.1  36,230 0.2  38,442 0.2

조미식품  16,820 0.1  22,951 0.1  28,530 0.1

기타가공품 128,411 0.8 166,753 0.8 191,665 0.8

주류   4,240 0.0  40,342 0.2  81,515 0.3

소계 1,384,091 8.7 1,480,015 7.5 1,421,801 5.9

체식품 계 15,987,851 100.0 19,804,459 100.0 23,967,063 100.0

표 3-3.  과실가공산업의 부류별 시장규모  유율

단 : 백만 원, %

  1) 체 식품계에는 축수산물가공품, 기구  용기·포장·옹기류, 식품첨가물은 제외되

었음.

  2) 음료와 기타가공품에는 채소류가공품이 포함됨.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실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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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과실가공업 총출하액 추이

  1) 월평균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상임.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각 연도(www.kosis.kr).

과실가공산업을 부류별로 보면 음료류와 당류 등의 시장규모는 감소하

고 있으며, 이에 비해 차류, 조미식품류, 주류 등은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주류의 경우 모든 과실가공제품 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08년까지 주류 출하액 연평균 증가율은 44.71%로 거

의 기하 수 인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3. 과실가공산업 경 분석

3.1. 과실가공산업 부가가치

1999년 이후 과실가공산업의  부가가치액에 한 연평균 증가율

은 8.02%로 비교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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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41.8%를 정 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체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상

으로 낮은 수 이다. 그리고 과실가공업체의 업체별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 체의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낮은 3.78%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과실가공산업의 부가가치율 감소 추세는 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산업부가가치 137,255 144,678 201,679 195,991 264,003 274,933 8.02

산업부가가치율 36.6 38.4 41.8 39.7 38.0 35.2 -

업체별부가가치 1,386 1,492 1,653 1,593 1,784 1,936 3.78

표 3-4.  과실가공산업 부가가치 추이

단 : 백만 원

  1) 월평균 종사자 수 10인 이상 ‘과실·채소가공  장처리업’ 사업체의 수치임.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각 연도(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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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과실가공산업 부가가치 추이

  1) 월평균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상임.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각 연도(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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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부가가치 비율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 규

모 업체의 부가가치 비율은 ’00년 28.5%에서 ’08년 6.1%로 감하여 사업

체 수 감소추세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상은 과실가공

산업에서의 종사자 기  업체규모가 100인 이상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격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종업원 100인 이상의 상 으로 규모가 큰 업체 수와 매출액 비 이 감

소하는 것은 과실가공업의 특성상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부의 규모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에 비해 49인 이하 

소업체의 부가가치 비 은 ’00년 36.5%에서 ’08년 59.8%로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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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과실가공업의 종사자 규모별 부가가치 비율

  1)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상임.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각 연도(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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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실가공산업 생산성

과실가공산업의 ’08년 1인당 노동생산성은 65.38백만 원으로 ’95년 

51.79백만 원 이후 연평균 1.8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가

득력인 자본생산성은 ’95년 자본가득률이 0.921로 자 으나, ’08년에는 

1.563으로 연평균 4.15%의 높은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08/’95

노동생산성
(백만 원/인)

51.79 52.09 53.21 51.04 57.71 65.38 1.81

자본생산성
(백만 원/백만 원)

0.92 1.11 1.09 0.96 1.19 1.56 4.15

표 3-5.  과실가공산업의 생산성 추이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각 연도(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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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과실가공산업 노동생산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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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과실가공산업 자본생산성 추이

3.3. 과실가공산업 수익성

과실가공산업의 반 인 수익성 제지표의 비율은 기업경  분석에서 

보편  기  비율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 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 반 인 과실가공산업의 수익성은 2003년 이후 근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 업이익율, 매출경상이익율, 기업경상이익

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모두 ’03년을 정 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수익성 제지표의 감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과실가공산업

의 수익성이 최근 더욱 악화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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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출액 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기업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2000 4.14 2.44 5.78 6.50 

2002 5.33 3.66 7.48 11.49 

2004 5.87 4.67 7.40 11.57 

2006 5.27 4.40 7.58 12.79 

2008 3.95 2.86 5.43 7.05 

표 3-6.  과실가공산업의 수익성 분석

단 : %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각 연도(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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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과실가공산업 수익성 추이

3.4. 과실가공산업 안정성

과실가공산업의 안정성 제지표 비율 역시 수익성과 마찬가지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비율은 평균 160～180% 수 으로 타인자본 

의존율이 매우 높아 기업의 건 성이 낮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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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역시 상 으로 매우 낮아 기업의 지 능력과 신용능력이 낮으며, 

부채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은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나

고 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2000 193.43 94.96 34.08 

2001 180.92 102.05 35.60 

2002 168.70 113.29 37.22 

2003 171.76 103.39 36.80 

2004 178.63 106.13 35.89 

2005 159.96 108.43 38.47 

2006 178.23 111.25 35.94 

2007 162.62 118.70 38.08 

2008 184.16 95.95 35.19 

표 3-7.  과실가공산업의 안정성 분석

단 : %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각 연도(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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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과실가공산업 안정성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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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과실가공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과실가공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 히 1% 미만의 매

우 낮은 수 에 불과하다. 2008년의 경우 미국발 융 기로 업체들

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더욱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구개발비/
총매출액

0.033 0.301 0.184 0.215 0.336 0.407 0.370 0.524 0.174 

표 3-8.  과실가공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단 : %

자료: 통계청, ｢ 업·제조업조사｣, 각 연도(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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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과실가공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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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별 시장동향과 구조

4.1. 감귤가공산업 동향과 구조

감귤 생산량  가공용 원료 사용량 비 은 ’80년  후반과 ’90년  

반까지 약 20%를 상회하 다. 그러나 오 지 농축액 수입 개방으로 경쟁

력이 취약한 국내 감귤 가공산업은 ’90년   이후 가공용 비 은 평균 

약 5% 내외 수 으로 유지되었으나, ’05년 이후 최근 5년 평균 약 15～

20% 내외 수 으로 유지하고 있다. 감귤 가공원료는 부분 감귤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정량의 비상품과(1번, 9번, 10번과)

를 사용하고 있다. 감귤의 가공형태는 99% 이상은 주스용 감귤농축액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감귤와인, 과자류(감귤 콜릿, 감귤캔디, 감귤

커피 등), 기능성물질(펙틴, 라보노이드 등) 등으로 가공되고 있다.

구 분 생산량
유통처리 상황

도외상품 수출 가공 기타 계

1995 614,770 525,298 - 47,227 (9.0) 42,245 614,770

2000 518,154 398,675 5,722 27,468 (5.3) 86,289 518,154

2005 600,511 446,935 3,363 124,855 (20.8) 25,358 600,511

2006 568,920 405,120 2,746 109,496 (19.2) 51,558 568,920

2007 677,770 459,738 4,170 138,782 (20.5) 75,080 677,770

2008 520,350 374,405 1,357  88,561(17.0) 56,027 520,350

2009 654,714 459,586 2,735 123,242 (18.8) 69,151 654,714

표 3-9.  노지감귤 생산량  유통처리 추이

단 : 톤, %

  1) (  ) 안은 생산량  가공원료량 비 이며, 기타처리량에는 군납, 도내 매량 등이 

포함됨.

자료: 제주도청(감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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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감귤 가공량 추이

2005년 후 감귤 생산량  가공원료의 비 이 높아진 것은 감귤 가공산

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 나 가공산업 자체의 육성 략보다는 감귤 생산량

의 심한 연간변동에 따른 생과시장의 심한 수 불균형과 가격불안정을 완

화하기 한 것이 주요목 이라고 할 수 있다.

감귤가공량이 ’02년 이후 10만 톤 이상 수 을 유지하고 생산량 비 가

공비율이 15～20% 수 을 유지하면서 오 지농축액 수입량도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오 지농축액 수입은 ’95년 59,230톤으로 정 을 나타내었

으나 그 후 ’01년까지 4만 톤 내외의 수 을 유지하 다. 그러나 ’02년 

47,465톤 이후 지속 인 감소를 보이며 ’09년에는 24,101톤으로 동기간 

비 연평균 9.2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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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오 지농축액

수입량
감귤가공
처리량

감귤류 수입량

MMA 일반 계

1995 59,230 47,227 16,258    391  16,649

2000 39,531 27,468 37,320  62,232  99,552

2001 43,335 47,445 41,862 50,679  92,541

2002 47,465 112,359 46,961 55,751 102,712

2003 40,748 120,333 52,685 92,195 144,880

2004 38,534 100.517 59,114 100,632 159,746

2005 34,068 125,343 59,114  69,875 128,898

2006 32,839 109,496 59,114 68,548 127,662

2007 31,082 138,782 59,114 25,996  85,110

2008 25,655  88,664 59,114  48,773 107,887

2009 24,101 123,496 59,114  12.107  71,221

표 3-10.  감귤류  오 지농축액 수입 추이
단 : 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청.

재 감귤 가공공장 시설은 제주도개발공사 2개소, (주)일해, 롯데칠성

(주) 등 4개소이다. 감귤 가공공장은 감귤산지가 제주도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섬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상 원료의 육지수송에 한 과다한 물

류비 문제로 부 제주도에 입지하고 있다. 

4개 가공공장의 연간 원료 처리능력은 183,000톤이며, 공장별로는 제주

개발공사 2개 공장 87,000톤(47.5%), (주)일해 42,000톤(23.0%), 롯데칠성

(주) 54,000톤(29.5%)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귤 가공공장의 주요제품은 주

스용 농축액이 부분이며,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주스 완제품과 녹차, 

(주)일해의 경우 당근농축액, 기능성 물질 등의 생산라인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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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처리능력
(톤/연간)

주요 제품 소재지 비 고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제1공장 50,000
감귤농축액

감귤주스, 녹차
서귀포 남원읍

2001년 
공

제2공장 37,000
감귤농축액
감귤주스

제주 한림읍
2003년 

공

(주)일해
제주감귤가공공장

42,000

감귤농축액
당근농축액
기능성물질
건강식품

제주 조천읍
2001년 
설치

롯데칠성음료(주) 
제주감귤착즙공장

54,000 감귤농축액 서귀포 남원읍
1977년 

공

계 183,000 - - -

표 3-11.  감귤 가공시설 황

자료: 제주도(감귤정책과), 각 기업체 조사 결과.

감귤 가공업체의 원료조달 형태는 생산농가(조직)와 가공업체 간의 계약

에 의해 수매하는 형태이다. 가공업체별 수매는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생

산자조직(농 , 감 )과 계약을 체결하여 선과장으로부터 비상품과 량

(공장인근 지역은 생사자로부터 직매입 약 700톤)을 수매하고 있으며, (주)

일해와 롯데칠성(주)은 공장입지의 인근지역 생산자조직과 계약으로 비상

품과를 수매하고 있다. (주)일해의 경우 서귀포시 남원· 미·효돈지역에서 

부분을 수매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주)의 경우 제주시 구좌·조천지역에

서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가공원료는 제주도 조례로 규정한 비상품과(1번과, 9번과, 10번과)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일해)의 경우 고품질 농축액 생산을 

하여 상품과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상품과의 수매가격(’09년 80원/kg)과 상품과의 매가격('09년 노지온

주 평균가격 2.300원/kg) 차이가 무 크기 때문에 가공업체의 감귤원료 

사용량은 수 상황에 계 없이 비상품과 수매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비상품과 수매가능량(가공원료 조달 가능량)은 크게 당해연도의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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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생산량  비상품과 출 비율(수매가능량)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따

라서 생산량  비상품과 출 비율은 기후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체로 20% 내외 수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 생산량 변동에 따라 수

매 가능량(원료사용 가능량)도 해마다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해의 경우 생과용 가격지지를 한 정 출하량

(약 40～45만 톤 내외 추정)을 과하는 생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상

품과 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원료조달 가능량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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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업체별 가공용감귤 수매량 추이

그러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경우, 생과용 감귤가격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비상품과의 매가 조례로 지되어 있어도 1번과나 9번과 등 비

상품과의 출하가 상인출하조직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가공용 비상

품과의 수매량은 크게 감소하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 

를 들면 ’10년 노지감귤 상 생산량은 504,000톤 수 으로 ’09년 

비 약 23% 감소할 것으로 망되어 비상품과량은 약 10만 톤 정도로 추정

되지만, 생과용 감귤의 가격상승이 상되기 때문에 1번과나 9번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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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톤 내외)가 생과용으로 출하될 경우(조례에는 비상품과임에도 불구하

고 상인조직 등을 통하여) 실질 인 감귤 가공원료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매량은 약 80,000톤 수 ( 과 주)으로 ’09년 비 약 35% 이상 감소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결국 가공용 감귤의 수매량(원료 확보량)은 생산

량의 변동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의 변동 패턴과 동일한 패턴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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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감귤 생산량  수매량 변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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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용 감귤농축액 생산량은 원료사용량(수매량)과 수율에 의해 결정된

다. 이는 당해년도 감귤 생산량 변동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

다. 가공감귤의 농축액 수율은 농축액의 당도 차이와 가공업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체로 9～10% 수 이다. 

2009년 제주도 소재 4개 가공업체의 감귤 가공원료 사용량은 121,234톤

이며, 농축액 생산량은 11,592톤으로, 농축액 수율은 9.6%이다. 이들 4개 

가공업체의 농축액 생산량 비 은 사용원료량과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

고 있다. 업체별로는 제주개발공사 2개 공장 35.8%, (주)일해 36.3%, 롯데

칠성(주) 28.7%이다. 업체별 농축액 매는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부분 

롯데·해태·웅진·야쿠르트 등 메이  음료회사에 매하고 일부는 직  감

귤주스 가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일해 역시 메이  음료회사에 계약

납품하거나 일부는 수출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주)은 자체 음료가공용으로 

직  소비하고 있다.

업 체
업체별 가공용 수매량 업체별 농축액 생산량

2005 2008 2009 2005 2008 2009 비고

제1공장  26,528 20,920
25,249
(20.4)

 2,174 1,745
 2,391
(20.6) 재고량

2,418
제2공장  23,123 11,705

19,596
(15.9)

 2,038 1,034
 1,759
(15.2)

일해  45,080 33,973
43,952
(35.6)

 4,810 3,300
 4,210
(36.3)

량 매

롯데칠성  28,738 19,876
32,437
(26.3)

 2,662 1,848
 3,322
(28.7)

자체소비

도외지역   1,874  2,190
 2,262
(1.8)

- - - -

계 125,343 88,664
123,496
(100.0)

11,684 7,927
11,592
(100.0)

표 3-12.  업체별 가공용감귤 수매량  농축액 생산량

자료: 제주도(감귤정책과), 각 기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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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과 가공산업 동향과 구조

사과 가공제품은 크게 사과가 가공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제품과 사

과의 성분이 첨가제나 보조제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

나 사과주스 등 일부 음료와 농축액을 제외하면 부분 첨가제나 보조제 

형태로 가공되고 있다. 체 으로는 농축액을 포함한 음료류와 주류의 비

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주요 제품

식품류

음료류
농축액, 사과퓨 , 주스, 요구르트, 사과과즙 첨가음료, 
사과홍차 등

주류 사과와인, 사과발효주, 사과침출주

장류
사과고추장, 사과식 , 사과조청, 사과농축액, 사과
청국장 등

스넥(과자)류 사과말랭이, 사과젤리, 사과한과, 사과엿, 사과떡 등

비타민류 사과비타민

기타
칼국수, 수제비, 국수, , 분말, 냉면, 순 , 김치, 
삼겹살 등

비식품류

클 져류 사과비 , 사과입용제, 바디클  등

미용제품 바디로션 등

액세서리 열쇠고리, 액자, 향  등

표 3-13.  사과의 주요 가공제품 황

사과 가공업체의 형태는 크게 기업형태, 조합형태, 가내수공업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기업형태로는 롯데칠성, 가야(사과농장), 농 (우리사과주

스) 3개 업체가 표 이고 조합형태는 크게 충북원 의 음료공장과 구

경북능 농 의 군 공장이 표 이다. 그리고 개별 세업체나 가내수공

업 형태의 경우는 부분 사과 주산지의 개별 세업체가 심이 되고 있

다. 이들 개별 세업체의 부분은 충주, 의성, 장수, 군 지역 등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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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주산지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충주, 의성, 장수, 군 지역은 사과 가공업체의 집 산지로 사과가공 클

러스터  연구소가 있다. 특히 충주와 군 에는 조합형태의 규모 사과 

가공공장이 입지해 있으며 동, 진천, 청주, 산, 논산, 당진, 안동, 청송, 

구, 칠곡 등의 사과 주산지들에는 부분 개별 세업체 심의 가공업

체들이 분포해 있다. 이  충주시는 사과시험장, 사과과학 , 뉴턴사과공

원을 운 하며, 충주 사과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매 으로는 휴게소와 

터미  내 가공식품직 장과 사과식품백화 이 운 되고 있다.

지 역 주요 업체 주요 제품

충주시

원양조, 충주한과, 하한과, 두 , 

충주사과감자떡, 새힘식품, 푸른들식품, 

일 식품, 등 , 건국네 럴F&B, 코리아

애 푸드, 애 포크, 천등산된장, 동양과

수원집, 성농산 등 

사과 , 사과조청, 사과식

, 사과술, 사과한과, 사과

떡, 사과젤리, 사과엿, 사과

국수, 사과냉면, 사과비타

민, 사과삼겹살, 사과김치 등

의성군
의성춘산사과고추장, 옥산사과가공공장, 

경창농원, 솔밭떡마을 외 세업체 다수

사과고추장, 사과떡, 사과

생주스, 사과말랭이, 사과

미숫가루 등

장수군 장수사과클러스터사업단, 장수팜 외 세업체
사과비 , 사과즙, 사과염

색상품 외

군 군 아이군 , 고려청국장 외 세업체 사과고추장, 사과즙 외

거창군
삼 사과 농조합, 참빛농장, 서당농원, 

다솜1004농원, 해마루사과, 이랑농장
사과즙 외

기타

제천사과 농조합, 추풍령사과농원( 동), 

최상농원(진천), 풍농산(청주), 산농

장( 산), 주옥농장(논산), 동구밖과수원

(당진), 청송약수꿀사과(청송), 청암농산

(칠곡), 가루나라(서울), 백미가(부산), 몽

천자연조청(울산), 웰빙코크(수원), 복음

자리(성남) 등 세가내수공업 형태 다수

사과주스, 사과즙, 사과 , 

사과분말, 사과한과, 사과

조청, 사과양갱, 사과고추장 등 

표 3-14.  지역별 주요 사과 가공업체  가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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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 원료조달 방법을 보면 충북원 이나 구경북능 조합의 경우, 

조합APC나 조합원으로부터 수매하거나 직  매취하고 있으며, 부분 조

합원 비상품과 물량 부를 수매하고 있다. 물량 부족 시 비조합원과 타지

역의 생산자, 간상인 는 생산자조직으로부터 매취하고 있다. 

가공원료는 체로 조합원이 원하는 양 만큼 수매하고 있으며, 구경북

능 조합의 경우 ’09년 13,000톤 수매(경북지역 생산량 300,000톤)하 다.

가공원료는 주로 낙과 등 비상품과로 원료 수매는 주로 동조합 지사의 

선별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상품 형태별 원료로는 농축액용의 경우, 주로 흠집 있는 고당도 비

상품과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스용은 상품과  소과 주로 수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 2009년 충북원 의 원료 수매가격은 주스용은 600원/kg, 농축

액용은 350～400원/kg으로 차이가 난다. 수매는 조합원 농가의 물량을 우

선 구매하고 있으나, 비조합원이나 경부지역 외의 농가로부터도 구매하고 

있다. 충북원 의 경우 ’09년 체 수매량 8,000톤  35%는 충북, 65%는 

경북, 충남에서 조달, 외부지역 물량은 부분 산지수집상으로부터 구매하

다. 

매처 빈 도 비 율(%)

자가(직 )생산 30 34.1

생산자조직(농 등) 28 31.8

계약재배  5  5.7

시장 간상인  7  8.0

농가직구입 18 20.4

계 88 100.0

표 3-15.  세 가공업체의 원료조달 방법

  1) 빈도는 복수응답을 합산한 것임.

자료: 김정주 외, ｢사과 가공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구조에 한 조사연구｣, 건국 학교,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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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가공제품의 매 유통경로를 보면 충북원 과 구경북능 조합의 

경우, 농축액은 주로 메이  유제품업체에 매되며, 자사제품 주스류는 

형유통업체나 백화  등 일반 인 기업 음료회사의 유통채 에 참여

하기 어려워 체로 농  계통 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생산

자조직이 운 하는 가공공장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입 단가가 높기 때문

에 형유통업체의 입 이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스를 생산하는 충북원 의 경우 학교 식으로 공 하다가 가격문제로 

단한 이 있다. 그러나 그 외 부분의 가내수공업  세업체들은 규

모의 세성으로 가공제품 매시장과 개척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상인, 온라인, 개인택배, 소매업체 등에 매하고 있다.

매처 빈도 비율

간도매상 320 35.6

형소매업체 100 11.1

수퍼마켓( 리 )  15  1.7

농  등 계통출하  40  4.4

개인택배 102 11.3

온라인 매  93 10.3

기타 230 25.6

계 900 100.0

표 3-16.  사과가공업체의 가공제품 매처

  1) 빈도는 조사 상 53개 업체의 매처별 수를 합산한 것이며, 기타 매처는 재래시

장, 우체국소포 매, 휴게소, 터미 , 자사 매장, 인근호텔 등이 포함됨.

자료: 김정주 외, ｢사과 가공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구조에 한 조사연구｣, 건국 학교,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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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포도 가공산업(와인산업) 동향과 구조

국내 와인시장은 ’67년 국내 최 로 와인을 출시한 후 ’80년  반까지 

국내 와인(노블와인, 마주앙 등) 심으로 출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7

년 와인시장이 개방(  500개 수입업체)되면서, 국내산 와인산업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수입와인의 비 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95년, 

수입주류의 소매상  업소 직 이 허용되었다. 1998년 IMF 리체계 출

범으로 시장은 일시 축되는 듯 하 으나, ’98년 이후 경제회복과 소득증

로 와인 수입이 증하 다. 특히 ’04년 한-칠  무역 정 체결로 가정용 

와인의 소비 붐이 형성되면서 소비량도 크게 증가하 다. 그러다가 2008년 

이후 미국발 융 기로 수입 감소 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10년 EU  

페루와의 FTA 상 타결로 ’09년 23,009톤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 분
물량
(톤)

액
(천달러)

수입단가
(달러/kg)

1인당 소비량
(ℓ)

1992  2,110  5,644 2.67 0.07

1997  9,390 22,809 2.43 0.30

1998  2,559  6,491 2.54 0.08

1999  5,766 15,122 2.62 0.18

2007 31,810 150,364 4.73 0.85

2008 28,795 166,512 5.78 0.76

2009 23,009 112,450 4.89 0.60

’97/’92 34.8 32.2 - 33.8

’07/’98 65.2 41.8 - 30.0

’09/’92 15.1 19.2 - 13.5

표 3-17.  와인 수입 추이

  1) 포도증류주는 제외되며, 1인당 수입와인 소비량은 20세 이상 음용인구 기 임.

자료: 한국무역 회, ｢무역통계연보｣  한국주류수입 회,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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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와인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 회, ｢무역통계연보｣  한국주류수입 회, ｢주류 ｣.

한편 ’96년 최 의 국내 와이 리(와인코리아)가 등장하면서, 국내산 와

인시장도 확 의 계기를 맞았다. 2010년 재 다양한 국내산 원료 와이

리 약 40개소가 운 되고 있으며 국내산 와인 소비도 증가 추세이다. 

포도가공 와인업체는 ’70～’80년  기업 심에서 ’00년 이후 농조합

과 자생조직 심으로 환되었으며, 농조합법인,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클러스트사업단 등 가공업체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업체 형태 주요 업체  지역 비고

농조합법인
(일반조합)

와인코리아( 동), 그린 농조합(안산), 포천와

인 농조합, 진토 농조합(거창), 서운포도 농

조합(안성), 사 포도연구회(보령), 특선주 농

조합법인(가평), 와마을 농조합(삼척), 수성

농조합(고성), 무 군산림조합(무주) 등

일반  형태

회사법인
두 양조(천안) 농업회사법인

한국와인( 천), 화양조(임실), 홍지원(평창) 등 일반회사법인

개인사업체 샤토무주(무주), 칠연양조(무주), 덕유양조(무주) 등

기타 무주산머루클러스트사업단, 두 마을(함양) 등

표 3-18.  포도 가공(와인)업체 형태와 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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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국내 와인시장 규모는 약 4,000억 원 정도로 체 주류시장 규모 

8조 2,000억 원  약 5% 수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국내산 와인시장 

규모는 포도와인과 머루와인 포함, 약 350억 원 규모로 체 주류시장의 

0.43%, 체 와인시장의 7～8% 수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와인소비량은 0.4ℓ 정도로 추정(재경부 

‘10’3발표)하고 있지만, 음용인구를 기 할 경우 약 0.75ℓ 수 으로 추정

된다. 이는 세계의 주요 와인생산·소비국( 랑스 57.2ℓ, 이탈리아 56.2ℓ, 

스 스 48.3ℓ, 포르투갈 44.1ℓ, 아르헨티나 38.1ℓ, 독일 37.7ℓ, 덴마크 

37.5ℓ, 벨기에(룩셈부르크) 31.7ℓ, 스페인 28.2ℓ, 미국27.0ℓ, 국 26.6

ℓ 등)들에 비해 매우 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가장 소비량이 많

은 일본 2.5ℓ, 국 0.9ℓ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 ( 국의 국제 와인·

주류컨설 업체 IWSR의 2010년 연구보고서)이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와인소비량과 수입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향후 와인소비

량은 지속 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랑스 국제 와인·주류 시회

(Vinexpo)와 국제 와인·주류컨설 업체(IWSR: International wine and 

spirits record)의 2001년 와인  주류 생산·소비·무역에 한 망에서 

’06년부터 ’11년까지 한국의 와인 소비량 증가율을 49.8%로 망하 다.

그림 3-13.  음용인구 1인당 와인소비량 추이(수입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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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제조업체의 원료조달은 조합의 경우 우선 으로 조합원의 원료를 

수매하여 확보한다. 원료 부족 시에는 비조합원  타지역 생산자로부터 

매취수매하기도 한다.

재 국내 와이 리  가장 규모가 큰 와인코리아의 경우 ’09년 원료조

달은 조합원 20%, 비조합원 80% 비 을 보이고 있다. 와인원료 상태는 당

도가 높아도 포도송이가 제 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거나, 포도알이 터져 

매가 어려운 비상품과( 슬포도)가 부분이다. 그리고 회사가 법인인 

경우 부분 인근과 주산지 생산자와 계약으로 원료조달이 이루어지고 있

다. 충분한 원료확보를 하여 인근 지역 생산자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주

산지 생산자와 계약을 통해서도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와이 리의 와인 매는 부분 인터넷 매, 통신 매, 주문 매, 방문객 

장 매, 지역기업 매 등의 형태이며, 수입와인의 주요 매처인 형

유통업체, 백화 , 주류 문 매  등에서는 경쟁력 열세로 입 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통업체  국산와인 10종 이상 매처는 농 하

나로마트 뿐이다. 그러나 와인코리아와 같이 규모가 상 으로 큰 국내 

와이 리의 경우 재 약 60개소의 직  업소와 리  매형태를 취

하고 있다.

주류수입업체 종합주류
도매상

주류전문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와인전문점

레스토랑

와인바

소비자

그림 3-14.  수입와인의 국내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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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제조업체 소비자

인터넷·통신판매
주문판매

업체 대리점
자체 영업소

대형마트
(농협유통)

방문객
현장직판

그림 3-15.  국내산 와인의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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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가공업체 원료조달과 생산  매형태

  식품제조업  과실가공산업의 구조 분석을 해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 

식품산업 분야별 황조사 보고서｣를 활용, 식품제조업체의 과실류 구매 

 사용 황과 원료조달 경로, 제품 매 황 등을 분석하 다. 체 6,090

개의 식품제조업체  사과를 취 하는 업체는 180개소로 3.0%의 취 률

을 보이고 있다. 주 업종은 증류주  합성주제조업, 비알콜 음료  얼음

제조업이다. 포도를 취 하는 업체 수는 134개소로 취 률은 2.2%이며, 주

취 업종은 사과와 마찬가지로 증류주  합성주 제조업, 비알콜 음료  

얼음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귤의 취 업체 수는 77개소로 

1.3%이며, 많은 업체들이 취 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음료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 구매물량은 사과 14,953톤, 포도 9,227톤, 감귤 12,118톤이며, ’08

년 품목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구매원료의 비 은 사과 3.2%, 포도 

2.8%, 감귤 1.9%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취 업체당 연간 구매물량은 사

과 83톤, 포도 69톤, 감귤 158톤으로 소규모 세수 이다. 업체당 연간 원

료 구매 액은 사과, 포도, 감귤 가공업체가 각각 2억 원, 2.6억 원, 3.1억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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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취 률 업체 수
구매물량 구매 액

업체당 체 업체당 체

사과 3.0 180 83 14,953 199 35,843

포도 2.2 134 69 9,227 255 34,340

감귤 1.3 77 158 12,118 305 23,410

표 4-1.  업체의 과실 구매 황(2008)

단 : %. 개소, 톤, 백만 원

  1) 조사 상 업체 수는 총 6,090개 업체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식품산업 분야별 황조사｣.

  과실가공업체의 원료 구매형태는 사과의 경우 원물 형태 구매비 이 

70.8%, 처리 는 1차 가공형태의 간재가 29.2%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포도와 감귤은 원물형태 구매비 이 낮은 반면 처리 는 가공 형

태 비 이 각각 70.7%와 77.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통형태별로 

보면 사과는 상온유통, 포도와 감귤은 냉동유통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원물형태

처리/가공 형태

체비
처리형태별 비

처리 가공

사과 70.8 29.2 81.5 18.5

포도 29.3 70.7 88.3 11.7

감귤 22.4 77.6 99.7 0.3

표 4-2.  과실의 원물형태별 구매비 (물량 기 )

단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식품산업 분야별 황조사｣.

구 분 상온유통 냉장유통 냉동유통

사과 79.9 12.0 8.1

포도 22.4 22.4 55.2

감귤 22.5 3.2 74.3

표 4-3.  과실의 유통형태별 구매비 (물량 기 )

단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식품산업 분야별 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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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가공 원료의 산지는 사과와 감귤의 경우 100.0% 국내산이지만, 포

도는 국내산과 수입산이 각각 58.2%와 41.8%로 수입산의 비 이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공업체가 원료 구매 시 가장 우선 으로 고려

하는 사항은 모든 품목에서 품질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가격과 안 성

의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원료 원산지계 구매 시 고려사항

국내산 수입산 계 품질 가격 안 성 규격 계

사과 100.0 - 100.0 72.5 11.1 13.3 3.0 100.0

포도 58.2 41.8 100.0 78.1 13.0 8.9 - 100.0

감귤 100.0 - 100.0 85.0 4.8 3.1 7.2 100.0

표 4-4.  구매원료의 원산지 비   구매 시 고려사항( 액 기 )

단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식품산업 분야별 황조사｣.

  과실가공 업체들의 원료조달 경로를 보면 산지 직구매와 도매시장 구매

가 심이며, 벤더로부터의 구매도 17.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포도

와 감귤은 간도매업자나 벤더업체로부터의 구매비 이 각각 67.9%와 

77.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매업자의 경우 산지수집상 기능을 수

행하는 상인으로 단된다. 

구 분
산지
직구매

도매시장
종합유통
센터

수입업체 직수입
도매/
벤더

기타

사과 37.3 37.2 3.0 0.2 - 17.3 4.9

포도 1.7 0.3 0.1 21.6 0.3 67.9 8.1

감귤 18.7 0.1 0.3 - - 77.5 3.4

표 4-5.  식품제조업체의 과실 구매처별 비 (구매물량 기 )

단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식품산업 분야별 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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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과실가공업체들의 음료제품 매처 비 을 보면 자체 리 과 직

매장 비율이 62.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간도매상이나 벤더업체 

1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리 이나 직 매장 매 비 이 

높은 것은 기업들이 주로 백화 이나 형유통센터 등 형 오 라인 

포를 통한 매비 이 높은 것과는 비교되는 것으로 과실가공업체가 상

으로 세하여 기업과의 로 경쟁에서 열세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분

간,
도매/
벤더
업체

형
유통
업체

소
유통
업체

홈쇼핑/
온라인/
택배

수출

식
업체/
외식
업체

제조
업체

리 /
직 매장

기타

음료류 12.4 9.4 2.2 1.4 3.0 1.8 5.2 62.2 2.6

표 4-6.  식품제조업체 과실 가공제품의 매처별 매출액 비

단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식품산업 분야별 황조사｣.

2. 농가와 가공산업과의 연계

2.1. 농가 처리실태

  과실생산 농가와 가공산업과의 연계실태를 조사하기 해 상품목별로 

각각 150농가를 선정하여 총 450농가에 한 연계실태를 분석하 다.

  조사 농가의 평균 재배면 은 사과, 포도, 감귤이 각각 5,412평, 2,645평, 

4,163평으로 사과 재배면 이 가장 많다. 그리고 농가에서 주로 가공용으

로 사용될 수 있는 비상품과의 출 율은 사과, 포도, 감귤이 각각 11.1%, 

13.0%, 18.1%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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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재배면 평균 생산량 비상품과 비

사과 5,412.3 41.3 11.1

포도 2,644.6 20.4 13.0

감귤 4,163.1 45.2 18.1

표 4-7.  품목별 조사 농가의 생산  비상품과 비

단 : 평, 톤, %

  품목별 생산자 출하처로, 사과는 도매시장과 직거래, 포도는 도매시장과 

농 계통출하, 감귤은 농  계통출하와 산지수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도매
시장

농
계통출하

가공
공장

산지
수집상

( 장업자)

형
유통업체
(물류센터)

직거래 기타 합계

사과 42.1 9.5 0.1 8.2 6.8 26.1 7.1 100.0

포도 38.7 26.7 1.6 4.4 4.8 17.1 6.7 100.0

감귤 2.8 51.4 12.3 24.4 1.8 3.3 4.1 100.0

표 4-8.  품목별 조사 농가의 출하처 비

단 : %

  농가의 가공용 원료 활용 여부를 보면 사과와 포도는 가공용으로 매하

거나 활용한다는 비율이 미활용보다 약간 낮지만, 감귤의 경우 86.7%가 가

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품목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품목별 가공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과와 포도 모두 가

공용 물량이 없거나 가공수익성이 어 가공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활용(납품) 미활용 계

사과 43.3 56.7 100.0

포도 46.7 53.3 100.0

감귤 86.7 13.3 100.0

표 4-9.  품목별 가공용 활용 여부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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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요성
못느낌

의향은 있으나
시설 없음

가공제품
수익성

가공용
물량 없음

기타 계

사과 23.5 11.8 18.8 37.6 8.2 100.0

포도 17.5 12.5 32.5 35.0 2.5 100.0

표 4-10.  품목별 가공용 미활용 이유

단 : %

  가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의 가공주체로는, 사과와 감귤은 가공공장의 비

율이 높은 데 비해, 포도의 경우, 농가가 직  가공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특히 감귤의 경우 가공공장 납품비율이 94.0%로 나타나고 있

어 농가의 직 가공은 극히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과의 경우 

38.5%가 농가 직 가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생산농가 직  

가공
가공공장 납품 계

사과 38.5 61.5 100.0

포도 75.7 24.3 100.0

감귤 6.0 94.0

표 4-11.  품목별 가공방법

단 : %

  가공제품을 농가가 직  생산하는 경우, 사과는 과즙과 주스, 포도는 과

즙과 술, 감귤은 과즙과  등 체로 농가단 에서 일반 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가공제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가단 에서 특별한 

시설이 없이 행 으로 내려오는 가공방법을 활용하는 제품들이 부분

이다.

  그리고 농가에서 직  가공하는 가공원료의 품질은 사과의 경우 56.0%

가 비상품과이며, 상품과로서의 하품도 32.0%로 나타나고 있다. 포도의 경

우 상품과로서의 하품 비율이 49.1%로 사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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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즙
농축액

퓨 단

건조

후 시

커트

주

스
술

식 기

타
계

사과 61.1 3.7 - - - 24.1 3.7 - 7.4 - 100.0

포도 74.4 2.6 1.5 - - 2.6 0.5 18.5 - - 100.0

감귤 66.7 - - - - - 22.2 - - 11.1 100.0

표 4-12.  품목별 농가 직 가공 제품

단 : %

구 분 비상품과 상품과 하품 상품과 품 상품과 상품 계

사과 56.0 32.0 12.0 - 100.0

포도 28.3 49.1 15.1 7.5 100.0

표 4-13.  품목별 조사 농가의 가공원료 품질

단 : %

  농가의 가공제품 매처는 사과와 포도 모두 직 매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농가 모두 일반 기업의 가공제품 주요 매처인 

형유통업체나 백화  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 직거래, 주문

매, 인터넷 매 등을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계통 매
형유통업체
백화

직 매
(직거래, 인터넷)

기타
(자가소비)

계

사과 - - 76.0 24.0 100.0

포도 3.0 - 90.2 6.8 100.0

표 4-14.  농가 가공제품 매처 비

단 : %

  한편 농가에서 직  가공하지 않고 가공원료를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경

우 매방법을 살펴보면 부분 농가에서 생산된 비상품과 모두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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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큼 가공공장에 매 는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포도와 감귤에서는 가공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제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분 사과 포도 감귤

비상품과 모두 원하는 양만큼 가공공장에 납품 87.5 82.4 73.1

가공공장 배정물량만큼 납품, 나머지 폐기 5.0 - -

배정물량만큼 납품, 나머지 간상 매 2.5 11.8 21.6

다른 가공공장에 납품 5.0 5.9 -

납품하지 않고 부 폐기 - - -

기타 - - 5.4

합 계 100.0 100.0 100.0

표 4-15.  품목별 원료납품 시 매방법

단 : %

2.2. 생산농가의 과실가공 문제점과 발전방안

  농가가 가공제품을 직  가공할 경우 농가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은 

체로 로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자  부

족, 낮은 수익성, 인력부족 등 다양한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가 직  가공하지 않고 원료를 가공공장에 매하거나 납품할 경우

의 문제 으로는 사과와 감귤의 경우 낮은 수매( 매)가격 비율이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포도 역시 사과와 감귤에 비해 낮은 매가격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고 있으나, 상 으로 수 사정에 따른 매량 변동

과 원하는 양만큼 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공업체의 시장행   농가와의 연계 59

농가 직 생산 시 문제 가공공장 원료납품 시 문제

구 분 사과 포도 구 분 사과 포도 감귤

로확보의 어려움 32.0 24.5 원하는 양만큼 매의 어려움 3.3 16.0 8.7

원물확보의 어려움 - 5.7 낮은 매가격 82.0 44.0 72.3

인력 부족 4.0 17.0 수 사정에 따라 매량 변동 4.9 20.0 2.6

시설투자 자  부족 12.0 11.3 가공공장 없어 매 어려움 - - 1.9

낮은 수익성 8.0 13.2 매시기 조  불가능 4.9 - 10.6

품질 균일성 미비 - - 가공공장이 멀어 매 불편 1.6 12.0 1.0

기 타 44.0 28.3 매계약조건이 까다로움 3.3 - 1.9

늦은 결제 - 8.0 -

기타 - - 1.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표 4-16.  농가의 과실가공  원료납품에 한 문제

단 : %

  농가가 생각하는 과실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  사과와 

포도의 경우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체로 생산자조직의 가공

공장 증설,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안정된 로확보, 기업과의 안정  원

료공 시스템 확보 등 형태가 다양하다. 그에 비해 감귤의 경우에는 다양

한 가공제품 개발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으며, 다음으로 가공제품의 공동

랜드화, 민간 가공공장 확  유지, 기존공장 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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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포도 가공산업 활성화 감귤 가공산업 활성화

구 분 사과 포도 구 분 감귤

생산자조직의 가공공장 

설립 증
21.2 19.8 생산자조직의 가공공장 설립 증 7.6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수요 창출
23.7 19.6 제주개발공사 기존공장 확  12.2

고정  로확보

(학교 식 연계)
21.0 20.4 민간가공공장 확  유치 13.1

동조합 앙회를 통한 

로 개척
10.4 15.2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수요 창출 41.9

시피 표 화와 국 

공동 랜드화
1.0 1.0 고품질 상품과 가공 필요 7.0

기업 연계된 원료공  

시스템 구축
12.9 12.9 생산자조직의 가공계열화사업 필요 1.2

기 타 9.8 11.1 가공제품 공동 랜드화 14.0

가공공장과 기업 간 연계시스템 3.0

기타 -

계 100.0 100.0 계 100.0

표 4-17.  과실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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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조사 개요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식품으로부터 얻는 맛, 편리성, 즐거움, 건강 등에 

해 소비자들이 높은 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커짐에 따라 과실가공식

품 소비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산 과실가공사업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 의 고용창출과 농업부가가치 증  

효과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 과실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공 으로 식품의 안 성을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효과까지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과일 생산농가와 과실가공산업을 연계하

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실가공품을 생산해서 매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우선 으로 소비자 상 과실가공품 구입행태  선호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표본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20 부터 50 에 속

하는 연령계층  혼인 여부  남녀 구분 없이 연령 별 100명씩 무작

로 임의 추출(총 400명)하 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화에 의존하 다. 조

사기간은 2010년 8월 16∼31일이다. 

  수도권 거주자를 상으로 한 표본조사 일반 개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체 응답자  졸 이상 학력이 74.5%로 기타 학

력에 비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지 별 응답자 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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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리직(41.3%), 업주부(26.8%), 자 업(12.0%)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응답자의 가구소득(월평균)이 400∼599만 원 에 속하는 경우가 

체의 38.3%로 가장 높은 비 을 보 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에 속하는 가구 비 이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학력

졸 5 1.3

고졸 97 24.3

졸 이상 298 74.5

      계 400 100.0

직업

업주부 107 26.8

자 업 종사자 48 12.0

기술/노무직 17 4.3

사무/ 문직 165 41.3

경 / 리직 16 4.0

학생( 학생 이상) 34 8.5

기타(무직포함) 13 3.3

       계 400 100.0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7 4.3

200-399 142 35.5

400-599 153 38.3

600-799 53 13.3

800만 원 이상 35 8.8

계 400 100.0

표 5-1.  소비자조사 개요

단 : 명, %

  설문조사 내용은 ‘과실주스와 와인을 심으로 소비자의 구입행태  제

품 특성별 심 정도’에 한 설문, ‘국내산과 수입산 과실로 만든 가공품

에 한 소비자 평가’에 한 설문, 그리고 ‘학력, 나이, 소득 등 응답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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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항’에 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분석은 빈도분석 주

로 소비자의 과실가공품 구입행태  선호도 등을 악하고자 하 다. 설

문조사 주요내용은 우선 과실주스의 경우 시장을 표하는 오 지주스(수

입산 원료)와 감귤주스(국내산 원료)에 을 맞추어 소비자 구입실태와 

선호도를 조사하 다. 와인의 경우에는 수입산 유율이 높은 을 감안하

여 수입산 와인 선호자와 국산와인 선호자 그룹으로 구분, 두 그룹 간 와

인의 구입실태와 선호도 차이를 비교하 다.

2. 과실주스 구입행태와 소비자 선호

2.1. 구입 행태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를 상으로 평소에 과실주스를 얼마나 자주 구

입하 는가를 악하기 하여 조사하 다. 체 응답자 400명  60.5%

가 1주일에 1회 이상 과일주스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일에 1회 이상 소비하는 계층까지 포함할 경우 체 응답자의 77.7%가 2

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과일주스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1주일에 2회 이상 114 28.5

 1주일에 1회 128 32.0

 2주일에 1회 69 17.2

 1개월에 1회 63 15.8

 2개월 이상에 1회 26 6.5

계 400 100.0

표 5-2.  과실주스 구입빈도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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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응답자에게 과실주스 품목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 그  어느 과

실주스를 자주 구입하는가를 조사하 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자

주 구입하는 품목은 ‘100% 오 지 주스’라고 응답한 사람이 체의 64.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는 

‘100% 제주감귤주스’로 응답한 비 이 체의 21.5% 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100% 오 지 256 64.0

 오 지 혼합 11 2.8

 100% 제주감귤 86 21.5

 과즙 제주감귤 2 0.5

 국내산 사과 7 1.8

 국내산 포도  19 4.8

 수입산 포도 1 0.3

 기타 18 4.5

계 400 100.0

표 5-3.  자주 구입하는 과일주스 품목

단 : 명, %

주: 오 지혼합주스=50%오 지주스+ 과즙오 지(퓨 ), 기타=복숭아+매실주스.

64%

2.8%

21.5%

0.5% 1.8%
4.8%

0.3%
4.5%

0%

20%

40%

60%

80%

100%

100% 

오렌지
오렌지

혼합

100% 

제주감귤
저과즙

제주감귤

국내산

사과

국내산

포도

수입산

포도

기타

그림 5-1.  자주 구입하는 과일주스 품목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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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순수 오 지  감귤류 주스를 즐겨 소비

하는 계층이 체 응답자의 85.5%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과일주스 품목에 

비해 순수 원액의 오 지  감귤류 주스가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수입산 오 지주스 소비계층이 체의 64.0%로 가

장 높고, 이어서 국내산 감귤주스 소비계층이 21.5%를 차지함으로써 이 두 

품목이 과일주스시장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

사결과에 미루어 볼 때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제주감귤농업과 연계된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과실주스를 구입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

순 )과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사항(2순 )을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집계

하 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400명  24.5%가 맛을 가장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을 요하게 고려한다’가 체의 13.5%, 

랜드(12.1%)와 원산지(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맛 196 24.5

 가격 108 13.5

 랜드 97 12.1

 원산지 97 12.1

 양성분 68 8.5

 제조회사 57 7.1

 신선도 54 6.8

 유통기한 54 6.8

 사용원재료산지 44 5.5

 품질인증마크 19 2.4

 포장디자인 6 0.8

계 800 100.0

표 5-4.  과일주스 구입 시 고려사항

단 : 명, %

주: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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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주스 구입처는 형유통매장에서 과실주스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계

층이 체의 67.5%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근 슈

퍼마켓까지 포함할 경우 체 과실주스 구입의 96.0%가 이 두 곳에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백화 , 생  등 유기농매장, 기타 

온라인 쇼핑몰이나 편의  등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인근 슈퍼마켓 114 28.5

 형유통매장 270 67.5

 백화 5 1.3

 생  등 유기농매장 5 1.3

 기타 6 1.5

계 400 100.0

표 5-5.  과일주스 구입장소

단 : 명, %

2.2. 원산지별 선호 및 개별적 속성에 따른 평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체 응답자의 64.0%가 ‘100%의 오 지 

주스’를 평소에 자주 구입한다고 응답하 으며, 다음으로 체 응답자의 

21.5%가 ‘100% 제주감귤주스’라고 응답하 다. 이 경우 주스 원료가 수입

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인지에 한 질문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평소에 

그들이 어느 과실주스를 자주 구입하는지에 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번에는 추가로 과실주스 원료에 한 소비자의 원산지 반응을 악하

기 하여 응답자에게 ‘100%의 오 지 주스’의 경우 주스 원료가 수입산

이라는 을 알리고 동시에 ‘100% 제주감귤주스’의 경우, 주스 원료가 국

내산이라는 을 알리고 그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를 질문하 다. 그 결

과 응답자 400명  국내산 제주감귤주스를 선호 계층은 249명으로 체

의 62.2%를 차지하는 반면, 수입산 오 지주스 선호 계층은 151명으로 

3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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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구성비

 수입산 오 지 151 37.8

 국내산 제주감귤  249 62.2

계 400 100.0

표 5-6.  수입산 오 지와 제주감귤주스 선호도

단 : 명, %

  특히 평소에 ‘100% 수입산 오 지주스’를 구입하는 256명  46.1%에 

해당하는 118명의 경우 국내산 제주감귤주스로 구입을 환할 의향을 보

이고 있다. 한 평소에 기타 과실주스를 구입한 58명  81.0%에 해당하

는 47명도 국내산 제주감귤주스 쪽으로 구입을 환할 의향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추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오 지 주스류를 

구입할 때 주원료가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일 경우 후자를 구입할 의향이 있

고 한 추가 인 리미엄을 지불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구 분 빈 도 국산 제주감귤 선호자

 100% 수입산 오 지주스 256(100) 118(46.1)

 100% 국내산 제주감귤주스 86(100) 84(97.7)

 기타 주스 58(100) 47(81.0)

표 5-7.  제주감귤주스 선호자 비

단 : 명, %

  소비자들이 수입산 오 지주스로부터 국내산 감귤주스로 구입을 환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에 한 구체 인 이유를 조사하 다. 국내산 제주감

귤주스 선호자 249명  수입산 오 지주스보다 감귤주스를 선호하는 이

유로는 ‘안 성’때문이라고 응답한 자가 체의 45.8%로 가장 높은 응답

률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맛과 품질 우수’(26.3%), ‘품질 비 가격 

렴’(12.0%)의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애국심에 의해 ‘무조건 

국내산이기에 좋다’라고 응답한 자도 체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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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구성비

 맛과 품질 우수 131 26.3

 품질 비 가격 렴 60 12.0

 안 성 228 45.8

 다양한 제품 7 1.4

 좋아하는 랜드가 있어서 17 3.4

 무조건 국내산이 좋아서 55 11.0

계 498 100.0

표 5-8.  국산 제주감귤주스 선호 이유

단 : 명, %

주: 복수응답 결과임.

  한편 수입산 오 지주스를 선호하는 응답자 151명  감귤주스보다 오

지주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입산 오 지주스가 맛과 품질 측면에서 우

수하다고 응답한 자가 체의 42.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제품의 다양성(20.9%)과 랜드 선호(19.5%), 렴한 가격(10.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맛과 품질 우수 127 42.1

 다양한 제품 63 20.9

 좋아하는 랜드가 있어서 59 19.5

 품질 비 가격 렴 33 10.9

 안 성 11 3.6

 포장디자인 4 1.3

 무응답 5 1.7

계 302 100.0

표 5-9.  수입산 오 지주스 선호 이유

단 : 명, %

주: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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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 사항으로서는 수입산 오 지주스가 국내산 감귤주스보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9%인 반면, 수입산 오 지주스

가 ‘맛과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응답률이 42.1%로 높게 나타났다는 

이다. 이것은 앞으로 국내산 제주감귤로 주스를 만들 경우 가격보다 품질

측면에서 수입산보다 우 에 있도록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수입산 오 지주스 선호계층과 국내산 감귤주스 선호계층으로 

구분한 후 오 지와 감귤주스의 제품 특성(맛 는 품질, 안 성, 다양성, 

생 리, 포장  디자인)을 상호 비교하 다. 이에 따르면 맛이나 품질 

련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각각 평가하고 있다. 

즉, 감귤주스 선호계층은 맛과 품질 면에서 71.5%의 응답자가 감귤주스가 

낫다고 응답하 으며, 오 지주스 선호자는 84.1%가 오 지주스가 낫다고 

응답을 함으로써 맛과 품질이라는 항목에 해서는 서로 선호하는 주스에 

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 성 측면에서는 

체 응답자의 63.8%가 감귤주스가 낫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이를 각 주스 

선호계층별로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감귤주스 선호계층의 79.1%는 감귤주

스가 안 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오 지주스 선호계층의  

38.4%도 감귤주스가 더 낫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성 측면

에서는 수입산 오 지주스 선호계층이나 국내산 감귤주스 선호계층에 상

 없이 국내산 감귤주스가 오 지주스보다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체 응답자의 62.8%가 오 지주스가 더 우수

하다고 응답하 으며, 오 지주스 선호계층의 경우 오 지주스가 우수하다

는 평가는 체의 7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감귤주스 선호계층의 경우

는 체의 54.2%가 오 지주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제품의 다

양성 면에서는 오 지주스가 감귤주스보다 우수하다고 소비자들은 인식하

고 있다.

  가격 비 품질의 경우, 오 지주스 선호계층의 38.4%가 오 지주스를, 

감귤주스 선호계층의 57.0%가 각자 선호하는 주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

을 하 으며, 체 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다’ 는 ‘모르겠다’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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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들이 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제품 포장디자인 항목의 경우 오 지주스 선호계층의 51.0%와 국내산 

감귤 선호계층의 34.5%가 오 지주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체응답자의 40.8%가 오 지주스가 포장과 디자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고 인식하고 있다. 

구 분
감귤주스가 

낫다

오 지주스가 

낫다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체

맛 

는 

품질

오 지주스 

선호계층
6(4.0) 127(84.1) 14(9.3) 4(2.6) 151(100.0)

감귤주스 

선호계층
178(71.5) 45(18.1) 19(7.6) 7(2.8) 249(100.0)

계 184(46.0) 172(43.0) 33(8.3) 11(2.8) 400(100.0)

안 성

오 지주스 

선호계층
58(38.4) 11(7.3) 49(32.5) 33(21.9) 151(100.0)

감귤주스 

선호계층
197(79.1) 7(2.8) 29(11.7) 16(6.4) 249(100.0)

계 255(63.8) 18(4.5) 78(19.5) 49(12.3) 400(100.0)

제품의 

다양성

오 지주스 

선호계층
1(0.7) 116(76.8) 24(15.9) 10(6.6) 151(100.0)

감귤주스 

선호계층
34(13.7) 135(54.2) 57(22.9) 23(9.2) 249(100.0)

계 35(8.8) 251(62.8) 81(20.3) 33(8.3) 400(100.0)

가격 

비 

품질

오 지주스  

선호계층
18(11.9) 58(38.4) 53(35.1) 22(14.6) 151(100.0)

감귤주스 

선호계층
142(57.0) 20(8.0) 63(25.3) 24(9.6) 249(100.0)

계 160(40.0) 78(19.5) 116(29.0) 46(11.5) 400(100.0)

제품 

포장

디자인

오 지주스 

선호계층
2(1.3) 77(51.0) 63(41.7) 9(6.0) 151(100.0)

감귤주스 

선호계층
36(14.5) 86(34.5) 108(43.4) 19(7.6) 249(100.0)

계 38(9.5) 163(40.8) 171(42.8) 28(7.0) 400(100.0)

표 5-10.  제품 특성별 오 지주스와 감귤주스 비교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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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주감귤주스(100%원액)와 수입산 오 지주스(100%원액)의 가격

을 비교할 때, 제주감귤주스 가격이 어느 정도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

는지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해서는 체 응답자의 49.3%

가 감귤주스와 오 지 주스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감

귤주스 가격이 오 지주스보다 싸게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한 자가 체의 

28.2%, 오 지주스보다 가격이 비싸게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

율이 체의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오 지주스보다 싸게 113 28.2

 오 지주스와 동일 197 49.3

 오 지주스보다 비싸게 63 15.8

 잘 모르겠음 27 6.8

계 400 100.0

표 5-11.  수입 오 지주스 가격 비 제주감귤주스 가격 수

단 : 명, %

  수입산 오 지주스에 비해 국내산 제주감귤주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하여 가장 시 히 개선해야 할 과제에 해서 응답자에게 질문하 다. 이

에 따르면 시 히 개선해야 할 과제에 해서는 맛과 품질 제고(22.1%), 

좋은 랜드 개발(16.4%), 다양한 제품 개발(15.5%), 가격 인하(11.3%)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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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오 지주스 
선호자

제주감귤선호자  체

 품질(맛) 제고 93(30.8) 84(16.9) 177(22.1)

 우수 랜드 개발 61(20.2) 70(14.1) 131(16.4)

 다양한 제품개발 40(13.2) 84(16.9) 124(15.5)

 낮은 가격 38(12.6) 52(10.4) 90(11.3)

 세련된 포장디자인 20(6.6) 42(8.4) 62(7.8)

 원산지표시 강화 13(4.3) 43(8.6) 56(7.0)

 품질인증 11(3.6) 39(7.8) 50(6.3)

 생  공정 리 10(3.3) 39(7.8) 49(6.1)

 안 성 확보 12(4.0) 32(6.4) 44(5.5)

 편리한 구매 2(0.7) 8(1.6) 10(1.3)

 홍보 0(0.0) 5(1.0) 5(0.6)

 고 2(0.7) 0(0.0) 2(0.3)

계 302(100.0) 498(100.0) 800(100.0)

표 5-12.  국내산 감귤주스 개선과제

단 : 명 %

  특히 수입산 오 지주스 선호계층은 품질제고, 좋은 랜드 개발, 다양

한 제품개발, 가격 인하 순으로 응답한 반면, 감귤주스 선호계층은 품질제

고와 다양한 제품개발, 좋은 랜드 개발, 가격 인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감귤주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하여 가장 시 히 

개선해야 할 우선과제로는 맛을 포함하여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가 체의 22.1%로 가장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우수 랜

드 개발, 다양한 제품개발, 가격 인하, 포장디자인 개선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수입오 지주스 선호계층은 낮은 가격을, 감귤주

스 선호계층은 우수 랜드 개발을 상 으로 더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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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인의 구입행태와 소비자 선호

3.1. 구입행태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를 상으로 평소 와인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는

가를 악하기 한 조사를 하 다. 이에 따르면 체 응답자 400명  

52.7%가 6개월에 1회 정도 와인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와

인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식탁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개월에 1회 이상 구입하는 계층의 비율도 

40.0%로 나타나 와인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1주일에 1회 이상 20 5.0

 2주일에 1회 32 8.0

 1개월에 1회 108 27.0

 6개월에 1회 211 52.7

 1년에 1회 29 7.3

계 400 100.0

표 5-13.  와인 구입 빈도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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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2.7%

27%

8%

5%

0.0% 10.0% 20.0% 30.0% 40.0% 50.0% 60.0%

1년에 1회

6개월에 1회

1개월에 1회

2주일에 1회

일주일에 1회이상

그림 5-2.  와인의 구입기간별 구성비

  와인의 구입용도로는 응답자가 ‘직  마시기 해서‘라고 응답한 자가 

체의 83.5%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체의 1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마시기 

해 구입하는 비율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차 와인의 용도가 식생활

에 융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 분
직  마시기 

해
선물용 와인수집용 요리용  체

빈도(구성비) 334(83.5) 60(15.0) 5(1.3) 1(0.3) 400(100.0)

표 5-14.  와인구입 목

단 : 명, %

  한편 응답자가 구입하는 와인의 원산지 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자 400명  85%에 해당하는 340명이 수입산을 구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

산을 구입한 자는 60명으로 체의 15.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산 와인 

선호자가 국내산 와인 선호자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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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구성비

수입산 340 85.0

국내산 60 15.0

계 400 100.0

표 5-15.  와인의 원산지

단 : 명, %

  소비자가 와인을 구입할 때 지불한 가격  분포에 따르면 구입가격이 1

만 원∼3만 원 미만인 경우가 체의 73.7%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만 원∼5만 원 미만인 경우가 13.7%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지불한 응답자는 체

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와인 가격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수입산 

비 이 높으며, 10만 원 이상의 와인을 구입한 경우는 부가 수입산인 것

으로 나타났다. 가의 와인 소비계층의 경우 국내산 와인 소비자  

11.7%가 1만 원 미만의 와인을 소비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와인 소비자 

 2.9%만이 1만 원 미만 의 와인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국내산 수입산 체

 1만 원 미만 7(11.7) 10(2.9)  17(4.3)

 1만 원～3만 원 미만 45(75.0) 250(73.5)   295(73.7)

 3만 원～5만 원 미만 6(13.7) 49(14.4) 55(13.7)

 5만 원～10만 원 미만 2(7.5) 28(8.2) 30(7.5)

 10만 원 이상 0(0.0) 3(0.9) 3(0.8)

계 60(100.0) 340(100.0)   400(100.0)

표 5-16.  와인구입 시 지불가격(750㎖ 기 )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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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가 평소에 와인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 품질, 맛, 종류, 성분 

등의 제품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구입을 결정하는가에 해 조사하

다. 이에 따르면 ‘항상 확인한다’라고 응답한 자가 체의 50.0%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가끔 확인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3.8%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체 응답자의 93.8%가 이들 항목을 확인한 후 와인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항상 확인 200 50.0

가끔 확인 175 43.8

거의 확인하지 않음 24 6.0

 확인하지 않음 1 0.3

계 400 100.0

표 5-17.  와인구입 시 제품정보 확인 유무

단 : 명, %

  한편 소비자들이 와인을 구입할 때 가장 선호하는 원산지와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원산지를 복수응답 처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0

명  33.1%가 랑스 와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칠 산(27.0%), 이탈리아산(27.0%), 미국산(7.3%), 스페인산(6.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입와인은 랑스와 칠  와인

으로, 이들 제품은 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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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구성비

 랑 스 265 33.1

칠    216 27.0

이탈리아 86 10.8

미    국 58 7.3

스 페 인 50 6.3

호    주 45 5.6

독    일 27 3.4

뉴질랜드 26 3.3

기    타 27 3.4

계 800 100.0

표 5-18.  수입산 와인의 원산지 선호도

단 : 명, %

주: 기타는 남아공, 아르헨티나, 캐나다, 포르투갈, 스웨덴이며, 복수응답 결과임.

33%

27%

11%

7% 6% 6%
3% 3% 3%

0%

10%

20%

30%

40%

50%

프랑 스 칠레 이탈리아 미국 스페 인 호주 독일 뉴질랜드 기타

그림 5-3.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입산 와인의 원산지 분포

  계속해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와인 종류에 해서는 드와인이 

체의 65.8%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이트

(18.5%), 스 클링(13.0%), 로제(2.8%)의 순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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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구성비

    드 263 65.8

화 이 트 74 18.5

스 클링 52 13.0

로    제 11 2.8

계 400 100.0

표 5-19.  가장 선호하는 와인제품 종류

단 : 명, %

  와인 구입처와 련해서는 이마트, 하나로클럽 등 형 유통매장에서 구

입한다는 응답이 체의 83.3%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백화

까지 포함 경우 체 와인 구입의 97.3%가 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슈퍼, 문수입주류 매장, 생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인근 슈퍼마켓 3 0.8

 형유통매장 333 83.3

 백화 56 14.0

 문 수입주류 매장 3 0.8

 생  등 유기농매장 3 0.8

 기타 2 0.5

계 400 100.0

표 5-20.  와인 구입장소

단 : 명, %

  와인을 주로 마시는 장소는 가정(집)에서 와인을 마신다는 응답이 응답

자 400명  86.3%로 가장 높았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앞의 와인 구입 용

도에서 체의 83.5%가 직  마시기 해 구입한다는 조사결과와 부합되

고 있다. 이 밖에도 고  스토랑이 6.8%, 문 와인바가 6.0%이었으며, 

일반 주 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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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구성비

가         정 345 86.3

고  스토랑 27 6.8

일 반   주 2 0.5

 문  와인바 24 6.0

여    행   지 2 0.5

계 400 100.0

표 5-21.  와인을 주로 마시는 장소
단 : 명, %

3.2. 원산지별 선호 및 개별적 속성에 따른 평가

  소비자들이 와인을 구입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과 그 다음으

로 고려하는 사항을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 다. 조사결과 응답자 400명  

33.6%가 맛을 가장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격을 고려한

다’라는 응답이 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산지(16.2%), 랜드

(7.9%)와 와인 등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맛 269 33.6

가        격 206 25.8

원   산   지 70 16.2

   랜   드 63 7.9

와 인  등 58 7.3

제 조  일 자 25 3.1

제 조  회 사 17 2.1

품질인증마크 17 2.1

포 장 디자인 13 1.6

기        타 3 0.4

계 800 100.0

표 5-22.  와인 구입 시 주요 고려사항
단 : 명, %

주: 복수응답으로 원산지에는 제조국가를 포함하 으며, 기타는 품종, 인지도, 매장추천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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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와인을 선호하는 응답자 340명  국내산보다 수입산을 선호하

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등 과 가격 의 제품이 있어서(32.1%)’, 

‘국산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24.4%)’, ‘세계 인 유명 랜드가 많아서

(19.9%)’ 순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산보다 품질 비 가격이 

렴하다’고 응답한 계층(13.4%)까지 추가로 포함할 경우 체의 88.9%가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품질(맛, 랜드, 등 , 기타 다양성) 면에서 우 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다양한 등 과 가격 의 제품이 있어서 218 32.1

 국산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 166 24.4

 세계 인 유명 랜드가 많아서 135 19.9

 국산보다 품질 비 렴한 가격 91 13.4

 쁘고 세련된 포장디자인이 많아서 31 4.6

 국산보다 안 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15 2.2

 선물용으로 합해서 13 1.9

 수집할만한 가치가 있어서 5 0.7

 기타 6 0.9

계 680 100.0

표 5-23.  수입산 와인 선호이유

단 : 명, %

주: 복수응답 결과임.

  한 국내산 와인 선호자 60명을 상으로 국내산을 수입산보다 더 선

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입산보다 품질 비 가격이 렴하다’라고 

응답한 자가 체의 30.8%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 성 

확보(24.2%), 수입산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13.3%), ‘무조건 국산이 좋아서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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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구성비

 수입산보다 품질 비 렴한 가격 37 30.8

 안 성 확보 29 24.2

 수입산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 16 13.3

 무조건 국산이 좋아서 16 13.3

 다양한 등 과 가격 의 제품이 있어서 13 10.8

 선물용으로 합해서 8 6.7

 수집할만한 가치가 있어서 1 0.8

계 120 100.0

표 5-24.  국내산 와인 선호이유

단 : 명, %

주: 복수응답 결과임.

  앞의 두 문항을 종합하여 수입산과 국내산 와인의 강 과 약 을 살펴보

면, 먼  수입산 와인은 다양한 등 과 가격 의 제품을 소비자가 각자 취

향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다는 과, 국산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그리

고 세계 인 유명 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강 이 될 것이다. 

  반면 국내산은 품질에 비 렴한 가격과 안 성이 강 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에는 국내산 와인을 소비하는 이유가 국산

품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는 계층이 체의 13.3%를 하고 있다. 이런 

에서 볼 때 국산품 충성도 역시 특이사항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수입산 와인 선호계층(340명)과 국내산 와인 선호계층(60명)으로 

구분한 후 수입산과 국내산 와인의 제품특성(맛 는 품질, 안 성, 다양

성, 생 리, 포장  디자인)을 평가하 다. 

  맛 는 품질의 경우 수입와인 선호계층  ‘수입와인이 낫다’라고 응답

한 비 이 76.2%로 월등히 높다. 반면 국산와인 선호계층  ‘국산와인이 

낫다’라고 응답한 비 이 41.7%로 가장 높으며, ‘별로 차이가 없다(31.7%)’

와 ‘수입와인이 낫다(21.7%)’라고 응답한 자 역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맛과 품질 면에서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과실가공산업의 소비자 평가82

우 를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안 성의 경우, 앞의 맛이나 품질과 달리 국산와인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례로 수입와인 선호 계층의 경우 ‘별로 차이가 없다

(31.2%)’와 ‘잘 모르겠다(28.2%)’의 비 이 높은 반면, ‘수입와인이 낫다’

라고 응답한 자는 체의 22.1%에 불과하다. 반면에 국산와인 선호계층의 

경우 ‘국산와인이 낫다’라고 응답한 자가 체의 51.7%로 응답률이 월등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수입와인 선호계층의 경우 95.3%가 수입와인

의 제품이 다양하다고 응답을 하 으며, 국산와인 선호 계층의 경우 58.3%

가 수입와인의 제품이 다양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이 두 계층의 평가에

서도 공통 으로 수입와인이 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국내산보다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포장 디자인에 있어서도 수입와인 선호계층  73.5%가 그리고 국

산와인 선호계층 51.7%가 수입와인의 우수성을 공통 으로 인정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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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산와인이 

낫다

수입와인이  

낫다

별로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체

맛 는 

품질

수입와인 

선호계층
2(0.6) 259(76.2) 36(10.6) 43(12.6) 340(100.0)

국산와인 

선호계층
25(41.7) 13(21.7) 19(31.7) 3(5.0) 60(100.0)

계 27(6.8) 272(68.0) 55(13.8) 46(11.5) 400(100.0)

안 성

수입와인 

선호계층
63(18.5) 75(22.1) 106(31.2) 96(28.2) 340(100.0)

국산와인 

선호계층
31(51.7) 5(8.3) 13(21.7) 11(18.3) 60(100.0)

계 94(23.5) 80(20.0) 119(29.8) 107(26.8) 400(100.0)

제품의 

다양성

수입와인 

선호계층
0(0.0) 324(95.3) 9(2.6) 7(2.1) 340(100.0)

국산와인 

선호계층
10(16.7) 35(58.3) 11(18.3) 4(6.7) 60(100.0)

계 10(2.5) 359(89.8) 20(5.0) 11(2.8) 400(100.0)

제품 

포장

디자인

수입와인 

선호계층
4(1.2) 250(73.5) 72(21.2) 14(4.1) 340(100.0)

국산와인 

선호계층
7(11.7) 31(51.7) 19(31.7) 3(5.0) 60(100.0)

계 11(2.8) 281(70.3) 91(22.8) 17(4.3) 400(100.0)

표 5-25.  항목별 국산와인과 수입와인 비교
단 : 명, %

  다음은 가상으로 국내산 와인이 맛과 품질 측면에서 수입산과 비슷한 수

일 경우를 가정(수입와인 구매가격 1병, 750ml, 20,000원 비)하고 국내

산 와인에 한 희망 가격을 조사하 다. 수입와인 가격 비 국내와인의 

희망가격 수 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8%는 국내산 와인이 

수입와인 가격의 80∼90% 수 에서 결정되는 것이 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응답자의 29.5%는 국산와인 가격이 수입와인의 가격의 60∼

70% 수 일 때 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국산와인이 수입와인보

다 더 비싸야 한다는 응답자는 체의 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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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소비자들은 맛과 품질이 원산지 간에 차이가 없을

지라도 수입산 와인에 해 추가 인 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록 안 성은 국내산이 낫다고 하지만 맛, 품질, 

랜드, 포장디자인, 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입산 와인이 국내산 와인

보다 더 우수하게 평가된다는  때문에 추가 인 리미엄을 수입산이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산 와인의 시장 유율을 높이기 해서

는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진 략이 단기 으로 유효할 것으로 단된다. 

구 분 빈 도 구성비

 수입와인과 동일 78 19.5

 수입와인의 80∼90% 수 155 38.8

 수입와인의 60∼70% 수 118 29.5

 수입와인의 50%수  이하 26 6.5

 수입와인보다 비싸게 6 1.5

 잘 모르겠음 17 4.3

계 400 100.0

표 5-26.  수입와인 가격 비 국산와인 희망 가격

단 : 명, %

  마지막으로 국내산 와인이 경쟁력을 갖기 해서 가장 시 한 과제로는 

‘다양한 품질과 등 의 제품개발’이라고 응답한 계층이 체의 24.3%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품질(맛) 제고(23.8%), 명품 랜

드 개발(18.9%)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수한 원

료확보(9.7%)와 세련된 용기  포장디자인(7.3%), 정부나 공인기 의 품

질인증(4.7%)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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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구성비

다양한 품질과 등 의 제품개발 194 24.3

품질(맛) 제고 190 23.8

명품 랜드 개발 151 18.9

우수한 원료확보 78 9.7

세련된 용기  포장디자인 58 7.3

정부나 공인기 의 품질인증 38 4.7

안 성 확보 24 3.0

생  공정 리 16 2.0

원산지 표시 강화 8 1.0

기타 43 5.4

계 800 100.0

표 5-27.  국내산 와인의 경쟁력 제고 과제

단 : 명, %

주: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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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가공산업의 당면과제와 망

1.1. 가공산업과 농가와의 효율적 연계구조 미흡

  우리나라 과실가공산업의 가장 요한 문제 은 가공산업과 농가와의 

효율  연계구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감귤을 제외하면 과실의 생산량  

가공원료 공 비율이 낮고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가

공산업이 생과의 수 조 이나 가격안정 측면에서 생산과 유통의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부문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고 있다. 그 결과 산지와 민간

업체 간 원료공 ·원료조달 연계시스템 취약하여 과실가공산업이 안정

인 농가소득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과실 

생산자와 가공산업체 간 연계가 품목별, 지역별로 편 되어 있기도 하다.

1.2. 과실가공제품의 다양성 미흡

  과실가공제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분 음료에 편

되어 제품의 다양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다양한 품질과 가격 의 제품개발

이 요구된다. 음료 외에 과실의 기능성을 이용한 건강식품이나 과실 성분

을 활용한 체계 인 제품개발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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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음료의 경우 주류시장에서 매되는 기업 심의 음료 부분이 농

축액을 수입하여 제조한 제품들이어서 소비자의 국내 과실 가공제품에 

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품질 등에 한 한 평가가 

수입산 제품에 비해 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시장개척  수요확 에 

애로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과실가공업체의 영세성과 개별·분산성

  우리나라 과실가공산업의 특성은 음료산업 심의 기업과 음료 외 기

타 가공제품 심의 세한 개별업체로 양극화 되어 있다. 기업의 과실 

음료산업의 가공원료는 부분 수입산이나 수입농축액으로 량생산하여 

매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세업체의 경우 기업이 주도하는 음료산업

에의 시장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일부 주류산업과 기타 가공제

품 제조에 국한되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사과와 감귤의 경우도 일부 생

산자단체가 규모 가공공장을 운 하고는 있으나, 역시 기업 심의 음

료산업에 직 으로 참여하여 경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과실 가공업체의 부분은 규모가 세하고 경 이나 유통이 개

별업체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 이다. 

  사과와 포도의 경우, 민간 기업과 규모 일부 동조합 공장을 제외

하면 가내수공업 형태의 세업체가 부분이다. 과실가공업체의 약 60% 

이상이 종사자 10인 이하의 세규모 업체로써 자체 인 상품화와 유통

략의 수립과 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과실가공산업의 

제품별 표 화와 지역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여 시장경쟁력, 특히 

가공제품의 매나 유통부문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으로 열세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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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실가공산업 성장의 정체성과 낮은 경영 성과

  부분의 과실 가공원료는 비상품과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상품과인 

생과의 수 사정에 따라 원료조달이나 공 도 불안정 이다. 불안정 인 

원료조달은 과실가공업체 가동률 하와 낮은 수익성의 요인이 되어 가공

공장 경 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은 과실가공산업이 하

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생과의 수   가격안정을 한 보

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입제품에 비해 상 으

로 가격경쟁력이 낮아 소기업, 가내수공업  형태인 과실가공업체의 

매경쟁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품의 맛과 품질경쟁력도 상 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실가공산업은 체로 ’00년 이후 시장규모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으며, 

식품가공산업과 체 음료산업에서 차지하는 과실음료산업의 비 이 지속

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실가공산업의 경 성

과도 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이후 과실가공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수익성 지표는 감소 추세에 

있다. 산업 안정성 지표비율이 한 낮고, 외부자본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 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매출액 

비 0.174%(’08)로 으로 낮은 수 이다. 특히 세업체의 경우 연

구개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5. 가공제품별·가공산업별 공동마케팅 전략의 부재

  세업체 심의 경쟁이 심한 시장구조 하에서 업체 간 네트워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종의 가공제품에서 시피나 상품화기술의 표 화가 

되어 있지 못하여 공동마 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공제품 생

산의 생  안 성 미확보로 소비자의 신뢰성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

라 품질인증제도 등의 도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품 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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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 홍보 략이 없어 다양한 가공제품에 한 소비자 인지도 역시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매처 확보를 한 유통채 인 형유통업체나 백

화 , 문  등과 같은 가장 요한 유통채 상의 매처들도 세업체의 

입 이나 매 행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1.6. 과실가공제품의 브랜드화 부재

  세한 과실가공업체들이 개별 으로 수입제품이나 기업제품과 시장

에서 경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장구조이다. 특히 세업체들의 가공

제품은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성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제품 매를 해 

형유통업체나 백화 과 같은 주류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 같

은 시장구조 하에서 개별 세업체들이 수입제품이나 기업제품과 동일

한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하기 해서는 공동마  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업체들의 공동마  략과 공동 랜드화의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 히 상품화, 품질, 규격, 인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마  략운용이나 공동 랜드화를 한 기반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

2. 품목별 가공산업의 문제 과 당면과제

2.1. 감귤 가공산업

2.1.1. 용도제한과 농축액 수요의 정체

  감귤가공의 용도는 극히 일부 과자류( 콜릿 등)에 첨가되거나 기능성물

질 추출에 사용되고 있으나, 가공상품의 99% 이상이 농축액으로 가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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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주스용 원료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감귤주스용 농축액 수요는 농축

액 생산비, 비상품가 원료의 수매가격, 감귤주스 수요정체, 가공업체의 경

수지 악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10,000톤 내외 수 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감귤류(오 지 포함) 음료수요의 정체와 수입오 지 농축

액 가격상승으로 수입 오 지농축액 사용량이 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내산 감귤농축액의 사용량은 8,000～10,000톤 내외 수 으로 고

정 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감귤생산량이 많아 가공원료로 사

용되는 비상품과가 많을 경우에는 농축액 수요에 비해 공 량이 많아 재고

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감귤농축액 11,000 10,000 12,000 8,000 11,000 7,000

오 지농축액 37,222 32,839 31,082 25,685 23,114 22,000

계 48,222 42,839 43,082 33,685 34,114 29,000

표 6-1.  국내 감귤류 농축액 사용량 추이

단 : kg

  1) 2010년도 수치는 추정치임(제주도).

자료: 제주도(감귤정책과), 각 기업체 조사 결과.

2.1.2. 국내산 원료조달의 낮은 경쟁력 

  국내산 감귤농축액 경쟁력은 가공공장의 매가격과 수입오 지 농축액 

가격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수입오 지 농축액의 수입가격은 

라질산과 미국산이 각각 1,190원/kg, 1,945원/kg으로 국내산 감귤농축액 생

산비와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감귤 가공공장의 농축액 매가격

(가공업체 구매가격)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09년 개발공사 2,346원

/kg, 일해 2,200원/kg) 체로 약 2,300원 내외 수 으로 형성되고 있어 수

입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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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료 유류 기료 운송료 인건비
감귤박
처리비

기타 계

제주개발공사 954 124  72 212 468 220 387 2,437

롯데, 일해 830 250 130 330 150 130 360 2,180

표 6-2.  제주감귤 가공업체별 농축액 생산비추정(2009)

단 : 원/kg

자료: 제주도(감귤정책과), 각 기업체 조사결과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가격
(원/kg)

미국산 1,313 1,777 2,700 2,071 1,945

라질산 1,150 1,290 2,630 1,700 1,190

국내산
매가격

(원/kg)

개발공사 2,708 2,747 2,239 2,338 2,346

일해 2,554 2,465 2,332 2,302 2,200

표 6-3.  오 지농축액 수입가격과 국내산 감귤농축액 매가격 비교

  1) 수입가격은 각 연도의 환율을 고려한 원화 가격임.

자료: 제주도(감귤정책과)  한국무역 회,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가공원료인 비상품과의 수매가격은 지속 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

으나, 여 히 감귤가공업체의 경우에는 생산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귤 비상품과 수매가격은 ’90년  후반부

터 수매가격이 락하여 ’97년 이후 80원/kg 수 으로 고정되어 있다. 가

공원료인 수매가가 80원/kg 수 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가 매 자를 

내지 않는 수 으로 요구하는 수매가는 40～50원/kg 수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생산자는 80원/kg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수매가격으로 

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원료 감귤의 수매가는 감귤 당해연도 수 사정을 

반 하여 감귤운 원회에서 결정되며, 결정된 수매가격은 모든 가공업체

에 동일하게 용된다.

  한편 농축액을 구매하는 메이  음료업체의 경우 재의 구매가격인 

2,300원/kg 수 은 높기 때문에 하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감귤농축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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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체는 생산비가 2,300원/kg 수 이기 때문에 경 정상화를 한 매가

격은 2,450～2,500원/kg(소량공 의 경우 2,600～2,700원/kg) 수 을 요구

하고 있어 국내산 감귤농축액 수요증 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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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가공용 감귤원료(비상품과) 수매가격 추이

2.1.3. 가공업체의 잠재  경 악화 요인

  감귤 가공공장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 이어서 경 악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의 1공장과 2공장의 가동률은 각각 25.0%와 18.5%

에 불과하다. 감귤의 생산·출하시기를 고려한 최  감귤가공 가능일수를 

100일로 잡을 경우 1공장과 2공장의 가동률은 각각 90.0%와 67.7%로 나

타난다. 가공공장의 연  가동률 제고를 해 1공장의 경우 음료생산라인

을 설치하여 녹차, 생수 등 음료를 생산하는데, 이 경우 체 가동률은 

68.9%로 나타나고 있다. (주)일해의 경우 당근주스 농축액과 마늘·선인장·

한약재추출 건강식품 생산라인, 펙틴· 라보노이드 등 감귤 기능성물질 생

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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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가동률

1공장

감귤가공(농축액) 85 105 80 25.0

음료생
산

PET음료 26  38 36  9.1

Pack음료 97  88 67 23.0

녹차음료 25   5  6  3.3

V-Water - - 97  8.9

소  계 233 236 286 68.9

2공장 감귤가공(농축액) 73 80 50 18.5

표 6-4.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 가동률

단 : 일, %

자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조사자료

2.1.4. 원료수 의 불안정성과 구조  공 과잉 구조

  감귤재배의 경우 품목 특성상 해거리 상이 나타나 생산량의 연간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과잉생산될 경우 가공원료인 비상품과의 

양도 많아져 가공공장의 원료확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해에는 비상품과 수량도 을 뿐만 아니라 

비상품과도 일부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어 가공원료 확보가 어렵다. 이 게 

가공공장의 원료수 이 불안정 이기 때문에 경 성과의 변동 폭도 커지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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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감귤 유통처리 동향

자료: 제주도청 감귤과

2.1.5. 순수 감귤음료 수요의 정체성과 홍보 부족

  소비자조사 결과 100% 국내산 제주감귤주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실제로 제주감귤주스의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산 감귤농축액을 사용하는 음료업체들의 농축액 재고량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공업체 감귤농축액의 재고 증가는 

가공공장 구매단가 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가공공장의 자

폭 확 와 가동률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구 분 롯데 해태 웅진 경북능 코카콜라 기타 계

2010 사용량
3.700
(41.9)

535
(6.1)

2,300
(26.0)

500
(5.7)

800
(9.1)

1,000
(11.3)

8,835
(100.0)

 재고량 1,900 270 1,100 300 500 600 4,670

표 6-5.  업체별 감귤 농축액 사용  재고 황

단 : 톤, %

  1) 2010. 6. 30 재.

자료: 제주도(감귤정책과), 각 기업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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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과가공산업

2.2.1. 사과가공업체의 세성

  일부 메이  음료업체와 2개소의 규모 조합공장을 제외하면 사과가공

업체는 부분 세한 비법인(56.2%)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과가공업체

의 평균 자본  2.7억 원, 연간매출액 9.3억 원, 종업원 수 16.1명, 업체별 

제품 수 3.7개로 세성(김정주 외 2008)을 나타내고 있다. 사과 가공업체 

53개 업체조사 결과(김정주 외 2008) 종업원 수 1～3명 15개소(28.3%), 

3～5명 11개소(20.8%), 5～9명 11개소(20.8%), 10～30명 12개(22.6%), 30

명 이상 4개소(7.5%)로 나타나고 있다. 

2.2.2. 사과농축액과 주스의 가격경쟁력 열세

  농축액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수입제품보다 매우 열세로 나타나고 있

다. 충북원  가공공장의 경우 ’09년 국내산 사과농축액 납품가격은 당도 

72 릭스 기  약 4,000원/kg 수 인데 비하여 국산 수입농축액은 1,500 

～2,000원/kg 수 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산 사과농축액 구매가격과 국산 수입 농축액 구매가격과의 큰 차이

로 인하여 부분의 메이  음료업체들은 국내산보다 수입 농축액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3. 원료조달의 불안정성

  충북원 이나 구경북 능 조합의 경우 가공원료는 낙과 등 비상품과

를 수매하여 가공하는데, 수매는 동조합 지사의 선별장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가공원료 수매는 조합원 농가의 물량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비조합원이나 다른 지역의 주산지로부터 구매하고 있

다. 충북원 의 경우 체원료(’09 8,000톤)의 35%는 충북, 65%는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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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조달, 외부지역 물량은 부분 산지수집상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도 감귤과 마찬가지로 과잉생산된 경우에는 가공원료를 원

하는 양만큼 확보할 수 있으나, 생산량이 을 경우 가공원료의 확보가 매

우 어려워진다. 특히 최근에는 재배기술의 발 과 양호한 기후상태 등으로 

상품성이 좋은 생과 출하용 과실 비 이 많아지면서 가공원료인 비상품과

를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2.2.4. 규모의 세성으로 안정  매망과 시장개척 한계

  사과가공업체의 일부 메이  음료회사와 규모 생산자조합 가공공장을 

제외하면 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세업체이기 때문에 자체 으로 

마 략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거의 불가능하여 홍보나 개별 업

체 단 에서의 홍보나 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상

황이나 소비자 구매패턴, 니즈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응이 이루어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안정 인 로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동시에 자 부족 

등으로 마  련 컨설 의 기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가공업체의 악한 마 능력에도 불구하고 가공업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형유통업체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한 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업체 가공품의 부분은 장 매, 온라인

매, 개인택배, 간도매상 등을 통한 매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2.5. 사과가공제품에 한 인지도 부족

  사과가공제품은 크게 사과가 직  주원료로 사용되는 주스, 즙,  등과 

주원료가 아니고 사과의 성분이나 맛 등이 첨가되는 일반식품 등으로 구별

할 수 있다. 구경북 능 조합 군 공장이나 충북원  가공공장의 경우 

자체 는 메이  음료업체의 OEM 완제품, 간재인 농축액 등 사과가 

주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 부분이지만, 가내수공업 형태의 세업체인 

경우 부분 장류, 스넥류, 떡류 등 일반 식품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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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과가공제품은 기존 기업의 랜드와 홍

보· 고 등의 향으로 주스류, 잼, 식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 반 인 

사과가공제품에 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6. 세업체의 생성  안 성 확보 미흡

  부분의 사과 가공 세업체들은 생산과정과 제품 리 면에서 체계  

기 의 생과 안 성 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과

정과 제품 리의 표 화된 매뉴얼이 없으며, 부분 자체기술과 방법으로 

가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공 설비나 장비 역시 표 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 으로 간단한 장비와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농

식품 가공사업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생산과 제품 리, 가공시설 설치 등 

련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부분의 지자체는 이같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식품 생법의 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생법에 의한 규정과 

리는 더 까다롭고 세업체로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기 때문

에 식품 생법에 의한 리는 더욱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2.3. 포도가공산업(와인산업)

2.3.1. 양조 용 품종제한과 품종개발 육성 미흡

  국내에서 생산되는 캠벨이나 MBA는 모두 식용으로서 세계 인 명품와

인을 양조하는 데는 합하지 않는 품종으로 인식되어 있다. 세계 인 와

인 제조용 품종은 부분 비티스(VITIS) 속 비니페라 종으로 부분 유럽

종 는 그 계열 품종(까베르네 쇼비농, 메를로, 카베르네 랑, 시라, 네비

올로, 가메, 그라나슈, 말벡, 피노, 아르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식용과 가공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캠벨이 가장 많으

며, 그 외 거 , MBA와 개량머루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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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우리나라의 포도품종은 약 30여 품종에 이르고 있으나, 부분 미

국종 는 교잡종 품종으로 캠벨얼리·거 ·MBA 품종이 체의 90% 이상

을 차지하며, 와인 제조에 합한 유럽종 품종은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도 

2000년  이 에는 와인 품종이 부분 캠벨이었으나, 최근 들어 부분 

유럽품종으로 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수입 자유화 이 인 ’70～’80년 에는 국산 포도 

양조가 기업 심으로 활성화되어 체 포도재배 면 의 약 20% 정도가 양

조용 품종이었다.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철과 기온이 낮은 겨울철의 

특성은 와인제조용으로 좋은 품종 재배환경은 아니지만, 비가림 재배, 

지 재배등 재배기술의 발 으로 와인제조용 좋은 품종 재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3.2. 국내 품종에 합한 와인제품의 다양성 부족

   세계 와인시장이 포도주 심인데 비해 국내산 와인은 다양한 과실을 

이용하여 수요층을 넓히고 새로운 와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산 와인과의 경쟁력 제고를 해서는 

국내산 고유품종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의 소비성향과 니즈를 반 한 고유 

특성을 가진 와인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와인산업의 흐름은 명품와

인 제조에 합하지 않는 품종으로 외국의 명품와인과 같은 품질수 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일본의 자연조건에 맞는 품종으로 서구와는 다른 차별화된 와

인을 생산하여 재 체 일본 와인소비량의 약 30% 정도를 일본산 와인

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와인은 기호상품이면서 문화상품

의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지역마다 맛과 풍미가 다른 다양한 포도주를 생

산하여 지역의 차별화를 통해 수입와인에 응하는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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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세규모의 와이 리와 양조 용 단순기능

  재 부분의 국내 와이 리는 세규모이며, 기능 면으로는 일부 와이

리의 체험행사를 제외하면 양조 심의 단순기능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

다. 미국이나 유럽의 소 와이 리의 경우 , 체험, 직  등 다양한 복

합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홍보효과 제고, 수요자 집객  인지도 증 와 

매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와이 리의 경우 이 같은 효과

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자원과의 효율  연계활용과 함께 와이 리 시설을 양조시설 

외에 , 휴식, 체험, 단체 활동이 가능한 펜션 등 숙박시설이나 스토

랑  연수시설 등을 복합 으로 구비하여 집객효과와 매출증  략이 거

의 이루어지지 못하고도 있다. 

2.3.4. 국내산 와인의 낮은 인지도와 마 략 부재

  국내 와이 리 규모가 세하여 자체 인 마  략 수립·운용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와이 리의 조직화를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한 

국산와인의 시음, 매, 체험 등 다양한 홍보 이벤트와 국산와인 용 문

매장 등의 설치·운 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소비지의 와인바나 스토랑 

는 주류 매  등을 안테나 으로 활용하거나 국산와인에 한 소비자

의 니즈, 품질이나 가격평가 등 정보수집과 함께 활동은 개별 와이

리 수 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국산 와이 리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기 인 시회나 축제를 

개최하여 인지도 제고나 매출증 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산 와인의 차별화를 하여 라벨과 병모양 등을 포함한 포장디자인의 차별

화와 포장재의 고 화 등도 실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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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높은 국내산 원료가격과 안정  원료확보의 어려움

  국내산 포도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와이 리의 원료 구매가격이 상

으로 높아 매경쟁력이 열세일 뿐만 아니라 가격 에서 소비자의 선택 폭

이 매우 한정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이나 농조합법인 형태의 

와이 리가 아닌 경우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원료로 사용되는 

슬포도가 아닌 경우 원료 구매비용이 높아 수입와인에 비해 가격 가 매

우 한정 이다. 소비자 조사결과 품질에 비해 가격이 상 으로 높아 

매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와이 리는 일반 으로 생산농가와 계약으로 수매형태로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생과포도의 수 사정에 따라 원료가격의 연간변동이 심

하여 안정 인 원료확보가 곤란하다.

2.3.6. 세 와이 리의 조직화 미흡과 경쟁력 하

  부분의 국내 와이 리는 세하고, 사용원료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와이 리를 표하는 강력한 조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수입와인의 시

장 확 에 응하는 체계 인 응 략도 갖추지 못하는 상태이다. 국내 

와이 리를 표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체(가칭 한국와인생산자 앙연합

회)를 조직화하지 못하여 국산와인의 품질제고, 홍보와 인지도 제고, 공동

마  등 극 인 마 략 수립·운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자

체 인 소믈리에 양성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략이나 련 문가(품

종, 양조, 유통분야 등)를 극 으로 양성하여 국산와인에 한 객 인 

평가를 제고하는 략도 수립·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와인산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와인생산

업체, 생산동향, 경 실태, 출고  매 황, 시장동향 등에 한 심층  

악과 련통계 구축이 선무이지만 재로서는 조직 인 활동이 불가

능한 실정이다. 2007년 설립된 무주산머루클러스터사업단은 무주지역에서 

머루를 원료로 하는 4개의 머루와인 업체를 통합하여 공동마  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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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 으며 그로 인해 시장교섭력과 지배력을 높이고 와인의 품질도 향

상시키고 있다.

2.3.7. 국산와인에 한 강력한 편견 존재

  국내산 와인에 한 편견으로 국산 와인소비의 변확 가 매우 어려운 

실이다. 국산 와인이 품질 와인이라는 고정 이고 무조건 인 편견은 

국산 와인 소비확 와 시장개척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와인은 고품질 와인이고 국내산 와인은 품질 와인이라는 2분법 인 

사고의 편견이 일반 인 와인 수요자의 인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8. 와인 련 국가  지자체의 R&D 투자 미흡

  국가나 지자체의 와인 련 공공  성격의 연구개발 투자가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동유럽 등

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학이나 공공연구소( 부분 포도주연구소로 명

명)  업체가 연계되어 연구·개발부문의 투자확 를 이루고 있다. 

  랑스의 포도연구소는 학 연구소와는 별도로 와인제조업체와 포도생

산자가 출자한 연구소, 국가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소가 있으며, 건

강 기능성이나 포도재배·품종, 발효 련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

우 야마나시 에서 120년 부터 포도주를 연구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이 다마치에는 지방정부 주도의 포도·포도주 연구소가 있다. 국에는 

‘국립 포도재배  포도주연구소’가 있으며, 남아메리카(페루, 아르헨티나, 

라질, 칠  등)의 경우 국가별로 학 부설 포도주(도는 와인양조학) 연

구소 등이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도 포도·포도주 연구소가 있다.

  우리나라는 양조용 포도 문생산자  생산단지가 부족하다. 와인산업 

련 학  문 연구기  부족으로 포도 육종, 양조, 발효분야의 문가

도 부족하여 연구·개발수 이 미흡하다. 와인 련 기술의 비체계화로 국

내 와인산업 련 기술은 세기업이나 생산자 단계에서 개별 으로 개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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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2.3.9. 불합리한 조세제도

  재 우리나라는 세 15%, 주세 30%(180톤 미만 15%, 증류주 36%), 

교육세 10%, 부가가치세 10%라는 세 체계의 개선에 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국내산 와인의 경우 농산물가공산업 발  차원에서 막걸리 수

(5%)까지 주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생산자가 제조하는 주류에 해 면세해 주거나 지방산업 육

성 는 세업체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세제도가 일반 인 조세체

계이다.

구 분 주요 감면내용

미 국

와 인

-연간생산량이 25만갤런 이하 와인제조업체에 해 10만갤런

에 한 세  면제

-15만갤런 이하 생산자는 갤런당 0.9달러 공제하고, 연간 25

만갤런에 도달할 때까지 15만갤런에서 1천갤런이 증가할 때

마다 1%씩 공제액 감소(세율 갤런당 1.57달러)

맥 주
-연간 200만배럴 미만 생산업체에 하여 최  6만배럴까   

지는 0.23달러/갤런, 6만배럴 이상은 0.58달러/갤런 

일 본 맥 주
-연간 1,300㎘ 이하 생산 제조업체에 해 그 해 생산한 200  

 ㎘까지는 주세의 20% 경감(조세특별조치법 제87조이6)

E U

맥 주 -독일에서 연간 100㎘이하 생산자는 세  감면

와 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

르투갈 등에서는 와인에 해 세율 용

표 6-6.  외국의 주세감면 사례

자료: 박 숙, “세계 와인시장 분석을 통한 한국 와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7권 1호,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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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가공산업 R&D 황  발 방향

3.1. 국내 주요 과실류 가공 R&D 현황

  우리나라의 2008년 과실류 체 생산량 2,881,000톤  가공량은 

184,600톤으로 생산량의 6.4% 정도에 불과한 수 이다. 이같은 생산량 

비 가공량 비율은 과실을 량생산하는 국가들의 가공비율에 비해 아주 낮

은 편이다. 국민들은 과실생산량의 93.6%를 생과로 소비하고 있으며, 생과 

소비율이 이 게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가공품이 다는 것이기도 하다. 

  과종별, 제품 유형별 가공 내역을 보면 사과는 주스>음료>기타>넥타>

술> 의 순으로 많이 가공되었으며, 배는 음료>넥타>주스, 포도는 주스>

음료>술> , 복숭아는 통조림>주스>음료, 감귤은 주스>음료>기타의 순으

로 많이 가공되고 있다. 과실 에서 배의 가공량이 가장 고 감귤의 가

공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복숭아는 통조림, 배는 넥타, 포도는 술

로 가공되는 양이 특히 많았다. 이것은 과실의 특성에 따른 결과이며, 부

분의 과실들은 주스나 음료의 가공이 체의 50∼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실가공 연구개발에 한 최근까지의 이같은 과실의 특성은 과실별 이

화학  특성, 가공 성·가공기술  제품개발 연구로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내산 과실류 가공에 한 연구는 2000년  반까지는 비교  꾸

하게 많은 연구논문과 특허기술을 보고하고 있지만, 외국산 과실류와 제

품들이 량 수입되면서 최근에는 국내산 과실류 가공과 련된 연구개발

이 매우 미진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산 과실류의 기능 

성분 분석  효능평가에 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고, 그것을 이용

한 기능성 과실류 소재  가공제품 개발에 한 연구 결과들도 발표하고 

있다.

  과종별 가공 연구개발 황을 보면 사과는 주스 제조기술 련 연구에서 

착즙 시 각종 첨가물을 이용한 갈변방지기술, 착즙액의 여과  청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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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 농축액 장  품질균일화를 한 수확시기별 품질특성 조사  

배합기술, 주스의 살균방법별 품질특성과 련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압처리 등 비가열살균 기술개발을 통한 온유통신선주스 

개발에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과주에 

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과 농축과즙과 사과퓨 를 이용한 

사과주 제조방법, 한외여과공정을 이용한 사과주의 품질개선, 사과주와 사

과 랜디제조공정에서 메탄올 함량의 추이에 한 연구, 사과주 양조에 있

어서 Malo-Alcohol발효에 한 연구, 사과주 발효 성 물질 Polyphenol 

 polyphenol oxidase 활성 밴드의 변화 등이 발표되었다. 그 외에 사과식

, 사과스낵, 사과 건조품, 사과잼, 사과부산물 이용 등에 한 연구가 소

수로 발표되고 있다.

  배는 배주스, 넥타, 배즙, 배술, 배잼 제조기술과 련된 연구가 발표되

고 있다. 배주스 가공 시 정 갈변방지 기술, 석세포 제거기술, 정 살균

기술 등에 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배와 한방소재를 배합한 기능성 음

료도 개발되고 있다. 배술 개발과 련된 논문으로 배술 발효과정  화학

성분의 변화 등, 배식 와 련 배식  제조를 한 발효조건의 조사, 건조

효모 첨가량이 배식 의 알코올 발효에 미치는 향 등이 있다. 

  포도는 품종별 포도주스 가공연구, 한국산 포도의 과즙성분에 한 연

구, 품종별 포도주스의 가열시간과 온도에 따른 품질과 기능특성, 과실주

스용 효소제의 개발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포도주에 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는데, 건조효모와 포도품종에 따른 포도주의 발효특성에 

한 연구, 과 포도 혼합발효주의 갈변특성  갈변 해 방법, 과 포도

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포도주의 발효특성, 동결농축 캠벨얼리 포도과즙

의 무가당 포도주 발효특성, 한외여과 공정을 이용한 포도주의 품질개선 

등이 있으며, 포도식 에 한 연구도 다수가 있다. 부산물 이용연구는 포

도껍질과 포도씨를 이용한 기능성 성분  가공제품 개발 연구도 다수 발

표되고 있다. 

  감귤은 감귤주스 제조에 한 연구로 고 압펄스 기장을 처리한 감귤

주스의 품질특성, 미세여과공정을 이용한 제주산 감귤주스의 청징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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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에 의한 미숙온주 감주스의 탈산에 한 연구, 미세여과공정을 이용

한 제주산 감귤주스의 청징화 등 다수가 발표되었다. 

  감귤주나 식 에 한 연구는 제주도산 감귤발효주의 양조특성, 감귤의 

발효와 발효산물의 기능  특성, 제주 감귤식  발효균주 선발, 감귤과즙

을 이용한 산형음료 발효  발효음료의 항균효과 등이 있고, 감귤피 이용 

연구는 감귤과피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 추출, 발효나 효소처리를 통한 

루코실 헤스페리딘의 수용화 기술, 과피의 효율  건조  분쇄방법, 감귤 

정유성분 추출방법 등 다양한 이용방법에 한 연구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감귤농축액으로 제조한 감귤젤리의 특성평가, 감귤과피를 함유하는 

유과의 품질특성, 유색미 제조용 감귤과피 물추출 균질액의 제조조건 최

화 등 매우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3.2. 국내외 과실류 가공 신기술 개발 현황

  국내의 과실 가공제품의 부분은 가공업체에서 국내산 가공용 과실을 

수매하여 착즙하거나 일부는 농축품을 수입하여 원액을 확보하고 천연과

즙음료와 기타 희석과즙음료 등의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시 하거나 농

축품을 그 로 식품가공용 소재로 매하는 형태가 일반 이다.

  몇 년  새로운 사과주스 제품은 일명 “갈아먹는 사과주스”라는 것으로

서 말 그 로 사과 과육을 갈아서 15~20% 첨가한 희석된 사과주스로 종

의 사과넥타 제품과 거의 유사한 제품이다. 단 과육 마쇄물의 크기가 약간 

씹히는 정도로 큰 것이 차이 이라고 본다. 

  이 제품은 지 까지 소비자들이 단순히 마시기만 한 음용방법에서 무언

가 씹히는 느낌을 유발시킨 아이디어 상품으로서 사과주스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 수요를 창출한 바 있다. 과실주스는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 여러 주스형태의 제품들이 매우 짧은 기간에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한

다.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항상 소비자들의 기호의 변화를 

유심히 찰하고 향후를 측하고 비하기 해 창조  사고로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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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유업계 등에서 우유의 유통라인에 따라 시 하고 있는 제품인 

온살균한 냉장유통형 과실주스는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 개발 시 이 보편

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기존의 고온살균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온살균을 

통하여 주스의 신선도와 향미, 색깔 등을 잘 보존시킨 제품으로 반드시 냉

장유통을 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매우 짧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나 

신선한 농축품을 구입하여 자기 기호에 맞게 냉수에 희석해 먹는 형태 제

품의 시장 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기존의 병이

나 캔 제품에 비해 최소한의 열처리에 의하여 그만큼 신선도가 높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  호텔 등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주스를 제

공하고 있다. 

  생활 형편이 좋아질수록 주스에 한 소비자 기호는 천연지향형, 건강지

향형이 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주스의 개발이 계속되어 첨단 식품가

공기술을 도입하여 과도한 살균처리를 하지 않고도 유통기한이 연장된 비

가열 살균 천연주스의 등장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능성 과실주스는 국내 몇몇 업체에서 칼슘이나 생약재 등이 혼합된 음

료를 개발하여 시 하고 있으나 그 게 큰 반응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

다. 부분의 소비자들이 과실음료는 신선한 맛과 향미를 가장 요시하기 

때문에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건강지향  첨가물에 하여는 크게 기 하

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음료들이 각 을 받지 못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 은 층을 겨냥하여 과실주스를 감미가 높고 향미가 강한 열  

과실류 주스와 혼합하여 이국 인 맛을 내는 혼합주스의 개발도 상되고 

있다. 여기에 탄산가스를 당량 주입하여 자극 인 청량감도 보강할 것으

로 본다. 한 완숙된 사과를 히 처리하여 향미의 생성을 최 로 한 

상태에서 당한 알코올 발효 효모를 첨가하여 알코올발효를 한 후 탄산가

스를 주입한, 당한 감미가 남은 sweet 사이다나 완 히 발효시킨 dry 사

이다의 개발도 시도할 것으로 상된다.

  사과주는 알코올 함량이 25~40% 정도까지 되는 증류주로 매실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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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숙성으로 풍미를 깊고 부드럽게 한 고  술 제품이 시도될 것으로 

망된다. 

  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깔바도스는 노르망디 지방에서 수확하는 40여 

종의 사과를 이용해 만든 사과 증류주로 이 지방의 특산물이면서 세계 으

로도 유명한 제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과실가공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한 극 인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과실생산량은 향후  더 증가하고 생과의 소비량은 정체되는 

추세에 있어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 등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

어 과실의 량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유럽에 비하여 일조량이 부족한 우리나라 생과용 포도를 이용한 국내산 

포도주는 포도 색소가 불안정하고 장  숙성에 따른 기호도 증진  

상품성 향상기술이 미진하고 다양하지 못하므로, 머루의 붉은 색소를 이용

한 포도주의 색소 안정화에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외 포도주 

련기술의 황과 문제 으로, 국내에서는 국내산 캠벨, 거 , 세 단, 머

루 등을 이용한 포도주 개발에 다양한 실험을 하 다. 재 국내 몇몇 공

장에서 국내산 포도주를 생산하여 매하고 있으나 수입 포도주에 려 겨

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랑스 Bordeaux 학의 L'institut d'Oenologie(양조학 연구소)에서는 와

인의 고품질화를 한 연구, 특히 포도주의 발효, 장 기술에 따른 색

소, 향기, 맛 성분에 한 연구와 SO2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으로 통

식 포도주의 안 성, 고품질화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세계 인 

Noble Sweet Wine에 여하는 곰팡이 Botrytis cinerea(貴腐菌)의 연구는 

세계 이다(Professor Y, Glorie ).

  미국의 경우 UC Davis 학의 Institute of Enology(양조학 연구소)에서

의 알콜음료 개발, 발효 콘트롤, 색소, 향기, 맛에 한 다양한 성분의 연

구, 포도주의 건강기능성 천연색소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Professor. 

E. Frankel and Waterhouse, A.L.). 그리고 일본은 Yamanashi 학의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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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nology(양조학 연구소)에서 일본 기후에 합한 포도품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도주의 색소, 건강기능성 물질 Resveratrol에 

한 연구, 고품질화의 척도인 향기성분에 한 연구(Professor K. 

Yokotsuka )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포도주 기술의 가장 큰 취약 은 우리 기후에  잘 응하는 포

도품종의 육종개발이 미비하다는 데 있다. 동시에 고품질화 포도주 발효에 

필요한 기술의 과학  설비가 미비하며, 포도주 분야의 과학  연구, 기술

 교육을 담당할 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끊임없

는 연구와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포도 재배지역은 최  온도가 섭씨 15도 이상 되는 지역인 

경북의 릉·경산·연동· 천·충남의 천안·경기·안성·김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포도 품종  조생종인 캠벨얼리, 쉴러 등이 체 포도재배면 의 

70% 정도 재배되며, 생종인 거 , 네오마스켓, 델라웨이, 골든마스캇, 리

스링, 피오네, 블랙올림피아 등은 26% 정도 재배하고 있다. 만생종인 다노

드, 마스캇베리에이, 골든퀸 등의 재배면 은 4% 정도이다. 포도 가공비

율이 4% 정도로 매우 낮아, 포도 과잉생산 시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최근

에는 포도주 수입이 증하 으나 국내의 양조용 포도가공은 오히려 감소

하여 포도주 소비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도산업의 활성화는 어렵

기만 하다. 국내산 거 , 캠벨, 새단 품종으로 포도주 발효를 한 후 생식용 

포도 품종이 부족한 색소를 개선하기 하여 국내산 머루를 첨가하고 역삼

투압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도주의 알코올 농도를 7% 가량으로 조 한 

성 있는  알코올 포도주를 개발해 보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

라고 본다.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에 합한 포도주를 개발하는 것은 수입

산 제품과 과잉생산에 한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과실가공산업 당면과제와 발 방안110

3.3. 과실주스 가공 관련 신기술

3.3.1. 고 압펄스 기장 이용 비가열 살균 기술

  식품이나 그 제품 의 미생물이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한 기방출 

(Electric discharges)이용 기술은 1920년  이래로 ‘ElectroPure Process' 

(ohmic heating process)에서 1990년 의 고강도 기장펄스(high-intensity 

pulsed electric fields)의 사용까지 발 해왔다. 기장을 이용한 미생물이나 

효소의 비가열처리 불활성화가 1960년 에 Simulated Food Systems 에 혼

재된 여러 종의 미생물에 용하여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 1980년 에서 

1990년  기간 동안 몇몇 연구그룹에서 오 지, 사과, 복숭아주스류, 완두콩 

수 , 액란  탈지우유 등 여러 종류의 액상식품류나 음료류를 성공 으로 

가공해왔으며 식품산업은 이 유망한 Emerging Technology에 심을 차

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즉, 곧 몇몇 액상식품을 가공하기 해 용될 것으

로 기 되고 있다.

  최근 비가열처리기술들은 식품의 통 인 가열가공기술을 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잠재기술로 그 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비가열처리 기술

은 가열처리 기술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 처리함으로서 에 지를 훨씬 

게 사용한다. 부패 미생물이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면서도 고유의 풍미와 

양소 유지, 천연에 가까운 신선한 맛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식품에 한 소비자들 구매욕구는 종 의 칼로리  

양 주에서 건강지향성과 편의성이 강조되고, 천연에 가까운 품질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가공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비가열처

리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재 식품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

가열처리기술 에서 고 압펄스 기장에 의한 미생물의 불활성화는 처리 

 온도가 거의 상승하지 않고 처리시간이 짧으며 연속처리가 가능하며 처

리 후 식품의 물리 ·화학   양학  특성들이 거의 변하지 않아 최근

들어 심이 집 되고 있다. 고 압펄스 기장에 의한 미생물의 불활성화

는 주로 계강도(electric field strength), 펄스의 처리 수, 주 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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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 항값에 크게 향을 받는다. 특히 반고형 식품보다는 액상

식품이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더욱 효과 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 압펄스를 이용한 기장 처리기술은 미생물을 효과

으로 살균하여 기존의 식품에 비해 품질이 개선되거나 는 양소나 능

 특성이 우수한 고품질의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기존의 살균공정과 비

교해 품질과 품질수명에 있어서 획기  개선효과를 거두면서 살균효과도 

겸할 수 있는 신살균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고 압펄스 기장 발생장치는 기본 으로 2개의 극 사이에 식품을 넣

고 10 kV/cm 이상의 고 압 기장을 순간 으로 방 시킬 수 있는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의 기본 인 요소는 직류 원장치(DC power supply), 에 지를 

장하기 한 축 기(capacitor), 장된 에 지를 순간 으로 방 하는 

switching 장치, 그리고 식품의 처리를 한 용기(chamber)로 이루어져 있

다. 일반 으로 액체식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온 때문에 식품에 고 압 

펄스를 걸어 주면 순간 으로(수 μs) 용기 내의 식품 속으로 고 류가 흐

르게 된다. 이때 식품에 펄스를 반복처리하여도 실제처리 시간은 매우 짧

기(1ms∼μs이하) 때문에 식품은 거의 가열되지 않는다.

3.3.2. 고압처리 비가열살균신선주스 제조기술

  국내에서는 90년  말부터 lab 규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비열살균에 의한 

장기간 연장, 단백질, 분 등 생체 고분자성분의 변성, 가압에 의한 반

조리, 기능성 식품개발 분야 등에 응용연구를 시작하여 식품의 응용 련 

특허 황에서와 같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상업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장치  시스템 부재로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고압살균기술을 무방부제·무첨가제 생과일 주스 제품에 

용한 경우는 풀무원의 ‘아임리얼(I'm Real)' 제품이 처음으로 ’10년 5월부

터 백화   일부 형마트에서 매하고 있다. ‘아임리얼’의 경우 ’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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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출시되었지만 유통기한이 5일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한정된 지역의 

문매장에만 공 되고 있었으나 고압살균기술을 활용하여 유통기한이 

14일로 연장됨에 따라 그 매처가 증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  규모의 

장치를 활용한 실질 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상업  규모의 반연속식 장

치가 개발되어 기업에서도 고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에 심이 

집 되고 있다. 

  고압 기술은 경제 책이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식품의 살균, 단백

질, 분 등 생체 고분자성분의 변성, 유용성분의 추출  식품의 보존과 

가압에 의한 부동 역의 이용, 가압에 의한 반조리, 기능성 식품 개발 등 

다양하게 응용이 되어 상용화가 가능해지리라 단된다. 

  국내 식품  가열살균이 합하지 못한 식품들( 를 들면 녹즙, 탁주, 

그리고 김치 등)이 있다. 이러한 식품들은 비열처리 살균법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단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기술들에 좀 더 심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단된다. 련장치  시스

템은 여 히 외국에서 고가를 주고 수입하여야 하므로 장치개발 분야의 연

구지원도 실히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편 국외에서의 미래유망기술분야 기술 황을 보면, 고압을 이용한 응

용기술의 경우 압력의 범 에 따라 아임계(～10 MPa), 임계(10～40 

MPa), 고압(40～100 MPa), High Pressure Homogenization(150～250 MPa) 

 고압(100～900 MPa)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아임계는 주로 분석 

시 처리 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나 재는 천연물로부터 천연 색소나 향을 

추출하는 장치나 공정개발에 집 되고 있다. 임계는 추출 는 분리에 

상용화가 이루어 졌으며, 이를 이용한 nano입자 제조  NDS(nutrient 

delivery system) 연구에 이 맞추어 있다.

  일본  벨기에 등에서는 고압(～100 MPa), 고온(～50℃) 조건 하에서 

효소를 활용하여 가수분해를 진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 시 에 있

으며, 나노에멀젼  분산분야에 high pressure homogenization 기술이 실

용화되었고 고압기술은 식품가공의 처리, 비열살균, 보존  신규가공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비열가공기술을 이용한 shelf-life 연장  응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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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Pulsed electric field(PEF) as a pasteurization technology, High 

hydrostatic pressure(HPP) for pasteurization and sterilization of food, and 

extraction, Pulsed light as a surface-disinfecting method 등)와 에 지 효율

이 향상되고 친환경 인 가열 체기술의 개발(Ohmic heating, Microwave, 

Radio-frequency, Induction heating, Infrared techniques 등)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식품가공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스 일 고압장치 개발분야 기술

황을 보면 식품가공에 고압 장비를 활용하는 국가들은 유럽, 미국, 일본

이 주도하고 있으며, NC Hyperbaric(스페인), Avure(미국), 미쯔비시 공업

(일본) 등에서 상업  규모의 장치를 생산  매하고 있다.

  식품에 한 고압처리 가공분야 기술의 경우, 고압 하에서의 생물학

/생화학  변화를 살펴보면 100 MPa(단백질 해리, 세포막의 괴, 효소반

응속도의 변화),  200 MPa(효소의 가역  불활성화), 300 MPa(미생물 사

멸, 바이러스 사멸), 400 MPa( 분의 호화, 단백질 변성  침 ), 500 

MPa(효소의 비가역  불활성화), 600 MPa(내열성 포자의 사멸, 허들 기술 

이용) 등으로 구분된다.

  고압 살균공정은 주스를 제조하여 병입(bottling)한 후 살균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존의 음료제조 공정과 비교하여 공정 단계  리가 간단

하고 수월하다. 한 설비 면에서도 미생물의 오염을 완벽하게 차단  제

어하기 한 무균시설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 으로도 유리하다. 신선 

사과주스를 제조하는 기존의 공정에 비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생략하고 품

질과 물성을 부여하기 하여 필요한 고 기술을 용, 공정이 구성됨에 

따라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의 고 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단된다.

  한편 국내 고품질 냉장주스 시장동향은 불과 몇 년 까지만 해도 일부 

부유층이나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유물로 여겨졌던 유기식품이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트 드의 확산으로 건강과 환경을 

시하는 소비패턴이 두되면서 이제는 구나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품목이 되고 있다. 냉장유통주스는 기존 살균과정을 거치는 상온유

통주스와는 달리 양분 괴가 고 마치 과일을 바로 갈아 마시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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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나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2009년 국내 주스시장은 약 8,100억 원 규모로 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 음료시장의 약 25% 가량을 차지했다. 그리

고 냉장유통주스 매출액은 약 1,000억 원 로 2006년의 760억 원 규모에

서 30% 가까이 증했다. 지난 해 국내 주스시장규모는 약 9,000억 원으로 

냉장유통주스 비 은 아직 12% 수 이나 업계에서는 이 시장의 성장가능

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심리가 본격 회복되고 있는데다 건

강에 좋은 고품질, 고과즙 주스를 선호하는 상이 차 확산되고 있어 지

난 1월 체 주스시장이 한자리 성장에 머무른 반면 냉장유통주스는 20%

를 넘어서는 신장세를 나타내어 이와 같은 기 를 뒷받침하고 있다. 

  풀무원과 남양유업 등 선발업체도 냉장주스 시장을 수성하기 해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음료업체가 냉장주

스에 주목하는 것은 이 시장이 매년 두자릿수 성장하는 블루오션이기 때문

이다. 

  실제 2006년 760억 원이던 냉장주스 시장은 2007년 861억 원, 2008년 

996억 원, 지난해 1,09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1,300억 원으로 19% 성

장이 망된다. 이같은 추세라면 3~4년 내 3000억 원 고지를 돌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과즙음료 시장의 소비고 화 상으로 희석음료와 과립음료의 수요는 

차 며 생과즙 100%농축액 냉장주스의 매는 큰 폭 상승한 반면 과

립, 퓨  음료의 수요는 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웰빙 추세와 외

식업체의 탄산음료 소비율도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과일주스, 녹차음료, 등

의 기능성 음료 시장규모가 체 음료시장의 20%에 달할 정도로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칼로리 열풍,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인한 식음료시

장 체에 향을 주는 세계 인 상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냉장유통시스템이 강 인 유가공업체가 냉장

유통 과즙음료를 앞다투어 개발하고 기존업체들도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

는 제품 차별화를 겨냥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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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냉장유통 주스 시장의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은 ‘비가열 과채

주스'군에 해당되며, 건강지향 니즈와 웰빙 열풍이 맞물려 유기농 과채류

를 원료로 100%주스, 리미엄주스, 기능강화주스, 녹즙  생즙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녹즙  생즙은 매년 30% 이상의 고속 성장

을 나타내고 있으며, 목표시장 소비자(노인, 여성, 어린이 등)를 구분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3.3.3. 과실류 신선편이식품 개발

  농식품에서 신선편이란 신선한 상태로 식품  특성을 유지하면서 세척, 

박피, 단 등의 과정을 통해 생 으로 포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농식품을 말한다. 최소가공(minimally processed), 쉬 컷(fresh-cut)

이란 말로 쓰이기도 한다. 

  국내 신선편이 농식품은 11만 톤 정도가 가공되고 있는데, 그  채소가 

75.4%로 부분을 차지하고, 과실은 15.6%, 나물 8.7%, 버섯 0.3%를 차지

한다. 과실가공은 1만7천 톤이 가공되고 있는데, 부분 인애  심으

로 상품화되다가 최근에는 메론, 키 , 방울토마토, 사과 등 다양한 조각과

실 품목이 개발되고 있다. 

  외국의 신선편이산업 황을 보면 미국은 총 과실과 채소 생산량의 약 

10%를 신선편이로 가공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6%까지 증가할 것으

로 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선편이과실 자동 매기까지 등장하여 소비

를 확 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5년 이후 신선편이 조각과실 품목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양은 수박 35%, 인애  30%, 메론 

20%, 기타 순이며, 사과, 포도, 메론 등을 혼합한 상품과 인애 , 수박, 

망고를 혼합한 열 과실이 상품화되고 있다. 국에서는 과실의 신선편이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데 사과, 메론 등 7종의 슬라이스 는 낱알(포도, 석

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혼합과실이 ‘메들리’라는 이름으로 매되고 있다. 

  배의 신선편이산업이 활성화되면 배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이 된다. 

먼  생산농가에서는 생산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다. 크고 보기 좋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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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기 해 특별히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착색 지 우기, 화학(유기

질)비료 많이 주기, 과 생산을 한 양제나 호르몬 처리 등을 모두 생

략할 수 있다. 한 흠집이 난 과실, 병해충  조류피해 과실, 작은 과실, 

모양이 약간 비뚤어진 과실 등 비상품 과실들도 조각과실로 활용할 수 있

어 수량이 늘어나고 수익도 증가된다. 

  소비자들에게 신선편이가 좋은 은 무엇보다 맛있고 깨끗하고 편리하

게 과실을 먹을 수 있고, 신선한 상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어 경

제 이고 가정의 음식쓰 기 배출량을 일 수 있다는 이다. 갈비집 등 

식당에서는 깎고 자르는 조리시간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어 손님에게 후

식으로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학교 단체 식에서도 배 과실의 배식이 

편리해져 공 량을 늘릴 수 있고, 학생들은 건강과 비만 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배 소비층이 확 될 수 있는 부가 인 효과도 생긴다. 

일반인들에게는 주로 명 에 먹는 과실로 인식되고 있는 배를 평소에도 쉽

게 근할 수 있고, 소풍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

어 편리하다. 

  앞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신선편이 과실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상된다. 

맛, 건강기능성, 혼합과실 등 품질이 강조된 품목과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개

선한 용기, 기호에 따라 특이한 향기나 모양을 강조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

발되고 증가할 것이며, 차 채소 주에서 과실의 비 이 높아질 망이

다. 한 매방식이나 수출에도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과실 신선편이 제품의 가공원료 생산은 과실의 모양, 크기, 색깔 등 외  

주의 재배방식에서 벗어나 맛좋은 과실, 양가 높은 과실, 그리고 향기

와 풍미가 있는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방식으로 환될 것이다. 한 

품종의 육종방향도 소비자 심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신선편이를 만들

어도 과육이 갈변되지 않는 품종, 과심이 작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큰 품

종, 당도가 높고 신선도가 오래가는 품종 등이 육성될 망이다. 배 신선편

이제품은 배 산업에 있어서 생산자 심에서 앞으로 더욱 소비자 심으로 

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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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 과실류 음료시장 및 가공연구 개발 전망

  과실주스 시장의 특성상 오 지주스를 제외한 부분의 과실주스 제품

들은 수명이 짧고 소비자들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음료를 요구하게 됨으로

서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 음료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실주스 제품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개발이 요

구되어지고 한 지 까지 몇몇 제품들이 나왔지만 그 게 만족할만한 수

요를 창출하지는 못하 다. 

  최근 국내의 음료시장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왔다가 사라지

곤 하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과실음료 시장에서는 아직도 여 히 

수입산 오 지주스가 80% 이상의 시장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나머지

를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실류 음료시장

은 부분 오 지주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사과주스, 배음료, 포도주스 시

장 등은 매우 은 편이다. 그나마 요즈음 제주감귤 주스가 소비자들의 입

맛에 들어 수입산 오 지주스 시장을 상당량 유하고 있다. 

  향후 과실주스 시장은 온유통형 온살균 혹은 고압살균 등 열처리

가 은 신선냉장유통주스가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망된다. 업계는 신제

품 출시보다는 기존 랜드를 강화하는 략이 주효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남양유업이 주스 시장에 새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업체들과

의 경쟁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실주는 2009년 16,469㎘를 생산하여 2008년 18,552㎘ 보다 12% 정도 

감소하 다. 특히 과실주 에서 포도주는 은 양이 국산포도를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나 매도 조하고 부분 수입 포도주에 의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 국내산 포도의 품종은 부분 캠벨과 거 이나 이는 생과용 포도

로써 포도주용으로는 여러 면에서 부 합한 이 있다. 국내산 과실주는 

주로 매실주, 복분자주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와인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사  등 다른 주종으로 

옮겨감에 따라 20% 이상 감소했다. 체 과실주 시장 역시 복분자주의 쇠

퇴로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수입되는 주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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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기  1억 7,500만 달러 규모로 년 비 35% 감소했다. 

특히 스키와 포도주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수입

주류의 액기 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과실류 가공산업은 주로 주스, 음료가공이 부분을 차지하고 넥

타, 잼, 술, 식  등의 제조가공에 많지 않은 량이 가공되고 있다. 과실류 

가공용 원료의 가격도 수입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완제품의 생산 

단가도 높아져 수입산 가공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약한 편이다. 따라서 음

료 기업에서는 제품의 상당부분을 수입산으로 체하고 있어 국산 과실

의 사용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음료산업 특성은 주로 상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소기업이 생존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음료산업은 그

야말로 장치산업으로서 음료를 제조하기 한 기계설비의 설치비가 워낙 

규모의 투자가 필요함으로서 기존의 제조설비를 가진 업체가 아닌 기업

에서 신규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큰 험부담이 있다. 업체 간의 경쟁도 매

우 치열하여 규모의 홍보나 고투자 없이는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소기업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 몇몇 음료를 제외하고는 

그 상품의 life-cycle이 매우 짧아 지속 인 신제품 개발의 아이디어와 연

구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소재 개발,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

발의 등의 능력을 갖춘 회사가 경쟁에 유리하다. 

  음료제품 개발  매경향을 감안한 시장상황 속에서 갈수록 다양해지

는 소비자들의 욕구변화를 재빨리 읽어내어 새로운 제품개발, 맛, 용기  

디자인의 차별화, 극 인 On-Off Line마 , 산업 역을 괴하며 시

지를 창출하는 공동마  등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올바른 유

통구조 확립을 한 음료업계의 지속 인 노력도 요구된다.

  제품 측면에서는 물, 공기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생수시장이 

진 으로 확 될 것이고, 인들의 스트 스 증가와 미용에 한 심 

등으로 각종 문 인 기능을 살린 기능성 음료, 건강 선호에 따른 냉장유

통주스 등의 건강 기호음료도 더 넓은 역을 개척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스시장에서는 농축액이 아닌 생과일을 착즙한 생과즙 주스도 정착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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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2009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선 음료시장은 기존 음료업계의 인 수

성  반격 략과 유업계  제약업계의 지속 인 시장진출로 2010년에는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시장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에도 할인 , CVS, SSM 등 신 유통업체의 증가로 유통업체의 워는 더

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우유  제약업체의 음료시장 진출 확 와 음료

업체들의 사업 역 확 도 계속될 것이며 고  주스제품과 틈새시장을 겨

냥한 기능성음료들이 계속 출시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차음료, 생수, 

기능성음료 등의 지속 인 성장세와 소비자욕구에 부합하는 포장과 디자

인, 용기의 변경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품개발 경향도 갈증해소와 신선미, 청량감을 요구하던 형태에서 건강

지향 인 면과 그 내용물 형태의 감각  입맛(mouth feel)까지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  음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층은 청소년층으로서 이들의 기호

성을 잘 악하여 개발방향을 잡아간다는 것은 상품 매 략에서 매우 

요하다고 생각된다.

  과잉생산되고 있는 과실을 량으로 가공제품화 하기 하여 최근의 음

료 기호경향인 은이 취향에 맞춰 가벼운 청량감과 건강지향 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음료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과실류 가공연구개발 방향은 

제품의 고 화, 다양화, 천연지향, 기능성 강화가 연구개발의 주 방향이 될 

것이다. 지 까지 축 된 가공기술  제품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새

로운 첨단기법이나 장치를 이용한 새로운 고품질 제품들이 속속 개발될 것

이며 발효기술을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기호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과 

기능성이 한층 강화된 제품들이 개발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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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별 발 략

4.1. 기본방향

4.1.1. 가공산업과 농가와의 효율  연계구조 구축

  우리나라 과실가공산업의 특징은 수입원료(농축액 등)를 사용한 기업 

심의 가공형태로, 가공산업의 역이 확 되고, 제품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실질 으로 국내 생산농가와의 연계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과실가공산업이 국내 과실 생산부문과 효율  연계구조를 가지

기 해서는 생산자조직이 규모로 운 하는 가공공장과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구조로 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기존 규모 생산자조직의 가공공장에 한 집 지원과 

개별 세업체들의 생산 유통의 공동화가 필요하다. 한 향후 가공공장 

설립 시 생산자조직 설립을 우선 으로 지원하는 정책  배려가 필요하며 

기존 과실 주산지의 생산자조직과 기업 간 원료공 ·조달 연계시스템 구

축을 한 상생 력 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4.1.2. 과실 가공제품의 다양성 확보

  기존 과실 가공제품은 음료와 주류 등 특정 제품에 편 되어 제품의 다

양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품별 품질과 가격  등의 다양성도 미흡하

다. 따라서 국내산 원료로 만든 가공제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음료 외에 소비자의 니즈 충족을 한 과실의 기능성을 이용한 

건강식품이나 과실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들의 지속 인 개발과 출시

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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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과실가공업체의 조직화와 공동화 

  우리나라 과실가공산업 시장구조 하에서 개별 세업체는 기업이 주

도하는 음료산업에의 시장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과실 가공업

체 부분은 시장경쟁력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정 인 로확보와 그

에 따른 안정 인 경 성과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과실 주

산지를 심으로 개별 세업체를 제품별·지역별 조직화가 필요하며, 조직

화를 통한 유통의 공동화 략, 특히 가공제품 부류별, 제품별 표 화와 지

역 간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하다.

4.1.4. 과실가공제품의 고 화와 랜드화

  부분 과실의 가공원료는 비상품과로 제한되어 있다. 제품의 품질에 

한 신뢰성도 매우 미흡하다. 소비자들은 국내 가공제품은 품질이 떨어지고 

수입 가공제품은 품질이 상 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공산업이 생과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산업이 아닌, 하나의 독립

인 산업으로 자리잡기 해서는 제품의 다양성과 동시에 고 화, 랜드화

를 통하여 주류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와 같은 조건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해서는 가공업체의 

제품부류별 조직화와 공동화를 통한 랜드  근이 필요하다. 이를 해 

과실 가공제품의 부류별로 상품화, 품질, 규격, 인증 등의 측면에서 공동마

 략 운용이나 공동 랜드화를 한 기반성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4.1.5. 연구개발 투자의 확

  최근 과실가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매출액 

비 0.174%(’08)로 으로 낮은 수 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는 

과실가공산업 구조의 양극화 상에 의해 민간 기업 심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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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개별 세업체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가공산업 발 을 한 연구개발 투자

가 공공 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품목별 가공산업 발전방안

4.2.1. 감귤 가공산업

가.  상품화 략의 차별화로 경쟁력 강화

  재 감귤 가공산업은 부분 농축액 등 간재를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 인 가공산업의 형태라기보다는 기업 심의 메이  음료업체에 

한 불안정한 원료납품 공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결과, 농가소득과 연

계된 안정 인 감귤 가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

존 가공공장 심의 독자 인 가공제품 고품질 략으로의 환에 한 검

토가 필요하다. 

나.  가공원료 수매지원을 통한 생산비 감

  재 원료 수매가격은 80원/kg 수 (’09이지만), 농축액 생산비에서 차지

하는 원료 비 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료가격 수 은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에게 불만요인이다. 가공업체의 원료 수매가격 요구수 은 

40～50원/kg 수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공업체의 경 상태를 분석한 결

과 이러한 차이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공공장 업이익이 확보된

다. 뿐만 아니라 가공제품 매가격의 인하가 가능하여 국내산 가공제품의 

수요증   수입농축액 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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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기업 메이  음료업체와의 제휴

  해태음료의 ‘과일  제주감귤 100’ 등은 제주감귤농축액을 가공업체가 

100% 생산하고, 해태음료는 농축액을 납품받아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이다. 산지 가공업체와 기업 완제품 업체가 상생 력하여 농축액은 

산지에 생산하고, 기업 메이  음료업체는 100% 제주감귤주스를 생산하

고 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  감귤농축액 가공공장의 복합가공 공장화로 가동률 제고

  불안정한 농축액 생산패턴에서 벗어나 일정 수  이상으로 가동률을 제

고시키고 안정 인 경 성과를 달성하기 해서는 농축액 심에서 다양

한 제주 농산물 가공라인의 설치에 따른 복합가공 공장화가 필요하다. 특

히 제주 특산물인 당근, 녹차, 마늘, 맥주보리 등에 한 OEM 방식의 가공

처리도 필요하다. 

마.  감귤가공공장의 완제품 생산라인 증설

  제주개발공사는 공장 가동률을 제고시키기 해 감귤주스 완제품을 소

량 생산하고 있으나, 섬 지역의 물류특성상 육지에 완제품 공장이 있는 

기업과의 시장경쟁력이 열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지에 완제품 공

장을 설립, 산지 가공 농축액을 직송해 육지에서 완제품을 가공하는 방안

도 필요하다. 

바.  감귤 가공제품의 다양성 확보

  수요가 정체된 농축액 심의 가공제품보다는 고부가가치 신소재 기능

성 물질의 개발을 통해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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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사과 가공산업

가.  가공업체 간 는 가공산업 내외부의 네트워킹 강화

  사과 가공산업은 과실 가공산업 에서 가공제품의 수가 가장 다양하다. 

가공업체는 가장 세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부분의 가공업체가 사과 주

산지를 심으로 입지해 있다. 따라서 주산지 심의 사과 가공사업단 

는 사과가공 클러스터 등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하여 가공제품의 표 화, 

신제품 개발, 공동유통 략 수립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가공업체 네트워킹 강화의 요한 핵심과제는 가공업체

의 공동화로 생산  유통부문의 세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나.  공동 유통 략의 수립과 운용

  표 화되고 안 성 등을 인증 받은 소가공업체의 가공제품을 공동

랜드화하여 공동 매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업체

의 제품기술력과 형유통업체 마  가공능력을 결합하여 가공업체와 

매업체가 상생하는 조직화된 략도 필요하다. 를 들면 유사 가공업체

(충북원 과 경능 조합)의 랜드를 통합하여 공동유통 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지역별·제품군별 세업체의 공동 랜드화, 공

동직 장 운 (충주 사과식품 백화  등) 등도 필요하다.

다.  가공제품의 정체성 확립과 선택에 있어서의 집  략

  다양한 가공제품에 한 소비자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 이다. 특히 사

과 성분이 함유된 가공제품은 사과 가공제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사과는 1차 가공제품이라기보다는 부분 사과의 성분이나 맛이 첨가된 

형태의 제품이다. 따라서 사과 가공산업 발 에 해서는 1차와 2차 가공 

등 모든 사과 가공제품을 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1차 가공제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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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가공제품(비타민 등) 심의 선택과 집 육성  지원이 필요한 것

으로 단된다.

라.  기존 사과 가공업체에 한 집  지원

  재 생산자단체의 가공공장으로는 충북원 과 구경북능 농  가공

공장이 있다. 두 가공업체가 연평균 약 20,000톤 정도의 가공원료를 수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 사과 생산량의 약 4% 수 으로 농가소득과 직

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재 이들 기존시설을 심으로 장시설 

확충, 라인증설 등에 한 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주산지 심으로 추가  가공공장 설립 검토

  재 농가의 사과 가공원료 매량은 총생산량의 5% 이하 수 이며 가

공용 원료 생산량은 체 생산량의 10%이다. 따라서 기존 주산지(충남, 경

남)에 정시설의 가공공장 신설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바.  가공산업에 한 지원내용 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시설 심에서 로그램 심으로 환하

는 것이 필요하다. 재는 지자체와 정부의 부분시설 지원과 리(3%) 원

료수매자  융자 등이 표 이나 가장 시 한 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홍보 등 유통분야의 지원으로 환될 필요가 있다.

4.2.3. 포도 가공산업

가.  가공제품( 와인) 의 다양성과 국내 품종의 차별화된 제품개발

  포도 심의 와인산업에서 다양한 과실을 이용한 와인의 수요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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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척을 한 와인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품종에 합한 특화(맛, 

향기)와인 개발도 필요하다. 

   세계 와인시장이 포도주 심인데 비해 국내산 와인은 다양한 과실을 

이용하여 수요층을 넓히고 새로운 와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 와인과의 경쟁력 제고를 해서는 국내산 

고유품종의 과실을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의 소비성향과 니즈를 반 한 고

유 특성의 와인 개발이 필요하다. 포도주 심의 수입와인 수요에 처하

기 해 국산 과실원료를 활용해 맛과 향, 품질의 다양성으로 경쟁력 열세

에 있는 국산 와인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나.  가공 용( 양조) 품종 개발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조건에 맞는 다양한 와인 용 품종개발이 필요

하다. 세계 인 명품와인 원료는 부분 VITIS 속 비니페라 종이다. 국산 

와인은 70% 이상이 식용인 캠벨얼리 품종이다. 

  일본의 경우도 2000년  이 에는 부분의 와인 품종이 캠벨이었으나, 

최근 들어 부분 유럽품종으로 환되었다. 수입 와인의 품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와인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해서는 국내 자

연환경에 맞는 양조용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와인은 포도의 종류가 품질과 맛을 좌우하지만, 동일 품종의 와인이라도 

빈티지, 재배지역, 숙성, 이품종 배합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포도는 

동일품종이어도 재배지역에 따라 독특한 풍미(떼루아)를 지니기 때문에 세

계 인 와인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다양한 품종을 도입하여 국내 재배할 수 

있는 합한 재배기술 개발과 그로 인한 품종 개량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양조용 유럽종 재배 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조용 우수품종 

육종을 해 고품질 유럽종과 국내 품종 는 동아시아종군이나 아메리카

종군의 종간 교잡육종도 검토해볼 만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가을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일조가 좋아 포도 고유의 항산화물질인 스베라트롤 

등의 기능성물질 함유량이 상 을 높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기능성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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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  와이 리의 기능 다양화와 복합화

  국내 와이 리는 규모가 세하고 단순히 양조 제조기능만 하는데도 수

요 확 와 인지도 제고를 한 략  마 이 미흡하다. 양조 심의 단

순기능에서 , 체험, 직 , 지역축제, 단체활동, 식당 등 다양한 기능과

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소 와이 리는 , 체험, 직  등 다양한 복합기능 

수행으로 홍보효과 제고, 수요자 집객  인지도 증 와 매활성화 효과

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와인의 수용 확 , 생산제품의 인지도 제고

와 매활성화를 한 와이 리 투어 로그램과 함께 지역의 자원이

나 축제 등과 효과 으로 연계하여 수요자를 모이게 하는 략이 필요하

다. 동시에 지역 자원의 효율 인 연계, 활용하여 와이 리 시설을 양조시

설 외에 , 휴식, 체험, 단체활동이 가능한 펜션 등의 숙박시설과 스

토랑  연수시설 등 복합 으로 구비하여 집객효과와 매출증  략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라.  국산와인 제조업체의 강력한 조직화로 경쟁력 강화

  개별 이며 세한 와이 리 심의 양조 가공산업에서 와이 리 표

조직(가칭 한국와인생산자 앙연합회)을 육성하여 품질제고와 공동마

략 수립·운용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체 인 소믈리에를 

양성하여 국산와인의 객 인 평가 제고와 와이 리를 지역별·제품별로 

조직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와이 리 연합회 차원에서 매스컴이나 매체를 이용한 극 인 홍보활

동을 펴고 시회, 시음회 등을 개최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와인산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와인

생산업체, 생산동향, 경 실태, 출고  매 황, 시장동향 등의 심층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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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통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 분 참여주체

주 사업자
(사)무주 머루와인 생산자 회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

참여기

농 /법인

농 앙회 무 군지부, 무주 상농 , 구천동농 ,

(주)무주리조트, 와이 리(사성와인, 샤 무주, 칠연양조, 

덕유양조), 무 군산머루 농조합법인, 산머루 회, 

참농원 농조합법인

학 북 학교, 우석 학교

연구소 농 진흥청(포도연구센터), 북 (RIC)

지자체 무주군, 무주농업기수 터, 무 군 마

표 6-7.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 구성과 참여주체

마.  안정  원료확보 시스템 구축

  포도는 과실원료  원료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안정 인 원료확보가 가

장 곤란한 품목으로 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농가의 조직

화를 유도하여 업체와 직  계약을 맺고 가격 교섭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신규 와이 리의 설립 시 세기업보다는 생산자(조직) 

심의 소형 공장설립의 확 가 필요하다.

바.  와인 음용에 한 편견 개선  다양한 가격 의 제품 개발

  한국 고유의 식탁(상차림)에 어울리는 국내산 와인 음용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포도는 생식용 원료가격이 높아 국산 와인의 매가격도 상

으로 높다. 국내 와이 리 제품끼리도 유사한 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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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산와인도 가격 를 넓히는 략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일본

과 같이 선진국 벌크 와인과 국내 와인의 랜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  국가  지자체의 R&D 투자확  련 조세제도의 개선

  세·개별 인 와이 리 차원에서는 연구개발에 따르는 막 한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공공  성격의 연구개발 투자 확 가 필요하다. 

를 들면 재 운 인 세계김치연구소 등에서 발효주의 연구개발을 

극 으로 지원하거나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주류 련 조

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와인의 경우 농가소득 증   농산물 가공산

업 발  차원에서 막걸리 수 (5%)까지 주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부 록 1

미국 사과산업의 동향과 구조

1. 미국 사과산업의 시장 동향

1.1. 사과산업 동향

○ 미국의 사과산업은 규모화된 과수산업으로 체 경제에서 요한 역할

을 차지하고 있음. 

- 사과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일 가운데 바나나, 포도에 이어 3번

째로 요한 품목임.

- 소비자들은 사과의 맛, 건강을 고려한 양섭취를 해 사과를 소비하

며, 신선과일 형태로 소비되거나 가공되어 다양하게 소비됨. 

○ 미국의 사과산업은 계속 변화하고 발 하여 왔음. 

- 1990년 말 이후 2가지 주요한 경향을 보면, 산업 내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비자선호 변화가 과거 ‘Red Delicious'로 표되는 품종에서 소비자

들의 기호를 고려하여 내외부 특성을 반 한 신품종의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지역마다 사과산업의 특색 있는 발 이 진행되고 있음. 

1.2. 사과의 생산과 이용

○ 미국의 사과생산량은 1940년  이후 2000년  반까지 지속 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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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00년  반 이후 성장세가 정체 는 감소

상태로 환되고 있음.

  - 미국의 사과생산량은 1940년  약 100,000(42-lb.unit)에서 2000년  

250,000(42-lb.unit) 수 까지 증가하 음.

  - 2000년  이후 약간 감소하여 220,000～230,000(42-lb.units) 수 을 유

지하고 있음.

  - 2009년 생산량은 236,069 42-lb.units이며, 2010년 상 생산량은 

225,621(42-lb.unit)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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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  미국의 사과생산량 추이

자료: USDA DATA - Various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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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F 5-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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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2.  미국의 사과생산량(2005～2010)

○ 지역별 사과생산량

  - 미국의 사과생산 지역은 크게 서부지역, 부지역, 남부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지역별 생산량 비 은 서부지역이 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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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3.  미국의 지역별 사과생산량(2005～2010)

자료: USDA DATA - Various Sources.

○ 미국 사과주산지 5개 지역의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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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생산량이 가장 많은 주는 워싱턴주이며, 다음으로 뉴욕주, 미시간

주, 펜실베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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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4.  미국 5개 사과 주산지 주의 생산량(2005～2010)

자료: USDA, National Agriculture Statistics Service, Noncitrus Fruits and Nuts Summary; 

USDA Crop Estimate, August 2010.

○ 미국의 품종별 사과생산량

  - 드 딜리셔스 품종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나 차 감소 추세로 나

타나고 있음.

  - 다음으로 갈라, 골드딜리셔스, 그래니 스미스, 후지, 맥키토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갈라 품종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음.

○ 2008/09년의 미국 사과가공량은 78,671(42-lb unit)으로 총생산량의 33.3%

로 나타나고 있음. 

  - 체 가공량  주스용이 44.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통조림

(36.9%), 동결(7.3%), 건조(6.2%), 신선 슬라이스(4.4%), 기타(2.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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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사과 이용 

  -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서부지역은 생과용 원형상태의 매비

이 매우 높은 반면, 동부지역은 가공용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부지역은 생과용과 가공용이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도 1-5.  미국의 사과생산량 · 교역량 활용 추이(2004/05～2009/10)

50000 100000 150000 2000000

(000 42-lb. Units)

부도 1-6.  미국의 지역별 사과이용(2010/1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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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사과 교역 동향

2.1. 사과의 수입과 수출

○ 사과 수입

  - 2009년 미국 체 사과 수입 국별 비 을 보면 칠 가 62%로 가장 높

으며, 다음으로 뉴질랜드(20%), 캐나다(14%), 아르헨티나(2%), 일본

(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0년  반 이후 미국의 사과 수입량은 9,000 42-lb unit 내외 수

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과 수출량은 지속 인 증가추세로 나타나 

2009/10년 수출량은 50,723(42-lb unit)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사과 총교역량  수출량의 비 이 82%로 2009/10년의 경우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약 32,875(42-lb unit)가 많음.

○ 사과 수출

  - 2009년 미국산 사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멕시코로 체 수출사과의 

27.8%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캐나다(16.2%), 만(6.7%), 홍콩(5.8%), 국(3.3%) 순임.

부도 1-7.  미국의 사과교역 동향(2005/06～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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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과주스 수입시장 황

○ 미국 사과주스 수입의 국별 비 을 보면 2000년  반 이후 국산 사

과주스의 수입량이 증하고 있어 재 수입비 이 가장 높은 상태임.

  -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칠 , 라질, 독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산의 증으로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비 이 감소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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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8.  미국의 사과주스 수입국별 시장 유율(1991～2007)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 미국의 사과주스 수입증가와 국내 사과주스 생산량의 감소

  - 미국의 사과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사과주스 생산량은 반 로 감소하

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3. 미국의 사과 소비동향

○ 1970년 이후 미국의 1인당 감귤 소비량은 근소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감귤 외의 과일 소비량은 빠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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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간 1인당 감귤주스와 감귤 외 주스의 소비량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

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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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9.  1인당 감귤류와 감귤류 외 과일 소비량 추이

○ 감귤류 과일과 감귤류 주스의 1인당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

는 반면, 1인당 체 사과 소비량과 사과 가공제품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1인당 사과의 생과 소비량은 증가 추세로 나타나지 않아 체 

사과 소비량의 증가는 가공품 소비량의 증가 추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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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0.  미국의 1인당 사과 소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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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1.  미국의 1인당 사과 가공품 소비량 추이

4. 미국 사과산업의 조직과 구조

4.1. 미국의 사과 유통체계

○ 농장에서 생산된 사과는 크게 규모 문 선별·포장업체(도매상)와 가공

업체, 지 매 등 3가지 유형으로 분산되고 있음. 

  - 이  가장 요한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규모 문 선별·포장업

체(도매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시 가공업체, 지역 도매상, 

소매상으로 분산되고, 동시에 수출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가공업자는 산지 농장과 규모 포장업체로부터 원료를 확보하고 있음.

  - 일부는 지의 머스마켓이나 로드 매를 통하여 지에서 직  매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 매가 증가하고 있음.



부 록 139

부도 1-12.  미국의 사과 유통체계(유통경로)

4.2. 미국의 사과산업 조직  구조

○ 사과농장 규모

  - 미국의 사과농장은 100～300에이커 규모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워싱턴주의 과수원 규모는 미국 평균 규모의 3.5배 수 임.

○ 사과산업 추세

  - 최근 몇 년간의 미국 사과산업은 통합추세임.

  - 워싱턴주와 뉴욕주의 획기 인 통합, 선별·포장센터의 통합 등 다양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동조합 소유 선과장의 격한 감

소로 재 워싱턴주의 동조합 선과장은 2개소에 불과함. 

  - 재 사과산업의 수직  통합이 진행되고 있어 일부 규모 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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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r)은 자체 소유 농장 처리 과일의 약 60%를 조달하고 있으며, 일

부는 완 통합으로 체 공 체인 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체 유통체계에서 형소매업체(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요성이 높아

지고 있어 이들 유통업체를 심으로 합병과 수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4.3. 사과산업 담당 기

○ U.S. Apple Association(USApple): 기본 인 목표인 미국 사과산업 발

을 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 사과와 사과제품의 수익성 향상과 마  

노력을 수행함.

○ Apple Products Research & Education Council: 사과 가공산업을 해 제

품을 만들고 공 하는 비 리기업 연합임.

○ Washington State Apple Advertising Commission: 사과산업의 요청으로 

   1937년 워싱턴주 입법부(Washington State Legislature)에 의해 탄생하여 

워싱턴 사과에 한 고, 홍보, 교육  마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Michigan Apple Committee: 정부기 으로 미시간의 신선사과  사과 

가공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해 설립되었으며, MAC는 미시간 사과

산업의 지속  성공을 이끌기 해 수익성 개선  미시간의 1,000여 사

과재배농가에 이익을 주기 한 시장발 , 교육활동  연구를 조정함.

  - 그 외 워싱턴주립 학과 같은 학을 포함해 수많은 기 이 있음.

4.4. 미국의 사과가격

○ 미국의 사과가격은 체 으로 1990년  후반 이후 지속 인 상승 추세

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가공용 사고가격은 신선사과에 비해 가격상승이 완만하게 나타

나고 있음.

○ 1998～2008년간 신선사과 가격은 톤당 평균 500달러 수 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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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가공사과 가격은 톤당 약 120달러 정도로 나타나 생과용 신선사

과 가격이 가공용 사과보다 약 4배 이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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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3.  신선사과  가공용사과 가격추이(1998～2008)

부도 1-14.  미국의 용도별 사과 가격(199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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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국의 사과가격 결정구조

○ 미국의 사과가격은 신선사과나 가공사과 모두 역사 으로 공개시장에서 

공매를 통해 결정되었음.

  - 재는 신선사과의 경우 주로 바이어가 패커/출하업자를 불러 특정 크기 

 등 에 한 상을 통해 물시장에서 상 매매 형식으로 결정되고 

있음.

  -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규모 소매업체들은 주로 공식계약을 통한 고

정가격 형태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미국 사과 가공산업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지역과 유통기구에 다라 다

르게 나타나고 있음.

  - 서부  동부지역의 경우, 주스와 기타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가공회사

는 일반 으로 가공시즌 이 에 매년 생산자와 가격에 해 의하여 

결정함. 

  -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사과 생산량  가공비율이 낮은데, 일반

으로 사과가공은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성이 낮은 사과나 는 신선사

과 시장가격이 폭락할 경우 이루어지고 있음. 서부지역의 사과 가공제

품의 가격결정은 기업이나 동조합 등 참여하는 유통기구에 따라 차이

가 있음.

○ 미국 서부(미시간) 지역의 사과가격 결정 

  - 미시간농업 동조합마 회(MACMA: Michigan Agricultural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의 미시간 가공사과 생산자부서의 가격결정  

  - MACMA는 700명이 넘는 사과 생산자 회원으로 이루어진 자발  멤버

십 회이다. 회의 일차 인 목 은 회원이 생산한 사과에 한 실질

 시장가치(true market value)를 취득하는 것임.

  - 이를 해 회원을 표하는 회는 매년 사과 가공업자와의 의를 통

해 가공업자와 생산자가 모두 수용하는(true market value) 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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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minimum price agreement)가격으로 가공용 사과가격을 결정함. 

  - 회는 이러한 공식 상을 통해 일 되게 미국 내 최고가격 수 으로 

지속 인 상을 하고 있음.

○ 미국 서부지역 사과가격 결정 

  - Tree Top, Inc.(생산자 소유 동조합)의  

  - Tree Top, Inc.는 미국 북서부 지역의 1,000명이 넘는 사과와 배 생산자

들의 동조합으로 1960년에 설립되었음. 

  - Tree Top 사업은 처음에 값어치가 거의 없는 비상품과(culled) 활용의 

안으로 시작되었으며, Tree Top의 의미는 나무 꼭 기에 달려 있는 

최고의 과일에서 유래되었음.   

  - 기에는 사과주스 가공제품 심이었으나, 그 후 사과소스 등 많은 가

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재 워싱턴주, 오 곤주, 캘리포니아주에서 

8개의 련시설과 1,000명이 넘는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체 시

장의 약 60%를 유하고 있음.

  - Tree Top의 리는 집행 원회(Executive Committee)와 이사회(Board 

of Directors)DP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집행 는 법무, 장, 매/마

, 식재료서비스, 인력 리, 운   재정 부문의 CEO와 부사장으로 

구성되며 모두 이사회의 책임 하에 있음. 그리고 이사회는 서로 다른 재

배지역 12명의 생산자 표로 구성됨. 

  - 조합의 회원은 반드시 조합 내 지분 설정을 하여 매권(Market 

Right) 는 출하권리(Delivery Right)를 구매해야 한다. 회원에 한 배

당 은 매권 구매실 에 따라 연말에 배분됨.

  - Tree Top의 지불/가격 결정에는 량계약(tonnage contract)과 매권리 

계약(market rights contract)의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이 있음. 

  - 량계약은 조합원이 출하량(Volume)을 명시하는데, 출하량은 반드시 

매권 이상이어야 되며, 이 경우 회원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매시

에 지불하는 선 과 연말 지 이 있음. 

  - 매권리 계약은 수확 후 6월 30일까지 소유하는 회원의 매권리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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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것이며, 시즌 동안 톤수 약정을 조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격지

불은 출하시  선지불과 연말지불이 있음.

5. 미국  사과산업의 도전과 기회

○ 업계 계자(ITC)가 악한 미국 사과산업의 주요 이슈

  - 식품안 규약, 노동비용 증가, 이민정책, 교역에 향을 미치는 생  

식물 생조치, 그리고 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사과산업의 기회요인

  - 사과  사과 가공제품이 건강식품 분만 아니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

받고 있음.

  - 신선 슬라이스 등 새로운 제품 출시,  패스트푸드 스토랑과 같은 새로

운 장소를 겨냥한 다양한 신선  가공제품 출시, 사과와 다른 과일을 

믹스한 새로운 가공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음.

○ 최근 련 연구

  - 사과의 선호도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업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

개인( 간상인, intermediaries)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에는 유통참여기구의 구조와 규모, 가격결정 계약추진 외 다른 가격결정 

메커니즘도 포함됨. 

  - 시장 개인 외 생산자와 소비자에 한 동일한 조사는 2011년에 실시할 

정이며, 최종 목표는 체 공 사슬을 최종소비자와 연결시키는 SCM 

구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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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감귤 생산농가와 가공산업과의 연계 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는 국내 과실산업의 부가가치 증 를 하여 산지농가
의 과실생산·출하, 가공산업과의 연계실태와 문제 을 악하기 해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학술연구의 기 자료 외에 다른 목 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처: 한국농 경제연구원(130-710  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   창곤 (02-3299-4318)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   김동훈 (02-3299-4372)

거주지     도     시/군 연령 세 이름

문1. 귀하의 감귤 재배면 은 얼마나 됩니까? (                ) 평

문2. 귀하의 연간 감귤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              )톤(kg)

문3. 생산된 감귤  생과용으로 매할 수 없는 비상품과(0번, 1번, 2번, 8

번, 9번, 10번과)의 비 은 얼마나 됩니까?  (             ) %

문4. 귀하가 생산한 감귤의 매처별 비 은 어떻습니까?

출하처
도매시장
직 출하

소속조합
(계통 매)

가공공장
산지수집상
( 장업자)

형
유통업체
(물류센터)

기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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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귀하는 매년 일정량의 감귤 비상품과를 감귤가공공장에 납품하거나 

매하고 있습니까? 

    ① (6-1, 6-2 이동)             ② 아니오(6-3 이동)

 5-1. 매년 얼마 정도의 비상품과를 가공용으로 매하고 있습니까? 

        (                )톤(kg)

 5-2. 주로 어느 가공공장에 매하고 있습니까?  

    ① 부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   ② 부 롯데칠성음료(주) 가공공장  

    ③ 부 (주)일해감귤가공공장        ④ 부 생산자조직 가공공장 

    ⑤ 부 기타 민간업체  ⑥ 일부는 공사 감귤가공공장, 일부는 민간기업 

    ⑦ 기타 (                         )  

 5-3. (가공공장에 매하지 않으면) 생과용으로 팔 수 없는 비상품과는 어

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냥 버린다     ② 산지 수집상이나 간상인에게 매   

    ③ 재래시장이나 도로변에서 직 매   ④ 기타 (               )  

   

문6. 비상품과 가공용 감귤은 가 매합니까?

    ① 선별 후 생산농가가 개별 으로 가공공장에 매

    ② 공공선별 후 생산자조직(농 , 감 , 농조합법인 등)이 일  매

    ③ 기타 (                                )

문7. 비상품과 가공용 감귤의 매량은 어떠합니까?

    ① 원하는 양만큼 비상품과를 얼마든지 매할 수 있다

    ② 비상품과 부의 매를 원하지만 구매량이 어 다 매할 수 없다

    ③ 감귤 수 사정에 따라 비상품과 매량이 해마다 크게 변동한다

    ④ 가공공장 수 계획에 의한 배정물량만큼 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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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비상품과 가공용 감귤의 매방법은 어떠합니까? 

    ① 가공공장 수매에 따른 납품형태  

    ② 수확 이 에 가공공장과 계약에 의한 계약물량 매

    ③ 수확기 수 사정에 따라 그때 그때 장 매     

    ④ 기타 (                             )

문9. 비상품과 가공용 감귤의 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① 작물연도 체 수 사정에 따라 가공공장, 행정기 ,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의가격으로 하나의 고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개별 감귤 가공공장과 개별 생산자조직들이 의하여 따로 결정한다

    ③ 개별 감귤 가공공장과 개별농가가 따로 따로 결정한다

    ④ 기타 (                                     )

 

문10. 비상품과 가공용 감귤을 매함으로서 얻는 이  두 가지만 순

로 골라 주십시오.

     ( 1순          , 2순            )

    ① 비상품과의 매로 농가소득이 증 된다

    ② 비상품과의 매로 폐기처분에 드는 비용과 노동력을 감할 수 있다

    ③ 처리가 곤란한 비상품과 처리와 과원 정리가 될 수 있다

    ④ 비상품과 가공용 매로 정상 상품과의 가격을 높이고 안정시킨다

    ⑤ 기타 (                              )

문11. 체 감귤 매액에서 비상품과 매액의 비 이 어느 정도 됩니까? 

    ① 10% 미만       ② 10～20%       ③ 20～30% 

    ④ 30～40%        ⑤ 40～50%       ⑥ 50% 이상 

문12. 비상품과 가공용 감귤 매에 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① 비상품과 매물량이 더 확 되어야 된다

    ② 비상품과 매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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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상품과 매는 재수 으로 유지되어도 괜찮다 

    ④ 비상품과 상범 가 축소되어 정상과 매가 확 되면 좋겠다

    ⑤ 수 사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조 이 필요하다

    ⑥ 잘 모르겠다 

문13. 비상품과 가공용 감귤을 매하는데 문제 을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순          , 2순          )

    ① 비상품과 부를 원하는 량만큼 매할 수 없다

    ② 비상품과 매가격이 무 낮다  

    ③ 수 사정에 따라 비상품과 매량의 변동이 무 심하다

    ④ 감귤 가공공장이 무 어 없어 비상품과의 원만한 처리가 어렵다

    ⑤ 원하는 시기에 팔수 없다  

    ⑥ 공장이 무 멀어서 매가 불편하다 

    ⑦ 매조건(품질기  등)과 계약조건이 까다롭고 불리한 계약을 요구한다

    ⑧ 결제가 늦다             

    ⑨ 기타 (                              ) 

문14. 감귤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 를 한 가공산업 활성

화 책에서 요한 순서 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순          , 2순          )

    ① 감귤 생산자조직이 운 하는 가공공장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제주개발공사가 운 하는 감귤 가공공장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롯데칠성음료(주), 일해(주) 등의 민간기업의 확 유치가 필요하다

    ④ 다양한 감귤 가공제품 개발로 가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비상품과 가공과 동시에 고품질 상품과의 가공도 필요하다

    ⑥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의 가공 계열화사업이 필요하다

    ⑦ 생산자조직 감귤 가공제품의 공동 랜드화를 통한 로개척이 필요하다

    ⑧ 생산자조직의 가공공장과 기업 간 원료납품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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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귀 농가에서 감귤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① (15-1, 15-2 이동)                ② 아니오

   

 15-1. (농가에서 직  가공할 경우) 어떤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① 즙 는 주스        ② 농축액       ③ 과자류      ④ 류 

    ⑤ 주류                ⑥ 기타 (          ) 

 15-2. (농가에서 직  가공할 경우) 원료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① 농가생산량 자체조달      ② 자체조달과 다른 농가로부터 구매  

    ③ 자체조달과 소속 생산자조직의 APC에서 구매

    ④ 일반시장에서 구매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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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사과 생산농가와 가공산업과의 연계 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는 국내 과실산업의 부가가치 증 를 하여 산지 농
가의 과실 생산·출하와 가공산업과의 연계실태와 문제 을 악하기 해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학술연구의 기 자료 외 다른 목 으로
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처: 한국농 경제연구원(130-710  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   창곤 (02-3299-4318)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   김동훈 (02-3299-4372)

거주지     도     시/군 연령 세 이름

문1. 귀 농가의 사과재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 평

문2. 귀 농가의 연간 사과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             )톤(kg)

문3. 생산된 사과  생과용으로 매할 수 없는 등외품 는 하 품의 비

은 얼마나 됩니까?  (             ) %

문4. 귀하가 생산한 사과의 출하처별 비 은 어떻습니까?

출하처
도매시장
직 출하

소속조합
(계통 매)

가공공장
산지수집상
( 장업자)

형
유통업체
(물류센터)

기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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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귀하가 생산하고 있는 사과가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① (문6 이동)            ② 아니오(문8 이동)

문6. (가공용으로 사용된다면) 가공방법은 어떻습니까? 

  ① 농가에서 직 가공(6-1～4 이동)    

  ② 소속조합  다른 조합의 가공공장으로 원료 공 (납품)(6-5～6 이동)

< 직 가공 >

 6-1. 어떤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① 즙         ② 농축액       ③ 퓨      ④ 단·건조(슬라이스)

    ⑤ 후 쉬 커트   ⑥ 주스           ⑦ 사과      ⑧ 사과술 

    ⑨ 사과식       ⑩ 기타 (                       )

 6-2. 가공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사과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① 생과용으로 팔 수 없는 등외품   ② 생과용으로 팔 수 있는 하품

    ③ 생과용으로 팔 수 있는 품     ④ 생과용으로 팔 수 있는 상품

   

 6-3. 귀 농가가 생산한 가공제품의 출하처별 비 은 어떻습니까? 

출하처 소속농 형유통업체
직 매

(직거래, 인터넷)
기타 합계

비 (%) 100

 6-4. 직  가공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입니까?

    ① 로확보의 어려움   ② 원물확보의 어려움

    ③ 인력 부족           ④ 시설 투자를 한 자  부족

    ⑤ 낮은 수익성         ⑥ 생산제품의 품질 균일성 미비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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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공장 원료공 (납품) >

 6-5. 가공공장으로 원료를 납품할 경우 어떻게 매하십니까? 

    ① 생과 매가 불가능한 하 품을 모두 가공공장에 납품한다

    ② 가공공장 배정물량만큼 납품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린다

    ③ 가공공장 배정물량만큼 납품하고 나머지는 간상에게 다

    ④ 일부는 소속조직 가공공장에 납품, 일부는 다른 가공공장에 납품한다

    ⑤ 조합 가공공장이 있어도 납품하지 않고 부 페기처분 한다

 6-6. 가공공장에 가공용 원료를 매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을 두 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 1순          , 2순         )

    ① 생산된 하 품 부를 원하는 양만큼 매할 수 없다

    ② 매가격이 무 낮다     

    ③ 수 사정에 따라 매량의 변동이 심하다

    ④ 주 에 가공공장이 없어 하 품이나 등외품 매가 어렵다

    ⑤ 원하는 시기에 팔수 없다

    ⑥ 공장이 무 멀어서 매가 불편하다 

    ⑦ 매조건(품질기  등)과 계약조건이 까다롭고 불리한 계약을 요구

한다

    ⑧ 결제가 늦다         ⑨  기타 (                        )

문7. 사과를 가공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 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함.

     ( 1순          , 2순            )

    ① 생과 매가 불가능한 하 품(등외품)을 처분할 수 있다

    ② 등외품 매(처분)로 체 농가소득이 증가된다

    ③ 등외품 매로 페기처분비용이나 노동력을 감할 수 있다

    ④ 등외품 매로 과수원 정리가 될 수 있다.

    ⑤ 고품질 상 품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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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생산한 사과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에 한함.

    ① 가공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② 가공에 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   

    ③ 가공용 매로 인한 수익성이 을 것 같아서

    ④ 가공용으로 사용할 물량이 없기 때문

    ⑤ 기타 (                                         )

 8-1. 생산한 사과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과용으로 팔 수 없

는 하 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냥 버린다       ② 산지수집상이나 간상인에게 매한다   

    ③ 재래시장이나 도로변에서 직  매한다   

    ④ 기타 (                                         )

문9. 사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증 를 한 가공산업 활성화

책에서 요한 순서 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        , 2순        )

    ① 사과 주산지 생산자조직이 운 하는 가공공장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 좋다

    ② 다양한 사과 가공제품 개발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고정  로확보를 하여 지역 학교 식제도와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사과 가공제품은 앙회가 공동으로 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국 사과 주산지에 생산자조직의 사과 가공제품이 표 화되어 공

동 랜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⑥ 과일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일반 기업과 연계하여 원료를 고정

으로 납품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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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포도 생산농가와 가공산업과의 연계 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는 국내 과실산업의 부가가치 증 를 하여 산지 농
가의 과실 생산·출하와 가공산업과의 연계 실태와 문제 을 악하기 해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학술연구 기 자료 외의 다른 목 으
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처: 한국농 경제연구원(130-710  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   창곤 (02-3299-4318)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   김동훈 (02-3299-4372)

거주지     도     시/군 연령 세 이름

문1. 귀 농가의 포도 재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 평

문2. 귀 농가의 연간 포도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             )톤(kg)

문3. 생산된 포도  생과용으로 매할 수 없는 등외품 는 하 품의 비

은 얼마나 됩니까?  (             ) %

문4. 귀하가 생산한 포도의 출하처별 비 은 어떻습니까?

출하처
도매시장
직 출하

소속조합
(계통 매)

가공공장
산지수집상
( 장업자)

형
유통업체
(물류센터)

기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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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귀하가 생산하고 있는 포도가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① (문6 이동)            ② 아니오(문8 이동)

문6. (가공용으로 사용된다면) 가공방법은 어떻습니까? 

  ① 농가에서 직 가공(6-1～4 이동)    

  ② 소속조합  다른 조합의 가공공장으로 원료공 (납품)(6-5～6 이동)

< 직 가공 >

 6-1. 어떤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① 즙         ② 농축액       ③ 퓨      ④ 단·건조(슬라이스)

    ⑤ 후 쉬 커트   ⑥ 주스           ⑦ 포도      ⑧ 포도술 

    ⑨ 포도식       ⑩ 기타 (                       )

 6-2. 가공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포도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① 생과용으로 팔 수 없는 등외품   ② 생과용으로 팔 수 있는 하품

    ③ 생과용으로 팔 수 있는 품     ④ 생과용으로 팔수 있는 상품

   

 6-3. 귀 농가가 생산한 가공제품의 출하처별 비 은 어떻습니까? 

출하처 소속농 형유통업체
직 매

(직거래, 인터넷)
기타 합계

비 (%) 100

 6-4. 가공제품을 직  생산할 경우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입니까?

    ① 로확보의 어려움   ② 원물확보의 어려움

    ③ 인력 부족           ④ 시설 투자를 한 자  부족

    ⑤ 낮은 수익성         ⑥ 생산제품의 품질 균일성 미비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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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공장 원료공 (납품) >

 6-5. 가공공장으로 원료를 납품할 경우 어떻게 매하십니까? 

    ① 생과 매가 불가능한 하 품을 모두 가공공장에 납품한다

    ② 가공공장 배정물량만큼 납품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린다

    ③ 가공공장 배정물량만큼 납품하고 나머지는 간상에게 다

    ④ 일부는 소속조직 가공공장에 납품, 일부는 다른 가공공장에 납품한다

    ⑤ 조합 가공공장이 있어도 납품하지 않고 부 페기처분 한다

 6-6. 가공공장에 가공용 원료를 매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을 두 가지

만 골라주십시오. (1순          , 2순         )

    ① 생산된 하 품 부를 원하는 량만큼 매할 수 없다

    ② 매가격이 무 낮다     

    ③ 수 사정에 따라 매량의 변동이 심하다

    ④ 주 에 가공공장이 없어 하 품이나 등외품 매가 어렵다

    ⑤ 원하는 시기에 팔수 없다  

    ⑥ 공장이 무 멀어서 매가 불편하다 

    ⑦ 매조건(품질기  등)과 계약조건이 까다롭고 불리한 계약을 요구

한다

    ⑧ 결제가 늦다         ⑨  기타 (                        )

문7. 포도를 가공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 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함.

     (1순          , 2순            )

    ① 생과 매가 불가능한 하 품(등외품)을 처분할 수 있다

    ② 등외품 매(처분)로 체 농가소득이 증가된다

    ③ 등외품 매로 페기처분비용이나 노동력을 감할 수 있다

    ④ 등외품 매로 과수원 정리가 될 수 있다.

    ⑤ 고품질 상 품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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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생산한 포도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에 한함.

    ① 가공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② 가공에 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   

    ③ 가공용 매로 인한 수익성이 을 것 같아서

    ④ 가공용으로 사용할 물량이 없기 때문

    ⑤ 기타 (                                         )

 8-1. 생산한 포도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과용으로 팔 수 없

는 하 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냥 버린다       ② 산지수집상이나 간상인에게 매한다   

    ③ 재래시장이나 도로변에서 직  매한다   

    ④ 기타 (                                         )

문9. 포도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 를 한 가공산업 활성

화 책에서 요한 순서 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        , 2순        )

    ① 포도 주산지 생산자조직이 운 하는 가공공장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 좋다

    ② 다양한 포도 가공제품 개발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고정  로확보를 하여 지역 학교 식제도와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포도 가공제품은 앙회가 공동으로 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국 포도 주산지에 생산자조직의 포도 가공제품이 표 화되어 공

동 랜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⑥ 과일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일반 기업과 연계하여 원료를 고정

으로 납품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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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국내산 과실가공산업 관련 소비자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고 국책연구기 인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수행 인 ‘우리나라 과실가공산업 발  연구’를 하여 작성된 설문자료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얻은 개별 정보는 학문  목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 
  설문에 조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주 기 : 한국농 경제연구원 (130-710) 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담당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   창곤 (02-3299-4318)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   김동훈 (02-3299-4372)

Ⅰ. 과일주스 소비실태

문1. 과일주스를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① 매일 구매   ② 1주일에 2-3회   ③ 1주일에 1회   ④ 2주일에 1회  

    ⑤ 1개월에 1회  ⑥ 2개월에 1회    ⑦ 3개월에 1회    ⑧ 기타

문2. 과일주스는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① 인근 슈퍼  ② 재래시장  ③ 형유통매장(이마트, 하나로클럽 등)

    ④ 백화     ⑤ 생 (생활 동조합) 등 유기농매장 

    ⑥ 기타 (               )

문3. 과일주스  가장 자주 구입하는 주스는 무엇입니까?

    ① 100% 오 지주스    ② 50% 오 지주스      ③ 과즙 오 지주스

    ④ 100% 제주감귤주스 ⑤ 과즙 제주감귤주스 ⑥ 국내산 사과주스  

    ⑦ 국내산 포도주스   ⑧ 수입산 포도주스   ⑨ 기타주스(복숭아, 매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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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과일주스를 구입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기 은 무엇입니까? 

우선순 로 두 가지만 말 해 주세요.  (       ), (       ) 

    ① 가격   ② 랜드  ③ 맛   ④ 신선도   ⑤ 양성분  ⑥ 포장디자인  

    ⑦ 원산지(국내산과 수입산)    ⑧ 제조회사명   ⑨ 품질인증마크

    ⑩ 유통기한(제조일자)  ⑪ 사용원재료 산지  ⑫기타 (         )

문5. 감귤류주스  오 지주스(100% 수입산 원료 사용)와 제주감귤주스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① 수입산 오 지 주스(문6으로 이동)   

    ② 국내산 제주감귤주스(문7로 이동)

    * 오 지주스는 국내 기업에서 제조되어 매되어도 그 원료는 부 

수입산임.

문6. 국내산 제주감귤주스보다 수입산 원료로 만든 오 지주스를 더 선호

하신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① 국내산보다 맛과 품질이 좋아서  

    ② 국내산보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싸서

    ③ 국내산보다 안 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④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⑤ 좋아하는 랜드가 있어서  

    ⑥ 포장디자인이 좋아서  

    ⑦ 기타 (                      )

문7. 수입산 오 지주스보다 국내산 제주감귤주스를 더 선호하신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① 수입산보다 맛과 품질이 좋아서 

    ② 수입산보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싸서 

    ③ 국내산이라 안 성을 믿을 수 있어서  

    ④ 제품 종류가 다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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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좋아하는 랜드가 있어서  

    ⑥ 무조건 국내산이 좋아서  

    ⑦ 기타 (                       )

문8. 수입 오 지주스와 제주감귤주스를 어떻게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구 분
 제주감귤주스가 

더 낫다
수입 오 지주스가

 더 낫다
차이가 없다 모르겠다

맛 는 품질 ① ② ③ ④

안 성 ① ② ③ ④

제품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생 리 ① ② ③ ④

가격 비 품질 ① ② ③ ④

제품 
포장디자인

① ② ③ ④

문9. 100% 제주감귤주스와 100% 수입산 오 지주스의 가격을 비교할 때 

제주감귤주스 가격은 어느 정도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입산 오 지주스와 동일  ② 오 지주스의 1.5배  

    ③ 오 지주스의 2배          ④ 오 지주스의 3배 이상     

    ⑤ 오 지주스보다 싸게       ⑥ 잘 모르겠음

문10. 수입산 오 지주스 는 국내산 감귤주스를 구입하실 때 농축액 비율, 

원산지, 성분 등을 확인하십니까?

    ① 항상 확인함             ② 가끔 확인함 

    ③ 거의 확인하지 않음      ④  확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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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수입산 오 지주스에 비해 국내산 제주감귤주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하여 가장 시 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① 품질(맛) 제고        ② 안 성 확보        ③ 다양한 제품 개발  

    ④ 생  공정 리     ⑤ 오 지주스보다 낮은 가격  

    ⑥ 세련된 포장디자인   ⑦ 좋은 랜드 개발  

    ⑧ 원산지 표시강화     ⑨ 편리한 구매 

    ⑩ 정부나 공인기 의 품질인증      ⑪ 기타 (                )

Ⅱ. 와인(포도주) 소비실태

문12. 와인은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① 1주일에 2-3회  ② 1주일에 1회 ③ 2주일에 1회  ④ 1개월에 1회 

    ⑤ 2개월에 1회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1년에 1회

문13. 와인은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① 인근슈퍼   ② 재래시장   ③ 형유통매장(이마트, 하나로클럽 등)

    ④ 백화      ⑤ 문 수입주류 매장  ⑥ 기타 (      )

 

문14. 와인을 구매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  마시기 해    ② 선물용    ③ 인테리어 보 용  

    ④ 와인 수집용         ⑤ 기타 (            )

문15. 와인을 구입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기 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 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① 가격     ② 랜드     ③ 맛      ④ 신선도     ⑤ 포장디자인  

    ⑥ 원산지(국내산 는 수입산)    ⑦제조회사명    ⑧ 제조국가명  

    ⑨ 와인등     ⑩ 품질인증마크    ⑪ 제조일자    

    ⑫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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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주로 구입하시는 와인은 무엇입니까? 

    ① 수입산 포도주(문17로 이동)        

    ② 국산 포도주(문18로 이동)  

문17. 국산와인보다 수입와인을 더 선호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 주

십시오. (         ), (         )

    ① 국산보다 맛과 품질이 좋아서       

    ② 국산 와인보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싸서

    ③ 세계 인 유명 랜드가 많아서     

    ④ 다양한 등 과 가격 의 제품이 있어서

    ⑤ 쁘고 세련된 포장디자인이 많아서 

    ⑥ 국산보다 안 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⑦ 수집할만한 가치가 높아서         

    ⑧ 선물용으로 합해서  

    ⑨ 기타 (                          )  

문18. 수입 와인보다 국산 와인을 더 선호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① 수입 와인보다 맛과 품질이 좋아서   

    ② 품질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③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④ 다양한 가격 와 등 이 있어서

    ⑤ 선물용으로 합해서              

    ⑥ 수집할만한 가치가 있어서

    ⑦ 포장디자인이 세련되어             

    ⑧ 무조건 국산이 좋아서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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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주로 구입하는 와인 1병(750㎖)의 가격 는 어느 수 입니까? 

    ① 10,000원 미만  ② 10,000～15,000원  ③ 15,000～20,000원  

    ④ 20,000～25,000원   ⑤ 25,000～30,000원  ⑥ 30,000～ 40,000원

    ⑦ 40,000～50,000원    ⑧ 50,000～70,000원   ⑨ 70,000～100,000원  

    ⑩ 100,000～200,000원  ⑪ 200,000～300,000원  

문20. 국산와인과 수입을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구 분
 국산 와인이
 더 낫다

수입 와인이
 더 낫다

별로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맛 는 품질 ① ② ③ ④

안 성 ① ② ③ ④

제품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생 리 ① ② ③ ④

가격 비 품질 ① ② ③ ④

제품 포장디자인 ① ② ③ ④

문21. 수입 와인 구매가격이 1병(750㎖)에 20,000원일 경우 맛과 품질이 

비슷한 수 의 국산와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당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수입 와인과 동일            ② 수입 와인의 90% 수   

    ③ 수입 와인의 80% 수        ④ 수입 와인의 70% 수   

    ⑤ 수입 와인의 60% 수        ⑥ 수입 와인의 50% 수

    ⑦ 수입 와인의 50% 이하 수   ⑧ 수입 와인보다 비싸야 됨  

    ⑨ 잘 모르겠음

문22. 수입 와인에 비해 국산 와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하여 가장 시 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① 품질(맛) 제고  ② 안 성 확보  ③ 다양한 품질과 등 의 제품 개발

    ④ 명품 랜드 개발  ⑤ 세련된 용기  포장디자인  ⑥ 생  공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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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원산지표시 강화  ⑧ 정부나 공인기 의 품질인증  ⑨ 낮은 가격  

    ⑩ 우수한 원료확보 ⑪ 기타  (                           )

문23. 와인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 품질, 맛, 종류, 성분 등을 확인하십니까? 

    ① 항상 확인함          ② 가끔 확인함  

    ③ 거의 확인하지 않음   ④  확인안함

문24. 가장 선호하는 수입 와인 원산지 2곳은 어디입니까? 

     (        ), (        )

    ① 랑스산   ② 독일산  ③ 스페인산  ④ 이탈리아산  ⑤ 미국산  

    ⑥ 칠 산     ⑦ 아르헨티나산  ⑧ 호주산  ⑧ 뉴질랜드산  

    ⑩ 남아공산   ⑪ 기타 (             )

문25.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와인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화이트    ② 드    ③ 로제    ④ 스 클링   ⑤ 기타 (     )

문26. 와인을 마시는 소비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① 가정           ② 문 와인바           ③ 일반 주   

    ④ 고  스토랑  ⑤ 기타 (             )

Ⅲ. 일반사항

문2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문28.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         명)

문29. 귀 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199만 원     ③ 200～299만 원   

    ④ 300～399만 원      ⑤ 400～499만 원     ⑥ 500～59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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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600～699만 원      ⑧ 700～799만 원     ⑨ 800~899만 원    

    ⑩ 900～999만 원      ⑪ 1,000만 원 이상

문30.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졸 이하    ② 고졸    ③ 졸( 문  포함)  ④ 학원졸 이상

문31. 귀하의 직업은 아래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업주부     ② 문직업인  ③ 공무원         ④ 일반기업 근무  

    ⑤ 기업CEO     ⑥ 자 업자   ⑦ 정규직 근로자  ⑧ 임시직 근로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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